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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사진

-제1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 농악(1983년)

-강릉관노가면극 양반광대와 소매각시

- 강릉학산오독떼기(오독떼기보존회)



발 /간 /사

역사가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비춰 보는 거울이며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역사는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어

야만 합니다. 역사가 지속되고 이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것은 국가 또는 개인이 

편찬해 왔던 사서(史書) 등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역사를 

편찬한다는 것은 민족정기를 지속시키고, 후손들에게 유구한 전통을 물려주는 

것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강원도는 인류의 시원이 되는 구석기 시대부터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해 오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중요성과 군사적 요충지로 여러 왕조가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강원도만의 빛나는 전통과 문화를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강원문화는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독특한 지리적 환경 속에서 축척된  

전통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창조된 문화와 선조들의 

지혜를 향유하고 재조명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며, 그것이 바로 강원도사의 

편찬입니다.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킴은 물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며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 2008년부터 강원도사 편찬이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올해 민속편 3권 편찬을 끝으로 통사(通史) 총 24권 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내년

부터는 다양한 주제의 강원역사총서를 도민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짧은 시간 및 자료부족과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대한 양의 강원도사 편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찬위원님들과 집필진 등 편찬에 동참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사 편찬에 도민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리며, 이 작업이 강원도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강원도사편찬위원장



축 /간 /사

강원도사를 이해하기 쉽고, 보기 편하게 구체적으로 재편찬 하였습니다.

이번 22~24권 민속편 발간을 마지막으로 강원도사가 완간되었습니다.

강원도사 완간을 전 도민들과 자축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역사와 문화를 담는 일에 애쓰신 정만호 위원장님, 원영환 부위원장님, 

편찬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강원도는 고대 예맥으로부터 여러 왕조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던 지정학적·군사적 

요충지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 강원도는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문화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정체성을 찾고 이를 세계에 자신 있게    

내 놓을 때 우리 스스로의 가치는 높아질 것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도 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켜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이를 

계기로 강원도만의 진면목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지난 발자취는 미래를 제시하는 귀감이기에 앞으로도 강원도 역사와 문화의 변화

상을 고증하고 기록하는 일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방대한 강원도사의 세밀한 연구와 기록을 위해 애쓰신 편찬위원님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강원인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평화와 번영의 강원

시대를 열어나갑시다.

2018년   12월

강원도지사   



축 /간 /사

강원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향토의 맥과 뿌리를 찾기 위한 강원도사의 

발간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발간에 수고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강원도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시작된 남과 북의 평화분위기는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을 거치면서 더욱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반세기가 넘게 지속되어 오던 대립과 반목의 남북관계가 화합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겠지만, ‘평화와 번영의 

강원시대’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번 강원도사의 발간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 우리 고장의 소중한 문화와 전통을 돌아보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잡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해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원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번에 발간된 

강원도사가 강원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침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한 강원도사의 발간이 어느덧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차분히 강원의 역사를 정리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빈약한 자료와 

고증의 어려움, 전문 인력과 재정의 부족 등 수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모든 역경을 딛고, 강원의 역사를 차근차근 정리해 주고 계시는 

편찬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강원도사 민속편의 발간을 통해, 강원도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강원도민 모두가 우리고장의 역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강원도의회 의장



서 /문

민속은 한민족이 살아오면서 이루어 온 특색 있는 전통문화이다. 민속을 통해 국토의 환경을 

이해할 수 있으며, 선조들의 삶과 지혜, 그리고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다. 민속은 역사와 더불어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분야이다. 강원인의 생활과 의식을 알고자 한다면 

가장먼저 민중의 역사인 민속을 보는 것이 지름길일 것이다.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상 농·산·어촌이 모두 병존해 있다. 그리고 영동·영서가 각기 독특한 

문화권으로 나뉘어 있어 문화현상에 있어서도 지역적 차별성이 논의되기도 한다. 그만큼 

강원의 민속은 강원도만의 색깔과 다양성을 가지고 발전·계승되어왔다. 마을·생업·세시·

신앙·구전·예술 등 전 분야의 민속이 망라되어 상존하고 있으며, 무한한 민속문화 자원과 

그 우수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강원의 민속을 채록하고 그것을 보존하여 도민에게 알리는 것은 강원문화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차대한 일이다. 더욱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의 

기치를 걸고 성공적으로 치러 내, 강원도의 문화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민속문화가 

있었다. 이로써 강원도민의 문화자긍심 또한 매우 커졌으며, 고유한 전통을 찾아 알리는 것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일 것이다.

이 같은 인식하에 이번 강원도사 민속편 편찬은 가장 강원도다운 것에서 가장 한국적인 

것을 찾아내고, 또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확신 아래서 추진하였다.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민속의 형태가 변질되거나 단절된 부분도 있지만, 그 맥을 찾아보는 것은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자하는 매우 뜻있는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시작된 것이다.

민속은 강원문화의 원천이 되었던 만큼,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이번에 편찬한 강원도사  

민속편은 이처럼 방대하고 심오한 내용을 선별하고 기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에게 집필을 의뢰하고, 집필자의 의견을 존중하였으나 감수의견에 따라 일부 수정·보완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다소 오류와 탈자도 있을 것이다. 독자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라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방대한 강원도사를 편찬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정만호 

강원도사편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편찬에 참여해주신 

편찬·집필위원, 감수·교정위원들께도 그 노고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특히 기획부터 발간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동분서주하며 노심초사한 이상균 상임위원과 김정현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18년   12월 

강원도사편찬위원회 부위원장  



강원도사 완간(完刊)의 글

‘역사(歷史)’는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이고, 역사를 편찬한다는 것은 그 궤적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다. 역사는 과거의 세계를 우리 앞에 드러내 놓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물로 역사를 통해 인간적으로 성숙해지고, 미래를 향한 삶과 지혜의 안목을 

얻는다. 역사는 미래를 비춰 보는 거울이다. 그래서 역사를 ‘통감(通鑑)’이라고도 한다. 즉, 

역사의 편찬은 시대를 읽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다.

역사는 중앙사(中央史)의 개념에서 국가사(國家史)가 있고, 각 지역마다 지역사(地域史)가 있다. 

강원도도 구석기시대부터 인류가 정주해 오면서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축적되어 왔으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강원사(江原史)를 정리하는 것이 강원도사의 편찬이다.

2008년부터 추진해 온 강원도사(1~24권) 편찬이 올해로 마무리 되었지만, 강원도 역사를  

개괄하는 통사편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강원통사 편찬의 시원은 19세기 초 강원도 군·현

(郡·縣)의 읍지(邑誌)를 종합하여 간행한 관동지(關東誌)로 볼 수 있다. 이후 1940년과 1959년 2회에 

걸쳐 강원도지가 편찬되었고, 1975년 강원총람이 간행되었다. 이때까지의 강원통사는 내용이 

다소 소략하였고, 보다 체계적인 통사편찬의 필요성에 따라 1995년 강원도사를 4권 1질로 간행하여 

강원역사를 살피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 후 20여년이 지나자 강원통사의 증보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고, 2008년부터 증보편찬을 시작하여 10년이 지난 올해, 24권에 이르는 강원도사의 

완간을 보게 되었다. 강원도 내 역사학자를 비롯한 관계전문가 440명이 집필에 참여하였고, 

역사·문화·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하여 원고지(200자) 약 80,000여 매 

분량의 방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강원도사 편찬을 시작하여 완간하기까지의 시간은 지난하고 고된 여정이었다. 혹여 왜곡된 

서술로 편찬의도를 그르칠까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도지사님과 강원도사편찬위원님들로 

부터 편찬실무진까지 강원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 강원도민들과 후세에 전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은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었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다. 이처럼 강원도사 편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역사의식과 노고가 있었기에 강원도사를 완간할 수 있었다. 다만, 편찬에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좀 더 미시적(微視的)인 사실까지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통사 24권으로도 각 분야의 

개설적 내용조차 담기에 지면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보충하고 역사

인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 2019년부터는 통사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주제사(主題史)인 강원

역사총서를 편찬하여 강원도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그간 강원도사 편찬에 참여하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가장 큰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독자(讀者) 강원도민들께 강원도사를 찬진(撰進) 한다.               

2018년   12월 

강원도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제1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정선아리랑 참가(1970년, 아리랑박물관)

정선아리랑(1980년)



정선 아우라지(1990년)

정선 아우라지(1980년)



평창아리랑(1990년)

강릉 학산오독떼기(오독떼기보존회)



강릉 학산오독떼기(오독떼기보존회)

속초 도문 농요



홍천 겨리소 소모는 소리

양양 상복골 농요(1986년)



횡성 우밀 어러리 타령(1991년)

횡성 정금 두레 농요(1986년)



태백 갈풀썰이 소리(1986년)

철원 김화 자등 농요(1991년)



태백 사시랭이(1988년)

영월 안도내들 방아타령(1991년)



평창 봉평 메밀 도리깨질 소리(2013년)

양구 밭갈이 소리(1986년)



화천 범암골 목도 소리(2011년)

양양 입암 목도 소리(2003년)



명주 신영산 고비·고사리꺽기 소리(1986년)

고성 반바우 후리질 소리(1997년)



고성 명태잡이 소리(2016년)

속초 산대 소리(1985년)



양양 동호리 멸치후리기 소리(2017년)

속초 대포동 뱃소리(1997년)



양양 수동골 상여 소리(1997년·2009년)

춘천 떼타는 소리(1980년)



횡성 상여 소리(1984년)

횡성 회다지 소리(1980년대)



정선 지게춤 물박장단(1989년)

기생 홍장과 박신의 사랑 전설이 있는 경포 홍장암(1981년)



꿩 보은 전설의 원주 치악산 상원사(1985년)

약수 전설의 정선 화암약수(1980년)



부래 전설의 설악산 울산바위(1996년)

상사뱀 전설의 춘천 오봉산 청평사(1980년)



임꺽정 전설의 철원 고석정

홍수 전설의 태백 황지(1984년)



홍천 석전 놀이(1984년)

철원 횃불싸움(2003년)



삼척 술비 놀이(1984년)

영월 칡줄다리기(1970년)



춘천 외바퀴 수레싸움(2000년)

춘천 우두산 솟을뫼 놀이(1992년)



춘천 널뛰기(1991년)

강릉 단오절 그네뛰기(1984년)



춘천 단오절 씨름(1980년)

강릉 투호 놀이(1978년)



원성 논매기와 두레싸움(1984년)

화천 농목장치기(1991년)



평창 대방 놀이(1985년)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2003년)



양양 왁달계 놀음(1991년)

원주 매지 대도둠 놀이(1994년)



원주 꼭두상모 놀이(1989년)

원주 소 코뚜레 놀이(1988년)



원주 갈뜯기 놀이(1997년)

원성 석전 놀이(1984년)



원성 백중 놀이(1988년)

속초 얼음썰매타기(1953~54년, 속초시립박물관)



강원도 경로당 바둑과 장기(1981년)

강원도 눈썰매타기(1961년)



영월 단종릉 도깨비 놀이 행렬(1975년)

강릉 영신 횃불 놀이(1990년)



영월 숯가마실 숯굽기 놀이(2001년)

고성 대진 든대질 놀이(2009년)



고성 백촌 보리태 타작 놀이(1986년)

고성 현내 돌다리 놓기 놀이(1988년)



고성 삼포 혼인잔치 품바 놀이(1985년)

고성 애기미 용왕굿 줄다리기 놀이(1991년)



동해 뒤뜰장 걸립패 놀이(1990년)

동해 판례 뽑는 날 놀이(1995년)



동해 영등 놀이(1989년)

동해 보역새 놀이(1985년)



동해 고청제 횃불 놀이(1983년)

동해 질먹기 놀이(1984년)



명주 학산 봇물 싸움 놀이(1991년)

삼척 농장 놀이(1991년)



삼척 토영 놀이(1987년)

속초 나룻배 싸움(1984년)



속초 설악산 신맞이굿 놀이(1993년)

삼척 척주동해비 입석 놀이(1990년)



인제 갈이남박 물레 놀이(1997년)

인제 승냥간 베림질 놀이(1992년)



인제 심메마니 놀이(1986년)

인제 다리골 점간 놀이(1995년)



인제 땟목 놀이(1985년)

인제 숯둔골 숯굽기 놀이(1990년)



정선 풍년 낟가리대 놀이(1984년)

정선 앞실 삼찌기 놀이(1985년)



정선 도원골 길치고 다리놓기 놀이(1995년)

속초 든대질 놀이(1987년)



양구 가창골 삼굿 놀이(1989년)

양구 가창골 베틀 놀이(1988년)



양양 탁장사 놀이(1984년)

양양 패다리 놓기 놀이(1983년)



영월 쌍용 놀이(1983년)

양양 귀애파기 놀이(1985년)



철원 토성 풍년 낟가리 놀이(1992년)

철원 머슴날 놀이(1990년)



춘성 장절공 도이장가 놀이(1991년)

춘성 제궁동산제 거북 놀이(1985년)



태백 탈 놀이(1984년)

태백 맷돼지 사냥 놀이(1991년)



평창 황병산 사냥 놀이(1984년)

평창 방림 삼굿 놀이(1986년)



홍천 석전 다리놓기 놀이(1984년)

홍천 청실홍실 놀이(1985년)



홍천 연자매 놀이(1989년)

홍천 물통방아 놀이(1986년)



홍천 동창보제 놀이(1995년)

홍천 웃범골 장승깎기 놀이(1991년)



화천 지게행상 놀이(1987년)

강릉관노가면극(1968년)



강릉관노가면극(1976년)

강릉관노가면극(1976년)



강릉관노가면극(1976년)

동해 북평 원님 놀이(1978년)



동해 북평 원님 놀이(1978년)

동해 북평 원님 놀이(1993년)



속초 사자 놀음(1978년)

속초 사자 놀음(1978년)



속초 사자 놀음(2017년)

속초 사자 놀음(2017년)



강릉농악(1986년)

강릉농악(1993년)



평창 백옥포농악(1983년)

평창 둔전평농악(2005년)



원주 매지농악(1992년)

원주 매지농악(2006년)



동해 망상농악(2001년)

동해 망상농악(2017년)



춘천 석사농악(1984년)

춘천 금병농악(1984년)



동해 샘실 우물굿 농악(1991년)

원주 오리현 농악(1990년)



속초 도리원농악(2001년)

삼척 조비농악(1984년)



홍천농악(1986년)

홍천 동면 좌운농악(1997년)



영월 무릉농악(1989년)

영월 승당농악(1990년)



영월 서면 광전농악(1992년)

정선 낙동농악(1996년)



인제 기룡 베틀농악(1983년)

철원 토성농악(1997년)



양양 잔교농악(1992년)

고성 교동농악(2001년)



강원도 호족12각반과 4각반(가톨릭관동대학교박물관)

강원도 2층농과 2층장(가톨릭관동대학교박물관)



강원도 반닫이(가톨릭관동대학교박물관)

황승규의 문자도(삼척시립박물관)



황승규의 민서(民書, 삼척시립박물관)

이종하의 문자도(삼척시립박물관)



제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 강릉농악(1964년)

제1회 태백문화제(1977년)



강원도에서 첫 개최된 제1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춘천, 1978년)

제1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1983년)



제1회 춘천 개나리문화제(1966년)

제2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1984년)



정선 아리랑제(1994년)

강릉 단오제 난장(1976년)



고성 수성문화제(1992년)

양양 현산문화제(1990년)



삼척 죽서문화제(1984년)

영월 단종제(1970년)



인제 합강제(1998년)

철원 상노리 지경다지기



월정사 탑돌이(2016년)

월정사 탑돌이(1977년)



영월 단종제례(1982년)

전통활쏘기



동해 삼화사 수륙재(문화재청)

동해 삼화사 수륙재(문화재청)



나전장

전통자기도공과 작품



칠정제장과 정제칠

칠장과 작품



나전칠기장과 작품

방짜수저장과 작품(강릉)



각자장과 작품

방짜수저장과 작품(양구)



대목장과 작품

생칠장과 작품



강릉 갈골과줄장과 과줄

춘천 필장과 작품



불교목조각장과 작품

전통자수장과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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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편찬 목적

강원도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여 강원문화의 정체성과 위상을 확립하고, 도민의 

애향심·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있다.

- 서술 원칙

○   편찬에 앞서 편찬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종합하고, 원고 집필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망라하여 분야별로 분담하였으며, 별도의 감수와 윤문을 거쳐 

내용의 충실을 기하였다.

○   학술서 수준을 유지하되 문장은 간결하고 평이하게 서술하였다.

○   집필자명은 원고의 말미에 제시하였고, 참고문헌은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 일괄 

제시하였다.

○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고유명사는 ( )안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   내용과 학술용어는 각 분야별 집필자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와 용어 사용이 

다르기 때문에 필자의 견해를 존중하되, 원고에 문제가 있는 내용은 감수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찬실에서 수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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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민요

1. 변천과 특징

강원도는 태백산맥이 동해안을 타고 뻗어 있고, 그로부터 갈라진 광주산맥·차령산

맥·소백산맥이 북부와 중남부·남부를 각각 통과하고 있다. 해발 500m 이상되는 곳이 

전체의 51.3%를 차지하며, 15° 이상의 급경사지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처

럼 산간지역이 많아 면적에 비해 농지가 적으며, 또 논보다는 밭이 더 많아서 밭농사의 

비중이 다른 곳보다 그만큼 크게 자리 잡혀 있는 곳이다. 

강원도는 태백산맥에 의해 영동과 영서지역의 구분이 뚜렷하다. 태백산맥은 평균 

800m의 높이로 동해안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로 인해 동과 서의 교통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영동과 영서의 생활과 문화 또한 다른 양상을 지니게 되었다. 진부령·한계령·대

관령 등 영동과 영서를 넘나들 수 있는 고개가 여럿 있었지만 고개를 넘는 교통이 평

지의 왕래와 같을 수는 없었던 탓이다. 

태백산맥의 동쪽은 경사가 급하여 영동지역에는 물길이 길게 나지 못했다. 양양군의 

남대천, 강릉시의 남대천, 삼척시의 오십천 등과 같이 태백산맥에서 흘러내린 물이 강

을 이루지 못하고 곧바로 동해로 빠져 나간다. 그러나 태백산맥 서쪽의 경사는 완만하

여 물길이 길게 서해까지 닿을 수 있었다. 금강산 부근에서 발원한 북한강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소양강·홍천강 등 강원도 북부와 중부의 크고 작은 여러 물을 합하여 경

기도 양평군의 양수리에서 남한강과 만나고, 남한강은 평창강을 본류로 하여 크고 작은 

여러 물을 수용하면서 영월군을 거쳐 충북 단양군을 지나면서 서북쪽으로 방향을 바꾸

어 역시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만나 서울을 통해 서해로 빠져 나가기에 논이 영동지역

보다 많다.

예전에 강은 각종 물자 이동의 주요 통로이었다. 이를테면 평창·정선·영월 등의 재

목(뗏목)·옥수수·콩·삼베 등 각종 산물이 남한강을 타고 서울로 운송되었고, 소금이

나 기타 일용잡화 등은 역으로 반입되었다. 그러므로 영서지역은 서울 및 경기도·충청

도 등 외지와의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고 마을과 장시가 자리

하였음에 반해, 영동지역은 상대적으로 영서지역 보다 생활상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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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요의 분포는 이러한 지리적·문화적 환경과 생활의 필요에 따라 생성되고 존속되고 

있다. 강원도 민요의 정체성은 전승자를 포함한 민요 문화행위자가 주요 향유층이고 전

승 공동체라는 점이다. 삶의 환경과 내용에 따라 민요의 전승양상도 자연스럽게 달라진

다. 민요의 지속과 변화는 현장성으로 살피면서 이른바 전승자의 문화행위는 단순 노래 

부르기 차원을 넘어서기에 지역민들의 노래와 삶의 관련성을 살펴야 한다.1) 강원도 민

요의 생성과 전승도 위에서 말한 지리적 여건 위에 전개되어 왔다. 강원도 민요의 여

러 양상은 산간지대로서 밭농사가 중심이라는 점, 영동과 영서가 지리적으로 구분된다

는 점, 그리고 외지와의 교류에 영동과 영서의 입지조건이 달랐다는 점, 흔히 암하노불

의 순박한 인심을 보인다는 점 등을 배경으로 하여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2) 

이 글에서는 강원도 민요의 전반적 상황을 기능과 유형에 따라 살펴보고, 이를 토대

로 강원도 민요의 특징과 그 지역적 양상을 정리한다. 그 동안 강원도 민요에 대한 연

구 업적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축적되어 왔지만, 그 대부분은 특정한 노

래, 또는 특정지역에 한정된 것들이며, 강원도 민요 전체를 총괄적으로 파악하려는 작업

은 많지 않았다. 도내 각 지역의 전래민요를 소개하기 위한 것일 뿐 강원도의 민요양상

을 검토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3) 강원도의 민요연구는 과거 부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점차 거시적으로 통합하여 상황 전체를 읽으려고 노력 하였다. 강원도 민요를 거

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강원도 민요 연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원주어리랑> 사설은 지금부터 백여 년 전인 1912년 조선총독부 현지조사 자료에서 

확인된다.4) 김지연이 조선(朝鮮) 1930년 6월호에 쓴 ｢조선민요 아리랑｣이 있다. 김지연

은 다른 지역의 아리랑과 함께 <정선아리랑> 사설도 소개하였다. 차상찬이 별건곤에 

‘정선 구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설 5수를 소개한 바 있고, ｢동아일보｣에도 ‘일천간장 

다녹이는 정선어러리’라는 기사가 실린 바 있다. 1923년 6월호 개벽에 실린 민요 관계 

문건을 기준으로 보면, 강원도 민요 연구의 역사는 95년이 된다. 

지리적 특징에 따른 민요의 특징에는 산이 많아 경사지 농사로와 관련된 산간민요가 

1) 이창식, 1994, ｢민요의 기능과 민중의 삶｣, 한국민요학 제2집, 한국민요학회, 13~22쪽.

2) 이창식, 1995, ｢민요｣, 강원도사 전통문화편, 강원도, 410~444쪽.

3) 이보형, 1994, ｢강원도 전래민요｣, 강원의 전통민속예술, 강원도; 이보형, 1977, ｢민요｣, 한국민속종합보고서 강원도
편, 문화재관리국, 566쪽; 이보형, 1986, ｢강원도 민요의 특성과 개발전망｣, 강원민속학 제4집, 강원민속학회, 72~73
쪽; 이보형, 2005, ｢한국민요의 전국적 판도와 강원도 민요의 국면｣, 강원도 민요와 삶의 현장, 강원도, 9~20쪽.

4) 장정룡, 2015, ｢원주어리랑의 존재양상과 전승활동｣, 원주어리랑의 전승발전과 활용 방안 학술연구,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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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강원도는 서고동저의 지형으로 영동과 영서 민요의 차이가 있다. 동해 해안선이 

단조롭기에 어로요는 적다. 남한의 최북단은 북한지역과 인접·교류로 함경도민요의 유

입이 있다. 그밖의 특징으로 독자적인 민요권을 이루고 있다. 같은 메나리권이라도 영

남지역의 영향이 적고 독자적인 악곡이 존재한다. 그 예로 나무꾼소리-아라리가 어사

용 대신에, 모심는소리-미나리, 자진아라리가 모심는소리-등지소리 대신에 불리고 농경

생활의 고달픔과 애환을 담은 ‘겨리소 밭가는 소리’, 곧 ‘이랴소리’를 통해 전통 품앗이를 

보여준다.5) 힘든 농사일에 농요를 부르던 농민들의 생활상을 농악장단에 맞춰 신명나고 

특색 있게 표현한 것이 강원도적이다.6) 

태백산맥과 소백산백의 동쪽지역인 경상도와 강원 영동지역, 그리고 북한의 함경도 지

역의 민속음악은 선법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이 지역의 민요 등에 나타나는 이러

한 특징은 보다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강원 영서지역은 물론 경기도 지역에서

도 발견되며, 불교음악이나 서당의 글 읽는 소리, 제례의식의 축문 읽는 소리 등에서도 

발견된다. 상하행 선율의 구조가 서로 다른 이 선법을 흔히 ‘메나리토리’ 또는 ‘메나리조’

라 한다. 메나리는 강원도나 경기도 일부지역 등에서 논매는 소리로 부르는 노래인데, 

그 이름을 따서 ‘메나리토리’라 한 것이다. 

이 선법은 상행시에는 4음음계, 하행시에는 5음음계로 된 무반음 음계로, 미-(솔)-

라-도-레-미로 구성되는데, 미가 최저음이고 라로 마치는 점에서 계면조라 볼 수 있

다. 5음 중에서 솔은 상행시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하행시에는 라에서 미로 하행할 때 

반드시 경과음으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라-솔-미의 하행선율이 이 토리의 특징이다. 메

나리토리는 상행시의 구조가 육자백이토리와 같다. 한국음악의 지역적 특징은 하행선율

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7) 

대체로 강원도 노동요는 ‘농업노동요’가 대략 60%로 주종을 이루고 있다. ‘민요’는 서민

들의 문화적 감성을 담은 ‘노동’과 ‘놀이’·‘의례’와 더불어 ‘시대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이다. 민요에는 ‘내재된 화성’이 존재한다. 민요의 토리와 주요 골간음·장

단·가창방식 등의 음악적 특성을 지닌다． 강원도는 산과 바다·평야·분지 등을 포함

한 다양한 지리적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다양한 농업노동요와 어업노동요가 전승되고 

있으며 특히 산과 관련된 노래가 많다. 또한 겨울이 긴 탓에 방 안에서 부를 수 있는 

5) 김혜정, 2005, ｢강원도 민요의 음악적 특성과 의미｣, 강원도 민요와 삶의 현장, 집문당, 21~24쪽.

6) 강원도, 2001, 강원의 민요 Ⅰ; 강원도, 2003, 강원의 민요 Ⅱ.

7) 강원도, 2001, 강원의 민요 Ⅰ; 강원도, 2003, 강원의 민요 Ⅱ. 음반 12장 완결(2004), 전민요 157곡과 전래동요 222곡, 
총 379곡이 실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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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와 노래가 발달하였다. 넓은 평야가 없으므로 집단노동요보다는 개별노동요가 많으

며, 가창방식 역시 소규모의 돌림형식이나 혼자 부르기 방식인 경우가 많다.

강원도 민요는 흔히 동부 민요로 이 노래는 강원도 지역의 대표적인 통속 민요로, 

‘미·솔·라·도·레’ 5음으로 구성되고, ‘미·라·도’ 3음이 주로 쓰이는 엇모리 장단과 

메나리토리 음계이다. 흔히 동부 민요는 태백산맥 동쪽의 경상도·강원도·함경도 지역

의 민요를 말하는데, 경상도 지역의 민요는 빠른 장단이 많이 쓰이며, 활동적이고 경쾌

하며 강한 억양을 가지고 있다.8) 탄식과 애원하는 듯한 곡이 많으며,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진행되는 가락이 특징이다. 엇모리 장단 노래가 많은 편이며, 일정한 장단 없이 

부르는 노래도 많다. ‘메나리토리’의 노래가 많고, ‘어사용토리’라 부르는 노래도 있다. 메

나리토리 음계구조로로 ‘미·라·도’가 주요음이고 느리게 부르면 슬프게 들린다. 강원 

민요는 한가롭고 여유 있는 느낌의 생태적인 노래가 많다. 

강원도의 민요권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동과 영서가 나뉜다. 영서지역에서는 소 두 

마리를 사용하는 겨리소소리, 모심는소리로 미나리, 논매는소리로는 단호리, 상사데, 방

아소리 등을 부르며, 영동지역에서는 소 한 마리를 사용하는 호리소소리, 모심는소리로 

아라리, 논매는소리로 미나리와 오독떼기를 부르고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구성

음은 3음(미·라·도)을 골격으로 하고 ‘솔’과 ‘레’는 경과음이나 장식음으로 주로 사용한

다. 이에 속하는 동부민요로는 정선아리랑·강원도아리랑·한오백년·쾌지나칭칭나네·

어랑타령(신고산타령)·골패타령 등이 있다. 음계는 4도위에 3도를 쌓은 메나리조이다. 

장단은 중몰이·엇몰이·볶는타령·자진굿거리 등이다. 탄식조나 애원조의 노래가 많아  

애원스럽고 가슴을 저미는 듯하다. 

유명한 통속민요로 <정선아리랑>·<강원도아리랑>·<한 오백년> 등이 있다. 느린 3

박자로 읊듯이 엮어나가며, 애원스럽고 가슴 저미는 듯한 부르기 창법이다. 음계구조는 

‘레·도·라·솔·미’로 진행되는 메나리토리로, ‘솔’ 음은 경과음(악보 첫째 단 둘째 마디 

마지막 가사 ‘라’, 둘째 단 첫째 마디 마지막 가사 ‘고’ 등)으로 쓰이고, ‘레’ 음은 ‘도’로 

진행하는 특성(악보 둘째 단 가사 ‘괴’, ‘자’, 셋째 단 둘째 마디 가사 ‘고’·‘개’ 등)을 가지

고 있다.9) 따라서 ‘미·라·도’ 3음이 주요음으로 사용된다. 장단은 엇모리 장단을 쓰는

데, 이 장단은 3박과 2박이 번갈아 나오는 혼합된 박으로, 하나의 박으로 진행되는 박자

의 느낌과 다르다. 처음 세 번째 박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되지만 마지막 다섯 번째 박

8) MBC문화방송, 1996, 한국민요대전, 강원도민요 해설집, MBC라디오국.

9) 이정란, 1996, ｢강원민요의 음악적 특징｣, 한국민요대전 제2집, MBC문화방송,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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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6박자로 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10) 느리게 부르면 매우 슬프게 들린다. 

강원도 민요는 중모리(한오백년)나 엇모리(강원도아리랑) 등 규칙적인 장단도 쓰이지만 

정선아라리 유형은 평안도의 엮음수심가처럼 일정한 장단이 없다.11) 

강원도 민요는 대부분 상행에 ‘미·라·도·레’, 하행에 ‘레·도·라·솔·미’의 진행을 

하는 메나리토리로 되어 있다. ‘레·도’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반복 사용하다가 ‘라·솔·

미’로 하행 진행하는 독특한 선율진행방식을 사용한다. 메나리토리 이외의 토리는 통속

가창요를 따라 부르는 경우에 나타날 뿐이다. 강원도 민요에 타 음악문화와의 접변현

상이 적은 이유는 첫째, 강원 도내에 타 지역 음악문화와의 접경지역이 없다. 둘째, 지

리적 특성상 타 지역과의 문화교류가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원도 민요의 음계

가 메나리토리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는 대신 박자는 다양하다. 강원도 민요에서 주

로 사용되는 박자구조는 불규칙박, 3소박 6박, 3소박 4박, 2소박 4박, 2소박 6박, 혼소박

(3+2+3+2) 등이다. 불규칙박은 이랴소리와 미나리·오독떼기·우러리 등의 농업노동요, 

그리고 곱세치기·사시랭이 노래와 같은 경합유희요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된다. 3소박 6

박은 아라리에서 사용되며, 혼소박은 자진아라리와 서사민요에서 사용된다. 2소박 4박은 

각설이타령과 장타령에 쓰이며, 2소박 6박은 서사민요에서 주로 활용된다. 반면 3소박 4

박은 노동요와 의식요, 기타 서사민요에 골고루 사용되고 있다. 선율보다 박자가 다양하

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사설을 중요시하고 서정적 사설의 전달을 위해 리듬을 특화시킨 

결과로 해석된다.

강원도 민요의 자생장르 중에는 여러 기능에 함께 쓰이는 노래들이 많다. 이러한 현

상은 강원도의 주요 민요에 보다 두드러진다. <아라리>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가창유희

요로서 널리 불리면서도 동시에 모심기, 볏단 나르기, 밭 매기, 나물캐기, 떼 타기, 삼 

삼기 등, 들과 산, 그리고 강과 집 안의 각종 일판과 노래판에서 다양하게 불려왔다. 

<자진아라리> 역시 가창유희요로 불리면서 모심는소리·밭매는소리·나물캐는소리·풀베

는소리 등으로 불려왔다. 또한 노동요로만 불리는 <미나리>의 경우도 모심는소리·논매

는소리·밭매는소리 등 여러 기능에 전환되어 왔다. 대표적인 몇몇 민요를 여러 기능에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이 강원도만큼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드물다. 특히 <아

라리>처럼 특정 민요가 각양의 상황과 기능에 널리 활용되는 사례는 다른 곳에서는 쉽

게 발견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10) 김훈 외, 2008, 강원민요총람 1, 북스힐, 460쪽; 이소라, 1990, 한국의 농요 제4집, 현암사; MBC문화방송, 1996, 한국
민요대전 강원도민요 해설집.

11) 김혜정, 2005, ｢강원도 민요의 음악적 특성과 의미｣, 강원도 민요와 삶의 현장, 집문당, 225~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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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민요에 여러 기능이 집중적으로 부여되는 양상은 강원도 민요의 생성과 전

승이 종류를 다양화하기보다는 기능을 복합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문학적인 내용은 노동요가 가장 풍부하고, 그 다음이 유희요·의식요의 순서이다. 일반

적으로 논농사에는 작업의 과정이 많고, 또 두레와 같은 조직을 통해 집단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음에 비해, 밭농사는 상대적으로 작업의 과정이 단순하고, 또한 여럿이 

조직적으로 작업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이에 따라 논농사에는 밭농사보다 많은 노래

가 필요하게 되고, 가창방식도 공동창을 택하게 된다. 강원도의 주요민요에 보이는 기능

의 복합화 양상은 논보다는 밭이 더 많은 강원도의 농작지 상황과 밀접한 관계(택리지

(擇里志))를 가지고 있다. 강원도에는 논농사요가 아예 전승되지 않는 곳도 적지 않음

이 이러한 사정을 짐작하게 한다. 

강원도의 민요에는 그 가창방식에 있어서도 특이한 면이 있다. 삼척지역을 제외한 영

동지역에서는 <미나리>를 제창의 방식으로 부른다. <오독떼기>의 가창방식 또한 제창이

라고 했다. 그런데 삼척지역을 제외한 영동지역에서는 <미나리>와 <오독떼기>뿐만 아니

라 본래 논매는소리로 부르는 노래는 모두 제창으로 부른다. 곧 강릉시의 경우 <오독떼

기>는 물론, <잡가>·<사리랑>도 그 가창방식은 제창이다. 양양군의 경우도 <미나리>외

에 <큰노래>도 제창으로 부른다. 

노동요의 가창방식으로 가장 흔한 것은 선후창이다. 제창은 노동요의 구연방식으로는 

강원도의 영동지역에서 쓰이지 않는다. 다만 강원도 강릉시 농업노동요 가창방식은 선

입후제창이다.12) 그러나 강원 영동지역 논매는소리의 가창방식은 특이한 것이다. <잡가

>와 <사리랑>은 후렴이 있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선후창으로 부르지 않는 것은 이 지

역에서는 제창이 논매는소리의 기본적인 가창방식으로 굳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동해

안 뱃소리를 보면, 다양한 사설을 가진 여러 소리가 있는데 지어소리·다리어소리·그

물당기는소리·산대소리·베끼소리 등이 있다. 지어소리는 배가 항해할 때 노젓는 소리

로 2/2박자의 경쾌하면서도 애조를 띠는데 허리도리가 선창을 하면 나머지 어부들이 후

렴을 부른다. 다리어소리는 그물 당기는 소리로 4/4박자의 전형적인 뱃소리로 매우 빠

른 가락이고 역시 선후창으로 부른다.

강원도 민요 중에는 사설로도 특이한 것은 <미나리>와 <오독떼기>·<사시랭이>의 사

설형식이다. 이 노래들의 사설은 후렴이 없이 대체로 4음보 1행으로 구성된다. 노동요는 

후렴이 없는 경우가 적고, 또 후렴이 없는 경우에도 정행형식은 드물다. 이러한 형식의 

12)  이소라, 1986, ｢한국농요의 가창방법｣, 월산임동권박사 송수기념논문집-국어국문학편, 487~488쪽; 이소라, 
1986, ｢학산 오독떼기 및 꺾음오독떼기｣, 한국민속학 19호, 민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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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에는 후렴이 없는 노래로서 1행 형식의 민요사설은 더욱 드문 것이다. 이러한 점에

서 <미나리>와 <오독떼기>의 사설 형식은 특이하다. 이 각편들이 강원도의 자생적 유형

으로서 농사노동에 널리 불려왔던 것이다. <사시랭이>는 윤창, 돌림노래 방식이다.

강원도의 민요는 인접지역인 경기 동남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등과의 교류가 있었

다. <아라리>·<자진아라리>·<미나리> 등 여러 민요가 인접지역으로 유출되었고, <

단허리>·<방아타령>·<어사용> 등 여러 노래가 강원도로 유입되었다. 강원도의 인접지

역 민요수용은 주로 영서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태백산맥 탓으로 경기·충북 등 중

부지역의 민요파급이 영동지역에까지 이를 수 없었다. 아울러 경북과 함경도 등 동해안 

인접지역의 민요가 그 지리적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영동지역에 활발히 파급되지 못했다. 

<아라리>·<자진아라리>는 동강-남한강을 따라 영향을 미친다.

서두에 말한 영동과 영서의 지리적 여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동지역에 중부

권의 민요 흐름이 차단된 것은 태백산맥 등고선에 관련된다. 영동지역의 민요는 외지와

의 교류가 미약했던 대신 독자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독창, 제창과 4음보 1

행이라는 특이한 가창방식과 사설의 형식이 영동지역을 배경으로 하여 자리하였다. 

영동과 영서지역은 <아라리>·<자진아라리>·<미나리> 등 강원도의 고유한 민요를 공

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것은 영동과 영서지역이 그 지리적 여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요의 생성과 전승을 같이 하는 공동의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

국에는 영동과 영서지역 민요는 강원도 나름의 공동적 기반을 공유하면서 각각의 입지

조건에 따라 그 전개를 달리 해왔다. 

강원의 민요 역사는 동예의 수렵시대부터로 춤과 노래 등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구석

기시대부터 신석기 부족국가시대에 이미 조형·동작·언어예술이 발생하고 있다. 노래는 

구석기시대에 주술적 심리 표현의 일환으로 생성되었다. 문화예술은 수렵의 생활경제와 

맞물려 집단적이며 또한 복합적인 양태로 존재하였다. 조형물을 두고 여럿이 함께 노

래하며 춤을 추는, 이른바 원시종합예술의 상황을 이루고 있었음은 무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노래는 공동창의 형태를 취했으며, 단조로웠을 것이다. 짧고 단순한 몇 

가지 말을 단조로운 리듬으로 선후창 또는 복창의 형식으로 되풀이하여 노래했을 것이

다. 후대 기록이지만 동해·삼척·강릉과 관련 <해가>(성덕왕, 702~737)에서 알 수 있다. 

신석기시대 유적인 혈암제 결합 낚시가 동해안 양양 오산리 유적에서 발견되었고, 속초

시 조양동 2호 집자리에서 나온 어망추나 동해안에서 출토되는 뼈낚시·묶음식낚시·창

끝 등으로 미루어보면 이 일대의 어로활동을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고고학적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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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입증되듯이 생계경제와 노동형태, 의례와 식생활, 놀이문화, 주거양식 등 동해안만의 

독특한 어촌문화를 형성하면서 어업요도 다양하게 형성된 듯하다.13)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놓아라. 남의 아내 앗았으니, 그 죄 얼마나 큰가. 네가 만

일 거슬리고, 내어놓지 않는다면, 그물로 너를 잡아, 구워서 먹겠노라(<해가>).14)

식량확보의 기술이 진전되고, 주거형태가 집의 형태로 자리잡힌 고대국가의 신라·

고구려 지역이었던 강원도에는 주술적이며 신앙적 현상이 고고자료에 보인다. 산간민

요의 음악적 기반인 ‘메나리조’ 부르기가 우선하였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여성을 표

현한 것으로 보이는 입상, 사람의 얼굴을 형상화한 신상이 발견되고 이어 점차 언어

예술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 이 시대에는 어로작업이 주요 생업으로 등장하며, 어망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어망을 활용한 어로작업은 여럿이 함께 하는 일이며, 이러한 일

에는 함께 호흡을 맞추어야 작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울주반구대 암각화로 보아, 

그물당기는소리·땅파는소리·밭일구는소리·밭가는소리 등 일부 노동요가 출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간민요도 동굴 생활과 움집 살림을 하면서 큰 나무나 큰 바위를 운반 할 때 민요

를 불렀을 것이다. 그래서 몇 마디의 사설과 선율과 리듬이 덩어리화 되었을 것이고, 

어느 정도의 예술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추정한다. 이렇게 볼 때 정선아리랑도 같은 형

태의 모습을 갖췄을 것이고 발생기 신호와 주술적 기능에 운목과 암석 운반의 효율을 

위해 불리는 ‘힘내기’ 기능 같은 것이 덧붙여졌을 것이다. 청동기 부족국가 또는 성읍국

가 시대에 들어 농경이 본격화되면서 취락의 규모가 커지고, 또 인구도 늘어나며 족장

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 

농업을 바탕으로 경제력이 축적되면서 힘이 있는 집단이 다른 집단을 점령하며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철기시대를 맞아 정치·

국가적 변혁이 더욱 촉진되었고, 고구려·백제·신라 같이 중앙집권의 전제국가가 형성

되었다. 노래도 제천의식 문맥과 맞물려 전한다. 촌락공동체 문화이다. 각종 노동·신

앙·의례·놀이 등 생활의 모든 것이 자급자족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촌락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른 각종 민요가 풍부하게 생성·전승될 수 있었다.

<구지가>형 신가와 <해가>형 노동요가 그것이다. 신라 유리왕 <도솔가>형 집단유희요

13) 강등학, 1988, ｢한국민요의 사적 전개양상｣, 한국구비문학사연구, 한국구비문학회편, 97~99쪽.

14) 이창식, 1990, ｢수로부인설화의 현장론적 연구｣, 동악어문논문 25집, 동악어문학회, 197~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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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노래의 계층분화에는 현악기가 일정한 몫을 했다. 현악기는 선율을 발달시키

고, 아울러 개인적 서정의 노래를 촉발시켰다. 이러한 상황과 함께 상층의 문화적 욕구

를 충족시키며 하층의 노래와 차별화되어 갔다. 이 병진(弁辰)에 슬(瑟)이라는 현악기가 

그것이다. 

삼국시대에는 신라 유리왕 때 가악을 정비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러 왕대에 걸쳐 <돌

아곡(突阿樂)>·<지아악(枝兒樂)>·<사내악(思內樂)>·<도령가(徒嶺歌)> 등 여러 노래를 

국가의 것(삼국사기)으로 채택하였으며, 552년(진흥왕 13)에는 가야로부터 귀순한 우륵

의 음악을 받아들였다. 고구려는 고국원왕(재위 331~370) 때 왕산악이 100여곡을 창작

하였고, 이는 궁중에서 활용한 것으로 다양화하고 전문화해 갔다. 철기시대 이후에는 소

를 활용하여 쟁기질을 하였으며, 밭가는소리·논가는소리·나락훑는소리·타작하는소리 

등이 불렸을 것이다. 변진에서 벼를 재배했다고 하며, 낙랑문화의 유적에서 벼껍질과 볏

짚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벼의 재배 흔적은 일찍부터 나타나지만, 논은 삼국의 초기에 

마련되기 시작한다. 

삼국지 ｢위서동이전｣은 동옥저의 사람들이 일찍이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바람을 만나 10일만에 동쪽의 한 섬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기록을 전하고 있다. 배를 

멀리까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럿이 함께 노를 젓는 작업을 하여 노젓는소리·낚시하는

소리·그물당기는소리 등 고기잡이요가 등장하였다. 디딜방아찧는소리는 삼국시대에 출

현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며, 선덕여왕(재위 632~647) 때 영묘사 장육상을 빚기 위해 사

람들이 진흙을 나르며 불렀다는 <풍요>·<목도하는소리>가 당시의 흙을 운반할 때와 방

아찧으며 부르는 노래였다. 신라 유리왕 때는 부녀자들이 길쌈으로 경쟁을 하는 행사가 

왕실 주관으로 벌이며 불렀던 <회소곡>은 삼삼는소리·물레질하는소리 등의 존재를 말

해주는 것이다.

오다 오다 오다, 오다 서러운 이 많아라. 서러운 중생의 무리여, 공덕 닦으러 오다(<풍요>). 

의식에 음주가무가 따르는 국중대회의 노래는 일단 국가의 공식적 의식에서 부른 것

이다. 고구려·예(濊)의 연중행사로 일정한 때 노래와 춤으로써 하늘을 섬기는 풍습이 

있었다. 더불어 남녀노소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래하고 춤추고 술을 마시며 즐겼다

고 한다. 대보름날 한 해의 풍년을 비는 의식을 치루며 부르는 노래, 곧 풍요기원요들

은 소급하면 부족국가시대에 지역화된 족장사회의 기풍의식의 맥을 잇고 있다. 유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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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당부분은 본래 의식요에서 넘어 온 것들이다. 삼국지 ｢위서동이전｣에는 5월에 

씨를 뿌리고 갖거나 10월에 올린 고대의식은 수십인이 무리져서 추는 춤이 있는데 탁무

와 유사하다고 했다. 삼국사기는 한달 전부터 길쌈을 하며 경쟁을 하다 치루는 한가

위에 가무백희가 벌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다. 여성들이 수십인씩 어우러져 춤을 추며 부

르는 노래는 지금 <돈돌날이>·<강강술래하는소리>·<놋다리밟기하는소리>·<월워리청

청하는소리> 등 동작유희요로 남아 있는데, 이 노래들 역시 원래는 대보름과 추석의 민

간의식으로 부르던 것이 동작유희요로 전환된 것들이다. 천관녀(天官女)가 부른 원사라

는 것도 유희요이다.

통일신라시대 이후 민요와 관련되는 논농사의 보급이 활발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원성왕 2월에는 동쪽지역에 우박이 내려 보리가 모두 상했다고 하듯이 벼를 거둔 후 

이어서 보리를 심는 이모작이 행해졌다. 2월의 보리는 가을에 심은 것이다. 고려에 들

어 쌀은 물건교환가치의 척도로 등장하며, 정부의 주요 저장곡식이 되었다. 통일신라시

대에 들면 논농사와 관련된 노동요가 상당히 출현했을 것으로 보인다. 강희맹(姜熙孟)이 

금양잡록(衿陽雜錄)에서 신라의 노래는 끝에 반드시 “다농다리호지리다리(多農多利乎地

利多利)”15)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논매는소리를 대상으로 한 말이다. 신라말이나 고려

초에는 모심는소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논농사요가 형성되었다. 고려말에는 강원도에서

나마 모심는소리가 존재했다. 

통일신라와 고려에 관한 기록 중에는 의식요와 유희요의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이 있다. 앞에서 말한 <헌화가>와 <해가>는 민간전승의 의식요로서 전자는 향찰로 남았

고, 후자는 한역으로 남아 있다. 의식의 기원은 아득히 족장사회에까지 소급될 수 있겠

으나 성덕왕 때는 지역의 전통문화로 전승되며, <헌화가>와 <해가> 역시 그러한 의식의 

의식요로서 전승된 것이다. 이같은 민간전승이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각 지역에 산재

했을 것이며, 그것은 뒷날 지신밟기를 비롯한 마을의 대보름 의식 등으로 이어졌을 것

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안녕기원요와 풍요기원요와 같은 기원의식요들도 통일신라와 고

려를 거치는 동안 그 틀이 거의 형성되었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16) 

자주빛 바위가에,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헌화가>). 

15) 강희맹, 금양잡록, ｢農謳十四章｣; 정용수, 1993, 강희맹 한시의 문학적 연구, 국학자료원, 128쪽.

16) 강등학, 1998, ｢한국 민요의 사적 전개 양상｣, 한국구비문학사연구, 한국구비문학회편, 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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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악지｣ 속악조에는 <사모곡>이라는 노래가 있다. 이 노래는 제1행의 호미와 

낫의 관계를 제2행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와 대등하게 설정하여 나란히 제시하고 있

다. <동동> 달거리체의 형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세시의식요는 의식요의 중심이며, 가

창유희요는 민중들이 가장 흔히 부르는 노래이다. 통일신라와 고려를 거치는 동안 노동

요뿐만 아니라 의식요와 유희요도 중요한 부분들이 갖추어지고 있다. 기능적 노래들도 

대부분 이 고려 당시에 거의 존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17) 

조선전기 세종실록 2년에 태종은 상왕으로 물러앉은 뒤 농부들을 불러 농요를 부르

게 하는 것으로 낙을 삼았다. 세종은 민속가요의 가사를 채집하는 법이 마련되지 않았

다고 하면서, 각 고을에 명하여 매년 노래를 채집하여 보고하도록 해달하고 하며, 왕도 그

에 따랐다(세종실록지리지). 국왕이 농요를 들었던 것이다. 세조는 농요 듣기를 즐겨 

하여 직접 들에 나가 농부의 일하는 모습과 농요를 보고 듣는가 하면, 농요 잘하는 이

들을 모아 잘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기도 하였다. 1466년(세조 12) 세조는 강원도 순행

에 나섰다. 금강산을 거쳐 양양 낙산사를 지나 연곡에 머물렀을 때 왕이 직접 명하여 

농가(農歌)를 잘 부르는 이를 모아 장막 안에서 노래를 부르게 했다. 그 중에서 양양의 

관노(官奴) 동구리(同仇里)의 실력이 가장 뛰어나 세조가 명하여 아침·저녁을 먹이고, 

악공(樂工)의 예로 어가(御駕)를 따르도록 했다. 양양군은 관노 동구리를 국왕이 주최하

는 농가 경창대회에 참석시켰고, 이로 인해 우수 소리꾼이 발굴된 것이다. 

성종실록 19년 기록을 보면, 성종이 적전에서 친경을 할 때 농부들이 농요를 하기

도 하였다. 이처럼 조선에 들어서 초기부터 중농정책과 맞물려 농요 <오독떼기>같은 논매

는소리는 왕을 비롯한 상층의 관심으로 농본이 강조되었다. 논매는소리의 존재는 양녕

대군의 기행에 관한 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 그는 태종의 장례기간 동안 사람들

을 모아 논을 매게 하면서 농요를 부르게 하고는 즐겁다고 하는 등 바르지 못한 행동

을 했고, 세종실록 10년 1월 28일과 동년 1월 20일의 기록에는 이에 대해 죄를 줄 것

을 청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그에 앞서 태종이 농부들을 불러 농요를 부르게 한 때

가 두 차례 모두 5월 하순이었던 점으로 보아 그것 역시 논매는소리이며, 또 세조가 들

에 나가 농부들의 노래를 직접 들은 때도 5월 하순이었기에 그 노래도 역시 논매는소

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논매는소리가 당시 농요의 중심으로서 자리잡고 있었음

을 말해준다.

장례의식요 가운데 묘다지는소리 또한 증보문헌비고 권90 ｢악고(樂考)｣ 기록을 통해 

17) 강등학, 1996, ｢어랑타령과 아라리의 비교연구｣, 한국민요의 현장과 장르론적 관심, 집문당, 240~2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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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확인된다. 인조가 승하하여 파주에 왕릉을 조성할 때 작업하던 승군(僧軍)집단

이 달구질을 하면서 “사혈정혈(蛇穴正穴)”이라고 노래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이것을 뜻도 

모르고 불렀는데, 영조 7년에 인조의 왕릉에 뱀으로 인한 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사혈요

(蛇穴謠)는 참요인 셈이다. 그러나 묘를 다지면서 부른 노래라면 묘다지는소리로 보아야 

하며, 사혈요의 사설은 작업하며 부른 여러 사설 가운데 극히 일부이다. 조선전기에는 

정부에서 민요의 채집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 노동요는 논매는소리·모심는소리·도리깨질하는소리·베짜는소리·아기재우는

소리 등이다. 논매는소리는 이미 조선전기에 확인된 노래인데, 조선후기에도 <기음노래>

라는 가사를 통해 재확인된다. 이 사설은 “어유와 계장님 이기음 아스라 기음노 

브름” 하면서 농부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을 늘어 놓았다. 베짜는소리·아기재우

는소리는 <은자동아금자동아>가 있다. 

이앙법은 고려말에 이미 시행되었다. 그러나 수리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던 탓에 모내기

의 본격적인 보급은 조선후기에 들어서야 가능했다. 숙종·영조 때에 이르면 이앙법은 

거의 전국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른다. 이앙법의 보급 시기로 볼 때 정조 때의 논농사요

의 완성은 17세기말 내지 18세기 초엽에 와서 이루어진다(신증동국여지승람)고 하겠으

며, 더 나아가 이것은 농산노동요의 완성시기로서의 의미도 아울러 갖는다. 조선후기 벌

채를 소재로 한, 시인 정창주(鄭昌冑, 1608~1664)의 ｢초옹문답(樵翁答問)｣과 유후옥(柳後

玉, 1702~1776)의 ｢초동창수(樵童唱酬)｣ 등은 나무꾼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보아 조선후기에 강원도 벌채노동요가 독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창방식이 있

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조선후기에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의식요에는 <운상하는소리>가 있다. “어화넘

자”·“어이가리” 등의 후렴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미 이때에 오늘에 전해진 노래와 같

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전기에 <달구질하는소리>를 확인한 바 있으므

로 장례의식요는 조선후기에 들어서 그 핵심이 모두 확인된 셈이다(증보문헌비고).
조선후기에 확인되는 가창유희요에는 창곡중심요로서 <방아타령>·<자진방아타령>· 

<오돌독>·<흥타령>, 사설중심요로서 시집살이요 중에 <친정가는소리>와 <쌍금쌍금쌍가

락지>가 있다. 조선후기에 보이는 언어유희요에는 <한글뒤풀이>·<구구풀이>·<천자뒤

풀이>·<달풀이>·<장타령>·<각설이타령>등이 있다(대동지지(大東地志)). 이밖에 

<투전하는소리>와 자연물상대유희요의 동요 <별헤는소리>도 있다. 

잡가는 당시 가창유희요와 겹치는 노래가 많았다. <자진방아타령>·<경복궁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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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타령> 등은 선소리패들이 선소리로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다(여지도서). 토목노

동요인 <흙 뜨기노래>는 묘 터를 파는 일에서도 불리는데, 장례의식의 수행이 노동보다 

강조된다고 판단하여 장례의식요로 분류하기도 한다. 땅 다지는 소리의 소망류 사설에 

나타나는 것은 부귀수복(富貴壽福)으로, 대상에 대해 축원하는 사설이다. 축원 사설의 소

망류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의례적 성격이 반영되어 노동요이면서 의식요인 성

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원 사설은 ‘지경소리’와 ‘달구소리’에서 불린다. ‘망깨소

리’·‘어여라차소리’·‘상사소리’ 등 나머지 노래들의 사설에는 축원 사설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유희요는 기능요 가운데에서도 넘나듦이 가장 많은 갈래이다. 동요는 대체로 유희요의 

성격을 보인다. 노동요와 의식요에서 불리던 민요들이 이제는 농업의 기계화, 전통 의례

의 간소화 등으로 인해 놀이판에서 점차 흥을 돋우기 위한 가창유희요로 전환되어 불리

는 경우가 많다. 놀이, 곧 유희는 그 자체가 삶의 지속을 제한하는 고통이나 역경을 극

복하고 삶에 활기와 즐거움을 준다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놀이 부합 노래는 삶의 활기

와 즐거움을 극대화하면서 자기 성찰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유희요는 단순히 놀거나 

장난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도 있지만, 놀이 자체의 흥을 돋우며 놀이에의 참여를 독려

하고 참여 주체의 대국적(對局的) 효과로 이어온 활력의 노래 갈래라는 점에서 그 의의

를 평가할 수 있다.

<자진아라리>는 강원도에서 모를 심을 때 많이 불렀지만 원래는 노래 자체로 즐겼을 

것이다. 민요는 기층민의 소리이므로 생성·발전·소멸이 모두 민중 생활과 관련이 깊

다. 노래 자체로만 즐기던 <자진아라리>가 서울의 소리꾼들을 만나 <강원도아리랑>으로 

알려져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강원도아리랑>은 <자진아라리>와 노랫말

이 다르다. <자진아라리>가 노동요로서 작업에 대한 지시와 작업을 독려하는 내용이라면, 

<강원도아리랑>은 대부분 유흥적인 내용이다. <자진아라리>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산

간 지역에서 노래 자체를 즐기는 유희요로 존재하면서 때로는 노동요로 불리다가 점차 

모심기 때의 노동요로 기능이 변화하며 들로 전파되었다.

여름 절기로 입하(5월초), 소만-망종(6월초), 하지-소서(7월초), 대서에 논농사로 물푸

기·갈꺾기·논삶기·모내기·논매기, 밭농사로 보리수확·밭일구기·밭매기, 바다농사로 

멸치잡이·물질하기에 민요를 불렀다. 이처럼 민요 전승은 생업 활동과 맞물려 있다.18) 

강원도 민요의 분포적 특징 중 강원도에만 있거나 강원도에 많은 농요에는 밭가는소리

18) MBC문화방송, 1996, 한국민요대전, 강원도민요 해설집, MBC라디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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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논삶는소리·갈꺾는소리·갈짐나르는소리·벼베는소리·벼떠는소리·벼드리는소리·

풀써는소리·소부르는소리가 있다. 어로요에는 명태잡이소리·후림질소리가 있다. 벌채

요에는 운재소리·목도소리·뗏목소리·나물뜯는소리가 있다. 유희요에는 아라리가 대표

적이며, 어랑타령·고성타령(에야누타령)·영산홍이 불리고 있다. 일반적인 민요로서 강

원도에 없거나 적은 민요에는 논매는소리·노젓는소리·고기푸는소리가 있다. 

강원도의 농업노동요에는 다른 지역에 많지 않은 논가는소리·논삶는소리·벼베는소

리·볏단세는소리·벼터는소리·검불날리는소리 등이 특징적으로 분포한다. 모심는소리

는 아라리·자진아라리·미나리·하나소리의 네 가지가 있으며, 논매는소리는 단호리·

상사데·방아소리·뎅이소리·오독떼기·미나리 등이 전승되고 있다. 어업노동요로 멸치

잡는소리가 전승되고 있는데 배내리는소리·노젓는소리·그물당기는소리·가래소리 등이 

있다. 의식요에는 고사반·고사풀이·상여소리·회다지소리 등이 남아 있다. 

강원도 특유의 악곡에는 미나리(모심기·밭매기·논매기)·오독떼기(논매기)·산유화/

산야(밭갈이)·아라리가 있다. 강원 영동과 영서의 차이로, 영동에만 있는 민요가 벼베

는소리·벼드리는소리·도리깨질소리 등이다. 영동에만 있는 악곡으로 오독떼기·잡가류 

등이다. 조사에 의하면 강원도 노동요 중에서 농업노동요가 대략 60%로 주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강릉·횡성·춘천 순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그 지역의 주산업과 연

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강릉지역 농업노동요의 경우 주로 논농사와 관련하여 김매기노

래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며, 춘천지역의 경우 지형적인 관계로 밭농사와 관련한 노동요

가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 지역 농업노동요 중 김매기와 관련해서는 지역과 횟수에 따라 이름이 다르게 

전해지고 있는데 고성·강릉·삼척지역의 경우 ‘메나리’라고 하며, 강릉과 명주지역은 

<오똑떼기>라고 한다. 춘천·홍천·화천지역의 경우 초벌에 <상사소리(뎅이소리)> 두벌

에 <메나리>, 횡성지역은 초벌에 <단호리>, 두벌에 <상사디야>, 세벌에 <메나리>, 원주

지역은 <단호리>와 <메나리>, 철원지역은 <방아호>라고 전해지고 있다. 

특히 김을 세 번 메는 강릉지역에서 부르던 <오독떼기>는 사람들이 잘 부르지 못하면 

소리꾼으로서 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길 정도로 강릉지역 최고의 민요로 꼽힌다. 오독

떼기의 특징은 먼저 한 사람이 한 행을 독창하고 나서 다 음행의 첫 자리를 미리 짧게 

내면 잠시 쉬었다가 여러 사람이 뒷 행을 제창해 가며 뜨거운 한여름 논에 엎드려 힘

든 김매기를 하는 수고를 덜고 노동의 능률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어업노동요는 대부분 바다를 끼고 있는 동해안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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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요는 농업노동요만큼 폭넓게 전승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강릉·명주를 중심

으로 동해·양양·속초·고성지역에 고르게 전승되고 있는 어업노동요는 노를 젓고 재

래식 그물이나 조업형태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누어진다. 특히 ‘배젓기노래’·‘멸치후리기

노래’·‘그물당기기 노래’ 등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물당기기 노래의 경우 그물을 손으로 

당기며 부르는 노래와 기계로 당기며 부르는 노래를 포함해 배 내릴 때, 닻을 올릴 때, 

입출항 할 때, 그물을 당길때, 그물의 고기를 퍼 올릴 때, 그물에서 고기를 털 때 등 

작업에 따라 다양하게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어업현장에서 부르는 노동요는 고성명태잡

이소리에서 보듯 매우 다양하였다. 배가 떠나기 위해 닻을 감아올리는 소리, 그물을 당

겨올리는 소리, 그물에 걸린 명태를 털어내는 소리, 만선이 되어 노를 저어 포구로 들

어오면서 하는 소리가 이어진다. 동해안 일대에서는 남북을 통틀어 거의 유일하게 채

록된 체계적인 구성의 어로요이다. 어업노동요는 선소리꾼이 앞소리를 메기면 어부들이 

다같이 뒷소리를 받는데 선소리는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하며 선소리꾼은 작업의 선도

자이면서 지휘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강원도의 대표적인 민요에는 아리랑·아라리를 들 수 있는데 아라리는 일할 때나 놀 

때, 의례 때를 가리지 않고 여러가지 기능으로 불린다.19) 긴아라리는 영월·평창·정선 

아리랑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자진아라리는 강원도아리랑으로 알려져 있다. 긴아라리

의 앞 부분 사설을 촘촘히 엮어 부르는 엮음아라리가 있다. 아라리 이외에도 소를 이

용해 밭이나 논을 갈아엎을 때 부르는 소모는소리·겨리소리와 긴 겨울 방안에서 놀면

서 부르던 곱세치기노래·화투풀이노래, 산에서 일할 때 부르는 목도소리와 운재소리·

풀써는소리, 그리고 어랑타령·메나리 등의 노래를 강원도의 대표적 민요로 꼽을 수 있

다. 본래 강원도에서 전승되던 민요 이외에도 일부 지역에는 사당패소리가 전승되고 있

으며, 다른 지역의 잡가나 민요, 통속민요가 전파·수용되어 있기도 하다.

결국 동부민요권의 강원도 민요는 힘이 있고 타 지역 민요보다 단 3도 정도가 높고 

박자구조의 다양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강원도 민요의 사상적 가치로 피지배계급

층이 부르던 노래로 삶의 대응적 순환원리가 반영된 공동체 민속예술이다. 예술적 가치

로 향유층 자신의 사설 주제 선택과 시적 계기의 포착에서 정서 국면의 섬세성과 구체

성이 들어나 있는 서정적 노래문학이다. 과학적 가치로 강원인들이 구술사 상관물이며, 

노동과 투쟁생활의 풍부한 경험-메나리토리의 순수성과 친자연적 순응성, 생태감성의 

치유성-을 나타낸 좋은 원형유산인 셈이다.20) 강원도 민요 가운데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19) 강등학, 1996, ｢어랑타령과 아라리의 비교연구｣, 한국민요의 현장과 장르론적 관심, 집문당, 240~257쪽.

20) 이창식, 2005, ｢강원도 민요 자원의 활용방안｣, 강원도 민요와 삶의 현장, 강원도, 145~172쪽.



126  강원도사

제1장 | 강원의 구비전승

지정되어 보호받는 종목으로는 제1호 정선아리랑, 제4호 횡성회다지소리, 제5호 강릉학

산오독떼기, 제7호 양구돌산령지게놀이, 제9호 철원상노리지경다지기, 제20호 속초도문농

요, 제25호 양양수동골상여소리, 제26호 양약상복골농요, 제27호 고성어로요가 있다.

2. 노동요

강원도 민중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 전승되는 노래를 구비시가라고 하는데, 대체

로 악보나 글로 쓰이지 않고 구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악곡이나 사설이 지역

과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르며 일상생활에 일정한 기능을 했던 민요 가운데는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전승되어 온 ‘노동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논이나 밭일을 

할 때 농사에 직간접으로 관계되는 소리다. 노동요는 여럿이 함께 일할 때 노래가 있어

야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이며 최초의 민요로 다양한 내용의 민요를 파

생시킨 모체라 할 수 있다.

강원 노동요는 일을 하며 부르는 노래로서 메기고 받는 형태로 가창 되는 것이 많으

며, 선소리꾼이 매번 사설을 바꾸어 가며 메기면 일꾼들은 일정한 선율과 사설로 받는 

형태를 띠고 있다.21) 일을 하는 이들은 이러한 노래를 부르며 일하는 힘을 얻어 힘겨운 

노동의 무게를 덜고 일의 능률을 높이고자 하였다. 노동요는 노동을 하면서 노동의 박

자에 맞게 부르는 노래다. 신체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여 힘을 덜고 심리적인 즐거움을 

구하거나 공동노동을 할 때 행동통일을 기하기 위한 목적을 두루 갖는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오늘날 노동의 종류나 방식이 달라지고 생활의 급격한 변화를 겪으

면서 노동요의 전승이 위기를 맞고 있기도 하다. 노동요 중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부르는 

민요를 ‘농업노동요’라 하며, 농업노동요는 논농사와 밭농사에 관한 노래로 분류되고, 각각 

심기·메기·거두기와 관련한 노동요로 구분되고 있는데, 특히 밭농사 노동요의 경우 강

원도의 산간 밭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에서 널리 불리어졌으며, 이외의 지역에서는 뚜렷

하지 않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어업노동요는 대부분 바다를 끼고 있는 동해안지역에 분

포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어업노동요는 농업노동요만큼 폭넓게 전승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요에는 농사 관련 노래가 압도적으로 많다. 농요는 농경노동의 고됨과 단조로움

을 이기고 ‘농군’의 보조를 맞추어 농사일을 효율적으로 또 흥겹게 치러내기 위해서 자

21) 이창식, 2004, ｢민요론｣, 구비문학이란 무엇인가, 푸른사상사,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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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낸 일정한 율동과 가락과 사설로 이루어져 있다. 사설은 남·녀의 연정, 남편에 대한 

원망, 늙음에 대한 탄식, 신세타령 등이 주된 내용으로 전통사회 성원들의 감정과 욕구, 

생활고 등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다. 농악기가 동반되는 경우도 많으나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농사는 크게 밭농사와 논농사로 나눌 수 있다. 농사일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밭

농사의 갈이·씨뿌리기·밭매기·거두기와 논농사의 모찌기·모심기·논매기·거두기라 

할 수 있다. 밭소리는 극히 적고 남은 것은 희귀한 예다. 농업노동요로서 대표적인 것

은 풀써는소리·모심는소리·논매는소리이다. 이 세 가지 민요는 강원도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아라리계열과 연결되고, 전승상태도 비교적 좋은 편이다. 

작업 현장에 부합하고 간혹 작업 후 돌아오면서도 부른다. 강원 산간마을에서 호미·

낫 같은 기구를 제작하면서도 부른다. 또 일을 할 때 행동 통일을 위한 구령의 구실을 

하는 등 노동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노동의 고달픔과 지루함을 잊고 

즐겁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농요 속에는 농사 이야기보다는 해학과 선정성이 

가미되어 색다른 재미를 준다. 단조롭고 힘겨운 농업 속에서 똑같은 일상을 노래로 부

른다면 오히려 일은 더 고되게 느껴졌을 것이다. 특히 두레와 같은 조직을 통해 지혜롭

게 협업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동요 속에는 노동하는 향유층의 생각이나 정서

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농업노동요

농업노동요에는 논농사요와 밭농사요, 그리고 타작요가 있다. 논농사요와 밭농사요는 

논과 밭을 손질하고 씨를 뿌려 거두기까지의 과정에서 부르는 노래이며, 타작요는 논과 

밭에서 거둔 곡식의 낱알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르는 노래이다. 이 중에 노래의 종류

와 기능이 다양한 것은 논농사요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양상으로 산지가 많은 강원도의 

경우-원주·춘천·강릉·양양-도 예외는 아니다. 논을 매면서 “매어나주게 매어나주게/ 

요논배미 매어나주게/ 다함께 논길을 매어보자…”라고 하는 메나리 계통의 도천메나리가 

전승된다.

강원도의 논농사요는 갈꺾는소리·논가는소리와 써레질하는소리로부터 시작된다. 갈꺾

는소리는 모심기 전인 소만(小滿) 무렵에 논에 거름으로 넣기 위해서 갈나무 햇순을 꺾

어 한 짐씩 지고 내려오면서 하는 소리이다. 예전에는 산에 가면 이등 저등에서 갈짐을 

지고 내려오며 하는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 왔다고 한다. 패를 나누어서 부르기도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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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서로 지지 않으려고 경쟁도 

많이 하였다. 쟁기로 굳은 논

을 갈 때 부르는 노래가 논가

는소리이며, 써레로 굳은 흙을 

부수어 곱게 다듬을 때 부르는 

노래가 써레질하는소리이다. 논

을 갈 때나 써레질을 할 때나 

소를 부리며 혼자 하는 작업

이기에 둘 다 같은 노래를 부

르는데, 흔히 이랴소리라고 한

다. 이랴소리는 소를 부리며 부르는 노래라고 해서 흔히 소모는소리라고도 하는데, 그것

은 작업의 내용이 비슷하기에 밭가는소리로도 부른다. 

<갈꺾는소리>(춘천군 서면 현암리 지시울)

이 갈 꺾어 늫고/저갈 꺾어 노면은/칠팔월 수확 할 제 배는 불러/이 갈 안 꺾으면 

나는 못 살아/갈 꺾어 늫고 모 내 노면은/부글부글 삼복지경에/하루 아침에 일어나 

보면/모 가지는 세 가지 네 가지 치는데/이내 몸은 왜 이렇게 배가 고파(1994.6.8, 최

승춘, 남, 1940년생)22)

<원주 갈짐지는소리>(원주군 귀래면 운남리 노인회관)

오호호 오호호야아 에헤 에헤야 노하하호/에헤 헤헤에에 에헤야 노하오/오호 호오오 

오호호야하아 에헤 에헤야 노하하호/오호 오오호오 에헤야 에헤 에헤야 노하호/오호 

호오오 오호호야하아 에헤 에헤야 노하하호/오호오오 오호호야하 에헤이 에헤이야 노

하하호/오호오오 오호호야하 에헤이 에헤야 노하하오(1994.2.23, 유판룡, 남, 1925년생 : 

안영만, 남, 1926년생)

<논삶는소리>(홍천군 동면 삼현리 삼재)

이러 아이 논 한 자리 삶아 보자 우리. 이 논자리 큼지막하구나 이거 어/이러 들어와 

서라 저 들어와 서 이놈 아 이놈 어디 들어서 이놈아 이러!/이러 어디 나가자/이 말

를 두고서 나가보자 어치 잘도 간다/이러어이 마라루 어디여 마라 마마 안야!/지어서

라 저 놈의 소 어디 가나 바루 가야지!/이러 어 후 이 구석을 색키고(삭히고) 나가자 

어치!/이러 어디야 마라루 어 돌아서 후후!(1994.3.15, 용환칠, 남, 1925년생) 

22) MBC문화방송, 앞의 책.

강릉학산오독떼기 써레질 소리(오독떼기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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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을 갈고 다듬는 일에 이어서 하는 주요 작업은 모심는 것이다. 강원도에서는 모심

는소리로 <아라리>·<자진아라리>·<미나리>·<하나소리> 등을 부른다. <하나소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강원도의 고유한 노래이다. 여주, 괴산 등에서 <아라리>를 모심는소리

로 부르거나, 포천에서 <미나리>를 논매는소리로 부르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의 

소리가 옮겨가 나타난 현상이다. 더구나 <자진아라리>는 강원도 이외의 지역에서 일노

래로 부르는 사례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모찌는소리>(강릉시 유천동)

거두미처야 하더니 또 한 춤을 묶어라/니가 한 춤이면 나도 또 한 춤쪘네/걸찐 하더

니 또 한 춤이라/얼른 한 춤을 찌였네/어어 하더니야 또 한 춤을 묶어라/빨리 찌고 

아침을 먹세/철러덩 하더니 또 한 춤/얼릉 한 춤을 찌였네/해가 돋아 온다 빨리 빨리 

찌자(1994.6.29, 김진석, 남, 1923년생 외) 

강원도의 모심는소리는 그 

전승지역이 비교적 뚜렷이 한

정되어 있다. <아라리>를 모

심는소리로 부르는 곳은 영동

과 영서에 고르게 드러나는데, 

그 중에도 영동의 양양군과 고

성군 등에 보다 집중되어 있다. 

또한 <자진아라리>를 모심는소

리로 부르는 곳은 강릉시를 중

심으로 강릉시와 가까운 양양군의 일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나리>를 모심는소리

로 부르는 지역은 홍천·횡성·원주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밖에 <하나소리>를 모심는

소리로 부르는 곳은 철원군으로 거의 한정되어 있다. 영동지역의 모심는소리는 <아라

리>와 <자진아라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영서지역의 모심는소리는 <미나리>가 

중심을 이루며, 일부지역에서 경기도의 노래를 수용하고 있다.

강원도의 논매는소리는 영동과 영서가 지역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동지역

의 논매는소리는 강원도에서만 부르는 노래가 대부분임에 비하여 영서지역의 논매는소

리는 <미나리>를 제외하면 중부권에서도 부르는 노래들이다. 강원도의 논매는소리는 영

동과 영서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논매는소리를 통하여 기능의 목적상 일의 효율성

강릉학산오독떼기 모심는 소리(오독떼기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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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고 작업을 독려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초벌·두벌·세벌 매기에 따라 리듬과 사

설이 조금씩 다르다. 대체로 느린 속도에서 빠른 자진방아타령으로 확대된다.

영동지역의 논매는소리에는 <미나리>·<오독떼기>·<큰노래>·<잡가>·<사리랑>·<동

강소리>·<동따래기>·<에헤소리>·<싸대소리> 등이 있다. 이 중에 중심이 되는 노래는 

<미나리>와 <오독떼기>이다. 영동지역은 어느 곳이나 <미나리> 또는 <오독떼기>를 논

매는소리의 기본적 노래로 삼고 있으나, 나머지의 노래들은 지역에 따라 분포가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강릉시에서는 논맬 때 보통 <오독떼기>·<잡가>·<사리랑>· <싸

대소리> 등을 부르는데, 강릉시와 인접한 양양군 현남면에서는 <싸대소리>를 부르지 않

는 대신 <큰노래>와 <동따래기>를 부른다. 양양군의 북부지역인 강현면에서는 논맬 때 

<미나리>와 <동강소리>만을 부른다. 

<논매는소리-오독떼기>(양양군 현남면 입암리)
지여를 가네 지여를 가네, 다/담배참이 지여 지여 지여를 가네/돈 실러 가세 돈 실
러 가세, 충/충주목계 돈 실러 돈 실러 가(어리쿵)/충주목계 돈 실어 놓고, 서/서천개
수 술타령 술타령 하(어리쿵)/좀두나 좋네 좀두나 좋소이, 노/노래소리 좀두나 좋네 
좀두나 좋네(어이쿵)/남산봉학이 죽순을 물고, 하/한양성을 굽어보네 굽어보네(어리쿵) 
(1994.12.9, 앞, 김진탁, 남, 1920년생 : 뒤, 장연급, 남, 1921년생 : 이종대, 남, 1925년생)23)

논매기는 논바닥에 돋아난 잡

초를 호미나 손으로 제거하는 

힘든 농삿일이다. 오독떼기는 강

원도 강릉·양양 등 영동지역에

서 논맬 때 하던 소리 분포에 

있어 지역성이 두드러지며, 간결

한 노랫말을 매우 길게 늘여 부

르는 음악적 특징을 지니고 있

다. 즉, 웅장하면서도 선율이 빼

어나다. 영동지역의 논매는소리

는 대부분 강원도에서만 부르는데 영동지역의 논매는소리 가운데 이 지역 밖에서도 부

르는 노래는 <미나리>와 <에헤소리>·<큰노래>가 있다. <미나리>를 논매는소리로 부르

는 지역은 영동지역 말고도 횡성군·홍천군·춘천시 등 영서지역에 걸쳐 있다. 그러나 

영동지역은 <미나리>가 논매는소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노래임에 반해 나머지 지

23) MBC문화방송, 앞의 책

강릉학산오독떼기 논매는 소리(오독떼기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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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는 <상사소리>·<단허리> 등 다른 노래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미나리>는 원

래 영동지역의 노래였던 것이 영서를 거쳐 경기도의 일부에까지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에헤소리>의 사례는 양양군에서만 있는데, <에헤소리>와 <큰노래>는 경북으

로부터 유입된 동일계열의 노래이다.24) <잡가>와 <사리랑>이 특이하다. 영동지역의 논

매는소리들은 <에헤소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실상 영동지역만의 고유한 노래라

고 할 수 있다. 

영서지역의 논매는소리로는 <상사소리>·<단허리>·<방아소리>·<자로하네소리>·<뎅

이소리>·<미나리> 등이 있으며,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부르는 <갈게소리>·<위여라어

위소리>·<아이요소리> 등이 있다. 이 중에 지역적 분포가 비교적 고른 것은 <미나리>

이지만, 영월군과 철원군에서는 다른 곳에 비해 흔히 부르지 않는다. <상사소리>와 <방

아소리>는 모두 인접지역인 경기도에서도 활발하게 부르는 노래인데, 강원도 서북부와 

서남부에서 비교적 고르게 부른다. 이에 반해 <단허리>는 홍천·횡성·영월 등 강원도 

서남부 지역에서 주로 부른다. 그리고 <자로하네소리>는 충북에서 논매는소리로 부르는 

것인데, 강원도에서는 영월군에서 부른다. 

<뎅이소리>는 <상사소리>나 <단허리> 등과 달리 자유리듬으로 길게 부르는 노래인데, 

이에 대한 자료는 홍천군의 사례가 보고 되어 있을 뿐 강원도의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이로보아 이 노래는 강원도에서는 널리 불러 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

인다. 충북 진천군과 청원군의 논매는소리에 유사한 노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뎅이소

리>는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쌈쌀 때 부르는 <갈게소리>·<위여라어

위소리>·<아이요소리> 등은 홍천군과 횡성군의 일부에서 부르는 것인데 다른 곳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영서지역의 논매는소리는 영동지역보다는 오히려 인접지역인 

경기 남부 충북 북부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강원도의 논농사요로 특기할 만한 것은 모찌는소리와 벼베는소리이다. 먼저 모찌는소

리와 벼베는소리는 영서지역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영서지역의 모찌는소리에 대

한 보고 자료는 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벼베는소리의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다

만 영월군에서 벼베는소리로 <아라리>를 부른다는 보고가 있으나 이 또한 드문 사례이

다. 그러나 영동지역에서는 모찌는소리와 벼베는소리를 활발하게 부른다. <한춤소리>와 

<한단소리>가 각각 그것이다. 그러므로 모찌는소리와 벼베는소리는 강원도의 영서지역과 

영동지역의 특징을 드러내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하겠다. 기타 강원도의 논농사요에는 

24) 이소라, 1990, 한국의 농요 제4집, 현암사, 18~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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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는소리·새쫓는소리·볏단나르는소리 등이 있으나, 그 사례가 많지 않다. 

논농사요와 달리 밭농사요는 노래의 종류가 단촐하다. 강원도의 밭농사요는 밭일구는

소리·밭가는소리·밭매는소리 등이 있다. 이 중에 밭일구는소리는 화전을 만들 때 산

에 불을 놓아 나무를 태운 다음 땅속에 박혀있는 나무등걸, 돌멩이 등을 괭이로 파내면

서 부르는 노래인데 영월군의 <광이소리>25)가 이에 해당한다. 화전(火田)이 없어진 이후 

<광이소리>는 듣기 어렵다. 화전 농사에서 소 부리는 일과 괭이질하기가 기본이다. 괭

이질로 밭일구는 소리가 전승된다.

<밭일구는소리-괭이질>(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본동)
오호 괭이요/조심하게 들어주게/푸푹 푸푹 파여주게/눈치 봐 찍어주게/자뻐지지 말고 
찍게/한 손을 높이 들고/푹푹 파만 주게/어허 지구 좋을씨고/좁씨가 안 묻헸네/어헐씨
구 파만 주게/문주만 날려 주고/자뻐지지 말고 찍게/남의 발을 찍지 말고/이래다가 보
믄야/서산 해가 다 넘어갔네/옥추공산 달 넘어갔다/집으로 돌아가자/한 잔 술을 먹고 
보자/넝감 할머이 자고 보자 (웃음)(1996.2.10, 앞 : 김석수, 남, 1932년생. 뒤 : 권옥난, 
여, 1933년생 외) 

밭가는소리는 소위 <소모는소리>로서 논가는소리와 같이 <이랴소리>를 부른다고 했

다. 밭가는소리는 강원도 거의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데,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

서 두 마리 소로 밭을 간다. 그러나 밭가는소리를 강원도 만큼 성하게 부르는 곳은 드

물다. 쟁기질에는 지역에 따라 소를 한 마리 쓰기도 하고, 두 마리 쓰기도 한다. 소 두 

마리(겨리)로 직접 쟁기질을 하면서 부른 소리이다. 밭을 갈 때 소를 한 마리 사용하느

냐 두 마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호리와 겨리로 나뉜다. 이에 따라 <소모는소리> 역시 

한 마리를 모는 소리인 ‘호리소 모는 소리’와 두 마리를 모는 소리인 ‘겨리소 모는 소리’

로 나뉜다. 소 두 마리를 사용할 때 오른쪽을 마라소, 왼쪽을 안소라고 한다. 어려서 일

이 서툰 소를 마라소로 세우고 경험 많은 암소를 안소로 세운다. 

강원도에서는 농부가 소 뒤에 서서 혼자 한두 마리를 몰면서 소리를 하지만, 경기도 

가평에서는 한 사람은 뒤에서 쟁기를 잡고 한 사람은 앞에서 소를 끌어주는 방식이다. 

겨우내 쉬다가 다시 일을 시작할 경우 일이 서툴러 이와 같이 하였던 것인데, 나중에 

소가 숙달되면 강원도에서처럼 농부 혼자 뒤에서 소를 몬다. 이 지역은 아직도 비탈에 

있는 밭은 소가 쟁기질을 하고 또 논을 삶을 때도 소를 부리고 있다. 이 지역은 대부

분 겨리로 쟁기질을 한다. 이에 따라 소 한 마리로 쟁기질하며 부르는 것을 <호리소소

리>, 두 마리로 쟁기질하며 부르는 것을 <겨리소소리>라고 하여 구분하는 경우도 없지 

25)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2, ｢강원도 영월군 제1차 학술조사보고서｣, 강릉어문학 제7집, 205~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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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데, 그것은 소의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사설의 부분적 차이에 기준을 두고 구분

하는 것으로 기능과 노래가 다른 것은 아니다. 둘 다 <이랴소리>의 다른 양상이다. <호

리소소리>는 영동지역, <겨리소소리>는 영서지역, 그 중에서도 횡성·양구·인제를 포함

한 서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26) 

<밭가는소리-산여>[양구군 방산면 금악리 간평(사그맥이)]

어디여 어 안소 당겨라만 어치!/마라 마 어딜 향방을 못 잡느냐 조금 더 들어서 마

라! 옳지!/이러 헤이! 어치! 어 헤이! 어후후!/마라는 쓱 지어서라 어디 헤! 이놈으 송

아지!/이러 헤! 당겨! 이러 헤!/어데에 넘나들질 말고 제 한 곬에 똑바루 가자 하 어

치/이러 어디 덤성대지두 말고 어이 저 마라!/어딜! 옳지!/이러 헤이! 곧추로만 가자 

어 헤이!/이러 마라 마 마라(1995.4.10, 이부길, 남, 1928년생) 

밭매는소리는 <아라리>와 <미나리>가 대표적이다. <자진아라리>와 <창부타령>·<성님

성님 사촌성님> 등도 밭매는소리로 부르는 일이 있으나 보편적인 양상은 아니다. 강원

도의 밭매는소리로 가장 보편적인 노래는 <아라리>이다.27) <아라리>를 밭매는소리로 부

르는 지역은 영동과 영서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평창군·정선군·영

월군·삼척시 등 차령산맥 줄기인 중남부 지역에서 보다 활발하게 부른다. 그러나 <미

나리>를 밭매는소리로 부르는 곳은 그렇게 넓지 못하다. 밭매는소리로서의 <미나리>는 

영서지역에는 춘성·홍천·횡성 등에서, 그리고 영동지역에서는 삼척시와 강릉시 등에서 

발견된다. 이 중에도 <미나리>를 밭매는소리로 가장 활발하게 부르는 곳은 삼척시이다. 

그러나 어느 지역이건 밭매는소리의 중심은 <아라리>이다. 삼척시에서도 <미나리>가 

<아라리>만큼 불리는 것은 아니다. 강원도의 밭매는소리는 <아라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에 따라 <미나리>를 불러 온 것이다. 

26) 김진순, 1995, ｢강원도지역 ‘소모는소리’의 현장론적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22쪽.

27) 강등학, 1996, ｢어랑타령과 아라리의 비교연구｣, 한국민요의 현장과 장르론적 관심, 집문당, 251~257쪽.

강원도 겨리소 밭갈이(1970년) 강원도 호리소 밭갈이(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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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매는소리-메나리>(삼척시 근덕면 양리 둔지)

가 : 모시적삼 안자락에 연적같으네 젖을 보오 

나 : 방실방실 웃는 님을 못 대 보구야 해가 지오 

가 : 사래 길고 장찬 밭은 어느 임이가 갈아주나 

가 : 상주함창 공갈못에 연밥 따느네 저 큰아기 

가 : 연밥으는 내가 딸께 이내 품안에 잠 들어 보게 

다 : 늦에가오 늦에가오 정슴참이가 늦에가오 

가 : 이내 골을 얼른 매고 임에 골을야 마중 가세 

나 : 슬퍼가오 슬퍼가오 음지양지가 실퍼가오 

가 : 방실방실 웃는 임을 못다 보구서 해가 지네 

(1994.9.5, 가 : 박준억, 남, 1911년생. 나 : 정길영, 남, 1926년생. 다 : 최운녀, 여, 1922년생) 

강원도의 타작요는 <벼터는소리>·<도리깨질하는소리>·<나비질하는소리> 등이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비교적 활발히 부르는 것은 <도리깨질하는소리>이다. <도리깨질하는

소리>로는 영동지역에서는 강릉시·양양군 등을 중심으로 <마댕이소리> 또는 <에호소

리>를 부르는 것이 보통이고, 영서지역의 홍천군에서는 <자자자자소리>를 부른다는 사

례가 보고되어 있다. <벼터는소리>는 이른바 <태질소리>를 말하며, <나비질하는소리>는 

검불과같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털어낸 곡식을 공중에 높이 떠올리며 키나 기타 넙

적한 기구로 바람을 일으키고 부르는 노래인데, 강원도에서는 흔히 부르지 않는다. 양양

군에서 벼털 때는 벼벨 때 부르던 <한단소리>를, 나비질할 때는 도리깨질할 때 부르는 

<에호소리>를 불렀다는 보고가 있는 정도다.

<벼베는소리>(강릉시 유천동)

다 : 얼른 하더니 나도 또 한 단을 묶었네 

라 : 얼른 하더니 또 한 단이라 

나 : 얼른 한 단을 묶었네 

다 : 니가 묶으면 나도 또 한 단을 묶고 묶고 또 묶었네 

가 : 얼른 하더니 묶었네 

강릉학산오독떼기 벼베는 소리 및 도리깨질 소리(오독떼기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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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얼른 거뒤미처 내가 한 단 

라 : 니 미쳐야 어어 하더니야 또 한 단을 묶어라 

다 : 얼라디여 어어 하더라 또 한 단이여 

가 : 얼른 하더니 묶었네 

나 : 얼른 한 단을 묶었네 

라 : 에헤 어어이 하더니 또 한 단이라 

다 : 니가 한 단 묶으면 나두 또 한 단이라 

가 : 얼른 하더니 묶었네 

(1994.6.29, 가 : 정만영, 남, 1915년생. 나 : 이진기, 남, 1922년생. 다 : 김진석, 남, 

1923년생. 라 : 최돈의, 남, 1925년생) 

2) 어업노동요

노동요 중 어업노동요(漁業撈動謠)는 고기잡이요와 해물채취요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강

원도에서는 해물채취요는 고성군에서 발견되었다. 어업노동요는 고기잡이요와 해녀노래

가 해당된다. 또한 고기잡이요는 노래의 지역적 분포가 동해안 고성·양양군 등에서 나

타난다. 어업노동자들의 유동이 심해 과거 분포권이 동해안 전지역으로 확장된다. 어부

들의 작업 반경이 넓어서 지역에 따른 차이점을 찾기가 어렵다. 어로요에 나타난 어민

의 지향세계는 물질과 생생력 성(性)의 풍요로움 추구이다. 그리고 용왕으로 대표되는 

세계에 대한 경외감이 강조된다. 풍요로운 삶은 인간이면 누구나 바라는 바이다. 풍어

를 기원하는 어부의 마음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것이다. “그물코는 삼천코인데 그물마

다 잘도 걸린다”와 같은 사설은 미래의 상황을 현재화함으로써 기대하는 바를 가정적으

로 달성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한다. 

강원도의 고기잡이요는 노젓기·그물당기기·고기푸기 등 고기잡이의 핵심적 작업에 

부르는 것들과 그물말리기·그물씻기·그물싣기 등 부수적인 작업에 부르는 것들이 있

는데, 전자의 것들은 노래의 종류가 여럿이지만, 후자의 것들은 한 가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노젓는 소리인 <지어소리>, 그물을 당기는 소리인 <다리어소리>, 고기를 퍼올리

는 소리인 <가래소리>와 <산대소리>, 고기를 그물에서 벗기는 소리인 <베끼소리>, 배를 

바다에 내리는 <든대소리>, 해녀의 <물질소리> 등이 있다. 이러한 점은 강원도뿐만 아

니라 고기잡이요의 일반적 양상이다. 고기잡기소리에는 고깃배를 노 저어 나갈 때에 부

르는 노젓는소리, 여럿이서 그물을 긁어 올릴 때 부르는 그물걷는소리, 그물에서 고기를 

퍼낼 때 부르는 <가래소리>, 만선이 된 고깃배를 타고 들어올 때 흥겹게 부르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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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기에 앞서 풍어를 비는 고사를 지내면서 부르는 <배치기>, 

또는 배에서 쓸 굵다란 밧줄을 꼴 때 부르는 <술비소리> 같은 것이 있다. 멸치를 잡는 

후리작업에는 마을 전체의 생계와 삶의 희망이 공존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어로행위는 

정치망과 같은 기계화·현대화에 편승하여 그 형태가 변하고 있으며, 집단성이나 동질

성마저 사라져가는 실정에 있다. 

마을 사람들이 떼 지어 그물로 멸치를 후리는 일은 모래펄이 질펀히 깔린 해안에서 

성행한다. 역동적인 가락으로 불리는 이 민요는 멸치를 후릴 때 그물을 잡아당기는 동

작과 연결되어 있다. 어로요 가운데 멸치 후리는 노래 배 위에서나 바닷가에서 여러 

사람이 그물로 멸치를 후리면서 부르는 민요로서, 그물당기는노래의 하나이다. 멸치 후

리기는 큰 그물을 동원하고 떼나 몇 척의 배를 동원해야 하므로 집단어로의 성격을 띤

다. 고기떼를 후리려고 바다에 널어놓은 그물의 닻을 감듯이 배 끝에서 그물을 당기면

서 부르는 민요가 한반도 동해안 일대에 불리며, 배 위에서나 바닷가에서 여러 사람이 

일제히 그물로 멸치 등의 고기떼를 후리면서도 부른다. “이엿사나 이여어”라는 후렴귀가 

‘이여도’란 이상향을 뜻한다는 해녀들의 ‘놋소리’는 뭍의 연안에서 불리는 남성들의 뱃소리

와는 다른 느낌을 주고, 메기는소리와 받는소리가 한데 섞갈리면서 생기는 ‘이음성’은 색

다른 멋을 풍긴다. 동해안에서 그물을 끌어 올리면서 부르는 소리 가운데 어원을 알 수 

없는 “쎄누야 쎄누야”라는 말은 “세노야”로 둔갑하여 시와 대중가요로 불리기도 하였다. 

강원도의 노젓는소리로 대표적인 것은 <에이야소리>이다. <에이야소리>는 2음보격 후렴, 

“에이야”와 4음보격의 사설을 주고받으며 노래한다. 강원도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아 <

에이야소리>는 강원도가 중심적 전승지역일 것이다. <에이야소리>보다 빈도는 낮지만 강

원도의 노젓는소리에는 이밖에도 <어려소리>·<어야디야소리>·<지여소리>·<어이싸소리

>·<세이야소리>·<띠어라소리>·<세노야소리> 등 여러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 노래들은 

모두 선후창으로 부르는데, <에이야소리>처럼 사설과 후렴을 주고 받는 것이 있고, 선창

과 후창이 모두 후렴만 되풀이하여 주고받는 것이 있다. 위에 제시한 노래 중 <에이야

소리>·<어려소리>, 이하 <지여소리>까지가 전자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후자에 해당한다. 

노를 저으면서 “세노야 세노야 세노세노야 세노야”라는 여음만을 모두 제창하기도 하고 

“지어라 보자”를 제창하는 함경도·강원도 북부 특유의 <지어소리>를 부르기도 한다. 또 

“(앞) 동해바다 붉은해는 솔금솔금 올라온다/ (뒤) 어이 야자차 어이 야자차”와 같이 선후

창으로 부르는 것도 있는데, “어이 어디어 어이 어디어”를 뒷소리로 부르기도 한다.

그물당기는소리는 노젓는소리보다 노래의 종류가 더 많다. 그 중에서 많은 것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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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소리>·<야라세이소리>·<산자소리> 등이다. 이 노래들은 강원도뿐 아니라 동해안 

일대에서는 두루 부르는 것인데, 이들은 모두 선후창으로 부르면서도 후렴만 되풀이하

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노젓는 노래 중의 “세노야”만 반복 제창하거나 의미없는 여음

을 제창한다. 가래소리라고도 하는 고기푸는 노래는 “(앞)에라소 에라소/이번 산대는 어

디를 갔느냐/(뒤)에라소 에라소/(앞)선주님앞으로 가는 산대다/ (뒤) 에라소 에라소…”라

고 하여 앞소리와 뒷소리가 교대로 불리기도 하고, 뒷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메기는 앞

소리가 시작하는 선후창으로 불리기도 한다. 후렴만 주고받는 노래로는 <세노야소리>·<소나에

소리>·<어이싸소리> 등이 있다. 사설과 후렴을 주고받는 노래에는 <다리고소리>·<어야

디야소리>·<에이야소리> 등이 있으나, 자료가 많지 않다. 이것은 강원도의 경우 그물당

기는소리는 사설없이 후렴만 주고받는 노래가 더 많이 불렸음을 의미한다. 고기그물 당

길 때 “에이산자”라는 후렴도 사용을 한다. 든대질소리는 “자- 자-”하고 소리한다. 단순

한 사설이지만 힘을 써야 할 때를 잘 알려준다. “자-”라고 소리할 때마다 힘을 불끈불

끈 주어 배를 나아가게 한다. 든대질은 ‘설망’인 진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배를 옮기

는 과정에 부르는 소리이다.

그물당기는 소리는 정치망 그물 당길 때 멀리서부터 차츰 그물을 돋우고 죄여 가면 

그물 속에 들어와 있던 고기들이 떠오르는데 이를 배에 퍼 담아 올 때 부르는 소리다. 

대포동 산대소리는 고기를 퍼 올리면서 처음에는 “어이어이”하면서 서로 숨을 맞춰 가

지고 “야이야이”로 들어간다. 노래는 제창으로 주요 구성음 ‘라·솔·미·도’이고 레는 미

에서 도로 가는 도중의 경과음으로 쓰고 있는데 시는 장식음이다. 리듬은 규칙적인 4박

자라고 한다. 그물에 걸린 고기를 베낄 때 부르는 소리는 가장 경쾌하고 사설이 풍부

한 것이 특징이고, 어부들한테도 가장 신명이 나는 소리다. 교창 형식은 뒷소리가 끝나

기 전에 앞소리가 들어가는 형식이다. 든대질소리는 속초의 뱃소리인 <지어소리>·<다

리어소리>·<베끼소리>·<산대소리(가래소리)>와 같이 몇 소절을 제외하고는 정형은 없

고 사설이 여러가지 삽입되고 있다. 

<그물당기는소리>(양양 동호리 멸치후리)

사공 : 자바/선원 : 어여사(합창)

사공 : 자바/선원 : 어여사(합창)

사공 : 자- 자-/선원 : 으여차(합창)

사공 : 자자/선원 : 으여차(합창)

사공 : 얼른 댕기자/선원 : 으여차(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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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고기푸는소리는 <가래소리>가 대표적이다. <가래소리>는 보통 “에라소 가래여”

의 후렴과 사설을 2음보로 주고 받으면서 부르는데, 동해안 일대에서는 흔히 발견되는 

노래이다. 이보다 빈도는 떨어지지만, <아이고라소리>도 고기푸는소리로 부르는데, 이것

은 사설을 넣지 않는 후렴만의 노래이다. 간혹 길이의 긴 사설을 넣어 부르는 <에호소

리>도 고기푸는소리로 부르는 일이 있다. 고기터는 노래는 작업을 ‘빼기기’라 하는 데에

서 온 “빼기구 내자”라는 뒷소리를 사용하고 여러 사설을 이용하여 앞소리를 하면서 고

기푸는 노래와 같은 가창방식으로 부른다. 길게 할 적에는 사설을 집어넣었고 그물당기

는소리는 ‘어샤어샤’를 많이 쓰나 전통사회엔 ‘당겨보자 에야디여’를 즐겨 썼다. 또 그물

에 고기가 많이 걸리면 ‘푸름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많다’라는 말이나 ‘또’ 등의 말들은 

쓰지 않는다. ‘다리어내자’는 속초시에서도 많이 쓰였다다. 고기푸는소리의 노래 부르는 

형식은 공동창의 형태가 흔히 나타나기는 하나 소리를 메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받는 사람 중에서 아무나 소리를 메기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받아서 부

르거나, 동해안 지역의 <가래소리> 같은 경우에는 제창의 형태로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어로 작업이 순간성과 집중성, 그리고 통일성의 복합적인 상황을 요구하기에 이러한 어

로 작업의 특수성이 고기푸는소리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고

기푸는소리는 어로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부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

고기터는소리는 그물에 남아 있는 고기를 털어내며 부르는 노래인데, <벗겨소리>·<

뻬기고내자소리>·<에이야소리>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에이야소리>는 노젓는소리로도 

부르는 것이며, 나머지는 고기터는소리로만 부른다. 고기터는소리는 전국적으로 보고의 

사례가 드물다. 강원도에서는 속초시·강릉시·삼척시의 사례가 있다.28) 고성군은 명태

28) 김순제, 1982, 한국의 뱃노래, 호악사, 189~192쪽.

양양 동호리 멸치후리기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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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이 소리뿐만 아니라 공현진 곰

바위 미역따기소리·반암리 반바

우후리질 소리 등이 전승되고 있

다. 강원도의 고기잡이요에는 이

밖에도 닻감는소리로 부르는 <어기

여차소리>, 그물내리는소리로 부르

는 <가래소리>, 그물싣는소리와 그

물말리는소리로 부르는 <어려소리> 

등이 있다. 

<명태잡이소리-그물당기는소리>(명주군 사천면 사천진리 불까)

예야/예야/예야/땡게 주게/땡게 주게/예야/동에 동서/돋은 해는/일락서산을/넘어간다/예

야/예야/예야/에야/홍성나기/찬바람에/울구 가는/저 기러기도/에야/손발이 시러워/내 못

하겠네/에야/에야/청실홍실을/목에 걸고/소나무고개를/넘어온다/에야/잘도 걸었구나/에

야/땡게 주게/땡게 주게/에야/어떤 사람은/팔자가 좋아/과대공실/높은 집에/에야/붕이

영화로/잘도 사는데/예야/예야/우리 팔자는/무신 팔자가/예야/예야/예야/이놈으 종사가/

웬말이요/예야/예야/땡게 주게/땡게 주게/얼른얼른/땡게 주게/예야/예야/얼씨구나 좋다/

기화자 좋구나/예야/예야/돈 벌어 가주구야/고향 가야지/예야/에야/예야(1994.6.29, 앞 : 

김학철, 남, 1928년생. 뒤 : 김종순, 남, 1936년생. 강학렬, 남, 1936년생. 전만천, 남, 

1936년생)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는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식 어로법과 함께 일본의 고기잡이요

가 들어와 자리잡았다. 그 결

과 동해안 일대의 고기잡이요

는 우리의 고유한 것, 일본조

의 것이 혼재하기에 이르렀

고, 때로는 3분박에 메나리조

로 구성되는 우리 노래의 특

징은 유지되지만, 사설은 일본

말로만 되어 있는 것들도 적

지 않게 나타났다. 강원도의 

일본식 고기잡이요는 노젓는소

리에 <세이야소리>·<세노야

고성 반바우 후리질 소리(1990년)

속초 산대소리(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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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마이다소리>·<야라세이소리>, 고기푸는소리에 <아이고라소리> 등이 있다. 이러

한 일본계 그물당기는소리는 정치망어선에서 주로 부르는 것으로 정치망의 도입과도 밀

접한 관계가 있다. 돛배(풍선배)라는 무동력선으로 조업을 할 때까지 소리의 전승이 가

능했는데 작업과정에 힘든 노동이 많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뱃소리가 불려

졌다. 놀배기소리(노젓는소리)로는 ‘으샤으샤’·‘어야디여’·‘에라소 가래라소’ 등이 있다. 

1945년 이전에 일본 배들은 ‘어여차 디야’라 하였다. 산대소리는 그물에 고기가 가득 들

었으니 산대로 고기를 푸라는 소리다. ‘가래라소’ 혹은 ‘에라소 가래로다’ 등으로 부른다.

속초·고성에서 주로 명태를 잡는데, 명태를 잡아 풀어놓고 고기 숫자를 셋 때 “하나

이요 둘이요 서이요”하면서 흥겨운 리듬 속에 고기를 세어 묶어내어 놓는다. 이 소리는 

노동의 힘듦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킨 노래이다. 단순한 가사에도 불구하고 단순 반복되

는 리듬은 노동의 고통을 순간적으로 잊게 한다. 결국 동해안 뱃소리는 사설이 풍부하

고 강직한 것이 특징이다. 대체로 뱃소리와 아라리·미나리·노랫가락·지경다지기 등에

서도 불려지는 사설이 습합되어 어부향유층의 다양한 정서를 담고 있다. 가까운 근해에

는 주로 그물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걸린 그물을 건져 올리면서 부르는 그물당기

는 소리인 가래소리와 육지에 와서 그물에 걸린 고기를 떼어내면서 부르는 고기벗기소

리가 있다. 앞의 노젓는 소리와 가래소리는 한 사람이 메기면 나머지 사람들이 받는 선

후창으로 불리는 노래인데 반해 고기벗기는 소리는 주로 배의 주인이 혼자 부르던 것으

로 고기를 벗겨 놓으면 다시 조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일꾼들이 빨리 고기를 벗기게 하

기 위해 불렀다고 하며 이때는 아라리도 한다.

고성 어로요(명태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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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업노동요

임업노동요에는 목재생산요와 임산물채취요가 있다. 목재생산요는 나무를 베어 재목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르는 노래이다. 임산물채취요는 땔감·거름·소먹이 또는 식생활 

등에 쓰기 위해 임야에서 나무·풀·나물 등을 채취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르는 노

래이다. 목재생산요에는 나무베는소리·나무내리는소리·나무나르는소리 등이 있는데, 강

원도에서는 나무베는소리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나무내리는소리는 베어낸 나무를 여

럿이 쇠꼬치로 찍어 당기며 산 아래쪽으로 끌어내릴 때 부르는 노래로, 강원도에는 <

산호야소리>·<아야라차소리>·<우이야호호소리> 등이 있다. 강원도에서는 ‘황장목 끄는 

소리’라 한다. 나무내리는소리는 나무를 끌어 내리는 주체에 따라 가창방식이 다르다. 

여러 사람이 끌어내리며 부르는 소리는 선후창으로 부르고 소가 끌어내리며 부른 소리

는 교환창으로 부른다.

<나무끌어내리는소리>(삼척시 근덕면 양리 둔지)

우이야 호호/여러분네 일심동력/여차소리 낭기 간다/낭그는 크고 사람은 적네/구부렁

굽신 땡겨주게/타박타박 재고갠가/월컥덜컥 돌고개냐/태산준령 넘어가도/굼실굼실 잘도 

간다/오백여년 자린 솔이/황장목이 되었구나(1994.9.5, 앞 : 박준억, 남, 1911년생. 뒤 : 

정길영, 남, 1926년생) 

<산호야소리>와 <아야라차소리>는 2음보격의 사설과 후렴을 주고받으며, <우이야호소

리>는 이보다 짧게 1음보 길이의 소리를 주고 받는다. <아야라차소리>는 토건노동요로

서 <말뚝박는소리>로도 부른다. 나무나르는소리는 여럿이 둥근 나무에 줄을 매어 목에 

걸고 벌목을 나르며 부르는 

노래로 <허영차소리>가 있다. 

<허영차소리>는 토목·건축 

등의 작업장에서 무거운 돌이

나 목재 등을 옮길 때도 부른

다. 여럿이 함께 발을 맞춰야 

하는 일의 특성으로 인해 대

부분 “허영차”·“어기여차” 와 

같은 짧은 구령을 주고 받을 

뿐 사설의 내용은 극히 빈약 양양 입암 목도소리(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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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허영차소리> 노래에 특징적으로 들어가는 “허영차” 또는 “어영차”·“어정차” 등

의 각편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것으로 지역적 편차가 거의 없는 노래이다. 

강원도의 임산물채취요는 나무하는소리·나뭇짐지는소리·풀베는소리·풀써는소리·나

물캐는소리 등이 있다. 기능별로 이렇게 나누어 구분되지만, 풀써는소리를 제외하면 주

로 한 종류 노래가 통용되며, 그것은 <아라리>이다. 이것은 영서와 영동의 지역적 차이

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 강원도의 일반적 양상이다. <아라리>는 강원도의 고유한 노래로

서 그것의 구연상황은 다양하지만, 남자는 나무하러 갈 때, 여자는 나물캐러 갈 때가 

<아라리>를 많이 부르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아라리> 이외의 노래로는 나무하는소리·나뭇짐지는소리로 <자진아라리>와 <어사

용>이, 나물캐는소리로 <자진아라리>와 <다복녀>가 있다. 이 가운데 <어사용>과 <영산

홍>이 주목된다. 전자는 영남의 <어사용>이 강원도에서 발견된다는 점에서, 후자는 그

것이 강릉시에서만 발견되는 지역성을 보이는 노래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사설에 곤드

레·딱주기·고사리와 같은 이름이 보릿고개 시절 강원도 사람들을 살렸던 나물로 환유

되고 있다.

강원도에서 풀썰면서 부르

는 노래는 <우러리>로 태백시 

등 도내 거의 전역에서 부른

다. 풀써는 작업은 작두에 풀

을 넣어주는 일과 작두를 발

로 딛는 일을 분담하는 공동

작업인데, 사설은 풀을 넣어주

는 사람이 풀의 질긴 정도를 

작두 딛는 이에게 알려줘 힘

의 세기를 조절하게 하는 실무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잡역노동요

 주로 남자들이 하는 여러 형태의 노동을 합쳐서 잡역이라고 부를 수 있다. 잡역노동

요에는 운반노동요·채취노동요·토목노동요 등이 있다. 그중 토목노동요는 흙을 뜨고, 

땅을 다지고, 말뚝을 박고, 달구질을 하고, 상량(上樑)을 얹을 때 부르는 노래이다. 나무

태백 갈풀썰이 소리(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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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내리는소리는 큰 통나무를 여러 사람이 줄을 매어 끌어내리면서 부른다. 건축용 목

재나, 황장목을 벌목하여 운반한다. 속이 붉은 황장목을 끌어내리면서 하던 소리이다. 

어깨에 멜 수 없을 만큼 커다란 통나무를 줄로 묶어 끌었다. 이는 임업벌목장의 <운

재소리>와 구분된다. 

강원도 집터다지는소리에는 “에헐싸 

지경이요(지점이요)”가 반복된다. 주로 

철원·화천·양구 등에 분포한다. 봄에 

얼었던 땅이 녹을 무렵인 2~3월과 초가

을에 집을 짓는다. 봄에 짓는 집이 벽

이 잘 마르기 때문에 좋다. 낮에는 일손

이 바쁘기 때문에 주로 밤에 황덕불을 

해 놓거나 횃불을 켜놓고 다졌다. 마을

에 집을 새로 짓는 사람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은 의례히 가서 다져 주었고, 주

인은 막걸리나 먹을 것을 대접하면 되

었다. 집터를 다질 때에는 터를 닦기 전

에 먼저 집터 가운데에다 돼지머리·팥

시루떡 등을 놓고 고사를 지낸 후에, 집

터의 네 귀를 돌아가며 소금을 뿌리고 쑥을 태워서 미리 액을 막았다. 기둥이 설 자리

를 둘레 1m 정도에 깊이 1m 정도를 파고 그 속에다 구리·고추가루·소금·목화씨·

쑥 등을 넣거나 불을 피웠다. 그런 다음에 돌과 모래를 섞어서 넣고, 보통 10여명 정도

가 돌이나 나무둥치에 줄을 매달아 이것을 당겨 들었다 놓으면서 다졌다. 한 지점은 보

통 일흔 번에서 여든 번 정도를 다져야 제대로 다져지며 땅에 물이 생길 때까지 다진 

후에 그 위에다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웠다. 기둥에 보와 도리를 얹고 동자주를 세

우고 마룻대를 얹고, 서까래를 깔고, 산자 엮고, 알매 얹고, 지붕 얹고, 벽을 치고, 구들 

놓고, 방바닥 바르고, 문을 해 단다. 

<집터다지는소리>(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중구재)

에이얼싸 지경이요/옳다 인제 일 잘 하네/우주는 대한민국/강원도에 철원일세/철원허

구 동송면/상노리에 들어와서/덕수이씨 가문에서/고대광실을 세울랴고/여러분을 모셔 

놓고/지경을 다을 적에/이 자리는 누가 정했나/명성 높은 풍수 찾아/팔도명산을 돌아

철원 상노리 지경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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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다가/용정산 기슭 아래/좌청룡이 흘러들고/우백호 감돌았으니/과연 여기가 명당일

세/요 터에다 집을 지면/아들 낳으면 효자 되고/딸을 낳으면 열녀 되고(1995, 앞 : 안

승덕, 남, 1926년생. 뒤 : 정영복, 남, 1928년생 외) 

집을 다 지은 다음에는 날을 받아 떡을 해서 성주·터주·제석·마굿간 등 집안의 가

신 앞에 바치고 고사를 지냈다. 철원군 상노리 지경다지기는 새 집을 지을 때 집터를 

다지는 작업을 말한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함께하는 협동적 노동이며, 재앙을 쫓는다는 

의미이다. 제의가 끝나면 지경돌을 가운데 놓고 지경줄을 잡아 들었다 놓았다 하며 터

를 다지는 지경다지기로 이어진다. 지경을 다지면서 지경소리와 가래질소리 등 노동요

를 부르는데 노래의 첫 단락은 지역의 유래와 집터의 환경, 집주인의 내력 등의 내용으

로 즉흥적으로 불려진다. 

<운재소리-어여라 산호야>(명주군 연곡면 삼산리 청학동)

어이 산호/이놈 한 번 다려보자/잘두나 당기누나/산수갑산 큰아기/자주감자 궁글리듯/

뒹굴뒹굴 굴레보자/뒷초리를 훌러다오/잘두나 하는구나/이번 한 번 댕겨보소/잘두나 

가는구나/앞초리를 돌레볼까/이번 한 번 시게 당겨/잘두나 가는구나/이번 한 번 댕겨

주소/기운을 불끈 써서/댕게나 볼까나/잘두나 가는구나/이럭저럭 고만둘까(1994.6.24, 

앞 : 오철근, 남, 1925년생. 뒤 : 김남극, 남, 1936년생 외) 

나무하러가는소리에는 여럿이 빈 지게를 지고 나무하러 가면서 지게작대기로 지게목

발을 두들기면서 하는 <지게목발소리>가 있다. 지게목발 대신 소고를 치기도 했다. 노

동요라기보다는 유흥요이자 길노래이다. 대개 독창이거나 돌아가며 한 마디씩 부른다. 

규칙적으로 메기고 받는 노래도 있다. <지게상여소리>도 있다.

<시집살이노래-나물노래>(원주시 문막면 동화리)

시집이라구 갔더니 어렵기는 이보다도 더 어려운 집이 또 있을까/시어머니 하시는 말

씀이 나물 뜯어 오라고 회초리로 두디리네/헝님 헝님 우리나 삼동세 나물을 갑시다 

나물을 갑시다/시어머니 상에는 종지나물을 뜯어다가 허벌트레 놓고/시아버니 상에는 

엉겅구를 뜯어다가 호랭이겉은 시아버니 엉겁을 틀여 놓고/냄편에 상에는 무신 나물

을 놓까 비병추나물을 비벼 놓지/일꾼에 상에는 뭐를 놓나 일꾼에 상에는 가두대기 

뜯어다 갖춰 놓지/그래다 보니 우리 삼동세는 먹을게 없네/헝님 헝님 우리 헝님 우리

는 지칭개나 뜯어다가 지칭개국이나 끓여나 먹지(1994.2.15, 박복남, 여, 1914년생) 

풀써는소리는 갈풀을 베어다 써는 과정에서 불리는데 둘이 작두를 딛고 한 사람이 풀

을 메겨주며, 그 뒤에 풀을 메기기 좋게 옆에 놓아주는 사람 하나, 풀짐을 운반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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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하나, 썰어 놓은 풀을 긁어내는 사람 둘, 썰어낸 풀더미를 쌓는 사람이 한 명으로 

모두 여덟 명이 동원된다. 풀써는소리는 작두에 풀을 메겨주는 사람이 작두 디디는 사

람에게 풀이나 나무의 종류를 일러주는 노래이다. 풀과 잡목이 풍부하고 밭농사가 많은 

산간지역의 농사법에서 나온 소리이다. 

<풀써는소리>(삼척시 도계면 신리 오산촌)

어 물러도 과타/안고 지고/우러리가 많다/우물할미 소꼬뱅이/안개 빼다구/지렝이 갈빗

대/먹싱거리다/어 물러도 과타/잘 싼다/우러리야/양지짝 노럭싱거리/어 이밥 먹고 찌는 

나무/한풀이다/물러도 과해/잘 데웠다/어 풀이야/에후후후!/잘분다/덤불놀이/안고지고/잘 

메신다/잘 싼다/어허 우러리여/안고 지고 드간다/어 우러리/우러리다(1994.8.24, 장덕술, 

남, 1938년생) 

공산노동요는 자연물을 가공하는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강원도에서는 제분정미

요, 길쌈요, 도구제조요 등이 있다. 이 중에 빈도가 높은 것은 길쌈요이다. 그리고 길쌈

요 중에서 노래 종류가 다양한 것은 삼삼는소리이다. 강원도의 삼삼는소리로는 <다복

녀>·<종금종금 종금새야>·<성님성님 사촌성님>·<부모죽은 부고왔네>·<베틀놓세 베

틀놓세> 등 서사적이거나 교술적인 내용의 음영민요를 주로 부르며, 이에 못지 않게 <

아라리>도 흔히 부른다. 삼삼는소리로 서사적이거나, 교술적인 내용의 음영민요를 부르

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양상이지만, <아라리>를 부르는 것은 강원도

의 특징이다. 

길쌈요에는 물레질하는소리와 베짜는소리가 있다. 전자의 노래로 <부릉부릉 물레질>과 같은 

것이 보고되고 있는데, 실제로 물레질을 하면서 부른 것인지 아니면 물레질을 소재로한 

노래인지는 좀더 검증이 필요하다.29)

제분정미요는 곡식을 찧거나 부수어 가루를 만들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디딜방아찧는

소리에 <아라리>와 <아유하방아소리>, 연자방아찧는소리에 <이랴소리>, 맷돌질하는소리

에 <씨르렁소리> 등이 있으나, <아라리>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노동요 성격은 한계가 

있다. 도구제조요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물건을 만들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자리짜는소

리>와 삼척 <줄꼬는소리>가 있다. 

토목노동요는 토목요와 건축요로 나누어진다. 강원도의 토목요에는 말뚝박는소리·자

재나르는소리, 건축요에는 땅다지는소리·자재나르는소리가 있다. 노동 현장에서 일정한 

29) 노동요는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이기에 단지 일을 소재로 한 민요는 노동요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베짜는소리는 삼
삼는소리와 같은 것이 일반적 양상이다. 그러나 베짜는소리로는 <아라리>를 잘 부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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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에 동작을 맞추어 힘을 조금이라도 적게 들이고 흥을 내어 일하기 위해서, 또는 공

동 노동 시 일꾼의 행동 통일을 유지하여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

이다. 노동에 리듬과 활력을 주는 구실을 하면서 토목 일을 하는 즐거움과 괴로움, 일

의 성과를 기대하는 마음 등 노동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들이 일상생활

에서 겪고 느끼는 여러 다양한 내용을 노래로 표현한다.

토목요의 말뚝박는소리에는 <에헤라쿵소리>와 <어여라차소리>가 있는데, <어여라차소

리>는 다른 곳에서도 흔히 부르는 노래지만, 삼척 <에헤라쿵소리> 흔하지 않은 노래이

다. 토목요의 자재나르는소리로는 삼척 <허영차소리>가 보고되어 있는데, 보고된 자료

는 일제강점기 철도공사에서 부르던 소리라 하고 있다. 축원 사설은 <지경소리>와 <

달구소리>에서 불린다. <망깨소리>·<어여라차소리>·<상사소리> 등 나머지 노래들의 

사설에는 축원 사설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건축요의 땅다지는소리에는 <지경소리>

와 <에이야라차소리>가 있는데, 대부분 전자를 부르며 후자는 부르는 일이 드물다. 이 

두 노래는 <상사소리>를 주로 부르는 호남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

다. 그리고 자재운반하는소리로는 <영산홍>을 부른다. 이것은 지게를 이용해 건축자재

를 옮길 때 부르므로 임산노동요의 나뭇짐지는소리를 가져다 쓴 것인데 역시 강릉에서

만 발견된다.

운수노동요는 수운요와 육운

요가 있다. 그러나 운수노동요의 

보고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드문 

편인데, 강원도에는 사례가 보고

되어 있다. 수운요에는 떼타는소

리와 떼꺼내는소리가 알려져 있

는데, 전자는 산간에서 벤 나무

를 떼로 엮어 강을 타고 옮길 때 

부르는 노래로로서 주로 <아라리>

를 부른다. 그리고 후자는 떼가 

장애물에 걸려 움직일 수 없을 때 장애물로부터 떼를 떼어내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영

차산이야소리>가 있다. <아라리>를 떼타는소리로 부르는 것을 제법 알려져 있으나, 떼꺼

내는소리는 그 기능 자체가 최근에야 알려진 것이다. 강물을 이용해 뗏목을 운반하면서 

하는 노래는 일의 성격상 순전한 노동요가 아니고 심심풀이로 부르는 것이어서 정해진 

춘천 떼타는 소리(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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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가 없이 그 지역에서 흔히 잘 부르는 아라리·자진아라리 따위를 불렀다. <아라리>

는 육운요의 마소모는소리로도 부른다는 보고가 나와 있다. 

<뗏목(뗏사공)노래-아라리>(춘천시 신북면 천전리 원아리뱃터)

노다 가세요 자다 가세요 놀다만 가세요/저 보름달이 지두룩 놀다만 가오//놀다가 갈 

맘은 얼마든지 있건만/부모시할이 되어서 못 놀다 가오/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

아리랑 고개고개루 나를 넘겨주게//무지공산에 달 뜬 것은 남 보기나 좋지/여자몸이야 

맘 달 뜬 것은 으찌야 허나/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얼었다가 녹으니 봄철이로구나//

도짓거리야 갈보야 술 걸러라/귀내기 여울에 떼 내려온다/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

리아리랑 고개고개루 날 넘겨주소//춘천아 봉의산아 너 잘 있거라/쉬녕강 배턱이 하직

이로구나/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랑 고개자축에 나를 넘겨주소(1994.6.15, 김상운, 

남, 1917년생) 

가사노동요는 살림요와 양육요가 있으나, 살림요는 많지 않다. 살림요에는 바느질하

는 소리와 다듬이질소리·빨래하는 소리가 해당되고, 양육요에는 아기어르는소리·아가재우

는 소리·아기달래는소리가 해당된다. 살림요의 경우 여타의 노동요와 달리 작업 효율

을 높이기 위한 목적보다는 신세타령조의 노래가 주를 이룬다. 양육요는 아기를 어르거

나 재울 때 부르는 노래로서 실제적인 기능(‘단동십훈’ 요소 격암유록 ‘농궁가(弄弓歌)’ 

수용)을 담당하면서 자녀에 대한 어른의 소망을 사설에 담고 있다. 가사노동요는 읊조

리는 투로 개인이 노래하기 때문에 각편의 변화가 많은 편이다. 양육요로 아기어르는소

리와 아기재우는소리가 있다. 어른들은 어린아이의 몸을 움직여 주거나 또는 무엇을 보

여 주거나 들려주어서 어린아이를 달래거나 기쁘게 하여 준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여

성의 몫이었기에 할머니나 어머니, 주로 부녀자들이 아이를 돌보며 불렀던 노래로 부요

(婦謠)이기도 하다. 아이를 돌보며 불렀던 육아 노동요는 크게 두 가지로 아이를 재우며 

부르는 노래와 아이를 어르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다.

강원도에서 보고된 아기어르는소리에는 <금자동아 옥자동아>·<둥게소리>·<풀무소

리>·<알강달강> 등이 있고, 아기재우는소리에는 <우리아기 잘도잔다>·<둥게소리>· 

<금자동아 옥자동아> 등이 있다. 아기어르는소리는 <손놀이노래>·<업고 부르는 노

래>·<둥개소리>·<들강날강>·<딸노래>·<아들노래> 등이 전승되고 있다. <손놀이노래>· 

<들강날강>·<둥개소리>는 아기의 신체와 두뇌를 자극하는 동작과 결합되어 아기의 성

장을 도와주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딸노래>·<아들노래>는 아기가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욕망이 투사되어 있다. 

강릉지역에서는 독창식으로 읊조리듯 가창하는 게 일반적인 형식이다. 양육노동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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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재우는소리도 있다. 여성들의 노동요 중 자장가·아기어르는소리와 같은 양육노래는 

밝음, 흥겨움 등 가볍고 명랑한 정서를 느끼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아기달래는소리

는 아기가 아플 때 배를 쓸어주면서 부르는 민요가 이에 해당된다. 이때 노래와 손동작

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 지금 어른이 된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 할머니나 어머니가 

배를 쓸며 불러주던 노래를 들으면서 배앓이의 아픔을 이겨낸 경험을 갖고 있다. 이것

들은 강원도 안에서 지역적 편차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 노래들이다. 

상업노동요는 오일장을 중심으로 장꾼들을 불러 모으고 매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산발적으로 불렸지만, 많이 조사되지는 않았다. 뚜렷하게 전승되지 못한 것은 상거래의 

이동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 상업노동요는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하면서 가창유희요

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손님을 불러 모으는 장사 행위에서 주로 

불리는 ‘호객요’와, 물건 매매를 셈하는 ‘산술요(算術謠)’로 나뉜다. 그 중 호객요에는 춘

천 <떡파는소리>·<생선파는소리>·<약파는소리>, 동해 <엿파는소리>·<새우젓파는소리> 등

이 있고, 산술요에는 <고기헤는소리>·<말질하는소리> 등이 있다. 상업노동요는 보고된 

각편이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다만, 호객요의 <엿파는소리> 또는 <엿장수타령>은 다음

과 같이 널리 전승되고 있다.

<떡 파는 소리>(춘천시)

유월유두에 밀정병이라/떡 사오 떡 사오 떡 사려오/칠월칠석에 수단이요/팔월가위 오

려 송편/구월구일 국화떡이라/떡사오 떡사오 떡사려오/시월상달 무시루떡/동짓달 동짓

날 새알시미/섣달에는 골무떡이라/떡 사오 떡 사오 떡 사려오

3. 의식요

의식요는 민중들이 치루는 의식의 과정에서 부르거나 언어가 주술적인 힘을 지녀 성

속 사이의 의사교환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여 성립된 것이다. 의식요는 민중들이 

부르는 것이므로 그 의식 또한 비전문적인 것이다. 의식요에는 세시의식요(안녕기원요·

풍요기원요), 속신의식요(축귀요·축질요·축화요·구충요)·통과의식요(결혼요·수연요·

장례요)가 있다. 상여매기나 달구질노래가 있고 후자에는 지신밟기·서낭굿 할 때 부르

는 노래, 고사풀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속신의식요에는 개인적인 성격을 띠는 안녕기

원요와 풍어와 풍농을 기원하는 풍요기원요가 있는데, 강원인이 소망하는 바를 초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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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힘에 의지하여 이루어 보고자 하는 의식에서 부르는 민요이다. 자연 속에서 살고 자

연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옛날에는 자연이 경외의 대상이 되었고, 비유를 맞추고 위로해 

주어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고 보면 안녕기원을 위한 지신밟기놀이의 출

연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

강원도 장례의식요는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장례의식요와 넓은 의미의 장례의식요

로 구분한다. 좁은 의미의 장례의식요는 장례절차에서 부르는 노래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상여를 나르며 부르는 상여소리나 무덤을 다지며 부르는 달구소리 같은 민요가 이

에 해당된다. 넓은 의미의 장례의식요는 무속이나 불교에서 망자를 극락에 보내기 위해 

거행하는 천도의식 등을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좁은 의미의 장례의식요

를 다루어 이야기하고자 하며 이후의 장례의식요라 함은 좁은 의미의 장례의식요를 일

컫는다. 장례의식요는 이러한 구분 기준에 따르면 의식요에 해당한다. 의식요란 어느 특

정한 의식에서 사용되는 민요를 말하며 다시 세부적으로 세시의식요와 장례의식요로 구

분한다. 장례의식요 중 상여를 나르며 부르는 상여소리나 무덤을 다지며 부르는 달구소

리 등은 노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요구하는 작업에 부르던 이유로 노동요로 구분하기

도 한다. 그러나 장례의식요는 의식요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30)

장례의식요는 보통 의식절차에 따라 노래를 구분한다. 강원 영서와 영동지역에 따라 

해당 장례문화의 차이로 장례절차가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장례의식요 또한 남

북으로 지역적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강원도의 전통 장례문화가 입관 후 시신

을 매장하는 형태이고, 이러한 장례문화는 지역적 구분 없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관계

로 장례절차에서 시신이 나가기 전 부르던 출상 전 소리(빈상여놀이 위주)와 시신을 무

덤으로 운구하며 부르던 소리(상여소리·외나무다리건너는소리), 시신을 땅에 묻으며 부

르던 소리(회다지소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출상 전에 부르던 장례의식요는 출상 전날 상두꾼들이 모여 출상의 예행연습 형태의 

행위를 하며 부르는 <대도둠소리>, 슬픔에 잠긴 상주를 위로하기 위해서 부르는 <다시

래기류의 소리>, 상주가 발인제를 지내고 나서 상두군이 상여를 멜 때부터 상여가 집에 

하직인사를 하고 출발 할 때까지 부르던 <발인소리> 등이 출상 전날에 이루어지는 장

례의식요에 해당하며 발인소리를 제외하고 보통 상여놀이라는 통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도둠소리>는 지역적으로 <대돋음소리>·<대도둠소리>·<말멕이는 소리> 등으로 부르

며 상여가 나가기 전날 밤에 상가집에서 하는 일종의 장례놀이이다. <대도듬소리>는 장

30) 박경수, 1998, 한국민요의 유형과 성격, 국학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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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호상여부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부모가 천수를 누린 호상에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상 전날 상여를 꾸며서 빈 상여를 메고 상여소리를 하면서 여러가지 놀이를 하므로 빈

상여놀이라고도 한다. 출상하여 상여를 장지에 옮기는 절차에서 부르던 노래로는 운상소

리라고 하는 상여소리와 상여가 산이나 언덕을 오를 때 부르던 자진 상여소리가 있다. 

상여소리는 장례의식에서 상여

를 메고 가며 부르는 소리로, 주

로 향도꾼 혹은 상두꾼으로 불려

지는 상여꾼이 부르는 소리를 말

한다. 지역에 따라 <향도가>· 

<향두가>·<만가>·<행상소리> 등

으로 불리며 주로 ‘문서’있는 사

람-유식하여 고사를 많이 알거나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 메기는 

소리를 하고 상여를 메는 사람들이 받는 소리를 한다. 또한 소리를 메기는 사람이 주로 

요령을 연주하며 소리 메기는 사람을 ‘요령잡이’라고도 한다. 보통 상여는 장례의 규모에 

따라 상여의 크기가 정해지며, 24~32명의 상두꾼들이 상여를 메고 운상한다. 요령잡이

가 소리를 메기면 상두꾼 전체가 후렴을 받기도 하고, 상두꾼이 두 패로 나뉘어져 번갈

아 가며 후렴을 받기도 한다. “너화 너화 너화 넘차”가 대표적인 받는 소리인데 메기는 

소리나 받는 소리는 지역구분 없이 주로 4음보 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언덕이

나 산으로 상여를 나르는 경우 힘과 협동의 안배를 조절하기 위하여 자진상여소리를 하

게 되는데 이때는 4음보격인 가사를 주로 2음보격으로 급격하게 부른다. 대부분 지역의 

상여소리는 3분박 4박의 구조를 보이는데 그 기능에 있어 상여를 나르는 상두군들이 발

과 행동을 맞추어 상여를 나르기에 적당한 빠르기와 분박을 하며 보통 3분박 4박의 두 

단위, 즉 8박은 메기는 소리로 구성되고 8박은 받는소리로 구성된다. 전국적으로 메나리

토리나 육자백이토리로 선율이 구성되어있으며 육자백이토리와 메나리토리가 섞여 있는 

지역이 발견되기도 한다. 

자진상여소리는 주로 2음보격으로 노래의 빠르기와 단위박을 급격하게 한다. 주로 3

분박 2박으로 받고 메긴다. 이는 상여를 나르며 걸음을 재촉해야 할 경우, 산길이나 언

덕을 오를 때 등 상여를 나르는 길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꾸어 부르는데 사설의 

구조 또한 이에 맞게 유동적인 변화를 보이기 때문이다.

횡성 상여소리(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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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서지역에서는 시신을 땅에 묻으며 하는 소리는 보통 달구질소리라고 부른다. 봉분

의 흙을 다지는 일을 달구 찧는다고 말하는데 달구를 찧으면서 부르는 소리가 달구소

리인 것이다. 지역적으로 달구소리를 회다지소리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무덤을 다질 때 

무덤이 잘 다져지도록 회를 섞어 가며 무덤을 다지는 과정에서 부르는 소리라 하여 회

다지소리라고도 부른다. 영동지역에는 덜구소리라고 말하나 지경닿는소리·땅다지는소

리·가래소리 등으로도 전환되어 불린다. 상여소리나 자진상여소리와 마찬가지로 메기

고 받는 형태로 노래하며 받는소리의 사설로는 “어허 어허 달구”의 사설이 많이 보인

다. 사설의 음보도 상여소리와 같은 구조를 보여 3분박 4박이나 3분박 2박의 음보를 

보인다.

망자의 한과 남겨진 자의 슬픔을 달래는 노래이다. 죽음은 떠나는 자만이 아니라 남

겨진 자에게도 참기 힘든 고통이다. 개인마다 또는 문화마다 죽음이라는 통과의례를 받

아들이는 방법과 극복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공통적

으로 나타나는 문화현상이다. 죽음이라는 통과의례를 행하는 의식인 장례의식에는 당대

의 종교관과 세계관이 결부되어 나타난다. 회자정리, 색즉시공·공즉시색 등으로 대변되

는  죽음에 관한 우리의 의식은 장례의식에서 부르는 장례의식요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장례의식요의 한 갈래인 상여소리에서 보통 ‘이제가면 언제오나’·‘간다간다 나는간

다’의 가사 내용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과 생로병사의 인생사가 자주 거론 되는 것, 또 

남녀노소·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죽음에 필연적으로 이르는 모습을 표현한 가사들은 모

두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례의식에서 노래를 부르던 소리꾼

들은 이러한 내세와 현세, 과거와 현제의 연결고리를 한과 아쉬움으로 표현하며 망자와 

남겨진 자의 슬픔을 노래에 담았던 것이다. 

장례의식요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의식은 인생무상을 노래한 것 외에도 현세 중심적 

사고를 나타내는 가사가 많이 있다. 우리민족의 죽음에 대한 의식을 잘 드러내는 속담 

중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못한 인생살이라도 

죽는 것 보다는 낫다는 말이다. 현세 중심적인 사고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위 속담처

럼 장례의식요에서도 현세 중심적 사고를 드러내는 가사가 많이 보인다. 인생의 무상함

을 노래하던 위 상여소리의 어조와는 달리 현세중심적인 사고를 드러내는 장례의식요의 

가사를 살펴보면 우리의 선조들은 죽음을 당연한 현실로 인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는 죽음이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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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인생 가는길에 가는세월 잡을손가, 부귀영화 좋다한들 어느 누가 맡길손가’·‘사람

이 살며는 몇백년 살거나 죽엄에 들어서 노소가 있나’ 등 죽음은 누구나에게 다가설 현

실이라는 것을 표현한 가사는 죽음을 거역하는 않는 자포적 수용심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가사는 ‘인간은 죽음을 향해 열려있는, 죽음을 향한 존재이다.’ 라는 사상

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장례의식요에 나타나는 죽음을 맞는 태도가 모두 자

포적 수용의 자세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류 역사에서 알 수 있듯 인간이 죽음

을 인지하고 극복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종교는, 또 신의 존재는 인간을 죽음이라

는 무지와 공포로부터 그나마 미비한 심적 안정을 주었던 것과 같이 장례의식에서도 신

앙적인 의지대상을 통해 죽음을 극복해보려는 의도 또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가사는 

장례의식요 외에도 <회심곡>에서 잘 나타난다. 

현세 중심적인 강원인의 사고는 장례의식요 안에서 주로 과거 지향적 사고로 나타난

다. 이는 과거의 일은 미화되고 선화되어 회귀하고 싶은 갈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일 것

이다. 여기에는 시간을 돌릴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시

간을 일차원적 인식대상으로 받아 들으며, 이러한 직선적인 시간 인식은 과거로의 회귀

불가를 기복적·육체지향적·현세지향적 가사로서 자위하며 화를 물리고 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는 화자의 심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현세 중심적인 사고는 단순하게 내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상여소리가사를 보면 ‘북망산이 멀다더니 문전산이 북망이네’라는 가사에서 알 수 있듯

이 사후세계 즉 내세라는 시·공간적 인식대상은 바로 삶의 바로 앞에 존재한다는 것

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과거 지향적 사고를 보이는 것이 무조건적인 지향

은 아니다. 죽음과 삶은 표리적인 관계이다. 두 인지 대상은 상충의 관계가 아닌 표

리적 관계로 죽음을 통해 삶을 성토하며 반성하고 나아가 죽음을 극복하는 데 삶의 

무게를 두기도 한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과거는 현재의 비교급 대명사로서 과거를 통

해 현재를 반성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즉 죽음에 대해서도 당당해 질 수 있었

던 것이다. 

보통 장례의식요에 내포되어 있는 우리민족의 내세관을 일원적 내세관과 이원적 내세

관으로서 해석하는데 일원적 내세관이란 생의 단절과 함께 도달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며 이원적 내세관에서는 사후세계라는 곳이 단순히 죽음으로써 도달하는 곳이 

아닌 종교적인 방법, 또는 현세에서의 인위여부로서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사후세계는 인간의 이차적 내세관의 형상화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주로 종교관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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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는 경우가 많다. 우리민족의 이러한 이원적인 내세관은 주로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

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장례의식요에 나타난 현세에서의 삶의 방법에 따라 내세가 

결정된다는 사고는 내세를 위해 삶을 꾸려나나려는 것에 주안을 둔 것이 아니라 ‘현세

를 어떻게 사느냐’에 주안을 둔 바로 현세중심적인 사고의 결과물인 것이다. 

위와 같이 장례절차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였던 장례의식요는 장례절차에 따라 노래의 

기능과 명칭을 갖게 되었으며 지금은 점차 서구화·도시화되어 쉽게 접할 수 없는 장례

의식요가 문화와 종교관의 변화로 사라져가고 있지만 과거 마을 공동체 문화에서는 장

례의식절차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또한 장례의식요 사설에 나타난 강원인

의 죽음에 관한 인식에는 시대의 종교관과 사고관이 결부되어 나타나며, 인생의 무상함

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현세 중심적 사고는 소리꾼의 애절한 노래에 담겨 요령과 함

께 산천에 울려 퍼지며 망자의 한과 남겨진 자의 슬픔을 대변하였다.

<지신밟기노래>는 정월 보름·백중·추석을 전후하여 대지의 신인 지신(地神)을 위로

하고 농가의 안택초복(安宅招福)과 농사의 풍작을 비는 농경세시에서 불려지는 노래이

다. 지신밟기는 주로 영남지역에서 행해지는 걸립의식으로 농악대를 앞세우고 마을의 

민가를 돌면서 부엌, 우물, 광 등 여러 장소를 차례로 찾아다니면서 치러진다. 이 때 농

악대는 풍물을 치며 그 소리에 맞추어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춘다. <지신밟기노래>는 일

반적으로 거행장소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사설로 이루어진다. 성주풀이를 중심으로 조

왕풀이·장독풀이·샘풀이·마굿간풀이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각종 축원의 사설이 보

태어진다. 이 노래는 농악대의 지휘자인 상쇠가 앞소리군이 되고, 나머지 구성원들이 뒷

소리군이 되어 선후창으로 부른다. 집터를 다질 경우에도 이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벽

사의식요 재앙과 우환 등의 원인이라고 믿었던 요사스러운 잡귀를 물리치거나 막는 의

도에서 불려졌다. 벽사의식요는 의식요 중에서도 주술성이 가장 강하다. 사설의 끝이 명

령형 종결 문장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속신의식요는 자연과 사물에 대한 원초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주문에 가까운 언술이 

사설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를 반복적으로 구연함으로써 어떤 기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관념에 의해 더 강한 전승력을 확보하고 있다.

1) 통과의식요

통과의식은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생의 전환이 되는 마디마다 치루는 

의례를 말하며, 통과의식요는 그러한 의례에서 부르는 민요를 말하는 것으로 결혼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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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요, 장례요 등이 해당된다. 이 중에 강원도에서 전승된 사례는 결혼요와 장례요가 있

다. 결혼요는 <권마성하는소리>31)(잔치판노래 : 환갑잔치노래, 권주가)가 있으나 잔치판

노래 사례가 드물어 통과의식요의 대부분은 장례요가 차지하고 있다. 삶을 추구하는 생

명의 공간에서 가창하는 것이 <지신밟기소리>라면 죽음을 노래하며, 삶 저 편의 세계

를 노래하는 것은 장례의식요이다. 장례의식요는 장례의식을 행하며 부르는 노래이다. 

상여어르는소리는 발인제를 지낸 후 상여가 장지(묘터)로 출발하기에 앞서 상두꾼 열두 

명이 상여를 멘 채 제 자리에 서서 부르는 소리이다. 

강원도의 장례요에는 상여메기형 출상하는소리와 운상하는소리, 회다지형 묘다지는소

리 등이 있고, 놀이형 대돋음소리로 장례 전날밤에 대도둠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대도둠

소리가 있다. 곡소리는 상주나 문상객들이 애도의 뜻으로 곡(哭)하는 것인데 가락을 넣

어서 한다. 대도둠소리는 초상집에서 장례 전날 밤에 유대군들이 빈상여를 메고 하는 

것인데 ‘대도둠’이란 ‘대(=상여)’를 메고 ‘돋운다’는 뜻이다. 대개 이튿날 상두꾼들 구성을 

확정하고 소리연습을 한다는 기능적 의미가 있다. 마을을 돌며 일가친척들로부터 음식

이나 담뱃값을 뜯는 경우도 있다. 초아뢰는소리는 밤샘하는소리로 초상집에서 밤을 새

면서 일정한 시각마다 상두꾼들이 하는 노래이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초초·이초·삼

초로 이어진다. ‘초’는 아뢰는 횟수를 의미한다. 말멕이노래는 호상일 경우 초상집에서 

동네 사람들이 밤 새워 놀이를 벌이면서 하는 소리이다. 

<상여소리>(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중구재)

허허 허호 오호넘차 허호/어제오늘 성튼 몸이 우는소리가 웬 말인가/초록겉은 우리 

인생 아차하는 이 순간에/이 세상을 하직허고 북망산이 웬말인가/가구 가도 한이 읎
는 한적 없는 그 길일세/옛노인의 말 들으니 장생불사는 없답디다/초록겉은 우리 인

생 장생불사를 어찌허리/이 세상에 오실 적에 빈손 들구서 오셔서/알뜰살뜰 모은 재

물 먹구가나 쓰구가나/담배 주려 모은 재물 어디다가 버리구 가나/이왕지사 가는 길

에 선심이나 허구 갈까/배 고픈 사람 밥을 주어 아사구제나 허구 가지/옷 읎는 사람 

옷을 주어 구란공덕 허구 가지/목 마른 사람 물을 주어 금수공덕 허구 가지/깊은 물

에 다리를 놓아 월천공덕 허구 가지/높은 산에 법당 지어 염불공덕 허구 가세/인제 

가시면 원제 오시나 오시는 날이나 알려주오(1995.2.18, 앞 : 안승덕, 남, 1926년생. 뒤 

: 정영복, 남, 1928년생 외) 

<말멕이>(영월군)

나무아미타불/이 세상에 나온 사람 나무아미타불/누 덕으로 나왔으며 나무아미타불/석

31) 이소라, 1990, ｢강원도 삼척군 농요｣, 한국의 농요 제4집, 현암사,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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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여래 공덕으로 나무아미타불/칠성님의 명을 받아 나무아미타불/이 세상에 나왔으니 

나무아미타불/부모 은공 갚을소냐 나무아미타불/실낱같이 약한 몸이 나무아미타불/태

산 같은 병이 들어 나무아미타불/인삼 녹용 약을 쓴들 나무아미타불/약덕인들 입을소

냐 나무아미타불

상여소리는 상여를 운반하는 과정에

서 하는 소리로 발인소리·행상소리·

언덕오르는소리 등으로 구분한다. 운반

노동과 의례를 겸한다. 출상하는소리는 

장지로 운상하기에 앞서 망자의 황천길

이 편안하기를 축원하며 망자를 보내고, 

또 망자가 집을 떠남에 하직인사를 하

는 의식에 부르는 노래로서 <어허소리>

와 <나무아미타불소리>가 알려져 있다. 

또 운상하는소리는 <어허넘차소리>를 가

장 널리 부르고, <어이가리소리>도 적지 

않게 부른다. 하지만 이들의 지역적 편차

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이밖에 드물지

만 <나무아미타불소리>·<어허소리>·<미

리상타고소리> 등을 부르기도 한다. 

<쌍다리노래>는 단종대왕과 성(性), 그리고 일이 얽히어 있는 상여요이다. ‘단종대왕의 행

차가 편안하게 건널 수 있도록 두 개의 다리를 놓아주자’고 시작하는 이 각편은 “님의 다리 

두다리요, 내다리도 두다리며 세상사람 하나같이 다리위를 좋아한다”·“다리발을 헛박아서 

무자식을 한탄하네”·“네내다리 비꼬듯이”·“이불속에 쌍다리네”라는 성적인 표현방식을 구사

하면서 흙을 지어 나르고, 쐐기를 박는 다리놓기 작업을 하며 불렀다. 구비시가에서 두루 

나타나는 인간본능의 성적인 표현방식이 노래의 운율과 섞여 사설을 이루며, 단종대왕의 넋

을 위로하려는 주천지역 주민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민요라고 할 수 있다. 

<쌍다리노래>(영월군)

에헤라 쌍다리요/에헤라 쌍다리요//다리노러 어서오게/다리노러 바삐오게/에헤라 쌍다

리요/다리노러 모두가세//다리를노러 같이가세/에헤라 쌍다리요 

묘다지는소리는 지역적 편차없이 <달구소리>가 거의 지배적으로 쓰인다. 성분(成墳) 

양양 입암 상여소리(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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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무덤가래질소리와 무덤다지는소리, 장례마치고오는소리가 있다. 그러나 홍천

군의 일부지역에서는 방아소리32)와 지경소리33)를 묘다지는소리로도 부른다고 한다. 선소

리꾼에 따라 <회심곡>·<옥설가>·<춘향가>·<십장가> 등 다양한 사설을 이용하여 노래

한다. 선소리꾼들은 <회심곡>과 <옥설가> 사설을 선호하는데, 주로 구성하는 내용은 위

의 사설에서 보듯이 풍수지리와 관계되는 명당 치레 및 발복 치레가 중심을 이룬다. 묘

를 다질 때는 홀수로 다지는 것이 원칙인데, 다지는 횟수는 지역이나 상갓집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

<무덤다지는소리>(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쇠끔)

이내 소리를 받아를 주오/먼데 손님은 듣기가 좋게/굼실금실 다져를 주오/상모맥이를 

굽어를 주오/차례차례 연차례로/일심협력 다져를 주오/천증세월이 인증수오/수지건곤이 

복만가라/당상부모는 천년수오/슬하자손은 만세영을/긴노래는 고만두고(1994.2.2, 앞 : 

양중환, 남, 1936년생. 뒤 : 김영배, 남, 1929년생 외) 

<달구소리>(속초시)

강원도의 일반적인 상여소리 중 수작/여기 찍고 저기 찍고 에헤라 달호야/소리 맞춰 

잘도 찍소 에헤라 달호야

호상(好喪)일 경우 출상 전날밤

에 벌이는 대도둠놀이는 상여를 

메고 친척집을 돌며 추렴을 하는 

것으로 강원도에는 원주시를 비

롯하여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

다. 그리고 정선군을 비롯한 일

부 지역에서는 대도둠소리와 함

께 말멕이가 있다. 대돋움을 하

는 일부 지역에서 말멕이와 진사

놀이를 하는 곳이 있다. 이들 또한 장례놀이로서, 말멕이는 대돋움처럼 출상 전날 밤에 

진행되고 진사놀이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행해진다. 아울러 말멕이를 

할 때는 노래가 따르지만 진사놀이에서는 그렇지 않다. 대돋움은 단순히 놀이에서 그치

32)  이소라, 1989, ｢강원도 홍천군 농요｣, 한국의 농요 제3집, 현암사, 59쪽; 이소라, 1990, ｢강원도 삼척군 농요｣, 한국의 
농요 제4집, 현암사, 47쪽.

33)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9, 강원구비문학전집 1(홍천군편), 한림대학교 출판부, 358쪽.

원주 매지 대도둠 놀이(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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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진행될 운상의 예행연습도 겸한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말멕이

는 빈 상여를 메지 않고 마당에서 여러 명이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며 노래를 부

르며 놀이를 진행할 뿐이다.34) 

대돋움을 하는 지역에서 장례놀이 노래의 중심은 대돋움소리라 하겠다. 출상 전날 행

하는 장례놀이에 대한 명칭은 지역에 따라 조상맞이·대도둠·대돋음·대울림·댓떨

이·대맞이·대어름·잿떨이·장맞이·손모듬·개돋움·걸거리·말멕이·상여돋움·상부

어른다·상여어른다·상여흐르기 등과 같이 다양하다. 이 가운데에서도 대돋움은 주로 

‘대돋음’·‘대도둠’·‘대도둠이’라고도 표기하는데, <대돋움소리>는 주로 강원도 지역에서 

부르던 <장례놀이 하는 소리>인 셈이다.

2) 세시의식요

의식요는 민중이 스스로 치루는 의식에서 부르는 노래를 말하고, 기원의식요는 민중이 

소망하는 바를 초자연적 힘에 의지하여 이루어 보고자 하는 의식에서 부르는 민요를 말

하는 것으로, 안녕기원의식요가 있다. 안녕기원의 대표적인 의식은 지신밟기이며, 안녕기

원의식요의 대표적인 고사소리도 지신밟는소리이다. 이것은 전국적인 양상으로 강원도도 

예외는 아니다. 강원도의 지신밟는소리는 지역적 편차없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노

래는 거의 대부분 후렴없이 중간에 꽹가리 소리를 넣는 형식으로 부른다. 다만 삼척시

에는 “지신아지신아 누르세”하는 후렴을 넣어 부른다. 

고사소리는 정초에 풍물패가 집집을 돌며 고삿상을 차려놓고 풍물반주를 겯들여 집안

이 잘되도록 축원하는 것이다. 정초가 아니라도 걸립을 다니거나 건물을 신축했을 때에

도 한다. 지역마다 사설 내용에 차이가 있고 음악적 형식이 다르다. 언어의 힘으로 액

운을 막고 명과 복을 빈다. 뒷고사는 염불로 구성하고 선고사는 치국잡기·살풀이·액

맥이·손님풀이·성주풀이(집짓기)·농사풀이·과거풀이 등으로 구성한다. 

<고사소리-호구역살풀이>(횡성군 횡성읍 추동리 가래울)

그거는 그러하되/강남서 나오시는 호구별상 마마님이 쉰세분이 나오실 제/조선이 적
단 말을 바람풍편에 넙짓 듣고/쉰분은 호양하고 단 세분이 나오실 제/어떤 손님 나
오시나 말 잘하는 호견손님/글 잘쓰는 문장손님 활 잘쏘는 활량손님/압록강을 다다르
니 무슨 배를 잡아 탈까/무쇠배를 잡아 타니 무쇠배는 지남철이 겁이 나/흙토선을 모

34)  임재해, 1994, 장례놀이, 국립문화재연구소; 이영식, 2007, ｢장례요의 존재양상과 사설 연구｣, 강릉원주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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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타니 흙토선은 동남풍에 풀어지고/나무배를 잡아 타니 나무배는 썩어지고/하도낙

선 썩 내려가서 연잎 댓잎 쭈루룩 훓어/연잎은 섶을(바닥을 삼고) 댓잎을 섶을 삼

아/압록강에 띄워 놓고 마마님이 노를 저어/이 가중에 들어와서(1994.2.4, 김동운, 남, 

1926년생) 

3) 속신의식요

속신의식요는 동토잡이노래·액풀이노래·눈티없애는노래 등과 같이 민간의 속신을 바

탕으로 어떤 재액의 제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동토잡이노래의 경우, “동토뱅

이라 동토뱅이라/동방에 청제 장군님아/서방에 백제 장군님아/ 남방에 흑제 장군님아/중

앙에 황제 장군님아/독도금을 다루나 흑도금을 다루나/은구 도장을 다루나 나무 도장을 

다루나/동토동북 제아웁고/동토동북 제아웁고/오작도 소한괴기 굴전도 불토조”라는 사설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방(五方)의 신장(神將)을 불러들여 동티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

쭙는 동시에 그 제거를 기원하고 있다.

풍요기원의식요로는 새쫓는소리가 보고되어 있다. <휘여휘여소리>가 그것인데, 대보름

날 새벽에 쌀밥을 쪄놓고 문밖에 나가 들을 내다보면서 새들이 자기집 논에 들지 않도

록 바라는 마음에서 부른다.35) 새쫓는소리는 보름 전날 밤이나 보름날 새벽에 아이들에

게 새쫓는소리를 하도록 시킨다. 새쫓는 행위는 풍년 기원 뿐 아니라 벽사의례의 뜻도 

있다. 양양에서는 풍년이 들라는 뜻으로 음력 1월 14일 까치보름날 밤에 솔방울을 주워

다 놓고 던지면서 부른다고 한다.

<새쫓는소리>(양양군 현북면 원일전리 웃말)

우여 우여/아랫녘새 웃녘새/천지고불 녹두새야/우리 논에 들지 말고/저 건네 장재집 

논에 가 들어라/우여! 우여! 우이! 우이!(1994.12.2, 이순녀, 여, 1918년생) 

농업의례요는 하지가 훨씬 지나도록 비가 오지 않으면 모내기를 하지 못해 기우제라

도 지내보자는 공론이 나오면 기우제를 지낼 때 부른다. 천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

원하는 것인데 장소는 산꼭대기나 동굴이나 계곡의 소(沼)나 신이 깃들어 있을 만한 곳

이다. 어업의례요도 풍어와 선원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민속의례로 만선풍장소리를 미리 

함으로써 만선을 기원한다. 건축의례요는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는 각종 의례를 부르는 

노래인데 성주풀이 같은 사례이다. 

35) 김선풍, 1980, 한국구비문학대계 2-1(강원도 강릉·명주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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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희요

유희요는 놀이를 할 때, 또는 진행을 돕기 위하여 부르는 민요를 말한다. 놀이는 어

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하기 때문에 동요도 넓게는 유희요에 포함된다. 유희

요의 하위분류는 놀이 기능상의 지향성과 전개 국면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우선 놀이가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세시풍속과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성립되는 세시

유희요와 일상적으로 형성되는 일상유희요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일상유희요는 

놀이의 방식과 그 목적에 근거하여 크게 경합유희요(도구경기요·도구연기요)·가무유희

요·언어유희요(말풀이요·말엮기요·말잇기요·외우기요·수수께끼요·동작흉내요·신비

모방요)·가창유희요 등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유희요의 하위분류는 놀이 기능

상의 지향성과 전개 국면을 고려하는 게 이상적이다. 

유희요는 놀이를 질서 있게 진행해 활기를 주어 놀이 자체를 흥겹게 하기 위해, 또

는 승부에 이기기 위해 부르는 노래이다. 놀이는 삶의 제한적 세계를 넘어 즐거움과 활

력을 주는 인간 행위이다. 이러한 놀이에서 노래는 재미와 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놀이꾼의 자기표현을 통해 민속적·본능적 정서를 담는다. 그렇다고 놀이가 모두 노래

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놀이의 성격에 따라 노래의 기능과 내용이 다양하게 드러난

다. 예컨대 아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놀이를 하면서 보내기에 동요는 성인유희요와 달

리 유희요의 비중이 크다.

유희요는 민요 가운데 기능 간의 넘나듦이 많은 영역이다. 놀이의 종류가 다양하고 

방법이 다채롭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요도 종류가 많다. 모든 놀이는 개인의 놀이와 집

단의 놀이로 구분되고, 아이들의 놀이와 어른들의 놀이로도 나뉜다. 말로 하는 놀이도 

있고, 특정 도구를 가지고 하는 놀이도 있다. 자연 속의 여러 사물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는 놀이도 많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놀이에 부합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곧 유희요인 

셈이다.

유희요는 기능요 가운데에서도 넘나듦이 가장 많은 갈래이다. 동요는 대체로 유희요의 

성격을 보인다. 노동요와 의식요에서 불리던 민요들이, 이제는 농업의 기계화, 전통 의

례의 간소화 등으로 인해 놀이판에서 점차 흥을 돋우기 위한 가창유희요로 전환되어 불

리는 경우가 많다. 놀이, 곧 유희는 그 자체가 삶의 지속을 제한하는 고통이나 역경을 

극복하고 삶에 활기와 즐거움을 준다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놀이 부합 노래는 삶의 활

기와 즐거움을 극대화하면서 자기 성찰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유희요는 단순히 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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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난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도 있지만, 놀이 자체의 흥을 돋우며 놀이에의 참여를 독

려하고 참여 주체의 대국적(對局的) 효과로 이어온 활력의 노래 갈래라는 점에서 그 의

의를 평가할 수 있다. 

아이들이 남을 놀리면서 부르는 언어유희요는 풍소요·놀림노래·놀림동요 등이 있

다. 아이들은 기이한 면모·구경거리·외모의 변화를 발견하고 비정상적인 대상을 놀리

려고 부른다. 생활 속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아동의 음악 특성과 함께 현실적이면서 

생기 있는 표현이 담겨 있다. 사람, 사회 비리, 어리석은 행동 등을 비꼬고 조롱하여 공

격한다는 점에서 성인의 풍자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놀림을 통한 폭로 과정에서 수

치심과 다른 현상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사회화 과정을 겪게 된다. 놀림유희요는 재치

와 순정미가 있으며 형식적으로 운율·리듬의 장단이 많아, 힘든 생활 가운데 그 생활

을 즐겁게 변화시켜 시름이나 애달픔을 화해적인 웃음으로 용해시키는 묘미가 있다. 전

래동요 중에서도 놀림유희요는 해학적이며 가장 순수한 본연의 노래로, 동요를 대표할 

수 있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강원도 전역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노래들이다. 아이들의 

세계라는 것이 지역이나 물산의 특징들과 상관없이 동심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노랫말

이나 놀이의 방식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뿐 놀이 방식과 노래의 형식은 거의 같다. 아

이들의 놀이 세계에서 노래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도구이다. <다리세기소리>는 ‘이거

리저거리’·‘한알대두알대’·‘앵끼땡끼’ 등으로 구성된다. 자연과 벗하며 성장하는 아이들

은 무엇보다도 자연에 주문을 한다. 비가 오래도록 와서 해를 못볼 때 부르는 ‘해야해야 

나오너라’,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밖에서 놀지 못할 때 부르는 ‘비야비야오지마라’, 

추울 때 부르는 ‘추워추

워춘달래’ 등은 자연현

상에 대한 아이들의 소

박한 심정이 묻어나오는 

노래이다. 어릴 때 별을 

보며 소원을 빌며 부르

던 ‘별하나나하나’가 있다. 

강원도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놀이노래가 발달

하지 못했다. 척박한 생 태백 사시랭이(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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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환경으로 경제적인 여유를 갖지 못했던 것이 놀이노래가 발달할 수 없었던 요인이다. 

놀이노래 가운데 잡기(雜技)로 분류되는 놀이에서 부르는 노래가 태백지역에서 나타나는 

<사시랭이노래>와 북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곱새치기노래>이다. 유희요는 놀이의 박

자를 정확하게 유지하며 놀이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이다. 강원도 놀

이의 성격에 따라 무용(舞踊)·경기(競技)·기구(機具)·언어를 통해 사설의 실체를 정리

할 수 있다. 고사리꺾기노래는 가무유희요, 사시랭이와 윷노래는 경합유희요, 널뛰기노래

는 기구유희요, 대문놀이 때 부르는 놀이는 언어유희요에 속하나, 실제 전통사회에서는 

넘나듦이 있었고, 연령층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1) 언어유희요

언어유희요는 민요의 사설을 놀이의 대상으로 삼아 부르는 노래로서 말풀이요·말엮

기요·말잇기요·외우기요 등이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앞의 세 가지만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언어유희요는 거의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것이기에 보고만 되지 않았을 뿐 외

우기요도 강원도 영동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다. 

말풀이요는 한글·달·요일·숫자 등과 같이 일정하게 틀이 잡혀있는 사항들을 그 순

서에 따라 관련된 사설을 구성해나가는 노래를 말하며, 강원도에서는 한글풀이하는소리

로 <가갸거겨소리>, 달풀이하는소리로 <정월이라 십오일은>, 숫자풀이하는소리로 <일자

나한자 들고보니>·<일이로구나소리>·<일금참사 한고조>, 화투풀이하는소리로 <이월매

조에 맺어놓고> 등이 있다. 각설이타령·장타령·품바타령·투전뒤풀이·장타령·바지타

령·고리타령 등 각종 말장난 위주인 타령계가 전승된다. 

<각설이타령>(원주군 흥업면 매지리 분지동)

인심이 좋아 원주장 달이 떴다 영월장/색시가 많어 정선장 어물이 많어 강릉장/한자두자

나 삼척장 왔다갔다 부산장/동태 놓구두 대구장 단둘이 싸워두 대전장/수판 놓구두 예산

장 구슬이 많어서 공주장/막걸리먹고두 청주장 목이 말러서 은성장/유기가 많어 안성장 

복잡하구나 장원장/물가장이라 여주장 사램이 많어 서울장(1994.2.15, 이용근, 남, 1914년생) 

말엮기요는 특정한 언어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그것에 맞는 사항이 되풀이되도록 사설

을 구성하는 노래를 말하며, 강원도에서는 주로 소재맞춰엮는소리가 보고되어 있다. <

범벅타령>·<바지타령>·<방구타령>·<돈타령>·<덕타령>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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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잇기요는 앞말에 나온 어휘를 문제삼아 말을 이어가는 방식의 노래를 말하는 것으

로 거의 모두 동요가 그러하다. 앞말에 조건을 달아 새로운 항목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잇는소리와 앞말의 마지막 어휘를 문제삼아 질문하는 방식인 질문으로잇는소리가 있다. 

강원도에서는 조건으로잇는소리에는 <까마면 까마귀>가, 질문으로잇는소리에는 <나무하

러가세>가 보고되어 있는데, 모두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것들이다.

놀림유희요는 놀림을 통한 폭로 과정에서 수치심과 다른 현상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사회화 과정을 겪게 된다. 놀림유희요는 재치와 순정미가 있으며 형식적으로 운율과 리듬

의 장단이 많아, 힘든 생활 가운데 그 생활을 즐겁게 변화시켜 시름이나 애달픔을 화해적

인 웃음으로 용해시키는 묘미가 있다. 전래동요 중에서도 놀림유희요는 놀리기와 말장난

이 기본이다. 

이 빠진 아이를 놀리면서 부르는 소리가 해학적이다. 이들 사설은 가장 순수한 본연

의 노래로, 동요를 대표할 수 있다. 고자질은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몰래 일러바치거나 

헐뜯는 것이다. 이 노래를 부르는 아이의 심리 안에는 할 테면 해보라는 자포자기의 심

정과, 고자질한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한 복잡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아이들은 7세

부터 13~15세에 이르기까지 유치를 영구치로 바꾸는 치아 교체의 경험을 하는데, 일반

적으로 아래턱 치아인 앞니가 가장 먼저 빠진다. 아이들은 이가 빠지는 것을 보고 처음

으로 신체의 상실과 변화를 경험하고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다. 이때 다른 아이들은 

놀림으로 수치심을 주기도 하지만 새 이가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까치야>를 부르기

도 한다.

일러라 찔러라/느네 할아버지 콧구녕을/콕콕 찔러라(강원의 민요Ⅱ, 횡성) 

앞니 빠진 수망다리/개똥에 미끄러져/쇠똥에 코 박는다(강원의 민요Ⅱ, 삼척)

숨바꼭질노래가 있다. 고성 아이들이 하는 놀이인 반지놀이도 숨바꼭질노래인데, 더러

는 부녀자들도 한다. 5~6명이 둘러앉아 술래를 정하고, 술래는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다. 남은 사람들은 원형으로 둘러앉아 반지를 돌리면서 “반지 반지 누가 가졌나 속

히 찾아내어라”하면 술래가 고개를 들고 반지를 가지고 있을 법한 사람을 가리켜서 맞

으면 그 사람이 술래가 되고 정한 대로 노래와 춤을 추는 놀이인데, 맞추지 못하면 맞

출 때까지 술래가 된다. 닭잡기노래·동아따기노래·대문열기노래 등도 전승된다.36)

36) 박경수, 1998, 한국민요의 유형과 성격, 국학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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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동무 치동무>(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어깨동무 치동무/갈랑잎에 쌓였다//어깨동무 치동무/갈랑잎에 쌓였다//어깨동무 치동

무/갈랑잎에 쌓였다(1996.2.5, 이정춘, 여, 1929년생) 

길을 가면서 한명이 눈을 감고 묻고 다른 사람이 대답하는 놀이다. 아이가 등에 업혀

서 갈 때 눈을 감고 주고 받기도 하고, 아이들이 밖에 나간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

며 부르기도 한다. 

<어디까지 갔나>(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화성)

어디꺼진 갔나/안죽 안죽 멀었다/어디꺼진 갔나/안죽 안죽 멀었다/어디꺼진 갔나/안죽 

안죽 멀었다/어디꺼지 갔나/안죽 안죽 멀었다/어디꺼지 갔나/안죽 안죽 멀었다/어디꺼

지 갔나/안죽 안죽 멀었다/삼십리를 가도/안죽 안죽 멀었다/사십리를 가도/안죽 안죽 

멀었다/어디꺼진 갔나/안죽 안죽 멀었다/어디꺼지 갔나/안죽 안죽 멀었다/어디꺼지 갔

나/장성거레 왔다/어디꺼지 왔나/학교께 왔다/어디꺼지 왔나/우리직께 들어온다/어디

꺼지 왔나/울다리 밑에 들어온다/어디꺼지 왔나/처망 밑에 왔다/어디꺼지 왔나/방안

에 들어왔다 눈 떠라/다 왔네!(1994.7.15, 앞 : 박가무, 여, 1938년생. 뒤 : 배귀연, 여, 

1942년생. 김형녀, 여, 1936년생) 

방망이점노래는 주술놀이에서 처녀 향유층이 열댓살 때 친구들과 방망이점 치며 놀 

적에 부르던 노래이다. 삼을 삼다가 도구를 잃어버리거나 평상시에 물건을 잃어버리

면 그 행방을 찾기 위해 방망이점을 치기도 하고 장난으로 어떤 물건을 숨겨놓고, 찾는

가 보기 위해 점을 치기도 한다. 좌중에 대가 내리는 사람을 골라 눈을 가리고 방망이

를 잡게 한 다음, 나머지 사람들이 수건이나 물건 등을 숨겨놓고 방망이에 대가 내릴 

때(강신놀이)까지 주문과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부른다. 방망이가 떨리기 시작하면 대가 

내린 것으로 보고 이 방망이로 하여금 숨겨 놓은 물건을 찾게 한다.

<방망이점노래>(명주군 강동면 금진리)

봉아봉아 천지봉아 용바람에 대장고야/어깨 짚고 소매 짚고 어리설설 너려주소/이공

태자 함태자 이금불상 기영초/삼금민마 조자래 상칠강모 황강모/오관천장 관운장 육

구민마 진서왕/칠검칠검 제갈령 팔금푼조 초패왕/구연진사 한삼오 백자춘하 공부자/억

자만세 조작세 천리만리 석시리 강재해주시사(1994.6.22, 김금분, 여, 1925년생) 

물놀이 과정에서 <귓물빼는노래>·<물털어내는노래>·<몸말리는노래> 등이 있다. 어떤 

장소에서 재료로 조작하거나 노는 과정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 불리는 것이다. 

해야 김치국에 밥말아 먹고 나오너라는 주술동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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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 들깨 볶아줄께>(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참깨 들깨 볶아줄게/도랑 건너 빛나라//참깨 들깨 볶아줄게/도랑 건너 빛나라//참깨 

들깨 볶아줄께/도랑 건너 빛나라(웃음)(1995.1.23, 김옥화, 여, 1935년생) 

방아깨비를 잡아 뒷다리 아랫쪽을 잡고 있으면 방아깨비가 뛰어가려고 자꾸 힘을 쓰

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꺼떡꺼떡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방아찧는 것 같다 해서 방아

찧는소리를 반복한다. 

<아침 방아 찧어라>(원주군 호저면 광격리 샘골)

아침 방아 찧어라/저녁 방아 찧어라(1994.2.17, 김영준, 여, 1934년생) 

일곱살에서 열살 무렵에 부르던 노래이다. “이래다 보면 고놈으 잠자리가 고만 고 반

해가주 앉았다 고만 잡힌단 말이여”. 손가락을 하나만 위로 세우고 잠자리가 거기에 앉

기를 바라면서 불렀다. 애기들이 잠자리를 잡아달라고 떼를 쓰면 달래느라 많이 불렀다

고 한다. <소금쟁이 꽁꽁>도 마찬가지 주술동요이다.

<잠자리 꽁꽁>(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톡실)

잠자리 꽁꽁/앉을 자리 좋다//잠자리 꽁꽁/앉을 자리 좋다//잠자리 꽁꽁/앉을 자리 좋

다(1994.7.17, 전옥녀, 여, 1939년생) 

<소금쟁이 꽁꽁>(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소금쟁이 꽁꽁/앉을 자리 좋다//소금쟁이 꽁꽁/앉을 자리 좋다//소금쟁이 꽁꽁/앉을 자

리 좋다(1996.2.5, 이정춘, 여, 1929년생) 

다리세기가 강원도 전지역 고르게 나타난다. 이거리저거리·한알대두알대·한알개두알

개·요거리저거리·앵기땡기 등 다양하다. 양구에서 채록된 하날때놀이는 한층 흥미롭

다. 군수놀이와 마찬가지로 (1)~(10)까지 노래를 부른다. 곧 하날때(1)·두알때(2)·사마

정(3)·날때(4)·영낭(5)·거지(6)·팔때(7)·장군(8)·고드래(9)·뻥(10)을 센다. 이런 식으

로 다리를 짚어가다가 ‘뻥’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리를 오므린다. 역시 가장 먼저 두 다

리를 오므린 아이가 왕이 되고, 그 다음은 사람, 이어서 차례로 개·닭·말이 되고 꼴

찌는 거지가 된다. 배역에 따라 거지가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다른 짐승들이 이를 보

고 일제히 짖거나 울어서 알려준다. 도둑질을 하다가 잡힌 거지는 시치미를 떼며 여간

해서는 훔쳤다고 자백하지 않는다. 그러면 왕이 거지를 불러 큰소리로 야단을 쳐서 자

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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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리 저거리>(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신흥동)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천두만두 두만두/줸댁이 열스냥/까막까치 날아가면 열두냥!/(반

복)(1994.7.19, 유승종, 여, 1931년생) 

<한알개 두알개>(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한알개 두알개/삼사 났다/은동고리/팔때 장군/고드래 똥(반복)(1995.1.11, 황서순, 여, 

1920년생) 

<앵기 땡기>(양양군 현북면 원일전리 웃말)

앵기 땡기/가락지 척척/올라 가다/가매 꼭지/딱게 동(반복)(1994.12.2, 이순녀, 여, 1918년생) 

<하나 먹어 둘에 중>(양구군 양구읍 학조리 한새골)

하나 먹어 둘에 중/삼사 네놈/똥깨 망깨/잣나무 등거지/아들 놈!(반복)(1994.12.19, 길정

배, 여, 1928년생) 

다음은 물을 막고 물놀이 하면서 부른는 노래이다.

<청청 맑어라>(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유전)

청청 맑어라/물레각시 물 이러 온다//청청 맑어라/물레각시 물 이러 온다/퇴! 

(1994.7.20, 김덕자, 여, 1933년생) 

 

<청청 맑어라>(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청청 맑어라/꼴두각시 물 이러 온다//청청 맑어라/꼴두각시 물 이러 온다//청청 맑어

라/꼴두각시 물 이러 온다(1996.2.5, 이정춘, 여, 1929년생) 

 

새를 흉내내면서도 노래를 부른다. 삼척·동해·태백 등에서 꾀꼬리를 대상으로 한다.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노래가 아니라 여러 새를 나열하며, 대부분은 의성, 의태 연상하

기, 말머리를 잇거나 뜻을 가져와 뒷말을 붙이는 방식으로 말놀이의 재미를 한껏 살려

낸 노래이다.

<비둘기소리흉내>(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배터께)

비둑비둑/뒷집에 가니 비지밥을 주는 거를/먹을라니 목이 메서 못 먹겠네/앞집에 가니 

흔누데기 주는 거를/입었더니 이가 물어 못입겠네/비둑비둑 자식 죽고 비둑비둑/비둑

비둑 영감 죽고 비둑비둑/나 혼자만 남았으니/이 노릇을 어이하나/첫 사나는 총에 맞

고/둘째 사난 창에 맞고/세째 사난 보래매가 찼네/이 노릇을 어이하나(1992.12.5, 최필

녀, 여, 1917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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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엉이소리흉내>(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설업)

부항부항 양식읍다 부항/부헝부헝 걱정마라 부헝/내일모레 평강장이다 부헝부헝/양

식읎다 부항/걱정마라 부헝/내일모레 평강장이다/쌀 사다가 떡 해 먹자 부헝부헝/

(1995.2.15, 김교순, 여, 1919년생) 

<꾀꼬리소리흉내>(인제군 북면 한계리 재내)

호리쪽 호리호/아짜작 보배보/내곁에 누가 있나/요리 와라 요리 와라//호리쪽 호리호/

아짜작 보배보/요리와라 요리와라//호리쪽 호리호/아짜작 보배보/호리쪽 호리호/아짜작 

보배보/대뽕 대궐 내링 걷고/나뭇가지 흔들린다/우단하다 우단하다/쾡!(1994.12.4, 김진

태, 남, 1937년생) 

말머리잇기는 말장난을 하면서 <말꼬리잇기노래>·<말머리잇기노래>를 부른다. 줄거리

를 가지고 특별히 있는 노래가 아니다. 사물을 나열하며 대체로 말머리를 잇거나 뜻을 

가져와 뒷말을 붙이는 방식인데 말놀이의 흥미를 한껏 살려낸 노래이다. 재미난 말장난

으로 구성되어 입말에 어울리는 맛이 넘친다. 

<말머리잇기>(양양군 현북면 원일전리 웃말)

뒷집 영감 섶 실러 가세/배가 아퍼 못가겠네/뭔 배 자래배/뭔 자래 에미자래/뭔 에미 

서울에미/뭔 서울 탑서울/뭔 탑 진주탑/뭔 진주 고로진주/뭔 고로 쇠고로/뭔 쇠 하늘

쇠/뭔 하늘 청하늘/뭔 청 대청/뭔 대 왕대/뭔 왕 임금왕/뭔 임금 나라임금/뭔 나라 되

나라/뭔 되 쌀되/뭔 쌀 보리쌀/뭔 보리 갈보리/뭔 갈 떡갈/뭔 떡 개떡/뭔 개 사양개/

뭔 사양 꿩사양/뭔 꿩 장꿩/뭔 장 송장(1994.12.2, 이순녀, 여, 1918년생) 

2) 가무유희요

가무유희요에는 동작유희요와 도구유희요가 있다. 동작유희요는 도구 없이 몸만을 놀

려 하는 놀이에서 부르는 노래로서 동작경기요와 동작연기요가 있다. 그러나 강원도에

는 동작연기요의 사례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그것은 강강술래나 놋다리밟기 같은 집

단적 무용유희가 흔하게 구연하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의 동작경기요에는 다리뽑기하는소리로 <엥끼땡끼>가, 대문놀이하는소리로 <고

사리꺾으러가세>가 보고되어 있다. 동작경기요는 대부분 동요(童謠)이기에 보고된 사례 

말고도 실제의 놀이현장에는 다양한 노래가 전승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의 가무

형 동요의 실상이 지역별로 보인다. <엥끼땡끼>와 <고사리꺾으러가세>가 특이한데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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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집단의 현장성과 관련이 있다. 현지에서는 ‘괴비고사리놀이’라고 한다. 원무(圓舞) 형

태의 춤이라는 점이 주목되며, 그것도 나무하러 갔던 초동들이 묘 주위를 돌면서 놀이

와 더불어 부르는 노래라는 점이 흥미롭다. 구정면 학산일대는 산간지역이어서 초동들

이 놀 만한 장소가 그리 흔하지 않다. 초동들이 묘를 돌면서 부르는 노래 속에서 다분

히 유가적 효심이 가득한 동심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노랫말에서의 신령산은 대

관령국사서낭신을 탄생시킨 학산 내지 대관령이라는 뜻이 된다. 대관령서낭신이 된 신

라의 학산 출신 범일국사를 은연중 암시하고 있다. 놀이 형태는 문열기·문돌기·술레

잡기 등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놀이 형태로 놀았으며 묘 주변에서 딱딱이를 치며 목동

들이 산간 얼레공치기도 하였다.

<괴비고사리놀이노래>(강릉시 학산면) 

신령산 괴비 고사리 꺾으러 가세/그 고사리를 꺾어서 무엇을 하나/이 고사리를 꺾어

서 우리 부모님께/꺾세 꺾세 신령산 괴비 고사리 꺾으러 가세/그 고사리를 꺾어서 무

엇을 하나/이 고사리를 꺾어서 명절 차사에/그 고사리를 꺾어서 무엇을 하나/이 고사

리를 꺾어서 우리 친척에게 고사리에 정신팔려 해저문 줄 몰랐네/석양천이 되었으니 

이젠 그만 집으러 가세/신령산 신령산 신령산 괴비 고사리 꺾으러 가세</P>/(후렴)신령

산 괴비 고사리 꺾으러 가세

도구유희요는 도구를 활용하여 노는 놀이에서 부르는 민요로서 도구경기요와 도구연

기요가 있다. 강원도에서 보고된 도구경기요에는 줄다리기하는소리와 노름하는소리가 있

다. 줄다리기하는소리로는 삼척시에서 게줄다리기를 할 때 부르는 <칭칭이소리>가 알려

져 있고, 노름하는소리로는 <곱세치기소리>와 <사시랭이소리>가 알려져 있다. 노름하는

소리 가운데는 <곱세치기소리>의 빈도가 더 높다. 이밖에 동작연기요에는 연날리는소

리로 부르는 <연아연아 올라라>가 보고되어 있다. 

<기줄노래>(삼척시)

에헤야 술비야 술술이 술비야/달이 뜬다 달이 뜨네 에헤야 술비야/정월보름 다가오니 

에헤야 술비야(이하 후렴은 생략함)/여보시오 줄꾼들아, 게줄 틀어 보자세라/정월이라 

대보름날에, 달도 밝고 명랑한데/사대광장 넓은 들에, 말곡부대 줄당겨보세/게줄은 당

겨 무엇을 하나, 농사가 잘되고 고기가 잘난다네37)

37) 장정룡, 2002, ｢삼척게줄다리기 고찰｣, 강원도민속연구, 국학자료원, 425~4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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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합유희요

강원도에서는 방안에서 내기놀이를 한다. 운수를 걸거나 돈을 걸고 한다. 곱새치기, 

사시랭이가 있는데 투전·엽전·화투을 이용하여 놀면서 노래를 부른다. 곱새치기노래는 

진목(투전)놀음에서 불리는데 인제·양구·춘천 등에 분포한다.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패를 내어 먼저 떨어버리면 이기는 놀이이다. 다섯 명이 한 조가 되고 네 명이 놀이를 

하고 한 명은 쉰다. 총 24장의 패로, 1자에서 4자까지는 3장씩, 5자부터 10자까지는 2장

씩을 뽑아 패로 사용했다. 30여 년 전부터는 투전목 대신에 화투를 사용했다.

<사시랭이노래>는 초상집에서 밤샐 때, 심심할 때 모여서 담배내기 술내기를 하면서 

부른다. 엽전을 내놓으면서 노래를 하는 것은 심심풀이가 아니라 놀이꾼들이 엽전을 일

일이 보지 않고 소리만 듣고도 무엇을 내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엽전놀음 곧 

곱새치기가 간편하게 변화된 형태이다. 태백시 동점, 삼척시 도계와 원덕 등 중부내륙

지역에 분포한다.38)

<사(싸)시랭이노래>(태백시 동점동 퉁점)

8. 파라 파 깊이 파 얕이 파면 니 죽고 파랑나비 강나비/나온다 나온다 나오는 글

씨 한 글씨/5. 오촌 사촌 다 모여 논과 밭을 다 샀네/나오고 나온다 나오는 글씨 한 

글씨 뒷자 불림을 불리소/5. 어는 자가 등장해 오재 한 장 등장해/오촌 숙모는 당숙

모 오시믄 가실줄우두 모르네/나오고 나온다 나오는 글씨 한 글씨 뒷자 불림을 불리

소/7. 칡이꾼이면 더덕꾼 만첩청산 도라지/나온다 나온다 나오는 글씨 한 글씨/2. 이

화 도화 만발해 도화밭에 벌기고 나오고 나온다/이행금의 북소리 평양기상 춤추네 나

오고 나온다/1. 딸딸거리는 자전차 따라가미 비비자/나오고 나온다 나오는 글씨 한 

글씨 나온다/4. 사신행차 바쁜길 조반참이 늦어가고 담배참도 늦어간다 나오고 나온

다/3. 삼신산에는 불로초 만인간에 약촐세 나오고 나온다 나오는 글씨 한 글씨/6. 육

로로 갈까 배로로가 육구만달 동자심/나오고 나온다 나오는 글씨 한 글씨 뒷자 불림

을 불리소/10. 장터거레다 말 매고 큰 술집으로 들어간다/나오고 나온다 나오는 글씨 

한 글씨 뒷자 불림을 불리소/7. 치렁 대구는 통대구 나오고 나온다/치렁치렁 땋은 머

리 은비녀로 수장해 나온다/2. 이화도화가 만발해 도화밭에 벌 기네 나오고 나온다/9. 

구중궁궐 노처녀 시집 못가 화가 나 나오고 나온다/4. 넙덕 자세는 누자세 넙덕다리

를 들썩해 사대육신 녹아나고 나오고 나온다/8. 갈라졌다 경북철 팔뚝질을 말어라 양

반의 새끼 보면 욕하네 나오고 나온다/9. 구암룡이는 물 주고 물 준 패기는 흔드네 

나온다/2. 이 집 줸은 누신가 김씨 생원이 분명코 나온다 나온다/10. 서울장안 범 들

어 어느 포수 잡았나 일등포수가 잡았네 나온다 나온다(1994.9.7, 박영진, 남, 1925년생) 

38) 이창식, 1991, ｢경합유희요의 현장론적 연구｣, 중앙민속학 제3집, 중앙대학교 한국민속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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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시유희요

세시놀이노래에는 초파일·단오·추석과 관련된 노래가 있다. <영산홍>이 대표적이다. 

마당놀이와 연결된 군사놀이노래, 정월대보름의 줄다리기 과정에서 줄꼬는소리·줄메고

다니는소리·줄다리기소리가 있다. 화전놀이할 때는 화전놀이노래, 세시놀이에는 윷노

래·그네뛰는소리·널뛰는소리가 있다. 양구에는 민속놀이인 줄다리기에 곁들여진 줄다

리기노래가 있다. 양구읍 상리·하리·남면 송우리·용하리 일대에서 해마다 줄다리기를 

할 때에 부르던 “이겼네 이겼네 상리가 이겼네/졌네 졌네 용하가 졌네…”라는 사설은 줄

다리기 놀이 때에 부르던 노래이다. 이 노래는 화천에서도 이 놀이가 성행하던 여러 마

을에 널리 퍼져 있다.

<영산홍>은 대관령 서낭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어 부르는 노래이다. 강

릉에서는 해마다 오월 단오가 되면 수호신인 국사서낭을 모시고 5일 동안 마을굿을 벌

이는데, 이 노래는 그 과정의 일부분으로 음력 사월 보름날 대관령에 가서 산신제를 지

낸 후 국사서낭님을 신목에 내리게 해서 현재 강릉시 홍제동에 자리잡고 있는 여서낭당

으로 모셔 올 때 주민들이 초롱불을 들고 나와 어두운 길을 밝혀주면서 불렀다는 노래

이다. 앞소리의 사설은 신을 모셔오는 행렬이 대관령을 떠나 여서낭당에 도착하기까지

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원래는 사당패 등이 길을 걸어가면서 부르던 길노래였는데, 신

가(神歌)의 흔적이 보인다.

<영산홍>(명주군 구정면 학산리 학산)

이야에 에헤야 에이야 얼싸 기화자자 영산홍/영산홍로 봄바람에 가지가지가 꽃피었네 

기화자자 영산홍/꽃밭일레 꽃밭일레 사월 보름날 꽃밭일레 기화자자 영산홍/여태까지 

왔다는게 이제 겨우 반쟁이냐 기화자자 영산홍/국태민안 세화연풍 서황님께 비나이다 

기화자자 영산홍/먼데 사람 들기 좋게 힘차게 불러주소 기화자자 영산홍/졑에 사람 

보기 좋게 덩실덩실 춤을 추소 기화자자 영산홍/구산 금산 다 지나서 여서황이 저기

로세 기화자자 영산홍(1994.6.28, 앞 : 김철기, 남, 1927년생. 뒤 : 최삼영, 남, 1938년생 외) 

5) 가창유희요

가창유희요는 노래 자체를 즐기기 위해 부르는, 곧 비도구요를 말한다. 비도구요는 

논매는소리·땅다지는소리처럼 다른 무엇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노래를 활용하는, 곧 

도구요와 구분된다. 가창유희요에는 창곡중심요와 사설중심요가 있다. 창곡중심요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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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궁타령>이나 <노랫가락>처럼 가창을 통해 즐기게 되는 분위기와 정서의 기본적 틀이 

창곡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노래를 말하며, 사설중심요는 <진주낭군>·<다복녀>처럼 노

래가 주는 재미와 즐거움을 사설의 내용으로부터 얻게 되는 노래를 말한다.

강원도의 창곡중심요는 최소 40종이 있다. 이 중에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노

래는 <아라리>·<에야누타령>·<어랑타령>·<창부타령>·<시래기타령> 등이며, 이 가운

데에서도 <아라리>의 가창이 넓고 사설도 다양하다. <어랑타령>과 <창부타령>의 보고사

례는 비슷한데 <아라리>의 보고사례는 이 둘을 합한 것보다도 많다. 강원도에서 <아라

리>·<어랑타령>·<창부타령> 다음으로 많이 부르는 창곡중심요에는 <뱃노래>·<자진아

라리>·<노랫가락>·<도라지타령>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아라리>등에 비해서는 그 빈

도가 월등히 낮다. 이밖의 것들은 종류는 다양해도 그 빈도는 매우 낮은 것들이다. <난

봉가>·<성주풀이>·<양산도>·<청춘가>·<동풍가>·<풍년가>·<한오백년> 등은 그래도 

어쩌다 들을 수 있는 노래들이다. 

“돌산령 명당구비엔 술한잔 없어도/오가는 길손은 쉬어만 가네/…”의 사설로 되어 있는 

<돌산령타령>이 한 편 남아 전하고 있다. 에야누타령과 어랑타령은 강원도 북부 고성, 

속초의 술자리, 노는 자리에서 불려지며 후렴구가 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돌림노래 방

식으로 부르기도 한다.

<어랑타령>(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향교말)

다 : 어허 간다네 간다네 나는 돌아간다/꽃같은 너를 두고 나는 돌아가네/어랑 어랑 

어허야 허어야 좋네 시절이 젊어 노세

나 : 시월아 봄 한 철 오고가지를 마라/우리나 인생 다 늙어만 간다/어랑 어랑 어허

야 어허야 좋네 업구지구 노자 

가 : 에헤 웅굴 안에 고기는 꼬리만 톡톡 치구요/웅굴 배깥에 큰아기 바가지 장단만 

친다네/어랑 어랑 어허야 어허야 지어라 시절이 젊어 놉시다 

다 : 어허 솔개 한 마리 두둥실 병아리 간 곶이 없고/기차 전차가 떠나자 정든님 간 

곶이 없구나/어랑 어랑 어허야 허어야 좋네 시절이 젊어 노세 

나 : 산수갑산에 다랑측은야 얼그러 설그러 졌는데/너허과 나허과 한 이불 속에서 놀

자/어랑 어랑 어허야 어허야 좋네 사랑 사랑이로구나

가 : 에헤 국화꽃이 고워도 춘추돈절이고/당신 얼굴이가 고워도 이십살 미만이로구나/

어랑 어랑 어허야 어허야 디어라 시절이 젊어 놉시다

다 : 어허 가자는 사람도 열스이 죽자는 사람도 열스이 살자는 사람두 열스이/일삼은 

삼이요 삼삼은야 군데 서른아홉 놈 총중에 어는 정칠 놈 따라가나/어랑 어랑 어허야 

허어야 좋네 시절이 젊어 노세(1995.1.10, 가 : 김영환, 남, 1924년생. 나 : 임항식, 남, 

1915년생. 다 : 최승복, 남, 1923년생. 라 : 오명환, 남, 1922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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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랑타령>(고성군)
허허 허호 오호넘차 허호/어허 허호 오호넘차 어호/어제오늘 성튼 몸이 우는소리가 
웬말인가/어허 허호 오호넘차 어호

강원도의 창곡중심요(선율요)는 대부분 외부에서 유입된 노래들이다. 창곡중심요로서 

강원도의 고유한 노래는 <아라리>·<자진아라리>·<한오백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강릉지역에서 <영산홍>·<잡가>·<사리랑> 등을 가창유희요로도 불렀다고는 하나, 그 

빈도는 매우 낮은 형편이며, 그것도 지역적으로 극히 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설중

심요가 지역적 고유성이 드러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아라리>·<자진아라리>·<한오

백년>은 강원도의 고유한 가창유희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 가창빈도가 가장 높은 

<아라리>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가창유희요로 전승된다. 

사설중심요(음영요)로 심심풀이노래는 20종이 넘는다. 이 중에 사례가 가장 흔한 것은 

<줌치노래>·<성님성님사촌성님>·<다복녀>·<담바구타령> 등이다. 연애시절 관련 <강

도령노래>·<종금종금종금새야>, 결혼생활 관련 <진주난봉가>, 시집살이노래 등도 전승

된다. 강원도 지역에는 <다복녀>·<형님형님사촌형님>·<베틀노래> 등 여러 유형의 서

사민요가 전승되고 있으나 이들 노래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승되는 노래이다. 부녀자들

은 자신들의 문학성을 선보일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았기에 노동 속에서 자신의 문

학성을 선보이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감수성을 펼쳐 보였던 것이다. 이로 미루어 강릉

지역 규방문학의 전승은 길쌈요와 화전놀이에서 나왔던 것이다. 

<시집살이노래-사촌성님>(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배터께)

성님 성님 사춘성님/시즙살이 워떻든가/동상 동상 사춘동상/시즙살이 말도 마라/부엌
이라고 들어가니/거무줄이 우릉주릉/쌀독이라고 드레다 보니/거무줄이 우릉주릉/밤새두
룩 울구 나니/행지초매 열닷죽이/눈물 콧물 다 처졌네/분찔같은 요내 손이/북두깔구리
가 다 되었네/삼단같은 요내 머리/부돼지꼬리 다 되었네(1994.12.5, 박춘매, 여, 1922년생) 
 
<줌치노래>(양양군 서면 오색리 가라피)
개천이라 한바다는/절로 솟은 노송낭그/가지로 치면 열두가지요/잎으로 치면은 삼백잎
에/그 가지에 무신 열매 열렸더냐/해과 달이 열렸더라/해는 따서 겉 받치고/달은 따서 
안 받치고/큰별은 따서 상침 놓고/잰별은 따서 중침 놓고/쌍무재기 수를 둘러/외무재
기 끈을 뀌서/서울에 장에를 팔러 가니/이 주머니는 누가 짓소/서울아가씨 내가 짓소/
이 주머니 지은 사람/은을 주려 금을 주려/은도 돈도 다 싫어요(1995.2.8, 탁숙녀, 여, 
1921년생) 

다만 <종금종금종금새야>는 다른 지역에서 아직 그 전승이 확인되지 않는 노래로, 현

재로서는 강원도 지역에서만 전승된다. 이 노래는 강원도 내에서도 삼척을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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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역에서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으며 문답 형식으로 사설이 구성된다. <종금종금종

금새야>는 일반적으로 “종금 종금 종금새야 까틀비단 너른새야 니 어데서 자고 왔나 고

향 맹방 돌아드니 칠성방에 자고 왔다”와 같이 노래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고향 맹방’은 

지역 이름으로 이해된다. <성님오네성님오네>·<부모죽어부고왔네>·<머리깎고중이되어> 

등 이른바 시집살이노래 계열의 것들도 부르는데, 그 사례가 많지 않다. 줌치노래는 줌

치인 주머니(복주머니)가 처녀들 혼수감인데 시댁 식구들의 선물이다. 수를 놓는 솜씨로 

여성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풍습으로 이 때 부른다. 

<종금종금종금새야>(삼척군 근덕면 선흥리 서낭골)

종금 종금 종금새야/까틀비단 너레새야/니 어데가 자고 왔나/이내명당 돌아 들어/칠성

당에 자고 왔다/그 방 치장 우떻다나/분을 사다 되배하고/못갈 장가(1994.8.24, 최채연, 

여, 1911년생) 

이창식(세명대학교 미디어문화학부 교수)

5. 아리랑

1) 아리랑의 시작, 강원지역 아라리

아리랑은 우리나라 사람이면 모두 알고 있으며 누구나 흥얼거리는 소리이다. 우리나

라 사람들의 마음의 밑바닥, 심금을 울리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 옛날 소

리로 치부하는 경우에도 뭔가 서러운 느낌을 받거나 혹은 민족애를 느끼는 자리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아리랑 가락이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한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는 아리랑

을 제2의 국가라고도 하는 것이다. 이제는 대한민국하면 외국인들까지 아리랑을 알 정

도로 아리랑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 되었다. 아리랑이 2012년 12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에는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다. 

그런데 왜 이 아리랑을 얘기할 때 강원도를 빼 놓을 수 없는 것일까. 왜 아리랑하면 

강원도를 먼저 떠올리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 아리랑의 근원이 바로 강원도이기 때문이

다. 강원도에서 우리나라 아리랑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학계의 정설로 통한다. 우리나라

에는 강원도에서 시작된 아리랑 외에 수많은 아리랑이 있으며 이 아리랑의 존재 양상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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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의 다양한 양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민요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

다. 우리가 말하는 민요의 범위는 다양하다. 민요를 부르고 즐기는 층위에 따라 민요를 

언급하는 범주와 정의는 다를 수 있다. 기층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요의 본래적 의미만 

따지는 협의적 범주의 민요는 전통사회에서 민중들이 살면서 필요에 의해 부르는 소리

만을 이야기한다. 이것을 향토민요라고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민요는 더 다양한 

노래들을 포함하기도 한다. 전통적인 민요가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전문적인 소리꾼

들에 의해 불려지게 되면서 기존 민요와는 창작과 유통의 과정이 다른 통속민요와 신민

요가 탄생하게 된다. 우리는 이 향토민요·신민요·통속민요 등 세 종류의 민요를 모두 

큰 범주에서 민요라고 한다.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민요는 기층성을 담보하는 향토

민요만이 민요이고 나머지 통속민요와 신민요는 민요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가요로 보아야 한다. 

신민요와 통속민요는 향토민요와는 기질이 완전 다른 소리이다. 향토민요는 민중들이 

그들의 삶에서 필요한 소리들을 특별한 교육을 거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레 익

히며 자신들의 사상·감정 등을 표출하는 민요를 말한다. 이에 비해 신민요는 전문적인 

소리꾼들에 의해 불려지며 내용 역시 삶의 다양한 내용들 보다는 유흥적이거나 연애적

인 속성을 표현하는데 집중한다. 또한 유통 과정 역시 민요처럼 입에서 입으로 선대에

서 후대로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서 레코드나 공연 과정을 통해 소비된다. 

통속민요는 향토민요와 신민요의 중간 단계쯤 되는 소리이다. 흥미있는 것은 통속민요

는 신민요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만 다시 민중들에게 사랑받게 되면서 지역에서 향토

민요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는 점이다. 

민요는 말 그대로 민중의 노래, 백성의 노래, 기층민의 소리이다. 이 말에서 알 수 있

듯이 존재 양상 자체가 기층적이다. 일을 하는 계층의 소리이다. 일을 하지 않는 계층

의 사람들은 민요를 부르지 않았다. 양반은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 민요를 부르지도 않

았다. 과거 전통 사회에서 주된 산업은 농업이다. 그러므로 본디부터 민요는 태생적으로 

농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 농업을 담당하던 농민 계층이 주도적으로 불렀다. 

그런데 근대 들어서 대중문화를 표방한 대중적 요구에 따라 민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게 된다. 전문적인 소리꾼들이 과거에는 관심을 갖지 않던 민중의 소리 민요에 관심

을 기울이게 된다. 기존의 투박한 소리를 가져와서 세련되게 서울경기식으로 다듬었다. 

이때부터 농민들의 투박한 민요는 전문 소리꾼들의 취향에 따라 세련되어지는 변화를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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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업구조도 변화하여 농업이 점차 쇠퇴해지면서 본디의 일노래에 해당하는 민요

는 사라지게 된다. 일과 상관없이 자신의 심사를 실을 수 있는 소리들이 남게 된다. 일

노래로 불리던 소리들 중 대중의 취향에 맞는 것은 가요화하면서 대중성을 확보하게 되

었다. 반대로 일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소리들은 농업에 관계된 일들이 사라지면서 소

리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소모는소리가 그렇다. 소모는소리는 예전에는 강

원도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대부분이 할 줄 알았으나 농업 기계화로 인하여 경운기, 트

랙터 등이 등장하면서 지금은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처럼 민요는 기능과 밀

접한 관계를 지닌다.

앞서 말했듯이 일노래로 존재하던 민요들이 근대에 들어 대중가요화하는 경향을 보였

다. 모든 민요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대중의 사랑을 받는 몇몇 민요들이 그 길을 가게 

되었는데 이것은 대중가요가 가지는 숙명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좋아서 부르는, 내 

심사를 표현하는, 내 마음을 담아내는 민요가 아니라 대중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지녀

야 대중 가요로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상품화할 수 없는 노래는 대중가요에 어울

리지 않는다. 일과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해서 불렀던 소리지만 일과 생활에서 분리되어 

상품으로, 흥을 돋우는 도구로 전환되어 가요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아리랑도 예외가 아니다. 강원도의 아리랑은 아라리이다. 아라

리는 아리랑이다. 강원지역에서 불리는 아리랑은 아라리이다. 그렇지만 아리랑이 보편화

된 용어라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아라리와 아리랑을 함께 아우를 때는 아리랑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따로 설명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아라리로 칭한다. 

아라리는 강원지역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널리 불리는 민요이다. 서울·경

기·경상·함경·황해도 등의 외부에서 들어온 소리가 아니라 자생적인 소리이다. 강원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강원의 민중들이 부르던 소리이다. 이 사람들은 밭을 매며, 모를 

심으며, 논을 매며, 나물을 뜯으며, 나무를 하며 아라리를 불렀다. 강원 지역에서 아라리

를 빼고는 민요를 말하기 어렵고, 일을 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 노래는 일을 하는 사

람들이 고된 노동을 할 때만 부른 것이 아니라, 쉬거나 노는 것과 같은 유흥의 자리에

서도 많이 불렀다. 말하자면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기능으로 불려졌던 것이다. 이것은 

강원도 민요의 특징이기도 하다. 하나의 노래로 여러가지 일을 할 때 부르는 것으로만 

따지면 전국에서 보기 드문 현상으로 꼽힌다.

강원지역의 아라리는 서울 등 다른지역으로 퍼졌다. 강원의 아라리가 언제 다른 지역

으로 퍼졌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학계에서도 다양한 학설을 내놓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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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만 대략적인 합의는 강원 지역의 아

라리가 서울·경기지역의 소리꾼들에 의해 경

기 긴아리랑으로 편곡되고 그것을 다시 편곡

하여 현재 우리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거듭났

다는 것이다. 다시 편곡된 시기는 1926년 춘사 

나운규가 제작한 영화 <아리랑>의 삽입곡으로 

쓰여질 때였다. 정선아리랑과 함께 우리나라 3

대 아리랑으로 꼽히는 밀양아리랑과 진도아리

랑도 작곡가나 편곡자가 있어 새롭게 창작했

다는 증언들이 있어 협의의 의미로 볼 때 전

통적인 민요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이보

형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긴아라리>가 경복궁 중수 시에 동원된 강원도 장정들에 의하여 서울에 전파되고 서

울 장정들이 이를 경토리로 바꿔 부른 것이 서울 <긴아리랑>이고 조선말기에 서울에

서 이를 빠르게 변주한 것이 <구조아리랑>이고 이를 서양음악 리듬으로 변주한 것이 

이른바 <본조아리랑>이라고 하였다. <본조아리랑>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한국의 대표

적인 민요로 꼽히고 있지만 그 근원은 강원도 <아라리>에 있다고 봐서 강원도 민요

의 위상을 가늠하는 것이다.

즉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강원지역에 자생해 온 아라리가 1800년대 중반 경복궁을 중

수하는 과정에서 서울·경기지역으로 퍼져나갔다는 설이다. 경복궁 중수는 당시 거대한 

국가사업으로 전국에서 일꾼들이 몰려 왔다. 조선팔도의 일꾼들이 밤마다 장기자랑을 

벌였고 그 때 강원의 아라리가 다른 지역의 소리꾼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겠는가. 

현재와 같이 휴대폰이나 인터넷, TV가 없는 시절이었으므로 그들은 서로의 소리와 재주

를 뽐내며 긴 밤을 보냈을 것이다. 이 때 강원도의 소박하면서 투박한 아라리를 누군가 

불렀을 것이고 이 꾸미지 않은 진솔한 아름다움을 누군가 알아봤을 것이다. 

이때 소박하고 투박한 곡조를 서울·경기의 전문 소리꾼들은 세련된 경토리로 살짝 

손을 보았다. 본바탕은 강원의 소리이지만 시김새와 선율은 서울 경기에 어울리는 소

리로 바꾸었다. 이것이 경기 긴아리랑이다. 이렇게 민요 아라리가 가요 아리랑으로 변

신하는 과정을 겪는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민요 아라리, 가요 아리랑이다. 우리는 

이 노래를 함께 묶어서 아리랑이라고 하지만 아리랑은 층위가 다양한 민요이다. 어떻게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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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이 두 소리는 전혀 다른 소리일 수 있다. 불려지는 환경, 부르는 사람, 듣는 사

람, 부르는 목적, 유통하는 과정 등이 모두 다르다. 민요 아라리는 마을에 태어난 한 농

부가 일을 하면서도 부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부르고, 내 신세를 한탄하여 부르며 

마을에서 나고 자라면서 저절로 들으며 배우고 익힌다. 이에 반해 가요 아리랑은 전문

적인 소리꾼이 자신의 심사를 부른다기 보다 정해진 노랫말과 곡조에 따라 부르며 세련

된 기교와 예술적 기량을 발휘하며 부른다. 아라리와 아리랑은 이러한 차이가 있다.

이 가요 아리랑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아리랑>으로 변신하는 데에는 나운규의 역할

이 컸다. 나운규는 영화 <아리랑>에 넣을 삽입곡을 만들었다. 당시 유행하던 서울 경기 

긴아리랑을 서양식으로 편곡하기로 하고 당시 단성사 바이올린 악사에게 부탁한다. 익

숙한 우리의 소박한 아라리가 서울경기식 아리랑을 거쳐 서양식으로 세련되게 편곡된 

것이다. 

이렇게 편곡하여 탄생한 것이 현재 우리가 부르고 흔히 ‘아리랑’이라고 칭하는 아리랑

이다. 이 아리랑은 영화 <아리랑>이 히트하면서 함께 널리 불려지게 된다. 이 때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불리게 되면서 본바닥의 아리랑 즉, ‘본조 아리랑’이라 칭해졌다. 당시

는 아리랑 춘추전국시대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많은 가수들이 아리랑을 불렀다. 1900

년대에 들어서는 일본과 한국에서 음반취입도 활발하였고 아리랑은 단골 레파토리였다. 

이렇듯 우리나라 아리랑의 시작은 강원지역에서 널리 불리던 아라리이다. 아라리는 백

두대간을 중심으로 강원 전 지역에서 널리 불려졌으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불

렀다. 일을 하면서도, 놀면서도 불렀다. 슬프고, 기쁘고, 화나고, 즐거울 때도 아라리는 

우리 곁을 지켰다. 아라리는 소박하고 단순한 곡조로 소리하는 사람의 심사와 생각을 

노랫말에 얹어서 풀어놓기 좋다. 정해진 박자와 곡조가 없어서 누구나 자신의 아라리를 

했으며 강원 지역 어디서나 아무 일을 하면서도 불렀고 그때그때의 심정을 읊을 수 있

었다. 이 아라리가 강원도 민요의 팔방미인 역할을 하여 다른 소리들은 많이 불려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에는 3대 아리랑이라 불려지는 아리랑이 있다. 정선아리랑·진도아리랑·밀양

아리랑이 그것이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 아리랑 중 민요는 정선아리랑밖에 없다. 

다른 아리랑들은 강원지역의 아라리가 모태가 되어 나중에 만들어진 민요풍의 가요라고 

할 수 있다. 민요 아라리만 소중하고 다른 아리랑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아라리에는 원래의 민요가 가지고 있는 민중적 정서, 삶과 일의 어우러짐,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 등이 나타나고 민족적 정서의 정수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

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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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계보도를 나타내면 대략 다음의 표와 같다. 이 표를 보면 갈라지는 양상은 다

르게 해석하더라도 모든 시작은 강원도 아라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리랑 파생 관계에 대한 주장 비교>39)

이보형 강원도 긴아라리－경기도 긴아리랑－경기도 자진아리랑－경기도 본조아리랑

이용식
강원도 자진아라리－경기도 자진아리랑 
강원도 긴아라리－경기도 긴아리랑

김영운
강원도 긴아라리－경기 자진아리랑－경기 긴아리랑

┣━━━━━━━━━━━━━ 경기도 본조아리랑
 강원도 자진아라리(강원도 아리랑)

2) 아리랑의 시작, 강원지역 아라리

강원지역에는 세 가지의 아라리가 존재한다. 다양한 민요가 있고 아리랑이 있지만 아

라리는 단 세 종류뿐이다. 강원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렇다. 세 종류의 아

라리는 <긴아라리>·<자진아라리>·<엮음아라리>이다. 아라리라고 하면 이 세 종류의 

아라리를 모두 말하기도 하고 <긴아라리>만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세 아라리는 강

원 전 지역에서 불려지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주로 <긴아라리>가 전 강원지

역에 퍼져있는 양상을 띠면서 <자진아라리> 또는 <엮음아라리>와 함께 불리기도 한다. 

아라리는 다기능요이다. 강원지역에서는 아라리 하나가 다른 지역 민요 열 역할을 하

였다. 산이 많은 강원지역에서 불려지는 아라리는 산과 관계가 깊다. 산에서 나물을 뜯

을 때, 산에서 나무를 할 때, 산에 있는 밭에서 김을 맬 때 모두 아라리를 불렀다. 요

람에서 무덤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아라리와 함께 하는 것이 전통 사회에서 강원 지역

민들의 자연스런 일상이었다. 

세 아라리 모두 기능이 다양하지만 특히 <긴아라리>가 더 그렇다. <긴아라리>는 강원 

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불려졌고 기능 또한 다양하다. <자진아라리>도 기능이 많은 편

이지만 주로 몇 가지 기능에 한정적인 양상을 보인다. 그 수도 <긴아라리>에 비하면 적

은 편이다. <엮음아라리>는 <긴아라리>와 함께 나타나지만 그 수가 많지 않고 지역도 

한정적이다. 기능 역시 <긴아라리>에 비해 적은 편이다.

강원지역의 아라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간행한 강원

39) 김혜정, 2013, ｢음악학적 관점에서 본 아리랑의 가치와 연구의 지향 ｣, 한국민요학 39집, 한국민요학회, 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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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요 Ⅰ·Ⅱ권의 아라리를 참조한 것을 밝힌다. 자료집이 발간된 지 시간이 많이 

흘렀으나 무엇보다 강원 전 지역 18개 시·군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수 조사한 것

은 그 이후에도 없기 때문에 강원 전 지역의 사정을 살펴보기에 적당하기 때문이다. 다

만 조사자들의 취향이나 지역적인 고려 등을 함께 하여 자료의 선정이 고르지 못한 점

이 아쉽다. 그럼에도 강원지역을 총망라한 민요집이면서 민요를 기능에 따라 세심하게 

분류하여 민요분석에 도움이 되므로 강원 전 지역을 조망하기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이 장에서는 세 종류의 아라리의 기능과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노랫말을 통

해 소리의 의의와 기능 등을 살펴볼 것이다. 강원의 민요 Ⅰ·Ⅱ 자료집은 아라리뿐

만 아니라 전체 민요의 기능을 꼼꼼하게 분류해 놓았는데 특히 다기능요라 불리는 아라

리를 분석하는데 탁월하다. 이전의 자료집들은 민요의 제목만 밝혔지만 이 자료집에서

는 같은 민요라도 기능을 달리 할 때는 그 기능을 밝혀 다른 노래로 분류하고 있기 때

문이다. 아라리의 기능은 노래자체로만 즐기는 가창 기능을 비롯해 모심기·논매기·나

무하기·나물뜯기·삼삼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음부터 노랫말을 인용한 자료 끝에

는 권수와 쪽수를 밝히는데 그 책은 앞에서 언급한 책임을 밝힌다. 

(1) 심사를 읊으며 다양한 기능을 보여주는 <긴아라리>

긴아라라리의 특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기능의 다양성, 노랫말이 삶과 밀

착되어 있는 것, 지역적인 노랫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 신세타령이라 불릴 만큼 

정서표출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 등이다. 

① 기능이 다양함 

강원의 민요 Ⅰ·Ⅱ에 실린 <긴아라리>의 기능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소리의 

기본적인 기능은 가창유희의 기능이다. 소리는 불러야 소리이기 때문에 가창은 기본인

데 일을 하면서 부르는 경우에는 일노래로 분류하였다. 가창 기능이라 하는 것은 일노

래로 쓰일 때가 아니라 소리를 소리 자체로 즐기기 위해 부르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민요의 기능 중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긴아라리>의 75%가 

가창 기능으로 불려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긴아라리>의 기능이 가창 외에도 김

매기·나무하기·나물뜯기·나뭇짐지기·논매기·떼타기·모심기·모찌기·밤줍기·밭매

기·배추모종내기·삼삼기·풀하기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가창 기능으로

의 치우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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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소리는 <긴아라리> 중 가창 기능 외의 소리들을 모아 놓았다. 모를 찌거나 심을 

때 부르는 아라리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나물 뜯거나 나무를 할 때도 마찬

가지이다. 그렇지만 기능이 고정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노랫말에 일에 대한 지시와 독려

가 들어 있기도 하다. 다음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나물뜯는 소리에는 지시와 독려가 

없다. 이것은 공동으로 일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일하는 것의 차이라고 본다. 즉, 공적 

노동과 사적 노동의 차이에서 비롯된 노랫말의 차이이다. 

[아라리(모찌는소리)]

(자 모찝시다 모꾼님네 모찝시다 자)

잘도찐다 잘도찐다 잘도나찐다/ 오늘심은 모한자리 잘도찐다//

어차하니 또한줌이요/ 잘도나찐다 잘도찐다//

금년농사 대풍들어/ 아들자식 시집장가 잘보내서//

일평생을 잘살아보세//

(아 오늘 모꾼님네들 잘쪄서 금년에 풍년 들겠구나 아 다쪘다 아이구 잘찐다)

(고성군 현내면 화곡리, 257~258)

[아라리(모심는소리)]

숨어주게야 숨어주게 숨어주게/ 파대같은 넓은논자리 심어주세//

여기꼽구야 저기꼽구서 꼭꼭숨어주소/ 파재같은 넓은논자리 심어주게//

세월이 갈라거든야 너혼자나 가지/ 아까운 요내청춘을 왜델고 가나//

북만아 산천아 말물어 봅시다/ 인기루 죽은무덤이 몇몇개나 되나//

(양양군 현남면 남애2리, 661)

‘숨어주게’·‘잘도나 찐다’와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일하는 경우에는 소리가 작업

에 대한 지시적 기능을 갖는다. ‘잘도 찐다’·‘꼭꼭 숨어주소’ 그러면서도 ‘세월이~’ 등과 

같은 작업과 관련이 적은 모두의 바람을 노랫말에 실어서 기운을 북돋는 것도 잊지 않

는다. 하지만 아래의 나물뜯는소리는 함께 행위를 맞춰서 하는 일이 아니므로 노랫말이 

비교적 자유롭다. 

 

[아라리(나물뜯는소리)]

저건네 저묵밭은 작년도에도 묵더니/ 올해도 날과같이로 또한해 묵네//

한치야뒷산에 곤드레딱죽은 나즈메맛만 같아도/ 조금만 꺾어먹어도 올봄살어 나요//

(태백시 삼수동, 742)

[아라리(떼타는소리)]

도지거리 주모야 술걸러라/ 지내리 여울에 떼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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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로구나/ 아리아리랑 고개고개루 나를 넘겨주게//
물본 기러기 꽃본 나비가 탐화봉접인데/ 나비가 꽃을 보구서 거저 갈수 있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로구나/ 아리아리랑 고개고개루 날 넘겨주게//
춘천아 봉의산아 너 잘 있거라/ 신연강 배터가 하직이로구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로구나/ 아리아리랑 얼씨구나 아라리로구나//
노다를 가세요 잠자다가 가세요/ 저 보름달이 지두룩 노다만 가세요//
(춘천시, 1-813~814)

위 노랫말은 춘천 지역의 아라리인데 떼타는 소리로 부른 것을 골랐다. ‘춘천아 봉의

산아’는 춘천의 진산인 봉의산을 떠나면서 인사하는 장면을 그리며 부른다. 춘천 신연강 

나루 근처에는 덕두원이 있어 떼꾼들이 쉬어가는 곳이라고 한다. 직접 떼를 탔던 어른

이 당시 구연하여 생생한 설명도 함께 하였다. 

② 삶과 밀착된 노랫말

아라리가 우리 민족의 정서와 삶을 표현하는 것은 분명하다. 희노애락과 같은 다양한 

삶의 정서 모두를 이 아라리 하나로 읊어낼 수 있다. 다른 지역의 아리랑에서는 이렇게 

삶의 다양한 국면들을 감칠맛나게 노래하지 못 한다. 우선 노랫말이 대부분 고정된 것

이 유통되고 그에 따라 전할 수 있는 정서도 한정적이다. 

<긴아라리>의 주제는 예전부터 연구한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밝혀졌다. 인생무

상·자연·애정·한탄 등이다. 우리 삶에서 보수적으로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은 언어이

다. 정선아리랑에는 이러한 오래된, 동시에 현재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노랫말이 

등장한다. 노랫말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삶에서 쓰이는 의식주의 여러 모습들을 노래에 

담아 부르는 것이다. 

먼저 아라리에 나오는 의식주를 정선아리랑 노랫말에서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정선아

라리에 나오는 먹을 수 있는 식재료는 ‘콩·올감자·외·호박·참깨·들깨·곤드레·딱

주기·모시레딱주기·달롱·다레·돌미나리·나물·거무노리·이밥·사절치기강낭밥’ 등

이다. 사투리 그대로 노랫말로 옮겼다. 고기는 하나도 없다. 전통적인 산골의 살림살이

가 그렇지 싶다. 그러니 곤드레에 된장을 발라서 먹고 가라는 소리도 나오는 것이다. 

옷에 관련된 노랫말은 ‘삼대·삼단·수삼대궁이·무명·양공단·석세베·삼베질삼·보

선신발·바늘·옥양목중애적삼·오양목고애적삼·올명주단속곳·노랑저고리·진분홍치

마·행지초매·고쟁이·치매꼬리·주름’ 등이다. 이 의복에 관련된 노랫말에서도 당시의 

정취가 살아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장감 

있는 단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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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관련된 노랫말은 ‘움집·중방밑·방·부뚜막·사랑·울·후원별당·군불·세살문

골·문풍지·자물쇠·부두자리·장석자리·베대장농·이불·홋이불·잦모벼개·팔모반· 

통로구·물동이·바가지·다래끼·물레방아·드들방애·우물·빨래줄·빨래돌’ 등이다. 

당시 집안팎의 여러 세간살이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더 많은 노랫말이 있지만 일단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의식주에 관계된 것만 골랐다. 

이러한 노랫말을 볼 때 아라리가 우리나라 제2의 국가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고, 우리

의 정서를, 삶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③ 지역성이 드러나는 노랫말 

청옥산에 머루다래는 얼크러성크러 졌는데/ 나는언제나 님을만나서 엉크러성크러 지나//

한치뒷산에 떡갈잎은 나날이퍼드러 지는데/ 우리집의 부모님은 나날이늙어 가시네//

허공중천에 보름달뜬것은 구름이없는 탓이오/ 이내가슴에 만달뜬것은 임이없는 탓이라//

십오야 밝은저달이 구름속에 놀거든/ 미탄같이 놀기나좋은곳 또한번만 오세요//

육백마지기 태지마단자를 첫집들여 놓고/ 곤드레쌈에 된장을발라서 많이드시고 가세요//

먹골골길이 인심좋다고 딸을놓지 마세요/ 강냉이밥 하여든 매다가 잔허리살짝 꺽네//

삼방산이 노른노름에 꾀꼬리단풍이 들거든/ 뒷집에 총각낭군아 동박따러 가세//

천지야 갈가마귀는 가왁가왁 짖는데/ 정든님 뜻이나 병화는 점점비꾸러 진다.//

평창같이 놀기나좋은데 한번놀다 갑시다/ 검은산 미칠망정 행화가 핀다.//

부뚜랑꽃이나 밭뜨랑꽃이나 꽃은 일반인데/ 오시나가시나 만난님도야 이못(몸)임이 아닌가.//

평창강 뱃머리자락에 비오시나마나/ 어린가장 품안에 잠자나마나//

육백마지기 퍽퍽무너져 평지가 육지가 된다이면/ 청옥산 정든것만치만 변치를 맙시다.//

(평창군, 1-883~884)

위 노랫말은 소리꾼들이 사는 지역을 반영하고 있다. 청옥산·미탄·육백마지기·먹골

골길·심방산·평창·평창강 등은 평창에 있는 지명들이다. 그 곳이 생활 무대이며 터

전인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이다. 강원지역 외의 다른 아리랑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

이 다양하게 나오는 아리랑은 없다. 이런 구체적인 지명이 나온다는 것은 이 소리의 근

원이 우리들의 삶과 밀착되어 있으며 뿌리깊은 소리라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위 노랫말 중 한치뒷산으로 시작하는 소리에서는 ‘떡갈잎이 퍼드러지는 것’과 

부모님의 늙음을 대조하고 있어 자연의 무상함과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빗대어 표현하

고 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소리는 임이 없어 외로운 신세한탄의 소리로 쓸쓸하고 허전

한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어지는 ‘곤드레쌈에 된장을 발라서 많이 먹고 가라’는 

노랫말에는 산골의 정취가 한껏 드러나 있다. 상다리가 휘어지는 것은 바랄 수도 없는 

산골의 소박한 밥상이 생각난다. 없이 사는 살림이지만 손님에 대한 정성, 나그네에 대



182  강원도사

제1장 | 강원의 구비전승

한 예의가 담겨 있다. 흔하고 흔한 나물쌈에 된장을 먹고 가라는 소리지만 산골의 정취

가, 강원도의 자연이 흠뻑 느껴지는 구수한 소리이다. 

 

[아라리(가창유희요)] 

춘천아 봉의산아 너잘두나 있거라/ 신연강 나룻뱃터가 하직이로구나//

일본이나 동경이나 얼마나 좋아서/ 꽃같은 임을 두구서 연락선을 탔느냐//

세월이 갈테면은 너혼자나 가지/ 알뜰어진 청춘들을 왜 다려가느냐//

위 노래에 대해서 소리꾼은 “춘천아리랑은 일본군대로 징용당하여 떠나는 남편의 한

(恨)과 또 그를 떠나보내는 아내의 한이 스며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또한 춘천아

리랑은 정선아라리 곡조로 부른다고도 하였다. 또 아래의 소리를 부른 소리꾼은 소리를 

한 후 아래와 같이 노랫말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춘천아 봉의산아 너 잘 있거라/ 신연강 뱃터에는 하직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하면, 옛날에 뗏목이 있었기 때문에 춘천에서 떼를 타고서 서

울을 갈라고 갈적에, 우리 저기 의암댐을 빠져가야 되거든. 거기를 빠져가면서 하는 

게, 내가 떼를 타고 갔다가 죽지 않고 잘 돌아오느냐 그래서 하직소리가 그렇게 나오

는 거야”(춘천시, 782)

떼를 타는 일은 북한강이나 남한강을 가리지 않고 위험한 일이였으며 그러므로 떼타

는 소리에는 항상 안전에 대한 염려가 담겨 있다. 

오너라 기차야 소리말고 달려라/ 범같은 분가장 뒤따라온다//

굵은비 오세요 잔비 오세요/ 굵은비가 오세요 정든님이못가시게도 굵은비가 오세요//

비가올라나 눈이올라나 억수장마 질라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모여든다//

삼팔이북에 적색분자야 두손번쩍 들어라/ 백옥같은 우리님은 군대생활에 다늙어진다//

알기딸기 호랑나비는 말거미줄이 원수요/ 시방시제 청년에원수는 경비훈련이 원수//

우리는 언제나 유정님을 만나/ 동지섣달 긴긴밤을 짧게 새워보나//

(화천군 화천읍 중2리, 1227~8)

이 소리꾼은 노랫말이 다양하다. 대부분 님에 대한 원망이나 푸념이지만 뒤쪽에는 지

역적 색채가 드러난다. 삼팔이북·적색분자·경비훈련 이런 단어들은 화천군이 남한의 

최전방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돌산령 달산령 선질꾼 떴다/ 재작재 애기갈보야 술걸러 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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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산령 비바람이 휘몰아치니/ 심곡사 인경소리가 요란도하다//

대바우 용늪에 얼러지가 나거든/ 우리네 삼동세 어러지뜯으러 가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게//

(양구군 동면 팔랑리 67)

위 노랫말 역시 지역의 지명이 잘 나타나 있다. 돌산령은 양구와 인제를 연결하는 고

개로 예전부터 붐비던 길목임을 알 수 있다. 지역민이 오랫동안 불려져 내려온 소리라

는 증거이다. 

황새여울 된꼬까리 떼가 내려간다/ 만지앞산 전산옥이는 술상을차려 놓아라//

영월덕포가 덕개가좋아도 사람만 얼어죽고/ 평창약수가 제아무리좋아도 사람만 죽어진다//

(영월군 남면 북쌍3리, 159~160)

강물은 돌고돌아서 한강으로 가는데/ 이몸은 돌고야돌어서 남면토교리 와서 다썪어 

빠져서 다늙어졌네//

하늘을 만나여 별을 따지/ 그래 당신을 만나고만나야 만단설화를 하지//

(영월군 남면 토교3리, 145)

영월의 지명이 나온 소리이다. 남면 토교리, 영월 덕포 등은 영월의 지명이다. 전산옥

은 실재했던 인물로 남한강 뗏목이 지나가는 곳에 주막을 차렸다고 한다. 소리를 매우 

잘해 떼꾼들 사이에 유명했다.

설악산 꼭대긴 눈비오나 마나/ 어린 숫처녀 품안에 잠자나 마나//
(인제군 기린면 북1리, 427)

인제군 설악산이 대표적 산으로 등장하였다. 이 노랫말은 보통 지역의 큰 강이나 강

변의 모래밭에 비오나 마나라고 쓰이는데 이 소리꾼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설악산을 넣어

서 불렀다. 고정된 노랫말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넣는 것이 아라리의 매력이다.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좀 건네주게/ 싸리골 올동박이 다 떨어진다//
(정선군 북면 구절2리, 1-603) 

정선아 조양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고/ 옛 조상 옛 시는 변함이 없네//
월미봉 살구나무도 고목이 덜컥된다면/ 오든 새 큰아비도 되돌아 간다//
비봉산 한중허리에 두견새가 울거든/ 정든 님 영혼이 돌아온 줄 알어라//
변부기 산등에 이밥취 곤드레 내 연설을 들어라/ 총각낭군을 만날라거든 해 연연이 나게//
정선읍내 은행나무야 꾀꼬리단풍 들어라/ 은행 따로 가는 핑계로 임 마중 가자//
(정선군 남면 무릉리, 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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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라지·정선·조양강·월미봉·비봉산·변부기산등·정선읍내 등의 지역명이 소리

마다 달려 있어 아라리의 1번지 정선임을 보여주는 노랫말이다. 지역명도 그렇지만 노

랫말의 내용이 모두 당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밥취·곤드레 등은 정선 산골

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물이다. 생활 속에서 함께 하는 나물도 아라리 노랫말에는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신리 약산에 조밥나무야 밤이나덥썩 여지/ 작년팔월 만났던그대를 또만나보자//

저건네 저산이름은 계룡산이 아니나/ 오동지 섣달에도 진달래가 폈네//

청천한 하늘에는 잔별도 많구요/ 이내 가슴속 단풍도 많네//

산너머 달뜬거는 구름없는 탓이요/ 이내가슴 맘뜬거는 임없는 탓이라//

(삼척시 노곡면 상천기리, 2-408)

신리는 삼척에 있는 마을인데 그 지역의 산에 밤나무가 많다. 위 노래에서 밤이 많이 

열리라고 바라는 것은 밤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다. 밤을 핑계로 임과 상봉하는 

것이 숨은 목적이다.

강물은 돌고 돌아서 서해바다로 가련만/ 요내몸은 돌고나 돌아서 홍천 땅으로 왔어요//

(홍천군 내촌면 물걸1리, 1-1006~7)

위 노래는 홍천땅에 대한 애정이 돋보이는 노랫말이다. 노랫말에 특별하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명을 넣는 지역에 애정을 가진 소리꾼이 강원도에는 많이 있다. 

④ 삶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하는 신세타령

이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기능이 가창 기능으로 나타난다. 물론 밭을 매면서, 나무를 

하면서 신세타령을 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심사·감정·상황을 노랫말에 실어 부르는 경

우에는 노래 그 자체로 위로받기 때문이다. 

정선 아우라지(1980년·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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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산이 무너져 평지가되두/ 너하고 나하고 꼭살아야하네//

부령청진에 가신낭군은 돈이나 벌면오지/ 어이넘차 가신낭군은 어느시절에 오나//

청초매 고리에다 소주병을 달구서/ 오동남구 수풀로나 임찾어가네//

당신은 나를보면은 흑싸리껍질로 알아도/ 나는야 당신을보면은 공산명월로 본다네//

(홍천군 내면 창촌3리, 1-997)

화투를 치는 사람이라면 흑싸리껍질과 공산명월의 차이를 잘 알 것이다. 두 차이가 

크면 클수록 님을 향한 내 마음의 순수함과 크기는 더욱 선명해진다. 옛 사람들은 누구

나 아는 화투를 인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재치를 보였다. 

도랑 앞이나 푸르러서 가시던 님이/ 백설이가 휘날리어도 왜아니 오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오늘갈지야 내일갈지 나도 모르는데/ 아주까리 줄강낭콩은 왜 심었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세상에 만사를 어디다가 두고/ 문을열고 나가는게 등신만 가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1-1093)

타인을 맘에 두고 사는 일은 편치 않다. 한 번 가신 님이 돌아오지 않으며, 언제 올

지 알 수도 없는데 강낭콩 줄기는 뻗어나가고 있으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그것보다 

더 아쉽고 얄미운 님은 함께 있는데도 마음을 주지 않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님

이다. ‘등신’이라면서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님을 비꼰다. 강원도 옛 어른들은 사랑

하는 사람에 대한 연애 감정을 두 줄 노랫말에 자연을 빗대면서 혹은 대놓고 욕을 하

면서 심사를 풀었다. 

서산에 지는해는 지고싶어 지나/ 나를두고야 가시는님이야 가구싶어서 가나//

원제쓰자는 금전이며 원제놀자는 청춘이냐/ 인생이 한번죽어를지면 이렇게놀기가 다

시없네//

울넘에담넘에 꼴비는총각 눈치가있구든 떡받아먹게/ 떡일랑집어서 팽개를치구 물같은

손목이 잘그러지내//

이놈의총각아 손목을놔라 호랭이같은 우리오빠가있다/ 걱정마라걱정마라 호랑이같은 

너오빠가 내처남된다//

(화천군 간동면 용호리, 1-1132)

헤어진 임생각, 돈이 없는 세상에 대한 푸념, 그렇지만 연애에 대한 발랄한 정서가 잘 

드러난 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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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초목에 물과여수도 임자가 있고/ 깊은산중에 까막까치도 짝이나있이 사는데 우리

인간은 짝이없이 사네//

쪽박에 능라줄을 다말감지를 말고/ 총각낭군에 천심으로만 날감아 주게//

울너매 담너매 꼴베는총각/ 눈치가 있거들랑 외받아먹게//

오늘갈는지 내일날갈는지 사사망중인데/ 맨드라미나 줄봉숭아는 왜숨어났나//

아리랑고개는 열두나고개/ 나너머 갈고개는 한고개로구나//

오동동 추이여에 달이동글 밝고/ 이내동동 생각은 저리동동 난다//

항구 배떠난자리는 파도와물결만 남아있고/ 임떠나가신 빈방안에는 눈물과수심만 남

아있네//

(양구군 방산면 금악리, 1-82~83)

위 노래도 연애의 심사를 잘 표현하고 있다. 

하지못하는 정선아라리 자꾸 하라구허니/ 오장육보가 발발떨려서 나는 못하것네//

당신은 거게있구야 나는 여게있어도/ 말한마디를 못전하니 수천리가 아닌가//

(영월군 남면 북쌍1리, 1-141~142)

하지 못하는 소리를 하니 떨린다해도 노래하는 소리꾼들은 사실 대부분 소리를 잘 한

다. 그러면서도 능청스럽게 나는 못한다고 노래한다. 맨 아래 제시된 노랫말은 비유가 

기가 막히다. 물리적 거리는 바로 옆에 있는 듯 가깝지만 말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보니 심리적 거리는 수천리라는 것이다. 안타까운 심사를 잘 표현한 소리이다. 

여러분이 오신김에 자장면짬뽕 잘먹었는데/ 아들같은 사람들 신세를지니 너무나 안됐

습니다//

영월남면에 누굴 만나러오셨소/ 이런 꼬물송장을 바래코왔으니 너무감사합니다//

오다가다 만나것도 이혼하면 임이아니야/ 본남편 이별을말구서 백년해로 잘살어//

오늘만큼은 내속이 후련하구나/ 감사하구나 감사해요 요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영월군 남면 토교3리, 1-149)

이런 소리는 아라리의 현재성을 잘 나타내주는 노랫말이다. 위와 같은 노랫말은 보통 

연구자들이 현지조사를 나갔을 때 들을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여러분’이 조사자들이며 

짜장면·짬뽕을 먹은 것에 대한 감사를 말이 아닌 소리로 풀어내고 있다. 자신의 심정

을 소리로 풀어내는 것. 이것이 아라리의 진수이다. 아라리가 아직 살아있는 민요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세월아 봄한철아 가지를 말아라/ 요내맘 청춘이나 다늙어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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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늙는거나 애원치는 않아도/ 우리아들딸 늙어지는게 너무 원통하네//

해와달은야 오늘가면은 낼날이나 보지/ 우리같은 청춘은 언제나 오나//

세월아 봄한철아 오구가지를 말아라/ 알뜰한 봄철이나 다늙어만진다//

(인제군 기린면 북2리, 1-438)

위 두 소리꾼은 모두 지나간 청춘, 아까운 시간에 대해 한탄을 하지만 위 노랫말에는 

자식 걱정을 앞세우는 점이 아래와 다르다. 내가 늙어지는 것은 상관없으나 자식이 늙

는 것은 원통하다 한다. 이에 비해 아래 노랫말은 지나간 청춘에 대해 ‘우리같은 청춘은 

언제나 오나’하는 한탄을 담고 있다. 

(2) <자진아라리>

앞에서 <긴아라리>는 기능이 다양하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자진아라리의 기능은 제

한적이다. 가창 기능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능이 모심는 기능이다. 

비율로 따지자면 모심는 기능이 자지하는 비율이 <자진아라리>의 경우 전체의 37%가량

이 되고 <아라리>의 경우는 전체의 약 8%가 된다. 비율면으로 봤을 때 <자진아라리>는 

노래 자체를 즐기는 것보다는 다른 기능으로 더 많이 불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함께 하는 일을 할 때 많이 부른 <자진아라리>

<자진아라리>가 기능에 치우쳤다는 것은 <자진아라리>의 노랫말 대부분이 작업에 대

한 설명과 지시가 차지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심어주게 심어주게’로 시작하는 것

이 보통으로 이후에도 작업에 대한 독려와 모를 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등에 대해 노

래한다. 아래는 모심는 기능의 강릉지역 <자진아라리>이다. 후렴이 발달하였는데 이것 

역시 기능과 관련이 깊다고 본다. 

[자진아라리(모심는소리)]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주게/ 오종종 줄모루 심어주오//

여기꽂고 저기꽂고 하드란대로/ 삼배출 나도록 심어 주오//

(원주시 귀래면 운남3리, 1-305~306)

[자진아라리(모심는소리)]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주게/ 오종종 줄마다 심어만 주게//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강릉시 사천면 방동하리,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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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아라리(모심는소리)]

심어주세 심어주세 심어주세/ 바다같은 이논을 심어주세//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고성군 간성읍 탑동1리, 2-175)

모두 다른 지역의 <자진아라리>이나 노랫말과 구성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개인적

인 정서의 표출은 자제하고 공동 작업에 필요한 노랫말을 구사한다. 이에 비해 공동 노

동을 하는 <자진아라리>의 경우는 노랫말과 기능이 위 노래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

때 후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동 작업의 경우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끼리 일의 진

행 속도와 경과를 맞추어야 한다. 이 때 모호한 박자와 늘어지는 소리보다는 정확한 박

자로 후렴을 넣어주는 것이 일을 진행하는데 효율적이다. 이것은 공동 노동에 따라 노

랫말이 고정되는 것과도 관계가 깊다. 

기능에 따라 <자진아라리>의 노랫말에도 차이를 보인다. 앞에서 말했듯이 일의 종류

와 강도가 곡조와 노랫말에 영향을 미친다. 일이 너무 힘들면 곡조가 단순해지고 일이 

단순하면 노랫말이 늘어지고 길어지게 된다. 힘든 일을 하면서 머리 속으로 생각하며 

노랫말을 만들면서 내 감정을 싣기란 쉽지 않다. 반대로 일이 단순하고 반복되며 지루

하면 머릿속에서 오만가지 잡생각이 들면서 저절로 신세한탄이 나온다. 

② 혼자 일하며 부르는 <자진아라리>

[자진아라리(나무하는소리)] 

세상에 만사를 어디다 두고/ 지게지고 나무꾼이 되었는가//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울타리 밑에서 꼴비는 총각/ 눈치가 있거든 떡 받아 먹게//

떡은도 받아서 팽개치고/ 두 손목을 움켜잡고 벌벌 떤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정선에아리랑 좋다해도/ 홍천에아리랑도 제일이제//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울타리밑에서 꼴비지말구/ 우리산꼭대기 꼴두비세//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1-1091~2)

위 노래는 사적 노동이라 할 수 있는 나무할 때 부르는 소리이다. 일이 정해진 규칙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지게를 지고 지게작대기를 두드리며 부른다. 일이 어렵

거나 공동 노동도 아니기 때문에 후렴이 붙는다고 해도 자신의 심사를 담아서 노랫말을 

다양하게 만들어 낸다. 아래 노래도 사정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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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아라리(풀베는소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안달미 깔따리 쓰러진 골로/ 뒷집에 김도령 꼴베러 가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담넘어 갈적에 짓는 개는/ 금강산 호랭이라도 꼭물어 가거라//

(원주시 부론면 단강리, 1-324)

(3) <엮음아라리>

<엮음아라리>는 기능이 <자진아라리>보다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긴아라리>보다는 적

다. 그중 대부분이 가창이며 드물게 모심기·밭매기·나물캐기 등의 기능을 보이고 있

다. 무엇보다 세 종류의 아라리 중 가장 적게 불려지는 것이 <엮음아라리>의 특징이다. 

또한 <긴아라리>와 함께 불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긴아라리>가 많이 불리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불리는 경향이 있다. 

<긴아라리>가 늘어지고 노랫말의 길이가 비교적 정해져 있다면 이 <엮음아라리>는 소

리의 앞부분을 매우 빨리 불러 노랫말을 촘촘하게 엮어 부른다. 이후 마지막 구절에서

는 다시 <긴아라리>처럼 늘어지게 부르면서 마무리를 한다. 노랫말은 대개 묘사가 뛰어

난 표현이 많고 해학적이며 동시에 문학적이다. 그러면서 말을 빨리하며 말장난처럼 엮

기도 하므로 소리하는 재미를 준다. 노랫말의 내용을 중심으로 나누면 인물묘사·말장

난·인생무상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인물 묘사

우리집에 시어머님은 담배팔이 곰배팔이 그시어머니 돌아가시거든 부디 토밭에는묻지마

오 장뇌밭내를 맡으신다면 또살어나이면은 서방님저는갑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영월군 영월읍 흥월2리, 1-201)

우리집에 서방님이 잘났던지 뭇났던지 차고차고 칼차고 입고입고 쓰봉입고 신고신고 

삐뚝구두 신꾸서 강릉읍으로 도십장을 갔는데/ 삼사춘 오륙촌 내놓고 다모여 주서요//

(동해시 북삼동, 2-321)

우리집에 시어미님 잘났던지 못났던지 앞에는 고두머리 뒤에는 따께머리 갈코제비 등

곡시리 배불럭에 못까부떼 앓는달이 호박져서 따쭉따리를 들쳐메고서 며늘아기 잘치

더니/ 황천길로 가신단말쌈이 왠말쌈이어//

우리집에 서방님은 얽어메고 찍어메고 장치다리 곰배팔이 노가지나무 지게에다 우에

엽전 걸머지고 강릉삼척에 소금사러 가셨는데/ 백봉령 굽이굽이 부디잘다녀 오세요//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2리, 2-4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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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에 서방님은 잘났던지 못났던지 얽어매고 찍어매고 곰배팔이 장치다리 노가지

나무 지게우에 엽전석냥 걸머지고/ 강릉삼척에 소금사러 가셨는데/ 백봉령 굽이굽이 

부디잘다녀 오세요//

(삼척시 하장면 역둔리, 2-455~456)

우리집에 서방님은 잘났는지 못났는지 깍고깍고 머리깎고 쓰고쓰고 모자쓰고 신고신

고 단화구두신고 소나무에 버슴찌게 돈을한줌 걸머지고 강릉저건너 화투치루갔는데/

너와나와는 마틀마틀청석자리에 깊은정 들자//

(태백시 문곡소도동, 2-731)

원대자리 고두머리 시컬리막죽구에 고리눈에 칼코백이 버림코에 옴니배기 죽에턱에 

자리목에 곰배탈이 수중다리 몽대다리 해가지구 시시때때루 날치더니만은/ 어제그제 

죽었단말이 왠말인가//

(태백시 장성동 금촌리, 2-759)

인물묘사의 주인공은 거의 대부분 시어머니 아니면 남편이다. 시어머니에 대한 묘사는 

온갖 흉측한 모양을 갖다 붙인다. 시어머니 묘사를 뜯어보면 과연 그렇게 생긴 사람이 

존재할까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비현실적이다. 그만큼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증오

가 현실적이었다고 보인다. 현실에 존재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시어머니를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묘사해서 현실의 증오를 풀어넘겼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남편에 대한 묘사는 두 갈래로 나뉜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인

데 긍정적인 부분은 남편에 대한 걱정과 애정이, 부정적인 부분은 남편을 두고 외도를 

하고자 하는 사심이 드러난다. 상황은 똑같이 남편이 출타하여 멀리 떠난 상황이다. 그

런데 한 쪽은 남편의 안위에 대한 걱정과 잘 다녀오라는 당부를 하는 데 비해 다른 한 

쪽은 남편이 멀리 갔으니 다른 남자를 끌어들이는 상황을 연출한다. 조선시대의 현모양처

의 여성성만을 보여주지 않고 다양한 부부와 여성의 삶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② 언어유희

원앙금침 작대대는 머리맡에 던져두고 샛별같은 놋요강은 발치만치 던져두고 은빛같

은 젖을쥐고 깻잎같은 쇠를물고 두몸이 한몸되어서 잠자보기는/ 허척강산에 일다글렀

으니 마들마들 청석자리에 깊은정만 들다//

가다보니 감낭게냐 오다보니 옻낭게냐 자빠졌다 잣나무 엎어졋다 엄낭게냐 둥지둥지 

앵두나무 꽝꽝울려 불낭게냐 잡지못할 굴뚝새야 웅그하리 조가지기 누웠으니 잠이오

나 안잤으니 님이오나 등아등아 도다놓고 침자침자 도다베고/ 얼마만치 울었나 정거

장 마당긔 한강수가 되었네//

(평창군, 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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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보니 감나무요 오다보니 옷나무 엎어졌다 엄나무 자뻐졌다 잣나무 청실홍실 대추

나무 꽝꽝울려 뿔나무야 옹기화로 죽두가리야 앞에눌고 앉았으니 임이오나 누웠으니 

잠이오나 등불을 도둬놓고 진좌를 도둬배고 얼마나 기다렸는지/잠시잠꽌 깜박 졸으매 

새벽달을 지새네//

(정선군 남면 무릉리, 1-580)

<엮음아라리>의 이름은 ‘엮다’에서 유래하였다. 그만큼 말을 빨리 촘촘하게 엮어내기 

때문이다. 이 때 말을 빨리하면서 운을 맞추는 것은 문학적이면서도 재미를 준다. 같은 

글자가 반복해서 나오면 음운이 생기고 재미도 느껴진다. 오래전부터 불려진 것도 있고 

최근에 소리꾼들이 만든 노랫말도 있어서 살아움직이는 아라리의 재미를 느낄 수도 있다. 

③ 인생무상

운주지골 사거네 보따리 아랫대골 웃대골 좋고좋은 논밭전지는 신작로 복판이 다되

고/ 대화방림 꽁지갈보는 청살모가 다됐네//

강냉이밥에 사절치기 수수쌀에 이절치기 삼무재비 메밀밭에 개부리같은 통노개가 호

랑박자 끓는데/ 임자당신은 어딜갈라구 버선신발 하시나//

(횡성군 강림면 강림2리, 1-1281~2)

우리가 요렇게 살다가 죽어지면은 전나무 쟁강틀에 대추나무 연촛대에 나무캐어 남

짝하고 남은 땅을 푹푹파구 묻으면은 살은 썩어 물이 되고 피는 썩어서 흙밥이 되건

만/ 요지랄을도 아니허면은 못먹구 사나//

아차한번 죽어노니 전나무 장강말에 대추나무 연촛대에 어허남차 둘러메고 북망산천 

돌아가서 푹푹파고 묻어노니 살을썩어 물이되고 뼈는썩어서 흩어짐이될 인생/ 살아서 

한평생이나 먹고씨고 논시다//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1-524)

음- 니팔자야 내팔자야 치어다보니 서라장판 내려보니 각자 장판 원앙금침 잣비게에 

모공단 일불 깔아놓고 샛별같은 놋요강을 발치발치 미뤄놓고 깊은정 들기 애초에 다

글렀지만/ 울퉁불퉁한 멍석자리 깊은정만 듭시다//

(인제군 기린면 북1리, 1-431)

내칠자나 내팔자나 네모반듯 왕골방에 샛별같은 놋요강을 발치만큼 던져놓고 원앙금

침 잣벼게에 꽃같은 너를안고 앵두같은 젖을 빨며 잠자보기는/ 오초강산에 일글렀으

니 엉틀멍틀 장석자리에 깊은정 들자//

니나내나 한번여차 죽어지면 겉매끼 일곱매끼 속매끼 일곱매끼 이칠이십사 열네매끼 

질근찔끈 꽁꽁묶어 초롱꾼아 불밝혀라 상두군아 발맞춰라 어화넘차 떠들매고 북망산

천에가/ 폭싹썩을 인생들 남듣기 싫은소리를 부디하지 맙시다//

(정선군 남면 무릉리,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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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생무상 주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남녀 사이에서 금전의 덧없음을 노래

하고 다른 하나는 죽음에 대한 허무를 노래한다. 남녀 사이에서는 좋은 방안, 좋은 이

불, 좋은 세간살이를 두는 것은 처음부터 되지 않을 일이니 두 사람이 서로만 믿고 정

만 잘 들이자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사람이 죽으면 썩어서 없어질 인생이니 남에게 좋은 소리를 하고 살라는 

것이다. 허무하게 죽을 인생인데 아득바득 남에게 나쁜 소리를 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

고 강조한다. 

(4) 그밖의 아리랑

강원도에 존재하는 다양한 아라리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민요 아라리는 세 종류

로 <긴아라리>·<자진아라리>·<엮음아라리>이다. 그런데 큰 범주에서는 민요라고 할 

수 있지만 민요풍의 가요인 아리랑도 강원지역에서 불려진다. 이 아리랑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려는 이유는 이 아리랑들이 강원지역에서 불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요 아리랑에는 <강원도아리랑>과 <정선아리랑>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선아리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선지역에서 불려지고 있는 <정선아리랑>이 아

니다. 정선지역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엮음아라리>가 존재한다. 이 <엮음아라리>가 

서울경기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정선지역에서 불리는 아리랑이라는 뜻으로 <정선아리랑>

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그러니 강원지역의 아라리가 서울지역의 경토리의 영향을 받

아 다른 노래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강원지역 사람들은 이 소리의 이름만으로 이 소리

가 강원도 소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곡조만을 따지고 본다면 경기소리에 

가깝다. 

<강원도아리랑>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강원지역의 <자진아라리>가 서울·경기로 유

입되면서 흥겨운 <강원도아리랑>으로 재탄생하였다. 이 역시 곡조로 따지면 경기소리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 <강원도아리랑>과 <정선아리랑>의 이름 때문에 강원지역의 소

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강원지역의 자생적인 소리는 아니다. <자진아라리>

와 <강원도아리랑>, <엮음아라리>와 <정선아리랑>은 비슷한 듯하지만 다른 노래이다. 

본조아리랑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강원지역의 아라리가 서울·경기지역으로 넘어가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아라리가 몇 천 수 조사되어 실려 있는 강원의 

민요 Ⅰ·Ⅱ에는 본조아리랑이 딱 여덟 수 나온다. 고성지역에 2수, 동해 지역에 2수, 

화천 지역에 2수, 춘천과 홍천에 각각 1수씩이 나온다. 물론 이 본조아리랑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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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들이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전통사회에서 일할 때 불렀던 소

리를 얘기할 때 이 본조아리랑을 부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3) 시·군별 아리랑의 존재 양상

(1) 현재 아리랑, 아라리 전승 양상

<긴아라리>·<자진아라리>·<엮음아라리> 세 아라리와 <강원도아리랑>과 <정선아리랑

> 두 아리랑은 강원 지역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하는데 모두를 합쳐서 부를 때는 아

리랑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이 다섯 아리랑의 시 군별로 분포 양상을 따지면 강원 지역 

아리랑의 판세를 읽을 수 있다. 다섯 종류의 아리랑이 어떤 양상으로 퍼져 있는지 종류

별로 함께 나타나는지 아니면 한 종류가 강세를 보이고 나머지는 약세를 보이는지 혹은 

두 가지 이상씩 짝을 이뤄 나타나는지 살필 수 있다.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조

사된 다섯 종류의 아리랑의 분포 양상을 시·군별로 따져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긴아라리> 분포

비율면에서 <긴아라리>는 강원지역 전체 아라리 대부분을 차지한다. 『강원의 민요』 

Ⅰ·Ⅱ에 실린 전체 아리랑의 수는 3,115 수인데 <긴아라리>의 수는 전체 아리랑의 87%

에 해당하는 2,722수이다. 이것은 <긴아라리>가 아라리를 대표하는 소리라는 증거가 된

다고 본다. 조사자 간의 편차를 염두에 두더라도 눈에 띄게 <긴아라리>가 많이 채록

된 지역은 영월 463, 삼척 299, 인제 287, 홍천 275, 태백 198, 평창 196, 원주 179, 동해 

136, 춘천 116, 화천 105 등이다. 이상 위 지역은 100수 이상의 아라리가 조사된 지역이다. 

그렇다면 <긴아라리>가 100수 이하의 지역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한데 <긴

아라리>가 100수 이하로 채록된 지역과 채록된 곡수는 다음과 같다. 정선 98, 강릉 82, 

양구 80, 양양 69, 고성 67, 속초 48수, 철원 5수 등이다.40) 한눈에 보기에도 동해안 지

역이 주로 눈에 띄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동해안 지역에서 <긴아라리>가 적게 

조사되었다. 그런데 같은 동해안이면서 동해안의 남쪽지역은 사정이 조금 다르게 나타

난다. 특히 삼척지역은 같은 영동 지역이면서도 300수에 가까운 <긴아라리>가 조사되었

40) 정선 지역에서 긴아라리가 다른 지역보다 적게 나타난 것은 의외이다. 흔히 <정선아리랑>이라 하여 정선을 긴아라리의 본
고장이라 칭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것은 역차별적인 상황으로 이해되는데 정선 지역은 긴아라리가 워낙 흔하다보니 
조사자가 오히려 긴아라리를 조사하는데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횡성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정해진 원고량에 맞추어 조사자는 흔하다고 생각되는 긴아라리를 조사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누락시켰음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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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동해 역시 136수라는 적지 않은 수의 <긴아라리>가 나타났다. 이것은 아라리의 분

포 양상을 살피는데 주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 주목할 만하다. 

통계적인 수치만을 살펴봤을 때 <긴아라리>가 주로 많이 불리는 지역은 백두대간 영

서지역 전체와 영동지역의 동해와 삼척지역이다. 영서지역의 시·군만을 고려해 보았을 

때는 백두대간 서쪽 바로 아래와 가까운 시·군에서 주로 많이 불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와 인접한 지역보다 백두대간과 가까운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긴아라리>

가 불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강원지역의 지리적 상황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긴아라리>는 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② <자진아라리> 분포

강원 지역에서 <자진아라리>

가 많이 불린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확연하게 구분된

다. <자진아라리>가 많이 불린 

지역은 강릉 43, 인제 32, 홍

천 26, 원주 22, 춘천 19 등의 

지역이고 <자진아라리>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지역은 삼척·

양구·양양·정선·철원·평

창·태백 등이다. 흥미로운 점

은 <자진아라리>가 많이 불린 지역은 <긴아라리>의 세가 비교적 약한 지역이라는 것이

다. 전체적으로 <자진아라리>에 대한 조사 편수가 <긴아라리>에 비해 적은 상황을 감

안하더라도, 여러 다른 조사자들이 각각의 지역을 조사하였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주목된다. 

삼척·양구·양양·정선·철원·평창·태백지역은 <자진아라리>가 한 수도 나오지 않

았다. 그런데 이 지역들 중 <긴아라리>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은 삼척·정선·평창·태

백 등이다. 그러므로 <긴아라리>와 <자진아라리>는 서로 영향권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영월에서 <자진아라리>가 2수만 채록되었다는 점은 위 사실을 뒷받침한다. 영월 

역시 <긴아라리>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자진아라리>는 <긴아라

리>에 대해 배타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평창 아라리보존회(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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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엮음아라리> 분포

강원의 민요 Ⅰ·Ⅱ에 따르면 <엮음아라리>가 나타나지 않은 지역은 강릉·고성·

속초·양구·철원·양양 등이다. <엮음아라리>는 <긴아라리>의 변주이므로 <긴아라리>

가 많이 불리는 지역과 일치하여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삼척·태백·평

창·영월 등의 지역에서 <엮음아라리>가 비교적 많이 조사된 것은 이상하지 않다. <엮

음아라리>는 원래의 옛소리인 향토민요로 존재하였음이 분명하다. 정선지역의 옛어른들

이 부르는 <엮음아라리>는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 소리들은 박자나 선율 면에서 정

형화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자신만의 곡조에 얹어서 늘어놓는다. 이

러한 점이 나중에 잡가화된 <정선아리랑>과 구별되는 것이다.

④ <강원도아리랑> 분포

<강원도아리랑>이 조사된 지역은 강릉 4, 삼척 7, 영월 6, 인제 6, 철원 22, 춘천 13, 

홍천 21, 화천 18 등이다. 이에 비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지역은 고성·동해·속초·양

구·양양·원주·정선·태백·평창·횡성 등이다. 강원도아리랑이 많이 불려진 지역은 

영서 북부지역이다. 특히 경기도와 인접한 춘천·화천·홍천 등에서 많이 불려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강원도아리랑이 경기소리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특히 철원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수를 보이지 않지만 <긴아라리>가 겨우 

5수인데 비하여 <강원도아리랑>은 22수로 나타나 <긴아라리>와 비율면에서 볼 때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다른 강원지역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렇듯 <긴아

라리>보다 <강원도아리랑>이 더욱 많이 나타난 것은 철원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

라 생각한다. 철원지역은 행정구역상 강원도에 속하여 있지만 지리적 위치의 특징으로 

생활권과 문화권이 경기도와 더욱 가깝기 때문이다. 

⑤ <정선아리랑> 분포

강원의 민요 Ⅰ·Ⅱ에 나타난 <정선아리랑>은 <엮음아라리>와 구분짓기 쉽지 않다. 

그렇지만 <정선아리랑>으로 분류된 노랫말에는 경기소리가 있으며 고정된 노랫말을 

가지고 있어 <엮음아라리>로 불리는 지역의 자생적인 노랫말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

다. <정선아리랑>이 불려진 지역은 춘천 6, 동해 2, 삼척 1, 속초 1, 양구 3, 양양 4, 영

월 3, 원주 4, 철원 13, 춘천 7, 태백 2, 홍천 11 등이다. 역시 철원지역의 비율이 가장 

높다. 철원은 <긴아라리>가 5수만 조사된 데 비해 <강원도아리랑>과 <정선아리랑>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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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불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원도아리랑>보다 더 많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도 

알 수 있다. <정선아리랑>이 나타나지 않은 지역은 강릉·인제·정선·평창·화천·횡성 

등이다. 

이상을 다시 시·군별로 정리하면 아래 제시한 표와 같다. 

<시·군별 아라리 분포 양상>

지역 긴아라리 자진아라리 엮음아라리 강원도아리랑 정선아리랑 계

영월 463 2 2 6 3 476
홍천 275 26 2 21 11 335
인제 287 32 6 6 0 331
삼척 299 0 8 7 1 315
원주 179 22 5 0 4 210
태백 198 0 8 0 2 208
평창 196 0 2 0 0 198
춘천 116 19 8 13 7 163
동해 136 6 3 0 2 147
화천 105 13 2 18 0 138
강릉 82 43 0 4 0 129
정선 98 0 0 0 0 98
고성 67 13 0 0 6 86
양구 80 0 0 0 3 83
양양 69 0 6 0 4 79
속초 48 2 0 0 1 51
철원 5 0 5 22 13 45
횡성 19 4 0 0 0 23
계 2,722 182 57 97 57 3,115

(2)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리랑 단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아라리가 불려지지 않는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 그럼에도 

아라리를 전승·교육·보급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아라리보존회가 있는 지역은 많지 않

다. 정선 아리랑보존회, 춘천 의병아리랑보존회, 인제 뗏목아리랑보존회, 원주 어리랑보

존회, 태백 아라레이보존회, 평창 아라리보존회 등이 전부이다. 여기에 강릉 학산오독떼

기보존회에서 모심는소리로 <자진아라리>를 부르는 것, 양구 지게상여놀이보존회에서 얼

레지타령을 부르는 것, 횡성 회다지소리보존회에서 횡성어러리를 부르는 것 등을 더하

면 강원 지역의 아리랑 단체 대부분을 아우를 수 있다.

이렇듯 강원 지역은 아리랑의 메카인 만큼 다양한 아리랑보존회가 활동하고 있다. 이 

중에는 강원도무형문화재와 연관된 아리랑 단체들이 있는가 하면 문화재지정과 상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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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체적으로 아리랑보존회를 만든 지역 단체들이 있다. 

이 보존회들의 목적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문화재로 지정받는 것이다. 보

존을 하지 않으면 소리는 사라진다. 아니 보존하겠다고 관리를 하여도 제대로 된 관리

가 어렵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 보존회들 중에는 모두 

지역의 자생적인 소리에서만 출발했다고 보기 어려운 단체들이 존재한다. 

앞서 말했듯이 민요는 아라리만 민요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민요는 자생적인 소리이

다. 자생적인 소리라는 것은 외지소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불

려졌던 소리를 말한다. 농사지으면서 불렸던 소리가 자생적인 소리라면 전문소리꾼들의 

공연, 예를 들면 사당패 소리라든가 유랑연예단체에서 배운 소리 등이 외지소리라고 하

겠다. 그런데 몇몇 단체들은 그 지역의 자생적인 소리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가요 아리

랑으로 지역의 아리랑을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낳는다. 원래의 자생 소리가 아니므로 지역에서 

전승된 아라리라는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지역공동체의식에 이바지하지 못한다. 공연

화·무대화에 적합한 아리랑은 지역민들의 삶과 괴리가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그 지

역 출신이 아닌 소리꾼들이 보존회에서 활동하기도 한다. 지역 출신이라는 점이 지역

에 한정하거나 다른 지역을 배타적으로 밀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라리 본래의 자

연스럽게 전승된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몸에 익어 자연스럽게 

나는 소리여야 아라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특징이 잘 살아난다. 

원래의 지역 소리를 전승하지 못한다면 보존회의 의미가 적다. 그러므로 보존회는 지

역 소리와 소리꾼 발굴에 힘써야 한다. 끊임없이 지역에 자생하는 소리와 소리꾼을 찾

고 교육하고 보존회를 키워가야 한다. 문화권력으로서 보존회가 아니라 지역에 자생하

는 소리와 함께 지역민이 부르는 아라리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본래 

민요 아라리가 가지는 의의를 지킬 수 있으며 보존회를 지키는 길도 된다. 

(3) 아리랑의 역할

아라리는 원래 기층민의 소리이다. 민요는 태생적으로 민중적이고 기층적이다. 산업화

와 기계화로 인심이 각박해졌다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고사하고 관심조자 갖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

으로 예측된다. 

강원 아리랑의 역사는 우리나라 아리랑 역사의 시작이다. 거의 유일하게 아직까지 생



198  강원도사

제1장 | 강원의 구비전승

명력을 가지고 전승되고 있는 민요이기도 하다. 아리랑이 전승되어가면서 새로운 노랫

말을 만들어지는 등 창작이 계속되고 있다. 아리랑으로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냄으로써 우리들이 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길 

기대한다.

유명희(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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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무가

1. 변천과 특징

강원도는 면적의 대부분이 산지로 형성된 도(道)이다. 한반도의 척추인 태백산맥을 분

수령으로 동쪽은 영동, 서쪽은 영서지역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다. 태백산맥 동쪽은 경사

가 급하여 해안평야의 발달이 취약하고, 태백산맥 서쪽은 경사가 완만하여 남·북한강

의 대하천이 발달하고, 산지가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다.

광활한 지역에 자연지리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적 상황을 담고 있다. 

강원도 굿은 무집단의 층위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의례의 형식이 달리한다. 굿은 지역의 

문화적 토대에 따라 형성되고, 다양한 입무 계기에 따라 내용에 차이를 보인다. 또한 

지역적 토대와 단골 관계를 통해 무당을 선택하고, 무의례의 형식도 달라진다. 이러한 

단골 관계를 맺고 있는 무당은 그렇지 못한 무당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으며, 단골 관계

는 단골판에 다른 무당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 무당의 역할과 활

동범위로 인해 무집단 사이에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반대로 갈등관계가 형성되

기도 한다.

강원도 차원에서 모든 시·군 또는 전역에 행해진 조사는 민속지, 강원의 민요 Ⅰ

~Ⅱ, 강원의 설화 1~3권 등과 박관수의 강원도 송경 연구 1~3권 이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일제강점기 한인 학자에 의한 무속 조사는 이능화의 조선무속고1)가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일본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무랴야마 지준(村山智順)의 부
락제(部落祭)2)·조선의 향토오락(朝鮮の鄕土娛樂)3)·조선의 무격(朝鮮の巫覡)4), 아키

바 다카시(秋葉隆)의 조선민속지(朝鮮民俗誌)5) 등이 있다. 

특히 1920년대 이후 조선총독부 명의로 집행한 조사는 일제의 조선 무속에 대한 정

책적 관심과 조직화된 조사 사업의 결과물이다. 일제가 식민지 조선의 통치에 따른 참

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수행되었다고는 하나, 그들의 조사가 이후 정책에 

반영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일제는 조사의 ‘시의성과 긴급성’을 충족하고자 조직화된 경

1) 李能和, 1927, ｢朝鮮巫俗考｣, 啓明 19, 啓明俱樂部(李能和, 李在崑 옮김, 1991, 朝鮮巫俗考, 東文選).

2) 村山智順, 1937, 部落祭, 朝鮮總督府.

3) 村山智順, 1941, 朝鮮の鄕土娛樂, 朝鮮總督府.

4) 村山智順, 1932, 朝鮮の巫覡, 朝鮮總督府(무라야마 지준, 최길성·박호원 역, 2014, 조선의 무격, 민속원).

5) 秋葉隆, 1954, 朝鮮民俗誌, 六三書院(秋葉隆, 沈雨晟 옮김, 1993, 朝鮮民俗誌, 동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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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기구를 이용하였다.6) 따라서 조사자의 무속에 대한 선입관이나 태도, 이해 정도에 따

라 전혀 다른 결과로 채록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동일한 조사항목에 따른 광범위한 

내용을 단기간에 전역에 걸쳐 파악할 수 있다는 점과 조사내용이 현재는 알 수 없는 

1927년부터 1931년까지의 현지조사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7)

무라야마는 조사 자료와 문헌·신문기사 등을 통하여 각 도별 무격의 분포·신분·성

별·호칭·성무동기와 과정 등을 조사하였다. 그는 조선의 무격에서 강원도 지역 무

속의 양상을 기술하였다. 그의 자료를 통해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 강원도의 상황

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의 무격에 의하면 강원도에서는 무당(巫堂)·점쟁이(占匠)·복

술(卜術) 등의 무칭(巫稱)을 사용하였다.8) 또한 성무 동기에 따라 무당의 유형을 생업(生

業)·세습(世襲)·영감(靈感)·방일(放逸) 등으로 구분하였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생활을 

유지하게 위해 무격이 된 자가 많고, 두 번째로 부모로부터 세습한 자와 신비로운 영감

을 받아 된 자9)라고 기술하였다.

대부분 무당이 되기 위해서는 대략 7~8년간 선배나 스승부터 수년간 수업한 후 독립

하여 무업에 종사한다. 생계를 위해 무업을 할 경우 영감무(靈感巫)나 세습무(世襲巫)와

는 차별되는 무엇이 필요하다. 생업무(生業巫)의 경우 영감무의 특징인 신의 계시나 세

습무의 특징인 예능과 세련된 의례의 절차를 구비하기가 어렵다. 생업무가 의뢰자의 신

뢰를 얻기 위해서는 영감무나 세습무가 잘할 수 없는 술법과 경문을 익혀야 한다. 이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유리하다. 한자로 된 경문을 배우고, 어

려운 의서(醫書)를 숙지하려면 이를 읽을 수 있는 학문적 소양이 있어야 한다. 이 시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생업무에 남무가 많은 것이다.

일제강점기 강원도 지역에서 무당이 행하는 기도·점복의 종류를 살펴보면, 점은 산통

으로 괘를 뽑는 산통점(算筒占)·솔잎으로 간단하게 점을 치는 단시점(短蓍占) 등 육효

점과 방울을 흔들어 점을 치는 방울점, 쌀·엽전·점대·관상·손금 등으로 점을 치는 

방법이 있다. 의뢰자의 생년월일시로 장래의 운세를 점치는 사주, 의뢰자의 음성을 통해 

길흉을 점치거나 문자로 길흉을 점치는 음성·파자 등이 있다. 흔히 신수를 보거나 병

이 들었을 때, 인간의 운세를 판단하고자 할 때 점을 친다.

기도의 경우는 단순한 기도 외에 푸닥거리 또는 굿에서의 치성을 의미한다. 굿에는 

6) 1920년대에는 면 단위까지 경찰주재소가 설치되어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경찰로 근무하였다. 장신, 2004, ｢경찰제도의 
확립과 식민지 국가권력의 일상 침투｣,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혜안.

7) 무라야마 지준, 최길성·박호원 역, 2014, 조선의 무격, 민속원, 11·40쪽.

8) 위의 책, 2014, 78쪽.

9) 위의 책, 2014,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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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황굿·거리굿·신굿·안택굿(재수굿)·병굿·수망굿·오귀굿 등이 있고, 잡귀 또는 귀

신을 가두기 위한 독경이 있다. 독경을 할 때는 옥갑경·옥추경·대세경·철망경·명당

경·보신경·안택경 등의 경문을 외면서 기도한다.

이처럼 조선의 무격에서는 강원도에서 행하는 무의식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대략적

으로 파악하였으나, 의례의 세부 절차나 무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아 구체적인 상황

을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강원도 지역에서 전승되고 학습에 토대가 되는 무가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굿에서 무당에 의해 구연되는 것이 무가이다. 무당은 오감을 통해 무가를 무수히 반

복함으로써 학습한다. 나아가 판에 박힌 사설10)을 외우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첨삭을 

통해서 무가를 다듬는다. 즉 학습의 정도나 재창조 능력의 여부, 무당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 관중의 개입 여부, 시간적 제약, 무의 경제적 이윤 추구, 제주나 관중의 

경제적 상태, 연행 장소의 시·공간적 변화, 지역적·생업적 토대 등의 상황적 요인은 

무가뿐만 아니라 굿 전체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변화요인이다.

2. 서정무가

서정무가는 신이나 인간의 주관적 정감을 표현한 무가이다. ‘꽃노래굿’과 ‘뱃노래굿’은 

마을의 서낭굿이나 망자를 천도하는 오구굿에서 신을 떠나보낼 때 구연하는 무가이다. 

‘초롱가’는 오구굿의 초롱등노래에 쓰이는 무가 사설이다. ‘원젹가’는 망자의 원정(寃情) 

즉, 억울한 사정을 노래한 것이다. 이것은 오구굿의 ‘초망자굿’이나 ‘조상굿’에 삽입된다. 

망자가 이승의 가족들과 이별하거나 조상굿에서 자손들과 작별하는 장면에서 구연된다. 

각각의 무가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꽃노래굿

남무아미타불 이제저제 외우신염불

다른염불 아니옵고 꽃노래 염불 외와주자

10) 무가는 장편의 노래이고 따라서 많은 표현들이 연결되어 이루어지는데, 그때마다 사설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작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무당은 거의 자동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무가의 사설을 암기하고 있다. 
박경신, 1991, ｢무가의 작시원리에 대한 현장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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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점이 죽은 후로 화초가 임자 없아

성인군자 이른말씀 정궁요대 이룬집에

석가석문 굳이닫고 사해를 바래 보니

일모청산을 하직하고 시절이 분분하여

저산천에 임자되여 사시풍경 찾이하고

화초가 임자없아 사시장차 노일다가

오늘당장 임자만나 꽃도색이 절로난다

정이삼월 돌아오니 화신풍 어이만나

만화방창 꽃이필때 퇴계산 순인군은

팔이팔개 다리시고 남풍지 오연금은

해오미진 은혜로다 군왕부귀 목단화요

수향산 월화중에 장수인연 몸이되여

태산같은 굳은절개 수궁충신 해일화요

십년처사 도연명은 오도령을 마다하고

정원을 돌아드니 임금정이 소요하던

제일풍도 국화로다 오륜삼강 장상월은

머리 위에 부첬으니 한산청류 매화꽃

상산상호 옛노인이 궂은갈포 몸에입고

청여장 손에쥐고 석답위에 잠이 드니

노인방불 백꽃이라 망성성불 정결부인

외인부인 금선화 이십세에 등장되여

백수자연 넌짓만나 한나라에 충효하고

신상인수 받았으니 청춘소년 석죽화

억조창생 문무중에 죽고살고 사생화

도솔천 극락세계 우천만의 불동화

풍우무변 주림경은 공명을 스승삼아

태극도로 의논하던 군자지생 연꽃이라

옥류사천 비켜앉아 추마들어 소권하던

찬이같은 해당화요 춘풍도리 골사방은

절대가인 손목잡고 동산위에 올랐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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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유좋은 백동화 팔월부용 군자룡은

만단충신 홍연화 남양이 부동하니

소식전턴 판매화라 월중단 개화하며

하연벽력 자약화 청태산 들어가니

목창옥에 옥매화 또한편을 바라 보니

사철화도 피여있고 참언죽 어화초자요

목단요지 행화초라 노인방처 무심처에

야정춘산 기화꽃 춘하처처 상숙하니

분벽사창에 진달화 자연동풍 우로중에

연파강산 동백꽃 남풍지 훈해로다

유초생전 퇴계산에 명협화가 피여 있네

삼친당 이룩한데 반백반홍 봉선화

위성조유 우겹진에 객사청청 버들화

이시자야 춘자게하니 분명하다 다래화

만화방창 무심처에 춘광석단 석류화

남촌북촌 세우중에 화락창전 상단화

화막정정 역불소에 일락황혼에 홍동화

용산충신의 나래화 저나라에 태평화

극락세계 염불화 어수화가 좋다헤도

장안안에 풍류로다 백꽃이 좋다헤도

노인이 짝지를짚고 연꽃이 좋다헤도

수연이 눈물짓고 패리꽃이 좋다헤도

상주보고 락루한다 해바리기 좋다헤도

해를안고 놀아난다 수박꽃이 좋다헤도

백모래 밭에 스러진다 고지박꽃이 좋다헤도

지붕꼭대 놀아나고 봉선화가 좋다헤도

장독뒤에 놀아나고 산천초목 연달화는

초목잡고 락노한다 뒤동산 할무대꽃은

늙으나젊으나 꼬꾸라진다 호박꽃이 좋다헤도

담장위로 놀아난다 해당화야 해당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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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 설어마라

명년이라 춘삼월에 꽃도피고 잎도핀다

청경유리인경수 애기옥당 두견화 옴동화

동화가동화 사바하

2) 뱃노래굿

남무아미타불 이제저제 외우신염불

다른염불 아니옵고 용선가염불 외와주자

용선님은 성인고로 지성으로 배를 모와

유수강 백만중에 배삼척이 떠나온다

저배이름이 무엇인고 선개용선이 아니신가

그뒤밑에 오신배는 거북선이 아니신가

임물에 닻줄걷고 시몰에 용침걸아

법화경을 답북싣고 저배짐대 삺혀보니

구백대를 세워놓고 모래용침 삺혀보니

강남서 나오시던 청당사 홍당사에

벗줄메어 던저놓고 임몰에 무상님은

문수보현보살 오르시고 공울에 사공님은

지장보살 오르시고 우편에 오른님은

관음대세지보살 오르시고 좌편에 오른님은

관자제보살 오르시고 오백나흔이 오르시고

선주되여 오른님은 석가여래가 오르시고

인력적군 삺혀보니 나만존자 목련존자

가석존자 오르시고 성문령가 오르시고

인력들아 동력들아 화장하야 오른님은

아양노 금산부처 팔공덕 주절법에

무량수 여래불과 아미타불이 오르시고

어열신 금일영가 이세상에 하신공덕

저용선에 모셔놓고 일체풍류 하실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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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에 청황용이 오색구름을 방폐한다

육도야 저중생들 생연화를 꺾어들고

칠보궁전 내리시며 염불을 하는구나

올으시며 염불한다 구비구비 법성원아

모모히 송자로다 닻잡아라 닻잡아라

시황바람이 건들불어 보리수 계수낭게

벗줄메여 던저놓고 어열신 금일령가

오른관을 죽여쓰고 칠보옷을 입기시데

저기가는 보살님요 어데까지 가나이까

나도 그란이라 부모형제 솜씨받아

일가친척 화목하고 염불로 길을닦아

극락세계로 가나이다 잘간다 가지말고

못간다 서지말며 흘러가는 냉수처럼

쉬염쉬염히 가옵소서 수미산 저고개로

넘듯이 넘어가니 극락이 여길런가

시왕이 여길넌가 구품연화장 여길런가

쌍쌍도량이 여길넌가 남무대교주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화신 석가모니불 동방약사 유리광불

서방극락도사 아미타불 삼천불조 오십삼불

비구니 우바사세미동동 임물에 가득싣고

방폐짐대 가득싣고 이산저산 마산중에

대현국이 왕래하던 최심심심 선가용선

청경유리 인경수 애기옥당 두견화 옴동

화 동화 가동화 사바하

3) 초롱가

남무아미타불 이제저제 외우신염불

다른염불 아니옵고 초롱가 염불외와다가



206  강원도사

제1장 | 강원의 구비전승

금일령가 모시고 인로왕보살과 동참하야

극락세계로 모시자

남무봉청황소지금강 일심봉청대세지금강

동방청유리 화장세계 청호롱에 푸른촛불밝혀

어열신 금일령가씨 청유리 세계로 모시자

남방에는 적유리세계 적초롱에 붉은촛불밝혀

어열신 금일령가 적유리 세계로 모시자

서방에는 백유리세계 백초롱에 흰촛불밝혀

어열신 금일령가 백유리 세계로 모시자

북방에는 흑유리세계 흑초롱에 검은 촛불밝혀

어열신 금일령가 흑유리 세계로 모시자

중앙에는 황유리세계 황초롱에 노랑 촛불밝혀

어열신 금일령가씨 황유리 세계로 모시자

천연흑두 초롱을밝혀 열대왕전으로 모시자

모시자 모시자 제일진광대왕 모시자

모시자 모시자 제이초강대왕 모시자

모시자 모시자 제삼송제대왕 모시자

모시자 모시자 제사오관대왕 모시자

모시자 모시자 제오염라대왕 모시자

모시자 모시자 제육변성대왕 모시자

모시자 모시자 제칠태산대왕 모시자

모시자 모시자 체팔평등대왕 모시자

모시자 모시자 제구도시대왕 모시자

모시자 모시자 제십전륜대왕 모시자

남무대성인로왕보살 금일령가 인도하야

각각절로 모시자 협천 해인사로 모시자

양산 통도사로 모시자 동래 범어사로 모시자

경주 불국사로 모시자 대구 동아사로 모시자

영천 은혜사로 모시자 영일 오어사로 모시자

포항 관음사로 모시자 홍해 청곡사로 모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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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 보경사로 모시자 울진 불영사로 모시자

삼척 죽서루로 모시자 강릉 경포대로 모시자 

오대산 월정사로 모시자 양양 낙산사로 모시자

속초 신흥사로 모시자 간성 건봉사로 모시자

일만이천봉 팔만구암자 금강산 장안사로 모시자

유점사 법당으로 모시자

청경유리 인경수 애기옥당 두견화 옴동

화동화 가동화 사바하

4) 원젹가

나는가내 나는가내 오든길로 나는가내 오든길이 어드맨요 열반피안

거게든가 나간다고 설어말고 사랏다고 좋아마소 만고제화 후배들

도 영영이길 가고마내 이산저산 피는꽃은 봄이오면 싹이튼

다 이골저골 장유수는 한번가면 다시올까 저봉넘어 떳든

구름 종죡조차 볼수없내 공산야월 두견죠는 날과갓튼 한일

는가 부귀영화 밧든복락 오늘날로 가히업서 실상업서 살든몸

이 허망하다 몽중갓튼 이새상에 초록인생 드러보소 인간칠십

고래회는 고인먼저 일넛서라 진실사업 하든사람 죽은날로 아

나죽게 생각대로 못한 한은 태평바다 눈물인가 영결이야 왕생이야

무거무래 참말이다 무상이냐 불생불멸 현전이다 천당인가 극

락인가 연산고해 그중이다 천지소멸 칠지라도 일단고명 력력하다

연화대로 간다드니 화장장이 왼일인가 명당차저 간다드니 공동

묘지 기중인가 악심독심 모진사람 날보아서 고만두소 의기

생활하는 사람 날보아서 조심하오 상해심이 적은사람 날보아

서 동정하소 아만심이 만흔사람 날보아서 게량하소 무상심이 없

는사람 날보아서 발심하소 명이장에 호된사람 날보아서 자각하소

주색게에 불량자는 날보아서 회심하소 의식으로 구족된자 날보아

서 심득하소 구식으로 구든사람 날보아서 허식하소 신식으로

밝은사람 날보아서 사긔마소 종교심이 없는 사람 날보아서 발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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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부심이 없는사람 날보아서 용단하소 사회심이 없는사람 날

보아서 단결하소 공덕심이 없는사람 날보아서 양성하소 도의심이

마는사람 날보아서 독립하소 자비심이 없는사람 날보아서 향상하소

무상인지 진상인지 생노병사 그뿐이다 과거련가 미래련가

잘못한죄 일염이다 열반노두 어제든가 어목동정 의심마소

가가문호 몰낫드니 다시보니 장안이리 본지풍광 누가몰나 청산

유수 어제없서 생사대로 깨친사람 고금천하 멧멧친가 깨치거든

일너주고 구전심수 할길업서 애고대고 우름소래 서산니 주산되고

지수가 명당이라 수화금목 영창하고 인의예절이 입주하니

삼강용이 돌보되고 팔자목이 도리라 하도낙서 구용들은 이

리저리 연못걸고 태백이 기와하니 좌무망츙이라 일역수

동문이요 이칠하 남문이요 삼팔목이 서문니요 사오구 북

문니요 오십토 중문니라 입문에 출닙하니 현관신수로다

방방이 드러가니 활술리 발가잇꼬 경대가 놀폇내 그가운데

죠흔집은 처처이 버려있다. 동졀리면 닸고놀고 하졀리면

열구놀자

3. 서사무가

신에 내력에 대한 이야기로 구연하는 무가로 무속신화이자 구비서사시이다. 강원도에

는 대표적으로 ‘당금애기굿’ 또는 ‘시준굿’, ‘심청굿’이 있다. 강원도에서 시준(세존)은 자식

을 점지하고 수명장수를 해주는 신으로 인식한다. 서사적 내용을 살펴보면, 세존이 당

금애기 집을 찾아가 연분을 맺고 이후 헤어진다. 당금애기는 임신을 하자 집에서 쫓겨

나고 아들 셋을 낳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아들들이 성장하자 아버지를 찾아 떠난다. 

세존과 만난 세 아들은 시험을 치러 친자확인을 한다. 세존은 아들들에게 성과 이름을 

지어준다. 성은 송씨(宋氏)요, 큰아들은 태산, 둘째아들은 평택, 셋째아들은 한강이라 이

름 짓는다. 당금애기는 삼한세존을 마련하여 자손을 점지하고 복을 주는 신으로 좌정한

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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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청굿은 눈[目]을 보호하고, 해업을 하는 사람의 눈을 밝게 해줘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서정적인 심청의 이야기는 고난한 관중들의 삶을 투

영하여 정화(catharsis)해 주고, 심청이야기에 담겨있는 가족관계 회복과 효의 실천을 상

기시킨다.

1) 세존굿

수로자 수로자 장홰여! 어자남섬부주

대한민국 강원도자는 이십육관 스물여섣

종도관음이고 이른이 한도잔이요 영좌좌

도는 칠십일관이라

오늘 여기 ○씨로터전 ○씨로명당안에 상찾이

중찾이 마련하실적에 천하방에 건귀치고

지하방에 황토깔아 생기복덕을 가려받아

목욕제개 전히하고 씨끈서답 개복하야 일공

부 정신으로 이정성 이정성 드리는 뜻은 돈이

많아서 하는것도 아니고 무당네 목소리들을

려고 하는것도 않이고 이댁가중 ○씨로 터전에

○씨로 명당에 가난이 적막하고 심란이 산란 

하야 이공덕을 드릴적에 알알이 줌줌이

개미굴탕 모우듯이 추워도 추운줄 몰으고

더워도 더운줄 몰으고 낮이면 종종걸음이고 

밤이면 수잠자면서 피땀흘려 모은돈으로 의

론하고 공론하여 이정성 드리는 것이 옳습나이다

지금까지 입은덕도 만사오나 새로새덕을 입자

고하오니 앉아도 삼천리 써서 구만리 문경새재

주류천하를 굽어보시는 어진석가 삼안세존님네

요 있는자손 불과주시고 없는자손 명과복을

줘서 굽어삺힐적에 말도선후가 있고 글도 선후

후획 이있는데 하물며 굿인들 어찌 선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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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겠나이까 맨먼저 들어오신 성관님은 영

정부정님네가 들어오셨고 두번째로 오신성

관님은 골메기 성황님네가 들어오셨고 그뒤밑

에 세 번째로 오신성관님네는 먼저간 선망 조

상 나종간 후망조상님네가 썩은 손목 마주잡

고 명금소리 상해듣고 오셨고 그뒤 밑에 네번

째로 오시는 석가삼안세존님네는 금자동아들

애기 옥동자딸애기 불과주시고 자손들 병없

이 고히 고히 일출월출 가꽈서 기타 해업도

하고 상공업도 하고 또 농업도 할적에 한재풍

재수재 조재도 다막아서 제액을다 막아달라

고 축원인데 웃줄이 석가삼안세존님네 나오

실적에 앞에 아홉상자 명짐지고 뒤에 열상

자복짐을 지고 똑내려 오는데 아마도 이렇게 

오시던갑더라

옛날이라 저옛적에 갓날이라 저갓적에

아장지 설법적에 송도시 말문적에

서천이라 서역국에서 오십삼불이 나올적에

나무배를 타고 나올려니 밑이 썩어서 못나오고

흙배를 타고 나올려니 풀어저서 못나오고

묻쇄배를 타고 나올려니 대천지 저한바다에

지남철이 무서워 못나오고 돌배삼척을 타고나올때

소래치자 침목을 달고 바람이 부는데로

물결이 치는데도 흔들거리고 나올적에

모진풍파 물결을만나 고성앞 포진 끝에다

돌배삼척을 엎어놓고 오십삼불이 흐터저서

금강산으로 올라간다 돌끝마다 올라앉고

나무끝마다 올라앉아 돌비삼년흙비삼년

날비삼년을 맞고보니 삼삼은구 구년을 맞다가

원이로세 원이로세 절짓기가 원이로세



제24권 민속[구전·예술]  211  

무가 | 제2절

개골산에 낭글비여다 높은봉에다 실어올려

높은데는 법당짓고 낮은데는 종각짓고

종각밑에다 너수짓고 너수밑에다 일주문달고

그절짓던 삼일만에 제맞이를 올리는데

여러묻중생 모와들어 어떤중은 광쇄들고

또어떤중은 대징들고 또어떤중은 목탁들고

또어떤중은 죽비들고 또어떤중은 파래들고

머리깍은 상제중은 큰법당 올라가서

다래몽두리 큰북체를 양손에 갈라쥐고

큰북은 두리 둥둥 광쇄는 콰과광광

대징은 디디딩 딩딩 목탁은 또두락 똑딱

파래는 처절 철철철 남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재맞이를 드릴적에

조석으로 공양올릴 제미쌀이 모잘라서

서천이라 서역국에 당금아가씨 집으로

제미동냥을 가자세라 

한곳을 당도하니 담장도 열두담장

대문도 열두대문 대문안으로 썩들어서서

광쇄는 콰과광광 남무아미타불관세음보살

시주공양 왔음나이다 이때후원 별당안에서

공비단에 수를 놓다가 앞문에 옥단춘아

뒤문에 명상금아 우리집에 인적가 있고

윤도소리 요란하고 법도소리 요란하니

어서 바삐 내다봐라 옥단춘이 내다보고 와서

아가씨요 아가씨요 어느대사 스님이 와서 시주

동냥을 달랍니다 하니 당금아가씨가 이말

을 듣더니 중이란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중구경이나 하여보자 공비단에 놓던수를 

십리만큼 밀처두고 치래치장을 차리는데

똑 이렇게 차리던갑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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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좋은 저 얼골에 분세수를 전히하고

구름같이 체진머리 동백기름에 광을내여

어리설설 흘려삐겨 전반도를 넓게따아서

궁초댕기 갑사물려 끝만물려 옆에달고

의복치장 둘러보니 순금데자 짝자구리

거칠비단에 안을바처 명자고름 슲히달고

은조롱 놋조롱을 초롱초롱 캥겨차고

물명주 고두바지에 오롱조롱 누벼입고

남방사자 호단치마 범나비 주룸잡아서

인나우 말을달고 용궁예차 끈을달아

맵수있게 졸라메고 삼승버선에 볼받아신고

가죽꽃신 끝만물려 배를 타고 건너와서

대청마룽방 안으로 가만히 살작 숨어든다

옛날이라 그옛적에는 하도 옛법이 심한골로

문틈으로 내다보다가 중의눈과 아가씨 눈과

한군데 마들처진다

저중의 하는 말이 여보씨요 아가씨요 산사

람을 문틈으로 내다보면 죽어 후생에 가게되

면 구천지옥을 못면하고 아주 못된 흉한 숭

숭 벌레가 되오니 사람구경을 할려면 대명

천지밝은 날에 문을 활작 열어놓고 사람구경

을 하시요 이말을 듣던 당금아가씨가 마룽방

문을 활작열고 완월장천 밝은날에 썩나서

는 것이 하여간에 얼마나 잘생겼던지 돋아오

는 반달같고 넘어가는 일월이라 왼통아가씨 

얼골에 서기가 반공한다

그만 이 중대사가 첫눈에 홀닥반헤서 두손을 

합장하야 두눈을 지긋이 감고 나무아미타

불 관세음보살 시주동냥왔읍나이다

당금아가씨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구 대사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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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주를 오실려거던 좀일직이나 오실것이지

아버님 천하공사 가셨고 어머님은 지하공사

가시고 아홉형제 오라버님들은 말공사

글공사 가시고 또 아홉방 고깐문이 점점

히 잠기였으니 어찌 동냥을 주오리까

아기씨요 당금아가씨요 소승이 손안데

고 쇳대않데고 고간문을 열어 줄터이니

한바리대만 시주하시요 하더니 짚었던

철죽장으로 천하를 견주고 지하를 견

주더니 열계자 문문자 계문경염불

을 치는데 똑 이렇게 치던 갚더라

권박봉미력 개문견석가 삼삼예무상

유희법왕가11) 일보증부동 래향수운간

기도아련야 입실예금성12)

남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계문경을 치니 아홉방고깐문이 월크

렁 절크렁 다 열리는구나 앞문에 명상금아

뒤문에 옥단춘아 아버지 잡숟는 쌀독

에 쌀한바리대 떠다 드려라 고하니 아이

구 아가씨요 아버지 잡숟는 쌀독에는 청 

룡이 구비를 첫읍니다 그러면 얘들아

어머님 쌀독에 가서 한바리대 떠다 드려

라고 하니 아이구씨요 안방마나님 잡숟

는 쌀독에는 황룡이 구비를 첫읍니다

11) 불교의 영가(靈駕) 천도재(遷度齋) 의식에서 쓰이는 ‘개문게(開門偈)’이다. 개문게는 법당 문을 여는 게송이다.
捲箔逢彌勒(권박봉미륵) 발을 걷으면 미륵을 만나고
開門見釋迦(개문견석가) 문을 열면 석사를 보게 되네
三三禮無上(삼삼례무상) 무상한 부처께 아홉 번 예배하고서
遊戱法王家(유희법왕가) 법왕의 집에서 즐겨보세

12) 영가 천도재에서 법당 마당에 드는 게송, 즉 ‘정중게(庭中偈)’이다.
一步曾不動(일보증부동) 한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來向水雲間(내향수운간) 물과 구름사이를 지나 왔네
旣到阿練若(기도아련야) 이미 아련야(절)에 도달했으니 
入室禮金仙(입실예금선)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께 예를 올리세



214  강원도사

제1장 | 강원의 구비전승

아이구 얘들아 그러면 아홉형제 오라버님

들 쌀독에 가서 한바리때만 떠다 줘라고

하니 아이구 아가씨요 아홉형제 쌀독에는 

청학백학이 알을 품었읍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가씨 잡숟는 쌀독에는 납닥거

미가 줄을 첫을터이니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한바리 대만 시주하시면은 소승은

그만 절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말을 듣던 아가씨가 직접쌀을 뜨라간

사이에 이때똑 엉큼한 중이 똑꾀를 네

는데 어떻게 던지 당금아가씨 곁에서

하루밤 정통을 하고 가야겠는데 만약

쌀만 시주하면 가라고 할것이고 또 않갈 수도 없

고 입장이 참난처하고 진퇴양난이다

이때 똑 이대사 중이 잔꾀를 네는데 뒤돌아

서서 주머니에서 대칼을 끄집어 네어서 자리

밑을 확 타줘놓는다 이때 아가씨가 쌀을

퍼와서 아이구 스님요 쌀받으시오 하니 엉큼

한 이중이 자루를 갔다데니 위로는 받는척 밑

으로는 쌀이 대문천에다 쏟아지는구나

아가씨가 하는 말씀이 아이구 스님요 시주동냥

을 다니실려면 자루나 성한 것을 갖이고 다니

시지 밑없는 자루로 끝없이 받으면 이일을 어찌

하란 말이요 앞문에 옥단춘아 어서자루를

집어라 뒷문에 명상금아 채이갖어 오너라

까불어 넣어주자 비갖어 오너라 실아주자

고하니 중대사의 대답이 장관이더라

아가씨요 우리절에 부처님은 하명금하신지

라 비로 실어넣으면 수수내가 나서 공양을

않받고 채이로 까불어주면 버들내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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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양을 않받는다고 하니 아이구 스님이요 그러

면 어찌하면 좋겠소 그라지 마시고 뒷동산 올

라가면 깨똥낭기 있을테니 그 깨똥나무절을

만들어 주워담아야 공양이 된다고 하니 깨똥

나무 절을 만들어 중과 당금아기와 옥단

춘이와 명상금 이마를 맞데이고 임불로

곰불로 줏어 담다보니 동해동산 돋은해

가 일락서산으로 기우러지는구나

아이구 스님요 이젠 날도 저물었으니 어서 바삐

절로떠나시요 하니 스님의 대답이 또 장관이다

여보시오 아가씨요 집을 두고 뫼로 가랍니까

유수같이 흐르는 밤에 하루밤만 류헤갑시다

당금아기가 생각다 못헤 그러면 얘들아 아버

지 주무시는 방에다 이부자리 헤드려라

하니 아이구 아가씨요 아버님 주무시는 방에는

눌레가 나서 못자겠읍니다 그러면 어머님 주

무시는 방에다 자리 보전 헤드려라고 하니 아

이구 아가씨요 안방마나님 주무시는 방에는

자식내기 하느라고 비린내가 나서 못잔다고

하니 그러면 얘들아 아홉형제 오라버니들

주무시는 방에다 이부자리 헤드려라 고하니 스님

말씀이 아이구 아가씨요 아홉형제 방에는 임내

땀내가 나서 못잔다고 한다 아이구 그러면 답답한

이 중아 어찌하잔말이요 그러면 봉당에 자고

가시오 아니면 마룽방에 자고 가시오 아니면 정

지에 자시요 아니면 마당에 자고가던지 마구깐에

자고 가던지 헤추간에 자고 가던지 스님마음데로

뜻데로 자고 가라고 하니 이때 똑 대사가 하는말

이 아이구 아가씨요 그런데는 말못하는 짐승들

이나 자는 법이지 어찌 인수인간이 그리 뉘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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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자겠나이까 그러지 마시고 연당건너 별당

안에 아가씨 주무시는 방에다 인물병풍을

이리저리 둘러치고 방가운데 물세그릇 떠다놓고

손않데고 입안데고 고히 자고 가겠나이다

그리고 병풍안에는 아가씨 주무시고 병풍밖에는

소승이 자고 가데 곱게 자겠나이다 그때 그물세

그릇이 바로 지금 결혼할 때 전하수 물떠놓고 초

례지네는 법인가 봅니다 그리하여 허는 수없이

아가씨방에다 아홉폭병풍을 둘러치고 병풍안

에는 아가씨 주무시고 병풍밖에는 스님이 자는데

바랑벗어 벼개하고 장삼벗어 이불삼아 덮고

자는데 엄큼한 중이라 꾀를 내는데 눕자말자

생코를 덜덜그리기 시작한다 당금아가 생각

해보니 스님이 동내동내로 돌아다니면서 시

주동냥을 다니다가 얼마나 피곤헸으면 자리

에 눕자말자 코를 골기 시작하는구나 하

고 그즉세는 당금아기도 옷을 품품히 벗

고는 선단뇨 대단이불 원앙침잡벼게며

샛별같은 놋요강은 발체만큼 던저놓고

잠을 자는구나 어느맘 때가 돼서 이엉큼한 

중이 본색을 들어내는데 벌덕 일어나서

병풍 넘어로 당금아가씨 주무시는 곳을 넝과

다 보니 분통같은 저방안에 월평같이 누운

모습이 외씨같은 이를 자그시 물고 샛별

같은 눈을 자긋히깜고 앵두같은 입슬을 자

긋이 물고 우뚝 쏫은 콧날이며 학과같은 긴

목이며 아가씨자는 모습이 어찌나 서기가 나

고 또 너무나 절세가인이요 한떨기피는 꽃이

라 탐화봉접인데 이정도면 어누구던지 또

중이던지 대사던지 않반할 사람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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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고 반하고 부득 뚜 둘고 자리 뜻고 우쭐거

리고 방구까지 나올정도인데 에라 사내대장

부가 한번먹었던 마음을 포기 할수가 있나

또 한번뺀칼을 꼽을수도 없고 그만 홀딱 반헤

서 얼마나 용을 많이 섰던지 춥지도 않는데

그저 밑에서부터 위로 치떨려오기 시작하는

데 그저 벌벌벌벌 (몸을 벌벌이 재담한다)

떤뒤에 이중은 똑 도사중이라 조화를 부리는

데 왕거미 세거미가 되어서 병풍 넘어로 엉금

엉금 기여 넘어가서 중의 한짝 팔은 당금아가

씨 벼게가 되어 있고 중의 한짝 다리는 아가씨 

의 허리에 둘러있으니 아가씨가 얼마만큼 자

다가보니 곧가씀이 답답한 지상이라 이상헤서

깜짝놀라서 눈을 뻔쩍 뜨고보니 낮에

승강이하던 중이 기둥가리같은 다리로 딱아놓

으니 요지부동수라

이때 아가씨가 허겁지겁 놀라서 벌떡일어

나면서 중을 보고 호령을 하기 시작하는데

에끼 천하에 고약한 이중아 중이라는 것은

만첩산중에 들어가서 불도나 닦을것이

지 솥가에 네려와서 이다지 무례한 법도

불법에 있더란 말이냐 고 야단을 치니

저 능글맞은 중대사의 대답이 더 장관이더라

아이구 당금아가씨요 그런말마시오 절에

올라야 중이지 마실에 와도 중이겠소 귀

위에 꼬갈이 중이지 귀밑에 부알조차는 중

이 아니고 나도 중이기 이전에 인간이 올시다

아가씨요 그런말 마시고 양반의 집에는 어

어릴 때부터 평생사주책을 내어놓았을

터이니 그책을 들여다 보시면 당금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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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의 팔자 직명에는 중의 가장이 분명할

터이니 그책을 본뒤에 죽이던 살리던 마

음데로 하시오 한다

이말을 들은 당금아가씨가 벽장 문을 열고 

사주책을 내어서 한 장넝과 두장넝과 삼

석장거들넝과 삺혀보니 과연 팔자는 못

속이던 갚더라 이리하야 허는 수없이 그때

부터 백년가약을 맺어 허락을 받어 그

날밤에 몇 번을 다리고 잦는지 나는 보지는 못

헷읍니다

이때부터 똑잠을 자기로 시작는데 똑 이렇

게 자던갚더라

초경에 잠이 들어서 이경에 꿈을 꾸는데

한짝 어깨는 해가 돋고 한짝 어깨는 달이 돋네

별새개가 떨어저서 치마폭에 쌓여뵈고

구슬새개가 뚝 떨어저서 아가씨 입으로 들어가뵌다

삼경잠이 깨어서 아이구 스님 도사님요

어서바삐 일어나서 꿈해석이나 하여주소

사만약사 하다고하니 이말듣던 중대사가 

중의무릎을 탁치더니 과연 내왔던 흔적있네

한짝 어깨돋는 해는 못난 나의 직성이고

또 한짝 어깨돋는 달은 아가씨의 직성이고

하늘에 별새개는 삼신이 굽어봤소

구슬새개가 떨어저서 아기씨입에 들어간 것은

아들삼태가 분명하오 이말이 끝나자 말자

중대사의 거동봐라 바랑을 둘러메고

가사장삼 떯처입고 방문밖에 썩나서더니

아가씨 당금아기씨 하루밤새 끼친피헤

어찌하여 다갚겠소 주머니속을 뒤지더니

박씨 새개 꺼내놓고 이박씨를 간직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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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간뒤 십삭만에 아들삼태를 놓게되면

아버지 찾아달라고 아기씨를 쫄라델적에

이박씨를 심어두면 풀이 뻗어나가는데로

그때 나를 찾아오시오

중대사가 두손합장하야 아가씨에게 남무

아미타불관세음보살 하더니 도사중인지

라 금방 온데간데 없이 재불살아지듯이

없어젔구나 이때 당금아가씨 거동봐라

낮에는 앉된다고 야단을 치더니 밤사이에 

중대사가 어떻게 지쭈물겨 놓았는지 도

사승이 떠난뒤에 똑 두다리 뻐처놓고 신세타

령을 하며 우는 것이 가관일네라

님아님아 무정한님아 나를 버리고 어델갔나

하룻밤에 정드려놓고 나를 버리고 아주 갔나

포도주가 단줄알았지 취할줄은 내몰랐네

님아 님아 야속한 님아 천리라도 딸아가고 

만리라도 딸아가지 가는곳이나 알으켜주오

가다가 애말라 죽으면 혼백이라도 딸아가지

나를 버리고가신님은 십리못가서 발병나네

오리도 못가서 애병난다 이별이자 이별별자를

그뉘가 냈단말인가 아이구 아이구 내팔자야

한참이렇게 신세타령을 하고난뒤에 중떠난

그달부터 입맛구치기를 시작하는데 밥에

는 빈내나고 물에는 할내가 나고 장에는 나장

내 나고 찾는 것은 씬것만 찾는구나

앞문에 옥단춘아 뒷문에 명상금아 뒷동

산치피 올라 떼기복숭아 말말이 따오고 섬섬

히 따오라 아이구 아가씨요 이제는 다따오고 하

나도 없다고 하니 얘들아 없으면 뿌리 조차 파

오너라 한달두달에 피를 모와 석달 넉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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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구처 다섣달에 반증걸어 읿곱달에 칠성걸

어 아홉달에 해운받아서 십싹을 고히 채울적에

천하공사 가셨던 아버지 오신다고 십리방포를

놓고 지하공사 가셨던 어머님 오신다고 오리

방포 놓고 말공사 글공사 가셨던 아홉형제

들 온다고 십오리 방포놓고 올적에 압문에

옥단춘아 뒷문에 명상금아 어서 바삐바

양나가서 왜당금아기는 않오느냐 묻거던 어머님

가신 그뒤로 푸중병이 들려서 온칸방문을

못나온다고 여주어라 고하니 옥단춘이 명

상금이가 오리바양을 가서 안방마님께 인사를

하니 얘들아 어찌너희들은 바양을 나왔는데

어찌 당금아기는 않보이는냐 고한다 아이구

마나님요 아기씬지 구기신지 팔만의 푸레국

인지 마나님 가신뒤에 푸중병이 들어서

온칸 방문에 출입을 못한다고 여쭈니 아이

구 얘들아 내가 아홉을 놓고 열번만에 온갓 

정성과 공덕을 드려서 딸하나 얻은 것이 푸중

병이 왠말이냐 하더니 자식에 애지중지한

것은 어미 밖에 또있나 맨버선 발로 집까지

뛰어와서 건너방으로 들어가니 과연 당금아기

배는 차독같은데 얘야 어데가 제일 아프냐

어데가 슲으냐 하며 골도 만지고 팔도 만

지고 다리도 만지며 물으니 아이구 어머

니요 아무데도 아픈데는 없는데 그저 배

안에서 여기도 불숙 저기도 불숙 후도

뿔을 차는지 권투시합을 하는지 그저

사방을 쥐어박는다고 한다

아이구 얘야 무슨병이 쥐어박는 병이 다

있느냐 참괴이한 일도다 있구나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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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괘문 덜컥 열더니 돈석냥 금싸래기

서홉가지고 하늘에 옥녀 무당이 영타

하니 단수나 한장치러가자 하며 무지개

발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아이구 마

나님오셨읍니까 하더니 이리 산쌀을

던지더니 아이구 마나님요 당금아기 

삼신이 두렷이 굽어봤으니 어디가서 산

바라지나 잘 하시요 한다

아이구 하늘에 옥녀무당 자네가 영한줄 았았

더니 개십도 않영하네 하고 욕을 퍼붇고

는 집에 내려와서 또 괘문열고 돈석냥 금

싸래기 서홉갖이고 지하에 필여 무당에게 

또 단수치러가니 아이구 마나님 오십니까

하더니 산쌀을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더니

아이구 마나님요 아무걱정마시고 집으로

올라가서 산바라지나 잘하시요 한다

아이구 위에년이나 밑에년이나 영타더니

남의 자식잡기 좋을만하네 뭔나데없는 

삼신이 굽어봤다니 아들삼태가 들어섰

다니 바라지 잘하라니 이게다 무슨 이빠

진개짓는 소리를 하느냐고 욕만 퍼붓

고 내려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의 돈을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은 문수가 나왔고 안

본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 싶어서 또 자식 내기를 

헤본 마나님인지라 마음에 잡히는 것이 있어

서 아가아가 당금아가 이에미에게 못할말

이 있느냐 똑바른데로 말하라고 다구치니

그즉세는 아이구 어머니요 그란이라 어머님이

지하공사 가신그뒤밑에 어떤 도사스님이 

와서 하루밤 자고갔는데 차츰차츰 내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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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지더라고 대답을 하니 그때야 어머니가

눈치와 기수를 알아차리고 아! 뿔사 큰

야단이 났구나 하고 생각 끝에 의론할길이

전히 없어 사랑체의 영감에게로 건너가는데

이때에 영감이 내다보니 저할망 탕구가 볼

일이 있으면 캉캄한 밤에나 올것이지 이벌건

대낮에 아희들 보는데 올것이 뭐있노 한다

아이구 영감요 우리당금아기가 이렇쿵저렁

쿵 하다하니 뭐 뒷집에 김참봉네 제사밥

먹으라 오라고 한다

아이구 영감탕구야 그런 것이 아니고 사만약사

약사 하다고 하니 요번에는 뭐이 어쩌고어

째 우리콩밭에다 누가 소를 몰아 넣었다고

한다 안방마나님이 기가 막혀서 아이구 영감

탕구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만저만 하다고 하니

요번에는 또 흥청같은 소리를 한다 뭐가 어쩌고

어쩨 이벌건 대낮에 뻴가벗어라고 한다

할미가 기가딱막혀서 하는말이 아이고 동내

사람들요 누가와서 우리집이 늙은 늑대귀

를 좀 뚫어주시면 내가 아무리 늙어도 하

루에 세번씩 업어 주겠읍니다 아이구

답답헤라 하고 가슴을 치더니 요번에는

늙은 첨지 귀를 꼭 잡고 큰소리로 우리

당금아기가 아희를 갖었으니 어떻게 하

면좋겠소! 하니 요번에도 딴소리만한다

다 늙은나를 동내 부역나오라고 한다

마님이 기가딱차서 하는말이 죽은귀신도

모두 눈까리가 까젓지 젊은 청춘들을 잡아

가지 말고 우리집에 저 늙은 늑대나 잡아

가지 왜 않잡아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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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아홉형제 아들네들이 기수를 알아

체리고 양반의 집에 이무슨 헤궤한 소리

냐하더니 저년을 당장 짝두에다 목을 처

라 하더니 우루루루 달려 들어서 당

금아기의 감탕같은 채진머리를 휘휘

청청 감아쥐고 짝두 끝에 목을 올려

놓는다 옛날 부자집에는 인백정

희광이가 있었던 갚더라

희광이는 칼을 갈고 또 칼에 소주를 품고

칼춤을 추고 야단 법석이 나더니 막 짝

두를 누를려고 할때 난데없이 청천하

늘에서 불벼락이 뻔쩍뻔쩍하고 각중

에 먹장같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천동이 뻔쩍거리고 뇌성이 우뢰주뢰하더

니 희광이 손발이 땅에 딱 얼어 붓고 먹

먹 부담부답 장석이되고 흙비돌비가

마구 쏟아져 물난리가 나고 당금아가씨

있는데는 해가 쩌렁 쩌렁 나있으니 이때 안방

마님하시는 말씀이 아홉폭 두리당치마

로 당금아기를 감싸며 얘들아 아홉형

제들아 당금아기는 하늘이 아는 자식이

니 너희들 마음데로 죽일수는 없으니

그리알고 만약에 당금아기의 피를 네어 죽

이면 우리대한민국에 인수인간의 조미

끼도 많고 농사를 지으나 사업을 하나

한재풍재조재수재가 많을터이니 그러

지말고 뒷동산에 올라가면 절로 생긴 돌

함이 있을터이니 거기갔다 넣어 놓으면 추워

도 지가 죽고 배가 고파도 지가 죽을터이니

그렇게 헤야한다고 하니 그말이 떨어지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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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뇌성벽력이 뚝 그치고 흙비 돌비도 

그치는구나 그리하야 당금아기를 앞세

우고 뒷동산으로 올라가면서 신세자탄을 한다

아가아가 당금아가 어이하다 이레됬나

원을하고 공드려서 너하나를 얻었는데

동함속이 왢말이냐 아이구 아이구 당금아가

불쌍하다 내딸이야 마른자리 진자리 골라

애써길른 내정국이 오메불망 간곳없고

모녀간에 이별할줄 그누구가 안단말이요

당금아기 거동봐라 땅에끌리는 치마자락

아듬아듬 걷어쥐고 뒤돌아며 눈물짓네

어지러운 사바세계 의지할곳 바이없어

미풍양속을 다버리고 산간벽지로 찾아가니

슲히우는 두견새야 너아무리 슲히울어도

내진정과 같은소냐 너도울고 나도울어

야밤삼경 긴긴밤에 단둘이울어 새워볼까

이리하야 모녀간에 얼마나 끌어안고 한없이

울다가 이별하고 내려와서 세월이 유수같

아 하루가고 이틀이가고 열흘지나니 안방

마님은 애지중지한 당금아기를 산천에 갔다

놓고 잠이 올턱이 없고 밥을 먹을수가 있

나 하룻날은 하궁금하야 뒷동산을 치

어다보니 하늘에서 돌함속으로 무지개발

이 뻐처있고 서기가 진동하고 하늘에 청학

백학 세마리가 돌함역으로 빙빙돌고 있구

나 아이구 이제는 우리당금 아기가 죽어서

하늘로 득천하나 보다 하고 마나님이 맨 

버선발로 허게야 노게야 뒷동산으로

치치 올라 돌함속을 들여다 보고 고함을 친다

아가아가 내딸이야 죽었느냐 살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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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말을하고 살아도 말을헤라

살아도 만나보고 죽어도 만나보자

돌함속을 들여다보니 아들삼태를 낳여놓고

청학백학세마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한짝날개는 깔아놓고 한짝날개는 덮었는데

추워도 추운줄 몰으고 더워도 더운줄 몰으고

평안하게 자는구나

이리하야 모녀간에 상봉하여 보니 백옥같

이 곱던아가씨 얼골에 나시꽃이 피여서 모

양없구나 얘야당금아가 그동안 뭘먹

고 쌀았느냐 고하니 아이구 어머님요 자

고나면 내머리맡에 흰백지에 참깨세알이 있

는데 그것을 먹고나면 왠종일 있어도 배도 

앉고프고 든든하다고 한다

아이구 얘야 당금아가 그러지말고 어서바

삐 집으로 네려가고 하니 아가씨가 아이구 

어머니요 아홉형제 오라버니들 무서워서

못간다고 한다 아이구 얘야 지은 죄를 물

리겠느냐 너 크던 후원별당 안에서 구무밥

을 먹이더라도 키울터니 어서 내려가자 아

기하나는 내가 업고 하나는 내가 안을터니

아기하나는 너가 안어라 이리하야 딸을 앞

세우고 어데쯤 내려 오다가 한곳을 당도하

니 때는 마침 늦은 봄철이라 노고지리 쉰

질깔리고 아지랑이 쌀쌀기는 잔듸밭에

당도하야 얘야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애들도 새물먹듯하는것 목도마린데

여기서 젖이나 좀먹여가자 당금아기

가 양짝 젖을 먹이는 동안에 어머니가

생각을 해보니 딸이 쌀았지 손자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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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지 아무리 생각을 헤봐도 너무기쁘고

꿈만같아 눈물도 나고 코물도 나고 해서 똑

외손자를 안고 사랑가를 하는데 똑 이렇게 한다

둥둥둥 내사랑 어화 둥둥 내사랑아

① 하늘에서 뚝떨어젔나 땅에서 불끈 쏫았나 둥둥둥 두리둥둥둥 덩어화 둥둥 

내사랑아

② 내딸이 죽은줄 알았더니 너싼 것이 천만이로다 둥둥둥 두리둥둥둥 덩어화 

둥둥 내사랑아

③ 너희들 치장은 내가 하마 너무엇을 너를줄까 노리노리 꾀꼬리 단참외 창

칼을 찔러서 너를 줄까 둥둥둥 두리둥둥둥둥 어화 둥둥 내사랑아

④ 둥굴둥굴 둥글 수박 윗꼭지 강릉백창을 좌르르 부어 아랫목에다 시럼히 

뒀다가 홰홰돌려서 너를 줄까 둥둥 두리둥둥둥덩 어화 둥둥 내사랑아

⑤ 소고기 육홰장에 찰밥을 말아서 너를 줄까 둥둥둥덩 두리둥둥둥덩 어화 

둥둥 내사랑아

⑥ 강릉냉면 틀국수에다 마느리 생강 휘추 가루넣고 참기름 떯춰서 너를 줄

까 둥둥 두리둥덩둥덩 어화둥둥 내사랑아 

⑦ 이만큼 오너라 앞테를 보자 저만큼 가거라 뒤테를 보자 빵긋 웃어라 잇

속을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태도 보자 둥둥둥덩 두리두리둥덩 어화 둥둥 

내사랑아

⑧ 앞머리 꽁지 예납주 꼽고 눈은샛별 둥실 떠오른같고 아랫이 하나나고 윗

이 두 개나고 뻥굿 뻥긋 윗는 모양이 사람의 간장을 다녹인다. 둥둥두리둥덩

둥덩 어화둥둥 내사랑아

⑨ 아무리 꽃이 좋다 헤도 한번보면 그만이고 자식의 사랑은 자고나도 새사

랑 둥둥둥덩 둥덩어화 둥둥 내사랑아

⑩ 구룡수 늙은룡이 여의주를 반만물고 차룡강을 넘나들고 당상봉황이 죽씨

를고 오동숲속을 넘나든다 둥둥둥…

⑪ 우물안에 옥녀각씨는 청태나 끼여서 곱기나 하고 텀불밑에 무질레는 까시

나 충충동아서 곱기나 하지 불탄집에는 화기씨 냄세가 나서 곱기나 하고 초

가집에는 서기씨 둥둥둥두리둥덩 둥덩 어화둥둥 내사랑아

⑫ 남의 집에는 양자 절에가면 상자 내집에는 효자로다 둥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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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창지창지 내창지 슬개슬개도 내슬개 오장오장도 내오장 감뽕감뽕도 내감

뽕 통창조차도 날 닮아라 둥둥둥…너끼 너끼 도리 도리 도리…얘들 삼형제를 

키우는데 또이렇게 키우는갚더라.

에이세존아

무정세월 여류하야 부처님 도술법으로

무럭무럭 잘도 큰다 해마다 한살먹고

불마다 한살먹고 어연간 읿곱살먹었네

한달이 하루같고 일년이 한달같아

애들은 서당에 들어간다 어찌나 재주가 좋은지

선생님이 하늘천하면 얘들은 따지검을현

누루황집우집주 넓을홍거칠황

날일달월 찰영기울책 별진잘숙 벌열배풀장

한줄에 쭉달아서 어찌나 잘 읽는지

서당에 아희들은 얘들 삼형제 때문에 

선생한테 공부 못한다고 벌을자주 받게되어

심술을 부리는데 얘들삼제 죽일려고

뱃노리 가자하여 물속에다 차서넣고

산노리 가자하여 암벽바위 밑으로

지암절벽밑으로 떠다밀어 굴러도 보고

가진수단으로 죽일려고 애쓰고 힘써봤으나

얘들 삼형제들은 하늘이 아는 자손이라

또석가여래 술법으로 손톺하나 않다치고

앉아기박을 뜨고 노니 서당군들이 말하기로

애비없는 호로자식들이 공부는 헤서 뭘하느냐

얘들이 그말을 듣고 서책을 옆에끼고는

선생님전 하직하고 집으로 되돌아와서

아이구 어머님요 딴애들은 다아버지가 있는데

어쩨서 우리삼형제는 아버지가 없습니까

아버지를 찾아 주세요 나무짝지도 짝이 있고

돌도 짝이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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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없습니까 만약에 오늘이라도 

아버지를 않찾아주면 우리들 삼형제는

자결을 헤서 죽던지 아니면 우리삼형제는

탄생하던 안태고향으로 횃불을 켜들고

다시들어 가겠읍니다 세존아기 이말을 듣고

참아 대사 스님이 가장이라는 말은 못하고

너희들 삼형제가질 때 저건너 대나무밭에서

오즘소패를 봤더니 너희들이 생겨났다

얘들이 대밭에 뛰여가니 아버지요 성태워주세요

여러묻 대나무들이 나도너희 아버지다

나도너의 아버지다 사방에서 대답하는데

그중에 왕대가 하는말이 아직너 아비될날멀었다

너의아버지가 죽어서 우리를 비여다가  

상장막대로 짚으면 너희아버지분명한다

그길로 집에돌아와 아이구 아이구 어머니요

아버지 찾아주세요 저건너 밤나무가

너희들 아버지라고한다 얘들이 밤나무 밑에가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성타라 왔습니다

여러 묻 밤나무가 나도너희 아버지다

나도너희들 아버지다 그중에 왕밤나무가

얘들삼형제들아 아직너아비 될날멀었다

너희부친 죽어서 우리를 비여다가

신주로 모시거던 너아버지 분명하다

밤나무신주 모시는 법도 그때 그법이 랍니다

얘들 삼형제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구 아이구 어머니요 우리들을 그만속이시고

아버지 찾아주시오 이제는 허는수없구나

박씨를 심었더니 이튿날 나가보니

박풀이 천장만장으로 한없이 뻗어있구나

이때걸어 갈수가 있나 가마를하나 모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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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모으던 갚더라

가마앞채는 목감낭기요 가마뒷채는 오동낭기다

가마꼭지는 준홍이요 가마문은 야경수라

가마휘장은 우단이요 가마방석은 호피로다

큰아들은 가마앞채메고 둘째는 가마뒷채메고

셋째는 보따리 메고 박줄따라 가는구나

협천 해인사로 들려 양산 통도사로 들려

광주 송광사에 들려 정읍 백양사로 들려서

충청도 법주사에 들려 동래 범어사로 들려서

울산 배경사로 들려 경주 불국사로 들려

하동 상계사로 들려 김천 직지사로 들려

밀양 표충사로 들려 대구 동아사로 들려서

칠곡 송임사로 들려 영천 은혜사로 들려서

안강 낙원사로 들려 영일 오어사로 들려서

포항 관음사로 들려 울진 불영사로 들려서

삼척 죽서루로 들려 강릉 경포대로 들려서

오대산 월정사로 들려 양양 낙산사로 들려서

속초 신흥사로 들려서 고성 신계사로 들려서

간성 건봉사로 들려 금강산 장안사에 들려

일만이천봉 팔만구암자

유점사에 당도하여 동구밖에 써서보니

조그마한 상자승이 은동이 옆에끼고

뜨레박 손에쥐고 은따배 손에쥐고

물길러 나오다가 어떤부인 마나님과

얘들삼형제를 보더니 얼골도 스님닮았고

말소리도 스님같고 걸음거리도 스님같네

상제중 거동봐라 은동이 땅에놓고

큰법당으로 들어가서 아이구 큰스님요

스님간데 자취있지요 밖에 어떤 부인께서

아들삼형제 다리고 온것이 모양도 스님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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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도 스님같읍니다 상재의 말을듣고

스님이 거동을 할적에 장삼입고 꼬깔쓰고

백팔염주 목에걸고 신아단주 팔에걸고

두손을 합장하여서 남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염불하고나오더니

옛날에 보던 얼골이라 아이구 노장댁마님

원로노덕 무릎쓰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헸읍니까

당금아기 거동봐라 스님그간 안녕하십니까

서로인사 나눈뒤에 얘들이 생각헤보니

여태껃 딴절에는 서로인사가 없었는데

이렇게 와서는 서로인사 하는것보니

우리삼형제 아버지가 틀림이 없구나

이때얘들 삼형제가 아이구 아버지요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성타고 이름태워 주세요

저스님의 대답보소 아이구 얘들아

어찌내가 너아버지냐 내자식 될려거던

산고기 잡아다가 홰헤먹고 산고기를

입으로 토해네야 내자식이 분명하다

얘들 삼형제들이 명주꼬리 풀어서

십리강에 집어넣어 산잉어를 잡아다가

한사람 한마리씩 홰를처서 먹은뒤에

과연 산고기 때를 입으로 토헤내고

아이구 아버지요 성태워 주시오

이름태워 주시오 그래도 내자식아니다

설수저경변에가서 삼년묵은소뼈다구

이리저리 모아서 산소를 만들어서

거꾸로 타고 들어와야 내자식이 분명하다

얘들이 이말을듣고 죽은소를 산소만들어

한사람이 한마리씩 거꾸로 타고 들어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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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 아버지요 성과이름을 태워주소

그래도 내자식 아니다 내자식 될려거던

문종이버선 지여신고 물위로 걸어다녀도

종이버선 않처저야 내자식 이라고한다

얘들이 이말을 듣더니 문종이 한장씩가지고

종이버선 지여신고 물위로 저정저정걸어도

버선에 물한방울 않베고 않이 처지는구나

아이구 아버지요 이래도 자식이 아님니까

아직내자식 될날멀었다 내자식 될려거던

짚으로 북을 만들고 짚으로 닭을 만들어

짚북이 소리나고 짚닭이 홰를처야

그때야 내자식이라고 한다 얘들이 또 이말을 듣고

짚을 구헤다가 짚북을 만들고

짚닭을 만들어서 북을치기 시작한다

큰아들이 한찰을 치니 천지가 요동하고

둘째가 후려치니 지하가 요동하고

셋째가 후려치니 벼락치는 소리나고

짚닭이 홰를 치고 꼬끼오 우는구나

이래도 자식아닙니까 아직 될날 멀었다

은대야에 물떠와서 이름없는 무명지

손까락을 끊어서 피를 한군데 띠겨

그피가 한군데뭉처야 내자식이 분명하다

애들이 이말을 듣고 은대야 물떠와서

손가락을 깨물어서 단지를 하는구나

얘들 삼형제 피는 한군데 모이는구나

그뒤에 큰스님이 손을끊어 단지하니

구름같이 쌓여들어 한군데 합수되어

그즉세는 얘들아 내자식이 분명하다

아이구 아버지요 우리들 삼형제를

이름지여 주시오 큰아들 될것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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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이라 불러라 태산이면 어떻소

태산이 묺어질까 둘째아들 될것있다

평택이라 지여라 평택이면 어떻소

땅이 평생 꺼질소냐 셋째아들 될것있다

한강이라 불러라 한강이면 어떻소

평생간들 마를손가

큰아들 될것있다 태백산문수보살되거라

문수보살 되면뭣먹소 공양맞이 받아먹지

둘째아들 될것있다 사해용왕 마련하자

용왕되면 뭣먹소 용왕제 받아먹지

셋째아들 될것있다 이동내 지세맥에

골메기성황 마련하자 성황되면 뭣먹소

각기각댁 자손들 성황치성 받아먹지

아이구 아버지요 어머님도 마련하시요

너엄마 될것있다 거리성황 마련하자

거리성황이면 뭣먹소 가고오는 행인들의

침이나 받아먹지 아이구 아버님요

우리들 키우니라고 애쓴 어머님을

어찌 그렇게 하겠소 그러면 또 될것있다

부뚜막 꼭데강구되고 진대나 마련하자

그말이 끝나자말자 강구진대가되여

부뚜막에 엄금엉금 기여다니는구나

강구되면 뭣먹소 밥알이나 줏어먹지

우리삼형제 키우느라 고생하신 어머니를

저리뉘추하게 합니까 얘들아 너희삼형제

태우러 갔을적에 봉당에 자고가거라

마구깐에 자가라 마당에 자고가거라

정지에 자고가가라 헷추깐에 자가라고

하도괄세가 많아서 저렇게 만들었다

아이구 아버지요 우리들을 봐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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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를 하세요 오냐오냐 정그러면

강구의 탈을벗기는 염불을 외워주자

남무동방해탈주 세계 허공공덕

청전미진득목단정 공덕상 광명화

파두마 유리광 보체상 최상향

공야헐종종장엄 정계무량 무변

일월광명원력장엄 변화장엄법계

출생무장애왕 여래아래하 삼먁

삼불타13)소원성취진언 남무아미타불

해탈경을 치고나니 어머님의 본모습이

금세 나타 나는구나 엄마먹고 입기 마련하시요

너엄마 될것있다 각기각댁에 삼안세존

삼신할메 마련하자 삼신되면 어떻소

각댁자손 불과주고 있는자손 명을주고

없는자손불과줘서 짧은목숨 길게잊고

긴목숨 설어담아 여든여든 두여든에

무쇄목숨 돌끈달아 동방석에 명을주고

석숭에 복을줘서 앞에앞노적 뒤에뒷노적

석가삼안 세존님네 앉아도삼천리요

써서구만리를 문경새재 주류천하

굽어보시는 세존님네 부처도 삼부처요

동자도 삼동자요 여래도삼여래요

관음도 삼관음이라 사월이라 초파일날

집집마다 관등달고 자손들 발원공덕

13) ‘해탈주(解脫呪)’는 불교에서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주문이다. 해탈주는 모든 중생이 고통의 세계에
서 벗어나 극락세계로 가게 하자는 의미이다. 그러나 굿에서 해탈주는 망자를 천도해 주고 해탈로 이끄는 진언으로도 쓰인다.

南無東方 解脫主世界 虛空功德(나무동방 해탈주세계 허공공덕)
淸淨微塵 等目端正 功德相(청정미진 등목단정 공덕상)
光明華 波頭摩 琉璃光寶體相(광명화 파두마 유리광보체상)
最上香 供養訖 種種莊嚴頂営(최상향 공양흘 종종장엄정계)
無量無邊 日月光明 願力莊嚴(무량무변 일월광명 원력장엄)
變化莊嚴 法界出生 無瀗碍王(변화장엄 법계출생 무장애왕)
如來阿羅何 三必三佛陀(여래아라하 삼먁삼불타)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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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정성 드릴적에 천하지 대복이라면

농사밖에 또있는가 들로들온 곡식이며

물로들온 천량이나 가는고기 손을치고

오는고기 눈을깜겨 쌍투꼭데 봉기달고

홍기청기빨이 바람결에 춤을추고

동서남북 쌓인재물 나날이 문에차고

다달이 문에차고 광넓은 논도싸고

사리긴밭도 싸고 또기타장사를 하더래도

외상은 물러나고 맛돈만 들어오고

또기술직에 있는자손 몸수안과 태평하고

소원성취 일워주고 공직에 다니는 자손은

관록을 도와주고 자록을 자생시켜

몸은 용상에 좌정하고 과년이면 열석달

평년이면 열두달 삼백육십일로

하루같이 점지하여 날로운으로 도와주고

춘하추동 사시절에 이명당 이터전에는

낮이면 물이맑고 밤이면 불이 밝아서

말씀소리 향내나고 웃음으로 연애삼아

꽃이잎이 피도록 도와주시고 받들어서

무병안과 소원성취 뜻과같이 일워주면

어진석가 세존님네 받들고 역들어주신

덕택인줄 알겠나이다 남무아미타불관세음보살

2) 심청굿

정처없이 떠나간다 도화동아 잘있거라

무릉추나 부뒤 잘있거라

나는간다 나는간다 이재내가 떠나가면

어너시절이 돌아오리 동화동 남녀노수 모두나와

인사를 하면 울면불면 떠나올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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뼝득이내를 앞세우고 황성천리를 올라갈제

어이가리나 어이갈고 황성천리를 어이갈고

오늘은 가다가 어디가서 자고가면

내일은 가다가 어디가 잘고. 여보시내요

뼝득이내 이야기나 하고가세 내가눈이 밟갔으면

저기 저산이 무슨은 산이면 이길은 어대로 행하는지

분별없이 갈것인데 지척분별을 못하는 병신

몇일 걸어서 황성을 가리

거럭 저령 올라갈제 삼천에 곽세들은

심봉사를 위향하야 지지앉어 울음을 운다

분노라 곽세들아 너희들은 타고난 울음이지만

심학규 깊은서름에 어너누귀가 하소연 허리

심봉사 뼝듯이내 다리고 황성가는길

날이 저물었기로 하루 밤을 새워갈량으로 주막을 들여

잠을 자는대 거동래 황봉사란 놈이 있었겄다

황봉사란 놈은 돈이있는줄을 뼝듯이 내 알고

황봉사 따라 도망갔네

심봉사는 거련줄 모려고 심봉사는 황성갈려고

뼝득이내를 부려는대 여보게 뼝득이네

아니 여보게 뺑파 이삼차 불려도 대답이

없거널 도망간줄을 짐작하고 개나리 복짐

더듬어 보니 용하게 괴나리 복짐을

나두고 갔구나 거저새 심봉사는

신세 자탄을 하는대 여보시요 주인

밥값이 을마요 밥값은 두돈이요

그놈이 집구석 기집일고 밥값이 잔이 비싸다

날이차차 밟어온니 주인을 불려 하직을 하고

주막을 나서더니 거래도 생각이 나서

거자리에 풀석 주져 안저 아이구 요년아

못쓸 년아 새상천지에 무정한년아



236  강원도사

제1장 | 강원의 구비전승

눈면가장 배반키고 사람치고는 못할탠대

눈어더운 날버리고 뉘가무엇이 잘될소냐

새서방 따라서 잘가거라

이때는 어너땐고 오육월 한더위라

태양이 불빛같고 더운땀을 퍽퍽 뿌릴때

한곳을 점점 당도한다

산천에 곽새들은 사방에서 울어난데

이리로 가면 귀촛도 저리로 가도 귀촛도

뻦굼 뼉국

심봉사 기가막혀 야이 못쓸 새들아

너희들은 울음이지만 심봉사 서루움에

어너누가 알겠느냐

4. 교술·희곡무가

교술무가는 신을 부르고 맞이하여 인간에게 축원하는 것과 신이 인간에게 전하는 공

수가 있는 무가이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굿거리이자 교술무가로는 ‘부정굿’·‘성황굿’·‘조

상굿’ 등이 있다. 굿에서 연극적인 성격의 희곡무가로는 거리굿이 대표적이다. 

1) 부정굿

영정부정님을 모시자 영정부정난데본은 

그어데가 본일넌가 안을돌아 열두영정

밖을돌아서 열두영정 대천지 저한바다에

절로생긴 물거품이 영정님네 본일네라

부정님네 난데본은 그어데가 본일넌가

뒤동산 치치올라 청솔잎에 놀던영정

흑솔잎에 놀던부정 마리넘어 영정님네

재넘의 영정님네 건귀안에 영정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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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귀밖에 영정님네 울안에 영정님네

울밖에 영정님네 글성방에 놀던영정

말성방에 놀던 부정 물안에 놀던 영정아

물밖에 놀던 영정 아버님 영정은 천하 영정

어머님영정은 지하영정 남자갓귀실에 딸아들고

여자치마에 묻은 영정 만장제장 보라가서

인간의 눈으로 봐도 영정 귀로 들어도 영정이요

손으로 만저도 영정 십리밖에 영정님네

오리안에 영정님네 울음소리 듣던영정아

곡소리 듣던 영정아 죽엄에 부정은 삼일부정 

탐안에 부정은 이래부정 업아 네던 영정님네

저네던 영정님네 앞보던 영정님네

탑보던 영정님네 동내방내 영정님네 

가다가 맞우친 영정님네 오다가 지친 영정아

누리던 영정님네요 비리던 영정님네

동방에는 청제부정 남방에는 적제부정

서방에는 백제부정 북방에는 흑제부정

중앙에는 황제부정 오방가신에 딸아들고

토주지신에 밖힌 부정 하루이틀 동에부정

사흘나흘 남에부정 닷새엿새 서에부정

이래여덜에 북에영정 돌아간 날손은 천손수부

손명두 손사자 거나리고 가람싹던 물이 옵고

눈썩던 물이 온데 대천지 저한 바다에 

절로 쏫은 전하수물에 더럽고 뉘추한 부정을

씻어네고 갓아네는데 천수경 대다라니로 

씻어주고 갓아주자

2) 성황굿

남섬부주 대한민국 강원도자는 이십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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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잡서 ○○군이요 면은잡아서 ○○면이고

동내는 걸어서 ○○대동에 골메기성황님 모시자

남산은 본이요 주산은 국이라 사도강남은 슬어진다

안간은 간이요 갑산은 지자라 여산이 여기더냐

중님의 행차로다

해해 년분은 ○○년이고 달로월로는 ○○달이고 

일진은 걸어서 ○○날인데 ○○날은 입제일이고

○○날은 중제파제일인데 천지현황 생긴후에

일월영책 되였으니 만물이 번성하고 

산천이 개택하야 곤륜산 제일봉이

산악지 조종이라 낙양은 천하중에 

오초는 동남이요 영주는 서북이라

남영은 고국인데 그명기 흘러들어

팔도강산 굽어보니 평안도라 묘향산은 

대동강이 둘러있고 함경도라 백두산은  

두만강이 둘러있고 황해도라 구월산은

신천세류강 둘러있고 경기도라 삼각산은

서울한강 둘러있고 충청도라 괴룡산은

부여백마강 둘러있고 전라도라 지리산은

하동섬진강 둘러있고 경상도라 태백산은 

상주낙동강 둘러있고 강원도라 금강산은 

춘천소양강 둘러있고 제주도라 한라산은

서귀포가 둘러있고 울릉도라 성인봉은 

동해바다가 둘러있고 메기메기 성황님네

봉봉이 성황님네 아버님은 사모쓰고

어머님은 각대띄고 아드님은 투구쓰고

며늘아기 쪽도리 쓰고 천하지맥 둘러보니 

성황님 지세맥에 도리천 수미산장

환인따라 천왕계급 천상에 부명받아

지하로 강세하야 류임처를 몰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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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환응 웅호불려 웅녀와 결혼하니

함백산 령묘태기 태백산 단목하네

령의신인 탄생하니 지혜가 명민하고

인생관의 주체되어 배달나라 단군성에

천이백년 통솔하니 음양팔괘 태극기에

무궁화 만발하고 단군왕님 만불지령

대한국의 시조로서 음역삼월 십오일날 

단군성조 신도조법 숭령전 대종교라

선천지 후천지에 대한조국 삼신왕이

대한국 억만년에 신도법 전통이라

우리나라 바래보니 한라산이 남산이요

인왕산이 대본되니 학사마다 과객이요

국자감이 박사로다 태고라 천왕씨는

이목덕으로 왕하셨고 유소씨는 화개섬겨

장유수 양자강은 중앙부를 횡류하고

소상강 합류점에 동정호로 위치하니

남경은 신라조요 북경은 발해조라

한당시 장안되고 지덕후에 봉상부요

장원후로 태원이라 남경은 개봉부요

서경은 하남부에 남경은 응천부며

북경은 대동부라 온조왕이 지세후에

지금 한양 서울이라 이골메기 돌아들어

앞산은 내륭잡고 뒤산은 주령잡아

우청룡 우백호요 좌청룡 좌백호라

나이만아 첨지잘라 나이적어 동자잘로

일좌상 이동수요 삼학사 도원수요

부원당사 한림학사 가산타고 만호병장 

부군당 성황님네 우두봉은 우두치고

좌두봉은 좌두치고 소상강 물소린가

동중에 북소린가 배판이 난잡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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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갓에 검은 옷에 흰깃대를 들었으니

사방지동천왕 분명하다 영제당 본제당님

감활량 수팔량에 자리잡던 성황님네

터잡던 성황님네 구비구비 성황님네

알접하던 성황님네 앉아도 삼천리요

서서 구만리구워보신 골메기 성황님네

상통천문지리하달 골메기 성황님네

새신하온 신하제자 지금성심 신공오니

진설물에 응감하고 제공물에 응감하와

자손창성 부귀다남 수명장수 발복신켜

국태민안 시화연풍 일취월장 소원성취

안과태평 헤달라고 성황님전 축사합니다

동은갑을 삼팔목아 이지구진장천왕

청용대기 들어잡고 사만약사 여래불이

팔천보살 거나리고 동방청유리 화장세계

상주설법 하옵시고 남은병정 주작인데

이칠화 진장천왕 주작홍신대기 들어잡고

이만전단 불이 칠천보살 거나리고

남방적유리화장세계 상주설법하옵시고

서는금신사구금하니 광목천왕이백호백신

대기를들어잡고 사만약사아미타불이

구천보살거나리고 서방백유리화장세계

상주설법하옵시고 북은 현무 일육수하니

당목천왕 거북이 흑신대기 들어잡고

일만제대 보살이 육천보살 거나리고

북방흑유리화장세계 상주설법 하옵시고

중앙무기 오십토하니 황신황룡대기들어잡고

오만문수 보살이 제대보살거나리고

중앙황유리화장세계 상주설법 하옵시고

동은청제 옥장문열고 남은금수화단문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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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백호금강문열고 북은현무흑장문열고

중앙황천지옥문열고 천지천 좌지천에

광광천 도솔천 광무천 천변천에

사방기지 대법천 무량천 호신왕래

제석천일월급양대천 법호천 법왕천

비상천 우뢰 중천 우바사 삼십삼천

이십팔숙 생긴후에 태고라 천왕씨는 

이목덕 왕하시고 오초는 동남이요

연지는 서북이라 일육수는 동문이요

이칠화 남문이요 삼팔목은 서문이요

사구금 북문이요 오십토는 중문이라  

오늘여기 신공드릴려고 하탕에 수족씯고 

중탕에 목욕하고 상탕에 머리감고

씨끈서답 개복하야 일공부 정신으로

이치성 드릴적에 밤이면 수잠자고  

낮이면 종종걸음걸어서 강남서 나오시던

모시서책에 날을 받아 일상생기 이중천의 

삼하절체 사중유혼 오상화헤 육중복덕

칠하절명 팔중귀혼 낱낱이 가려받아

천하방에 건귀치고 지하방에 황토깔아

성황님 존전 앞에 지극정성 올리 오니

타가중은 우산대산하나 이명당 이터전에

첫쩨권속 평안하고 둘째는 만복발원이요

무병장수 농사장원 가사발복 소망성취

선박도공 해업증산 여의익상하여 주시고

산업왕기 재수리익 점지하여 주옵시고

옥동남녀 고히길러 국민학교 졸업후에

중고등학교졸업후에 대학 대학원을나와

외국유학 하더래도 상등말로 점지하고

눈에총기 귀에열기로 학문통달 여의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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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장관도 마련하고 국회의원도 마련하고

금태짜리 주임판관 점지시켜 주시오면 

어진골메기 성황님 받들고 역들어주신

덕택인줄알겠나이다

여봅소! 치바다보소! 삼십삼하늘이요 내려다

보소 백사지 시모래땅이라 들어보소 솜씨 소작

이요 한각씨분각씨 연초당 분초당 금일

청정대돌안에 골메기 성황님을 모시고 왔

소 궁전도 몰을이가 있겠으며 또 주인몰을

공사가 있겠읍니까 골메기 대를 위하는데

골메기 성황님 밑에 예류 문장 예류선생

님네 말도성방 글도 성방 골메기 성황님네

부여잡고 모두 오셨다가 검은갓에 검은옷

에 흰깃대를 달고 거리 밖에 여러 묻사자들

이왔으니 한잔술에 위로합시다 신하수부야

일직사자 월직사자 시적감적 수부사자

키크다 저귀신은 상길대를 응헤주고 키적다저

귀신은 명금소리 응헤듣고 너도가자 나도가자

어덩덩 장고소리 구슲히 캥겨듣고 밀거니 잡거

니 골이비케 길이비케 썩은손목 맞우잡고

왔다가 한잔술에 열스물 응감제감 하옵소서

3) 조상굿

남섬부주 대한민국 강원도자는 이십육관

군은 잡았다 ○○군이고 면은 걸어서 ○○면이고

동내는 걸어서 ○○대동에 ○씨로 터전 ○씨로 명당

열대조상님 모시자

천고지고 억만세 전자전손 하여주신

조상님네를 모시자 일년삼백 육십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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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날 택출하야 천문에 건귀치고

지하방에 황토깔아 강남서 나오시던 

모시서책에 날을받아 일상생기 이중천의

삼하절체 사중유혼 오상화헤 육중복덕

칠하절명 팔중귀혼 생기복덕 가려받아

목욕재개 전히하고 이정성을 드릴려고

밤이면 수잠자고 낮이면 종종걸음으로 

일공부정신으로 주과포를 정길하여

백볘 치성올립니다 모시자 모시워라

조상님네를 모시자 선대는 선친이요 

후대는 후친인데 먼저갔다 선망조상

나종간 후망조상 진조여덟 외조여덟

양여덟 수양여덟 푸푸철망 원리조상

아희조상 길짐지고 어른조상 뒤딸으고

너도가자 나도가자 썩은손목 맞우잡고

백두산길 모랑재 고록산 저제실로

허우허우 넘듯이 올때 길이비케 골이잦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집에 굿한단다

어서가고 바삐가자 어덩덩 장고소리

구슲히 캥겨듣고 만조상 나려올때

가진의복 치래치장에 안정마를 삐겨타고

꽃가마도 타셨구나 호피도둠에 떵떵거리고

기고 있이 앉았구나 어른하인 가마메고

아이하인 정메들고 활등같이 굽은길로

평살같이 곧은길로 기고있이도 녀려온다

오호도잘쓰시고 구령같은 상개독교

모란세금 완짜창에 삼문을 곁에 끼고

일등하인 유랑달아 아이하인 짊어젔네

일산대를 삺혀보니 황금같은 주석꼭지

백수지 비단사에 남색으로 순을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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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옥비끈을 달아 너울너울 보기좋다

집장하인 거동보소 쇠털뻥치 제켜쓰고

까치옷 방울달고 일산줄 검처잡고

조상님네 옹위하야 보기좋게 나리온다

풍체좋은 조상님네 호걸좋은 조상님네 

치래 치장 둘러보니 얼골은 관옥이요

모발은 백박이라 은색수단 동조고리

분주바지 삼승버선 가죽신을 바처신고

몸에맞는 창옷에다 비단다임 행전치고

유문갑사 걸쾌자에 남전대 띠를띄고

주홍당사 주머니차고 백모시 도포에다

수슬끈을 둘러메고 외오리 망근에다

호박풍잠 접달고 산호등곶 넌짓꽂고 

기알탕근에 바쳐쓰고 삼백줄 통영갓에

중임갓끈 달아섰네 경주남산 옥돌안경

영채좋은 양눈에다 일월같이 눌러쓰고

백수풍경 머리위에 휘양풍체 쓰셨구나 

그뒤밑에 오신조상 부인조상님 모시자

치래치장 더욱좋다 신수좋은 저얼골에

분세수 전히하고 감탕같이 채진머리

동백기름에 광을내어 백공단 동조고리에 

고름길게 슲히달고 값산동피 털배자에

옥금단추 달아입고 누비바지 삼승버선

우단꽃신 바처신고 물명주 단속곳에

명주헐띄 둘러메고 백공단 치마위에

옥구술을 내려찼네 휘양풍채 털토시에

비단천을 시쳈구나 손에는 옥지환이요

머리에는 금봉체라 입에무는 반나우며

귀에는 월경대라 선녀같이 차린모양

신선같이 내려온다 백두산 깊은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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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태산수목속으로 대명천지 밝은날에

요순에 닦은길로 기고있이도 내려오고

보기좋게 내려온다 어서가고 바삐가자

자손들을 보러가자 반갑고도 즐겁구나

고향산수가 반갑구나 산도옛보던 청산이요

물도내먹던 녹수로다 주역보배가 무엇인고

자손창성이 보배로다 명주고 복주러가자

모시자 모시워라

조상님네를 모시자 상좌로 모시자

중좌로 모시자 극락에간 조상님네

서천서역에간 조상님네 도솔천공에간 조상님네

이명당 이터전에 우도둠 배석자리에

지성으로 모시나이다 좌석을 불펺다마시고

별공으로 알으시고 호심향회하옵소서

고조부님 양주부처 증조부님 양주부처

조부님 양주부처 조상은 열대조상

봉천은 사대봉천 녹형네진 지식에 

주과포를 올리나이다 지극정성 부족한건

두루눌려 삺히시고 대연으로 알으시고

만반대식 하옵소서 언제잡숟던 술이라고

목인들 않마르며 언제잡숟던 밥이라고

밴들않고프리요 돌게싹혀 석감주며

낭게싹혀 목감주며 연잎파리 이락주며

마구선녀 천잎주요 안개산 운애주며

틀위의 자소주며 신선주에 불로주라

맛좋은 기당주를 원데로 잡수시고

한데로 드옵소서 왕밤대추 곶감이며 

고두약밥 찜밥에다 앞다리전각 뒤다리후각

횃갈림 제갈림에 도메천 칼천에다

그린듯이 바처놓고 동래점복 대점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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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두둥나는 생치다리 돈박돈박 오리탕수

어동육서 대양편에 가루찜 소양편에

대육찜에 바다산적 설흔구멍 대시루에

나물채소 삺혀보니 선박이박 호박나물

자주비단 가지나물 팽팽돌아 도라지나물

한푼두푼 돈나물에 어울너울 미역나물

감응대식 하옵소서 으낭성탕 탕인군은

칠년대한 왕가물에 천제지네 비를얻어

만백성을 살리시고 항우씨 구년치수

배를타고 다쓰릴때 옥제님전 천제지네

만백성을 살렸구나 용두뱃머리 걷잡아서

노적가리 태를처서 온섬헐어 큰떡하고

생돗잡아 큰칼꽂고 금낭에다 진수하고

봉낭에다 봉제산데 저올렸다 전봉맞이

여올렸다 연봉맞이 조상전에 대봉맞이

드리던 대위를 옛법을 않버리고

새로새법 네지않고 지극정성 드리나이다

조상님네 삺히시여 사내의 자손들게

명과복을 점지하고 악귀악담은 막아주고

재수소망 시켜주면 만조상님네 덕택인줄

백번천번 알겠나이다 팔만사천 조왕전과

오방지신 여루전과 삼십삼천 성조전에

문에문전 부정치고 일심정성 축원으로

소원성취 발복에다 생겨준 자손방생들

성장창성 하연후에 부귀공명 축원이요

소망성취 삺히소서 만대천손 대를누려

남의눈에 꽃이되고 조상전에 영화로세

일년일체 다가도록 사귀잡병 물러나고

무병안과 언덤이요 춘하추동 사시절에

동서남북 쌓인재물 나날이 문에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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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는 앞노적에 뒤에는 뒤노적에

국시노적 사노적에 노비우마 창성하고

부자유친 부부동락 형제간에 윤의있고

일가친척 화목하고 말씀소리 향내나고

웃음소리 꽃이되여 이댁가중 일가족은

청천명월 밝은듯이 부귀영화 영록하야

웃음풍족 복록으로 목숨은 동방석에다

명을이어 주시고요 만복은 석숭에다

무남대복을 주실때 만만히 점지시켜서

이댁가중 대주양반 가래침을 길게뱃고

매화낙죽 긴담배대 입에틀어 길게물고

걸음거리 갈지자로 하절이면시원하고

동절이면 따뜻하게 밤육시 낮육시에  

먹느라고 세월데고 이집대주와 자손들은

천만인의 위가되고 위풍은 남산에 범이요

조화는 북해의 룡이되고 취지무궁 용지불갈

먹고남고 쓰고남으며 진수옥을 냉수하고

한무재 구천봉에 봉래산 구한듯이

소원성취 시키소서 효자효녀 자손들은

조상님만 믿고싸니 잘되기만 비나이다

타가중은 우산대산하나 이댁가중 애동노소가

산으로 행하거던 청태산신령이 업어올려

수로길을 행하거던 사해용왕 일심받아

뱃머리 가는곳에는 순풍에 돛을달고

나갈적에 반증걸고 들올적에 찬중걸어

임자없는 재물철량 가는고기 손을치고

오는고기 눈을깜겨 청기빨 홍기빨 띄워주고

관공직에 다니는 자손은 범같은 관문앞에

시리밟아 내밟아서 누비고 다닐지라도

몸은 용상에 좌정하야 관록을 도와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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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록을 자생시켜서 승급승진 영전시켜

금태짜리 주임판관 회장사장 고급장되어

천만인의 위가되어 세세년년 발복시켜

오동나무 상상봉에 봉황같이 점지시켜

소망성취 수명장수 일인지하 만인지상으로

명진사해 시켜주시고 육땅에 농사짖는

자손들에게는 상하전답에 던진 오곡

신농씨 본을받아 우마대마에 씯고실어

영절부절 시키시면 어린조상님네들이

받들고 역들어주신 덕택인줄 알겠나이다

4) 거리굿

사바 세계 남선부중 대한민국 경북 울진군

평해면 삼율대동안네 시우삼년 막금

어진성황님 모시고 청가예 조나섰네

백가에 동주임네 만가네 구장관장

어촌계 어촌계장 총대 간사 에려 어민들

주민 어른들 모두 의논 공론 하는 끝에

일자는 정월 대보름날 당일로 정해놓고

금년 임자년 해년에도 동신성황님 모시고

치성 올린해년에다가 보름날 입제를 잡아서

오늘 열날은 파제날인데 년삼일동안으로

여려 가지 가기각덕 조부 조상님네

삼한 세즁 성주군웅 토공 대신님네 모시고

사해 수궁 용왕님 모시고 이년신 풍어제는

찿실이 잘더려서나 지금끝에 남아있는 것이

거리 해반이 남아있는 것였소

이거리 해반을 잘풀라 조야만이 첫째는

이동래가 안과태평하고 둘째는 어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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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연골로 해상어업을 하더라도

물에나가서 저어선 대선이며 

발없는 건달에 곱비없는 재주매

배를타고 만경 수로 장파 다일지라도

첫재는 아무사고 없고 둘재는 재수사망

많이 점제 하신단다

그른대 지금거리 해반14)을 하시는 대는

첫아무나 하는것이 아니라

우선 귀신부터 불려다가 상좌 중좌로 앉어놓고

초초근본을 말할것이요

온다 귀신아 어데 어떠한 귀신이 오시오

사람 죽어 귀신되고 귀신죽에 령신대고

령신죽어 고혼된다 고혼죽어 혼신데는

법인대 하늘에 올라가면 옥황상재 어른이요

땅에 내려오면 토주지신님네 어른이요

바다에 덜어간면 동해 광요왕 남해는 광이왕

서해 광덕왕 북해 광태광 사해수궁 용왕님네

어른이요 저성에 들어가면 열대왕이요

누구누씨 앉아든고

제일진광 제이초광 제삼송제 제사오관

제육병신 제칠태산 제팔평등 제구도시

제십오도 전륜대왕이 한일자로 주루루

앉있고 이성갑은 갑자 갑이 상갑이요

저성에 들어가면 경오갑이 상갑이라

경오·신미·임신·계유·갑술·을해 생까지 매인귀신

제일 진광 거게 매여있고

무자·기축·경인·신묘·임진·계사 생까지 맺인귀신

제이 초광 게게 맺여있고

임오·계미·갑신·을유·병술·정해 생까지 맺인귀신

14) ‘거리 해반’은 귀신을 퇴송(退送)시키는 굿, 즉 거리굿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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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 송제 대왕 거게 맺여있고

갑자·을축·병인·정묘·무진·기사 생까지 맺인귀신

제사 오관 대왕 거게 맺여있고

경자·신축·임인·계묘·갑진·을사 생까지 매인귀신

제오 염라 대왕 거게 매여있고

병자·정축·무인·기묘·경진·신사 생까지 맺인귀신

제육 병신 대왕 거게 매여있고

갑오·을미·병진·정유·무술·기해 생까지 매인귀신

제칠 태산 대왕 거게 매여있고

병오·정미·무신·기유·경술·신해 생까지 매인귀신

제팔 평등 대왕 거게 매여있고

임자·계축·갑인·을묘·병진·정사 생까지 매인귀신

제구 도시 대왕 거게 매여있고

무오·기미·경신·신유·임술·계해 생까지 매인귀신

제십오도 전륜대왕 거게 매여있고

이려한 귀신들인데

이골맥기 돌아 돌아 압산은 너룽잡고

뒤산은 주름잡고 우철룡 우백호야

좌천룡 좌백후며 나많아 첨주짤라

나젊어 동주짤라 일자 이공수 삼한수 동운순

부원당사 할림학사 만호병장 거나리든

상청 수배 중천수배 일적 월적 감적 시적

수배 사제들 저한으로 자정 하시고

첫째 오는 귀신은 다른귀신 아니오라

성황님및에 건신하든 귀신을 불려주자

둘째로 오시는 귀신은 저멀리 강남대한국

명심손님 마음착한 각씨손님

건신하던 귀신을 불려주자

셋째로 오시는 귀신은 다른귀신 아니오라

먼저갔다 설망조상 나중갔다 후망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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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주여덟 외주여덟 부두절망 양외조상님네

아희조상 질짐지고 어른조상 뒤따려고

앞서거니 뒷서거니 썩은손목 마주잡고

백두산 길모룡지 골록산 저제실로

어덩덩 장구소리 구슮피 갱개듣고

우리동래 굿한단다 너도가자 나도가자

어진조상 수부들 왔거들라

한편으로 자정하소

네 번째로 오시는 귀신 사방지도 청왕님네

들어온다 동은갑은 삼팔목 이치국 진장천하

청용대기 더리잡고

사만약사 여래본은 팔천보살 거나리고

동방 청유리 하장세계 하옵시고

오시던 청왕님네 한편으로 자정하소

그도및에 수많은 귀신들아 어찌 이름을

다알며 성을어찌 다아오리까

산사람도 민적에 빠지면 사람축에 못가고

죽은 사람도 육갑에 빠지면 귀신척에 못더갑니다

육갑으로 명인귀신 내입으로 불려주자

천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로

지간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로

들오던 귀신들아

1천록 2안손 3식신 4증패 5기방 6합식 7층귀

8관인 9구퇴 성으로 들오던 귀신들아

그두및에 감중연 간산영 지하련 손하절

이허즁 곤삼절 태상절 건삼연으로

들오던 귀신들아 한편으로 자증하소

그두및에 군자 대자 아희동자 하루걸이

잊틀 걸이 메늘신 풋신 야학 조학

염병 시기 장질부사 창중 내중 풍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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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귀야 저한편으로 자정하소

그두및에는 간흙밭 진흙밭 물고개 돌고개

넘든귀신아 천년수페 일년적하니

혼백 구암절이라

키커다 저귀신은 상깃대를 향해듯고

키젖다 저귀신은 명금소리 갱게듯고

너도 가자 나도가지

어등덩덩 장구소리

구슬피 갱게듯고

무속세 같은 귀신들아

따배전 절잰치고 절젠 따배저치고 주형같은 입을 벌리고

나도 밥도가 나도술도가 신칼앞에

전히 왔다가 많이 먹고

돌아 간뒤 엘라 무병 안과 태평 하소

그도및에 누라 하오리까

을축년 가리덕에 계오년 가리덕에

갑오년 가리덕에 병자년 가리덕에

올라가는 형애주야 내려오는 형애주야

때죽은 귀신들아

돌에 치인 석신말로 낭게 치인 목신말로

불에 타 하살말로 약먹어 새약말로

매맟아 창체말로 칼맞아 정피말로

목매에 자겔말로

가다가 죽고 오다가죽고

육이오때 비행공습에 죽고

함포사격에 죽고 대포 기간총에 맞아죽고

태우 대전에 얼아지고 씨라적다

묻죽은 영훈 때죽은 고혼들아

오늘여기 시우 삼년둘이 마끔

우별신 좌별신 들인후에 거리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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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이 올시다 착실이 은감제감 하시고

이동래 방래전엘라 미도 탈도 보지말고

후폐 없도록 점제하야

범같은 가문앞에 구름같이 넘나드라도

시리밟아 내밟아 몸은 용상에 자정하고

남의 눈에 꽃이 피고 잎이피고

말씀소리 향네나가

웃음소리 꽃이피도록 점지하여

주시면 그저 이진 성황님

덕택인줄 아옵나이다

엽소! 내가 이렇게 물귀신들을

오시요 오시요 불려청해 놓고

지금부터 이귀신을 하나 하나

조가치 있게 염맥있게

풀려 먹어 보낼 작정인데 요는 별신이

잘되고 못되고는 이거리 회반에

매여 있으니 그리아시고

모두 조용하게 해주십시요

사천지 개벽지초에 반곳이 도덕으로

오행정기 합수하야 인생을 인명하시고

천왕씨를 나셨기로 하늘로 응해있고

지왕시를 나셨기로 땅을마른 하시고

음실룡시 산백초하야 제이야 하시고

수연시 풀을내여 하식먹기 마른하시고

유수시 낭걸깍가 집짖기 마련하시고

황자현왕시는 배를내여 고기잡기 마른하시고

거후로 공자왈 맹자왈 안진공명

제어리 가갈 이수풍도 났서있고

부현 백제 송배환 선생도 나셨있고

수도라는 양반은 책을내여 구구법을 마른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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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충위 사살봉은 사구정이 되였있고

천화 오합이 생겨날때

동해 금강산은 청용방을 막아 개명산이 되여있고

남해 지리산은 주작방을 막아 우률충주 과거진 노인산이 되여있고

서해 구월산은 백호방을 막아 호고용방 산이 되여있고

북해 묘향산은 현묘방을 막아 태결산이 되여있다

동금강 서고리요 남주작 북형문아 기해산 속림산에

1번 치국 잡으신니 당군 천년 기자천년

이천년 동협이요

2번치국 잡으신니 경상 경주 김부대왕 치국이요

3번치국은 충청도 부여백제왕 치국이요

4번째 치국은 전라도 많을때 이씨왕 치국이요

5번치국은 우리나라 이씨 임자생 이승만박사

이대통령 치국이요 요즈음에 와서 박대통령 치국이라

명웅낭웅 쇠를노제 오백년 치국이요

내가 똑 팔도 강산 명기를 살펴보는데

똑 이렇게 살펴본다

함경도 백두산은 두만강이 둘려있고

평안도 대성산은 대동강이 둘려있고

황해도 구월산은 셰류강이 둘려있고

강원도 금강산은 소한강이 둘려있고

경기도 삼각산은 한강이 둘려있고

충청도 계룡산은 백마강이 둘려있고

전라도 지리산은 금강이 둘려있고

경상도 태백산은 낙동강이 둘려있고

제주도 한라산은 서귀폭포 둘려있고

울령도 성인봉은 동해바다가 둘려있고

거산명기 떨어저서 어딜간줄 몰랐더니

곽도 과학이 생겨났고

또한명기 떨어저서 어딜간줄 몰랐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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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군이가 생기고 곽면이 생긴후에

거한명기 주춤와서 이동래가 생긴후에

울령도 절두섬 우리나라

수골맥기 생긴후 강원도 강릉 대관령

국사 서황님산 명기마련 한후

이동래 골맥기 집터가 매우좋다

일산봉은 떠나가고 노죽봉은 떠도론 형국이라

앞산을 바래본이 대대장자가 날자리요

대대금태가 날자리라

문필봉 자손봉 전우좌우로 버려있고

구용소 늙을용이 억주를 반만물고

렴강을 건너가는 형국이라

당상봉학이 죽시를 물고 날아가는 형국이라

자는범이 깨는 형국이요 놀랜범이 뛰는것 같다

어째서 일산봉은 떠나가고 노죽봉은

떠둘오냐 하면

일산봉 떠나가는 것은 이동래 방래 자야손들이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고·대

학교 졸업해서 외국 일본 미국 영국

불란스 같은나라 유학 졸업 해서

판사 금사 경찰서장 도지사 군수 국회의원들

하자면 이런곳에서 못하고 서울·부산·대구

같은 큰도시로 나가서 건무한다고

일산봉은 나가는 형국이요

노죽봉 떠돌오는것은 어촌에 사는 연골로

임자차지없는 저재물로 많이 잡아서

앞뒷뜰 논을사서 가기각덕에

앞에 앞노죽 뒤에뒷노죽 이집에도 노죽가리요

저집에도 노죽가리요 누구나 물론하고

노죽가리만 많이 있게 하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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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죽봉은 떠들오는 형국이요

잡담고사하고 내가 초초건본을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옥황상제 말씹제자다

무식한 소리 맞제자다 옥황상제 맞제자로서

글한귀 잘못지여 지하로 귀양와서

칼찬제자 너라지 허허 모리는 소리

여덟제자 팔천재자 거나리는데 온갖거다

알켰다 요즈음 그허느나 하는

화투 찌꾸땡이 화닥때기 나이룡뻥 마짱

골페 튀전 장기 기박도 갈치고

갈치다가 없으면 술먹고 오입이면

술먹고 지랄하다가 매맞는것도 갈치고 하는데

우리집에 가보면 책도 야단서릅게 있다

온갖 책이 다나온다

광목이 팔십권 추수대전이 팔십권

시전 서전 주역이면 노노맹자 어화충수

사물유책 전후옥편

천자 동문서신 소학 중학 대학 미국 영어

운책 씨선 다나온다

국어·자연·산수·미술·음악까지 다나온다

하루는 있다가본이 한놈 제자가

사장님 잘있다는가요

잘이 있든것 보집다

그련데 괞한 인사는 치우고

글공부나 얼켜보자 하니

그중에서 제자 한놈이 나와서

저가 한번 일거 보겠심더

1 : 기역 니연 디열 리열 인줄 알았더니 기역 이년 저년 호양년 쩔대잡년 말

방구 낄년

2 : 기역 니연 디껌 미껌 시껌 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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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역 니연 집을짖고 지극 지극 살려든니 인연이 없어 내못살세 가갸 거

겨 가이없는 이네몸이 거지신세 되었군아 나냐너녀 나없아도 너못살고 너없

사도 나못산다 다댜더뎌 다장하든 우님도 어이거리 더디던고 라랴러려 랄라

가는 원앙세야 너와나와 짝을짖자 마먀머며 마소 마소 거리마소 머나먼길 충

양이 괄세 거리마소 바뱌버벼 밥을 한상 받아 놓고 버짓없아 못먹겠네 사샤

서셔 사랑하든 우리님이 서로잡고 낭로한다 아야어여 아야지야 통곡하니 어

누누가 알아주랴 자쟈저져 저량하든 우리님은 저기가서 않아준아 차챠처쳐 

차만한번 집으타면 천리만리 갈것인데 카캬커켜 칼것이 먹은마음 컬려지기 

잔관일세 타탸터텨 탄탄이 멎어더니 어이거리 터지든고 파퍄퍼펴 팔을비고 

누워서니 피울음이 절로난다 하햐허혀 하하웃음 길게웃다가 허허 실수가 되

였군아

4 : 하늘천 높을천 따지 째지 감물현 묶을현 누르황 태울황 

5 : 높기도 높을시고 넓기도 넓을시고 대장부 살림살이 호호탕탕 하늘천 고산

심매 심매하고 만들려 생곡하니 이아니 잡어하니 양생만물 따지 삼월이라 삼

진날은 옛제비가 있지않고찾아오니 가물가물 가물현 건풍에 잊은곡식 시절만 

잊은곡식 누릇누릇 누르황 

6 : 하늘천 따지 감물현 누르황 집우 집주 넗은홍 거칠항 날일 달월 찰환 올

래 더울서 갈왕 윤달윤 남을채 이률성 햇새 겨울채 감출장 고로조 백양 

1 일의 칭칭 거음밤에 방즁 샛별이 완연하다

2 이두 할량 묵을치기 팔도기생이 춤을춘다

3 삼동감 놋촛대는 옥상위에 얹으군나

4 사신행차 바쁜 길에 점심 참이 넞으간다

5 오관 첨장 관음장 적토말을 빛겨타고

6 육육히 높히 뜬년은 바람위에 춤을춘다

7 치령치령 절박머리 처녀뒷 꼴에 놀아난다

8 우리모제 팓모제 한서당에 글을배워

서울같은 장안에 과거하기에 힘을쓴다

9 구십당연 총각중이 먹잠삼을 떯쳐입고

자기 절을 찾아간다

장 장안숲에 범들었다 일등포수야 불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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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로 가도 투당탕 저리로가도 투당탕 투당탕 불콩한알

배급받고 지물에 살작 녹았네

1 일자도 모려는것은 팔무식이요 일성에 날만쫄웃는다

2 이북 단청은 함경도로다 이과수 날과 살잔다

3 삼월이 둘이면 윤삼월이요 삼낭개 연남 걸렸군아

4 사사리 미친것 잡탄년이요 넓은것 황해바다로다

5 오촌댁이는 당숙모요 오라바지 사정에 속옷벗고

담뛰넘다가 내팔은 더목에 걸었군아

6 육노로 버던것 신작로요 유대사 날과도망간다

7 칠보청산은 만루땅이요 용천금 더는 비수라

8 팔도 명산은 금강산이요 유점사 법당및이로다

9 국은 끊고 밥내가 나내 월매딸

추양이 넋이로다 내가 이래도 만우자가 너아냐

잘왔으면 유정이면 사귀신이라 인불은 귀부자다

돈만있으면 애기밴종도 살수있고

또 살진 개만 잊으면 인앙산 호랑이도 사길수있고

용타면 득천하고 장타면 채국매우고

싸면 쥐잡는데 내가 이거리 문전에

억조청난 김일재 조래같은 귀신이 왔다기에

귀신 적간 한 번 나간다

(휘바람 불고 무간15)한 뒤에 귀잡고 들어온다. 

한날한시에 난 정동갑 자담16) 한 뒤에)

엽소 그란이라 이거리 밖에 나가보니

억조청산 기밀제 조래같은

귀신이 따배전 절진친 절린따 귀신들이 주홍같은

입을벌리고 나도 밥도가 너도술도가

하면서 서로 미지게 짜지게를 하고 있는데

15) 춤을 ‘무간’ 또는 ‘무관’이라고 한다. 거리굿을 하는 남무가 굿당 밖으로 귀신을 맞이하러 갈 때 춤을 추고 나간다는 의미이다.

16) 거리굿을 연행하는 남무가 귀신을 접대하러 나갔다가 자신의 귀를 잡고 들어와서 귀신에게 홀렸다고 한다. 귀를 잡은 
손을 떼기 위해서는 한 날 한 시에 난 정동갑(正同甲)만이 말릴 수 있다. 남무는 귀를 잡은 손을 떼어 자기 반대편 손바닥
과 붙여 정동갑이라고 하며 재담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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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 키커고 어큰있고 쉬근있언

싱겁고 밥잘먹고 똥잘끼는 귀신이

하는말이 똑 나를 보고 욕을 하는데도

접욕을 한다

예이 요놈의 자식아놈 자석아

해부 놀씹으로 방구텀에 게씹으로

나온놈 자석아

아놈자석아놈이놔 무슨 귀신 접간나왔노

하길레 내가 하는말이

내가집에가면 마누라 다섯 아희들도 둘인데

내가 어째서 아고 물어니

아무리 장가가 아희들 있으도 귀신눈에는

종이갓에 종이망근에 종이쌍투를 하고 나와야

어른이지 않그라면은 아무리 장가를

가서 나이가 많아도 귀신눈에는

아희들로 밖에 않보인다고 하니

천상 내가 조지짜 지상관을 할려면

첫째, 아범·삼촌·사장

을사촌 하나있으야 된다

(사장께 거리밥부터 갔다놓고 수절 딱기17)

밥반주로 타리 자담18) 한뒤

울타리 구멍으로 보고19) 상물린후

얼사촌 숭이자담20)

글공부 한뒤 시주)

사사 사촌아 내리모래 장가 장가간다

세간사리를 장만하자

17) 거리굿을 연행하는 남무와 얼사촌이 1m쯤 되는 나무 작대기 두개를 젓가락이라 하고 가져와서는 발로 밟아 물 걸래질
을 하고, 다리 사이에 끼워 문지르며 마른 걸래질을 한다.

18) ‘타리’는 술[酒]을 뜻하는 은어(隱語)이다. 남무가 어른들에게 대접한다고 하여 술을 거르는데, 체로 거르지 않고 자신의 
입으로 술을 거르는 재담을 한다.

19) 어른들 식사하는데 빤히 보면 예의에 어긋난다고 하여 허리를 굽혀 가랑이 사이로 사장어른·아버지·삼촌 등이 식사
하는 광경을 본다.

20) ‘숭이’는 남자의 성기를 뜻하는 은어이다. 얼사촌에게 어디부터 어른이 되었냐고 하며, 짚으로 만든 성기를 허리에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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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오촌아 내리모래 장가 간다

당나귀 한필을 구하자

(시주한끝에 살점 자담21)

촌수끊고 앵두22))

내가 인제 지상관을 했으니

지성으로 거리문전 거리발개

귀신 적간 한번 나간다

1. 사방 지동 천왕문

2. 영정 부증 할멈니

3. 골매기 수부할멈

4. 석가삼한(중타령)

5. 손임네(명신, 호반각씨) (막둥이 자담)

6. 산중 거사당(백구자담)

윤동환(전북대학교 무형유산정보연구소 연구교수)

21) ‘상투 자담’의 오기(誤記)이다. 얼사촌이 꽹과리를 들고 관중들에게 부조를 받아오면, 주무(主巫)는 허리에 맨 성기를 풀
어 머리에 묶어 상투를 만든다. 그리고 주무 역시 관례(冠禮)를 하기 위해 수건을 묶으며 얼사촌과 재담을 한다.

22) ‘앵두’는 은어(隱語)로 눈물을 뜻한다. 주무는 자신이 관례를 했기 때문에 어른이 되었다고 아범·삼촌·사장어른에게 
신칼에 달려있는 한지를 뽑아 촌수를 뗀다. 그런 다음 얼사촌과도 촌수를 띠는데, 이때 헤어지기 섭섭하다 하여 울음 우
는 시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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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설화

1. 변천과 특징

설화(說話)는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낸 이야기다. 현대인들에게는 ‘옛날이야기’가 익

숙하며, 일부 어르신들은 ‘고담(古談)’이라 부르기도 한다. 오래된 문헌에서는 ‘야담(野談)’

이라 기록되어 있고, 민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라는 의미로 ‘전설(傳說)’ 또는 ‘유래담(由

來談)’·‘민담(民譚)’이라 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모든 이야기를 의미하는 단어

로 사용하는 것이 ‘설화’다. 설화는 학술상의 명칭으로도 사용한다. 

설화는 구전(口傳)을 통해 그 존재를 유지해 간다. 설화의 구전은 일정한 몸짓이나 창

곡(唱曲)과는 달리 보통의 말로써 이루어지며, 이야기 구조에 힘입어 전승한다. 곧, 설화

를 말하는 화자(話者)는 이야기의 세세한 부분을 그대로 기억하여 고스란히 그것을 전

승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이야기의 핵심인 구조를 기억하고, 거기에 화자 나름의 수식

을 덧붙여서 전승한다. 그렇기 때문에 설화는 구전에 적합하고, 단순하면서도 나름대로 

잘 짜여진 구조를 지니며, 표현 역시 복잡하지가 않다.

설화는 이야기를 하고 들을 수 있는 장소와 분위기가 조성되면 언제든지 구연(口演)

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화자와 청자(聽者)의 관계에서 화자가 청자를 대면하여 청자

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구연하게 된다. 다만, 일상적인 ‘신변잡담’이나 말로 전하는 ‘역사

적 사실’ 등은 설화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설화 가운데 ‘사실담’이 전혀 없는 것

은 아니지만, 설화의 사실담은 사실 자체를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흥미와 교

훈을 위해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설화의 분류는 시대와 장소, 그리고 학자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신화

(神話)·전설(傳說)·민담(民譚) 등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 셋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서로 넘나들기도 하고 상호 전환하기도 한다. 설화 가운데에는 신

화·전설·민담 중 두 가지 이상과 관련한 것도 많으며, 이 셋 중 어느 것에도 포함시

키기 곤란한 것도 있다.

또한 설화가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이

는 설화가 구전된다는 특징 때문이다. 설화 연구 분야 가운데, 설화의 형성과 변화에 

주목하는 연구가 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화 ‘변이(變移) 연구’라고 한다. 시대의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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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설화가 어떻게 변모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는 특정 설화 한편을 주목해서 할 수 있는 연구이지, ‘강원도’와 같이 특정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공간에서 설화 변이를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강원도 전체 설화를 개관할 

때 시간 흐름에 따른 설화의 변이와 공간 변화에 따른 설화 변이, 무엇보다도 해당 설

화가 언제 형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강원

도 설화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통해 강원도 설화의 변천과 특징

의 한 단면을 찾아보려 한다. 

강원도 설화 연구는 설화 자료 수집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이것도 화자와 청자 사이

에서 구전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현장에서의 수집은 불가능하다. 현대에는 강원도내 마

을들을 다니며, 디지털녹음기와 캠코더와 같은 장비들을 통해 화자가 알고 있는 이야기

를 청취하는 방향으로 설화 조사가 이루어진다. 연구자들은 이를 문자화시키거나 음원

과 동영상 등의 형태로 일반인들에 보여주게 된다. 이 또한 현대사회에서 설화가 구전

되는 한 형태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의 설화 조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과거 시대에 형성되고 구전했던 설화 자료들은 문자를 통해 기록한 다양한 문헌 등으

로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설화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초창기 문헌에 삼국유사

 등이 있다. 삼국유사에서 강원도와 관련해 주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설화가 강릉시 

및 삼척시 등과 관련 있는 수로부인설화와 양양군에 소재한 낙산사와 관련 있는 관음설

화·조신설화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신라시대에 순정공(純貞公)이 강릉 태수로 부임하는 길에 함께 수로부인이 동행하

였다. 수로부인은 천 길이나 되는 높은 벼랑 위에 핀 철쭉꽃을 갖고 싶어 했다. 소를 

몰고 가던 노인이 꽃을 꺾어 주면서 수로부인에게 <헌화가>를 지어 바쳤다고 한다. 

또한 수로부인이 임해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용이 나타나 수로부인을 바다 속으로 

끌고 갔다. 그때 한 노옹이 순정공에게 근처 백성을 모아 노래 부르게 하고, 막대기

로 언덕을 치면 부인이 나올 것이라고 하여, 그대로 하였더니 수로부인이 나왔다(삼

국유사 ｢수로부인｣조 중에서).

의상이 처음 당나라에서 돌아와서 대비진신(大悲眞身)이 이 해변의 굴속에 계시기 

때문에 낙산(洛山)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의상은 재계(齋戒)한 지 7일 만에 좌구

(座具)를 물위에 띄웠는데, 천룡팔부(天龍八部)의 시종이 그를 굴속으로 인도하여 들어

가서 참례함에 공중에서 수정염주(水精念珠) 한 벌을 주기에 의상은 이를 받아서 물

러 나왔다. 동해룡(東海龍)이 또한 여의보주(如意寶珠) 한 벌을 주기에 의상은 이를 

받아서 물러 나왔다. 다시 7일 동안 재계하고서 이에 진용(眞容)을 뵈니, “이 자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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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꼭대기에 대나무가 쌍(雙)으로 돋아날 것이니, 그곳에 불전(佛殿)을 짓는 것이 마

땅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법사가 그 말을 듣고 굴에서 나오니 과연 땅에서 대나무가 

솟아났다. 이에 금당을 짓고 소상(塑像)을 봉안하니, 그 원만한 모습과 아름다운 자질

이 엄연히 하늘에서 난 듯했다. 대나무는 다시없어졌으므로 바로 진신이 거주함을 알

았다. 이로 인해 그 절을 낙산사라 하고서 법사는 그가 받은 구슬을 성전에 모셔두고 

떠나갔다(삼국유사 ｢낙산의 두 성인 관음과 정취, 그리고 조신｣조 중에서). 

조신은 세달사 장원을 관리하던 중 그곳 태수 김흔의 딸에게 깊이 매혹되었다. 그

는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그녀와 결합하게 해 달라고 빌었으나 그녀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관음보살 앞으로 가서 원망하며 울다가 잠이 들었다. 꿈에서 그는 김씨 

처녀와 결혼하여 아이를 다섯이나 두었으나 가난에 시달리며 초야를 두루 유랑했다. 

자식들이 비참하게 죽는 가운데 헤어지자는 간곡한 부인의 말에 기뻐하며 갈라서다가 

잠이 깨었다. 그는 관음상 앞에서 참회하고 부지런히 선행을 쌓았는데 나중의 그 종

적은 알 수가 없다(삼국유사 ｢낙산의 두 성인 관음과 정취, 그리고 조신｣조 중에서)

조선시대에 와서는 고려사를 비롯해서 지리지인 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

승람』등에도 강원도 전역에서 전승하는 설화 모습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각종 

읍지와 총쇄록 등의 개인 문집 등에서도 강원도 설화의 편린이 보인다.  

강원도와 관련한 설화가 본격적으로 수집이 이루어진 것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다. 특히 1945년 해방 이후 출판된 최상수의 한국민간전설집(1958)은 1946년 발간한 

조선민간전설집·조선지명전설집, 1947년 발간된 조선구비전설지 등을 합치고, 거

기에 수십 편의 자료를 엮어서 만든 책이다. 수집된 설화들은 시기·장소·제보자 등이 

밝혀져 있고, 강원도를 비롯해서 각 도 단위의 설화들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민간전설

집에는 강원도와 관련한 설화가 42편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1960년대 말까지 강원도 

설화 연구에 이용할 만한 자료집의 출간은 거의 없었다. 한국민간전설집에 수록하고 

있는 강원도 관련 설화를 채록 지역을 중심으로 구분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 설화 비고
강릉시 월화정, 안인진의 해랑당, 효자 이성무 
김화군 선녀바위, 금돼지와 원 현 철원군
정선군 효구총, 효자 포수 
영월군 노고촌, 주천
인제군 오세암 
원주시 치악산과 상원사
회양군 내금강의 흑사굴, 명연담, 보덕굴의 관음보살, 선녀의 깃옷 현 북한
철원군 철원 달래산, 김부리와 군량리, 기우암, 석천암의 석천
춘천시 효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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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설화 비고
통천군 대영대샘 현 북한
평강군 채씨소 현 북한
횡성군 절구공이의 구슬, 태종대

기타
사명당과 서산대사, 이십년고개, 단발령, 유점사와 오십삼불, 
사공바위, 현종암, 개바위, 구룡소, 구룡연, 성문동, 보현동, 
이대리, 이대암, 노춘수, 달음리, 환희재, 환희동, 개잔령 

금강산 관련 설화

강원도 자체 내에서 설화 자료에 대한 집대성은 1970년대에 최초로 이루어졌다. 강원

문화총서의 일부로 간행한 태백의 설화상·하(1974) 2권이 그것이다. 태백의 설화 상·

하는 최승순·이기원 등 집필자 8명이 각자의 연고지를 중심으로 지역을 나누어 집필하

였다. 태백의 설화상에는 춘천·춘성·원주·원성·강릉·명주·홍천·횡성·영월·평

창 등의 설화 203편을 수록하였으며, 태백의 설화하에서는 정선·철원·화천·양구·

인제·고성·회양·양양·속초·삼척·평강·이천·통천 등의 설화 134편이 수록되어 있

다. 태백의 설화 상·하는 간행 당시까지 나와 있던 여러 문헌에 수록된 강원도 설화

는 물론, 여기에 새롭게 현지 조사한 자료를 추가함으로써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설화의 

윤곽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태백의 설화 이후 한국민속종합보고서(강원도편, 문화재관리국, 1977)이 출판되었다. 

이 보고서는 임석재가 강원도를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으로 나누어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채록한 설화들을 수록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해 그 이전에 강원도를 대상으로 한 설화 

현지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영동지역에서 조사한 설화는 

85편이고, 보고서로 제출한 설화는 26편이다. 영서지역에서는 2주간에 걸쳐 현지조사를 

진행하였으며, 43편의 설화를 채록하고 17편을 제출하였다. 출판된 한국민속종합보고서

(강원도편)에는 유형별로 전설은 영동지역이 14편, 영서지역이 4편 수록되어 있으며, 민

담은 영동지역이 4편, 영서지역 6편 수록되어 있다. 한국민속종합보고서(강원도편)은 
한국민속종합보고서와 달리 구술자가 구술한 내용을 그대로 채록해서 옮겨 놓고 있다

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보고서에 수록한 설화들은 임석재의 한국구전설화(함경북도·

함경남도·강원도편, 1989)에 재수록 하였다. 이 책에는 1927년 2월 함병업(문학평론가, 

보성전문학교 강사)이 간접 채록한 것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이 무렵부터 강릉지역의 설화를 채록한 연구인 김선풍의 한국시가의 민속학적 연구(1977), 
최철의 영동민속지(1972), 강릉문화원 등에서 편찬한 임영문화대관(1982), 황규익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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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내겨레(1980), 강원도에서 간행한 향토의 전설(1979) 등이 출간되어 강원도 설화 

자료의 1차적인 집대성이 이루어졌다. 이후 민속지(1989)를 비롯해서 강원도내 지방단

치단체에서 각각 시지와 군지가 발간되었는데, 이들 시지와 군지에도 강원도의 설화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리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 각 행정기관에서는 시지와 군지 이외에

도 내 고장 전통가꾸기·역사와 문화유적을 출판하여 해당 지역의 설화들을 수록하

였다. 

한편, 1979년부터 1985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설화 조사가 이루어졌다. 한국정신

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구비문학대계 1차 사업이다. 그 일

환으로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도 설화를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를 시행하였다. 한국구비

문학대계는 강원도내 조사 대상 시·군의 지역 개관에 이어 동면별 조사마을 개관, 제

보자 설명 등이 앞부분에 있고, 본문은 그 다음에 수록하였다. 본문에 수록한 각 자료

는 순번과 녹음테입 번호에 이어 조사장소, 연월일, 조사자 이름, 제보자 사항(이름·성

별·연령)이 우선 제시되고, 자료의 제목 다음에 조사상황을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자

료 본문이 나온다. 매권 말에는 자료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는 기존

에 강원도 설화를 집대성 자료들과는 달리, 해당 지역의 구술자를 중심으로 녹취록 형

태로 수록이 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조사 자체가 철저한 계획에 의해 진행하였으며, 

조사 지역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았고,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는 설화의 채록이 지침서에 의거해 일관된 방법으로 행해졌다. 

강원도의 경우 강릉시·명주군편, 춘천시·춘성군편, 삼척군편, 속초시·양양군편(1), 속

초시·양양군편(2), 횡성군편(1), 횡성군편(2), 영월군편(1), 영월군편(2)이 간행되었다. 지

역별로 수록한 설화 편수, 조사자 등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시·군 읍면 조사 편수 수록 권수 조사자 간행연도
강릉시 101편

2-1 김선풍 1980
명주군

성산면 2편
강동면 2편
구정면 10편
옥계면 15편
사천면 1편

주문진읍 1편
묵호읍 9편

춘천시 39편

2-2 서대석 1981
춘성군

신북면 27편
남면 14편

신동면 11편
북산면 4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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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읍면 조사 편수 수록 권수 조사자 간행연도

삼척군

삼척읍 159편

2-3 김선풍 1981
원덕면 17편
근덕면 12편
북평읍 8편

속초시 90편
2-4

김선풍
김기설

1983양양군
(1)

현북면 70편
현남면 97편

양양군
(2)

양양읍 89편
2-5

김선풍
김기설

1983서면 77편
손양면 43편

횡성군
(1)

횡성읍 22편

2-6 서대석 1984
안흥면 26편
청일면 91편
공근면 54편

횡성군
(2)

둔내면 80편
2-7 서대석 1984갑천면 45편

서원면 26편

영월군
(1)

상동읍 18편

2-8 김선풍 1986
하동면 30편
북면 9편

영월읍 254편

영월군
(2)

영월읍 103편

2-9 김선풍 1986
주천면 38편
서면 8편

남면 3편

이와 병행해서 강원도내 각 대학 연구소와 국문과를 중심으로 설화에 대한 현지 조사

와 연구를 진행하였다.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에서 1982년부터 1991년까지 고성군, 

동해안 항포구, 영동·영서 교우지역, 태기산 주변 지역, 치악산 주변 지역, 철원군, 춘

천·춘성군, 섬강유역, 사하촌 등을 대상으로 설화를 조사하였다.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

과에서는 1988년부터 양양·인제·원주·홍천·춘천·강릉·삼척·횡성·영월·정선·평

창·철원·양구·고성·화천 등의 학술답사를 진행하여 강원전통문화총서3-설화(1998)
를 출판하였다. 이 책은 시·군별로 설화의 유형을 효행·열녀설화, 교훈설화, 예지설화, 

인물설화, 동·식물설화, 지명설화, 풍수문화, 기타설화로 구분해 놓았다. 한림대학교 국

어국문학과에서는 홍천군 지역의 설화를 조사해서 강원도 홍천군 학술조사보고서 2권

을 간행하였으며, 이 자료집은 후에 단행본으로 출간하기도 하였다. 강릉대학교 국어국

문학과에서는 1980년부터 인제·양양·정선·고성·삼척·양양·영월·고성·평창 일대

를 조사하고, 조사한 설화를 1984년부터 1996년까지 발행한 강릉어문학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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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학교는 영월·정선 일대를 답사하고, 영월군 민속 기층조사(1998), 정선군 민속 

기층조사(2002) 등에 조사한 설화를 수록하였다. 

2000년도에 와서 강원도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설화를 대상으로 강원도 전체 시·

군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현지조사는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맡아서 진

행하였다. 2003년도에는 강원도 내륙 북부 5개 시·군(춘천·철원·화천·양구·인제)에

서 1,142편의 설화를 채록하였다. 2004년도에는 강원도 내륙 6개 시·군(원주·홍천·

횡성·영월·평창·정선)에서 1,377편을 채록하였다. 2005년에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 고

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에서 989편의 설화를 조사하였다. 이들 조사한 

설화들을 대상으로 강원의 설화Ⅰ·Ⅱ(2005)와 강원의 설화Ⅲ(2006)을 발간하였다. 

강원의 설화는 해당 시·군의 자료 목차, 지역 개관, 설화의 유형별 양상과 분포, 설

화의 특징, 채록 자료, 문헌 설화 개관 및 자료 등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1990년대 후반부터 강원도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연구자 개인 및 문화원 등을 

중심으로 설화 자료에 대한 조사와 이를 대상으로 한 설화집 발간이 이루어진다. 그 가

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횡성문화원에서 발간한 횡성의 구비문학Ⅰ·Ⅱ(2002)이다. 

2001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횡성 관내 1개 읍과 8개 면을 대상으로 횡성에 거주

하는 구비문학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설화가 총 144편이 채록되었다. 지역개

관 및 조사자와 제보자 사이에 면담 과정 등까지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강릉무형문화연

구소의 강원 어촌지역 전설민속지(1995), 김태수의 삼척의 설화집(1996), 장정룡

의 속초지역 구전설화집(1999), 두창구·김경남의 고성·속초지역의 설화(2000), 두창

구의 한국 강릉지역의 설화(1999)·삼척지역의 설화(2003)·양양지역의 설화(2004), 
김선풍의 평창군의 설화(2002), 전신재의 강원의 전설(2007), 원주시의 원주의 옛 이

야기와 노래(2010) 등이 있다. 또한 각 지역에서 편찬한 각종 마을지·민속지 등에도 

설화가 수록되어 전한다.

또한 강원도를 대상으로 한 설화 조사에 있어서 2000년대에 특기할만한 것은 1979

년부터 1985년까지 한국구비문학대계 1차 사업에서 누락된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개정 증보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2008년에 정선군(설화 168편, 근현대

설화 2편)·평창군(설화 104편, 근현대설화 2편), 2009년에 고성군(설화 39편, 근현대설

화 4편)·홍천군(설화 141편), 2010년에 원주시(설화 182편, 근현대설화 12편)·철원군(설

화 68편), 2011년에 동해시(설화 52편, 근현대설화 8편)·태백시(설화 47편, 근현대설화 7

편), 2012년에 인제군(설화 42편, 근현대설화 1편), 2013년에 화천군(설화 49편, 근현대

설화 7편), 2016년에 양구군(설화 48편, 근현대설화 7편) 조사를 마지막으로 강원도 전역



268  강원도사

제1장 | 강원의 구비전승

을 대상으로 한 한국구비문학대계 사업이 마무리 되었다. 1차 사업과는 달리 구비문

학 채록 현장의 붕괴로 순수 설화 채록이 어려워지고, 대신 근현대에 형성된 설화의 채

록이 두드러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앞에서 강원도를 대상으로 한 설화 자료 조사 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

다. 설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설화 자료 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강원도

의 경우 설화의 전승 기반인 공동체의 해체, 대중매체의 확산으로 인한 직접적인 설화 

접촉 기회의 축소, 기록문학이 문학으로서의 역할을 전담해 가고 있는 점 등으로 설화 

및 설화 구연 현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설화 및 설화 구연 현장

의 붕괴가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강원도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두드러지

게 설화 현장의 소실이 이루어지고 있다. 1940년대부터 강원도를 대상으로 설화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7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설화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설화 조사 

및 정리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 실현되었지만, 이와 함께 설화 자료 수집 현장이 사라지

고 있다는 것은 설화 연구자로서 아쉬운 점이다. 설화 가운데 그나마 해당 지역 홍보와 

관련 있는 증거물을 대상으로 한 일부 신화와 전설 등의 전승은 활발하지만, 그렇지 않

거나 특히 민담의 경우 2000년대에 와서는 자료 조사 자체가 어려워졌다. 한편 전통적

인 설화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 ‘근·현대설화’의 증가도 눈에 띄는 점이다. 앞으로 강

원도 설화 자료의 조사 측면에서 한 번쯤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다음에서는 강원도 설화를 신화·전설·민담 등으로 유형을 분류해서 정리하려 한다.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설화들은 무수히 많다.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강원도 설화 가운데 연구가 이루어진 설화, 지역성과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설화 등을 

선별해서 강원도의 신화·전설·민담이 지니는 특징들을 살펴보려 한다. 한편 수록한 

설화들 또한 전체 내용을 수록하기에 지면이 부족하므로, 화소(話素) 중심으로 정리해서 

제시할 것이며, 참고한 자료들은 개별적으로 주석을 달지 않고 참고문헌으로 대체하고

자 한다.

2. 신화 

신화(神話)는 설화 가운데 전승자가 진실하고 신성한 것으로 믿는 것이다. 주로 고대

의 신(神)이라든지, 영웅들이 지니는 비범한 이야기 등을 포함한다. 일상적인 경험에 비

추어 보아 꾸며낸 이야기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신화는 일상적 경험 이전에 또는 일

상적인 합리성을 넘어서서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성과 신성성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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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 때 신화는 신화로서의 생명력을 갖는다. 곧 우리나라에서 개천절이 국경일로 

유지되는 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단군신화는 신화로서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신화는 아득한 옛날, 일상적인 경험으로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태초에 일어

난 일이고, 신성한 장소를 무대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군신화의 태백산·아사달

은 신성한 장소의 좋은 예이다. 신화의 진실성과 신성성은 곧 시간과 장소가 갖는 진실

성이고 신성성이기도 한 것이다. 한편, 신화의 증거물은 매우 포괄적이다. 천지창조 신

화에서는 천지가 바로 증거물이고, 국가창건 신화에서는 국가가 바로 증거물이다. ‘우리

는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이다’라는 의식이 바로 단군신화의 증거물이다. 신화의 주인공

은 신이며, 그의 행위는 신이 지닌 능력의 발휘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신은 일반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신성한 자라는 뜻이지, 인간과 구별되는 절대적 존재라는 

의미는 아니다. 

신화는 민족적인 범위에서 전승한다. 민족적인 범위에서 진실성과 신성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한 민족의 신화가 다른 민족의 것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른 민족에게는 신화로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신화는 민족의 고대사, 실제적인 혹은 

가상적인 역사와 관련을 가지고 민족적 융합을 위해서 신성성이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신화의 원형은 고대 제의(祭儀)에서 출발한다. 제의란 일정한 신을 대상으로 한 종교

적 의식으로서 고대 국가의 국중대회, 마을 단위로 이루지는 서낭제와 전문 사제자집단

에 의한 굿 등과 같은 것이 해당한다. 고대 국가에서의 제의는 말·춤·음악 등이 복합

적으로 나타나며, 제의 중에 말로 표현한 것을 ‘구술상관물’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굿

의 사설 같은 것이다. 강릉의 경우 강릉단오제에서 벌이는 굿판이 과거 동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이나, 부여의 영고와 같은 고대 부족국가시대의 국중대회와 그 성격이 비

슷하다고 할 있다. 강릉단오제의 주신은 대관령국사성황신인데, 이 대관령국사성황설화

는 그 자체가 신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설화적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설화들 가운데 신

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동해안 일대의 무속집단을 통해서 전승하는 무가 가운

데 서사무가에 해당하는 당고마기와 바리공주 등이 있다. 또한 앞에서 거론했던 세계무

형유산에 등재된 강릉단오제에서 이루어지는 유교적 제사와 단오굿 등의 기반이 되는 

대관령국사성황설화가 해당한다. 여기에 강원도내 마을 서낭당 및 산신당·해신당 등에 

모셔진 당신(堂神)의 내력을 설명하는 ‘당신화(堂神話)’도 넓게는 신화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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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는 전설적인 모습이 강하지만 강릉시 일대에서 전승하는 창해역사설화도 신

화의 잔존형태라고 할 수 있다. 창해역사설화는 민중적 영웅담의 성격을 보인다. ‘고난’

과 ‘승리’라는 한국 신화의 일반적인 내용에 비추어보면 엄밀한 의미의 신화라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으나, ‘신이한 출생’과 ‘비범함’은 한국 인물신화에서 보이는 보편적 신화

소다. 춘천·횡성·평창 일대에서 전승하는 맥국왕설화 또는 태기왕설화는 강원도에 있

었던 고대 국가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 한편 지금은 북강원도가 되었지만, 평강군 일대

에서 전승하는 평강채씨시조설화는 시조의 탄생과 득성(得姓) 과정을 통해 씨족의 기원

을 설명하는 시조신화에 해당한다. 이들 신화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무속신화인 당고마기설화와 바리공주설화

무속의례인 굿에서 무당에 의해 구송되는 무가(巫歌) 가운데 서사성이 강한 무가를 

‘서사무가’라고 하는데, 이 서사무가를 설화적인 차원에서 이야기 할 때는 ‘무속신화’라고 

할 수 있다. 무속신화는 무속에서 숭배하고 있는 신들과 관련한 이야기로 서사적 구

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굿에서는 무당이 굿에 등장하는 주인공 곧 신들에 대한 내

력을 담고 있는 신화를 구송한다. 아울러 무당이 청중들 앞에서 신과 관련한 이야기를 

노래한다는 점에서 ‘구비서사시’에 속하기도 한다.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대표적인 무속

신화에는 강릉단오제와 영동지역의 굿판에서 구송되는 당고마기(담금애기) 설화와 바리

공주(바리데기) 설화가 있다. 강릉단오제에서는 대관령국사성황을 모셔와 지역 무녀들이 

대규모 굿을 베풀며 각종 무가를 구연한다. 여기서 부르는 무가 중에 서사무가인 당고

마기설화를 구송한다. 또한 동해안 일대에서 죽은 이를 천도하는 굿에서는 바리공주설

화를 부른다. 

강릉단오제 기간에 단오굿이 거행된다. 음력 4월 15일 국사성황굿으로부터 마지막날 

진행하는 환우굿(국사성황이 굿을 잘 받으셨는지 확인한 연후에 굿에 사용했던 모든 것

을 태우는 굿)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굿거리가 이어진다. 그 가운데 ‘세존굿’이 있다. 이 

세존굿을 ‘시존굿’·‘시준굿’ 또는 ‘당고마기 삼신굿’이라고 부른다. 세존굿은 생산을 관장

하는 신인 세존과 당고마기의 결합과정을 그린 무속신화를 구연하는 굿이다. 당고마기

설화를 통해 풍년을 빌고, 자식의 점지와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것이다. 세존굿을 할 때

는 다른 악사들은 모두 물리고 장고잡이와 무녀 단 둘이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무가

를 구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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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고마기는 양가집 규수로서 부모님과 일곱 오라버니와 함께 산다. 어느 날 부모

님과 오라버니들이 모두 출타하였는데 세존이 찾아온다. 세존은 당고마기가 중남편을 

얻을 팔자임을 역설하고 연분을 맺는다. 다음날 아침 세존은 떠나고 당고마기는 잉태

를 하게 되어, 홀로 아들 셋을 낳는다. 세 아들은 장성하여 서당에 다니는데,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을 당해 당고마기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묻는다. 당고마기는 박

씨를 심어 줄기가 뻗는 대로 아들들과 함께 세존을 찾아 나선다. 아버지인 세존을 만

난 세 아들들은 친자 확인을 거치고, 당고마기는 삼신이 된다.

당고마기설화는 생산신

으로 신앙되는 세존(世尊)

과 삼신(三神)으로 좌정한 

당고마기의 일대기를 담

고 있다. 곧 당고마기설화

는 세존굿의 대상 신격인 

천신(天神)으로서의 세존과 

당고마기가 결합하여 아들 

삼 형제를 낳고, 후에 당

고마기가 삼신으로 좌정하

는 과정을 보여주는 본풀

이다. 당고마기가 부모 몰래 세존을 사랑하여 출산하고, 출산한 아들들이 마침내 아버지

인 세존을 만난다. 무가의 끝 부분에서 세 아들 중 둘째아들이 ‘대관령국사신령’이 된다

는 대목이 포함되어 있다. 당고마기설화는 불교의 석가세존을 중심으로 무속연행이 이

루어지므로 무녀가 색동쾌자를 입고 바라춤을 추거나 승무를 추며, 중놀이를 하면서 불

경을 외우기도 한다. 당고마기설화가 지니는 신화로서의 핵심은 잉태와 출산과 관련 있

다는 것이다. 이처럼 잉태와 출산이 신성시되는 것은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던 생산신의 

기능을 서사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속초·강릉·양양 등지의 전승하는 무가 가운데 바리공주설화가 있다. 바리공주설화

는 사령굿의 일종으로 오구굿에서 망자의 영혼을 천도하는 과정에서 불리는 서사무가이

다. 동해안 일대에서 ‘바리공주’는 ‘베리데기’·‘바리데기’·‘바리덕이’·‘바리때기’·‘버리데기’ 

등으로 불리는데, 여기서는 ‘바리공주’로 표현하고자 한다. 바리공주설화는 이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그 배경은 ‘불나국’이며, 바리공주의 부모는 ‘오구대왕’과 ‘길

대부인’이다.

강릉단오굿 중 세존굿(강릉단오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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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대왕과 갈대부인이 혼인하여 딸 여섯을 낳는다. 갈대부인은 아들을 낳기 위해 

수미산에 올라가 백일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다시 딸을 낳고 오구대왕은 그 딸을 내

다 버린다. 내다 버린 바리데기를 산신이 데려다 키우고 공부를 가르친다. 오구대왕

은 바리데기를 내다버리고 고칠 수 없는 병을 얻게 된다. 오구대왕의 병을 고치기 위

해서는 서천서역국에 약물을 얻어야 하나 모든 딸들이 거절한다. 갈대부인이 바리데

기를 만나 부탁하자 바리데기가 자신이 간다고 한다. 바리데기는 서천서역국에 도달

하고 약물을 구해 오구대왕과 길대부인에게 간다. 그런데 바리데기가 도착한 날이 오

구대왕의 상여가 나가는 날이었다. 바리데기가 상여를 멈추게 하고, 약물을 먹여 오

구대왕을 다시 살린다. 시간이 흐른 후에 오구대왕과 길대부인은 견우직녀가 되고, 

칠공주는 북두칠성이 되고, 바리데기의 아들 삼형제는 삼태성이 된다. 아울러 불라국

의 모든 백성들도 죽은 후에 그 넋이 천상으로 올라가 뭇별이 되었다고 한다. 

바리공주설화는 망자의 영혼을 천도하기 위한 굿에서 불리기에 죽음의식과 관련되어 

있다. 곧 바리공주설화는 사후 영혼을 되찾기 위한 영적인 무속제의에서 불려진다. 이

야기 전개상 막내딸이 승리하는 민담의 형태를 지니지만, 이 굿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이 망자의 영혼구제에 있으므로, 죽음의식과 재생을 염두에 둔 신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버려진 막내딸이 형제의 갈등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화소보다는 고난을 극복하여 

궁극적으로 아버지를 살려낸다는 효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바리공주설화에서

는 바리공주가 현실계와 영혼계를 두 차례 반복하여 궁극적으로 별자리로 환생하는 서

사적 특징을 가진다. 영적 세계를 통한 불가능의 극복이라는 영생의 미학적 원리를 반복

적인 화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바리공주설화는 동해안 풍어굿과 연계하여 어로작

업과 관련해 희생된 사람들의 영혼을 극락왕생 시키는 과정에서 불려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강원도의 무속신화를 볼 수 있는 것이 강릉단오굿 가운데 ‘심청굿’이다. 심청

굿에서는 무속신화인 심청설화가 구연된다. 무녀는 갓을 쓰고 손대를 어깨에 멘 차림으

로 굿청에 들어선다. 마지막에 장님이 들어와 점을 치고 눈을 뜨는 대목이 촌극처럼 행

강릉단오굿 중 심청굿(강릉단오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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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다. 심청설화는 소설 심청전이나 판소리 심청가가 무속신화로 정착한 것으로 보여

진다. 심청설화는 다른 지역의 행해지는 무가에는 전혀 없고 오직 강릉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일대의 굿판에서만 전승하며, 그 길이가 가장 긴 편에 속한다. 심청굿의 첫머리

가 “바닷가 사람들은 특히 눈이 밝아야 하고 그래서 안질을 막고 눈을 맑히는 굿거리가 

필요하다”라는 설명으로 시작한다. 심청굿설화를 부르는 목적은 눈이 밝아 고기를 잘 잡

고, 심청이 같은 효자·효녀를 낳게 해달라는 의미가 있다.

2) 당신화로서의 대관령국사성황설화·단종설화·권대감설화·해신설화

당신화는 마을제사를 지내는 제의적 공간에서 신격을 모시는 곳인 당(堂)과 그곳에 모

셔진 신들의 이야기인 신화의 합성어다. 곧 당신화는 당신(堂神)에 관계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당신화는 일반적으로 신격의 유래와 그에 관한 제의 절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곧 신격 해설, 좌정 유래, 직능 해설 등이다. 강원도의 경우 신격의 좌

정 유래를 설명하거나, 신의 직능 해설인 영험담 등을 중심으로 당신화가 전승한다. 강

원도내에 산재해 있는 마을 제당 가운데 당신화가 전승하고 있는 곳은 강릉시의 대관령

국사성황당과 여성황당, 삼척의 느릅령 서낭당, 구룡령 서낭당, 홍천군 내면 서낭당, 영

월과 태백의 산신당, 동해안 중심의 강릉시 안인진 해랑당, 삼척시 갈남 해신당 등이다. 

대관령국사성황당은 강릉 출신의 신라 승려로 알려진 범일국사(梵日國師)를 모시고, 여

성황당은 대관령국사성황의 청혼을 거절한 후 호랑이가 물어간 강릉 처녀 정씨(鄭氏)를 

모신다. 구룡령 서낭당은 부정을 저지른 부인이 주인공이며, 느릅령 서낭당은 주민을 위

협했던 산신을 신격으로 모신

다. 홍천군 내면 일대의 서낭

당에서는 마을로 이주한 권대

감을 모시고, 영월군과 태백

산일대에서는 비운의 왕인 단

종을 신격으로 모신다. 안인

진의 해랑당은 익사한 처녀 

또는 기생인 해랑(海娘)을, 삼

척시 해신당에서는 해초를 따

다가 익사한 처녀를 모신다. 대관령국사성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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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전승의 당신화를 보면 내륙지역에서 전해지는 당신화와 동해안 일대에서 전해

지는 당신화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내륙지역 일대의 신격과 당

신화는 남자가 주인공인 사례가 많으며, 동해안 일대의 당신화에는 여성이 주인공인 경

우가 많다. 아울러 동해안 일대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신격으로서 같이 좌정시키기도 한

다. 이는 풍어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곧 어민들은 바다의 신인 여성과 마을의 지킴

이인 남서낭신이 자신들의 삶과 풍어, 마을의 안녕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따라서 동해안 

일대의 풍어굿에서는 남신과 여신을 같이 모시고, 두 신의 결합이 풍요한 생산을 가져

다준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대관령국사성황당의 대관령국사성황설화, 영월의 단종을 신격으로 모시는 산

신당을 중심으로 전승하는 단종설화, 홍천군 내면의 권대감을 주신으로 모신 서낭당의 

권대감설화, 동해안 일대 여성신격을 모시는 해신당과 관련한 해신설화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대관령국사성황설화

강릉단오제의 대상 신격인 대관령국사성황신은 ‘범일국사’다. 범일국사(810~889)는 신라 

때 승려로서 신라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사굴산파를 개창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40여 

년 동안 후학들을 교화하였으며, 경문왕·헌강왕·정강왕 등이 국사로 모시고자 하였으

나 사양하고 수도에 정진하였다고 한다. 이 범일국사의 일대기를 전하는 ｢대관령국사성

황설화｣는 강릉시를 중심으로 전승한다. 조당집·삼국유사·증수임영지(1933)·명
주6호(1957)·강릉의 역사변천과 문화(1961) 등의 문헌에도 끊임없이 수록되어 있다. 

｢대관령국사성황설화｣는 ‘신이한 출생→어려서 버려짐→비극적 성장→출가→고난 극복→

성공’이라는 보편적 영웅신화가 지니는 기본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학산(강릉 부근)에 사는 한 처녀가 석천에 물을 길러 갔다가 이상한 햇빛이 비치는 

바가지에 물을 마시고 잉태하여 아이를 출생하였다. 처녀가 낳은 아이라 부모가 학대

하여 바위 아래에 아기를 버렸더니 학이 보호해 주어서 죽지 않았다. 그래서 범상한 

아이가 아니라고 해서 다시 데려다 길렀더니 총명하게 자랐다. 자라서 아버지의 내력

을 어머니에게 물어 본다. 어머니가 사실대로 말했더니 “반드시 큰 사람이 되리라”고 

다짐을 하며 집을 떠났다. 후에 국사가 되어 돌아와 학산 굴산사에 주석하며 이름을 

떨쳤다. 왜란이 있을 때 국사가 대관령에 올라가 술법을 쓰니, 산천초목이 모두 군사

로 변하여 왜군이 접근하지 못했다. 그는 죽어서 대관령 성황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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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국사성황설화는 ‘햇빛이 비치는 물’로 

잉태를 한다. 이는 주몽신화에서 주몽의 어

머니 유화부인의 몸에 ‘햇빛’이 따라와 주몽

이 탄생했다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다. 해는 

하늘과 통하는데, 그 점에서 보면 범일의 탄

생담에는 일종의 천부신앙(天父信仰)이 포함

되어 있다. 태양신화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아로 버려져 죽게 되는 절체절

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신라 5교 9산의 하나

인 굴산사를 창건하고 사굴산파의 개조로서 

국사 칭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 영웅신화적인 

모습도 확인된다. 한편 범일국사가 죽어서 대

관령성황신이 되었다는 것은 민간신앙과 불

교와의 친연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대관령성황을 흔히 강릉시에서는 ‘대관령국

사성황’이라고 하며, 강릉 지역의 주신(主神)으로 모신다. 강릉지역의 마을제인 단오제에

서는 ‘대관령국사성황’을 남대천으로 모셔 주민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큰 굿을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풍습이다. 곧 대관령국사성황설화는 강릉지역 마을신과 관련

한 당신화인 것이다. 한편, 대관령국사성황인 범일국사가 정씨 처녀를 찾아가 혼인할 것

을 부탁했으나 정씨 처녀의 아버지가 이를 거절하자 범일국사의 사자인 호랑이가 정씨 

처녀를 업어가 대관령국사여성황이 되었다는 대관령국사여성황설화와 함께 음양합일사

상(陰陽合一思想)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음양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은 신화가 지니

는 전형적인 화소라고 할 수 있다. 

(2) 단종설화와 권대감설화

강원도 내륙지역에서 전승하는 당신화 가운데 역사적인 실존물이 주인공이 되기도 한

다. 대표적인 당신화가 영월군과 태백산 일대에서 전승하는 단종설화와 홍천군 내면 중

심으로 전승하는 권대감설화다. 이 두 당신화는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1452년 조선 5대 임금인 문종(文宗)이 재위 2년 만에 승하하

자, 문종의 뒤를 이어 12세의 어린 나이로 단종이 즉위한다. 하지만 그의 숙부인 수양

범일국사 진영(월정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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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군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1455년에 수양대군을 왕으로 추대하고, 단종을 왕위에서 물러

나게 한다. 1457년 장인인 송현수(宋玹壽)와 권완(權完) 등에 의한 단종 복위 사건이 문

제가 되어 단종은 노산군(魯山君)으로 강봉(降封)되어 영월로 유배된다. 그리고 영월에

서 단종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단종의 영월 유배와 죽음에 관한 구체적

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설화 전승자들은 다양한 설화들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보완

하려 한다.

영월군에서 전승하는 단종설화는 단종의 폐위와 유배로부터 시작한다. 단종은 영월군

의 험난한 고개들을 넘어 유배를 온다. 임금이 오른 고개라는 의미의 군등치(君登峙), 

단종이 서산에 지는 해를 보고 절을 했다는 배일치(拜日峙) 등이 단종과 관련된 고개이

다. 영월에 도착한 단종은 청령포(淸冷浦)에서 유배생활을 한다. 현재, 청령포에는 단종

이 한양과 정순왕후(定順王后)를 그리며 오르내렸다는 노산대(魯山臺)와 그가 쌓았다는 

망향탑 등이 남아 있다. 청령포에서 유배생활을 하고 있는 단종에게 원호(元昊)는 강에 

표주박을 띄어 소식을 전하고, 조여(趙旅)는 호랑이를 타고 건너가 단종을 만난다. 그러

나 단종은 유배지에서 ‘복득이’에 의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단종이 죽은 후 유배

생활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영월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추앙한다. 백마를 타고 태백산으

로 향하던 단종과 산머루를 진상하러 가던 추익한(秋益漢)이 만나는 설화를 통해서 단

종이 태백산 산신령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단종을 중심으로 단종설화는 한양에서 영월까지의 노정기에서 단종의 모습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묘사된다. 고개를 넘는 고행의 모습이고, 항상 목이 마른 모습이기에 설화의 

전승자들에게 측은지심(惻隱之心)을 유발한다. 영월에서의 유배생활과 관련한 설화 각편

들은 유배길에 가졌던 연민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향수’와 ‘고독’이라는 형태로 일관되게 

전승한다. 단종의 신격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는 것은 단종의 죽음과 관

영월 청령포 영월 청령포의 망향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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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설화들이다. 단종은 그를 모시던 시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본인 스스로 죽

음을 택하게 되었다고 설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비극적인 죽음은 단종의 

존재론적 위상을 전환시키는 일대 사건으로 작용한다. 단종의 비극적인 삶과 죽음을 한

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신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홍천군 내면지역을 중심으로 권대감설화가 전승한다. 이들 설화들은 권대감과 내면지

역과의 관계 맺기, 마을 제의와 관계 맺기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마을 제의의 당위성

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곧 권대감설화는 단종설화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6대 임금인 

단종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권대감이 홍천군 내면으로 쫓겨 오는 과정을 기본 

전제로 전승한다. 또한 내면지역에서의 생활모습도 일부 확인할 수 있으며, 신으로서 보

이는 영험담도 일부 전승한다.  

● …권 대감은 다른 사람보다 신통해서 말을 타고 축지법을 써서 내면으로 오던 길

이었다. 

● 옛날 권대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게 덕두원 가면 말무덤이라고 있는데, 권

대감이 관군에 쫓겨서 도망을 오다가. 급하게 오다가. 권대감이 타고 있던 말이 

그만 칡넝쿨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말을 묻고, 생각하니 화가 

나서 권대감이 칡넝쿨을 향해 부적을 써서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홍천에는 

칡이 없어요.…

● 저 재를 넘어 오다가 말을 칡덤불에 걸려 낙상을 했대요. 그래 부적을 써서 내보

이니. 칡이 뻗지 말고 없어지라고 해서. 그래 칡이 안 번져요.

● …산길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사슴 한 마리가 말 앞에 나타났다. 갑작스런 사태

에 놀란 말이 치뛰는 바람에 권대감은 그만 말에서 떨어지면서 칡넝쿨에 목이 걸

려 죽고 말았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대감의 영혼을 추도하기 위하여 마을의 주

신(主神)으로 모시게 되었는데, 이 지방의 화(禍)와 복(福)은 이 권대감신이 모두 

주재하게 되었다고 한다.

● 현재도 권대감의 무덤을 찾으면 인삼을 얻는다는 전설이 있고…이곳에는 사슴이 

없다. 왜서 그런고 하니 권대감이 말을 타고 다닐 때 풀밭에서 사슴이 뛰니 말이 

놀래서 권대감이 낙마해서 내면에는 사슴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 그래 어떻게 삼봉약수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학이 날아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그래 권대감이 가보니 바로 지금의 삼봉약수 자리거든요. 그런데 신

기하게도 조금 있다가, 날개가 부러졌던 학이 아무 이상 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하, 이게 무슨 효능이 있는 물이구나. 그래서, 그 물로 마을 사람들 병을 고쳐

줬다고 합니다. 그게 삼봉약수에요.

● …권대감이라는 신에게 제신함으로써 권대감이라는 신력(神力)의 도움으로 동민의 

농사가 산짐승의 피해없이 풍작을 이루며 부락을 수호하여 준다고 믿고 제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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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이 대노하면 큰 재앙이 온다고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제물을 만들어 제를 

올린다.

● 누가 멧돼지를 잡으려고 올가미를 놓았는데, 권대감에게 소를 잡아 놓고 했더니, 

올가미를 천 코를 걸었더니, 천 코가 다 걸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상이 내면지역에서 전승하고 있는 권대감설화를 요약해 놓은 것이다. 전승자에 따라

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위에 제시한 설화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권대감설화에서는 권대감이 단종과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어 내면지역으로 쫓겨 오면서 

내면지역과 처음으로 관계를 맺게 된다. 내면지역으로 오는 도중 지금의 자운1리 덕두

원마을을 지날 때 말이 칡넝쿨에 걸려 죽게 되어, 그 자리에 말무덤을 쓴다. 권대감은 

자신의 말을 죽게 만든 칠넝쿨을 향해 부적을 써서 던져, 그 이후부터는 내면지역에서 

칡넝쿨이 자취를 감추게 한다. 그 후 권대감은 내면지역에 머물러 살면서 약수를 이용

해 마을 주민들의 병을 고쳐주고, 죽어서 내면 지역에 묻힌다. 그리고 내면지역 사람들

은 마을 제의의 대상으로서 권대감을 모시며, 내면지역의 신령(神靈)으로 좌정한 권대감

은 여러 형태로 영험함을 보여주게 된다.

한편, 홍천군 내면 일대의 권대감설화와는 달리 강릉시 연곡면 출신인 권성두(權星斗) 

장사와 관련한 권장사설화가 전승한다. 권장사설화는 호환 퇴치와 힘 겨루기 형태를 보

인다. 양양군의 탁장사와 힘겨루기에서도 이기기도 한다. 특히 호환퇴치라는 측면에서 

마을 수호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3) 여성 신격의 해신신화

동해안 일대에서 강릉시 주문진의 진이설화, 안인진의 해랑설화, 강문과 심곡의 여신

설화, 삼척시 신남 해신설화 등의 당신화가 마을신앙과 연계해서 전승한다. 이들 여성

신격을 대상으로 하는 당신화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한 형태는 여성이 죽

어 원혼이 되고, 원혼이 된 여성들의 문제를 마을 주민들 스스로 신격으로 모심으로 해

결해 주는 과정을 설명한다. 다른 한 형태는 부래설화(浮來說話)의 한 형태로 이주해 와 

신격으로 좌정한 내력을 말해준다. 

진이설화는 조선시대 어느 연곡현감의 수청을 거절하고 아들을 낳은 목숨을 버려 절

개를 지킨 열녀를 내용으로 한다. 진이의 원혼으로 각종 흉조가 생기자 그를 위로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안인진의 해랑설화는 관기(官妓)와 관련한 당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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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릉부사의 관기가 그네 타다가 억울하게 바다에 빠져 죽어 이를 불쌍하게 여겨 단

을 쌓고 제사를 지내준다. 후에 여자 혼자이므로 남근을 바치기 시작하여 풍어(豐漁)를 

이루게 되었다. 

● 신남 바다에서 미역을 따고 김을 뜯는 어부의 딸이 애바위에 떼를 타고 갔다.

● 해초를 뜯다가 풍랑에 떼가 떠내려가고 날이 어두워져 구하지 못해 죽게 되었다.

● 이후 각종 해난사고가 나자 언덕에 제단을 만들고 남근을 바쳐 제사를 지냈다.

● 재앙이 물러나고 풍어가 되기 시작하였다.

신남의 해신설화는 처녀가 물에 빠져 죽고 그가 원혼이 되어 질병과 흉어가 되었으며 

해난사고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제단을 만들어 마을을 개척한 엄씨서낭신과 함께 

제사의 대상으로 삼는다. 주문진의 진이설화, 안인진의 해랑설화, 신남의 해신설화는 모

두 신격이 여성이다. 또한 죽어서 원혼이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된

다.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제단을 만들고 그들을 신격으로 모신다. 안인진의 해랑설화, 신

남의 해신설화에서는 처녀이기에 남근(男根)을 봉양하기도 한다. 그 결과 재앙이 물러나

고 마을이 평안해지며 풍어를 이루게 된다. 곧 이들 당신화들은 원혼의 문제를 해결하

고, 남녀의 성적 결합을 통해 풍요를 기원하려고 한다.

한편 심곡과 강문의 여신설화는 떠내려 온 궤를 마을에서 신격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심곡에서는 200여 년 전 이학도라는 사람의 꿈에 한 여성이 나타나 “심곡과 정동 

사이에 부처바위에 표류하고 있으니 살려달라”고 한다. 다음날 부처바위에 가보니 궤짝

이 하나 걸려 있었고, 그 안에는 여자화상이 그려져 있었다. 그 후 마을에서는 서낭당

을 만들어 여자화상을 그곳에 모셨다고 한다. 강문에서는 오죽헌 뒷산이 포락에 떠밀려 

왔는데, 그 때 고리짝 한 개가 같이 떠내려 왔다. 마을의 연세 많은 사람의 꿈에 “내가 

앉은 자리에 집을 지어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 곳에 있던 고리짝을 열어보니 그 안

에 삼색 헝겊과 글씨를 써 놓은 것이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모

시게 되었다고 한다. 

곧 이들 두 당신화는 부래설화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부래설화는 자연물의 생

성기원을 설명하는 고유신화인데, 이들 당신화에서는 마을신앙과 연계가 되어 당신화로

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현몽-궤(고리짝)의 발견-제단의 설립’ 등으로 마을의 제당이 어

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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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대국가의 신화인 창해역사설화·맥국설화·태기왕설화

강릉시에서 전승하는 창해역사설화는 일종의 민중적 영웅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창해

역사에 대한 기록은 사마천(司馬遷)의 사기 ｢장량열전(張良列傳)｣, 홍직필(洪直弼)의 창

해역사 유허기, 홍만종(洪萬宗)의 순오지(旬五志) 등에 수록되어 전한다. ‘창해역사’는 

강릉이 낳은 인물로, 신비한 탄생설화와 장사설화의 한 형태로 전승된다. ‘창해역사의 

탄생담’과 ‘장량(張良)과 창해역사’ 등이 채록되었다. 창해역사설화 설화 각편에 따라 일

부 다른 모습을 보이나, 각 설화 각편의 공통 화소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노파가 빨래터에서 주어온 알(또는 박)에서 태어났다(또는 물에 떠내려 오는 두레

박에서 나왔다).

● 얼굴이 검어 성을 여(黎)씨라고 했다. 자라면서 키가 9척이나 되는 힘이 센 장사

였다.

● 나라에 사람을 해치는 호랑이가 있어 이를 퇴치하고(또는 천근이나 되는 종을 옮

기고) 임금의 상객이 되었다.

● 중국의 장량이 소문을 듣고 폭군 진시황을 죽이기 위해 그를 데려갔다.

● 진시황의 수레 행차를 철퇴로 쳤으나 다른 수레를 잘못 쳐서 쫓기는 몸이 되었다.

    

주인공이 ‘창해역사’로 범칭되

는 이유는 강릉지역이 옛날 ‘창

해군’으로 지칭되기도 했기 때

문이다. 강릉지역 서낭당 가운

데 창해역사를 제사 지내는 곳

이 있었다. 강릉 대창리(현 옥

천동)에 있었던 육성황당(肉城

隍堂, 1981년 도로공사로 철거

됨)이다. 강릉관노가면극의 장

자마리는 호가 자방(子房)인 장

량을 상징하고, 창해역사는 시

시딱딱이로 형상화된 것으로도 보기도 한다. 강릉시에서 전하는 설화에는 창해역사의 

이름이 강중(剛中)이라 하기도 하고, 사후에 강릉의 성황신 가운데 육고기를 대접받는 

장군신인 육성황신이 되었다고 한다.   

강릉관노가면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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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해역사설화는 설화 분류상 ‘신화적 전설’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신화로 볼 수 있

는 근거로 창해역사가 주몽·김알지 등의 신화에서 보듯이 알(박)에서 태어났다는 점이

다. 또한 영웅신화가 지니는 ‘비범한 탄생, 탁월한 능력보유, 위험에 부딪침, 위기의 극

복과 승리’라고 하는 일반적 구조와 유사하다. 그러나 영웅신화의 대부분이 주인공의 승

리로 끝나나, 창해역사는 승리자가 되었는지 불확실하고 이야기의 줄거리로 볼 때 오히

려 승리자가 아닌 비극적 패배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창해역사 신분에 기인

한다. 창해역사가 귀족이 아닌 평민의 신분이기 때문이다. ‘여’자는 ‘검다’라는 뜻과 ‘백성’

이라는 뜻을 함께 지닌 말이다. 이름도 ‘여용사’·‘여강중’ 또는 ‘창해역사’라고 하여 설화

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아기장수설화’에서의 아기장수처럼 민중들의 영웅으로 인식되

고 결국 좌절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창해역사는 “예나라 노파가 빨래터에서 주워온 알에서 태어났고, 얼굴이 검어서 여(黎)자

를 성으로 삼았다”고 한다. 곧 창해역사는 백성의 영웅으로 공을 세운 영웅이면서도 폭군 

진시황에게 대항하다가 쫓기는 몸이 된다는 줄거리는 그가 세계의 힘에 도전했다가 좌절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창해역사 설화에서 창해역사가 진시황에 쫓겨 “모래 밑을 기

어서 도망쳤다”는 대목은 그의 비범성과 패배를 동시에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춘천·횡성·평창 일대에서

는 춘천지역에 있었던 고대국

가인 맥국과 관련한 맥국설화

와 태기왕설화가 전승한다. 맥

국설화와 태기왕설화는 맥국의 

패망을 주요 소재로 하며, 주

로 지명과 연계해서 전승한다. 

적의 침공을 받은 맥국은 삼악

산으로 궁궐을 옮긴다. 산세가 

험하다보니 적들은 공격 의사

가 없는 것처럼 위장해 맥국을 

안심시켰다. 그리고 기습공격으로 북문을 부수고 들어갔고 맥국 군사는 저항을 해볼 

겨를도 없이 대패했다. 산의 중심부에 위치한 삼악산성은 적국(신라와 예라고 하는 설

화 각편이 있음)의 공격을 받은 맥국이 최후로 저항했던 곳이다. 등선폭포 일대는 군

사들이 쌀을 씻었던 곳이라 하여 ‘시궁치’라 불렸고, 그 아랫마을은 군사들이 옷을 말

춘천 삼악산성(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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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던 곳이라고 의암(衣巖)이라 불렀다고 한다.

한편, 춘천시에서 전승하는 맥국설화에서는 맥국 군사가 패한 뒤 맥국의 왕과 장수와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태기왕설화에서 횡성군과 평창

군에 걸쳐 있는 태기산에서 ‘맥국의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태기왕’이 피난하고 재기를 

노렸다고 한다. 곧 맥국설화가 횡성군과 평창군의 태기왕설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횡성

군 갑천면과 평창군 봉평읍 경계에 있는 태기산에 맥국의 태기왕(일부 각편에서는 삼한

시대 진한의 마지막 왕이라고도 함)이 피난을 왔다. 오랜 강행군으로 태기왕의 군사들

은 피로에 지쳐 있었으므로 ‘갑천’에서 갑옷을 벗어 빨아 입고서 더 북진하여 덕고산에 

이르렀다. 태기왕은 이곳에 성을 쌓고 군사들을 시켜 화전을 일구어 농사를 짓게 하는 

동시에 훈련을 시켜 후일을 도모하였다. 

태기왕은 박혁거세의 군사가 남쪽에서 쳐들어올 것이라고 여겨 남쪽만을 경계하였는

데, 신라군은 염탐꾼을 풀어서 북쪽이 취약한 것을 알고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 방면으

로 일제히 공격을 감행했다. 뒤늦게야 잘못을 깨달은 태기왕이 신라 군사와 일대 접전

을 벌였으나 역부족으로 참패하고 말았다. 태기왕은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서문을 나가 

‘지르메재’를 넘어 인근 속실리 율무산성으로 도주했다. 그 뒤에 태기왕의 생사는 전해지

지 않지만 전해오는 설화에는 평창군 봉평면 멸운리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고 한

다. 그때 패망한 진한의 군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새로운 마을을 개척해 살

았던 곳이 신대리라고 한다. 

맥국설화와 태기왕설화는 전승하는 지역의 지명과 연계해서 전해진다. 그렇기에 전설

적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자연물과 관련되어 있는 설화 중에 다

분히 신화적인 사유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 설화이기도 하다. 맥국설화와 태기왕

설화는 맥국의 패망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내용이나 발상으로 볼 때 전설보다는 상

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형성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맥국 관련 부분은 역사적으로 고증 

단계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

서 신화적 사유, 또는 역사적 상상력에 의한 세계가 전설의 세계로 이행한 것이라고 본

다. 곧 신화적인 질서가 해체되면서 전설화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시조신화인 평강채씨시조신화

북강원도에 평강군이 소재하고, 평강군을 본(本)으로 하는 채씨 집안에서 시조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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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을 얻게 된 내력을 설명하는 평강채씨시조신화가 전한다. 시조신화는 시조의 탄생

과 득성(得姓) 과정을 통해 씨족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다. 고대 씨족 단위의 시조신화

가 국가체제 속에서는 자연히 건국신화가 되는데, 그에 반해 건국신화가 되지 못한 시

조신화는 씨족집단에 의해 신화적 문맥을 지속하면서 전승한다. 그러나 시조신화는 소

규모 씨족 단위로 전승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국신화보다 쉽게 소실된다. 씨족집단의 존

망(存亡)에 따라 씨족의 범주 안에서 신성시되고 중간에 가계기록 등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 신성성의 관념이 오늘날에도 지속되기도 한다. 일반적인 시조신화는 이야기 

전개가 간략하다. 시조가 탄생하고 그로 인해 성씨가 부여되는 것이 이야기의 전부이다. 

시조신화는 성씨의 기원을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성씨시조신화’의 면도 갖추고 있

다. 특히 시조신화는 해당 성씨집단에서 족보와 같은 가계기록을 통해 그 신화적 기능

과 의미가 지속된다.

평강에 사는 대갓집 규수가 혼전에 잉태를 한다. 부모가 연유를 물으니 밤마다 미

소년이 찾아온다고 했다. 하루는 명주실을 꿴 바늘을 미소년의 옷깃에 달아 뒤를 쫓

아가니, 미소년은 다름 아닌 집 앞 연못 속의 오색영롱한 거북이의 화신이었다. 그 

후 규수가 옥동자를 낳자 임금이 성을 채(蔡)로, 본관을 평강(平康)으로 사성하였다.

 

지금도 거북이는 채씨의 상징으로 전해오고 있다고 한다. 평강채씨시조신화는 시조의 

탄생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거북이와의 이류교혼(異類交婚)에 의해 채씨 시조가 탄생한 

것은 비일상적인 탄생으로 그 신성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류교혼담은 특정한 공간에

서 인간과 이류와의 교혼에 의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성씨가 부여되는 

공통의 줄거리를 갖는다. 특히 정체불명의 사나이가 밤이면 처녀의 방에 들어와서 자고 

간다는 화소는 전형적인 야래자설화(夜來者說話) 유형이다. 그리고 야래자인 미소년의 

정체가 다름 아닌 거북이라는 점은 창녕조씨시조신화의 용, 충주어씨시조신화의 잉어와 

마찬가지로 신화적 의미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3. 전설

전설은 전승자가 신성하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으나 ‘진실되다’라고 믿고 실제로 있었

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다. 전설의 세계는 일상적 경험을 떠나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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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기 때문에 전설의 진실성은 끊임없이 의심된다. ‘사실이 아니고 전설일 따름이다’라는 

말이 가능하나, 전설은 사실로서의 근거를 전적으로 부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바

로 증거물이 이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전설은 구체적으로 제한된 시간과 장소를 갖는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전설이 가지는 진실성을 뒷받침해 주는 구실을 한다.

전설은 개별적 증거물을 가진다. 바위에 관한 전설은 일반적인 바위 전체를 증거물로 

삼을 수는 없고, 어느 곳에 있는 어떤 모양의 바위만이 증거물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바위는 다른 바위와 구별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기에 화자가 늘 주목해 왔거나 쉽사리 

찾아낼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 그 생김새는 누구나 기이하게 생각하는 것일수록 유리

하다. 전설의 증거물은 자연물인 경우도 있고 인공물인 경우도 있으며, 인물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들 증거물들은 전설을 떠나서도 알려질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전설은 

이러한 증거물을 가짐으로써, 이미 알려진 근거에 호소해 진실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증거물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유래나 특징을 이야기로 꾸며낸 것이다. 

증거물이 실재하니 이야기 역시 실제로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의의가 있

다. 증거물을 상실한 전설은 전승이 중지되거나 민담으로 전환된다.

전설은 증거물의 성격상 대체로 지역적인 범위를 갖는다. 증거물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면 전국적인 전설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증거물은 일정 지역에서만 알려

진 것들이다. 한 지역의 전설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전체에게 알려져 있고, 지

역적인 유대감을 가지게 하는 구실을 한다. 전설의 주인공은 구체적·역사적 인물로서, 

그의 행위는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사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않던 관계가 대

부분이다. 따라서 전설의 주인공은 신화나 민담의 주인공보다 왜소하며, 예기치 못했던 

관계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인간보다 사물이 중심이 되는 

전설도 있다.

강원도는 지역이 넓고 어촌과 농촌, 산촌과 평지, 강과 바다를 두루 갖추고 있으며, 

태백산맥을 경계로 영동과 영서의 상이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어서 각 지역마다 다양

한 전설들이 전승한다.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전설 속에 강원도의 역사가 반영되고 있음

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전설은 특정 증거물을 중심으로 전

승하는 설화이기 때문에 그 기념물의 성격에 따라 여러가지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전설을 증거물의 성격이 사물이냐 인물이냐에 따라서 자연물전

설과 인공물전설 등으로 구분한다. 자연물전설에는 자연창조전설, 산·봉·영전설, 바

다·섬전설, 강·폭포전설, 연못·샘전설, 바위·굴전설, 지명전설, 꽃·나무전설,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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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전설 등이 있고, 인공물전설에는 성·다리전설, 사찰·탑상전설, 누정·비각·묘총전

설 등이 있다. 인물전설에는 영웅·장수전설, 이인·명사전설, 고승·이승전설, 예인·이

인전설 등으로 구분한다. 여기서는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전설을 크게 자연물전설, 인공

물전설·풍수전설·인물전설 등으로 대분류하고, 그 하위분류 또한 유형화시켜서 정리하

려 한다.

1) 자연물전설

자연물을 증거물로 하는 전설도 자연물의 종류에 따라 다시 세분할 수 있다. 산·고

개·암석·소·못·호수·폭포·길 그리고 지명과 지형에 따른 전설도 있다. 그리고 특

별한 지역의 땅 위에 사는 동물이나 식물과 관련한 전설이 있다. 강원도 전역에서 전승

하는 호랑이전설과 은행나무전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경험적으로 알기 어려운 신선

이나 도깨비와 관련된 전설도 있는데, 이런 전설들은 특정한 지형·지물과 관련해서 전

승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는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자연물전설을 유형화시켜 자연창

조전설, 산·고개전설, 강·폭포전설, 연못·샘전설, 바위·굴전설 등으로 정리하였다.   

(1) 자연창조전설

자연창조전설은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의 자연물과 자연현상이 생성된 시원 또는 유

래를 설명하는 전설이다.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전설 가운데 자연창조전설에 해당하는 

것은 부래(浮來)전설과 홍수(洪水)전설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부래전설은 산과 바위·섬 

등과 같이 자연물의 형성이 홍수나 어떤 신령한 힘의 의지에 의해 떠오거나 날아왔다는 

자연물 이동과 관련한 전설을 의미한다. 홍수전설은 태초 혹은 옛날에 있었던 큰 홍수

의 유래와 그 결과 등에 대한 전설이다.

① 부래전설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자연창조전설로서의 부래전설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바위가 떠서 날아온 경우, 산이 이동하다가 멈춘 경우, 바다에 떠돌다 섬이 멈춘 경우 

등이다. 섬과 관련한 전설에서는 산이라고 부르기에 여기서는 산이 이동하다가 멈춘 경

우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바위가 떠서 날아온 경우는 화천의 비래암전설, 고성의 매바위

전설·괘종암전설, 속초의 울산바위전설 등이 있고, 산이 이동하다가 멈춘 경우는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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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산전설, 원주의 유실도전설, 강릉의 남산전설, 영월의 삼척산전설, 홍천의 팔봉산전

설, 삼척의 해망산전설·덕봉산전설, 화천의 딴산전설, 인제의 도롱봉전설, 정선의 도담

삼봉전설 등이 있다.

  

태초에 조물주가 금강산을 만들면서 전국 각지의 아름다운 바위들을 불러 모았다. 

울산에 있던 울산바위도 금강산에 들어가고자 부지런히 길을 걸었다. 하지만 설악산

에 이르렀을 때 금강산의 일만 이천 봉이 모두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하여 

그곳에 멈춰 자리를 잡게 되었다. 울산에서 울산바위에 세금을 부과하러 사람들이 왔

다. 한 소년이 지혜를 발휘해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다.

 

화천의 비래암전설은 비래

암이 바위의 이동과 사람들

의 기도처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고성

의 매바위전설은 금강산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이동했

으나 다 차서 금강산의 변

두리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속초의 울산바위전설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금강산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울산에서 이

동해 왔으며, 다 차서 지금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었다. 여기에 울산사람들이 속초에 세

금을 받으러 왔고, 동자(童子)의 기지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울산바위전설

은 울산바위가 자리 잡고 있는 속초·양양 등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채록이 이루어진

다. 다만, 이 바위가 본래 울산에서부터 옮겨 왔다고 전해지므로 울산 등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도 설화가 전승되는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울산바위전설은 바위의 이

동, 멈추는 과정 그리고 그 지역에 자리 잡게 되면서 원래 있었던 지역과 세금 부과 문

제로 다툼을 벌인다는 산세 다툼 등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잘 갖추고 있어 ‘산이동전설’

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춘천의 고산전설은 금성군의 관리가 산세를 과도히 징수하여 주민의 고통이 심하므로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 춘천으로 옮겼다고 한다. 원주의 유실도전설은 횡성군에 있던 

산인데 홍수가 나서 원주로 옮겨오게 되었고, 횡성사람들이 세금을 받아가게 되었다. 그

설악산 울산바위(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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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어린 아이의 지혜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강릉의 남산전설은 산이 스

스로 걸어오다가 여자 아이가 보고 소리쳐 멈추게 되었다고 한다. 영월의 삼척산전설에

서는 산의 이동은 없고, 이름만 ‘삼척산’이라고 부르고, 삼척에 살던 김씨가 옮겨와 살면

서 그 산을 구입했었는데, 삼척산이라고 부르기에 삼척에서 세금을 받으러 왔다고 한다. 

한편, 홍천의 팔봉산전설은 힘 센 장사가 산을 메고 금강산으로 가다가 주저앉아 쉴 

때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가지 못하고 머물게 되었다고 한다. 삼척의 해망산전설

과 덕봉산전설, 화천의 딴산전설은 금강산의 일원이 되기 위해 가다가 다 찼다는 소식

을 듣고 머무르게 되었다고 한다. 인제의 도롱봉전설은 충청북도 계룡산에서 온 것인데, 

충청도 사람들이 세금을 받아가게 되었다. 그 후 어린 아이의 지혜로 세금을 내지 않

게 되었다고 한다. 반대로 정선의 도담삼봉전설은 홍수로 정선에서 충청북도 단양으로 

떠내려가게 되었고, 정선사람들이 세금을 받으러 충청북도 단양군으로 갔으며, 단양군의 

어린 아이의 지혜로 세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 부래전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전승하는 설화의 증거물들이 해당 지

역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신성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또한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부래전설들은 금강산을 최종 목적지로 한 설화들이 많다. 금강산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부래전설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강원도 사람들이 금강산을 최고의 명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강원도 곳곳에 산재한 산·바위들이 금강산의 일원이 되지

는 못했지만 현재 머물고 있는 주위의 경관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

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부래전설들 가운데 세금 납부와 관련한 화소가 결합되어 있

는 설화들은 수탈당하는 민중들의 모습과 어린 소년을 등장을 통해 현실적인 고통을 해

결하고자 하는 강원도 사람들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② 홍수전설

홍수설화는 태초 혹은 옛날에 있었던 큰 홍수의 유래와 그 결과 등에 대해 이야기하

는 신화나 전설을 말한다. 강원도에서는 신화의 형식으로 구전되기 보다는 대부분 지명

이나 사물과 관련되어 있는 전설의 형태로 전승한다. 대표적인 홍수전설은 시주 온 스

님을 박대하여 집터가 호수나 연못이 되어 패망한 장자(長者)와 도승이 말한 금기를 위

반하여 돌이 된 며느리를 이야기하는 장자못전설, 홍수 때 배를 맨 산봉우리와 관련한 

고리봉전설 등이 있다.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장자못전설은 석호가 발달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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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내륙지역에도 일부 전승한다. 장자못전설이 전승하는 동해안 일대의 석호는 화진

포호·송지호·영랑호·경포호 등을 들 수 있고, 춘천시 신북면의 ‘아침못’, 태백시 황지

동의 ‘황지연못’ 등이 내륙 지역에서 전승하는 장자못전설의 사례이다. 이들 호수와 연못

을 대상으로 해서 전승하는 장자못전설은 모두 장자(부자)의 탁발 승려 박해와 승려의 

응징으로 인한 홍수, 호수 및 연못 형성이라는 공통된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에 금기

를 어긴 며느리가 돌이 된다는 화소가 덧붙여지기도 한다.  

● 옛날 마을에 황동지(黃同知)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 황동지는 살림이 꽤 넉넉한 부자였으나 인색하기 이를 데 없어 이웃의 평판이 좋

지 않았다.

● 어느 날 한 노승이 찾아와 시주하기를 청하자, 황부자는 늘 하던 대로 거절한다. 

● 스님이 계속 목탁을 두드리며 물러서지 않자 마침 외양간을 치우고 있던 황부자

는 쇠똥을 퍼서 스님의 바랑에 넣는다.

● 스님은 쇠똥 보시면 어떠냐는 듯이 주인에게 정중히 사례하고 그 집을 나선다. 

● 이때 부엌에서 방아를 찧고 있던 며느리 지씨(池氏)가 이 광경을 보고 시아버지 

몰래 쌀을 시주하고 대신 사과를 한다.

● 며느리에게 노승은 이 집의 운세가 다했으니 살고 싶으면 산 속으로 도망치고 절

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

● 그러나 며느리는 황급히 아기를 들쳐 업고 달리던 중 난데없는 천둥 번개에 놀라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만다. 

● 순간 세찬 비바람이 몰아쳐 황부자 집은 물 속에 잠겼으며, 며느리와 아이, 그리

고 이들을 따르던 강아지는 그 자리에 선 채 돌이 되었다고 한다.

장자못전설은 시주 온 승려에게 거름을 퍼 준 장자가 벌을 받는 내용과, 장자 대신 

시주를 하였지만 뒤돌아보지 말라는 

승려의 금기를 위반한 며느리가 돌

로 변하는 내용이 겹쳐 있다. 집터 

함몰로 장자를 징치하는 범상치 않

은 행위를 보면 승려 신이거나 신

적인 존재이다. 그에 비해서 장자

와 며느리는 각각 선과 악으로 구

분되긴 하지만 지극히 평범한 인간

을 대표한다.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장자못전설 태백 황지(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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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양한 변이를 보인다. 특히 집터가 함몰되는 과정이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위에서 

제시한 황지전설과 같이 천둥번개가 치면서 집자리가 연못으로 변하기도 하고, 스님이 

마당에 집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자 그 자리에서 물이 솟아올라 순식간에 못을 이루었

다고도 한다. 그러나 큰 구조는 동일하다. 곧 스님 학대에 대한 장자에 대한 징벌이다. 

곧 「장자못전설」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삶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미덕이지만 

나쁜 일은 멀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그리고 장자못전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스님이 며느리에게 부여하는 ‘돌아보지 마라’와 화석(化石)화는 과거의 삶이라는 함

정에 붙잡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 마을 사람들이 노략질과 방탕을 일삼아서 원성이 하늘에까지 닿았다.

● 하늘이 징벌을 내리고자 하였는데, 한 착한 사람이 있어서 구제하기로 하였다.

● 그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산신령이 나타나 “옥녀봉으로 가라!”고 하였다.

● 꿈이기는 했지만 옥녀봉으로 급히 올라갔다.

● 정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 이 때 배 한척이 떠오더니 정상에 멈추었다.

● 그 사람은 생명을 구하고, 물이 빠지면서 배가 산에 걸려 얹히게 되었다.

● 사람들은 배가 산에 걸렸다고 배거리산이라고 불렀다.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고리봉전설은 지명과 연계되어 있다. 위에서 제시한 영월군의 배

거리산전설과 같이 인간의 타락, 신의 징벌, 홍수로 인한 세상의 파멸, 선한 사람의 구

조 등 홍수의 원인과 결과가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

리봉전설은 삼척시 두타산의 지명과 같이 “산꼭대기가 섬처럼 조금 남아 있어서 머리 

두(頭)에 섬 타(陀)를 써서 두타산이라 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홍수로 인해 “온 세상

이 물에 잠길 때 산꼭대기 일부가 남았다”라고 하는 곧 산정(山頂)만 남은 침수 화소로

서 전승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는 영월군의 다래산, 횡성군의 감투봉·수리봉과 관련

한 홍수전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 잣대가 각각 다래·감투·수리가 앉을 자

리만큼 남았다고 하는 것처럼 다양하다. 완전한 침수가 아닌 일부분이 남는 침수는 한

국 홍수설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2) 산·고개전설

강원도는 산지가 발달했기 때문에 산이나, 산에 난 고갯길 등이 일상생활과 밀접해 

있다. 강원도 사람들에게 산은 무한한 자원의 대상이기도 하고, 산신이 머무르는 신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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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기도 하다. 또한 난리에는 피난을 하는 은신처이기도 하다. 한편, 설악산·오대산·

치악산·태백산 등 이름 있는 산들은 나름의 전설을 가지고 있으며, 산길을 의미하기도 

하는 고개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전설 속에서 애환의 갈림길로 표현되기도 한다.

① 산전설

강원도내 산과 관련한 전설 가운데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치악산전설

이다. 치악산전설은 최상수의 한국민간전설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1952년 간행한 초등

학교 5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종소리｣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1960년까지 초등학생

들에게 읽혔던 전설이다.  

한 젊은이가 과거를 보려고 집을 나서서 서울로 향하였다. 산중에서 꿩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꿩 두 마리가 뱀에 감겨 먹히려는 찰나였다. 젊은이는 활로 구

렁이를 쏘아 죽이고 꿩을 구해 주었다. 젊은이는 산속에서 날이 저물어 잘 곳을 찾

아 헤매다가 한 인가를 발견하였다. 그 집에 가서 자고 가기를 청하였고, 한 여인이 

나와서 잘 곳을 안내해 주었다. 젊은이가 잠을 자다가 숨이 막혀 깨어 보니 큰 구렁

이가 자기 몸을 칭칭 감고 있었다. 젊은이가 낮에 죽인 구렁이가 자신의 남편이었고, 

종이 세 번 울리면 살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구렁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디선

가 종소리가 세 번 울렸다. 종소리를 들은 구렁이는 젊은이의 몸을 풀어 주고 어디론

가 사라졌다. 젊은이는 종소리가 난 곳을 찾아가 보았다. 멀지 않은 곳에 종루가 있

었는데, 종 아래에는 전날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 울부짖던 꿩 두 마리가 머리가 깨져 

죽어 있었다. 젊은이는 꿩이 은혜를 갚으려고 종을 울리고 죽은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산을 ‘치악산(雉嶽山)’이라 부르게 되었다.

치악산전설은 ‘치악산(雉岳山)’이라고 불리게 된 유래를 설명한다. 그리고 치악산 상

원사 동종을 증거물로 해서 전승한

다. 흔히 치악산전설은 동물보은하였

다는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치악산전설 외에 

구렁이의 존재와 관련해서 “상원사의 

주시스님이 부처님의 저주를 받아서 

구렁이로 된 것”이라는 설화도 함께 

전승한다. 이와 같은 측면서 보았을 

때 치악산전설은 불교적인 성향이 원주 치악산 상원사(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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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전설이라고 할 수 있다. 꿩이 울린 종소리로 인해 업보로 구렁이가 된 상원사 주

지스님의 업보(業報)가 해결된다. 그리고 길 가던 젊은이의 목숨도 구하게 된다. 불교에

서의 범종은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팔봉산이 본래 남쪽지방에 있던 산이었다. 옛날에 여덟 명의 장사가 산을 메고 금

강산으로 가다가 이곳에 와서 주저앉아 쉬게 되었다. 갑자기 뇌성벽력과 함께 비가 

쏟아지고 강물이 넘쳐 금강산으로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 팔봉산이 

있게 되었다. 

  

팔봉산(八峯山)은 홍천군 서면 팔봉리에 있는 산이다. 홍천강이 산의 삼면을 둘러싸고 

있다. 강의 남쪽 연안을 따라 여덟 개의 봉우리가 길게 뻗어 있기에 팔봉산이라고 한

다. 비교적 낮은 산이지만 바위와 암벽이 많고 능선이 험하다. 특히 팔봉산에는 삼부인

당(三婦人堂)이라는 당집이 있어 팔봉리 주민들의 안녕과 질병이나 재액, 풍년과 흉년을 

주재하는 세 여신을 모신다. 팔봉산전설은 이와 같은 팔봉산이 산봉우리가 8개로 이루

어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한다. 단지 산의 생김새에 연유해서 이름이 붙여졌는데, 여기에 

이야기가 부연되면서 설화로 형성된 사례인 것이다. 단지 봉우리가 여덟 개라서 붙여진 

명칭이지만 이야기가 구전되면서 신성성이 강조되는 경향으로 전하고 있다. ‘팔(八)’이라

는 숫자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여덟 명의 장사가 산을 옮기다가 놓고 갔다고 한다. 앞

에서 언급한 부래전설과 마찬가지로 금강산으로 갈 목적이었으며, 강물 때문에 현재의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② 고개전설  

강원도에는 험한 산과 고개가 많아 고개와 관련한 전설이 다양하게 전승한다. 그 내

용에 있어서도 지역적인 특성들을 반영하고 있기에 유형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강원

도 고개전설의 대표적인 예로는 구룡령전설, 진부령전설, 대관령 아흔아홉구비전설, 삼

마치전설, 비행기재전설, 처녀고개전설 등을 들 수 있다. 영월군에서는 단종이 유배지

로 향하면서 넘는 고개들과 관련한 전설을 통해 단종의 고통과 연민의 정을 배가 시

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화천군에 소재한 처녀고개와 관한 전설을 소개하

고자 한다. 처녀고개전설은 멀리 떠난 연인을 찾아 다녔는데 목적지에 거의 다다른 사

실을 모르고 절망하여 자결한 고개라 하여 ‘처녀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지명유래전

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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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총각이 중국으로 공부하러 갔다가 한 처녀를 사랑했다. 총각은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처녀에게 살랑골로 찾아오라고 했다. 처녀는 총각을 찾아 먼 길을 오다가 

한 고개에서 만난 일꾼에게 살랑골을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를 물었다. 일꾼은 구만

리를 지나면 살랑골이라고 알려 주었다. 처녀는 지금까지 천 리 길을 걸어왔는데 구

만 리면 늙어 죽어도 만나기 어렵다면서 그 자리에서 목을 매 자결했다. 사람들이 그 

고개를 처녀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다.

처녀고개전설에서 처녀는 오로지 연인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힘겨운 천 리 

길을 달려왔다. 그러기에 처녀에게 들린 ‘구만리’라는 소리는 청천벽력과도 같다. 길에서 

만난 사람이 전한 ‘구만리’는 거의 다 왔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말이었다. 처녀고개가 소

재한 풍산리 옆이 구만리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녀가 그것을 

지명이 아니라 거리로 인식하는 순간 ‘구만리’는 절망적인 말이 되고 만다. 이러한 장치

는 전설의 특성인 비극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처녀고개전설은 위의 각편과는 달리 다른 각편도 전한다. “풍산리 고개 아래 마을에 

사랑하는 처녀와 총각이 살았다. 총각이 과거에 합격하여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

났다. 처녀는 십 년 동안 총각을 기다리면서 고갯마루 소나무에 버선목을 걸어 놓고 기

다렸다. 하루는 처녀가 새로 만든 꽃버선을 걸기 위해 소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실족하

여 강물에 빠져 죽었다. 총각이 장원급제하여 돌아왔으나 자신을 기다리다가 죽은 처녀

의 소식을 듣고 벼슬을 버리고 농사를 짓고 살았다. 이때부터 이 일대는 해마다 풍년이 

들어 풍산리라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버선목을 걸어 두었던 소나무를 성황으로 모시고, 

그 고개는 처녀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인용문으로 제시한 처녀고개전설은 한 처녀가 연인을 찾아오다가 고개에 이르러 목적

지를 눈앞에 두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비극적 서사로, 비장미가 흐르는 전형적인 전

설의 문법을 따르고 있다. 그에 비해 다르게 전승하는 처녀고개전설은 과거를 보러 떠

난 연인을 기다리던 처녀가 실족하여 죽음을 맞이한 비극적 서사에, 처녀가 실족하여 

죽은 고개의 소나무를 성황으로 모시고 이에 마을은 해마다 풍년이 든다는 내용이 덧붙

여졌다. 이는 전설을 향유하는 공동체의 염원이 가미되어 신성성을 획득하여 전설의 신

화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3) 폭포전설

강원도의 산 곳곳에 있는 폭포는 적막함과 신비로운 정경에 의해 선녀나 용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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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화를 대부분 지니고 있다. 비가오지 않았을 때 지내는 제의인 기우제와 연계가 되

는 곳이 많다. 그리고 대부분의 폭포 관련 설화는 폭포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 폭포 아

래에 있는 용소(龍沼)에 살던 용이 승천(昇天)하는 과정에서 폭포가 생기게 되었다고 하

는 것이 보편적이다. 용이 살다가 승천했다는 줄거리의 용소전설은 고성군 토성면 도원

리,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등에서 전승한다. 폭포 설화는 대부

분 폭포에 의해 형성된 소(沼)와 연계해서 설화가 전승하는 것이 특징이다. 

폭포 아래 큰 못에 두 쌍의 이무기가 도를 닦았는데, 그중 세 마리만 용이 되어 

승천하였다.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는 해마다 심술을 부려 비가 내리지 못하게 했다. 

그러던 어느 해, 극심한 가뭄이 몇 달째 계속되었는데 한 젊은이가 나타나 이무기의 

심술 때문이니 삼부연에서 기우제를 지내자고 한다. 이에 주민들은 정성껏 제를 올렸

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자 젊은이는 화가 나서 삼부연의 바위를 깨뜨려 연못에 던

져 넣었다. 그러자 갑자기 뇌성벽력과 함께 폭우가 쏟아졌고 젊은이는 폭우에 휩쓸려 

못 속에 빠졌다. 폭우가 사흘 동안 계속되어 메말랐던 대지는 가뭄에서 벗어났다. 그 

뒤로 가뭄이 들면 마을 사람들은 삼부연에 찾아가 정성껏 기우제를 지냈는데, 세 개

의 못에 돌을 던져 넣으면 뇌성벽력이 치면서 폭우가 내려 가뭄이 끝났다고 한다.

삼부연폭포는 강원도 철원군의 남쪽 갈말읍 신철원리에 위치한다.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모양이 세 개의 가마솥같이 생겼다고 해서 삼부연(三釜淵)이라고 부른다. 삼부연폭

포를 증거물로 해서 삼부연폭포전설이 전승한다. 삼부연폭포전설은 삼부연폭포의 지명

유래와 기우제가 결합된 형태를 보인다. 궁예가 풍천원에 태봉국(泰封國)의 도읍을 정할 

당시 이곳에서 도를 닦던 두 쌍의 이무기 가운데 세 마리가 폭포의 기암을 뚫고 용이 

되어 승천했다고 한다. 그때 세 곳의 혈연(穴淵)이 생겨 ‘삼부연’이라 이름 붙였다. 한편 

삼부연폭포는 철원지역의 대표적 기우제 장소이다. 절기 가운데 하지를 기점으로 비가 

오지 않으면 보통 기우제를 지내는데, 기우제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그 형식이 

매우 다양하다. 강원도에서는 ‘개적심’이라고 해서 개를 잡아 그 피를 성소(性巢)에 바르

는 형태로 지내는 것이 보편적인데 삼부연에서는 용이 사는 곳에 돌을 던져 위협하는 

형식의 기우제를 지낸다. 이는 인간들의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폭력(반감) 대 초자연적 

존재의 인간에 대한 정화(대응)라는 논리이다. 

(4) 샘·약수전설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샘[井]이나 연못 등과 관련한 전설은 용·이시미·큰메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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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가 등천했다든가, 송아지를 잡아갔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보편적

이다. 그러나 영월군의 술샘전설은 샘과 관련한 일반적 전설과 다르다. 술샘[酒泉]은 영

월군 주천면에 소재하고 있다. 이 술샘의 유래를 설명하는 것이 술샘전설이다. 술샘전설

은 샘에서 저절로 술이 나오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 술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전설이

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영월군 주천면조에 ‘주천석(酒泉石)’에 관한 설화가 기록되어 있

다. 이곳 지명은 고구려 때는 ‘주연(酒淵)’이었다가 신라 경덕왕 때 ‘주천(酒泉)’으로 바뀌

었다. 따라서 이곳의 지명이 오래 전부터 술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주천 설화 

역시 그 생성과 전승의 역사가 고구려 이전까지 소급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주천에 있는 술샘에서 사시사철 술이 나왔다.

● 이 샘물은 양반이 마시러 가면 청주가 나오고 상민이 가면 탁주가 나왔다.

● 상민이 일부러 양반 복식을 하고 가도 여전히 탁주만 나오는 신비한 샘이다. 

● 어느 날 이 고을에서 농사를 짓던 한 젊은이가 과거에 급제하여 진짜 양반이 되

었다. 

● 젊은이는 고향으로 금의환향을 해서, 이제는 샘물을 뜨면 청주가 나오겠지 하고 

샘에 가서 물을 뜨니 예전처럼 탁주만 나오는 것이었다. 

● 이에 화가 난 젊은이가 샘물이 나오는 곳을 막아 버리니 이후로는 아예 물이 나

오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본래 주천석이 돌구유처럼 생겼는데 매일 물 길러 가는 것

이 귀찮았던 관원이 현청으로 옮기려는 순간 천둥과 벼락이 쳐서 바위가 세 개로 갈라

졌으며, 그중 하나가 이 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전승되는 설화에서는 이

런 내용은 보이지 않고, 주천에서 나오는 술이 반상(班常)을 구별하여 나오기에 화가 난 

상민이 술샘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술샘전설은 지나친 인간의 욕심에 대한 

하늘의 벌을 자연물의 파괴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소박하면서도 엄격한 우리 민족의 윤

리관을 잘 드러낸 설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약수 가운데 과반수가 강원도에 소재한다. 이들 약수는 그 효과로 인해 신

앙 시 되었으며, 다양한 설화들을 지니고 있다. 강원도에서 전하는 약수 관련 전설은 

주로 약수 발견 유래와 효험 등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약수는 여러가지 질병에 효능이 

있는 ‘신령한 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발견에는 신비한 꿈이 개입이 되어있

다. 아니면 다친 동물 곧 학이나 소 등이 약수에 빠졌다가 치료되는 광경을 목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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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영혈사의 샘과 낙산사 홍련암의 샘은 원효가 사찰을 창건하고서 샘을 점지해 

달라고 부처님께 기도하였다. 그랬더니 백발노인이 꿈에 나타나서 “그대의 정성에 하늘

이 감응하여 점지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샘의 위치를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인제군의 

방동약수는 심마니가 꿈에 나타난 산신의 계시로 동자의 지시에 의해 발견하였고, 정선

군의 화암약수는 “청룡과 황룡이 구슬봉 바위 아래서 서로 싸우는 꿈을 꾸고 나서 그 

곳으로 가보니 약수가 있었다”라는 설화를 지니고 있다. 춘천시 추곡약수는 위장병에 걸

린 사람이 전국의 약수를 마시며 다니던 중 현재의 약수터에서 잠이 들었는데, 한 노인

이 꿈에 나타나 “현재 누워있는 곳을 파면 약수가 있을 것이니, 그것으로 병을 고치라”

고 해서 파보니 약수가 나왔고 그 물을 마시고 위장병을 고쳤다고 한다.

신병으로 전국의 명의를 찾아다니던 사람이 그곳에 한 곳에 이르러 잠이 들었다. 

꿈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나타나서 누워있는 곳을 파면 약수가 솟아날 것이라고 

하였다. 꿈에서 깨어 그곳을 파보니 약수가 솟아났다. 그 약수를 먹고 신병을 고쳤다

고 한다.

평창군에 있는 방아다리약수는 화전을 일구며 살아가던 아낙네가 음푹 파인 바위 위

에다 곡식을 넣고 방아를 찧는데, 갑자기 그곳이 갈라지면서 약수가 솟아나 ‘방아다리약

수’라고 한다는 전설을 지닌다. 그리고 여기에 위에 인용문으로 제시한 설화가 함께 전

한다. 곧 약수의 평범한 발견보다 꿈에 의한 발견이 개입되면 신성성을 확보하기에 위

와 같은 설화가 함께 전승하는 것이다. 방아를 찧다가 발견한 약수는 신성성이 줄어드

는 반면, 꿈 화소가 개입하면서 신성성과 영험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학·소·벌 등 동물들이 치료되는 광경을 보고 약수를 발견했다는 전설이 전해

지는 약수도 있다. 홍천군의 삼봉약수는 권대감이 약수터 부근을 거닐 때, 날개가 부러

진 학이 계곡에서 첨벙거린 후 멀쩡하게 날아오르는 것을 보고 발견한다. 또한 후곡약

정선 화암약수 춘천 추곡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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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설사병이 난 소를 약수터 부근에 매어 놓았는데 얼마 후에 병이 멀쩡하게 나아 

소 주인이 살펴보니 약수를 마시고 소가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양양군의 부연(가마

소)약수는 토종벌이 구석에 고인 물을 빨아 가기에 신기하게 여기고 자세히 살펴보니 

약수가 있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5) 바위전설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자연물전설 가운데는 순수한 자연물의 형성과 관련한 전설이 주

를 이룬다. 특히 바위의 경우 그 형상을 중심으로 한 전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렇

지만 사람들의 신앙과 연계해서 전해지는 전설도 있다. 주민들이 아들 낳기를 기원하고 

비는 바위라고 해서 붙여진 신앙전설의 일종인 아들바위전설이 가장 대표적이다. 아들

바위전설은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강릉시 연곡면 퇴곡리,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등 강

원도 전역에서 전승한다. 아들바위전설은 농경사회의 대가족제도 아래에서 노동력의 근

간이 되는 남아선호사상, 아들은 천지신명이 점지해 주므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자신앙과 연계한 전설이다.

화천읍 동촌리에 장아무개라는 선비가 살았다. 이 선비는 미륵바위에 와서 음식을 

차려놓고 국진한 정성을 들였다. 어느 날 과거를 보러 한양을 가는데 미륵바위 앞에

서 한 초립동이가 나타나 한양까지 동행하기를 청했다. 며칠을 걸려 한양을 가는 동

안 초립동이의 봇짐 속에 있는 삼베 세필을 여비로 쓰면서 한양에 도착했다. 초립동

은 어느 주막으로 선비를 안내한 다음 온데 간데 말도 없이 사라졌다. 며칠동안 주막

에 머문 선비는 숙박비를 내지 못해 과거도 보지 못하고 주막의 머슴살이를 했다. 그

러던 어느 날 초립동이 나타나 환약을 선비에게 주면서 “김대감집에 무남독녀의 병

을 고치라”고 하였다. 선비는 환약을 가지고 김대감집으로 가서 딸의 병을 고쳐주었

다. 선비는 과거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김대감에게 애기 했더니 김대감은 “장원이 없

평창 방아다리약수 홍천 삼봉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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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사흘 후 다시 과거가 열린다”고 하면서 과거시험 보기 전에 자신의 집에 머무르

라고 하였다. 며칠 후 과거 시험을 본 선비는 과거 급제를 하고, 양구현감을 제수 받

아서 주막으로 돌아왔다. 초립동이와 집으로 내려오는데 미륵바위를 지날 때 초립동

이 바람같이 사라졌다.

  

한편, 불교적 미륵신앙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불교의 흔적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있는 

설화도 있다. 바로 화천군의 미륵바위전설이다. 미륵바위전설은 한양에서 온 소금장수가 

길을 잃어 헤메다가 꿈을 꾸는데 “자신을 현재의 자리로 옮겨달라”는 꿈을 꾼 후 현재 

자리로 옮겼다는 설화 각편도 전한다. 미륵바위전설에서 미륵바위의 화신인 초립동이가 

치성을 열심히 드린 장선비를 도와주게 된다. 바위는 지상으로 표출되어 있기에 그 형

태로부터 비롯된 전설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바위전설의 경우는 멀리서도 그 형상을 

알아볼 수가 있어서, 지명전설의 일종으로서 이정표와 같은 지리적 표식 기능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예전부터 사람들은 어떤 바위를 빌어 이름과 전설을 남김으로써 일종의 

표지석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한편, 바위는 강원도 전역에서 전승하는 아들바위전설이나 

위에서 언급한 미륵바위전설처럼 민중들이 소망을 기원하는 대상이며, 그 소망을 해결

해 주는 역할까지 한다는 것을 전설을 통해서 보여준다. 

바위 관련 전설 가운데는 암석과 특정 인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기생 홍

장과 고려의 풍류객 박신과의 사랑이야기를 내용으로 한 홍장암전설이 대표적이다. 강

릉시 방해정(放海亭) 앞에 ‘이가원(李家園)’이라고 새겨진 바위를 홍장암(紅粧巖)이라고 부

른다. 강원도 안찰사로 온 박신은 강릉의 기생 홍장과 정이 두터웠는데, 임기가 차서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홍장을 찾으니 부사 조운흘(趙云仡)이 거짓으로 죽었다고 하여 

매우 슬퍼하였다. 부사 조운흘은 경포에서 안찰사 박신을 맞이하여 놀면서, 홍장으로 하

여금 신선 일행으로 꾸기게 해 

배를 태웠다. 조운흘이 “이곳에

는 신선들이 있어 왕래하는데 

단지 바라다 볼 것이요, 가까

이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

였다. 갑자기 배가 순풍을 타

고 순식간에 바로 앞에 다다르

니 박신이 놀라 말하기를, “신

선의 무리임이 분명하구나” 하 강릉 경포의 홍장암(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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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익히 살펴보니 곧 홍장이었다. 한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

다고 한다. 홍장암전설은 서거정의 동인시화에 전하며, 조선후기 신후담(愼後聃)의 소

설 홍장전(紅粧傳)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2) 인공물전설

(1) 사찰전설

강원도내에는 금강산·설악산·오대산·치악산·태백산 등의 명산이 있고, 명산에는 

많은 사찰들이 소재한다. 그리고 이들 사찰들 가운데 일부는 사찰 창건의 이야기를 담

은 ‘사찰연기담’이 전승한다. 대표적인 것이 금강산의 유점사, 고성의 건봉사, 양양의 낙

산사, 인제의 오세암, 평창의 월정사, 정선의 정암사, 원주의 구룡사, 춘천의 청평사, 강

릉의 등명낙가사 등과 사찰연기담이다. 사찰연기담은 불교적 성향이 강해 불교설화라고

도 할 수 있다.

현재 구룡사 대웅

전이 자리한 곳은 원

래 깊은 소(沼)였는

데, 그곳에 용이 아

홉 마리 살고 있었

다. 이곳에 대웅전을 

짓기 위해 의상은 용

들에게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를 청하였으

나, 용들은 내기로 정

하자고 하였다. 먼저 

용들은 뇌성벽력과 함께 많은 비를 내려 주위 산들을 삽시간에 물에 잠기게 했다. 이

에 의상은 부적 한 장을 그려 연못에 넣자 물이 부글부글 끓었다. 용들은 뜨거움을 

참지 못하고 여덟 마리는 동해 바다로 가고, 눈이 먼 용 한 마리는 용소에 머물다 

승천하였다. 의상은 연못에 흙으로 메워 대웅전을 짓고 구룡사(九龍寺)라 했다. 한편, 

치악산의 나물은 진상품이었는데, 구룡사 주지가 이를 관리했다. 사람들은 좋은 값을 

받으려고 주지에게 뇌물을 주었다. 이에 절은 풍요로웠으나 수행 풍토가 흐려졌다. 

한 노인이 ‘절 입구의 거북바위 때문이니 그 혈(血)을 끊으라’라고 일러 주었다. 그래

서 거북바위의 등에 구멍을 뚫어 혈을 끊었지만 사세(寺勢)는 더욱 쇠퇴하였다. 이때 

도승이 나타나 ‘거북의 혈맥을 끊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거북바위의 혈

을 다시 잇는다는 뜻에서 절 이름을 거북의 구룡사(龜龍寺)로 바꿨다.

원주 구룡사(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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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사는 원주시 소초면에 소재한다. 구룡사전설은 구룡사 창건을 설명하는 전설이다. 

구룡사는 “원래 현재 부도가 있는 자리에 사찰을 세우려 하였으나, 하룻밤 사이에 재목

들이 스스로 연못으로 옮겨진 것을 부처의 뜻으로 받아들여 그곳에 구룡사를 건립하였

다”고 한다. 사찰의 창건전설에 나타난 용은 그 역할에 따라 선룡(善龍)과 악룡(惡龍) 등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룡사의 경우는 악룡에 속한다. 전설에 용이 개입하고 사찰 이

름에 용이라는 글자를 넣어 작명한 것은 ‘용신사상’이 일부 결부된 결과이다. 

유점사전설은 구룡사전설과 마찬가지로 사찰 창건을 방해하는 악룡(惡龍)을 축출하고 

창건했다고 한다. 다만 악룡의 축출 주체가 유점사전설에서는 서천서역국으로부터 온 

53불이고, 구룡사전설에서는 의상이다. 유점사전설의 경우 ‘53불’이 서역에서 ‘종’을 타고 

와서 절터에 도착, 사찰창건을 방해하는 아홉 마리 용과 주술력 대결을 하고, 연못의 

물을 끓게 하여 결국 용이 떠나게 된다. 여기서 등장하는 용은 마을이나 산천을 지키는 

신통력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었던 존재다. 사찰이 창건되기 이전에 그곳에 있었던 용을 

축출하였다는 것은 외래종교인 불교와 토착신앙과의 대립한 끝에 불교가 승리하고, 그 

현실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이다.

한 스님이 부모 잃

은 어린 조카를 암자로 

데려와 키운다. 아이가 

다섯 살 되던 해에 스

님이 월동 준비를 하기 

위해 아이만 암자에 남

겨둔 채 마을로 내려간

다. 스님이 양식을 구

해 암자로 가려고 했으

나 폭설 때문에 갈 수

가 없어서 눈이 녹기만

을 기다렸다. 이른 봄, 

눈이 녹기 시작하자 중

은 서둘러 암자로 올라갔다.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스님이 아

이에게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묻자 어머니(관음보살)가 매일 양식을 주었다고 했다. 그

때 갑자기 바람소리와 함께 나타난 백의선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경전을 

주고 청조(靑鳥)가 되어 날아갔다. 아이가 5세에 득도하였다고 하여 암자를 오세암이

라고 부르게 되었다.

설악산 오세암(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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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는 사찰 창건과 관련해서 전해지는 전설이 많지만, 일부 전설은 사찰 개명과 

관련해서 전설이 전해지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오세암과 관련해서 전해지는 전설이

다. 오세암은 인제군 북면에 있는 암자다. 다섯 살 된 아이가 홀로 암자에 남아 있다가 

폭설에 관음의 보살핌을 받아 목숨을 구하고 득도하여 그 암자를 오세암이라 부르게 되

었다. 아이는 폭설로 세상과 고립되어 생사를 넘나드는 극한의 상황에서 관음보살의 보

살핌을 받는다. 눈은 아이에게 고립과 시련을 주는 동시에 아이가 관음보살의 현신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진실하고 거짓 없는 순수성을 상징한다. 아이의 결핍은 자신을 돌봐 

준 스님과 관음보살의 사랑으로 충족되고, 시련은 고립된 아이를 독립된 자아로 성장시

킨다.

월정사전설은 신라의 자장율사가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한 뒤에 절이 세워졌다

는 줄거리를 지니고 있다. 한편, 건봉사전설, 계조암전설 등은 사찰 창건 이후의 사연을 

담고 있다. 모두 탁월한 불력을 지닌 승려가 주인공이다. 건봉사전설의 경우 발징화상

이 만일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하고, 계조암전설의 경우 훌륭한 스님들을 배출하

였다고 한다. 백담사전설은 사찰 이름의 유래를 말하고 있고, 영혈사전설은 식수난을 겪

은 절이 영험으로 좋은 샘을 찾았다고 하며, 한계사전설은 사찰이 패망하게 되어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 사찰 주변에 ‘사령바위’ 또는 ‘양반바위’가 있어서 절이 크

게 융성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다. 이를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조선시대 양반들의 정치

권력을 연상시키고 있다. 사찰과 유교와의 갈등이나 유교의 불교 억압을 암시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도 있다. 

춘천 청평사전설의 경우, 상사병에 걸린 중국의 공주가 병으로 죽을 지경이 되어 병

을 고치기 위해 청평사에 

들어섰을 때 돌개바람이 

불어 몸에 붙어 있던 상

사뱀이 떨어져 나갔다. 이 

공주는 뒤에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되었다고 한다. 이

들 사찰연기담은 풍수설화

와 연계되기도 한다. 앞에

서 언급했던 구룡사전설

의 경우 구룡사(九龍寺)에 춘천 청평사(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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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룡사(龜龍寺)로 개명을 하게 되는데, 사찰의 운을 지켜주는 거북바위 대신 사찰 이

름에 구(龜)를 넣게 되었다고 한다.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사찰연기담의 경우 주인공이 

부처나 승려, 또는 사찰이다. 불교의 영험, 불국토사상, 사운 등이 그 주제로 되어 있다. 

불교 또는 사찰이 지니는 힘이 대부분의 사찰연기담에 담겨 있다.

(2) 누정전설

강원도에는 누정(樓亭) 등에 얽힌 전설이 전승한다. 누각이나 정자 등에 얽힌 전설은 

대부분 이름난 인물과 결부된 이야기가 많다. 누정은 인물과 사건을 증명하는 증거물

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누정은 역사적인 인물이나 역사적인 사건에 연계된 공간으

로 자주 등장하는데, 주로 이름난 문사(文士)들이 교유했던 일화나 역사적 사건이 벌어

진 배경에 얽힌 전설이 전승된다. 따라서 누정전설은 누정의 창건 배경과 이름의 유래 

등을 전설로 전승한다. 

강릉시의 쌍한정(雙閒亭)은 “용궁현감을 역임한 박수량(朴遂良)과 병조좌랑을 역임한 

박공달(朴公達)이 관직에서 물러나 서로 학문을 교류하고 소요하기 위해 세운 정각”이라 

하고, 향호정(香湖亭)은 “고려 충선왕 때에는 고을 수령들이 향도 집단과 함께 태백산지

의 동해사면을 흐르는 하곡의 계류와 동해안의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에 향나무를 묻고 

미륵보살이 다시 태어날 때 이 침향으로 공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매향(埋香)의 

풍습이 있었던 향호에 지은 정자”이다. 횡성군의 운암정(雲巖亭)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

어난 김한갑과 이원식이라는 분이 있었다. 두 친구는 열심히 일해 큰 부자가 되었으며, 

두 사람은 회갑을 맞이하여 자신의 자수성가를 기념하고, 정자를 짓게 되었다. 건립하면

서 공사비를 비롯한 모든 비

용은 반씩 나누어 부담하였으

며, 정자이름은 김한갑의 호

인 운수(雲水)에서 운자와 이

원식의 호인 청암(靑巖)에서 

암자를 각각 취하여 운암정이

라 하였다”고 한다. 평창군의 

팔석정(八石亭)은 “조선전기의 

문인이자 서예가인 양사언(楊

士彦)이 강릉부사로 재임할 횡성 운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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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영서지역의 여러 곳을 다니던 중 이곳의 수려한 경치에 이끌려 8일 동안 신선처

럼 노닐다가 ‘팔일경(八日景)’이란 정자를 세우게 하고 1년에 세 번씩 이곳을 찾았다. 그

가 고성부사로 전임하면서 다시 이곳을 찾아 집 한 채를 세우고 주변의 바위 여덟 군

데에 글을 써 놓아서 팔석정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누정의 이전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전설이 전해지기도 한다. 강릉시의 경포대(鏡

浦臺)와 관련해서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게 된 배경과 관련한 전설이 전승한다. “풍수지

리에 능한 한급(韓汲)이라는 분이 강릉부사로 왔을 때, 지역 유지들이 부사를 마음대로 

하였다. 한급이 그 원인을 알아보니 그들 선조 묘소를 잘 잡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뛰어난 묘소를 누르기 위해 한 밤중에 경포대를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 영월군의 자규

루(子規樓)는 “홍수 때문에 허물어서 강원감사인 윤사국과 영월부사 이동욱이 함께 중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정확한 자리를 찾지 못하여 일단 객사 남쪽에 짓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는 날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더니 번개와 천둥

이 치고 바람이 불어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 이튿날 아침에는 원인 모를 화제가 나서 

객사 동남쪽에 민가 다섯 채를 모조리 불사르고 말았다. 그리고 사나운 바람이 불어 타

고 남은 잿더미마저 휩쓸어가자 자규루의 옛 주춧돌이 발견되어 자규루가 본래 서 있던 

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누정이 역사적인 인물의 활동 

무대가 되기도 한다. 철원의 고

석정(孤石亭)이 위치한 곳의 지

형은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

진 주상절리형 골짜기에 바위가 

우뚝 솟아있다. 이 바위는 예부

터 인근에서 주술 행위의 대상

이 될 정도로 신성시되어 왔다. 

이 때문인지 신라 진평왕이 머

물렀던 곳이라는 전설 외에 임

꺽정이 관군을 피해 ‘꺾지’라는 

물고기로 변해서 한탄강에 뛰어들었다는 신이담이 전한다. 그 밖에 임꺽정이 이 바위 

주변에서 무술을 연마하고 세를 규합하여 주요 활동 무대로 삼았다는 등의 이야기도 전

한다. 지형과 바위가 자아내는 신성한 분위기 때문인지 변신이나 주술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편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철원 고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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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이 중한 병에 걸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듣지를 않았다. 그러던 중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 “두 정자가 마주보고 서 있고, 그 사이에 흐르는 물을 마시면 나을 

수 있다”고 하였다. 전국에 수소문하여 그러한 곳을 찾게 하였는데, 마침 영월 주천에 

그러한 곳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물을 떠서 마셨다. 그 이후로 병이 나았다고 한다.

영월군에서는 숙종에 대해 우호적이다. 이는 영월군에 능(陵)이 있는 단종(端宗)의 복

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빙허루전설을 비롯해서 영월에서 전승하는 민속놀

이·문화유적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빙허루전설에서는 빙허루(憑虛樓)와 청허루(淸虛

樓) 사이에 흐르는 물이 숙종의 병을 치료하게 한다. 두 누각하고 관련한 숙종의 어제

시(御製詩)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빙허루전설을 통해서 단종 복위에 대

한 지역민들의 숙종에 대한 고마움을 확인할 수 있다.   

3) 동·식물전설

(1) 나무전설

강릉시 죽헌동에 오죽헌(烏竹軒)이 있다. 율곡 이이 선생이 출생한 곳이다. 율곡 이이 

선생의 출생과 성장과 관련해서 나도밤나무전설이 전승한다. 나도밤나무전설은 호환을 

당할 액운을 타고난 사람이 밤나무 천 그루를 심는 방법으로 도액하여 호식을 면했다는 

내용이다.

이원수 공이 늦은 나이에 율곡을 낳아 애지중지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지나가던 도

사가 어린 율곡의 얼굴을 보고는 관상이 좋기는 하지만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사주를 

타고났다면서 밤나무 천 그루를 심어야 호환(虎患)을 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원수 

공은 도사의 말대로 뒷산에 밤나무 천 그루를 심어 정성껏 가꾸었다. 마침내 율곡이 

스무 살쯤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 율곡을 내놓으라고 하자, 이원수 공은 밤나

무 천 그루를 심어 정성을 다했다고 하면서 거절했다. 그 사람과 함께 밤나무 수를 

세어 보니 한 그루가 모자랐다. 그때 옆에 있던 나도밤나무가 나서서 자기도 밤나무

라고 하니 그 사람은 호랑이로 변해 죽었다. 그 후 율곡은 호식을 면하고 훌륭한 인

재가 되었다.

나도밤나무전설은 타고난 액운일지라도 모종의 방도를 통해 도액할 수 있다는 민간신

앙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전설이다. 또한 이 설화는 나무와 인간 사이에 신비한 유대

감이 존재한다는 수목숭배 신앙과 연관되어 있다. 즉, 밤나무를 심고 보호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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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낳아 기르는 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써 사람의 생명과 나무의 생

명을 동일시하는 인식을 보여준다.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에 소재

한 은행나무와 관련해서 전설이 

전해진다. 영월읍의 지세는 배 

모양으로 물 위에 떠 있는 형국

이다. 실제로 영월읍은 한강 상

류에 위치하고, 동강과 서강이 

합수되는 지점이라 홍수가 잦은 

편이다. 영월 엄씨 시조인 엄임

의(嚴林義)가 마을에 터를 잡을 

무렵, “배가 순항을 하기 위해서

는 돛대가 필요하다”라며 돛대

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행나무

를 심었다. 영월읍이 잦은 홍수 

속에서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은행나무 때문이다. 

이 전설은 예언담(豫言談)에 속하며, 조상의 묏자리가 아닌 주거지와 관련한 양택풍수

(陽宅風水)를 내용으로 해서 전승되는 설화다. 영월군의 지세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

로 은행나무를 심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화가 전승하는 영월읍은 물 위에 

떠 있는 배의 형국이다. 그래서 우물을 깊이 파도 안 되며, 돛대를 상징하는 은행나무

를 심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홍수가 크게 나더라도 배를 타고 있으니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특히, 은행나무를 심은 사람을 영월엄씨 시조인 ‘엄임의’라고 지목한다. 영월

의 대표적인 세거성씨 시조에 의해 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영월읍이 잦은 홍수 속에서

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앞으로의 홍수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2) 동물전설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호랑이·말·개 등 특정 동물의 무덤에 얽힌 전설이 전승한다. 

이달 동물전설들은 대부분 관련 인물들과 연계되어 전승한다. 예를 들어 용맹한 장수가 

타던 말의 무덤에 얽힌 이야기도 있고, 사람을 구하고 죽은 의로운 개의 무덤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 이들 이야기는 말이나 개의 용맹함과 충성스러움, 혹은 의로움이 인간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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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것을 넘어섬을 설득하려는 것이다. 횡성군에는 화살을 쏘아 말과 화살 가운데 누

가 먼저 도착할지 내기를 했던 장수가 자신의 말이 늦게 도착했다고 오해하여 그 말을 

죽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도 전한다. 

옛날 마산리에 황장사라고 불리는 장사가 한 사람 살고 있었다. 황장사는 용마를 

시험해 보기로 하였다. 곧 용마를 탄 후 화살을 쏴서 그 화살이 목표물에 명중하기 

전에 말이 먼저 그 지점에 도착해야 것이다. 그렇지 못할 때는 황장사가 의도하는 말

이 못되기 때문에 말의 목을 친다고 하였다. 황장사는 말을 탄 채 힘껏 활시위를 당

겼다. 그와 동시에 용마도 황장사를 등에 태우고는 쏜살같이 내달았다. 용마는 들판

을 가로질러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화살 떨어지는 소리가 들

리지를 않는 거였다. 이에 황장사는 필시 화살이 먼저 땅에 떨어 졌으리라 생각하고 

칼을 뽑아 용마의 목을 내리쳤다. 바로 그 때였다. 바람을 가르는 화살 소리가 들리

더니 방금 전 자신이 쏜 화살이 날아와 땅에 꽂히는 것이었다. ‘아! 용마가 이긴 시합

이었구나’. 황장사는 자신의 경솔을 뉘우치며 나뒹구는 용마를 부등켜 앉고 통곡을 했

지만 용마는 다시는 일어서질 않았다. 그 후 황장사는 속죄의 마음으로 용마를 위해 

훌륭한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마산전설은 장수가 자신이 타고 다니는 명마의 능력을 시험하려다가 부주의나 실수

로 죽인 다음에 말무덤을 만든다는 내용의 전설이다. 마산전설은 일반적으로 무명의 장

수와 결부되어 있다. 장수가 활동 반경을 넓혀 줄 훌륭한 말(용마)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시한다. 장수가 역사적 주체 세력으로 편입되지 못하였을 때, 장수의 능력을 

확대시켜 줄 말을 죽여 한계를 가진 인물로 만든다. 또 충직한 말은 장수를 위해 온 

힘을 다하였음에도 장수의 경솔함으로 죽임을 당하고 만다. 

  

금산 밑에 살던 금사하라는 효자가 살고 있었다. 부친상을 당한 후 어머니마저 위

중해 급히 약을 구해야 했다. 약방은 강 건너 주천에 있어서 배를 타고 건너야만 했

다. 마치 장마철이라 배를 띄울 수 없어서 강가에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그 때 호

랑이가 한 마리가 나타나 강을 건너 주어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었다. 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자,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 시묘살이를 이어갔다. 금사하가 시묘살이를 

하는 동안 호랑이가 찾아와서 지켜주었다. 호랑이는 숙종의 국상으로 3년 상을 치를 

때에도 곁을 떠나지 않고 호위하였다. 늙고 병든 호랑이가 국상을 마친 후 금처사의 

집 마당에 쓰러져 죽자 호랑이를 고이 묻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주었다고 한다. 

영월군에는 의호총(義虎塚)이 있다. 말 그대로 의로운 호랑이 무덤으로 그 앞에는 비

석이 있는데 전면에 ‘의호총(義虎塚)’이라는 글씨가 새겨졌고, 뒷면에는 “1743년 7월 순영

중군(巡營中軍;조선시대에 각 도의 순찰사 밑에 둔 정삼품 벼슬)의 지시로 비석을 세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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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금사하(琴師夏)라는 처사가 1720년 국상을 당하여 호랑이와 같이 3년 상을 마쳤는데 

호랑이는 3일 후에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호랑이무덤과 함께 

의호총전설이 전해지는 곳인 영월군뿐이다. 위의 의호총전설은 금사하의 효행담과 함께 

의호총을 만들게 된 경위를 설명한다. 금사하가 효자이기에 영물인 호랑이의 도움을 받

을 수 있었다. 특히 단종 복위와 관련 있는 숙종의 국상을 함께 치루고, 그로 인해 비

석을 세우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선에 박 서방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가난하였기 때문에 집에서 기르던 

개를 잡아먹었다. 그리고 그 뼈를 개천가에 버렸는데, 그 때 그 죽은 개의 새끼가 멀

리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박서방이 저녁을 먹은 후, 강아지에게 밥을 주려고 불

렀지만, 오지를 않았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개천가로 가보았더니 수북하게 쌓였던 

뼈는 온데 간데 없고 강아지 발자국만 남아 있었다. 그래 그 발자국을 따라 가 보았

더니, 동산 양지바른 곳에 강아지가 죽어 있었고, 무엇인가 파묻은 흔적이 있었다. 새

끼 강아지가 강가에 버려졌던 어미개의 뼈를 모아서 양지바른 곳에 옮겨 묻고 지친 

강아지는 어미의 무덤 위에 죽어있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와 관련한 전설은 개가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은혜를 갚았다는 것을 

주제로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원주시에서 전승하는 충견비전설과 같은 경우다. “옛날 

술을 끔찍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개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 개를 지극

히 사랑했다. 어느 날 원주장에 왔다가 술에 취하여 돌아오던 중 지금 비석이 있는 자

리까지 와서는 잔디밭에 앉아 쉬며 담배를 피우다가 술기운에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이때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이 잔디에 붙었다. 개는 그것을 보고 옆에 있는 논물 속으

로 뛰어 들어가 자기 몸을 적셔가지고 불 위로 뒹굴어 불을 껐다. 주인을 구하기는 했

지만 지친 개는 그 자리에 죽고 말았다. 술에서 깨어난 주인이 일어나 보니 자신의 옆

에 개가 죽어 있고,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만 타지 않은 것을 보고 자기를 위해 충성을 

다하다가 죽은 충견의 비석을 그 자리에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정선군에서 전해지는 

효구총전설은 특이하다. 어미 개의 죽음과 강아지들의 행위를 통해서 부모에 대한 효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    

4) 풍수전설

강원도 관내 지역의 산·지형·지세와 관련한 전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풍수

전설이다.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풍수전설은 특정 지명과 관련된 것도 있고, 한 집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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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자리와 관련된 전설도 존재한다.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풍수전설은 크게 양택풍수전설

과 음택풍수전설로 대별된다. 물론 보편적인 것은 강원도 전역에서 전승하는 음택풍수

전설이다. 음택풍수전설은 조상의 묫자리의 잘 쓰고 못씀이 후손의 번창 여부를 결정한

다는 민간신앙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곧 명당을 쓰고 난 뒤에 어떤 발복이 어떻게 이

루어지는가에 초점이 놓여 있는 전설들이다. 음택풍수전설에서 발복은 시간적으로 금시

(今時) 발복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절손(絶孫)의 위기에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비정상

적인 발복도 행해진다. 후자를 흔히 사자생손형(死者生孫型)이라 하는데, 명당이 지닌 신

비성을 바탕으로 비현실적인 발복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풍수설화는 성공담과 실패담이 대부분이다. 성공담은 어느 곳에 

어떤 집안에서 조상을 장사지냈더니 후에 후손들이 벼슬이 오르고 부자가 되고 번창했

다는 이야기이고, 실패담은 조상의 묫자리를 잘못 써서 집안이 쇠락했다는 이야기다. 실

패담 가운데는 지관이 명당자리를 잡아주면서 가족들에게 몇 가지 금기를 부여했으나, 

가족들이 그 금기를 어김으로써 발복에 실패한다는 것이다. 명당자리에 자손의 영화를 

위해서 암매장 하는 전설도 있다. 고성군 공현진, 대관령 서낭당, 오대산 적멸보궁, 영월

군 영모전 등에 몰래 암매장 했다는 전설이 전한다. 

고성군에서 대대로 번창하는 집안의 선비 연일 정씨가 과거 보러 서울 갔다가 낙

방하였다. 어떤 인연으로 택당 집에 머무르며 택당의 훈장선생이 되었다. 어린 택당

이 지어 온 글이 졸렬하다고 모욕을 주었다. 시골 선비에게 창피를 당한 택당은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급제해 간성현감으로 부임하였다. 택당이 옛 스승을 찾아갔으나 정

씨는 그가 대문장가 되었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며 만나 주지를 않았다. 화가 난 택

당이 정씨 선조의 명당묘역을 모두 파헤쳤다.

풍수전설 가운데는 어떤 집안의 조상 묫자리가 명당이어서 후손들이 번창했는데, 그 

집안사람들과 원한을 갖게 된 사람이 그 명당을 파헤쳐 그 집안이 몰락했다는 전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고성군에서 전승하는 연일 정씨와 현감 택당 이식에 얽힌 전설이

다. 고성군에는 택당과 관련한 풍수전설이 많이 전승한다. 택당이 평강 채씨의 명당을 

잡아주고 그 집안이 잘되었다는 전설도 있고, 고성군 오봉리 구둔리라는 지명은 풍수에 

능했던 택당이 그곳에서 아홉 번 발을 굴렀다고 해서 생긴 지명이기도 하다.

강원도에서 전해지는 음택풍수전설의 대표적인 것이 강릉 강동면 등명사의 강릉김씨

묘, 평창군 진부면 속사리의 전씨묘, 춘천시 북산면 가리산의 한터전설 등을 들 수 있

다. 모두 천하명당으로서 “김씨 후손은 대대로 큰 벼슬을 했고, 전씨 집안에서는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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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이 태어났고, 한씨 후손은 중국의 천자가 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도

는 유난히 명산과 기암괴석이 많이 있기에 이들 지리적 환경과 부응하여 풍수전설 그 

가운데서도 명당터를 잡는 전설도 비교적 풍부하다. 그러나 명당터를 잡는다고 해서 처

음부터 유명한 ‘풍수(지관)’를 앞장 세워 돌아다니기 보다는 생각지 않게, 우연히 명당자

리를 얻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풍수전설은 인물전설과 결합되어 있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출중할 인물들이 태어날 수 있거나 또는 그들의 영웅적 행위 성패가 

모두 지맥이나 지기에 의한 것이라는 민간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음택풍수전설과는 달리 오대산 적멸보궁, 대관령국사성황당 자리는 명당으로 널

리 알려진 곳이다. 이는 양택풍수전설에 해당한다. 강릉에서는 전해지는 옛말 가운데 

‘생거모학산 사거성산지(生居茅鶴山 死去城山地 : 살기 좋기는 모산 학산이요, 죽어서 묻

히기 좋은 것은 성산이다)’라는 것이 있다. 모산 학산은 풍광이 뛰어나고 인심이 후하고 

물산이 풍부하여 살기 좋은 곳이고, 대관령 밑 성산은 명당이 많아 묻히기 좋은 곳이라

는 뜻이다.

5) 인물전설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전설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물전설이다. 특

정한 인물이 언제, 어디서, 어떤 행적을 남겼다는 인물전설은 그 행적에서 일정한 역사

성을 드러내기에 역사와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자료가 된다. 인물전설

은 사찰·지명·암석·정자·고개 등의 전설 증거물들과 결부되어 전승한다. 강원도의 

인물전설에서는 왕에서부터 승려·학자·기생 등까지 다양하고, 역사적인 배경에 있어서

도 고대부족사회, 삼국·고려·조선시대에까지 두루 걸쳐 있다. 특히 인물전설의 주인공

이 역사적 실존 인물인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한국구비문학대계(1980~1986)와 강원의 설화(2005~2006)에 국한해서  강

원도내 18개 시·군에서 채록한 실존 역사 인물을 대상으로 한 인물전설을 정리해 보고

자 한다. 이들 두 자료에서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역사 인물을 대상으로 인물전설은 모

두 535편이고, 이들 인물전설과 관련 있는 역사 인물은 87명이다. 이를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춘천시 30편, 홍천군 26편, 횡성군 84편, 원주시 28편, 영월군 102편, 정선군 17편, 

고성군 5편, 속초시 3편, 양양군 51편, 강릉시 23편, 삼척시 117편, 인제군 19편, 화천군 

4편, 평창군 20편, 동해시 1편, 철원군 5편 등이다. 또한 인물별로는 춘천시 20명, 홍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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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7명, 원주시 15명, 영월군 35명, 정선군 7명, 고성군 2명, 속초시 3명, 양양군 27명, 

강릉시 12명, 삼척시 26명, 인제군 7명, 화천군 4명, 평창군 9명, 동해시 1명, 철원군 4명 

등이다. 채록 편수는 삼척시가 117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채록된 역사 인물 수는 영월군

이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태백시와 양구군 등에서는 역사 인물을 대상으로 한 

인물전설이 채록되지 않았다.  

시 · 군 채록 편수 역사 인물

강릉시 23편
강감찬(5), 김시습(1), 김주원(2), 맹사성(1), 박문수(1), 범일국사(3), 우왕(1), 
이율곡(3), 이항복(2), 이황(1), 정철(2), 허균(1)

고성군 5편 강감찬(4), 박문수(1)

동해시 1편 강감찬(1)

삼척시 117편

강감찬(7), 강홍립(1), 공양왕(2), 김춘추(1), 김효원(2), 곽재우(1), 남사고(8), 
단종(4), 무학대사(2), 박걸남(7), 박문수(9), 사명당(1), 성삼문(4), 숙종(8), 
신돌석(1), 세조(2), 유성룡(1), 이성계(5), 이승휴(1), 이율곡(15), 이하응(2), 
이항복(7), 정철(6), 최치원(2), 허목(17), 황희(1)

속초시 3편 김시습(1), 숙종(1), 의상대사(1)

양양군  51편

강감찬(4), 김덕령(1), 김병연(1), 김시습(1), 김응서(1), 단종(4), 도선(2), 
박문수(6), 숙종(1), 양사언(1), 엄흥도(1), 오도일(1), 우탁(2), 이성계(1), 
이율곡(1), 이하응(1), 이지함(1), 이항복(3), 임경업(2), 의상대사(1), 
원두표(1), 원효(1), 정철(7), 최치원(1), 하륜(1), 허목(3), 황희(1)

영월군 102편

강감찬(3), 궁예(1), 김병연(12), 김좌진(1), 곽재우(1), 남사고(1), 단종(27), 
도선(1), 동명성왕(1), 박문수(3), 사명당(1), 송만갑(1), 송시열(2), 숙종(5), 
신립(1), 세조(2), 양사언(1), 엄흥도(6), 유성룡(1), 이강년(1), 이완(1), 
이성계(2), 이율곡(3), 이항복(5), 이황(1), 임경업(1), 임꺽정(1), 원두표(1), 
원호(3), 정도전(1), 정철(2), 조여(1), 최치원(2), 허목(3), 황희(3) 

인제군 19편 김시습(1), 단종(2), 마의태자(8), 이성계(1), 이율곡(1), 최치원(2), 허목(3)

원주시 28편
강감찬(1), 견훤(1), 공양왕(3), 김병연(1), 단종(1), 마의태자(6), 서산대사(1), 
유형원(1), 윤두수(1), 이괄(1), 이달(1), 임경업(4), 왕건(3), 조엄(2), 최규하(1)

정선군 17편 강감찬(6), 단종(2), 박문수(1), 사명당(1), 세조(1), 유성룡(1), 이율곡(5) 

철원군 5편 궁예(1), 김응하(1), 남이(1), 임꺽정(2)

춘천시 30편
강감찬(1), 김덕령(1), 남이(2), 도선(1), 마의태자(1), 무학대사(1), 박문수(5), 
박혁거세(1), 사명당(1), 숙종(1) 신숭겸(3), 이괄(2), 이완(1), 이성계(1), 
이하응(1), 이항복(2), 원두표(1), 원효(1), 채재공(1), 황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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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편
강감찬(6), 사명당(1), 숙종(2), 세조(2), 양사언(1), 엄흥도(1), 이성계(2), 
이율곡(4), 태기왕(1)

홍천군 26편 마의태자(3), 서곡대사(1), 서산대사(1), 세종(1), 유성룡(1), 이괄(16), 이완(3)

횡성군 84편

강감찬(4), 궁예(1), 김덕령(2), 김병연(3), 김자점(1), 남이(1), 단종(1), 도선(1), 
고주몽(1), 박문수(10), 서산대사(2), 송시열(2), 숙종(2), 신립(1), 안석경(7), 
이성계(3), 이율곡(4), 이인거(4), 이항복(5), 원두표(1), 원천석(3), 원호(1), 
정종영(2), 정현덕(1), 조충(2), 태기왕(15), 태종(2), 허목(2)

화천군 4편 길재(1), 김병연(1), 김수증(1), 김시습(1)

합계 535편 87명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역사적 인물과 관련한 인물전설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근·현대 

인물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을 시대에 따라 분류하면 삼국 이전부터 후삼국시대까

지 14명, 고려시대 8명, 조선시대 60명, 근·현대 5명 등으로 구분된다. 시대별로 전승

력이 활발한 것은 조선시대이며, 가장 오래전 인물에는 태기왕·박혁거세·동명성왕 등

이 있고, 가장 최근의 역사인물 중에는 강원도 원주 출신의 최규하 전대통령이 포함되

어 있다. 신분별로는 왕에서부터 의적(義賊)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

다. 인물전설로 전승하는 역사적 인물들을 신분별로 분류하면 왕 14명, 대통령 1명, 왕

족 3명, 독립운동가 1명, 명창 1명, 무신 12명, 문신 27명, 승려 8명, 시인 3명, 학자 10

명, 의병장 5명, 의적(義賊) 1명, 지사(志士) 1명 등이다. 

(1) 전국 단위 전승의 인물전설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전승하는 역사 인물 관련 인물전설 가운데 강원도에

서 채록한 인물전설은 강감찬전설·박문수전설·숙종전설·이성계전설·이항복전설 등이 

있다. 이들 인물전설들은 강원도 또는 강원도내 지방자치단체라는 특정지역에 국한해서 

전승하는 아니라, 전국을 단위로 전승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① 강감찬전설

강원도내에서 채록된 역사 인물 관련 인물전설 가운데 42편으로 가장 많은 편수를 차

지하는 것이 강감찬(姜邯贊, 948~1031)을 주인공으로 하는 강감찬전설이다. 강감찬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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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시대 인물 가운데 강원도에서의 전설 전승력이 가장 활발한 인물이다. 강감찬을 주인

공으로 하는 강감찬전설은 강릉·양양·삼척 등의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평창·정선·영

월·횡성 등지에서 채록되었다. 강감찬전설은 지역적으로 영동지역과 강원도 남부지역

에서 주로 전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감찬과 강원도와의 직접적인 연계성은 찾아지

지 않지만, 원주시의 ‘관풍각(觀風閣)’과 횡성군의 ‘가매봉’ 등과 같은 지형지물과 연계하

여 강감찬전설이 전승하기도 한다.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강감찬전설은 출생담을 중심으로 하여 ‘이물(異物)퇴치담’이 주를 

이룬다. 전설 속에서 강감찬은 여우가 변신한 아흔 아홉 번째 처녀인 어머니에게서 출

생하였다고 한다. 그것도 정상적인 출생이 아니라, 이물교혼(異物交婚)을 통한 출생이다. 

강감찬은 그로 인해 신통력을 지니게 되고, 개구리·모기·개미·호랑이 등을 퇴치할 

수 있는 주력(呪力)을 지닌다. 호랑이뿐만 아니라, 개구리·개미·모기 등의 미물들을 부

적을 사용하여 퇴치한다. 곧 강감찬전설을 전승하는 전승자들에게 강감찬은 신이한 인

물로 여겨지고 있다. 신이한 탄생에서부터 주술적인 능력을 지닌 인물로 그려진다.      

② 박문수전설 

박문수(朴文秀, 1691~1756)전설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야기판에서 구연이 

많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인물전설이다. 박문수는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어진 관리나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등 민중들의 생

활 현장에서 민중들을 도와주는 ‘암행어사’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상한 것은 그의 생

애에 있어서 암행어사 활동은 두 차례 뿐이었다. 1727년 영남별견어사(嶺南別遣御使)로, 

1731년 충청도에 호서어사(湖西御使)로 활동하였다. 그럼에도 박문수전설에서의 박문수는 

어사로서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강원도에서 채록된 박문수를 주인공으로 하는 박문수전설은 모두 36편이다. 시·군별

로 살펴보면 횡성군 10편, 삼척시 9편, 양양군 6편, 춘천시 5편으로 가장 많으며, 그 외

에도 영월·정선·고성·강릉 등에서 채록되었다. 박문수전설은 강감찬전설과 다르게 어

느 특정 지역에 편중해서 전승·채록되기보다는 강원도 영동지역과 영서지역, 남부지역

과 북부지역에서 모두 전승·채록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특징은 박문수전

설은 지역적인 전승범위를 벗어나 전국적으로 채록되고 있는 상황과 연계가 된다.

박문수전설은 과거 급제부터 암행어사로서 민중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동일하다. 실제 생애에 있어서 암행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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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활약은 두 차례에 불과하지만, 박문수전설을 전승하는 전승자들은 박문수를 평생 

팔도 암행어사로 살아가는 인물로서 그리고 있다. 이는 인물전설의 전승이 암행어사로

서의 직접적인 활약에 의존해서 전승하는 것이 아니라, 암행어사로서의 활동과 정계에

서의 보였던 그의 업적 등이 민중들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③ 숙종전설

숙종전설도 특정 지역에 국한해서 전승하지 않고, 전국 단위의 폭넓은 분포를 보인다. 

지금까지 강원도 내에서 채록된 숙종전설은 20편이다. 삼척시 8편, 영월군 5편, 횡성군, 

평창군이 각각 2편, 그리고 춘천·속초·양양 등에 1편씩 채록되었다. 이는 박문수전설

과 마찬가지로 강원도에서 전승지역이 영동과 영서, 북부와 남부 지역 등 어느 특정지

역에서 국한해서 전승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 고루 전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숙종전설은 숙종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으로서 보이는 위엄과 지배자·절대 권력자의 모습으로 그려지지는 않는다. 이는 숙

종전설이 숙종이라는 실제 역사 인물과 상관없이 민중들의 이야기이며, 왕에게 거는 민

중들의 기대와 간절한 원망(꿈)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숙종전설은 주로 숙종이 밤

에 미복(微服)으로 순행(巡行)을 하다가 억울한 사정이 있는 민중들을 만나게 되고, 그 

연유를 알아보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④ 이성계전설 

강원도에는 이성계의 5대조인 목조(穆祖)의 부모 무덤인 준경묘(濬慶墓)와 영경묘(永

慶墓)가 소재해 있어서 인물전설 전승의 기반이 되고 있다. 강원도에서 채록된 이성계

전설은 모두 16편이다. 이를 시·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준경묘와 영경묘가 위치해 있

삼척 준경묘·영경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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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삼척시가 5편으로 가장 많고, 횡성군이 3편, 영월·인제·평창군이 2편씩, 춘천·양군

이 각각 1편씩 전승하고 있다. 비록 채록 편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성계전설도 특정 

지역에 집중해서 전승하기 보다는 삼척시를 중심으로 한 영동지역과 영서 지역, 강원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에서 고루 전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성계전설이 비

록 준경묘와 영경묘 등의 지역적 전승기반을 갖추고는 있지만, 직접적인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광포설화적인 특징을 보이며 전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이성계전설은 이성계의 5대조인 목조가 한 도승의 예언대로 백

우금관(百牛金棺)에 부모를 안장한 이후 5대에 이르러 조선을 창업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보인다. 이성계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풍수와 연계해서 제시되고 있다.

   

⑤ 이항복전설

이항복전설은 앞에서 언급한 박문수전설·숙종전설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전승분포를 

보이고 있는 인물전설이다. 강원도에서는 이항복전설이 24편 채록되었다. 삼척시 7편, 

영월군 5편, 횡성군 5편, 양양군 3편, 강릉·춘천시가 각각 2편 등이다. 이항복전설의 전

승 분포도 강원도 영동과 영서, 남부와 북부가 균형을 이루어 전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이항복전설에서 이항복은 영웅의 모습을 보인다. 그는 대단한 능

력과 재간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발한 착상에 의해 고정된 양상을 파괴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고를 통해 삶의 발랄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이항복 부인

의 정절과 관련한 각편들이 많이 전승되는데, 이를 통해 여성들의 ‘정조’에 대한 관념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항복전설을 전승하는 전승자들은 능력과 재간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방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신들의 소망을 표현하기 위해 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지역 단위 전승의 인물전설

강원도의 특정 지역을 단위로 해서 전승하는 인물전설에는 김병연전설·단종전설·경

순왕 또는 마의태자전설·이괄전설·율곡 이이전설·정철전설·허목전설 등이 있다. 이

들 인물전설들은 강원도 내 특정 시·군이나 마을과의 연계를 맺고 전승한다. 다만 단

종전설은 당신화로서의 모습도 함께 보이기에 신화에서 설명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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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병연전설   

김병연(金炳淵, 1808~1863)의 별호는 김삿갓 또는 김립(金笠)이다. 김병연은 영월 동헌

에서 실시한 백일장에서 ｢논정가산출절사탄김익순죄통우천(論鄭嘉山忠節死嘆金益淳罪通

于天)｣으로 글을 지어 장원을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가문의 역사를 듣고 조상을 

욕되게 한 죄인이라는 자책감에 영월군 김삿간면(구 하동면) 와석1리 ‘어둔(於屯)’으로 집

을 옮기고, 처자식을 놔둔 채 삿갓을 쓰고, 죽장을 짚고 다녔다고 한다. 영월군은 김병

연이 거주했던 곳이기도 하고, 무덤이 소재한 곳이기도 하다. 현재 ‘김삿갓 계곡’으로 불

리는 김삿갓면 와석1리에 위치한 김병연 묘소를 중심으로 일가가 머물러 살았던 생가

(生家)를 복원해 놓았으며, ‘난고 김삿갓 문학관’을 건립하였다. 또한 매년 10월 김병연과 

관련한 역사인물담을 기반으로 해서 ‘김삿갓문화큰잔치’라는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영월군 캐릭터의 대상인물도 바로 김병연이다. 

이와 같은 전승 기반은 김병연전설의 전승 기반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강원도

내에서 채록된 김병연전설은 모두 18편이다. 이들 김병연전설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영월군이 12편으로 가장 많으며, 횡성군에서 3편, 원주·양양·화천에서 각각 1편씩 채

록되었다. 곧 그의 거주지이자, 무덤이 소재한 영월군과 인근 지역인 횡성군에서 집중

적으로 전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86년 조사에서는 12편이 채록되었으며, 

2005년 조사에서는 6편이 채록되었다. 영월군에서는 1986년 조사에서 12편 가운데 8편

이, 2005년 조사에서는 6편 가운데에서 4편이 채록되어 영월군을 중심으로 김병연전설의 

전승력이 20여 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김병연전설은 그가 지었다고 하는 시(詩)와 함께 전승하고 있으며, 김병연이 삿갓을 

쓰게 된 연유를 설명하는 각편을 비롯하여, 그의 재치를 알 수 있게 하는 일화와 관

련된 각편들을 중심으로 전승한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2005년 조사에서는 

1986년 조사와 달리 한시(漢詩) 자체가 배제된 채 인물 위주의 설화 각편들 중심으로 

전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그의 시를 아예 빼거나, 축소시키고, 그

의 행적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승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② 경순왕 또는 마의태자 전설

경순왕(敬順王, ?~978)은 신라의 왕이고, 마의태자(麻衣太子)는 경순왕의 아들이다. 강

원도에서 전승하는 경순왕 또는 마의태자 전설은 이들 두 인물이 혼재되어 있다. 각편

에 따라서 마의태자라고 하기도 하고, 경순왕이라고 하기도 한다. 강원도에서 채록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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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왕과 마의태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인물전설은 18편이다. 인제군 8편, 원주시 6편, 홍

천군 3편, 춘천시 1편이 채록되었다. 인제군과 원주시에서 전승력이 활발한데, 인제군에

서는 ‘상남면 김부리’의 지명과 ‘대왕각’·‘옥쇄바위’ 등을 중심으로 전승하고 있으며, 원주

시에서는 인근지역인 충청북도 충주시와 연계해서 ‘귀래’와 ‘미륵산’·‘황산’·‘경순왕 사당

터’ 등의 지명을 설명하는 형태로 전승하고 있다. 홍천군은 인제군과의 인접지역으로 김

부리의 지명과 ‘대왕각’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전승한다. 또한 홍천군 동면에 ‘지왕동’이라

는 지명과 연계해서도 경순왕과 마의태자를 주인공으로 전승하는 인물전설이 전승한다. 

홍천군에서 인제군으로 가는 노정기가 지명으로 나타나 있다.

하단지골 북쪽 산 밑에 바위 두 개가 포개져 있는 곳이 있다. 김부대왕이 김부리로 

들어왔을 때 그 곳에 옥쇄를 감추었다. 그래서 그 바위를 옥쇄바위라 부른다. 옥쇄바

위에는 오색뱀이 있다고 해서 그 근처에 가지도 않는다.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경순왕 또는 마의태자 전설들은 대부분 서사구조를 갖추고 있

지 않으며, 마의태자 또는 경순왕이 지나갔다거나, 머물러 갔다고 하는 내용들을 토대로 

한 지명유래담이 대부분이다. 그 가운데서 인제군 김부리에서 ‘옥쇄바위’를 증거물로 해

서 전승하는 옥쇄바위전설은 다른 지역에서는 채록되지 않은 각편으로 인제군에서만 전

승하는 독특한 화소라고 할 수 있다. 경순왕은 나라를 내어 준 왕이 아니라, 국권회복

의 의지를 가진 왕이라는 것이다.

③ 이괄전설    

이괄(李适, 1587~1624)은 난을 일으켜 1만 2,000의 군사를 거느리고 서울로 진격한 인

물이다. 강원도에서 채록된 이괄전설은 19편이다. 이들 각편들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홍천군이 16편으로 가장 많고, 춘천시 2편, 원주시 1편 등이다. 이괄전설은 홍천군을 중

심으로 전승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인 춘천시와 원주시 일대에서도 간헐적으로 전승하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괄 관련 역사인물담은 홍천군 전 지역에서 전승한다. 특히 홍천군 동면 덕치리에 

있는 ‘이괄봉’을 중심으로, ‘이괄의 성’·‘이괄의 소’·‘이괄의 샘’·‘이괄바위’ 등의 전설적 

증거물들을 토대로 전해진다. 1989년 조사에서는 7편이 채록되었고, 2005년 조사에서는 

10편이 채록되어 전승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괄이 역사적으

로 실패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괄전설 속에서 풍수의 금기위반(禁忌違

反)을 통해 설명하려는 각편들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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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괄전설을 전승하는 사람들은 이괄이 누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

고 있다. 홍천과의 연계성에 있어서도 ‘어려서 무술을 연마하던 곳’·‘군사를 훈련시키

던 곳’·‘거주하며 생활하던 곳’ 등으로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괄과 홍

천과의 연계성을 처가에서 찾기도 하며, 이괄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을 홍천에서 일어난 

변란에서 찾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과 설화 등을 볼 때, 이괄의 난이 진

압되고, 이어서 일어난 홍천 변란에 영향을 받아 홍천군 주민들이 홍천과 연고가 직접

적으로 없는 이괄 설화를 전승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괄전설에서 이괄의 성격에 

대해서 유년 시절부터 ‘반’의 입장에 서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그로 인해 반정을 

하게 되었다는 암시를 설화 전승자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다.

④ 율곡 이이전설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인물전설 

가운데 세 번째로 전승력이 활

발한 것이 율곡 이이 전설이다. 

이이는 강릉시 출생이다. 평창군

에는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이이

를 잉태하였다는 판관대(判官岱)

와 봉산서재(蓬山書齋) 등이 위

치해 있다. 또한 정선군 노추산

에는 이이를 모시는 이성대(二聖

臺)가 소재해 있다. 강원도내에

서는 이들을 기반으로 율곡 이

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율곡 이

이전설이 전승하고 있다. 

강원도에서 채록된 율곡 이이와 관련한 전설은 37편이다. 시·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삼척시가 16편으로 가장 많고, 정선군이 5편, 횡성군과 평창군이 4편, 강릉시와 영월군

이 3편, 양양군과 인제군이 각각 1편씩 채록되었다. 물론 현재까지 채록된 채록 편수와 

전승력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출신지가 강릉이라고 이야기 할 때 강릉시보다 

오히려 삼척시에서 율곡 이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율곡 이이전설이 많이 채록되었다. 

강원도에서 전승하고 있는 율곡 이이전설은 오죽헌에서의 출생담이다. 또한 이이의 학

문이 뛰어남을 엿볼 수 있는 율곡 이이전설들이 전승하며,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화석

정(花石亭)과 연계한 율곡 이이전설도 전승한다. 

정선 노추산 이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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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철전설

정철(鄭澈, 1536~1593)은 1580년 강원도 관찰사로 등용, 3년 동안 강원·전라·함경도 

관찰사를 지내면서 시작품(詩作品)을 많이 남겼다. 이 때 동해안 일대의 관동팔경을 둘

러보며, ｢관동별곡(關東別曲)｣을 지었다. 강원도에서 정철을 주인공으로 정철전설은 17

편이 채록되었다. 이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양양군이 7편으로 가장 많고, 삼척시가 6

편, 강릉·영월이 각각 2편씩 채록되었다. 이를 통해서 정철 관련 역사인물담은 양양·

강릉·삼척 등의 영동지역과 강원남부지역인 영월군에 걸쳐서 전승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양양·강릉·삼척 등은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 재임시 유람했던 ‘관동

팔경’이 위치해 있는 곳이다. 또한 영월군에는 ‘고두암(꼴뚜바위)’을 증거물로 정철전설이 

전승한다.

강원도에서 전승하고 있는 정철전설에서 정철은 긍정적인 인물로 등장하지 않는다. 정

철은 부자마을을 시기하여 누룩바위를 깨뜨려서 가난하게 만들고, 절 앞에서 담배를 피

우기도 하며, 큰 인재가 나는 것을 시기하여 혈(穴)을 찌르는 악역을 도맡아 자행한다. 

이는 정철이 강원도에 와서 명승고적을 찾아다니며 ｢관동별곡｣을 남겼지만, 당대의 가

난한 민중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강원도사

람들에게 있어서 정철은 부정적인 인물로 각인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⑥ 허목전설 

허목(許穆, 1595~1682)은 강원도 사람은 아니지

만 1660년부터 삼척부사로 재직하는 동안 삼척지

역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척주지를 편

찬하고, 서별당 등 각종 건물을 중수하였으며, 저

수지 수축 및 사직단을 비롯한 여러 제사용 제단

을 정비하였다. 허목전설 중심에 서 있는 척주동

해비를 건립하기도 하였다. 허목은 역대 삼척부사 

가운데 가장 많은 치적을 남긴 인물이다.

강원도에서 채록된 허목전설은 28편이다. 시·군

별로 살펴보면 삼척시가 17편으로 가장 많고, 영

월·양양·인제가 각각 3편씩, 횡성군이 2편 채록

되었다. 곧 허목전설은 강원도 동해안 일대와 강

원도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을 권역으로 해서 전승 삼척 척주동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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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채록된 대부분의 허목전설은 허목이 ‘척주동해비’를 

세워 홍수와 해일 피해를 막아주었다는 내용의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는 각편이 가장 많

다. 또한 허목전설에서 허목은 선정을 베풀기도 하고, 무관이 되기도 하며, 신이한 인물

로 도술을 부려 민중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민중들이 바라는 지방수령의 모습을 

보여준다.  

⑦ 효행전설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인물전설 가운데 시·군 및 마을 단위로 전승하는 대표적인 것

이 효행전설이다. 효행전설은 내용이 다채로운 편은 아니다. 자기 신체의 일부를 잘라 

부모의 약으로 삼았다든가, 한겨울의 잉어처럼 계절에 맞지 않는 물건을 구했다든가 하

는 것이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강원도의 경우 효행의 증거로 ‘산삼’과 ‘민물고기’가 

주로 등장한다. 강원도 지역의 지리적 특성인 산간 계곡에서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된 

소재이다. 

화천군의 송씨효자전설에서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상제의 

행동은 번거로운 예법에 구속되지 않고, 정성된 마음을 제일로 아는 강원도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순박한 행동이기도 하다. 단지(斷指)나 매아(埋兒)와 같은 극단적인 행

위를 화소로 하는 효행전설 보다는 실생활에서 누구든 실현 가능한 평범한 효행이 바

탕을 이루고 있다. 영월군의 의호총전설은 자녀의 효성이 지극해서 호랑이의 도움을 받

는다. 이 경우에는 호랑이가 사람과 마음이 통하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신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작용해서 이야기 전개가 상당히 다채로워진다. 춘천시의 효자문

거리전설에서는 이와 같은 측면이 모두 담겨져 있다.

  

효자 반희언은 임진왜란 무렵 아버지인 반처량 장군이 전사한다. 홀로 계신 어머

니가 병을 알아 근심을 하던 중 산신령이 대룡산에 있는 5구의 시체 중 가운데 있는 

시체의 목을 고아서 드리면 어머니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한다. 그대로 하니 시체의 

목은 시체가 아니라 산삼이었다. 훗날 어머니가 병세가 다시 악화 되었을 때 한겨울

에 딸기를 먹고 싶다고 하였다. 산기슭을 헤매다가 노루가 앉아 있던 자리에서 한 그

루의 딸기를 구한다. 딸기를 따서 가려던 중 호랑이 한 마리가 자신의 등에 타라는 

시늉을 하였다. 호랑이 등에 타니, 집에까지 태워다 주고, 딸기를 어머니에게 드려 병

세가 차차 나아지게 되었다. 

   

효자문거리전설에서 효행의 증거물은 ‘산삼’과 ‘딸기’다. 산삼을 체득할 수 있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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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신령이 알려주게 되고, ‘시체의 목’을 잘라야 하는 고난을 극복하고 ‘산삼’을 체득한다. 

여기에 노루에 의해 ‘딸기’를 구함으로써 반희언의 효행은 더욱 증가된다. 그리고 조력

자 호랑이까지 등장한다. 노루와 호랑이는 신령한 동물로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는 것도 효행의 결과인 것이다.

   

    

4. 민담

민담의 전승자는 민담이 신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진실하다고 믿지도 않는다. “옛

날 옛적 호랑이 담배 먹을 적에”라고 시작할 때부터 민담은 사실이 아니고 꾸며낸 이야

기임을 화자는 선언한다. 신성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실의 전달을 위해

서도 아니고 오직 흥미를 주기 위해서 민담은 구연된다.

민담에는 뚜렷한 시간과 장소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옛날 옛적 어느 곳에”라고 하

는데, ‘옛날 옛적’은 신화의 경우처럼 태초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서사적인 과거

일 뿐이고, ‘어느 곳’은 화자가 이야기하는 곳이 전설과 같이 특정한 장소가 아니다. 곧 

‘옛날 옛적’과 ‘어느 곳’으로 화자나 청자의 직접적인 경험과는 구별되는 민담 나름의 세

계가 펼쳐질 시·공간이 마련되는 것이다. 민담은 이야기가 그 자체로 완결되며, 전설처

럼 진실성이 없기에 증거물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더러 증거물을 갖는다 해도 널리 존

재할 수 있는 현상, 예를 들면 수숫대가 빨갛다든가, 수탉이 하늘을 보고 운다는 것 등

이다. 그것도 이야기 자체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첨부되는 것이다.

민담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일상적인 인간이다. 비록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의 심리상태는 일상적인 차원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다. 민담은 주인공에

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타인과 부딪쳐도 타인은 중요하지 않으며, 난관에 봉착하여

도 결국은 이를 극복하고 만다. 그의 행위는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민담은 지

역적인 유형이나 민족적인 유형은 있어도, 특정 지역이나 민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곧 

강원도 또는 강원도 내의 지방자치단체에 국한해서 전승하지 않는다. 전승은 공동의 것

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며, 분포는 세계적이라 할 수 있다. 특정 민족에게 흥미

로운 민담이라면 약간의 수정만 가해도 다른 민족에게도 흥미로운 민담일 수 있다.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전설에서는 그 나름의 역사성과 지리적 특성이 잘 들어나지만 

민담은 그렇지 않다.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민담이나 다른 지역에서 전승하는 민담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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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민담이라 해도 강원도적인 특성을 이끌

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담은 대개 주인공의 고난과 행운이라는 두 가지 축에서 전

승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의 민담은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 그러나 모든 민담이 그

러한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기원담도 있고, 심심풀이 고담도 있으며, 행복과 불행과 관

련 없는 순수한 희극적인 이야기도 있다. 민담은 교훈보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

를 듣는 쪽의 즐거움이라든가 재미와 오락이 역점에 놓이는 이야기다. 이런 점을 전제

로 하면서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민담의 몇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

다. 현재까지 강원도에서 채록된 설화 자료 가운데 민담의 숫자는 전설에 비해 많이 적

은 편이다. 또한 현대에 와서 채록된 민담은 많지 않다. 민담 현장의 소실이 전설보다 

심하기 때문이다. 일부 문헌자료에 민담을 수록해서 전하고는 있지만, 민담 자체가 앞에

서도 언급했듯이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 특성을 잘 드러나지 않기에 전설에 비해 전

승 기반이 약한 편이다. 그러나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민담의 다양한 이야기 속에는 옛 

강원도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 그리고 욕망이 숨겨져 있다. 행복에 대한 소망과 즐거움

에 대한 욕구가 거기에 내재되어 있다. 특히 행복한 결말을 통해 나타나는 민담의 이야

기는 강원도의 옛 조상 뿐만 아니라 그 민담을 듣고, 즐기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에 대

한 소망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임석재의 한국구전설화-함경북도·함경남도·강원도(1989)에 수록한 민담

을 대상으로 하였다. 강원도 전승의 민담이 많이 수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사적인 

측면에서 완성도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강원도에서 채록한 민담의 서로 다른 문학적 

존재 방식에 주목하여 세 가지 유형 범주를 설정해서 구분하려 한다. 민담의 종류를 그 

상상이 어떻게 발휘되느냐에 따라서 구분하였다. 민담에는 비현실적 시공을 넘나들면서 

‘환상적 상상’을 펼쳐나가는 민담이 있는가 하면, 현실을 우스꽝스럽게 변형 내지 전도하

는, ‘희극적 상상’을 특징으로 하는 민담도 있다. 그리고 이와 달리 비현실적 상상을 제

어하면서 현실에 상응하여 작중상황을 엮어나가는 ‘사실적 상상’의 민담이 있다. 그 각각

을 환상적(幻想的)민담·희극적(喜劇的)민담·사실적(寫實的)민담 등이라 할 수 있다. 

1) 환상적 민담 

‘환상적 민담’은 말 그대로 환상이 개입하여 현실과 비현실이 한데 어우러지는 민담이

다. 선녀나 신선·악귀 같은 초월적 존재가 등장하거나, 지하국이나 저승세계 같은 초



제24권 민속[구전·예술]  321  

설화 | 제3절

월계를 여행하거나, 여우와 같은 동물이 사람으로 변신하거나(혹은 사람이 동물로 변신

하거나), 호랑이 같은 동물이 사람처럼 말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일상적 경험의 틀을 

벗어난 신비한 환상이 펼쳐지는 이야기들이다. 흔히 ‘정통 민담’으로 지칭돼 온, 동화(童

話) 류의 이야기가 대부분 여기 해당한다. 임석재의 한국구전설화-강원도(1989)에 수

록되어 있는 민담 가운데 환상적 민담에 속하는 것들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강릉시 : 개의 보은, 요괴를 쫓은 개, 유산 세 가지, 반쪽이

● 삼척시 : 악귀를 쫓은 개, 너구리와 여우의 다툼, 서천서역국으로 점치러 간 아이, 

요사한 여우 마누라, 여우 잡는 작대기, 짐승말 알아듣는 아이, 소리자랑, 신선 놀

음에 도끼자루 썩는다.

● 원주시 : 세 글동무

● 정선군 : 할머니로 변한 여우를 죽인 소금장수, 호랑이 남자와 여자와 처남

● 철원군 : 할머니를 구해 준 총알·송곳·맷돌·덕석·지게

● 평창군 : 이상한 은행나무, 해와 달이 된 남매, 두꺼비의 보은, 잉어의 보은, 올챙

이의 보은, 괴서(怪鼠), 개를 오래 키우면, 대길몽(1), 대길몽(2), 목상귀(木像鬼)와 

부자, 뱀 물린 데에는 삼공철(三孔鐵)이 약이다. 나이를 늘리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화적인 이야기들이 주로 이 범주에 포함된다. 서천서역국

으로 점치러 간 아이처럼 바리데기나 당금애기 등 무속신화에 해당하는 자료도 설화로 

구연할 경우 환상적 민담이 된다.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환상적 민담 가운데 동물담이면

서 보은담에 해당하는 민담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개의 보은, 두꺼비의 보은, 잉어의 

보은, 올챙이의 보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옛날 귀하게 자란 한 여자 아이가 있었다. 마을 풍습에 따라 열다섯 살만 되면 마

을 서낭에 산채로 제물로 바쳐질 운명에 있었다. 그 때 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나 여

자 아이는 그에게 밥을 주는 등 사이좋게 지냈다. 그러기를 여러 해 계속하다가 여

자 아이가 열다섯 살이 되어 마을의 서낭에 제물로 바쳐져야 하는 날이 왔다. 산채로 

서낭에서 무서움에 떨고 있는데, 큰 지내가 나타나 그녀를 잡아먹으려 하였다. 그 순

간 두꺼비가 나타나 서로 파란 독을 뿜으며 싸웠다. 이러기를 밤새도록 계속한 끝에 

지네도 두꺼비도 지쳐 죽고 말았다. 이튿날 마을사람들이 소녀의 시체를 치우기 위해 

와보니 소녀가 살아 있고, 소녀로부터 자초지종을 모두 들었다. 그 후 마을에서는 소

녀를 서낭에 바치는 풍속을 없애게 되었고, 소녀는 행복하게 살았다.

두꺼비의 보은은 고난에 빠진 주인공이 두꺼비의 도움으로 극복한다는 이야기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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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속에 동물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동물담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다. 두꺼비의 보은 

같은 보은담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자신의 지혜나 노력으로 당면한 고난을 극복하지 

못한다. 두꺼비의 보은에서도 살아있는 소녀를 마을 서낭에 바치는 악습은 주인공의 노

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다만 그는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두꺼비에게 선행을 베푼다. 그 선행은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었으며, 이것이 오히려 의

외의 행운을 가져다준다. 선행에 대한 이와 같은 보상은 권선징악이라는 일반적인 민담

이 가진 교훈적 성격에 해당하는 것이다.

2) 희극적 민담

희극적 민담은 인간존재 및 그들의 삶을 희극적으로 변형하여 웃음을 자아내는 이야

기다. 일반적으로 소화(笑話)라 지칭돼 온 이야기들이 곧 희극적 민담에 해당한다. 사람

들이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우스운 사람을 만나고, 우스꽝스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를 적절히 포착하고 상상을 보태어 재구성한 것이 희극적인 민담에 해당한다. 임석

재의 한국구전설화-강원도(1989)에 수록되어 있는 민담 가운데 희극적 민담에 속하는 

것들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강릉시 : 이야기 봉지,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1)

● 삼척시 : 미륵 우에 열린 배 따먹기, 우부우부(愚夫愚婦)

● 양양군 :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2), 땅벌에게 쏘였는데, 말라야 가지요, 여자 오

줌누는 소리, 농악 악기가 내는 소리

● 영월군 : 무식쟁이 시, 세 자부의 축하인사, 마누라 털이 길어서

● 정선군 : 밤을 굽다.

● 평창군 : 노처녀 시집가기, 도적 쫓은 이야기, 선생님 장가보낸 제자, 첫날밤에 방

귀 뀐 신부의 아들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희극적 민담은 어리석은 사람 또는 어리석은 행동을 소재로 한 

이야기가 많다. 또한 유별난 꾀로 남을 교묘하게 골려먹는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가 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육담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 희극적 민담의 영역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땅벌에게 쏘였는데, 말라야 가지요, 여자 오줌누는 소리, 마누라 털이 

길어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육담은 남녀의 성기·성행위·성생활(性生活) 등을 소재로 

한 민담으로, 육담은 본능과 윤리를 교묘하게 담아서 사람에게 생기를 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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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잘 한다는 사람을 불러왔는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

었다.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 꿩이 껑충껑충 뛰니까. 사람이 껑충껑충 뛴다고 말했

다. 때마침 도적이 껑충껑충 뛰어 들어 왔어요, 누가 껑충껑충 뛴다고 말을 해 둘레

둘레 살펴보았다. 꿩이 둘레둘레 보니, 누군가 둘레둘레 본다고 얘기를 했다. 도적은 

아무도 둘러보는 사람이 없으니 번들번들 살펴보았다. 꿩이 번들번들 살피니,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번들번들 살펴본다고 했다. 도적은 아무리 살펴도 사람이 없자 곳간에 

들어가 곡식을 넝큼넝큼 주어 넣었다.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은 꿩이 무엇인가를 넝

큼넝큼 주어 먹어서 넝큼넝큼 주어 넣는다고 했다. 도적은 이 말을 듣고 그만 도망가 

버렸다.

도적 쫓은 이야기는 ‘도적을 물리친 이야기’이다.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이 꿩의 행위

를 보고 ‘껑충껑충’·‘둘레둘레’·‘번들번들’·‘넝큼넝큼’ 이라는 말을 통해서 도적이 스스

로 도망가게 했다는 희극적 민담이다. 이야기의 내용이 우연히 도둑의 행동과 일치하

여 놀란 도둑이 도망쳤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민담은 세계적으로 전승하는 광

포성을 지니고 있다. 도적 쫓은 이야기는 우연의 일치이기는 하지만, 이야기가 도둑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효용성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사실적 민담

사실적 민담은 이야기 내용이 사실적·현실적으로 엮어지는 민담이다. 흥미 중심의 이

야기이면서도, 비현실적인 환상적·희극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현실적 가능성의 테두

리 안에서 이야기와 작중 상황이 엮어지는 이야기들이 곧 사실적 민담이다. 환상적·희

극적 민담에 속하지 않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사

실적 민담은 그 폭이 넓고 이야기 종류도 많다. 임석재의 한국구전설화-강원도(1989)
에 수록되어 있는 민담 가운데 사실적 민담에 속하는 것들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

면 다음과 같다.

● 강릉시 : 내 복에 산다, 호랑이 잡은 소금장수, 나이자랑, 입만 들고 다니는 사람, 

지녀(智女), 명관

● 삼척군 : 호랑이 잡은 이야기, 무당과 복자, 안택 치성하여 부자되다, 태자로 환생

한 꼬꼬이 영감, 마음씨 좋은 머슴, 활인공덕하여 암혈(岩穴)에 들어가는 것을 면

하다, 용한 점쟁이, 청빈한 사람과 도적, 경솔한 여자 때문에

●  양양군 : 무수옹(無愁翁), 사악한 아전, 오성의 굿, 음처(淫妻)와 남편(男便), 아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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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십명 둔 사람
● 영월군 : 탐관의 변, 제사음식은 깨끗이, 지아(智兒)
● 정선군 : 상전 아덜과 종
● 평창군 : 남의 복을 빌려서 잘 사다, 세준애기, 새끼 서발로, 무서운 이야기, 사람

의 속마음, 현형양제(賢兄良弟) 명당쓰다.

사실적 민담은 조선시대 야담집에도 많이 수록되어 있다. 강원도에서 전승하는 민담 

가운데서도 사실적 민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사실적 민담은 민담의 허구적 지향성

에 ‘사실성’이라는 구심력이 함께 작용함으로써 긴장감을 자아내곤 한다. 그것은 성인(成

人)들의 이야기판에서, 특히 가벼운 오락을 넘어선 진지한 문학적 소통의 장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였다. 

옛날 어느 부잣집에 부부와 세 딸이 살았다. 하루는 아버지가 딸들을 불러 누구 덕

에 사느냐고 물었다. 언니들은 아버지·어미니 덕에 산다고 답하였으나, 막내딸은 “내 

복에 산다”라고 답해서 미움을 사고 쫓겨난다. 집에서 쫓겨난 막내딸은 가난한 숯구

이 총각을 만나 혼인하고 신랑의 일터에서 금을 발견한다. 부부는 금을 팔아 부자가 

된다. 막내딸을 쫓아내고 아버지는 거지가 되었다. 먹을 것이 없어 막내딸 집에 동냥

을 하러 왔고, 막내딸은 부모님을 받아들여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내 복에 산다는 “내 복에 산다”고 말해 부친에게 쫓겨난 막내딸이 가난한 남자를 만

나 자신의 지혜로 금을 알아보아 부자가 되고, 몰락한 부친과 재회하여 능력을 인정받

는다는 내용의 민담이다. 내 복에 산다의 등장인물은 부모님·막내딸·언니들·숯구이

총각 등이다. 부친이 막내딸을 미워하고 내쫓는 행위는 아버지의 자기 과시적이고 권위

주의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한편 막내딸은 ‘사람은 모두 각자 자기의 복으로 산다’고 믿

고 있다. 아버지에 의해서 쫓겨나지만, 숯구이 총각을 만나 주체적으로 결혼한다. 그리

고 신랑의 일터에서 금을 발견한다. 막내딸은 다른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는 금을 식별

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결국 내 복에 산다는 주인공과 적대자 사이의 대립과 갈등의 

해소라는 서사구조를 통해 남다른 능력과 굳은 의지를 지닌 주인공이 자신의 삶을 개척

해 나아가는 것을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정해진 복이 있고 그 복은 인간

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강원도 사람들의 운명론적 사

고를 엿볼 수 있다.

최명환(한국외국어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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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속담·수수께끼

1. 변천과 특징

속담은 ‘민중의 지혜’ 그것도 중지에서 뽑아낸 세상의 지식을 뜻한다. 오늘날은 속담이

란 명칭으로 쓰이지만 과거에는 중국의 영향으로 이언(俚諺)·이언(俚言)·이어(俚語)·

속언(俗諺)·언(諺)이란 말을 많이 써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어 교과서인 박통사언

해(朴通事諺解) 등에 보이는 대로 ‘상언(常言)’이란 낱말이 속담이란 말 대신으로 사용되

어 왔는데 이 같은 말은 당 나라의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에도 이미 보인다. 이해를 

돕기 위해 속담에 대한 몇몇 고전적 정의를 열거해 본다.

● 한(漢) : 허신(許愼)의 설문해자(說問解字)에는 ‘언 전언야(諺, 傳言也)’. 

● 양(梁) : 유협(劉勰)의 문심조룡(文心雕龍)에는 ‘언자 직어야(諺者, 直語也)’.

● 당(唐) : 육덕명(陸德明)의 좌전(左傳)에는 ‘언 음언 속언야(諺, 音諺, 俗言也)’.

● 촉(蜀) : 위소주(韋昭注)의 국어월어(國語越語)에는 ‘언 속지선요(諺, 俗之善謠)’.

● 송(宋) : 주희(朱熹)의 예기대학(禮記大學)에는 ‘언 속어야(諺, 俗語也)’.

● 명(明) : 양신(樣愼)의 고금언(古今諺)에는 ‘언 속론야(諺, 俗論也)’.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대개 속담은 세상에 떠도는 전언·직언·속어·속언·속론·

선요 등으로 통용되어 왔다. 속담은 아언과 좀 다른 바 있다. 아언이 문장적인 데 반해 

속담은 구어적이요 통속적인 어귀가 생동한다. 즉, 아언 속에서 다하지 못한 말을 속담 

어귀에서는 담을 수 있는 어떤 내면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다. 영국의 수필가 로건 피

어셜 스미스(Logan Pearsall Smith)는 “관찰을 영속성 있는 어구나 기억하기 쉬운 말에 적

절한 리듬과 흐름 속에 구체화하려고 하는 충동, 이 충동은 어떤 국어에서든지 허다한 

속담을 낳게 하였는데, 이는 확실히 사람이 갖고 있는 강한 충동”이라고 했는데, 이 말

에서 속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속담의 역사와 변천단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속담의 발생 과정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그 단계를 동기·창의 단계→조구 단계→인가 단계→회자와 전술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속담의 발생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인간은 사물이나 사건에서 자극을 

받았을 때 내면에 잠재해 있는 인간 본연의 강렬한 의식의 충동으로 인해 우리로 하

여금 속담을 발산토록 만든다. 예를 들면, 마음에 환희를 가득 안았을 때, 또는 의외적



326  강원도사

제1장 | 강원의 구비전승

인 획득, 친지의 사망, 애상, 고통의 정서, 자연의 경이와 변이의 제 현상, 동식물의 생

활 등 이런 인간 범사의 경우를 당하여 그 사건 사물에 대해서 내면 의식 속에서 환언

하면, 자신의 경험의 확대적 요구에서 속담이 발생된다. 그 동기가 되는 사건들로 인해, 

그것이 설명되고 설왕설래하여 더욱 뜻이 보충되어 나간다. 이 과정이 끝난 후 다시 개

념의 창의가 있은 후 조구가 형성된다. 다음에는 언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야 하는 

사회적인 인가단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 기간 구비전승하는 사이에 사회적인 공동 수개

(修改)가 있기 마련이다. 이런 극히 자연적인 숙명을 따르다가 시간적 공간적 또 적게는 

향토를 단위로, 크게는 전국을 단위로 유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동기나 창

의·조구 단계는 다분히 개인적 행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인가나 전술은 곧 사회적 행위

라는 점이 중요하다. 즉, 개인은 속담이 될 수 있는 화제를 꺼내고, 또 멋진 성어나 시

구를 만들어 속담을 만들려 해도 그 행위는 무위에 그칠 뿐이요, 반드시 사회적 인가와 

전술의 과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민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언어와 속담은 같은 양상으로 발생한 것이다. 곧, 이들은 사회적인 산물인 것이다. 고

로 개인은 속담의 창의자는 될지언정 능히 속담의 창조자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

기에 작은 사회나 집단이 형성된 곳에는 늘 속담이 존재하는 법이다. 중국은 이미 황제 

이전에 속담이 있었겠고, 우리 나라는 단군신화 시절에 이미 속담적 표현이 발생했으리

라고 믿는다. 여기서 잠시 중국 고대의 고전을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주역·노자·논어 등의 옛 고전은 문사결구(文辭結構)·어기운미(語氣韻味) 등이 

다분히 속담의 맛[諺味]에 가깝다. 곽소우의 언어적 연구에서나 후지이 오토오[藤井乙

男]의 언의 연구(諺の硏究)에도 피력되어 있지만, 공자의 말씀은 실은 중국의 고래부터 

내려온 속담을 공자가 취한 것이 상당히 많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논어의 품격은 언

어적인 면에서 오늘날의 금언집이나 속담사전의 느낌마저 들기 때문이다. 여기서 논어

를 대상으로 속담에 가까운 것과 속담화[諺化]되고 있는 문구 몇 개만을 간추려 보면 다

음과 같다.

● 군자는 말은 서툴러도 행동을 민첩하게 하려 힘 쓴다.

● 덕 있는 자는 외롭지 않다.

● 오직 생지(生知)와 천치만은 변함이 없다.

● 대저 여자와 어린애는 기루기가 썩 어려우니 조금 가까이하면 공손치 않고, 그렇

다고 조금 멀리하면 원망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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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들 공자의 말씀은 외견으로 보아 그 형태가 속담과 유사하지만 속담이 아닌 

격언에 들어간다. 국어국문학회편의 국어새사전에는 격언에 대한 풀이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 격언은 사리에 맞아 교훈이 될 만한 짧은 말.

● 사리에 적당하여 본보기가 될 만하도록 묘하게 된 짧은 토막.

  

이상에서처럼 종래의 격언에 관한 여러 설도 정의마저 분명치 않을 뿐 아니라, 격언 

대 속담의 식별은 더욱 그러했다. 그 분별이 지난한 점은 속담, 즉 격언이요, 격언, 즉 

속담인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 이유 역시 그 성질에서 오는 결과이다. 양자

는 똑 같이 철학적인 사상과 도덕적인 면에서 청자에게 지도하여 일침을 준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런데 속담은 처음에 민간의 구전되는 언어에서 시작되어 구비적인데 특징

이 있으나, 격언은 문장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각기 다르다. 즉 작가가 있다는 점, 그것

이 오래 사용되어 오고 언중의 구미에 맞았을 때, 그 속담은 작가마저 없어진다. 이렇

게 속담과 격언은 넘나들었다. 원래 ‘격’이란 ‘지극하다’는 말이다. 격언은 올바른 도리로 

법도가 되게 하는 말 즉 인정된 ‘법언(法言)’이란 이칭이 있다. 아무튼 속담과 격언이 상

호 작용을 한다 해도 각기 공통성과 이질적인 면을 소유하고 있다. 속담은 세태를 인정

할 만한 것이기에 항구성이 있다. 격언이 속담화되었다는 것은 격언이 좀 더 상하가 통

하는 문장으로 변화되었다는 말과 같다.

속담을 잘된 민요[善謠]로 인정한 이들도 있다. 시조가 일반 특수층이 즐겨 부르던 것

임에 반하여, 속담은 비롯한 서민 문예는 대중의 것이요, 양반층의 것이기도 했던 것이

다. 또 시조가 특수층에서 대중 계급의 것으로 옮겨진 조선 영·정조시대에 속담이 또

한 함께 성행하여 모든 문학 작품에 인용되었다는 사실은, 속담과 민중 그리고 속담과 

문학의 관계는 항시 밀접한 관계로 밀착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속담과 격언과의 가치는 비중이 거의 같다. 윤근수의 월정만필(月訂漫筆)에 “사람 목

구멍에 거미줄 치지 않는다”는 속담이야말로 속담 이상의 것 곧, ‘진격언’이라는 말로 높

여 말하고 있다. 로건 피어셜 스미스가 말한, “경구는 교양적인 사람의 정신이라는 흙에 

이식되어 꽃으로 된 것이라는 말과 같이, 격언도 일반적인 보편타당성을 띤 경험에서 

우러나오며, 기왕에 생각되고 느낀 일은 있으나 그렇게 잘 표현된 것이 없는 인상적으

로 또 감명 깊게 표현하는 극히 합당한-속담보다 좀 긴-단문이라 하겠다”와 같다. 종

합적으로 속담과 격언의 특징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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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속담은 작가를 모르는 간결한 실용적이며 평범한 중에 어떤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② 격언은 속담보다 길며, 확실한 작가가 있고, 지성적인 말이다.
③ 속담은 입에서 귀로 전해 내려온 구비문학적인 성격의 것이요, 음운이 자연스럽고 

음성탁위법(音聲卓位法:prominence)적인 특징이 있어서 민요로 진화된 것도 있다. 
④ 격언은 작자가 있으며 오래 된 것이라도 그 출처를 소급해 볼 수 있다.
⑤ 속담은 친근미가 있으며 교훈적인 것도 많다. 
⑥ 격언은 좀 더 교훈적인 것이 많아서 엄한 맛이 풍긴다.

이처럼 속담은 대체로 짧고 재치가 담긴 비유적 언술(言述)로서 민간에서 전승하는 관

용적 표현이다. 구비단문으로서 속담은 민중의 지혜를 담은 그릇으로 옛말 가운데 가장 

단순한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지식과 안으로 들어난 지식을 함께 지니고 있어서 듣는 

사람을 긴장시키고 깨우쳐 주는 짧은 글이다. 오늘날 속담이란 말은 쓰이지만 과거에는 

흔히 ‘옛말’이라고 하였고, 중국에 문화영향으로 이언(俚諺)·속언(俗諺)이라고도 썼다. 

속담은 구체적 사례의 진술을 통해 추상적 관념을 유발해내는 특징을 지닌다.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처럼 구체적 발화를 진술하는 경우를 통하여 무엇이든 가까이 

하면 어느 정도 숙련이 된다는 이치를 넌지시 일러주는 방식이다. 이런 점에서 추상적

이고 보편적 관념을 직접 진술하는 격언과는 구별된다.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웅변보다 침묵이 소중하다는 의미가 곧장 문면에 드러나고 있기에 

속담이라기 보다는 격언에 속한다. 속담의 범주에는 구체적 사례를 담은 비유적 언술의 

형태가 많으며 민중의 경험적 세계가 압축되어 삶의 지혜를 일깨우는 측면이 강하다. 

속담의 발생은 특정한 역사적 사례에 대한 묘사로부터 형성되는 경우와, 일상으로 자

주 발생하는 일반 사례에 대한 묘사로부터 형성되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전자의 예는 “하룻밤을 자도 만리성을 쌓는다”라는 속담은 오늘날 “잠시 동안의 만남이

라도 깊은 정을 맺는다”는 뜻으로 사용되나 이담속찬에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들

어오면 하룻밤을 머물더라도 성을 쌓고 방비하는 것을 이른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적

을 방어하기 위한 성곽이 두터운 정의와 사랑의 상징으로 변한 경우다. 후자의 예에는 

“쇠귀에 경읽기”와 같이 일상적인 삶의 구체적인 관찰에서 비유된 것이 대부분이다. 

다음은 수수께끼의 내력과 금기어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원래 수

수께끼의 표준말은 ‘수수꺽기’가 변한 중부지역의 ‘수수께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수수께

끼란 용어는 1667년(숙종 3) 경 변섬(邊暹) 박세화(朴世華) 등 12인이 공동 편집한 박

통사언해(朴通事諺解)에 처음 나온다. 중국의 수수께끼는 수사(瘦辭)·은어(隱語) 내지, 

미(謎) 또는 미어(謎語)라고 하는데 그 명칭이나 뜻이 우리 것과 비슷하다. 문심조룡(文

心雕龍)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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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魏代)로부터 그 이후에 이르게 되면 자못 배우(俳優)의 존재는 부정적으로 되고, 

군자(君子)도 은어를 조소하게 되니, 이것에 대치해서 미어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미

(謎)라고 한 것은 그 말을 돌려서 머리를 혼미하게하는 것이다. 문자를 분리·결합하

거나 사물을 문자에 의해서 형(形)을 취하거나 하여 쇄말(瑣末)한 기교로 생각을 희

롱하여 비천(菲淺)한 관찰로 표현을 과시한다. 그 내용은 완곡하면서도 정곡을 찌르

고, 그 표현은 은미(隱微)하면서도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로 본다면 과거의 은어란 것도 오늘날 국어학에서 말하는 은어의 개념과는 달리 수

수께끼 은어, 곧 구두(口頭)에 의한 수수께끼 문자에 의한 언어 유희적 성격을 내포한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 수수께끼란 명칭은 지역마다의 민속적 배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투리진 음가를 지니고 있는 등 어위가 번잡하게 쓰이고 있다.

수수꺼끼(강원·충청), 수수고끼(평북), 수수젹기(강원), 수시접기(강원), 수수저끔(강원), 

쉬셔겨끼(평북), 쉬수께끼(평북), 수수께끼(평남, 전남), 수[쉬]저끔(함남), 쉬시께끼(평북), 

걸룰락(제주), 춤추새끼, 준추새끼, 수수잡기, 출치대기, 순치새끼, 두리치기, 두루치기, 

수쉬접기, 수수겨끼, 수쉬겨끼, 예숙제낄락, 말겨룸

이희승편 국어대사전과 국어국문학회편 국어대사전에는 수수께끼에 관한 사전적 

해석과 어원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어떤 사물에 대하여 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빗대어 말하여, 그 사물의 뜻이나 이름을 

알이 맞추는 놀이·미어(謎語)(국어대사전, 이희승)

사물을 빗대어서 그 말의 뜻을 알아 맞추는 놀이(국어대사전, 국어국문학회)

흔히 사물이나 사건이 이상하고 신기하며 알 수 없는 일에 빗대어서 우리는 수수께

끼와 같은 일이라고 하거니와, 그 어귀의 뜻 즉, 그 수수께끼라는 단어 자체부터가 풀

기에 용이치 않다. 더구나, 위에 든 방언이나 표준말에서조차 그 어원을 더듬기에 힘이 

든다. 그런데 유독 국어학자 이탁만이 그의 유고에서 수수께끼를 다음과 같이 민간어원

설로 해석해 놓고 있다.  

이 말은 ‘수소(황소)’라는 말과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그 ‘걸다’의 전차어(前次語) ‘걷

다’ 와의 합성이 ‘수소 걷다’의 명사화한 ‘수수 걷기’의 변음이니, 곧 ‘수소 걷기’ 란 말

이다. 이 ‘수소 걷기’의 ‘걷~이’ 단독어로는 ‘걸~로’ 완전히 변음되는 한편, 경쟁의 뜻

으로 ‘겯고 튼다’에서와 같이 ‘겯~’으로 변음되어 가지고, 다시 ‘겨루~’로 변음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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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충북 청산 방언의 ‘말겨룸’(수수께끼)이란 말은 ‘수수께끼’가 곧 ‘수소걷기’(수소 걸

기)란 말임과 겨루다는 말이 곧 ‘걷다’에서 ‘걷~ 걸~겨루~’와 같이 분화된 말임을 입

증하는 것이다. ‘수수께끼’를 부산에서는 ‘식기(食器)’ 지름이라 하니, 이것은 ‘식기 겨룸’

의 반음으로서 역시 중요한 재산으로 생각하는 식기를 걸고 내기하자는 뜻이니, ‘수소

걸기’란 뜻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수수꾸다’의 사전 주석은 “실 없은 장난말로 남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뜻이다. 여기서 

수수께끼는 말겨룸을 전제로 하는 유희적인 민속 문예 놀이로 볼 수 있다. 그러니 자기 

쪽(A) 질문(question)에 상대방(B)이 풀지(solution)못할 경우 (B)에게 ‘수수꿈(名)’을 던질 수

가 있다. 그러므로 (A)로부터 오는 설문(질문)을 (B)가 꺾는 행위(solution), 그것이 ‘수수

꺾기’ ⟶ ‘수수꺼끼’ ⟶ ‘수수께끼’가 된 것으로 본다. 다른 설은 ‘수수(授受)’+‘꺾기’나 ‘술

수(術數)’+‘꺾기’에서 호칭된 것으로 본다. ‘수수(授受)’란 말은 (A)와 (B)가 물음과 답을 주

고받는다는 뜻인데, 이에 꺾기가 합성되어 경쟁적으로 질문을 주고받다가 한 쪽이 꺾고 

또 한 쪽이 꺾인다는 일체의 행위를 아우른 말이다. 또 다른 설은 ‘술수’+‘꺾기’의 해석

이다. 술수란 원래 음양·복서에서 길흉을 점치는 방법을 뜻한다. 그러나 뜻이 변해 보

통 “그 사람 술수가 능하다”고 하면 “그 사람 단수가 높다”는 말 곧, “술수를 쓰는 말[言

行] 재간의 정도”가 높다는 뜻과 일치한다. 여기서의 ‘술수’는 ‘언어의 술수’이고, 이 언어

의 술수꾼인 설문자의 물음을 꺾는 행위 그것이 ‘술수꺾기’⟶‘수수꺼끼’⟶‘수수께끼’로 변

한 것이다. 이처럼 수수께끼에 대한 여러가지 어원이 있으나 어느 것이 가장 옳은 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이들은 각기 어원이 유사하고 음가가 비슷하여 언중은 다의적인 유음

군(類音群)을 통하여 동질적 단일어[同義語]로 굳혀 갔던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수수께끼는 구비단문(口碑短文)으로서 은유를 써서 대상을 정의하는 말놀이다. 이

는 기억하기가 아주 간단하고 전달과 보급이 쉬울 뿐만 아니라, 개인창작의 것이 아니

고 심리적·기능적 필요성에 따라 생겨난 인간적 언술의 근원 형태라는 점이다. 짧은 

은유의 언술인 점은 속담과 유사하지만, 우주와 자연과 인간에 관한 원초적 물음을 포

함하고 있어 속담에 비해 더 근원적인 언술형태로 볼 수 있다. 수수께끼의 전승방식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참여하여 주고받는 언어유희라는데 있다. 묻

는 사람과 답하는 사람이 서로 존재해야 놀이가 성립되고, 그 언어구조도 설문과 해답

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수수께끼는 즐거움과 심심파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언어유희인 만큼 놀이가 갖는 오락

적 기능이 있다. 또 말놀이를 통해 향유층의 상상력과 지혜를 계발시키는 교육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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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실제로 어른과 아동 사이에서 또는 아동들끼리 서로의 지적 능력을 계발하고 

시험하기 위해 제시된다. 수수께끼의 주제가 우주와 자연, 인간과 동식물, 의식주 생활

과 관련된 사물의 전반에 걸쳐 있는 점에서 수수께끼의 구연현장은 지식습득의 언어교

육의 장이기도 하다. 

수수께끼의 분류는 마땅히 문항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답항도 고려되어야 한

다. 왜냐하면 양항은 서로 안팎의 관계로 결합돼 있기 때문이다. 양항이 긴밀한 상호작

용을 함으로써 문항의 비밀이 풀리는 구조가 수수께끼의 본질이다. 문항의 발상과 답항

의 해결에는 향유층의 인식이나 자연환경적 요소가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2. 속담
 

속담에는 강원도적인 특징만 반영된 경우가 드문 편이다. 그나마 강원도 특징을 반영

하는 것은 단순 연상작용에서 나온 것이 대부분이다. ‘강원도 포수’는 강원도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포수가 한번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마는 좀체로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는 뜻이 담겨 있다. 흔히 밖에 나갔다가 오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이

다. ‘삼척 냉방’도 본디 ‘삼청동 냉방’이 지명과 연상되어 왜곡된 속담인데, 매우 추운 곳

을 뜻하면서 인심의 한계까지 지적하는 함의로 바뀐 것이다. 또 “압실 맷돌 콩 먹듯 한

다”도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한다”처럼 음식을 빨리 먹어 치우는 사람을 보고 이르는 

말이다. 이 속담은 정선지역 북면 고압리 압실마을에서 만든 ‘압시맵돌’이 인기가 있었는

데, 콩이나 녹두같은 곡식을 매우 잘 가는 맵돌도구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강원도 지명·인심이 담긴 속담류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기존 ‘강원

도 포수’·‘암하노불(岩下老佛)’·‘양강지풍(양간지풍) 통고지설’ 정도만 세인의 입에 자주 

오를 뿐이다. ‘암하노불’이란 성어는 강원도민의 인성과 품성을 대변하고 있는 바, 그 

근원설화를 추적해 보면 바로 앞에 인용한 ‘춘천 토목공’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

다. “노목궤(櫨木櫃)에 쌀이 오십 오두”라고 외쳐댔던 순박하기 짝이 없고, 변통성 없

기 그지없던 강원도 사람들의 준준하지만 수진무구한 면모를 대변하고 있다 할 것이

다. 타 지역과 같을지라도 강원도 내에서 통용되어 전승되는 속담을 다음과 같이 소개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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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동지역 

● 가는 날이 장날이다(명주).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명주·양양).  

● 가다가 아니가면 아니간만 못하니라(명주). 

● 강원도 포수(속초).                       

● 개구리가 올챙이 때를 모른다(명주).       

● 개 꼬리 삼년 묵어도 여우 꼬리 안된다(명주).

● 까마귀 날자 배 떨이진다(양양).           

●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명주).

● 경주(慶州) 돌이면 다 옥(玉)돌이냐(명주).        

● 고기 한 마리가 온 냇물을 휘젓는다(양양).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명주).        

● 골이 깊어야 산이 높다(명주).

● 공(功)든 탑(塔)이 무너지며 심던 낭기 꺾어질까(삼척).

●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삼척).

● 과부 설움은 과부가 안다(강릉).           

● 과일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명주).

● 꿩 잡는 것이 매(고성, 양양).              

● 구렁이 담 넘어가듯(명주).

●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고성).      

●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아 구슬이다(명주).

● 금강산도 식후경이다(명주).               

● 기자(飢者) 감주(甘食)(명주).

●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삼척).

● 나무그릇 놋그릇 되랴(삼척).      

●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명주).

●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명주).

● 도둑이 제 발 저린다(명주).               

● 돌다리도 두둘겨 건너라(명주).

●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명주).             

● 될 잎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명주).

● 등잔 밑이 어둡다(명주).                  

● 티끌 모아 태산(泰山)(명주).

● 망건 쓰다 장 파한다(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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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로만 가도 서울 가면 된다(명주).

● 물에 가야 고기를 잡는다(명주).           

●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명주).

● 못난 일가 촌수만 높다(명주).             

● 미꾸라지 한마리가 샘물을 흐린다(명주).

● 바늘 가는데 실 간다(명주).               

● 바늘 구멍에 황소 바람 들어온다(명주).

●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명주).         

● 밤 말은 쥐가 듣고, 낮 말은 새가 듣는다(양양).  

● 밤 새도록 울고 나서 누가 죽었느냐?(고성). 

●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양양).

● 발 큰 도둑놈은 있어도 손 큰 선비는 없다(명주).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명주).               

● 뻐스 지나간 뒤 손 드나 마나(명주).

●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다(고성·양양·명주).

● 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양양).

● 빛 좋은 개살구(명주).

● 사공이 많으면 배가 하늘로 올라간다(명주).

● 산에 가야 범을 잡는다(명주).

● 산이 커야(높아야) 골이 깊다(속초·명주).

● 삶은 팥이 싹 나랴(속초).

● 삼척 냉방(삼척).

● 생선 망신 꼴뚜기가 시킨다(명주).

● 서까래 하나 아끼다가 기와집 썩힌다(명주).

● 서당개 삼년에 풍월(風月)을 읊는다(명주).

● 서울이 무서워서 남대문부터 긴다(명주).

●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양양·명주).

● 소 고삐도 길면 잡힌다(양양).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성·속초·양양).

● 손톱 밑에 가시 든건 알아도 염통 곰는 줄은 모른다(명주).

● 수염이 다 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명주).

●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다(명주·삼척).

● 십년공부 아미타불(속초).

●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명주).

●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명주).

●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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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은 애기 삼년 찾는다(양양).

● 오뉴월 빛이 하루가 새롭다(명주).

● 오월풍농(五月農夫) 팔월(八月) 신선(神仙)(명주).

●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 보지도 마라(명주).

● 욕심 많으면 구렁이 된다(명주).

● 우물안 개구리가 바다 넓은 줄 모른다(명주).

● 윗물이 맑아야 밑에 물이 맑다(양양).

● 윗물이 발꿈치까지 간다(명주).

● 자라 보고 놀란 사람 솥뚜껑 보고 놀란다(명주).

● 잡기도 전에 말이 반이다(명주).

●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명주).

● 작은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보지만 작은 사람은 큰 사람 덕을 본다(명주).

● 제대로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양양).

● 주인도 없는데 죽 마다는 격(명주).

●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다(삼척).

● 참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가 째진다(명주).

● 처녀가 애기를 낳아도 할 말 있다(양양).

●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고성·명주).

● 천냥짜리 쇠고기도 소금이 들어가야 제 맛 난다(양양).

● 철 들자 망령이다(명주).

●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속초·명주).

● 큰 부자는 망해도 자기일생은 살 수 있다(명주).

● 티끌 모아 태산(삼척).

● 피장 파장(명주).

●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명주).

● 하상갑일(夏上甲日)에 비가 오면 동대문에 배를 띄운다(명주).

● 한 술 밥에 배 부르랴(명주).

● 호랑이 없는 산에 여우가 왕노릇 한다(명주).

● 호미로 막을 데 삽으로 막는다(명주).

2) 영서지역

● 가까운 남이 먼 일가보다 낫다(영월).

●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춘천·영월).

● 가난한 집 제사날 돌아오듯(춘천).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춘천·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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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날이 장날(춘천·영월).

● 가제는 게 편이다(춘천).

●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춘천·영월).

● 간에 붙고 염통에 가 붙고(춘천·영월).

●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춘천·영월).

●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영월).

● 개도 닷새가 주인을 알아본다(춘천).

● 개 밥에 도토리(춘성·영월).

● 개 발에 편자(영월).

● 개 보름 쇠듯(영월).

● 개천에서 용 난다(춘천·영월).

● 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춘천).

● 걷기도 전에 뛴다(영월).

● 게 잡아 물에 넣는다(영월).

● 계란에도 뼈가 있다(춘천·영월).

● 고기는 저 놀던 물이 좋다(춘천).

● 고슴도치는 제 새끼 함함한다(영월).

● 공든 탑이 무너진다(춘천·영월).

● 과일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춘천).

● 꼬리가 길면 밟힌다(춘천·영월).

● 구관이 명관이다(춘천).

●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춘천).

●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춘천).

●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춘천).

● 꿩 대신 닭을 쓴다(영월).

● 꿩 먹고 알 먹고(춘천, 영월).

● 그림의 떡(춘천).

● 급이 데운 밥이 쉬 식는다(춘성).

● 기와장 아끼다 대들보 썩힌다(춘천).

● 길이 아니거든 가지말고 말이 아니거든 듣지마라(춘천).

● 나는 놈에 뛰는 놈이다(춘천).

● 남의 돈 천량이 내 돈 한량만 못하다(춘천).

● 날아간 화살은 못 잡는다(춘천).

● 남의 발에 버선 신긴다(춘천).

● 남의 장단에 춤춘다(춘천).

● 남의 제사에 밤 놔라 대추 놔라 한다(춘성).

● 남의 흉이 하나면 제 흉은 열 가지다(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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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참견 말고 제 등에 불이나 꺼라(춘천).

● 내 딸이 고와야 사위 잘 고른다(춘천).

● 냉수 먹고 이 쑤시기(춘천).

● 누워서 떡 먹기(춘천).

● 눈 가리고 아웅(춘천).

● 눈 감으면 코 볘 간다(춘천).

● 눈을 떠야 별을 본다(춘천).

● 눈을 어둡다더니 다홍고추 잘 딴다(춘천).

● 눈 코 뜰 새 없다(춘천).

● 다 된 밥에 재 뿌린다(춘천).

● 다 된 죽에 코 떨어진다(춘천).

●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민다(영월).

● 달리는 말에 채찍질(춘천).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춘천).

● 달 보고 짖는 개(춘천).

●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기(춘천).

● 땅 짚고 헤엄치기(영월).  

●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춘천).

●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춘천).

● 도끼가 제 자루 못 찍는다(영월).

● 도둑이 제 발 저린다(춘천).

● 독 안에 든 쥐(춘천).

● 돈 나고 사람 났지 사람나고 돈 났냐(춘천).

●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 가서 화풀이 한다(춘천).

● 똥구멍으로 호박씨 깐다(춘천).

●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춘천).

● 등잔 밑이 어둡다(춘천·영월).

● 뚝배기보다 장 맛이 낫다(춘천).

● 듣기 좋은 말도 두번 하면 싫다(춘천).

● 만만한 것은 송아지 죽이다(춘천).

● 말은 보태고 떡은 뗀다(춘천).

● 모래 위에 집짓기(춘천).

● 모르는 것이 약이다(춘천).

● 목구멍이 포도청이다(춘천).

●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춘천). 

● 못먹는 씨아가 소리만 요란하다(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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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식이 희소식(춘천).

●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춘천).

● 물 위에 기름 돌 듯(춘천).

● 물은 제 길로 흐른다(춘천).

●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춘천).

●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귀여운 자식은 매로 다스리라(춘천).

●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춘천).

● 밑빠진 독에 물 붓기(춘천).

●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춘천).

● 백문이 불여일견(춘천).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춘천·영월).

● 범 없는 곳에 삵이 범 노릇 한다(영월).

● 벼룩도 낯짝 있다(영월). 

● 벽에도 귀가 있다(춘천).

● 병 주고 약 주고(춘천·영월).

● 부전자전(춘천).

● 불 난 집에 부채질 하기(춘천).

● 뿌리 깊은 나무가 가뭄을 타지 않는다(춘천).

● 비단옷 입고 밤길 걷기(영월).

●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춘천).

● 빛 좋은 개살구(춘천).

●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춘천).

●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라야 사람이지(춘천).

● 사흘 굶어 도둑질 않하는 놈 없다(영월).

● 산신 제물에 매뚜기 뛰어 든다(춘천).

● 상전이 배 부르면 종 배 곯는지 모른다(영월).

● 새발에 피(춘천).

●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춘천·영월).

●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영월).

● 설마가 사람 잡는다(춘천).

● 세 닢 주고 집사고 천량 주고 이웃 산다(춘천).

● 소같이 일하고 쥐같이 먹어라(춘성).

● 소 귀에 경읽기(영월).

● 소년고생은 은(銀)주고도 산다(춘천).

●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춘천).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춘천, 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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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춘천).

● 손이 안으로 굽는다(춘천).

● 송아지 몽둥이로 세 대 맞으면 담 안뛰어넘는 송아지 없다(영월).

● 쇠뿔도 단 김에 빼라(춘천).

● 수박 겉 핥기(영월).

●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춘천).

● 시작이 반(춘천).

● 시장이 반찬(춘천).

● 식은죽 먹기(춘천).

●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춘천).

● 아는 길도 물어 가라(춘천).

●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춘천·영월).

●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 매여 못쓴다(춘천).

● 알면 병이고 모르면 약이다(춘천).

● 얌전한 개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춘천).

●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춘천).

● 양대가리에 개고기(춘성).

● 얕은 내도 깊게 건너라(춘천).

●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춘천).

● 업은 애기 삼년찾는다(춘천).

●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춘천).

● 엎어지면 코 닿는데(영월).

●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흘 굶는다(춘천).

●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춘천).

● 옆집이 장에 가니 나도 장에 간다(춘천).

● 오르막 길이 있으면 내리막 길이 있다(춘천).

●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 보지도 말라(춘천).

● 옷이 날개다(춘천).

● 우물 속에 앉아 하늘을 본다(춘성).

●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춘천).

● 우물에 가서 숭늉찾기(춘천·영월).

● 울지 않는 애기 젖 주랴(춘천).

● 이웃 사촌(춘성).

● 자기 자식이 귀여우면 남의 자식도 귀엽다(춘천).

● 자랄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춘천).

● 자루도 벌려야 들어간다(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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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고추가 맵다(춘천).

● 장사꾼 한테 딸도 주지마라(춘천).

● 장수 나자 용마 난다(춘천).

● 재털이와 부자는 모일수록 더럽다(춘천).

●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춘성).

● 제 것 주고 뺨 맞는다(춘천).

● 제 눈에 안경(춘천).

● 제 절 부처는 제가 위한다(춘천).

● 제 흉은 열두 가지다(춘천).

● 주인 모르는 공사 없다(춘천).

● 죽도 밥도 안된다(춘천).

● 죽을 병에도 살 약이 있다(춘천).

● 쭈구렁 밤송이 삼년 간다(춘천).

●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삼척).

● 지성이면 감천(춘천).

● 지척이 천리(춘천).

● 집에서 샌 바가지 들에 가서도 샌다(춘천).

●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춘천).

● 첫 딸은 세간 밑천(춘천).

● 칼로 얻은 자는 칼로 망한다(춘성).

●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어라(춘천).

● 콩밭에 가서 두부 찾는다(춘천).

●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영월·춘천).

● 콩으로 메주 쑨다 해도 곧이 듣지 않는다(춘성).

● 콩팔 칠팔 한다(춘천).

● 크게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춘성).

● 태산은 넘으면 평지(平地)가 안다(춘천).

● 티끌 모아 태산(춘천, 영월).

● 피는 물보다 진하다(춘천).

● 핑계 없는 무덤 없다(춘천).

● 하던 짓 멍석 깔아 놓으면 안한다(춘천).

●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춘천, 영월).

● 한술 밥에 배 부르랴(춘천).

● 한잔 술에 눈물 난다(춘천).

● 허파에 바람 들었다(영월).

●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춘천).

●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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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수께끼

수수께끼는 한 나라의 언어가 존재했을 때부터 발생되었다. 한국 수수께끼 역시 우리

민족이 말을 사용하고 그 말을 민속 문예화시키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이 분명하다. 그 

사회와 그 민족의 혈맥인 말은 집합하여 담(談), 곧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속담

과 더불어 수수께끼는 민간문예 중 단형의 형태를 구비한 시가 형태로부터 시작되었다. 

모든 민간 문예는 단형의 형태와 장형의 형태로 나누어 발생 진화한다.

수수께끼의 분류는 마땅히 문항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답항도 고려되어야 한

다. 왜냐하면 양항은 서로 안팎의 관계로 결합돼 있기 때문이다. 양항이 긴밀한 상호작

용을 함으로써 문항의 비밀이 풀리는 구조가 수수께끼의 본질이다. 문항의 발상과 답항

의 해결에는 향유층의 인식이나 자연환경적 요소가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문항과 답항

의 유기적 관계를 생각하는 동시에 문항의 언술이 갖는 특징의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하여 이해할 수 있다.

① 시늉[態]에 관한 수수께끼 : 대상의 외형, 동작, 성질을 묘사하는 전형적 수수께끼

다. 두드러진 특징이나 장면 또는 일련의 움직임을 묘사함으로써 대상을 정의하는 

것으로 주로 은유에 의거하거나 의인화·중의·대조·열거·점층의 수사법도 두루 

사용된다.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 날개없이 날아가는 것은? ‘연기’

● 물 속의 버들잎은? ‘물고기’

● 먹어도 배 부르지 않는 것은? ‘나이’

② 소리에 관한 수수께끼 :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수수께끼로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 못 사오게 했더니 사온 것은? ‘못’

● 사람 죽은 고을은 어디인가? ‘곡성(谷城, 哭聲)’

● 밥은 밥인데 못먹는 밥은? ‘톱밥’ 

● 간에 짝은? ‘뒷간에 볼기짝’

③ 문자에 관한 수수께끼 : 한자문화권의 배경에서 발전한 독특한 형태로서 이른바 

파자(破字)수수께끼라고 부르는 것이다. 수수께끼가 한자를 주제로 한 점에서 향유

층이 다소 제한되었겠지만 민간에서 구비전승되고 있고, 형식이나 언술의 특징에

서 여타 수수께끼와 다르지 않다. 글자의 외형을 묘사한 것이 대부분이고 음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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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相似)를 이용한 말장난도 더러 있다.

● 계집이 갓쓴 글자는? ‘安 : 편안할 안’

● 나무 둘이 씨름하는 글자는? ‘林 : 수풀 림’

● 집안에서 야단난 글자는? ‘妻 : 아내 처’

● 거듭 폭행하는 글자는? ‘且 : 또 차’

 

④ 슬기에 관한 수수께끼 : 시늉이나 소리에 관한 수수께끼가 비교적 은유인데 비해 

이것은 비은유적인 수수께끼로서 문항이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니라 ‘왜’, ‘어떻게’, 

‘누구’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설문의 내용이 해호(解號)의 소지를 포함하

지 않기 때문에 해답자에게는 특별한 지혜와 지식과 논리가 요구된다. 답항도 엉

뚱하거나 엉터리 없는 경우가 많다. ‘솔로몬왕의 명판결’과 같은 것이 전형적인 예

이며 현대 수수께끼인 참새시리즈 같은 것도 이 범주에 든다. 문항의 내용에 따른 

하위분류와 그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어떻게?) 곱추는 어떻게 자나? ‘눈감고 자지’

● (왜?) 나폴레옹은 알프스 산정을 넘으면서 왜 빨간 혁대를 했나? ‘바지가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 (누구?) 제 장인하고 매부의 장인이 둘다 물에 빠진다면 누구를 먼저 건질 것인가?  

‘매부의 장인’

● (얼마나?) 세 사람이 사과 한 개씩 먹으면 하나가 모자라고 반 쪽씩 먹으면 한 쪽

이 남는다. 모두 몇 개인가? ‘두 개’

그 밖에도 설화로 이루어진 수수께끼, 그림의 의미나 물건의 정체를 묻는 수수께끼. 

반문형 수수께끼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수께끼에서 흥미로운 사례는 반문형 수수

께끼로서 다음처럼 불합리한 난문에 대해 역시 난문으로 응수함으로써 해답이 제시되지 

않는 채 놀이의 승부가 결정되는 유형이다.

● 설문자 : 내가 서겠는가 앉겠는가?

● 해답자 : 내가 이 문지방을 넘어서 나가겠는가, 아니면 들어가겠는가?

수수께끼 역시 강원도적 특징이 반영된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다. 수수께끼는 속담보

다 설명설화의 전승이 모여있는 관계로 지역성을 갖기란 쉽지 않다. 강원도 지역의 수

수께끼가 이 지역 향유층의 삶에 차지한 비중도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수수께끼의 놀

이·교육적 기능으로 말미암아 지역사회의 성년의례와 같은 관습의 문화적 가치를 결정

하는데 일정한 역활을 했으리라 추측한다. 타 지역과 같을지라도 강원도 내에서 통용되

어 전승되는 속담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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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동지역

● 각도 각도 못먹는 각 ‘총각’(삼척).

● 감도 감도 못먹는 감 ‘영감’(양양·명주).

● 강도 강도 못 건너는 강 ‘요강’(명주).

● 깍을수록 커지는 것은 ‘구멍’(속초·명주).

● 깨어지면 하나인데, 그대로 두면 둘이 되는 것은 ‘38선’(명주).

● 거꾸로 자라는 것은 ‘고드름’(명주).

● 귀가 귀를 물고 귀에 가서 먹는 것이 무엇이냐 ‘가마귀가 떡귀를 물고 논귀(밭귀)

에 가서먹는 것’(명주).

● 나이가 먹을수록 짧아지는 것은 ‘달력’(고성·간성).

● 눈도 귀도 코도 있고 몸은 하나 있는 것은 ‘바늘’(명주).

● 다섯은 들어가고 열은 잡아당기는 것은 ‘양말 신는 것’(고성·간성).

● 다음달에 가마고 하는 것 ‘윤달’(양양).

● 둘은 구멍을 파고 여덟 놈은 뒤드러지는 것은 ‘송편 만들기’(명주).

● 마당가에 어린애 업고 서 있는 것은 ‘옥수수’(삼척).

● 머리 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연기’(명주·삼척).

● 먹어도 뚱뚱, 안 먹어도 뚱뚱한 것은 ‘단지’(명주·고성·속초·양양).

● 먼 산보고 절하는 것은 ‘디딜방아’(양양·명주·삼척).

● 먼 산보고 부채질 하는 것은 ‘키’(양양).

● 몸뚱이 하나에 귀만 둘 있는 것은 ‘바늘’(양양).

● 밑으로 먹고 위로 나오는 것은 ‘대패’(명주).

● 바람이 불면 가만히 있고 바람이 안불면 흔들리는 것은 ‘부채’(속초).

● 밥두 밥두 못먹는 밥은 ‘톱밥’(속초).

● 빈 것 먹고 배부른 것은 ‘자동차 튜우브’(속초).

● 사흘에 났다가 설흔에 죽는 것은 ‘달’(삼척).

● 속살은 속살하고 맞대고 털과 털이 마주 대는 것은 ‘눈’(삼척).

● 십리는 가던데 오리를 못가는 것은 ‘팔꿈치’(양양).

● 아들은 아버지 방에 들어가도 아버지는 아들방에 못들어가는 것은 ‘그릇’(명주).

● 아침에는 열량, 저녁에는 닷량하는 것은 ‘대문’(명주).

● 앉으면 높고 서면 낮은 것은 ‘천정’(명주).

● 알맹이가 없는 파는 ‘양파’(명주).

● 옆으로 먹고 옆으로 나오는 것은 ‘작두’(명주).

● 위로 먹고 옆으로 나오는 것은 ‘맷돌’(고성·양양·명주).

● 이 산 저 산 다 긁어먹고 입 딱 벌리고 있는 것은 ‘아궁이’(명주).

● 이 산 저 산 복거개 엎어 논 것은 ‘묘’(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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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산 저 산 편지 가지고 다니는 것은 ‘가을 잎파리’(삼척).

● 입은 하나인데 똥구멍은 셀 수 없이 많은 것은 ‘체’(명주).

● 저 건너 산에 불이야 하는 것은 ‘덤불’(명주).

● 전세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세계도’(양양).

● 젊었을 때는 푸른주머니를 차고 늙어서는 붉은 주머니를 차는 것은 ‘고추’(명주·

삼척).

● 조그만해서는 네 발로 가고 커서는 두발로 다니고 늙어서는 세발로 다니는 것은 

‘사람’(명주). 

● 죽은 나무에 산 고기 꿰어 논 것은 ‘소 코뚜레’(삼척).

● 진 꽃송이에서 또 피는 것은 ‘목화’(속초).

● 집안에 집이 무엇 ‘갓집’(양양).

● 청룡(靑龍)·황룡(黃龍)이 뒤흔들어져 싸우는데 별똥은 뚝뚝 떨어지고 구름은 슬슬 

피우는 것은 ‘씨아시’(고성).

● 털과 털이 붙어 자는 것은 ‘윗눈섭과 아랫눈섭’(명주).

● 하늘로 문이 난 집은 ‘돼지우리’(속초).

● 한 자 다섯 치 반 칸은 ‘자반’(속초).

● 한 줌 쥐면 남고 두 줌 쥐면 모자라고 끝에 털이 난 것은 ‘치솔’(삼척).

● 헌병 사러 다니는 사람들 ‘엿장수’(명주).

● 홍당무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든 것은 ‘고추씨’(삼척).

● 혼자 외길을 달리며 노래 하는 것은 ‘레코드판’(삼척).

2) 영서지역

● 가는 것을 붙잡지 못하는 것은 ‘세월’(춘천).

● 가위는 가위인데 못쓰는 가위 ‘팔월 한가위’(춘천).

● 가위 하나로 사람마다 쓰는 것은 ‘팔월 한가위’(영월).

● 가죽 먼저 베끼고 털 뜯는 것은 ‘옥수수’(영월).

● 가죽 속에 털 난 것은 ‘옥수수’(춘천).

● 가죽을 벗겨야 털이 나오는 것은 ‘옥수수’(춘천).

● 감은 감인데 못먹는 감은 ‘영감’(춘천).

● 갓은 갓인데 못쓰는 갓은 ‘쑥갓’(춘천).

● 강은 강인데 못 건너는 강은 ‘요강’(춘천).

● 개 중에서 제일 큰 개는 ‘안개’(영월).

● 깎으면 깎을수록 커지는 것은 ‘구멍’(춘천).

● 깎으면 깎을수록 길어지는 것은 ‘연필심’(춘천).

● 깰수록 칭찬받는 것은 ‘신기록’(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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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꾸로 자라는 것은 ‘고드름’(영월).

● 검은 소가 하얀 밭을 가는 것은 ‘가위’(춘천).

● 겉으로 보면 보름달 벗겨 보면 초승달 먹어보면 없어지는 것은 ‘귤’(춘천).

● 겨울에는 옷을 벗고 여름에는 옷을 입는 것은 ‘나무’(춘천).

● 꼬매는 것도 아닌데 실과 바늘이 필요한 것은 ‘낚시’(춘천).

● 꽃 한 송이가 방안에 가득한 것은 ‘등잔불’(영월).

● 구멍으로 들어갈 때는 검둥이지만 나올 때는 흰둥이가 되는 것은 ‘연탄’(춘천).

● 국은 국인데 못먹는 국은 ‘영국·미국·한국’(춘천).

● 궁둥이에 모자 쓴 것은 ‘도토리’(춘천).

● 귀가 하나밖에 없는 것은 ‘바늘’(춘천).

● 귀는 귀인데 듣지 못하는 귀는 ‘뼈다귀’(춘천).

● 귀하나 몸뚱이 하나 있는 것은 ‘바늘’(춘천).

● 그리려도 못 그리는 것은 ‘소리’(춘천).

● 끊어도 끊어지지 않는 것은 ‘물’(춘천).

● 기둥은 하나, 가지는 열둘, 잎은 365개 있는 것은 ‘달력’(춘천).

● 기둥 하나로 집 짓는 것은 ‘버섯’(영월).

● 기둥 하나에 지붕이 하나 있는 것은 ‘우산’(춘천).

● 길을 가면서 부침개(빈대떡)을 부치는 것은 ‘소똥’(춘천).

● 나갈 때는 벗고 들어올 때는 입는 것은 ‘옷걸이’(영월).

● 나이 먹을수록 살찌는 것은 ‘벽’(춘천).

● 남 때리는 일만 하는 것은 ‘망치’(춘천).

● 남의 눈으로 먹고 사는 사람 ‘안과의사’(춘성).

● 남의 이로 먹고 사는 사람 ‘치과 의사’(영월, 춘성).

● 남은 남인데 남이 아닌 사람은 ‘처남’(춘천).

● 낮에는 바위가 되고 밤에는 바다가 되는 것은 ‘이불’(춘천).

● 낮에는 열량 밤에는 닷량하는 것은 ‘대문(大門)’(영월).

● 내려갈 때는 좋아서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눈물 흘리면서 올라오는 것은 ‘두레박’(춘천).

● 내려갈 때는 완행 올라올 때는 급행은 ‘콧물’(춘천).

● 넣으면 안 쓰러지고 안 넣으면 쓰러지는 것은 ‘자루’(춘천).

●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은 ‘경매물건’(춘성).

●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입만 있는 것은 ‘병’(영월).

● 눈 앞에 있는데 안 보이는 것은 ‘눈썹’(춘천).

● 눈으로 보지 않고 손으로 보는 것은 ‘병자의 맥’(춘성).

● 눈을 감아도 잘 보이는 것은 ‘꿈’(영월).

● 늙으면 늙을수록 살이 찌는 것은 ‘벼’(영월).

● 늙으면 늙을수록 이가 남는 것은 ‘바구니’(영월).

● 다섯 놈이 들어가는데 열놈이 잡아다니는 것은 ‘버선 또는 양말 신는것’(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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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을수록 더러워지는 것은 ‘걸레’(춘천).

● 따끔이 안에 뺀들이, 뺀들이 안에 털털이, 털털이 안에 달콤한 것은 ‘밤’(영월).

● 땅위에서 기는 제비는 ‘족제비’(영월).

● 때리면 때릴수록 좋아지는 것은 ‘북소리’(춘천).

● 더우면 키가 커지고 추우면 키가 작아지는 것은 ‘온도계’(춘천).

● 떡은 떡인데 못먹는 떡은 ‘그림의 떡’(춘천).

● 도둑놈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누가바’(춘천).

● 돌벽에 명주 늘인 것은 ‘폭포’(영월).

● 둥그러도 반달은 ‘보름달(한달에 반이니까)’(영월).

● 둥그런 동산에 구멍 일곱 개 있는 것은 ‘사람의 얼굴’(영월).

● 뚜껑도 없고 바닥도 없지만 물을 담는 것은 ‘깔때기’(영월).

● 뚝에 뚝이 들어가서 뚝이 모자라 못건지는 것은 ‘굴뚝에 말뚝이 들어가서 팔뚝이 

모자라서 못 건진다’(영월).

● 들어갈 때 구멍이 하나인데 나올 때는 구멍이 둘인 것은 ‘바지’(영월).

● 등에다 집을 지니고 다니는 것은 ‘달팽이’(춘천).

● 등 뒤 많은 음식은 있어도 아무것도 못먹는 것은 ‘식탁’(춘천).

● 등에 뿔이 난 것은 ‘지게’(춘천).

● 라면은 라면인데 못 먹는 라면은 ‘바다가 육지라면’(춘성).

● 막대에 구멍하나 뚫려 있는 것은 ‘바늘’(춘천).

● 만리를 가도 뒤돌아 보지 않는 것은 ‘흐르는 물’(영월).

● 말은 말인데 하지 못하는 말은 ‘거짓말’(영월).

● 마를수록 무거워지는 것은 ‘늙은이 다리’(영월).

● 머리에 입은 있어도 손과 발이 없는 것은 ‘병’(춘천).

● 머리 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연기’(춘천).

● 먹어도 뚱뚱 안먹어도 뚱뚱한 것은 ‘항아리’(춘천).

● 먹으면 먹을수록 많아지는 것은 ‘나이’(영월).

● 먹으면 서고 먹지 않으면 서지 못하는 것은 ‘쌀자루’(춘천).

● 먹을 때 소리하는 것은 ‘씨아’(영월).

● 먼산 보고 방귀 뀌는 것은 ‘총’(영월).

● 먹으면서 누는 것은 ‘체’(영월).

● 먹지 않아도 맛이 단 것 ‘잠’(춘천).

● 먼 산 보고 부채질하는 것은 ‘키’(영월).

● 먼 산 보고 손짓하는 것은 ‘도리깨’(영월).

● 먼 산 보고 절하는 것은 ‘디딜방아’(춘천).

● 먼 산에 바가지 업어 놓은 것은 ‘무덤’(춘천).

● 멍이 들어야 일이 되는 것은 ‘다다미돌’(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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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넘어 꿀떡은 ‘침을 꿀떡 심키는 것’(춘천).

● 몸은 하나이고 머리는 두개이고 모자 쓰고 있는 것은 ‘콩나물’(춘천).

● 무거우면 잘 가고 가벼우면 못가는 것은 ‘신발’(영월).

●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올라가는 것은 ‘저울추’(춘천).

● 묵은 묵인데 못먹는 것은 ‘아랫묵’(영월).

● 문은 문인데 떠돌아 다니는 문은 ‘소문’(춘천).

● 문은 문이데 못여는 문은 ‘소문’(춘천).

● 물만 먹으면 금방 죽는 것은 ‘불’(춘천).

● 물에 살아있는 것인데 물에서 나왔다가 다시 물에 들어가면 그림자도 없이 사라

지는 것은 ‘소금’(영월).

● 밑구멍으로 벌어 먹는 것은 ‘거미’(춘천).

● 밑으로 먹고 위로 내는 것은 ‘대패’(춘천).

● 바지 속에서 잃어버리고 못 찾는 것은 ‘방귀’(춘천).

● 발 여섯개, 머리 두개, 눈 세개, 손 두개, 꼬리 한개 달린 것은 ‘말탄 애꾸’(춘성).

● 발없이 천리를 가는 것은 ‘소문’(춘천).

● 밟을수록 따라다니는 것은 ‘그림자’(춘천).

● 밤은 밤인데 못먹는 밤은 ‘꿀밤’(춘천).

● 밤은 밤인데 못먹는 밤은 ‘알밤’(영월).

● 밥은 밥인데 못먹는 밥은 ‘톱밥’(춘천).

● 밥을 지어주고도 밥을 못먹는 것은 ‘밥솥’(영월).

● 밥을 퍼주고도 밥을 못먹는 것은 ‘주걱’(영월).

● 방귀 뀌면서 도망가는 것은 ‘오토바이’(춘천).

● 방귀만 먹고 사는 것은 ‘누에(뽕을 먹으니까)’(춘천).

● 배꼽에 털난 것은 ‘도토리’(춘성).

● 배꼽에 떼어서 이마에 부치고 뒷걸음질 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연’(영월).

● 배꼽이 등허리에 붙은 것은 ‘솥뚜껑’(춘천).

● 빨간 밥을 먹고 빨간 똥을 누는 것은 ‘도장’(춘천).

● 빼면 세개, 끼면 한개 되는 것은 ‘담뱃대’(영월).

● 벼랑벽에 병 두개는 ‘젖’(춘천).

● 불 때주고 밥 못 얻어 먹는 것은 ‘부지갱이’(영월).

● 뿔 없는 소 ‘송아지’(춘천).

● 사람 몸에 200까지 있는 것은 ‘배꼽(100의 곱이니까)’(춘천).

● 사갔으면서도 못 사갔다는 것은 ‘못’(영월).

● 산은 산인데 못 올라가는 산은 ‘우산’(영월).

● 살아 있을 땐 까맣고 죽었을 땐 하얀 것은 ‘연탄’(영월).

● 상위에서 두 다리가 춤추는 것은 ‘젓가락’(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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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등이 왜 구부러졌나 ‘바다 속이 좁아서’(춘천).

● 새중에 가장 빠른 새는 ‘눈 깜짝할 새’(춘천).

● 세 고개 넘어서 차돌 바위는 ‘손톱’(춘천).

● 세상에서 가장 큰 코는 ‘멕시코’(춘천).

● 속도 빨갛고 겉도 빨간 것은 ‘토마토’(춘천).

● 솥 안에다 불 때는 것은 ‘담뱃대’(춘천).

● 시가 시를 먹고 시로 들어가는 것은 ‘각시가 국시를 먹고 통시로 들어가는 것’(영월). 

● 신은 신인데 못 신는 신은 ‘귀신’(영월).

● 씨는 씨인데 못 뿌리는 씨는 ‘아저씨, 또는 색씨’(영월).

● 아들은 건너가도 아버지는 못 건너가는 것은 ‘총알’(춘천).

●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은 ‘욕’(춘천).

● 아침에도 올라가고 저녁에는 내려오는 것은 ‘이불’(춘천).

● 앉으면 높고 서면 낮은 것은 ‘천정’(춘천).

● 알 낳고 방귀 뀌는 것은 ‘총’(영월).

● 앞은 등으로 되어 있고 뒤는 배로 되어 있는 것은 ‘종다리’(영월).

● 애기 업고 먼산 쳐다보는 것은 ‘옥수수’(춘천·영월).

● 얼굴에 사마귀 난 것은 ‘오이’(춘성).

●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엄마 뺨을 때리는 것은 ‘성냥’(춘천).

● 엉덩이에 털 모자 쓴 것은 ‘도토리’(춘천).

● 옆으로 먹고 옆으로 뱉는 것은 ‘뻐스’(춘천·영월).

● 오갈단지에 실뱀 하나 들은 것은 ‘호롱불 심지’(영월).

● 오래 끌수록 젊어 보이는 것은 ‘사진’(춘천).

● 오막살이집에 백발노인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은 ‘코’(춘천).

● 올라갈 때는 짐을 많이 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짐없이 내려오는 것은 ‘숟가락’(춘천).

● 옹달샘물에 실뱀 빠진 것은 ‘국수’(영월).

● 외나무 다리에 솥 걸린 것은 ‘담뱃대’(영월).

● 울타리 밑에 색동 저고리는 ‘숫탉’(춘천).

● 울타리 밑에 아이 업고 있는 것은 ‘옥수수’(영월).

● 위로 먹고 위로 싸는 것은 ‘항아리’(춘성).

● 위로 먹고 위로 싸는 것은 ‘자루’(춘천).

● 위로 먹고 위로 싸는 것은 ‘병’(영월).

● 세상에서 가장 낚시를 잘 하는 사람은 ‘다나까’(춘천).

● 이 세상에서 가장 활을 잘 쏘는 것은 ‘활명수’(춘천).

● 이 세상에서 가장 휴지를 잘 줍는 사람은 ‘주은래’(춘천).

● 일할 때 들어 눕는 것은 ‘홍두깨’(영월).

● 일할 때 모자 쓰는 것은 ‘만년필’(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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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 때 모자를 벗고, 쉴 때 모자를 쓰는 것은 ‘만년필’(춘천).

● 입으로 먹고 배꼽으로 내놓는 것은 ‘우체통’(춘천).

● 입으로 보는 것은 ‘맛’(춘천).

● 자기가 말하고도 자기가 모르는 것은 ‘잠꼬대’(춘천).

● 자기만 졸졸 따라다니는 것은 ‘그림자’(춘천).

● 자기장인과 매부장인이 물에 빠지면 어느 장인부터 건지나 ‘매부장인’(영월).

● 장님도 볼 수 있는 것은 ‘꿈’(춘천).

● 장은 장인데 못 먹는 장은 ‘동장’(춘천).

● 장은 장인데 못 먹는 장은 ‘천장’(춘천).

● 장은 장인데 떠 놓아도 못 먹는 장은 ‘뗏장’(춘천).

● 짜고 달고 쓰는 것은 ‘문’(영월).

● 저는 걷지도 못하면서 남을 날려 보내는 것은 ‘총알’(춘천).

● 젊었어도 늙었다는 것은 ‘할미꽃’(춘천).

● 젊어서는 파란 옷을 입고 늙어서는 빨간 옷을 입는 것은 ‘고추’(춘천).

● 젊어선 은돈이 들고 늙어서는 빨간 옷을 입는 것은 ‘고추’(춘천).

● 젖은 옷만 입고 마른 옷은 벗는 것은 ‘빨랫줄’(춘천).

● 제 것은 제 것인데 남이 많이 쓰는 것은 ‘이름’(영월).

● 제비는 제비인데 못나는 제비는 ‘족제비’(영월).

● 제 절로 가는 것은 ‘중’(춘천).

● 제일 큰 코는 ‘샌프란시스코’(춘천).

● 죽은 나무에 꽃이 핀 것은 ‘등잔’(영월).

● 좋아서 내려갔다가 울면서 올라오는 것은 ‘두레박’(영월).

● 죄없이 두둘겨 맞는 것은 ‘다듬이 돌’(영월).

● 지붕 위에서 담배 피우는 것은 ‘굴뚝’(영월).

● 지팽이가 갓 쓴 것은 ‘우산’(영월).

● 집 잘 봤다고 하면서 똥구멍 쑤시는 것은 ‘열쇠’(춘성).

● 차지 못하는 주머니는 ‘아주머니’(춘천).

● 커지면 커질수록 싸지는 것은 ‘홈’(춘천).

● 코와 귀가 없으면 쓸 수 없는 것은 ‘안경’(영월).

● 콩은 콩인데 못 먹는 콩은 ‘베트콩’(춘천).

● 코는 코인데 못 먹는 코는 ‘그물코’(춘천).

● 크면 클수록 잘 들어가고 작으면 작을 수록 못들어 가는 것은 ‘모기장’(춘천).

● 하늘로 문 난 것은 ‘돼지우리’(춘천).

● 하늘 보고 주먹질 하는 것은 ‘절구공이’(영월).

● 하얀 옷 입고 빨간 꽃 들고 눈물 흘리는 것은 ‘촛불’(영월).

● 한 구멍으로 먹고 세 구멍으로 나오는 것은 ‘담배연기’(춘성).

● 한날한시에 태어났는 데도 애미와 새끼가 되는 것은 ‘손가락’(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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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단지안에 두 가지 장이 있는 것은 ‘달걀’(영월).

● 한 말들이 꽃은 ‘백합(百合)꽃’(춘천).

● 한 베개에 여럿이 누운 것은 ‘대들보’(영월). 

● 함은 함인데 열지 못하는 함은 ‘명함’(영월).

● 항아리 안에 새색시 들어 있는 것은 ‘꽈리’(영월).

김선풍(중앙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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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민속놀이

1. 변천과 특징

민속놀이의 시원(始原)을 찾을 때 흔히 삼국지 ｢위서동이전｣에 나오는 무천(舞天)을 

든다. 고대 예(濊)에서 매년 10월에 행해졌던 제천(祭天) 의식이다. 동이전에 따르면 “항

상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밤낮으로 술을 마시며 노래하고 춤추는데 이를 무천이

라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하늘에 풍년을 빌고 추수를 감사하는 일종의 신앙 의

식인 동시에 부족의 친목을 꾀하는 행사였다. 이 제천의식은 하늘에 제사를 지낼 뿐 아

니라 참가자들이 노래와 춤을 추며 즐겼던 유희이기도 했다. 무천을 우리나라 민속놀이

의 시원으로 삼는 것은 대부분 민속놀이의 원초적(原初的) 유형을 하늘과 신, 귀신까지

를 즐겁게 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고 무리를 지어 춤과 노래를 부르며 어울려 노니는데 

서 연유한 듯하다. 

우리나라의 민속놀이는 대부분 세시풍속과 어우러져 이루어졌는데, 세시풍속을 기록한 

기록 중에 예(濊)의 무천처럼 강원도 지역의 민속놀이를 적시(摘示) 한 기록은 동국세

시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동국세시기에는 상원일(上元日)의 민속을 모두 37가지 소

개하고 있는데 이중 강원도의 놀이로 춘천의 차전(車戰)과 어린이들의 새쫓는 소리 내

기가 소개됐다. “춘천에 전해오는 차전이 있는데 마을마다 외바퀴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몰고 나와 싸웠다. 이로써 그해의 일을 점쳤는데 지는 쪽이 흉년이 든다고 여겼

다”고 차전을 설명하고 있다. 관동 산골 풍속으로 어린이들이 모여 소리쳐서 온갖 새의 

이름을 부르며 새 쫓는 시늉을 하는 것을 새쫓는 소리 내기라고 한다. 풍년이 들기를 

비는 뜻이다. 차전과 온갖 새 이름을 부르며 새쫓기를 한 풍속을 춘천과 강원도 산골의 

민속으로 기록한 것은 이 놀이가 특별한 풍속으로 보였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여기서 관

동(關東)이라 함은 영동(嶺東) 지역을 한정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민속놀이에 대한 전반적인 지표조사가 처음 이루어진 것은 일제강점기

인 1936년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이 각 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향토의 오락’이라는 이름

으로 조사 정리한 것이다. 그가 조사·출판한 조선의 향토오락에 따르면 향토 오락이

라는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해서 오늘날의 개념으로 볼 때 세시풍속·관행·민속신앙을 

망라하고 있다. 이 조사는 1930년대 강원도에서 이루어졌던 민속놀이들이 비교적 소상

하게 조사되어 있어 높이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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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를 통해서 당시 강원도 내의 다양한 민속놀이와 이들 중에 소멸한 것들을 비

교할 수 있게 됐다. 이 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1930년대에 흔히 연희되었던 인형극인 

꼭두각시놀이나 가면놀이인 사자놀이·거북놀이 등이 급격하게 소멸되어 그 흔적을 남

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형극인 박첨지놀이는 홍동지놀이라고도 불렸는데 이 놀이는 

춘천·원주·정선·영월·홍천 등 도내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조사됐다. 박첨지 놀이에 

대해서는 “인형을 만들고 사람이 그 뒤에 숨어서 말과 동작을 하는 인형극”이라고 설명

했다. 사자놀음은 고성·양양·원주·횡성 등지에서 조사되었는데 이 놀이는 다음과 같

이 설명했다. 

“사자 가면은 대나무로 짜서 만든 틀에 종이를 바르고 얼굴을 그린다. 머리 부분

과 몸체는 거적으로 만들고 그 위에 가늘고 길게 자른 종이를 풀로 많이 붙여서 털

로 삼아 사자의 형태를 만든다. 사자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한 사람은 머리 부분, 다

른 한 사람은 꼬리 부분을 계속 움직여 걸어가면서 악대와 어울려 논다”. 

이 놀이는 정월에 농민들이 연희했다 한다. 강릉에서는 정월에 어린이들이 거북의 탈

을 만들어 덮어쓰고 거북이 흉내를 내면서 마을을 돌며 논다고 했다. 사자놀이나 거

북놀이가 모두 정월에 연희된 것으로 보아 정월의 지신밟기 때의 놀이였던 것이 아닌

가 추측된다. 당시의 지신밟기에는 농악대뿐만 아니라 사자놀이와 거북놀이가 함께 동

행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자놀이와 거북놀이는 공교롭게도 모두 

소멸되어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게 됐다. 여성들의 집단 놀이인 놋다리밟기도 정선지

역에서 조사되었는데 안동(安東)지역에서는 이를 전승하여 남도(南道)의 강강술래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들의 전승 유희로 진흥시켰으나 정선에서는 전승의 동력을 발휘하

지 못했다. 

광복과 6·25전쟁의 격동기를 지나고 나서 강원도는 1959년에 강원도의 인문지리지인 

강원도지(江原道誌)를 발행했다. 이에 따르면 ｢유희(遊戱)｣라는 항목으로 80여 종목의 

민속놀이를 열거하고 성행하는 놀이 24개 종목은 놀이 방법까지를 소상하게 소개했다. 

여기서 유희라 하여 소개된 어린이들의 놀이는 다음과 같다.

 

수박따기·꼰뜨기·숨바꼭질·땅재먹기·군사놀이·땅빼앗기·실놀이·돌차기·문답

놀이·제기차기·조조(曹操)잡기·공치기·엿치기·팽이돌리기·줄넘기·손바닥치기·

잠자리잡기·어깨동무·눈싸움[眼爭]·가마타기·성냥개비놀이·바람개비 돌리기·고무

줄넘기·훌라후프돌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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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의 향토오락 이후 강원도의 민속놀이에 대한 학계의 조사 기

록은 1972년에 출판된 최철의 영동민속지(嶺東民俗誌)를 들 수 있다. 저자는 민속놀

이를 오락(娛樂)이라는 항목으로 ①경기 ②불놀이 ③소싸움 기타 ④아동오락 ⑤부녀오

락 ⑥실내오락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민속경기로는 손 잡아당기기·씨름·줄다리기·

그네·널뛰기, 불놀이는 달맞이·횃불싸움, 소싸움과 기타놀이로는 개싸움·닭싸움·소싸

움, 아동오락으로는 가마타기·고무줄놀이·고사리놀이·공치기·눈싸움·땅재먹기·돌치

기·연날리기·엿치기·손바닥치기·실놀이·제기차기·팽이돌리기, 부녀 오락으로는 그

네·널뛰기·화전놀이, 실내오락으로는 골패 바둑생윷·윷놀이·장기·화투로 분류하여 

기술했다. 

조선의 향토오락 이후 민속놀이에 대한 강원도의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1970년

대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에서 실시한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강원도 편이다. 이 

조사에서 민속놀이는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으로 구분하여 현재 전승되고 있는 종목을 중

심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영서지역]

널뛰기·윷놀이·연날리기·돈치기·대보름 모닥불놓기·줄다리기·제기차기·쥐불놀

이·자치기·팽이치기·구슬놀이·공기놀이·방울치기·숨바꼭질·목자놀이·고무줄놀

이·딱지치기·수건돌리기·깡통차기·손뼉치기·고니놀이·장기·바둑·화투치기

[영동지역]

연날리기·윷놀이·널뛰기·팽이치기·바둑·장기·골패·마작·투전·화투·씨름·

돈치기·자치기·못치기·딱지치기·설이·땅빼앗기·고니(우물고니·호박고니·5밭고

니·바퀴고니·참고니)·풀각시놀이·공기·그네·엿치기·바람개비 돌리기·진(陣)빼

앗기·숨바꼭질·말타기·줄넘기·제기차기·목침 빼앗기·팔씨름·낫치기·걸립(乞

粒)·눈싸움[雪戰]·가마놀이·감영놀이·신랑달기·신방엿보기·만(萬)동생·다리헤기·

짱치기·줄다리기·농악

이 조사에 따르면 1930년대 도내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꼭두각시놀음인 박첨지놀이

와 강릉의 오광대놀이가 1970년대 이전에 이미 전승이 단절되었고 고성·양양·원주·

횡성에서 연희되었던 사자놀이와 강릉의 거북놀이도 소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

기는 역사적으로 광복과 6·25전쟁 등의 격변기를 겪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전파 미디어

의 급격한 발전과 보급으로 서구문화가 밀물처럼 밀려오던 시기였다. 거기에 산업화에 

밀려 농촌의 취락(聚落) 형태가 바뀌고 영농 방법의 변화에 따라 농촌의 영농과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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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많은 민속놀이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주변에서 사라지게 됐다. 환경의 변화와 공해

(公害)의 여파로 어린이들이 땅과 가까이하던 야외놀이는 금기(禁忌)의 놀이가 돼버렸다. 

농민들의 축제였던 호미씻이도 단절됐고 어린이들이 자연과 함께 즐기던 목자놀이, 풀

각시놀이는 금기의 놀이가 됐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속놀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계기가 만들

어졌다. 그것은 1959년부터 열린 전국민속예술경연 대회의 개최였다. 전래의 민속극·민

속무용·민속음악·민속놀이 분야의 작품을 도 단위로 경쟁하게 함으로서 이들에 대한 

활발한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고유성과 전통성을 부각할 수 있는 민속 연

희가 조명 받게 됐다. 특히 이 경연이 광장에서 마당놀이 형식으로 진행됨으로써 전승 

마당놀이와 집단 민속놀이가 주목받게 됐다. 숨겨졌던 집단 민속놀이들이 재현되어 선

보이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강릉관노가면희·월정사탑돌이·춘천차전놀이·삼

척기줄다리기·화천장치기·영월칡줄다리기이다. 이 밖에 전승 민속놀이인 동해시 북평 

원님놀이, 원주 회촌·영월 남면·횡성 정금리의 호상놀이인 대도듬, 평창 대방놀이, 양

양의 신랑달기를 들 수 있다. 

1983년 강원도민속예술경연(현 강원민속예술축제)대회가 열리기 시작한 이후 이 대회

에 민속놀이라는 이름을 달고 출연한 종목은 거의 200종목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나 여

기서는 이 종목들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그것은 이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민속을 소재

로 해서 구성한 마당놀이이기는 하나 전승 민속놀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엄격하게 

규정하면 이들은 민속을 소재로 한 마당놀이 작품들이다. 민속놀이라 함은 그 주제와 

형식이 적어도 몇 세대 동안 전승되었을 때의 놀이를 지칭할 수 있다 하겠다. 

오랫동안 전승된 민속놀이는 신과 인간,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비롯하여 인간과 인간

과의 교감까지를 희망하는 대중의 소망을 표출한 행위이어서 강원도 지역의 민속놀이

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있다. 특히 강원도는 산간지역이 가장 많은 엄혹한 

자연환경 때문에 주민들의 이와 같은 소망이 가장 컸던 고장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인구이동이 제일 적은 지역이어서 지역의 

민속이 비교적 고유성을 갖고 오랫동안 전승될 수 있는 고장이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1930년대까지 전승된 민속놀이 중 주목되는 놀이가 있다. 그것

은 박첨지놀이이다. 조선의 향토오락에 의하면 춘천·철원에서는 흥행단(興行団)에 의

해서 원주·영월·정선·홍천·양양에서는 농민들에 의해서 박첨지놀이가 수시로 연희

되었음을 보여준다. 박첨지놀이는 유불(濡佛)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인형극으로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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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개의 경우 파계 승려와 안과 밖이 다른 양반을 조롱하는 비판의식이 강한 인형극

이다. 비판의식이 강한 인형극이 춘천·원주뿐 아니라 산골의 군 지역까지 성행했다는 

것은 이 시기에 이미 주민들 사이에도 서민 의식이 팽배해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양

반 조롱하기를 즐기는 민속 연희는 강릉 단오굿의 관노가면희와 영서지역 농악의 잡색

(雜色)도 마찬가지다. 관노가면희의 양반광대·소매각시·시시딱딱이의 삼각관계의 근저

에는 양반을 조롱하고 비판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웃다리 농악과 맥(脈)을 같이 하고 

있는 영서지역 농악의 잡색인 양반과 아낙과 포수도 같은 경우이다. 농악대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으면서 쫓아다니며 딴전을 부리고 아낙의 뒤나 쫓게 해서 양반과 포수를 희화

해 조롱의 대상이 되게 한다. 정자관이나 쓰고 거드름을 피우며 일도 안 하고 호의호식

(好衣好食) 하는 양반이나 일제강점 치하에서 영물(靈物)인 호랑이를 함부로 쏘아 죽인 

포수 역시 대중의 비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다. 

강원도의 민속놀이는 우리나라의 보편적 전승문화의 틀 속에서 이를 향유하고 전승하

면서도 지정적(地政的) 환경에 따라 특수성도 보여준다. 외바퀴 수레싸움 같은 춘천의 

차전은 지역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놀이 중의 하나라 하겠다. 산이 많은 지리적인 여건

이 외부와의 활발한 접촉을 제한해서 적극적인 인간관계보다는 자연에 순응하는 인성이 

형성돼 이들이 전승한 민속놀이에도 반영된 듯하다. 지게놀이·낫치기는 산간(山間)에서 

초동(樵童)이 서로 의지하고 소통하는 방법이었다. 다양한 어린이 놀이들이 오랫동안 전

승되었던 것도 강원도 민속놀이가 갖는 특징이다. 풀각시놀이·풀싸움·땅재먹기 등 자

연 친화적인 놀이와 오순도순 어린이들끼리 정을 나누는 순수한 동심을 나타내는 각종 

어린이 놀이가 오랫동안 전승됐다.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태백산맥이 가로질러 동과 서로 나뉘어 기후풍토를 달리할 뿐 

아니라 영서지역은 산과 함께 농경사회를 이루었고 영동지역은 바다와 함께 농어촌 사

회를 이루어 민속에도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전승되고 있는 놀이에도 미묘

한 차이를 보여준다. 오랫동안 감영이 있던 원주 등 영서지역에는 관원 놀이의 전승 흔

적이 없으나 영동의 강릉·동해지역에는 관원놀이가 형식을 조금씩 달리해 여러가지로 

전승됐다. 동해의 원님놀이, 강릉의 감영놀이와 똥개놀이가 그 실례이다. 또 영동지역에

서는 혼례 행사의 하나로 신랑달기가 최근까지 성행했으나 이 관습은 영서지역에서는 

흔히 찾을 수 없다. 영서지역의 곳곳에서 행해졌던 호상놀이인 대도듬도 강릉 문화권에

는 전승의 실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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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승현황

민속놀이는 급격한 소멸의 길에 들어섰다. 특히 어린이들의 놀이와 지난날의 영농과 

관련이 있던 놀이들이 전승이 단절되어 가고 있다. 때문에 현재 현장에서 만날 수 없는 

민속놀이라 하더라도 강원도의 민속놀이로 기록에 담겨있으면 이를 언급하려 했다. 급

격히 소멸되는 민속놀이를 기록으로라도 보존하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해서이

다. 이와 함께 필자가 직접 보고 체험했던 놀이들도 기술했다. 

민속놀이의 게재 순서는 가급적이면 그 놀이가 연희된 계절 순서에 알맞게 배열하려 

했다. 일반적으로 민속놀이는 남자 놀이와 여자 놀이 등 성별로 구분, 성인과 어린이로 

구분해 연령별로 놀이하는 인원에 따라 집단놀이와 개인놀이로 구분하고 놀이의 성격에 

따라 경기·유희·연희·오락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나 이와 같은 구분은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이를 피하기로 했다. 

1) 윷놀이

정초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가장 많이 즐기는 놀이이다. 남자들은 마당에 멍석을 펴

놓고, 여자들은 안방이나 마루방에 방석을 깔아놓고 윷가락을 던져 윷가락이 엎어지고 

자빠지는데, 결과에 따라 소리치며 즐거워하고 또 한탄한다. 윷놀이는 가족들이 한 곳에 

모두 모여 편을 갈라 놀기도 한다. 최근에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도 앞마당에 멍석

을 깔고 윷놀이를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윷의 종류는 크게 장작윷과 밤윷으로 나눈다. 장작윷은 길이 15~20㎝, 직경 3~5㎝

터의 둥근 나무 두 개를 반으로 쪼개서 네 쪽으로 만든다. 나무는 흔히 박달나무나 

밤나무·참나무를 쓴다. 밤윷은 작은 밤알만 한 크기의 나뭇조각으로 만든다. 요즘 

야외에서 하는 행사의 이벤트로 하는 윷놀이에서는 윷가락을 어린이 키만 한 크기로

도 만든다. 

제일 많이 즐기고 있는 장작윷은 윷 네 짝을 1m쯤 높이 던져 바닥에 떨어뜨리며 놀

고, 밤윷은 자그마한 식기 따위에 넣어 흔들어서 바닥에 던지며 논다. 윷은 펑퍼짐한 

나뭇가지의 안쪽과 둥근 바깥쪽이 젖혀지는 것을 가지고 몇 밭을 갈 수 있느냐를 가늠

하는데 그 등급은 다섯 가지이다. 하나가 젖혀지면 도, 두 개가 젖혀지면 개, 세 개가 

젖혀지면 걸, 모두가 젖혀지면 윷, 모두가 엎어지면 모라고 한다. 모는 다섯, 윷은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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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은 셋, 개는 둘, 도는 한 밭씩 가게 된다. 윷놀이는 세 개나 네다섯 개의 말 수를 정

하고 이 말이 말판을 빨리 달려가는 것으로 승부를 가린다. 말판은 한쪽이 다섯 밭씩 

정사각형으로 20밭과 네 귀퉁이에서 중앙에서 부딪치게 대각선을 그어 다섯 밭씩 모두 

29밭으로 되어있다. 

윷놀이는 두 사람 이상 몇 사람씩 편을 짜서 놀이를 한다. 유득공(柳得恭)의 경도잡

지(京都雜志) ｢세시(歲時)｣ 원일(元日)조에 윷놀이를 사희(柶戲)라 하여 다음과 같이 자

세히 소개하고 있다. 

“붉은 싸리나무 두 토막을 쪼개어 네 쪽으로 만든다. 길이 3치가량, 혹 작게는 반

쪽의 콩만큼 만들기도 한다. 이것을 던지는 것을 사희(柶戲)라 한다. 4개가 모두 엎어

진 것을 모, 4개가 모두 젖혀진 것을 윷, 3개가 엎어지고 1개가 젖혀진 것을 도, 2개

가 엎어지고 2개가 젖혀진 것을 개, 1개가 엎어지고 3개가 젖혀진 것을 걸이라 한다. 

말판에 29개의 점을 찍고 두 사람이 상대하여 던지는데 각각 4필의 말을 쓴다. 도는 

1점 가고, 개는 2점, 걸은 3점을 가고, 윷은 4점을 가고, 모는 5점을 간다. 말판에는 

도는 길과 지름길이 있고, 말에는 느린 것과 빠른 것이 있어 내기를 결정한다. 설날

에 이 놀이가 가장 성하다”.

위의 설명으로 미루어 윷놀이는 노는 방법도 오랫동안 변함없이 전승된 것을 알 수 

있다. 윷놀이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 송(宋)나라의 이방(李昉)이 983년 편찬한 

태평어람(太平御覽)인데 이 책에는 부여의 저포(樗蒲)·악삭(握槊) 등 놀이가 소개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면 백제·고구려·신라에도 윷놀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됨으로 윷놀

이의 기원은 삼국시대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부여의 관직 이름인 저가(猪加)·구가

(狗加)·우가(牛加)·마가(馬加)·대사(大使)도 윷놀이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윷

놀이는 우리나라의 놀이 중에서 가장 역사가 긴 놀이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강원도의 윷놀이(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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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날리기

우리나라에서 연에 대한 기록이 처음 보이는 것은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이다. 선덕

여왕이 죽고 진덕여왕이 즉위한 원년인 647년 대신 비담(毗曇)과 염종(廉宗)은 여왕으로

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구실을 들어 반란을 일으켜 여왕을 폐위시키려 했다. 이들

은 명활성(明活城)에 진을 치고 왕을 지키는 군대는 월성(月城) 안에 방어진을 치고 10

여 일 서로 공방전을 벌였으나 승패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별똥이 월성 

안에 떨어졌다. 이것을 본 비담은 휘하 장병들에게 별똥이 떨어진 자리에는 반드시 유

혈(流血)이 있다 하니 이것은 여왕이 패망할 조짐이라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비담의 군

사들이 환호성을 올리니 천지가 흔들릴 지경이었다. 여왕은 이 함성을 듣고 대경실색했

다. 김유신 장군은 여왕을 진정시키고 몰래 인형을 만들어 이것을 큰 연에 매달고 불을 

질러 띄우니 마치 별이 하늘로 솟아올라 가는 것 같이 보였다. 김유신은 떨어졌던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을 퍼뜨렸다. 이 소리를 들은 적군의 장병들은 동요하게 되

고 마침내 도망치고 말았다 한다. 

이 이야기를 미루어 보면 우리나라의 연의 기원은 삼국시대 이전에서 찾을 수 있

고 연이 때로는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을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이야기는 최영(崔瑩) 장군이 제주도를 정벌할 때도 있었다 한다. 제주

도의 섬 주변에 가시덤불이 무성하여 병사들이 진군할 수 없게 되자 연 밑에 갈대 

씨를 담은 주머니를 달아 그 연을 높이 띄워 섬 주변 가시밭에 갈대 씨를 뿌렸다. 

그러자 그해 가을에 섬 주변에는 마른 갈대가 뒤덮게 되었고 여기에 불을 질러 가

시밭을 태워 없애고 상륙하여 섬을 평정했다 한다. 경도잡지에도 연에 대한 상세

한 기록이 있다. 

“아이들이 ‘액(厄)’자를 연에 써서 해질 무렵에 줄을 끊어 날려 보낸다. 연 만드는 

법은 대를 뼈로 하고 종이를 풀로 발라 마치 키의 모양과 같다. 오색연(五色鳶)·기

반연(碁斑鳶)·묘안연(猫眼鳶)·작령연(鵲翎鳶)·어린연(魚鱗鳶)·용미연(龍尾鳶) 등 명

색이 번잡하다. 중국의 연놀이는 늦은 봄의 유희인데 우리나라의 풍속은 겨울에서 정

월 보름까지 날린다”.

새해 설 무렵 청소년의 대표적인 놀이가 연 날리기였다. 연날리기는 대개 12월 중순

부터 시작하여 설날에서 대보름까지 제일 많이 했다. 

연은 한지와 대나무 가지로 만드는데 그 모양과 색깔에 따라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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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방패 모양을 한 방패연과 가오리 생선 모양을 한 가오리연을 많

이 날렸다. 제일 많이 띄운 방패연은 가로세로의 길이 비율이 2:3 정도의 장방형 연이

다. 대를 가늘게 쪼갠 대나무 가지에 한지를 붙여 만든다. 머리 부분의 뒤 쪽에 머리줄

을 매어 연의 머리 부분을 타원형으로 구부리고 양쪽 귀와 중앙에 뚫은 통풍구 아래쪽

의 세 군데에 실을 매어 적당한 길이로 세 가닥의 줄을 합쳐서 연이 바람을 맞아 공중

에 뜰 때 자세를 잡아준다. 연실은 무명실과 명주실을 많이 썼는데 줄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풀이나 아교를 먹이거나 연싸움에 대비해서 유리 조각을 곱게 갈아 아교와 함께 

바르기도 했다. 요즘은 끊어지지 않는 나일론 줄을 쓴다. 연실을 감는 기구는 얼레라고 

한다. 이 얼레는 설주가 2개 있는 것으로부터 4·6·8개가 있는 것이 있으나 어린이들

은 주로 2모 얼레와 4모 얼레를 사용했다. 

연날리기는 서로 견주는 놀이도 했는데 높이 날리기, 재주부리기, 연줄 끊어먹기를 했

다. 연줄 끊어먹기는 연을 적당한 높이로 띄운 후 두 사람의 연줄이 엇갈리게 해서 상

대방의 연줄이 끊기게 하는 놀이이다. 겨울 동안 날리던 연은 정월대보름에 날려 보낸

다. 이를 액막이라고 한다. 연에다 ‘송액(送厄)’ 또는 ‘송액영복(送厄迎福)’이라는 글씨를 

써서 하늘 높이 띄운 다음에 연줄을 끊어 날려 보낸다. 연에 ‘송액영복’이라는 축원문을 

쓸 때 날리는 사람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써서 날려 보내면 일 년 동안 있을 나쁜 운수

가 날아간다고 했다. 연날리기는 정월대보름에 액막이를 한 후에는 날리지 않는다. 

근래에 와서는 대보름 이후에 연을 날리지 않는다는 오랜 관습도 지켜지지 않아서 봄

에 연을 날리는 것을 가끔 목격하게 된다. 설 무렵이면 집집마다 연을 만들었으나 이런 

경우도 찾아 볼 수 없게 됐다. 연도 상품화되어 조립식 제품이나 완제품을 상점이나 인

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춘천 연날리기(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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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횃불싸움

횃불싸움은 정원 대보름날 이웃 마을, 또는 한 지역에서 동쪽과 서쪽 혹은 남북으로 

나누어 마을을 가르는 고개나 강을 사이에 두고 청소년들이 서로 횃불을 켜들고 세를 

과시하며 싸우는 놀이이다. 횃불싸움이 부딪쳐 과격해지면 돌을 던져 석전(石戰)으로 넘

어가기도 한다. 횃불싸움이 열기를 더하면 강변이나 밭에서 돌을 모아 놓고 석전에 대

비해서 상대방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진다. 

횃불싸움에 쓸 홰는 대보름날 며칠 전부터 만드는데 쑥대·갈대·관솔을 싸리나무로 

싸서 불이 잘 탈 수 있도록 머리를 쓴다. 횃불싸움은 횃불놀이로부터 시작된다. 이웃 

마을이 횃불을 자랑하며 세력을 과시하면 이에 맞서 이쪽 마을에서도 세를 보여주다 부

딪치게 된다. 횃불이 부딪쳐서 상대방의 머리를 그슬리는 등 과격하게 되면 횃불싸움은 

석전으로 치닫게 된다. 상대방에 돌을 던질 때는 돌을 던진다고 서로 신호를 해서 돌에 

맞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상대방을 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석전은 돌을 던져 상대

방을 제압하는 놀이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부상을 당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한다. 용감

하고 강한 편은 도망하지 않지만 약한 편은 물러서기 마련인데 물러서는 편이 지게 된다. 

집성촌끼리 마주 살던 마을에서 횃불싸움은 문중의 자존심 싸움처럼 돼서 해를 거듭

하면서 격렬하게 맞서기도 했다. 홍천군 동면 속초리와 성수리의 횃불싸움은 유명했다. 

이곳 횃불싸움에서는 진 편이 마을 사이를 흐르는 성수천에 다리를 놓아줘야 했다. 횃

불싸움을 심하게 다툰 곳에서는 대보름 다음날까지 지속되는 곳도 있었다. 이와 같이 

격렬하게 진행되었던 횃불싸움은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에 따라 위험이 따르는 놀이

라는 명분으로 금지되어 차츰 소멸하게 됐다. 횃불싸움과 석전은 이제 그 흔적을 찾아

보기 힘들게 됐다. 

횃불과 석전 같은 편싸움은 기록에 따르면 단오 때의 놀이가 차츰 정월대보름의 놀이

로 바뀌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고려사 ｢열전｣ 신우전(辛禑傳)에 따르면 석전의 기록이 

다음과 같이 전한다.

“나라 풍속에 단옷날에는 무뢰한들이 길거리에 모여 각기 편을 지어 깨진 기와 조

각이나 짧은 막대기로 서로 던지거나 치면서 싸운다. 이를 석전(石戰)이라 한다”. 

이 기록으로 보면 석전이 단오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동국세시기 정월 상원

(上元) 조에 편전(便戰)이라 하여 “삼문 밖과 아현(阿峴) 사람들이 만리현(萬里峴)에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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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던지며 서로 싸웠다. 전해오는 말로 삼문 밖 사람들이 이기면 서울 주변에 풍년이 

들고 아현 사람이 이기면 다른 곳에 풍년이 든다”는 기록이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편싸

움이 정월대보름 놀이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4) 지신밟기 

마을의 농악대는 설을 지내고 정월대

보름 무렵이 되면 마을마다 찾아다니며 

고사굿을 친다. 농악대가 집집을 돌며 

풍물을 울리며 고사를 지내주는 것을 

지신밟기라 한다. 열 나흗날 밤 서낭당

에 가서 서낭굿을 하고 나서 대보름날

부터 집집을 돌며 지신밟기를 한다. 이

때 풍물패들은 서낭기를 앞세우고 마을

마다 다닌다. 다리를 만나면 다리굿을 치고 마을의 집안에 들어서면 문굿을 친다. 문전

굿을 친 다음 마당에서 황덕굿을 치고 부엌에 들어가 성주굿을 치며 집을 한 바퀴 돈

다. 풍물패들이 집을 돌며 지신굿을 마치고 마당에서 풍물을 치면 집 주인은 고사상을 

차려 놓는다. 식기에 쌀을 가득 담아 놀고 그 위에 실을 걸어 놓으며 정화수를 떠 놓

는다. 상 옆에는 쌀이나 곡식을 말에 가득 담아 놓는다. 고사 상이 차려지면 상쇠는 꽹

과리를 치며 고사반을 부른다. 고사소리는 집안의 안녕과 자손의 번영, 가축의 번창을 

비는 축원이다. 고사소리를 마치면 마당에서는 구경나온 마을 사람들을 위해 판굿을 벌

인다. 고사상에 푸짐한 시주가 나오면 풍물패들은 신이 나서 여러 재주를 부리며 마을 

사람들까지 어울려 대동(大同) 굿판이 벌어진다. 

철원 횃불싸움(2003년) 홍천 석전놀이(1984년)

동해망상농악 지신밟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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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신밟기는 지신을 위로하여 안택(安宅)·초복(招福)을 비는 집단 행위이다. 대보름을 

전후해서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지신밟기는 오래전부터 이어온 것으로 추측된다. 지

신밟기에 관한 기록은 옛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구태여 기록을 찾자면 삼국

지 ｢위서동이전｣ 예조(濊條)에 나오는 무천(舞天)을 들 수 있겠다. 여기에 따르면 “늘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주야로 음주와 가무를 즐겼다. 이를 무천이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신을 즐겁게하기 위해서는 음악과 춤이 함께 하는 대동 굿판과 비슷했

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지신밟기는 정초에만 연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공동사업을 위한 기금 모금을 위

해서도 수시로 연희되고 있다. 최근에는 농악대가 기관이나 상가에서 지신밟기를 하고 

농악대의 운영을 도와주기를 청하기도 한다. 

5) 다리밟기

정월대보름날 강이나 개천의 다리를 거닐며 보름달을 즐기는 것을 다리밟기[踏橋]라 

한다. 다리밟기에 대해서 동국세시기와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장안 남녀들이 모두 저녁 종소리를 들으며 열운가(閱雲街, 종로 네 거리)로 몰려든

다. 종소리를 들은 다음 흩어져서 여러 곳의 다리로 가서 산책을 하는데 밤을 새워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 이것을 답교라 한다. 혹 어떤 이는 말하기를 교(橋)가 우리나

라 말로는 다리(脚)로 발음됨으로 전해지는 말로 이렇게 하면 일 년 동안 다리(脚)에 

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동국세시기).

“보름날 밤 답교놀이는 전조(前朝, 高麗朝)로부터 시작했다. 태평시에는 매우 성하여 

남녀들이 줄을 이어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법관들이 금해서 체포까지 하

게 됐다”(지봉유설).

이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에 답교가 얼마나 성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의 향토오

락에도 다리밟기를 조사했는데 춘천·인제·양구·양양·강릉·삼척·영월·원주·화천 

등 여러 지역에서 다리밟기를 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의 옛사람들은 정월 보

름날 다리를 밟으면 한 해 동안 병마를 쫓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다리 밟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나이와 같은 횟수만큼 다리를 왕복하려 했다. 

다리밟기가 단절된 것은 급격한 도로환경의 변화도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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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작로(新作路)와 산업도로가 생기어 새로운 교량이 건설되고 그 교량에 차량이 빈

번히 교행하는 도로 환경에서는 한가하게 다리밟기를 하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다리밟기는 현재 마당놀이 형태로 그 옛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동해시 북평동에서

는 1970년대부터 ‘원님 답교놀이’를 복원하여 매년 정월대보름에 원님 행차로 북평천(北

平川) 다리를 건너는 다리밟기를 하는 한편 원님의 점고(點考)와 송사(訟事)를 다루는 

마당놀이를 북평천 둔치에서 연희한다. 북평의 답교놀이는 답교에 원님의 행차와 송사

를 곁들이는 마당놀이로 이어져 오고 있다. 마당놀이 형태의 답교는 강릉시 사천면 하

평리에도 전승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좀생이 날인 음력 2월 6일 다리밟기를 한다. 좀생

이 날이 되면 마을 입구에 솔잎 문을 세우고 홰를 준비하여 날이 어두워지면 마을회관

에 모여 횃불을 들고 농악대를 앞세워 사천진리 다리까지 가서 다리를 건너는 다리밟기

를 한다. 

6) 사자놀음

정월대보름 전날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마을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속초 북청사자놀음

을 연희한다. 두 사람이 뒤집어쓴 사자탈을 길잡이 역할을 하는 양반과 꼭쇠가 이끌고 

걸립을 하며 놀이판이 벌어지면 사자춤·칼춤·애원성과 곱추춤·넋두리·사자춤을 춘다. 

많은 걸립패들이 농악을 앞장세우나 속초 사자놀음은 퉁소가 장단을 이끈다. 속초 사

자놀음은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북청 사자놀음 연

희자 2세들이 제2의 고향인 속초에서 이 놀이를 전승하고 있다. 북청사자놀음은 6·25

전쟁 다음 해인 1951년 1월 4일 중공군의 공세에 밀려 국군과 유엔군이 후퇴할 때 함

경남도의 북청 피난민들이 속초시 청호동에 정착하면서 이곳에 뿌리내린 놀이이다. 북

청사자놀음은 1957년 정월대보름에 속초에서 연희되었으나 북청사자놀음보존회가 1960년 

동해 북평 원님 답교놀이 강릉 사천 하평 답교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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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발족함으로 속초와는 인연이 멀어지게 됐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북청 피난

민 2세대들이 2008년 속초 문화원 북청사자놀음보존회를 설립함으로써 속초 사자놀음이 

전승 민속놀이로 계속해서 선보이게 됐다. 속초 사자놀음은 설악문화제·실향민 축제·

강원민속예술축제 등에 지속적으로 출연하고 있다. 

속초 사자놀음과 맥을 달리하는 사자놀음이 1930년대를 전후해서 원주·횡성·양양지

역에서도 연희한 기록이 조선의 향토오락에 보인다. 여기서 고성지역의 사자놀음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고성의 사자놀음도 당시 정월에 논 것으로 봐서 정초의 

걸립에 있었던 놀이로 추측된다. 

“사자 가면은 대나무로 짜서 만든 틀에 종이를 바르고 얼굴을 그린다. 머리 부분과 

몸체는 거적으로 만들고 그 위에 가늘고 길게 자른 종이를 풀로 많이 붙여서 털로 

삼아 사자의 형태를 만든다. 사자 가면에 두 사람이 틀어가서 한 사람은 머리 부분, 

다른 한 사람은 꼬리 부분을 계속 움직이며 걸어가면서 악대와 어울려 논다”.

7) 달집태우기

정월대보름이 다가오면 마을에서는 청솔가지와 볏짚 따위로 고깔 모양의 움집 같은 

것을 세운다. 그리고 대보름날 달이 떠오르면 그 순간 여기에 불을 붙인다. 이때 소원

을 빌면 그 소원이 성취된다고 해서 소원을 빈다. 이것을 달집태우기라고 한다. 달집태

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달집을 지으면 요즘은 그곳에 자기의 소원을 적은 쪽지를 매달

아 놓고 달집이 탈 때 소원을 빈다. 달집태우기는 기초자치 단체에 따라서 마을에 예산

까지 지원해주는 곳이 생겨 최근에는 곳곳에서 크게 성행하고 있다. 대보름 축제를 키

우려는 기초자치 단체의 의도가 있어서이다. 근래의 달집은 어른 키의 두서너 배가 되

속초 사자놀음(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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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높이로 크게 세우고 이를 태워 

달집태우기를 인근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대보름 축제의 행사로 키우

고 있다. 

옛 달집태우기는 마을의 청소년이 

삼삼오오 모여서 끼리끼리 달집을 

만들고 이를 잘 태우는 것을 자랑

으로 여기고 복을 더 많이 받는 것

으로 믿어왔다. 지난날 청소년들이 

세웠던 달집은 구조가 간단해서 막

대기 세 개를 적당한 간격으로 세

워 그 꼭대기가 한 곳으로 모이도

록 묶어 움막처럼 세운다. 그리고 

한쪽 면을 터놓고 다른 면은 짚과 

청솔가지로 이엉처럼 감싼다. 이때 터놓은 쪽은 달이 떠오르는 동쪽을 향하게 하고 그 

가운데에 새끼줄로 달 모양을 만들어 매단다. 이렇게 만든 달집을 달이 솟아오를 때 태

운다. 달집이 단번에 활활 타오르면 풍년이 들고 타다가 불이 꺼지면 상서롭지 못하다

고 생각했다. 최근 달집태우기가 이렇듯 곳곳에서 성행하는 것은 쥐불놀이나 횃불놀이

가 산불이 번질 위험 때문에 억제된데도 영향을 받은듯하다. 쥐불놀이나 횃불놀이는 통

제가 쉽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져 산불로 번질 위험성이 크지만 달집태우기는 불을 관리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실행해 불이 번질 위험성을 막고 있다. 

8) 쥐불놀이 

정월에 들어 첫째 자일(子日)을 상자일(上子日) 십이간지(十二干支)의 쥐날이라고 해서 

농부들은 논밭에 나가 두렁을 태웠는데 이를 쥐불놀이[鼠火戱]라 부른다. 신흠(申欽)의 

상촌집(象村集)에 다음과 같은 쥐불놀이 기록이 있다.

“돼지날에 돼지 입을 지지고, 쥐날에는 쥐의 창자를 굽는다. 우거진 밭이랑 사이 벌

레를 없애고 장포에서 재앙을 씻어 오사(汚邪) 하고 구루한 것 없애면 오곡은 풍요로

워 곳간을 채운다”.

강릉 망월제 달집태우기(2016년, 임영민속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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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가 많으면 수확한 곡식을 

먹어 없애기 때문에 쥐를 잡으

려 했다. 쥐 날 논과 밭의 두렁

을 태우면 쥐가 없어지고 다음 

해 농사가 잘 된다고 믿어 쥐

불놀이를 한다. 그러나 이 쥐불

놀이는 차츰 어린이들의 대보름

의 횃불놀이를 겸해서 함께 하

게 됐다. 

남자 어린이들의 정월대보름 달맞이와 함께하는 이 놀이는 정월대보름 하루 전이나 

대보름날 달이 뜰 무렵 지난해 무성하게 풀이 자란 밭두렁과 논두렁에 불을 지른다. 불

이 잘 붙을 쑥대나 갈대·관솔을 묶어 홰를 만들고 여기에 불을 붙여 횃불을 만들고 

이것을 휘두르고 다니며 달맞이를 하고 나면 마을 주변 논두렁과 밭두렁에 불을 놓는 

것이다. 광복 이후 식료품용 캔이 많이 보급되자 쓰고 버린 캔인 깡통이 홰의 역할을 

대신했다. 깡통에 구멍을 숭숭 뚫어 놓고 여기에 관솔을 넣어 불을 붙인 후 철사로 줄

을 매어 빙빙 돌리며 불꽃을 내게 해 횃불로 썼다. 쥐불놀이는 쥐를 쫓고 해충의 알을 

태워 그 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도 있었지만 액막이의 뜻도 담겨 있었다. 

쥐불놀이는 농약이 충분하게 농촌에 공급되고 있는 데다 산불방재 때문에 불을 지르

려면 반드시 소방 관청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 이제는 금지된 놀이가 됐다. 마을마다 

마을 단위의 달집 태우기로 쥐불놀이를 대신하게 됐다. 

9) 줄다리기

민속놀이의 집단놀이 중 현재도 가장 뚜렷하게 전승된 놀이 중의 하나가 줄다리기이

다. 줄다리기는 지역의 대표 민속축제에 주제 행사로 등장하기도 한다. 삼척시의 대보름 

축제의 기줄다리기와 영월군의 단종제의 칡줄다리기가 그 실례이다. 줄다리기는 각급 

학교 축제의 체육행사에도 채택되어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칡줄다리기를 한 칡을 끊어 

삶은 물을 마시면 임신을 못한 아낙도 임신을 한다고 해서 줄다리기가 끝나면 여인들이 

칡 줄의 끝자락을 남몰래 끊어 가기도 한다. 

동국세시기 상원(上元) 조에는 “호서(湖西, 충청도) 풍속에 횃불싸움이 있다. 또 편을 

갈라 줄을 서로 잡아당긴다. 끌려가지 않는 편이 이기는 것으로 풍년을 점친다”고 줄다

강원도 대보름 망우리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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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를 소개하고 있다. 최남선의 조선상식(朝鮮常識) 풍속 편에도 다음과 같이 줄다리

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줄다리기는 새끼줄과 칡 줄이 지역에 따라 사

용됐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의 정월 15일 풍속에 짚 또는 칡으로 큰 줄을 수십 발이나 
되게 길게 꼬고 줄 양머리에는 수많은 작은 줄을 매달아 몇몇 마을이 둘로 편을 갈
라 줄을 서로 당기어 승부를 가린다. 이기는 편이 풍년이 든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줄
다리기라 한다”. 

줄다리기는 정월대보름을 전후해서 마을과 마을, 또는 한 지역의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강을 경계로 한 마을과 마을이 편을 갈라 줄을 당겨 승부를 가리는 놀이이다. 옛 

줄다리기는 겨울이 시작하는 한가한 때 마을에서 집집마다 짚단을 거두어 새끼줄을 꼬

고 줄다리기를 할 날을 며칠 앞두고 마을의 모든 청장년은 집에서 꼰 새끼줄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할 넓은 장소에서 줄을 모아 줄다리기를 할 굵은 줄을 만든다. 이때 줄의 

머리는 암줄과 수줄을 만드는데 암줄은 가락지처럼 둥글게 도래줄을 만들고 수줄은 암

줄에 넣어 ‘꽂대’를 꽂을 수 있도록 만든다. 꽂대는 암줄과 수줄이 서로 빠져나가지 못

하도록 꽂아 놓는 굵은 나무 동강을 말한다. 꽂대를 꽂을 때는 서로 음담패설을 하면서 

암줄과 수줄을 연결했다 한다. 

꽂대를 꽂으면 호령에 따라 줄다리기를 시작한다. 마을에서 모여든 농악대는 제각기 

자기편의 기세를 올리기 위해 풍물을 친다. 줄다리기의 승부는 줄을 많이 당겨 정해진 

선을 넘게 끌어당기면 이기게 된다. 줄다리기는 원래 남자들의 힘을 겨루는 놀이이지만 

구경을 하던 아낙들도 자기 마을의 편이 지는듯하면 줄에 매달려 힘을 보태주는데 이

럴 때 무게를 더하기 위해 앞치마에 돌을 담고 매달리기도 했다 한다. 예부터 이긴 편

은 풍년이 들고 무병하며 재앙이 없고 진 편은 반대로 흉작(凶作)이 든다 하여 마을 모

영월 칡줄다리기(1970년) 삼척 술비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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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 온 힘을 기울여 이기려 했다. 마을과 마을 사이에 강이 있으면 패한 쪽이 다리를 

놓아주기도 했다 한다. 

삼척 줄다리기는 ‘기줄다리기’라고 하는데 줄의 꼬리 부분은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해

서 여기에 매달려 많은 사람이 줄을 끌게 하고 있다. 삼척 기줄다리기는 1971년 11월 

16일 강원도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 삼척에서는 매년 정월대보름에 정월대보름

제라는 민속축제를 열어왔는데 기줄다리기가 주제 행사로 치러졌다. 

10) 차전(車戰)

차전이라는 고유의 집단놀이가 춘천지역에 전해진다. 차전은 ‘외바퀴 수레 싸움’이라고

도 한다. 춘천의 외바퀴수레싸움은 동국세시기 상원(上元) 조에, “춘천 풍속에 차전이 

있다. 동네 별로 패를 나누어 외바퀴 수레를 앞으로 몰고 나와 서로 싸움을 한다. 이로

써 그해의 점을 친다. 싸움에 패한 편이 흉(凶)하다”라는 기록에 근거하고 옛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재현한 것이다. 홍석모가 조선후기의 학자이므로 춘천의 차전은 그 시대

까지는 온전하게 전승된 춘천 고유의 민속놀이라 하겠다. 

차전은 이웃 마을끼리 편을 갈라 외바퀴 수레를 앞세워 몰고 나와 서로 부딪쳐 밀어

내는 내기를 한다. 싸움에 이긴 편은 풍년이 들어 흥하고 진편은 상서롭지 못하다 믿었

다. 춘천의 차전은 봉의산을 경계로 하여 북쪽과 남쪽이 편을 갈랐다. 가을 추수가 끝

나면 마을 대표인 노인들이 서로 수레 싸움에 대한 의논을 하고 겨울철에 수레를 만들

어 정월대보름 무렵 서로 힘을 겨루었다. 수레는 큰 통나무에 외바퀴를 밑에 달아 만드

는데 부딪혀도 부서지지 않게 단단한 나무를 썼다. 수레 몸통은 큰 나무를 베어 땅에 

묻어 두었다가 이듬해 수레의 몸체와 바퀴를 만들었다. 수레의 몸통 앞에는 상대편의 

수레를 부술 수 있는 장치로 뿔을 박았는데 이것은 관솔로 깎았다. 바퀴의 줄대는 박달

나무를 튼튼하게 조립해 바퀴가 부딪혔을 때 먼저 망가지지 않도록 손을 썼다. 이렇게 

만드는 수레의 규격은 수레 싸움을 할 마을끼리 사전에 의논해서 정하고 싸움에 나서는 

장정의 수도 역시 이때 정했다. 그러나 마을마다 수레를 좀 더 크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썼고 인원수도 서로 늘리려고 애를 썼다. 수레 싸움은 수레가 서로 부딪쳤을 때 먼저 

망가지거나 힘에 밀려 물러서면 지게 된다. 

춘천의 차전은 ‘춘성 수레 싸움’이라는 이름으로 1982년 제2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에 출연하면서 옛 차전의 복원에 나섰다. 이어 1999년 제17회 강원민속예술경연 대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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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춘천 외바퀴 수레 싸움 놀이’이라는 명칭으로 출연하여 종합최우수상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제41회 한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참여했다. 이후 이 놀이는 춘천

시의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에 계속 출연, 춘천의 고유 민속놀이임을 부각하였다. 

11) 원님놀이

원님놀이는 ‘관원(官員)놀이’·‘사또놀이’·‘댁교’라고 하는데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을 

원으로 뽑아 가장행차를 한 후 송사(訟事)를 다루며 즐긴 답교와 관아(官衙)의 역할극을 

하는 놀이이다. 이 놀이가 언제부터 연희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청구야담에는 이

광정(李光庭)의 ｢거매오처녀(居媒五處女)｣ 조항이 있는데, 여기서 ‘태수희(太守戱)’라는 기

록이 보인다. 이 태수희가 원님놀이가 아닌가 짐작된다. 이광정은 조선 선조 때 사람이

니 그 이전부터 태수희가 연희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원님놀이는 옛 서당의 학동들에게는 관아의 구성과 기능을 교습하게 하는 서당놀이로, 

굿판에서는 지방수령을 희화화하는 무극(巫劇)으로도 연희되었다. 조선의 향토오락 강릉 

조항에는 ｢똥개놀이｣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원님놀이 또는 관원놀이의 송사를 변

형한 놀이 중의 하나라 보인다. 이 놀이의 놀이 방법은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다섯 명이 모여서 윷을 던져 역할을 정한다. 모가 나온 사람은 감사, 윷은 수령, 

걸은 좌수, 개는 똥개, 도는 농부로 정한다. 감사 수령 좌수 순으로 앉은 곳에 농민

이 똥개를 데리고 와서 좌수에게 호소하는데 서울의 똥개가 와서 보리밭과 밀밭을 

전부 망쳐서 백성이 곤경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좌수가 수령에게로 가서 송사하라고 

하자 농민은 수령에게 가서 그 사정을 호소한다. 수령이 또 감사에게 가라고 말하면 

농민은 감사에게 가서 그 형편을 말한다. 그러자 감사는 똥개에게 윷을 던지게 하여 

그 나온 수에 따라 벌을 부과한다”.

춘천 외바퀴 수레 싸움(2000년 제18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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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놀이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굿판에서의 관원놀이가 지방수령을 희화한 것 같이 관

원들의 무사안일(無事安逸)한 처신을 꼬집는 듯하다. 

영서지역의 관원놀이는 1977년 발간된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에서 조사·보고됐

다. ‘감영놀이’라고 불린 이 놀이는 남성들의 놀이로 신임 사또가 도임하여 백성들의 죄

의 유무를 심판하는 놀이라 한다. 사또와 육방관속(六房官屬)을 뽑고 죄를 상정해서 새

로 도임한 사또가 관아에서 하는 것과 같이 죄를 심판하는 놀이였다 한다. 

원님놀이가 오랫동안 전승되고 있는 동해시 북평원님놀이는 1919년 3·1운동 전후까

지 전승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원님놀이가 가장 활발하고 오랫동안 전승된 지역은 경상

북도 영양(英陽)·안동(安東) 등 북부 내륙지역과 강원도의 정선 등 남부 산간지역, 그리

고 동해안의 동해시를 중심으로 한 동해안 지역과 함경북도 북청지역까지로 보인다. 

동해 북평 원님놀이는 원님의 행차를 답교와 함께 치렀기 때문에 ‘댁교’라고 불러왔

다. ‘댁교’는 이 지역에서 답교(踏橋)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마을 사람들은 원을 뽑은 후 

육방관속을 정해 분장하고 삼현육각(三絃六角)의 악대를 구성하여 연희하는 날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마을의 다리를 건넌 후 넓은 장소를 정하여 원을 맞는 예식을 끝내고 원

은 집무에 들어가 송사를 다루는 놀이를 한다. 원의 행차는 벽제(辟除)·일산·전배·

집사·도사령·원·후배·실내부인·악공·방자·통인·기생·사령 등 원의 행차와 같

은 행렬을 갖춘다. 마을에 따라서는 원놀이의 원으로 뽑히는 것이 큰 자랑이어서 원에 

뽑힌 사람은 음식을 장만하여 마을 사람을 푸짐하게 대접한다. 전승이 단절되었던 관원 

놀이는 1978년 춘천에서 열린 제1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북평 원님놀이’라는 이름

으로 출연함으로써 복원되어 선을 보였다. 그 이후 1993·1999·2000·2011년 강원민속

예술경연대회와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출연했다. 북평 원님놀이는 매년 동해시 북평동 전

천(前川)에서 열리는 동해 정월대보름제에 주제 행사 종목으로 출연하고 있다.

동해 북평 원님놀이(1978년) 정월대보름 동해 북평 원님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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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놋다리 밟기

조선의 향토오락에는 정월대보름 정선지역에서 여자들이 노닐었던 놋다리밟기에 대

한 기록이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젊은 여자들이 넓은 곳에 모여서 한 줄로 마치 다리 모양처럼 몸을 앞으로 구부려 

늘어선다. 여기에 부인들이 양쪽에서 소녀 한 명을 그 다리 위로 건너게 한다. 일동

은 명랑한 놋다리 노래를 밤늦게까지 부른다”.

놋다리밟기는 기와밟기라고도 하는데 여자들이 공주라고 받드는 소녀를 뽑아 자신들

의 등위를 밟고 걸어가게 하는 놀이이다. 여자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허리를 두 팔로 감

싸 안고 공주를 등위로 걸어가게 한다. 이때 공주가 떨어지지 않게 두 사람이 줄 양쪽

에서 손을 높이 들어 부축한다. 공주가 등위로 지나간 사람은 다시 앞으로 가서 허리를 

굽혀 열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 이때 모두 노래를 하는데 맨 앞의 창립(創笠)이라고 하

는 지휘자가 선창 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후렴을 받는다. 

안동에도 놋다리밟기가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중단되었다가 1967년 다시 복원되어 전

승하고 있다. 이 놋다리밟기는 고려의 공민왕(恭愍王)이 홍건적의 난을 피하기 위하여 

공주와 함께 청주를 거쳐 안동지역에 파천(播遷)하였을 때 마침 개울을 건너게 되었는

데 마을의 부녀자들이 나와 등을 굽혀 그 위로 공주를 건너게 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

다고 전해진다. 안동지역의 이와 같은 놋다리밟기가 정선지역에 어떤 경로로 전파되어 

전승되었는지는 밝혀진 바 없다. 

정선 놋다리밟기는 조선의 향토오락 이전에는 기록이 없고 그 이후 1959년에 간행

된 강원도지 향토오락편에 정선지역 놀이로 소개되었다. 조선의 향토오락에 따르면 

놋다리밟기와 유사한 놀이가 고성지역에도 조사되어 있다. ‘말광대 놀이’라 하여 여자 어

린이들이 정월대보름과 추석 전후하여 즐기던 놀이라는데, “많은 수의 여자 어린이들이 

가로로 늘어서서 양손을 잡아 연결하고 선두의 한 사람에게 차례로 휘감긴다. 다 감은 

뒤에는 또 차례대로 감았던 행렬을 풀고 각자의 왼쪽 팔을 넘어서 오른쪽으로 돌아 나

와 일렬로 늘어선다. 여기서 손을 놓고 각자가 엎드리면 맨 뒤의 사람부터 순서대로 등

을 밟고 앞으로 나가서 선두의 앞에 다시 엎드린다. 뒤에 있던 사람들도 차례대로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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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어린이들의 이 놀이는 그 형태로 봐서 놋다리밟기를 흉내 낸 것이 아닌가 추측

된다. 놋다리밟기와 이와 비슷한 말광대 놀이는 기록으로만 전해지고 현재 모두 전승이 

단절되어 과거의 놀이가 됐다. 

13) 널뛰기

널뛰기는 정초, 5월 단오, 8월 한가위 등 명절에 부녀자들이 즐기던 놀이이다. 널뛰기

는 적당한 두께와 길이의 널판자 한가운데에 짚 묶음이나 멍석 말은 것을 괴어 시소를 

만들어 널판자 양 끝에 한 사람씩 올라서서 교대로 뛰어 구르면 그 반동으로 사람의 

몸이 공중으로 높이 솟아오르게 된다. 이를 계속하면 두 사람이 공중에 번갈아 솟아오

르게 되는데 이를 널뛰기라 한다. 널뛰기에 관한 기록은 경도잡지에 다음과 같이 기

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널뛰기가 유구의 판무와 비슷해 유구에 전해진 것이 아닌가 

추측하는 기사이다.

 

“항간의 부녀자들이 널조각을 짚단 위에 가로로 놓고 양쪽 끝에 갈라서서 굴러 뛰

기를 몇 자까지 올라간다. 그때 패물 울리는 소리가 쟁쟁하고, 지쳐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낙을 삼는다. 이것을 초판희(超板戱)라 한다. 생각하건대 주황(周煌)의 유구국

기략(琉球國記略)에 ‘그곳 부녀들이 널판자 위에서 춤을 추는데 이를 판무(板舞)라 한
다’고 했다. 이것과 비슷하다. 조선(朝鮮) 초에 유구가 우리나라에 조공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그것을 부러워해 본받은 것은 아닌지”.

널뛰기는 광복 이전까지는 마을마다 노닐었던 것으로 짐작되나 그 이후 급격하게 자

취를 감춰 최근에는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조선의 향토오락에서는 춘천지역의 널뛰

기를 조사하고 그 놀이법을 소개했는데 다음과 같다.

춘천 널뛰기(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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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판자 중간 아래에 통나무 등을 받쳐 놓고 양 끝에 사람이 올라서서 서로 번갈아

가며 구른다. 조선의 부녀자는 외출 시에도 얼굴을 가려 겨우 눈·코만 보이게 할 정

도로 외부와 접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월에 부녀자들이 뜰에 모여서 널뛰기를 하

면서 높이 오를 때나 외부의 풍경이나 외간 남자들을 불 수 있었다고 한다”.  

널뛰기는 이제 집의 뜰에서 하는 것은 볼 수 없게 됐다. 민속 축제장이나 박물관의 

민속놀이 체험장에서나 볼 수 있게 됐다. 

14) 바람개비 돌리기

어린이들이 즐겨하는 놀이이다. 바람개비 만들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20~30㎝ 길

이의 대나무를 얇게 깎은 양 끝에 종이를 붙이고 대나무 가운데 구멍을 뚫어 못을 꿰

고 손잡이에 꽂는다. 우편엽서 크기의 두꺼운 종이를 정방형으로 끊어 대각진 네 군데

를 중심으로 향해 3분의 2쯤 끊어서 각 꼬리를 중심에 모으고 못을 꿰어 손잡이에 연

결한다. 조선 세조실록 권30과 동국세시기 상원(上元)조에도 바람개비에 대한 다음

과 같은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새해 풍작을 기원하며 벼·기장·

조·보리·콩 등 오곡의 이삭을 볏짚 주저리와 함께 긴 장대에 매달아 마구간 옆이

나 대문 앞에 세우고 이때 이삭 밑의 장대에는 바람개비를 만들어 달았다. 이를 ｢보

름볏가리｣라고 한다”(세조실록). 
 

“아이들이 정월대보름이 지나면 연날리기를 그만두고 오색 종이에 풀칠을 하여 대

나무 가지의 양 끝에 붙이고 자루 끝에 구멍을 뚫고 연결하여 빙빙 돌도록 만든다. 

이것을 회회아(回回兒)라 하며 혹은 바람개비라고도 한다. 이런 것은 저자에서도 많이 

팔고 있다”(동국세시기).

이로 미루어 보아 바람개비 돌리기는 오래전부터 풍년을 바라는 소망이 담긴 행위가 

놀이로 바뀐 경우라 하겠다. 

바람개비는 이제는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서 공급되어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경우는 

드물게 됐다. 농촌지역에 가면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많은 바람개비를 꽂

아 놓은 것을 가끔 볼 수 있다. 바람개비도 상품화되어서 플라스틱이나 비닐 소재로 대

량 생산되어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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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팽이치기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따르면 팽이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전래되었다는 기

록이 전해진다. 이로 미루어 삼국시대 때 

이미 팽이치기가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팽이치기는 겨울철 어린이들이 즐겨하던 

대표적인 놀이이다. 팽이는 단단한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박달나무를 많이 썼으나 소

나무도 사용했다. 팽이는 대개 4~5㎝ 직경

의 원주(圓柱)로 길이 6~7㎝로 잘라 원추 

모양으로 깎는다. 팽이를 치는 팽이채는 

길이 40~50㎝ 정도의 싸리나무 막대 끝에 

천이나 삼을 꼬아서 달고 이것으로 팽이를 

감아 돌리고 쳐서 팽이가 돌게 한다. 팽이를 칠 때는 팽이가 도는 방향과 같은 방향에서 

쳐야 팽이가 제대로 돌게 된다. 팽이는 마당에서나 얼음판 위에서 돌린다. 어린이들은 팽

이를 오래 돌리기나 또는 서로 부딪치게 해서 오래 돌리기 내기를 한다. 

지난날에는 팽이를 모두 각자 집에서 깎아 그 솜씨를 자랑하기도 했으나 현재 팽이는 

대부분 상품으로 나와 있어 이를 구매해 사용한다. 팽이치기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도 

많이 줄었으나 겨울축제 얼음판 위에 이벤트로 팽이 돌리기 체험이 등장해 팽이치기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고궁이나 전통가옥의 체험행사의 하나로 팽이치기 장소를 마련

해 놓기도 한다. 

16) 제기차기 

제기차기는 고대 중국에서 무술을 연마하기 위해 고안된 축국(蹴鞠) 놀이에서 연유되

었다고 한다. 동국세시기 12월조에 제기차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축국으로 놀이를 한다. 그 공은 큰 탄환만 한데 위에 꿩 털을 꽂았

다. 두 사람이 상대하여 서로 마주 차는데 계속하여 차서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훌륭

김준근 ｢기산풍속도｣ 중 팽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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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이다. 생각하건대 유향(劉向)의 별록(別錄)에 ‘한식에 답축(蹋蹴)을 하는데 황

제(黃帝)가 만든 것이다’하였다. 혹 어떤 이는 ‘전국시대에 군대의 세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에서 나온 것으로 일명 백타(白打)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지금 풍속도 여기에서 

나온 것으로 겨울부터 시작하여 새해에 더욱 성하다”.

제기차기는 남자 어린이들이 설을 전후

하여 겨울철에 즐겨하던 놀이이다. 엽전

이나 구멍이 뚫린 쇠붙이에다 한지나 천

을 말아서 그 구멍으로 다시 뽑아 7~8㎝ 

정도의 술이 달리게 만들었다. 비닐이 나

오면서 한지나 천 대신 비닐을 쓰기도 한

다. 제기는 놀이를 할 어린이들이 직접 

쉽게 만들 수 있어 제기차기가 널리 퍼질 

수 있었다. 최근에는 비닐로 만들어진 제

기를 상점에서 살 수 있다.  

제기를 차는 방법은, 발 들고 차기, 양

발 차기, 외발 차기, 뒷발 차기가 있다. 

제기는 한 사람씩 차기도 하고 여러 사

람이 모여서 마주 차기도 한다. 제기차기

는 여러 방법으로 승부를 겨루기도 한다. 첫째 제기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많이 차

기, 둘째 한 발은 땅바닥에 고정시키고 오래 차기, 셋째 두 발로 번갈아 가며 차기, 넷

째 일정한 거리를 제기 차며 돌아오기 등 여러가지 방법을 정해서 경쟁한다. 제기는 만

들기 쉬운 놀이 용품이었으므로 어린이들에게는 널리 퍼져있는 놀이였으나 최근에는 민

속축제의 민속놀이 체험장에서나 볼 수 있는 차츰 과거의 민속놀이로 되어 가고 있다. 

17) 말타기

남자 어린이들이 야외에서 즐겨하던 놀이이다. 어린이들이 몇 명 모여서 두 편을 나

눈다. 양쪽의 대표가 대장이 되어서 가위 바위 보로 이긴 편은 말을 타는 쪽으로 진편

은 말이 된다. 말이 된 쪽의 대장이 벽이나 큰 나무에 등을 대고 서면 다른 사람은 대

장의 허리를 두 팔로 꼭 끼고 허리를 구부리고 선다. 다음 사람은 또 허리를 구부려 

김준근 ｢기산풍속도｣ 중 제기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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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사람의 허리를 끼고 허

리를 굽혀 엎드린다. 이렇

게 진 쪽에서 모든 사람

이 허리를 굽혀 긴 말을 

만들면 이긴 쪽에서는 멀

리에서 달려와 그 탄력으

로 이 위에 올라앉는다. 

타는 사람이 멀리서 달리

는 것은 말 앞으로 깊숙

이 앉아 뒤에 사람이 다 타게 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애써 말을 무너지게 하기 위

해서이다. 말이 무너지면 말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말을 타는 사람도 한 번 뛰어 앉으

면 앞으로 더 옮겨 앉을 수 없고 말을 탈 때 말에서 떨어지거나 말타기 쪽 편이 다 타

지 못해도 안 되기 때문이다. 말 타던 편이 한 사람이라도 떨어지면 그 편이 말이 되

고 말이던 쪽이 말을 타게 된다. 따라서 말을 타는 쪽은 말을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말이 된 편은 말 탄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온갖 노력을 한다. 말도 무너지지 않고 

탄 사람도 떨어지지 않으면 벽에 기대선 말 편의 대장과 제일 먼저 말에 탄 사람이 가

위 바위 보로 승패를 가른다. 진 쪽은 다시 말이 돼야 한다. 

18) 딱지치기

남자 어린이들이 즐겨

하던 놀이이다. 두툼한 종

이를 가지고 네모로 풀어

지지 않게 접어서 딱지를 

만들어 서로 치면서 승부

를 겨룬다. 두 사람 이상

이 서로 순서를 정해서 

상대방의 딱지를 쳐서 그

것이 뒤집어지면 이긴다. 

이긴 쪽이 상대방의 딱지

를 차지한다. 어린이들이 직접 종이를 접어 딱지를 만들었으나 최근에는 문방구점에서 

딱지치기(한국학중앙연구원)

말타기 놀이(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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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 때문에 이를 사서 노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딱지치기는 어린이들의 흥미에서 

멀어져 차츰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딱지치기는 민속행사장이나 축제에 이벤

트로 등장해 어른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설 기념 체험행사의 

하나로 박물관 등 역사교육 시설에서 딱지치기를 하고 있는 곳을 볼 수 있다.

19) 화전(花煎)놀이

마른 나뭇가지에 새싹이 나고 

진달래 등 꽃들이 피기 시작하

면 마을 사람들은 하루를 택해 

경치가 좋은 곳을 골라 놀러 간

다. 늙은이들은 늙은이들끼리, 젊

은이들은 젊은이들끼리, 아낙네

들은 그네들끼리 한 패를 지어서 

놀이를 가는데 이를 화전놀이라 

한다. ‘답청(踏靑)’·‘화류(花遊)’라

고도 하는데 답청은 그 해 처음 돋은 풀을 밟는다는 뜻이고 화류는 꽃구경 놀이라는 뜻

이다. 마을 사람들은 각기 집에서 정성껏 만든 음식을 가지고 나와 서로 나누어 먹으며 

하루를 즐겼다. 아낙네들은 진달래꽃을 따서 꽃전을 부쳐 나누어 먹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산기슭이나 계곡에서 하루를 즐기고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지면 남자들은 시조를 읊기도 

하고 여인네들은 장단을 치며 삼삼오오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를 화전놀이라 했다. 

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강릉 풍속에 노인을 공경하여 매번 좋은 날에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명승지로 초청하여 위로했는데 비록 노복(奴僕)의 천민이라도 나이가 70이 되

면 모두 모임에 나오는 것을 허락했다 한다. 강릉대도호부 관아의 남는 쌀과 포를 기

금으로 해서 자제들이 이를 실행하여 이름하여 청춘경로회(靑春敬老會)라 했다 한다. 이 

경로회 역시 봄철 화전놀이와 같은 모임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20) 관등(觀燈)놀이

관등 또는 연등(燃燈) 놀이는 음력 4월 초파일 석가모니의 생일을 축하하는 놀이이다. 

동국세시기는 당시 4월 초파일을 관등놀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삼척 실질국 철쭉꽃놀이(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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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은 곧 석가모니의 탄생일이다. 우리나라 풍속에 이날 등불을 켜므로 등석(燈夕)

이라 한다. 며칠 전부터 인가에서는 각기 등간(燈竿)을 세우고 위쪽에 꿩의 꼬리를 

장식하고 채색 비단으로 깃발을 만들어 단다. 작은 집에서는 깃대 꼭대기에 대개 노

송(老松)을 붙들어 맨다. 그리고 각 집에서는 집안의 자녀들 수대로 등을 매달고 그 

밝은 것을 길하게 여긴다. 이러다가 9일에 가서야 그친다”.

오늘날에는 불교신자들이 절

에 초파일 며칠 전부터 등을 달

고 초파일에는 등을 들고 도시

의 중심을 행렬하여 행진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으나 옛날에는 

집집마다 등간(燈竿)을 세우고 

화려한 등을 매다는 것을 자랑

으로 여겼다. 등을 달게 될 등

간은 자녀의 수대로 세우기도 하고 남보다 높게 달려고 했다. 등간 위에는 꿩 깃을 끼

우고 울긋불긋한 천을 매달거나 둥근 모양의 화려한 깃을 달기도 한다. 등은 종이 또는 

비단으로 만들고 운모(雲母)를 박기도 했는데 그 모양이 다양했다. 연꽃·수박·마늘 같

은 꽃이나 과실의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학·잉어·자라·거북과 같은 동물 모양, 병·

항아리·북과 같은 기물 모양의 등도 만들었다. 옛날에는 대개의 경우 등을 집집마다 

정성을 들여 만들었으나 요즘은 등 값을 내면 절에서 그 값에 맞는 등을 사서 절의 경

내나 상가의 거리에 매단다. 

초파일 저녁에는 불교 신도들이 등을 들고 거리를 누비며 석가모니의 생일을 축하해

서 불교 신도가 아닌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구경들을 한다. 최근 도시의 불교신도회에

서는 종파를 초월해서 합동으로 도시의 간선도로에 초파일 일주일 전부터 등을 달아 석

가모니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다. 

21) 탑(塔)돌이

탑돌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기록으로 처음 보이는 것은 삼국

유사에 신라 원성왕(재위 785~798) 때 김현(金現)과 호랑이에 얽힌 탑돌이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전한다. 

관등놀이(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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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풍속에 매년 2월 8일부터 15일간 누구를 막론하고 흥륜사(興輪寺)에 모여서 

복회(福會)를 하는 일이 있었다. 원성왕(元聖王) 시절에 김현이라고 하는 사나이가 있

었는데 밤 삼경에 다만 혼자서 절에 와서 탑을 돌고 있었는데 난데없는 고운 처녀가 

역시 염불을 하며 탑을 돌고 있었다. 젊은 남녀가 그만 좋은 사이가 되고 말았다”.

흥륜사는 544년(진흥왕 5)에 세워진 신라 최초의 사찰이다. 2월 8일은 석가모니가 출

가(出家) 한 날이고 15일은 열반한 날이다. 위의 글로 미루어 신라시대의 탑돌이는 복회

(福會)라 하여 신라 사람들은 8일간을 탑돌이를 하며 정성스럽게 지냈음을 보여준다. 

탑돌이는 스님과 함께 신도들이 탑을 돌면서 극락왕생(極樂往生)을 기원하는 불교의 

의식이었으나 불교가 대중화되면서 민속놀이처럼 변천되었다. 부처의 생일인 4월 초여드

레 날, 절에 있는 탑을 돌며 축원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여 이날을 맞아 탑을 돈다. 

이날이 되면 불교의 신자들과 절 주변에 있는 마을의 부녀자들은 곱게 단장하고 절을 

찾아 그 경내에 있는 탑을 돈다. 될 수 있으면 탑을 많이 돌아야 큰 소원이 이루어진

다 하여 탑돌이 하는 사람들은 밤을 새워 탑을 돌았다. 탑을 도는 신도들은 그들의 신

심을 부처님께 알리기 위해 불경을 외우기도 한다. 

탑돌이는 어느 절에서나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일제강점말기에는 자취를 감

추었다. 이와 같은 탑돌이를 월정사에서는 1977년 복원하여 9월에 있은 제1회 평창군 

민속경연대회에 출연한데 이어, 같은 해 제1회 강원도태백문화제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

연했다. 월정사의 탑돌이는 이어 제1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해서 전국 민속예

술계에 선보였다. 월정사 탑돌이는 탑 공양을 스님의 인도로 치른 후 법당 오른쪽으로 

한번 돌고 이어 탑을 3회에 걸쳐 탑돌이를 한다. 탑을 돌 때는 바라·북 등 네 가지의 

불법 악기를 앞세운다. 

월정사 탑돌이(1977년·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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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그네뛰기

7세기 초 수(隋)나라의 두공섬(杜公贍)이 편찬한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따르면 그

네, 즉 ‘추천(鞦韆)’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네뛰기에 관한 기록은 
고려사에 처음 보인다. 

“북방새외(北方塞外) 민족이 한식날 그네뛰기를 하며 가볍고 날쌘 몸가짐을 익혔다. 

그 후 이것을 중국 여자들이 배웠다.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가로질

러 맨 다음 물감들인 줄을 그곳에 매달고 선비와 부인들이 줄 위에 앉거나 서서 밀

고 잡아당기며 놀았다. 이 놀이를 추천이라 일컬었다”(형초세시기).  

“단옷날에 권신 최충헌(崔忠獻)이 백정동궁(栢井洞宮)에서 그네뛰기를 베풀고 문무 4

품 이상의 선비를 초청하여 3일 동안 놀았다. 최이(崔怡)는 종실(宗室) 및 사공(司空)

이상의 선비를 초청하여 놀 때 단장한 사다리를 산과 같이 세우고 그 둘레에 갖가지 

수를 놓은 장막과 휘장을 둘러치고 그 가운데 비단 꽃으로 꾸민 그네를 매달았다.…

또 우왕(禑王)은 수창궁(壽昌宮)에서 임치(林㮹) 등과 함께 그네뛰기를 했다”(고려사).

위의 기록으로 보아 고려 때의 그네뛰기는 왕궁

과 귀족사회에서 호화롭게 즐겼던 놀이인 것 같

다. 그러나 그네뛰기는 조선에 들어서면서부터 궁

궐과 귀족사회에서 벗어나 일반에게 보급되면서 

단오놀이로 자리 잡은 듯하다. 열양세시기에 따

르면 “나이 적은 남녀들이 그네뛰기를 좋아한다. 

서울이나 지방이나 마찬가지이나 평안도지방에서 

성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려를 거쳐 조선에 

들어와서도 그네는 남녀가 모두 즐기는 놀이여서 

근래 흔히 여성들이 즐기는 놀이라는 것은 고정

관념이며,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예부터 단오 때 남자들의 씨름과 더불어 여자들이 제일 많이 즐겼던 놀이가 그네뛰기

이다. 단오 무렵이 되면 마을 어귀의 고목 나뭇가지나 강변의 모래사장에 높게 그네를 

매어놓고 마을의 여인들한테 그네를 뛰게 했다. 그러나 여름 장마철이 지나면 그네 줄

을 모두 잘라버렸다. 옛 그네 줄은 볏짚으로 꼰 굵은 새끼줄로 매달았는데 이것이 장마

강원도 그네뛰기(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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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비를 맞으면 끊어질 위험이 있어 미리 잘라놓은 것이다. 강원도 지역에서도 광복 이

전만 하더라도 마을마다 그네를 매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런 마을을 

거의 볼 수 없다. 매년 단오에 그네를 볼 수 있는 곳은 강릉의 단오장이다. 강릉 단오

장에는 매년 높은 그네를 매어놓고 그네 타고 높이 솟구치기 경기를 벌이고 이 대회가 

끝나면 참관인들에게 개방해서 그네뛰기를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3) 씨름 

씨름은 우리나라 남자들이 힘과 그 기술을 겨루는 전통적인 고유의 민속경기이다. 두 

사람이 샅바나 띠 또는 바지의 허리춤을 잡고 힘과 기술로 상대를 먼저 땅에 넘어뜨리

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놀이이다. 

씨름은 각저(角抵)·각희(角戱)·상박(相撲)·각력(角力)이라고도 하는데 옛 중국 문헌에

는 씨름을 ‘고려기(高麗技)’라고도 했다. 4세기경의 것으로 추측되는 중국 길림성 집안현

에 있는 고구려 고분(古墳)인 각저총(角抵塚)에는 두 사람이 맞붙어 씨름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로 미루어 삼국시대에 이미 씨름이 성행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사 충혜

왕(忠惠王) 즉위년인 1330년 3월조에 씨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왕은 아첨하는 신하 배전(裵佺)·주주(朱柱) 등에게 나라 일을 맡기고 날마다 아랫

사람들과 더불어 씨름을 하니 위아래의 예절이 없었다”.

조선시대에 와서도 김홍도(金弘道)의 풍속도에 씨름 그림이 있는 것으로 보면 씨름은 

조선에 와서도 그만큼 일반화되어있음을 보여준다. 경도잡지 단오조에 씨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서울의 소년들은 남산 기슭에 모여 씨름을 한다. 그 방법은 두 사람이 서로 맞서

서 허리를 굽혀 번쩍 들어 왼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다리를 잡고 또 오른손은 서로 

상대방의 허리를 잡는다. 두 사람이 같이 일어서며 허리를 번쩍 들어 메어친다. 씨름

에는 안걸이·밖걸이·돌려치기 등 여러가지 재주가 있다. 중국 사람은 씨름을 일컬

어 고려기(高麗伎) 또는 요교(撓跤)라 한다”.

이웃사람끼리 만나 힘을 자랑하던 씨름이 현대적 의미의 운동경기가 된 것은 광복과 

더불어 1946년 3월 7일 씨름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로 가맹함으로써이다. 이후 여

러 대학 체육학과에서 씨름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모집, 사회에 배출하고 프로 씨름인들



386  강원도사

제2장 | 강원의 민속예능

이 탄생함으로 씨름은 명실상부한 

현대인의 스포츠 종목이 됐다. 스

포츠로서의 씨름대회를 관장하는 

대한씨름협회가 매년 전국 대회를 

열고 있는데 2018년 설날장사씨름

대회는 2월 14일부터 19일까지 횡

성 실내체육관에서 열려 체급에 

따라 태백장사·금강장사·한라장

사·백두장사를 가렸다. 

24) 투호(投壺)

투호는 항아리 모양의 병을 일

정한 거리에 놓고 그 속에 화살 

같은 대를 던져 넣어 승부를 가

리는 놀이이다. 조선시대에는 주

로 궁중의 연회나 양반들의 기로

연(耆老宴) 때 여흥으로 벌였다. 

이 놀이는 중국의 당나라 때 성

행했던 놀이인데 신당서(新唐書) 
｢고구려전｣에 기록이 있는 것으

로 봐서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즐겼던 놀이로 추측된다. 김준근

(金俊根)의 기산풍속도첩에도 투호도가 실려 있어, 1900년대 초기에도 이 놀이가 성행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투호가 전승 놀이로 대중에 선보이기 시작한 것은 고궁이나 박물관의 전통놀이 체험

장에 투호를 마련한 데서 인 듯싶다. 자치단체들이 민속축제를 앞 다투어 개최하면서 

투호를 민속경기의 하나로 도입하거나 체험장을 장만하면서 강원도에도 투호가 민속놀

이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춘천 씨름(1980년)

강릉 투호(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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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못치기

어린이들의 놀이로 큰 못의 머리를 쥐고 땅에 

던져 못이 땅에 박히게 하는 놀이이다. 이 놀이는 

땅 빼앗기도 하고 진로(進路)를 막기도 하는 놀이

다. 정해진 원점(原奌)에서 각각 못을 던져 못이 

박힌 곳까지를 선을 긋는데 한 뼘이 넘으면 실격

(失格)이 된다. 이렇게 못을 쳐서 원을 그려나가

되 원과 원 사이를 되도록 좁게 하여 상대방이 

그 사이를 비집고 나갈 수 없게 해 승부를 낸다. 

땅 빼앗기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26) 군사(軍士)놀이

어린이들의 놀이이다. 가위·바위·보로 진 사람 두 사람을 문지기로 정하고 문지기

는 두 손을 높이 들어 잡고 문처럼 만든다. 그러면 나머지 어린이들은 한 줄로 서서 

문 안을 들어갔다 돌아 나왔다 하며 문답 노래를 한다. 이 놀이를 할 때 문을 드나드

는 어린이는 문지기의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하면 행렬에서 떨어져 나가 문안으로 들어가

지 못한다. 이렇게 놀면서 문안으로 드나드는 어린이가 없게 되면 대열에서 떨어져 나

간 첫째 어린이와 둘째 어린이가 문지기가 되거나 다시 가위 바위 보로 문지기를 정한다. 

문을 드나드는 어린이를 군사라고 하는데 문지기와 군사의 문답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문지기 : 어디 군사인가/군사 : 원주 군사일세/문지기 : 몇 천명인가/군사 : 삼천 명일

세/문지기 : 몇 바퀴 돌았나/군사 : 삼백 바퀴 돌았다/문지기 : 무슨 칼을 찼나/군사 : 

장도칼을 찼네/문지기 : 무슨 실을 신었나/군사 : 가죽신을 신었네/문지기 : 어디로 들

어가나/군사 : 동대문으로 들어가네

조선의 향토오락은 이와 비슷한 놀이로 삼척지역의 ‘동대문 열기’를 소개하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많은 사람이 원형으로 손을 잡으면 인솔자가 먼저 손을 잡은 채 한 곳을 기준으로 

하여 이어 잡은 손의 밑을 빠져나간다. 그 다음에는 전과는 반대 대형으로 한다. 기

준점으로부터 순서대로 혹은 반대 순서로 되풀이하여 전부가 빠져나간다”.

못치기판(한국민속예술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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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가마놀이

남자 어린이들이 많이 하는 놀이다. 서너 사람이 모이면 가위 바위 보로 진 사람 둘

과 이긴 사람이 함께 하는데 진 사람 둘은 마주 보고 상대방의 팔을 마주 잡고 가마를 

만들어 쭈그리고 앉는다. 그러면 이긴 사람은 두 사람이 팔을 마주 잡고 만든 가마에 

올라타고 마당을 다니게 한다. 가마놀이를 할 때는 가마가 다닐 거리나 걸을 걸음 수를 

미리 정한다. 

28) 줄넘기

여자 어린이들이 즐겨하는 놀이이

다. 6~7m 되는 새끼줄을 두 사람이 

양 끝을 잡고 돌리면 다른 어린이들

은 그 줄을 넘나드는 놀이이다. 돌

리는 새끼줄에 발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새끼줄이 도는 순간을 잘 맞

춰 뛰어야 한다. 새끼줄에 걸리면 실

격해서 그 어린이가 나와서 줄을 돌

려야 한다. 새끼줄 넘기는 여러 방법

이 있어 한 어린이가 몇 번까지 걸

리지 않고 뛰어넘는가를 내기하는가 하면 편을 갈라서 여러 어린이가 함께 돌아가는 줄

에 들어가서 걸리지 않게 뛰는 것을 가지고 승패를 겨루기도 한다. 줄넘기는 초등학교

의 체육시간이나 운동회의 한 종목이다. 아직도 어린이들에게는 친숙한 놀이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29) 호박따기

남녀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놀이로 가위 바위 보로 호박을 따는 영감과 호박을 지키

는 할멈을 정한다. 그리고 나머지 어린이들은 모두 호박이 된다. 호박이 된 어린이들은 

둥글게 원을 그려 앉고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손과 허리를 잡는다. 영감이 호박을 따

줄넘기(1950년대,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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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오면 할멈은 아직 호박이 익지 않았다고 한다. 영감은 “낼모레 동동” 하며 몇 바퀴

를 돌며 호박의 머리에 꿀밤을 먹이며 호박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따져본다. 할멈

과 영감은 몇 번 호박이 익었다 거니 안 익었다니 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영감은 “낼모

레 호박을 따겠다”라며 “낼모레 동동”하며 몇 바퀴를 돈 후 호박을 따려한다. 그러면 호

박이 된 어린이들은 서로 허리를 잡고 엉켜서 영감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한다. 영감

은 호박이 된 어린이의 머리에 꿀밤도 먹이고 간지럼을 타게 하여 어린이들 무리에서 

떼놓는다. 이때 무리에서 떨어지면 이 어린이는 영감이 자기 집에다 데려다 놓는데 떨

어져 나온 호박 어린이는 다른 곳에 숨기도 한다. 할멈은 호박을 숨겨주려고 하는데 영감 

손에 다시 잡히면 이 호박 어린이는 영감이 시키는 대로 호박 따는 영감이 되어야 한다. 

호박따기놀이에 대한 조사기록을 살펴보면 이 놀이는 호박을 따서 술래를 만든다는 

뜻보다는 오히려 상대방 말을 받아넘기는 대사 경쟁을 하는 놀이의 성격이 강한 것을 

보게 된다. 술래인 호박을 따려는 영감과 이를 막으려는 할멈이 대화에서 지게 되면 결

국 호박을 따라고 승낙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할멈은 호박을 딸 수 없다는 온갖 

이유를 대야 한다. 호박따기놀

이와 같은 놀이가 강원도지에 

수박따기놀이로 소개되어 있는

데 이 놀이의 성격을 잘 보여

준다. 수박따기놀이의 영감과 

할멈은 무려 40회 이상의 대화

가 꼬리를 문다. 이로 미루어 

수박따기나 호박따기놀이는 어

린이들이 마당에서 벌이는 마

당극, 즉 마당놀이와 같은 성격

을 지닌다고 하겠다.

30) 낫치기

농·산촌의 젊은이들이 산에 나무를 하거나 풀을 베러 갔을 때 많이 하던 놀이이

다. 농촌에서 산에 나무를 하거나 두엄을 준비하기 위해 갈 때에는 혼자 가지 않고, 여

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간다. 농촌의 젊은이들에게는 농사일을 할 때보다는 산에 가

수박따기 놀이(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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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이 즐거운 일로 ‘봄 나무꾼은 

평양감사 부럽지 않다’는 말까지 있

다. 

산에서 나무를 어느 정도 해서 

일을 마무리할 무렵이면 쉴 참에 

낫치기를 한다. 한 곳에 모아놓은 

나뭇단을 표적으로 적당한 거리에

서 낫을 던져 여기에 꽂히게 한다. 

이때 표적인 나뭇단에 낫이 제대로 

꽂히면 이기고 나뭇단에 낫이 꽂히지 못하면 지게 된다. 낫치기는 내기를 하기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해놓은 나무를 걸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긴 사람은 진 사람의 나무까지 

차지해 힘들이지 않고 많은 나무를 얻게 된다. 

낫치기는 논이나 밭 같은 평지에서도 심심풀이로 하는데 일정한 거리에서 낫을 던져

서 날 끝이 땅에 제대로 박혀 낫자루가 서게 되면 이긴다. 낫치기는 1970년대 조사된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에 보고되었으나 지금 이 놀이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농촌환

경의 변화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31) 닭싸움

주로 남자 어린이들이 야외에서 하는 놀이이다. 한쪽 다리는 두 팔로 잡아 올리고 한 

다리로 서서 무릎으로 상대방을 떠민다. 이때 다리를 잡고 있는 손을 놓거나 일정한 테

두리 밖으로 나가면 진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야외의 유흥장에서 유흥의 하

나로 가끔 하는 것을 불 수 있다. 

32) 돈치기

청소년들이 동전을 가지고 이것을 차지하는 놀이이다. 기점(基點)이 될 직선을 긋고 

여기서부터 3미터쯤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금을 그으며 그 금 위쪽 두어 뺨 거리에 

동전이 들어갈 만한 정도의 구멍을 판다. 그리고 ‘목자’라고 부르는 손바닥 크기의 돌

을 하나 준비한다. 편을 가르는 놀이가 아니므로 모인 사람들이 모두 기점 선에서 구멍

낫치기(국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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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해 차례로 동전을 던진다. 

이때 구멍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동전을 던진 사람 순으로 돈치기

의 순서가 된다. 순서가 정해지

면 던졌던 동전을 모두 모아 기

점 선에서 동전을 한꺼번에 구

멍을 향해 던진다. 던진 동전 중 

한 개라도 구멍 밑에 있는 선 아

래로 떨어지면 무효가 돼 돈을 

치지 못하고 다음 사람이 한다. 던진 동전 중에 구멍에 들어간 것이 있으면 던진 사람

이 그대로 차지한다. 동전을 칠 때는 다른 사람이 지시하는 것을 목자로 맞춰야 하는

데 맞추면 이를 차지하고 그러지 못하면 다음 순번이 나선다. 목자로 돈을 칠 때 지시

한 것 이외의 것을 잘못 맞추면 벌칙으로 동전을 한 푼 더 내놓아야 한다. 이런 벌칙

이 있기 때문에 맞출 동전을 지시하는 사람들은 가장 맞추기 어렵거나 다른 것이 맞을 

확률이 높은 것을 맞추라고 지시한다. 돈을 던질 때 서로 걸치는 경우가 생기면 목자를 

든 사람은 이것을 맞출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이것을 맞추면 이것을 전부 차지할 

수 있게 된다. 동전의 가치가 높을 때 청소년들은 이 놀이를 즐겨했으나 현재 돈치기는 

거의 소멸되어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33) 목자놀이

어린이들이 즐겨하던 놀이로 

마당이나 편편한 곳에 장방형의 

여러 칸이 있는 목자판을 그려놓

고 그 위에서 목자라고 하는 손

바닥만 한 납작한 돌을 던지거나 

차면서 하는 놀이이다. 목자를 

가지고 발로 차서 칸을 돌아오거

나 손으로 목자를 던져놓고 목자

가 있는 칸을 딛지 않고 한 바퀴 목자놀이(한국학중앙연구원)

돈치기(일제강점기, 국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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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올 때 목자를 집어 오거나 여러가지 규칙을 정해서 논다. 목자를 던지거나 발로 

찼을 때 선에 걸리거나 깨금발을 하고 목자판을 뛸 때 선을 밟아도 다음 사람 순서로 

넘어간다. 지역에 따라서 팔방차기·사방차기라고 하는데 강원도에서는 주로 ‘목자놀이’

라 한다. 영서지역에서는 ‘사방치기’라고도 했다.

34) 진(陣) 빼앗기

남녀 어린이들의 놀이로 모인 사람들이 두 패로 나뉘어 서로 진을 정하고 이를 먼

저 차지하기를 놀이한다. 양쪽이 각각 기둥이나 돌 또는 나무를 30~40보의 거리를 두

고 진으로 정한다. 진 빼앗기는 상대방이 내 몸에 손을 대기 전에 상대방의 진을 짚으

면 이긴다. 양쪽이 모두 수비와 공격 역할을 나누어 상대방의 진을 공격하는데 공격하

는 사람이 서로 만났을 때 진을 나중에 딛고 온 사람이 살고 먼저 진에서 출발한 사람

이 지게 돼있다. 때문에 진을 먼저 나온 사람은 늦게 떠난 상대방에게 쫓기게 된다. 공

격하는 사람을 많이 잃은 쪽은 진을 지키기 위해 수비를 하게 되고 공격할 사람이 많

은 쪽에서는 수비를 피해 진에 손이나 발로 짚으려고 경쟁을 한다. 어린이들의 순발력

을 겨루는 놀이여서 간혹 초등학교의 체육시간에 이 놀이가 활용되기도 한다. 

35) 수건돌리기

어린이들이 넓은 뜰이나 학

교 운동장에 모여 원을 그리

고 앉는다. 앉을 때 옆 사람과

는 양손이 닿을만한 거리로 한

다.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술래

를 정한다. 술래는 수건을 손

에 들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

하도록 하고 사람들의 뒤를 빙

글빙글 맴돌다가 한 사람의 뒤

에 떨어뜨리고 도망간다. 수건이 놓인 자리의 사람은 곧 수건을 접어들고 쫓아간다. 

수건을 떨어뜨린 술래는 재빨리 빈자리에 들어가 앉는다. 들어가 앉아버리고 나면 수

수건돌리기(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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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들고 있던 사람이 술래가 된다. 쫓아가서 먼저 수건을 떨어뜨렸던 술래를 잡으

면 술래는 다시 술래를 더해야 한다. 수건돌리기는 소규모 농촌학교에서 현재도 전승

하고 있는 놀이이다. 

36) 비석치기

어린이들이 즐겨 놀던 놀이로 3~4m의 거리를 정하여 양쪽에 선을 그어놓고 한쪽 선

을 기점(基點)으로 하고 한쪽 선에는 납작한 돌을 비석(碑石)처럼 세워 놓는다. 이 기점 

선에서부터 둥글고 납작한 돌로 약속된 여러가지 동작의 순서대로 비석 돌을 넘어뜨려 

승부를 겨루는 놀이이다. 던지는 돌을 금(金)이라고 하는데 금을 던지는 순서는 약속하

기에 따라 다양하다. 

● 기점 선에서 저쪽 선에 세워놓은 비석을 금을 던져 넘어지게 한다. 

● 금을 던져놓고 깨금발로 한발 뛴 다음 발로 차서 비석을 맞춰 넘어지게 한다. 

● 금을 오른발 등에 얹어 놓고 왼발을 한 발자국 뛴 다음 발등의 금을 던져 비석을 

맞춰 넘어지게 한다.

● 금을 오른손에 들고 오른발 가랑이 밑으로 던져 비석을 맞춰 쓰러지게 한다.  

● 금을 배 위, 어깨 위, 이마 위에 얹어 놓고 걸어가서 손을 안 대고 떨어뜨려 비석

을 맞춰 넘어지게 한다. 

비석치기는 비석거리에 세워져 있는 흔한 송덕비(頌德碑)를 언짢게 보던 대중의 심정

을 어린이 놀이로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37) 실뜨기

어린이들의 놀이이다. 실을 한 발쯤 길게 끊어서 끝을 묶은 후 두 손등에 걸쳐 당기

면 마주 앉은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실을 집어 자기 쪽으로 옮긴다. 그러면 두 어린이가 

엄지와 검지 등 다섯 손가락을 이리저리 활용해서 여러가지 형태를 만든다. 두 줄을 걸

었다 당기는가 하면 위로 뺐다가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서 직사각형에서 마름모꼴 등을 

만든다. 한 단계 한 단계 뜰 때마다 형태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 상대방이 어려워서 

계속 뜨지 못하면 못 뜬 어린이가 지게 된다. 실뜨기는 상대할 어린이 한 사람만 있으

면 어디에서건 즐길 수 있어 여자 어린이들에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놀이이다. 딸과 

어머니, 언니와 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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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땅재먹기

집안 마당이나 골목길 귀퉁이 같은 공간에서 어린이들이 하던 놀이이다. 사기 깨진 

조각을 동전만 한 크기로 곱게 갈아서 만들던가 동전만 한 납작한 돌을 하나씩 장만한 

다음 땅바닥에 둥근 원이나 사각형을 1~2m 크기로 그려놓고 그 둘레에 마주 보고 앉

는다. 먼저 자기 뼘 크기의 반원형 집을 선 위에 그려 놓는다. 이 집을 근거지로 가위 

바위 보를 해 이기는 사람이 큰 뼘 크기의 땅을 집에서부터 차지해 나간다. 이렇게 하

여 땅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이밖에 준비한 말을 손가락 끝으로 튕겨

서 상대방의 말을 맞춰 한 뼘씩 재어 땅을 넓히기도 한다. 이때 말을 한번 튀겨서 상

대방의 말을 맞추면 세 뼘을 재어 먹고 두 번 튀겨서 맞추면 두 뼘, 세 번 튀겨서 맞

추면 한 뼘을 재어 먹는다. 가위 바위 보를 해서 땅을 양편이 차지할 수 있는 만큼 차

지한 다음 다시 말을 튀겨 맞추는 대로 재어서 승부를 내기도 한다. 땅재먹기는 어린 

소녀들이 많이 하는 놀이였으나 지금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주거환경이 바뀐 데다 위

생관념도 이 놀이가 단절되는데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짐작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들이 

흙을 가까이할 기회는 더욱 멀어져 가고 있다. 

39) 술래잡기

마을 어린이들 사이에 널리 

즐기던 놀이이다. 여러 어린이

들이 빈터나 마당에서 모여서 

노는데 먼저 가위 바위 보로 

술래를 정한다. 기둥이나 나무 

또는 벽의 일정한 곳을 진(陣)

으로 정하고 술래는 그곳에 얼

굴을 대고 손으로 눈을 가린 

채 당초에 모두가 정한 수만큼

의 숫자를 센다. 술래가 숫자

를 세는 동안에 다른 어린이들

은 술래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을만한 곳에 재빨리 자기 몸을 숨긴다. 술래는 수를 다 

센 다음 얼굴을 들고 눈을 떠서 자기가 눈을 가리고 수를 세는 동안 숨은 다른 어린

술래잡기(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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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찾아낸다. 이때 숨어있던 어린이가 술래보다 먼저 뛰어 진을 손바닥으로 짚으면 

다음번에도 술래를 하지 않고 숨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술래가 숨은 어린이를 찾아

서 그 어린이의 이름을 부르며 먼저 진을 짚으면 술래를 면한다. 술래가 아닌 어린이들

은 술래가 숨은 사람을 찾기 위해 진을 비웠을 때 재빨리 뛰어 나가 술래보다 먼저 진

을 짚는다. 그러면 술래를 면하게 된다. 만일 술래가 숨어있던 어린이를 하나도 찾아내

지 못하거나 숨어있던 어린이들이 술래보다 모두 먼저 진을 짚으면 술래는 다시 술래를 

해야 한다. 술래가 숨어있던 어린이를 여럿 찾아 냈으면 제일 먼저 술래에게 진 어린이

가 술래가 되기도 하고 술래에게 진 어린이들이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술래를 정하기도 

한다. 술래잡기는 별다른 도구 없이 즐길 수 있는 놀이이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아니면 

어느 때든지 놀 수 있는 놀이였다.

40) 공기놀이

어린 소녀들이 많이 하던 놀이

이다. 작고 예쁜 돌을 5개 가지

고 노는 놀이인데 처음에 5개의 

공깃돌을 모두 바닥에 던지고 

그중에 하나를 골라 공간에 던

지고 바닥의 돌을 집고 공간에 

던졌던 돌을 함께 잡는다. 이렇

게 네 번을 다 잡으면 그다음은 

2개씩 두 번 잡고 다음은 1개를 

한번 잡고 3개를 일시에 잡는다. 

그다음은 4개를 동시에 잡는다. 실수 없이 이 과정을 다 치르면 왼 손가락을 바닥에 벌

려 문처럼 만들어놓고 공깃돌 하나를 허공에 던져 그것을 받는 사이에 바닥에 놓인 돌 

하나씩을 넣되 상대가 지적한 돌은 마지막에 한 번에 넣어야 한다. 이것이 모두 성공하

면 문안에 들어온 돌 4개를 한 번에 또 집어 올려야 한다. 끝으로 5개의 공깃돌을 손

등으로 받아 이것을 2개 이상 손등에 있게 하고 이것을 허공에 던져 그중 하나는 꺾어 

받고 하나는 그대로 받은 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을 집어 올리면 한판이 끝난다. 공

깃돌이 많은 경우는 많은 공깃돌을 모두 바닥에 뿌려 놓고 옆의 것을 건들지 않고 누

공기놀이(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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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많은 돌을 차지하는가로 승부를 겨룬다. 이때에도 공깃돌 하나를 허공에 던지고 

그것이 떨어지기 전에 바닥의 돌을 집고 허공의 돌을 잡아야 한다.

이 놀이는 밖이나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놀이여서 소녀들 사이에서는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요즘은 관심에서는 멀어진 놀이가 되어가고 있다.

41) 봉선화 물들이기

한여름에 봉선화 꽃이 피면 부녀자들이 

이 꽃을 따서 손톱에 물을 들인다. 봉선

화 꽃잎을 따서 백반을 섞어 짓찧은 다음 

물들이고 싶은 손톱에 붙여서 봉선화 잎

이나 큰 풀잎으로 싸고 그 위를 실로 총

총히 감아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하룻밤

을 둔다. 다음 날 풀어 보면 봉선화 색깔

이 곱게 손톱에 그대로 물들게 된다. 봉

선화가 활짝 피는 계절이면 집집의 부녀자들이 모여 봉선화물을 손톱에 들인다. 여기에

는 붉은색은 잡귀를 쫓는다 하여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는 믿음이 숨어있다. 매니큐어가 

확산되면서 봉선화 물들이기는 자취를 감추었으나 최근 우리 꽃 가꾸기 운동이 벌어지

면서 봉선화가 곳곳에 피어나고 봉선화 물들이기도 자주 발견된다.

42) 풀각시놀이

소녀들이 하는 일종의 인형놀이이다. 봄철에 난초의 

긴 잎을 잘라서 나물 데치듯 물에 데쳐 풀잎을 잘 가

다듬어 머리채처럼 만든다. 이것을 수수깡이나 싸리나

무대에 묶고 머리채 땋듯이 땋거나 머리를 올려 비녀를 

찔러 여자의 인형을 만든다. 그리고 이 인형을 가지고 

소꿉장난을 한다. 동국세시기에 풀각시놀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봉선화 물들이기(한국학중앙연구원)

풀각시(공주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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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들이 푸른 풀을 뜯어다가 머리채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 이것을 붙인 다음 

붉은 치마를 입히는데 이를 각시라 한다. 이부자리와 머리맡 병풍을 쳐놓고 놀기도 

한다”. 

이것으로 보아 이 놀이는 오래전부터 여자 어린이들 사이에 전해온 놀이인 듯싶다. 

1977년의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에도 풀각시놀이가 조사되었는데 현재 이 놀이는 완

전히 단절됐다. 다양한 인형들이 양산되어 공급되면서 여자 어린이들의 인형놀이 욕구

가 쉽게 충족되었기 때문인 듯싶다.

43) 풀싸움

풀들이 잎을 피기 시작하는 늦은 봄 여자 어린이들이 즐겨하던 놀이이다. 여자 어린

이들이 둘이나 또는 여럿이 여러 종류의 풀 뜯기를 겨룬다. 일정한 시간에 제각기 풀

을 뜯어 모으되 무슨 풀인지 상대가 모르게 한다. 귀한 풀일수록, 상대가 갖지 못한 풀

이 많을수록 승패가 갈린다. 한 어린이가 자기의 풀 하나를 내보이면 다른 어린이도 그

것과 같은 풀을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차례를 바꾸어 가며 풀을 내놓아 상대가 내놓지 

못하면 점수를 얻어 점수가 많은 쪽이 이긴다. 이와 달리 토끼풀이나 제비꽃의 줄기를 

서로 걸어서 당겨서 끊는 겨루기도 한다. 풀싸움은 여러가지가 있어서 예부터 초전(草

戰)·초희(草戱)·투초(鬪草) 등으로 기록했다.

44) 구슬치기

남자 어린이들이 직경 1㎝ 쯤 되는 원형의 유리나 쇠로 된 구슬을 가지고 노는 놀

이이다. 마당이나 편편한 곳에 3m 거리에 기점선을 긋고 삼각형으로 구슬을 놓을 집

을 그어놓는다. 두 사람이나 몇 사람이든 각각 구슬을 몇 알씩 정해서 구슬 집에다 

놓는다. 가지고 있던 또 다른 구슬로 구슬 집에 있는 구슬을 맞춰서 세모 밖으로 꺼

내면 자기가 차지한다. 구슬치기는 이밖에도 여러 방법이 있다. 구슬은 가게에서 사

서 쓰는데 유리구슬이 나오기 전에도 이 놀이는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것은 단

단한 나무의 열매나 곱돌을 구슬처럼 써서 구슬치기와 같은 놀이를 하는 것을 보면 

짐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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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자치기

제기차기와 더불어 남자 어린

이들이 가장 많이 하고 놀던 놀

이이다. 길이 30~40㎝ 가량의 자

(尺)로 쓸 막대와 10㎝ 가량의 엇

갈리게 자른 막대 ‘메뚜기’를 가지

고 경기를 한다. 둘 또는 그 이

상의 어린이들이 편을 지어 땅바

닥에 원을 그려놓고 긴 자막대기

로 짧은 막대기인 메뚜기를 쳐

서 될 수 있으면 멀리 날려 보낸

다. 또는 땅바닥에 홈을 파고 홈 

위에다 메뚜기를 가로로 얹어 놓고 긴 막대기로 날려 보내기도 한다. 메뚜기가 날아올 

방향에 상대방은 서서 이것을 받으면 공격하던 사람과 수비하던 사람이 바뀐다. 받지 

못하면 주워서 원과 홈으로 던진다. 공격하던 사람은 서로 정한 약속에 따라 한 번이

나 세 번 자막대기로 메뚜기를 땅에서 튀겨 올려 쳐서 날려 보낸다. 이 메뚜기를 상대

방이 받아도 편을 바꾸고 못 잡으면 날아가 떨어진 곳에서 원이나 홈까지의 거리를 자

막대로 재서 그 길이로 내기를 한다. 조선의 향토오락에는 자치기를 ‘척취(尺取)’·’척

타(尺打)’로 기록하고 있다. 자치기는 광복 후 6·25전쟁 전까지만 해도 남자 어린이들

이 가을과 겨울 사이에 가장 즐기던 놀이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자취를 찾

아보기 힘들게 됐다.

46) 고누 

봄철 청소년들이 마을의 양지바른 집의 햇볕이 드는 마당이거나 한여름에는 마을의 

정자나무 밑 그늘진 땅에 말판을 그려 놓고 즐길 수 있었던 것이 고누이다. 땅바닥에 

고누 말판을 나뭇가지로 파서 그려놓고 그 위에 나뭇가지나 조약돌, 사기 조각 등을 말

로 쓰면서 상대방과 말 쓰는 지략을 겨루었다. 그래서 고누를 ‘지기(地碁)’라고도 한다. 

고누 말판은 때로는 장기와 같이 나무판자에 그려놓기도 했다. 고누는 장기나 바둑과는 

자치기(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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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아무 곳에서나 잠시 즐길 수 있는 

가장 토속적인 놀이이다. 그러나 고누

는 현재 현대를 사는 노인들에게도 기

억 속의 놀이가 되었고 이것으로 즐기

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다른 

지역에서는 고누 말판이 바위에 그려져 

있는 것이 발견되고 나무판으로 되어있

는 고누 말판이 보관된 것이 있으나 강

원도 안에는 이런 고누 말판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문헌에서 고누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2007년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한 

개성(開珹)의 만월대(滿月臺)에서 고누 

말판을 새겨 놓은 것으로 추측되는 벽돌

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한국민속종합

조사보고서에 고누가 보고된 것으로 보아 1950년대 전후까지는 즐겼던 것이 현재 소

멸된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에는 우물고누·호박고누·5밭고누·바퀴고누·참고누가 

소개됐다. 우물고누와 호박고누는 상대방의 말이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 움직이지 못

하도록 해서 승부를 겨루나 5밭고누와 바퀴고누·참고누는 상대방의 말을 따먹는 것이 

규칙이다. 

우물고누는 고누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말판에 우물이라는 장애물로 말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각각 두 마리의 말을 놓고 상대방의 길을 막아 움직이지 못하

게 하면 이긴다. 호박고누는 각각 세 개의 말을 놓고 이것을 한 발씩 움직여 먼저 상

대방의 진(陣)에 들어가 세 말을 가지런히 세워놓으면 이긴다. 행마(行馬) 할 때 상대방

의 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도 이긴다. 참고누는 다른 고누는 처음부터 말을 놓고 시작

하지만 이 고누는 번갈아 가며 말을 놓아 직선 위에 새 개의 말을 놓으면 곤이 되었다

고 해서 상대방의 말을 하나 떼어낸다. 그 자리에는 ‘X’표를 하여 말을 놓지 못하게 한

다. 말을 놓을 자리가 없어지면 놓은 말을 움직여 곤을 만들고 그때마다 “곤이야!”라고 

상대편의 말을 하나씩 뗀다. 상대편의 말을 뗄 때는 곤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골

라서 뗀다. 어느 쪽이건 곤을 만들 수 있는 말의 수가 세 개 이하가 되면 지게 된다.

김홍도필 ｢풍속도화첩｣ 중 고누놀이(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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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소싸움

여름이 되어 들에 풀이 무성하면 소를 먹이기 위해 젊은이들이 소를 몰고 나온다. 이

때 수소끼리 싸움을 시킨다. 우리나라의 황소는 원래 유순해서 싸움을 하려 하지 않으

나 소를 흥분시켜 싸움을 붙인다. 소의 코 고삐를 풀고 싸움을 시키는데 서로 뿔을 맞

대어 상대를 떠받고 밀친다. 무릎을 꿇거나 넘어지거나 도망을 하면 지게 된다. 강릉지

역에서는 농부들이 심심풀이로 소싸움을 시켰으나 이제 자취를 감추었다. 경상북도 청

도에서는 소싸움을 지역의 민속축제로 전승하고 있다.

48) 장치기

장치기는 현대의 필드하키와 비슷한 놀이로 나무채를 이용하여 나무나 칡 줄로 만든 

공을 쳐서 승부를 겨루는 놀이이다. 타구(打毬)라고도 하는데 두 편으로 나누어 각자 채

를 가지고 공을 쳐서 상대방의 구문(毬門)에 넣어 승부를 내는 놀이로 정초나 농한기에 

청장년들이 하던 놀이이다. 장치기가 대중에 퍼지기 전에는 군사 훈련을 위해 말을 타

며 경기했던 격구(擊毬)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나라 태종 때에 격구희(擊毬

戱) 또는 타구(打毬)라는 것을 장치기의 기원으로 보고 있는데 발원지는 페르시아로 보

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치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사 태조 원년인 918년에 “상주(尚州)

의 적의 우두머리 아자개(阿字蓋)가 사람을 보내 귀순할 뜻을 전하자 그를 맞이하는 의

식의 예행(豫行)을 구정(球庭)에서 했다”고 하는 것이 보인다. 이를 보면 격식을 갖춘 장

치기 놀이마당이 이때 마련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세종실록에는 “격구를 

잘하면 가히 기사(騎士)를 잘하고 창도 잘 쓴다. 이제부터 무과에서 격구로서 시험을 보

아 인재를 뽑으라 명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태조와 태종에 의해 장려된 격구는 세종시

대에 이르러 무과 전시(殿試)의 과목으로 채택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극단

적 문치주의(文治主義)는 무예를 경시하게 됨에 따라 점차 소멸되었다. 이때까지 궁중이

나 양반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격구는 승마 격구였다. 이와 같은 격구가 소멸되면서 보

행 격구로 변모하여 일반 민중의 놀이로 전파됐다.

1931년 2월 5일 동아일보사가 주최한 제1회 전조선 얼레공대회가 평택에서 32개 팀이 

참가했다는 기사는 이 무렵 장치기가 전국대회를 개최할 만큼 전승되고 있었음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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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조선의 향토오락에 따르면 강원도에도 원주·횡성·평창·화천·인제·강릉·삼

척·양양 등 영서와 영동지역에 모두 장치기가 이루어졌음이 보고되고 있다. 이 보고서

는 장치기의 놀이 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전원을 두 편으로 나누어 가운데로부터 같은 거리에 위치한 곳에 각기 집을 정한

다. 각자 앞이 구부러진 막대기를 가지고 손수 만든 나무공을 막대기로 쳐서 상대방

의 집에 먼저 넣으면 이긴다”.

광범위하게 전승되었던 장치기는 6·25전쟁을 겪으면서 농촌의 취락구조가 급격히 도

시화되면서 전승이 단절된 놀이가 되었다. 이와 같은 장치기를 1984년 화천군이 재현하

여 제2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여 첫선을 보였다. 이어 1991년 제9회 강원

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다시 출연하여 종합우수상을 받았다. 화천군의 장치기는 1992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강원도 대표 팀으로 출연하여 놀이 부문 1위인 문화공보부 장

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49) 호미씻이

호미씻이는 농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쉬게 하는 날이자 이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날이다. 호미씻이 날을 머슴날이라고도 하는데 7월 15일을 전후하여 마을의 형편에 따

라 택일을 한다. 이날에는 각 가정에서 제각기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산이나 계곡 같은 

곳에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소리와 춤으로 하루를 즐긴다. 농부들의 잔치인 만큼 

농악도 치며 흥겹게 논다. 이때에 마을 중에서 농사가 가장 잘 된 집의 일꾼을 뽑아 

일을 잘 했다고 추켜세우며 술을 권하여 위로하고 삿갓을 씌워 소에 태워 마을을 돌

아다닌다. 그러면 그 집의 주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술과 떡으로 한 턱 낸다. 호미씻이

화천 장치기(1984년) 화천 장치기(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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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초연(草宴)이라고도 하는데 김매기나 농사일도 거의 끝나 호미가 필요 없게 되었으

니 호미를 씻어 둔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호미씻이를 강릉·동해·정선 등지

의 영동 생활권 지역에서는 ‘질먹기’ 라고도 한다. 호미씻이는 품앗이를 하는 두레의 운

영과정에서 치러야 하는 행사 중의 하나였으나 두레가 자취를 감춘 지금에 이르러 호미

씻이가 의미를 잃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영농이 기계화되면서 농사를 짓는데 인력이 급격히 줄게 됐다. 또한 영농도 개별화되

면서 공동체 의식도 희박해졌다. 이에 따라 두레는 자연히 자취를 감추게 됐다. 가끔 7

월 무렵 마을에서 마을기금을 가지고 하는 마을 잔치가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주제는 농사일보다는 마을의 공동 이익을 위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대부

분이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아직 호미씻이에 대한 기억은 남아 있어서 호미씻이를 주제

로 한 민속 마당놀이를 만들어 민속예술축제에 출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985년 제3

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원성군 매지리에서 ‘원성 논매기와 호미씻이’를 출연했고 

동해시는 1984년 제2회 강원도민속경연대회와 1998년 제16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망상 질먹기’를 출연했다.

50) 지게놀이

운반 도구로서 농민들에게는 떼어놓을 수 없는 생활도구인 지게를 소재로 하여 농촌 

청년들이 즐기던 놀이가 지게놀이다. 지게놀이는 지게를 가지고 각자가 오래 타기, 멀리 

가기 타기 등 내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상여를 꾸며 놀기도 하고 두 편으로 갈

라 상여 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상여 싸움은 편을 갈라 지게를 묶어 상여를 만들어 승

부를 겨룬다. 선소리에 맞추어 출상을 하여 두 개의 상여가 한 곳에서 만나 부딪쳐 승

부를 가른다. 이때 상여가 허물어지거나 힘이 없어 뒷걸음치게 되면 그 편이 진다. 

지게상여놀이는 조선의 향토오락 양양지방편에도 조사·보고됐다. 지게상여놀이는 

원성 논매기와 호미씻이(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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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복원하여 1995년 13회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여 종합우수상을 받고 

이듬해인 1996년 제3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나가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51) 다리헤기

소녀들의 놀이로 서너 사람이 서로 마주 앉아 상대방 다리 사이로 서로 다리를 뻗

고 한쪽에서 차례로 다리를 짚으면서 헤어 나간다. 일정한 수를 헤어나가다 끝수에 잡

히면 다리를 걷어 올리는데 이렇게 해서 끝까지 남는 사람이 지게 된다. 다리를 헬 때

는 ‘앵기(1)·댕기(2)·가락지(3)·접시(4)·올라(5)·가다가(6)·가매(7)·꼭지(8)·따깨(9)·

동(10)’하고 외친다. 이 숫자를 헤는 소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나 ‘동’ 즉 

열 번째에 걸리는 사람은 다리를 걷게 된다. 이 놀이는 서넛만 모이면 놀 수 있어 이

웃 소녀들끼리는 물론 형제들끼리도 무료할 때 방안에서 발을 뻗고 서로 바꾸어가며 다

리를 헤고 지는 사람에게 약속한 벌을 주기도 한다. 조선의 향토오락의 양구지역 기

술에 보면 ‘하날때놀이’라 하여 다리헤기놀이가 소개되어있다. 

“하날때·두알때·사마정·날때·영낭·거지·팔때·장군·고드레·뻥”이라는 말로 1

부터 10까지 센다. 다리를 쭉 펴고 마주보고 늘어앉아 서로 다리를 엇갈리게 끼운다. 

한쪽에서부터 숫자를 세어 가다가 열 번째 해당하는 다리를 빼낸다. 이런 식으로 다

리를 빼는데 첫 번째로 다리를 다 뺀 사람이 왕, 두 번째는 사람, 세 번째는 개, 말, 

마지막이 거지가 된다. 거지는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데, 다른 짐승은 짖거나 울어서 

이를 알린다. 그러면 거지는 시침을 떼고, 훔쳤다고 자백하지 않는다. 그때 왕이 거지

를 불러 소리치며 야단쳐서 자백을 받는다”.

위 기록으로 보아 다리헤기놀이는 이 놀이의 본 놀이인 임금이 도둑을 잡아 도둑에게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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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징악(勸善懲惡)인 처분을 하는 것을 본 딴 것으로 어린이들의 소인극(素人劇) 부분

이 소멸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놀이는 성격상으로 봐서 다리헤기는 소인극의 인물 배정

을 위한 선도적(先導的) 놀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세월이 지나면서 본 놀이는 소멸하고 

선도놀이만이 전승된 것이 아닌가 한다.

52) 그림자놀이

불빛을 이용해 벽이나 걸어 놓

은 포장(布帳)에 여러 형태를 손

으로 만들어 비추게 하는 놀이

이다. 손의 모양에 따라 개·토

끼·새·사람 등의 그림자를 벽

이나 장막에 만들어 낸다. 호롱

불이나 촛불을 손을 사이에 두고 

벽이나 장막에 비추면 그 그림자

가 나타나게 된다. 두 손으로도 

모양 짓기가 어려우면 종이를 접어 이용하거나 나무 막대기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어

린이들은 여러가지 모양의 그림자를 보면서 환상의 나래를 펴고 꿈의 나라로 가보기도 

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연극이나 영화가 널리 보급되기 전까지는 그림자놀이가 어린이

들 사이에 흥미 있는 놀이거리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이 놀이도 어린이들 사이에서 자취

를 감추었다.

53) 조조(曹操)잡기

어린이들의 놀이로 도둑잡기나 숨긴 사람 찾아내기 놀이이다. 요즘 트럼프만한 종이쪽

지에 유현덕(劉玄德)·조조(曹操)·공명(孔明)·한신(韓信)·장량(張良)·조자룡(趙子龍)·

관우(關羽) 등 삼국지(三國志)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을 놀이할 사람의 수대로 쓴다. 이 

쪽지를 보이지 않게 엎어 놓고 제각각 한 장씩 뽑아 남에게 보이지 않게 갖는다. 그중 

유현덕을 잡은 사람이 대장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한다. 유현덕이 “장비는 조조

를 잡아 대령하라”하면 장비라는 쪽지를 가진 사람은 눈치를 살펴 조조 쪽지를 가지고 

그림자놀이(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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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다고 짐작되는 사람을 지적한다. 이때 장비가 조조 쪽지를 가진 사람을 바로 지적

하면 조조는 잡히고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면 장비가 진다. 여기에 벌칙을 두어 내기를 

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삼국지 인물 카드가 상품화되어 있어 요즘 어린이들은 이것으

로 뽑기 내기를 한다.

54) 엿치기

청소년들의 놀이로 엿 장사의 엿목판 앞에서 흔히 한다. 엿 장사가 마을에 오면 청소

년들이 모여 엿치기를 하는데 엿가락 한 가락씩 골라잡고 이것을 부러뜨려 부러진 단면

에 구멍이 가장 큰 것을 고른 사람이 이기고 가장 적은 사람이 진다. 엿가락을 부러뜨

릴 때 기술이 필요해서 속히 한 번에 부러뜨려야 엿가락의 구멍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부러뜨린 후에는 구멍을 향해 강하게 불어야 구멍 안에 콩가루 등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는다. 엿 장사가 파는 가락엿은 이것을 만들 때 여러 차례 늘리어서 만들기 때문에 

엿가락 안에 구멍이 생기게 돼 있다. 엿치기에서는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엿 값을 내

주었다. 6·25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청소년들의 주전부리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엿이었

으나 현재는 엿 장사를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5일장이나 지역 축제 때 어른들의 향수

를 불러일으키는 행사로 엿 장사가 가끔 등장할 정도이다.

55) 팔씨름

소년이나 청장년(靑壯年)들이 힘을 겨

루는 놀이이다. 두 사람이 손바닥을 붙여 

서로 주먹을 마주 잡고 팔꿈치를 땅에 대

고 힘을 써서 상대방의 팔을 넘겨 손등이 

땅에 닿게 하면 승부가 끝난다. 힘을 겨

룰 때 팔꿈치를 땅에서 떼면 반칙이 된

다. 힘의 차이가 많이 있을 때는 힘이 센 

쪽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잡고 하기도 한다. 팔씨름은 지금도 젊은이들 사이에 힘자랑을 

하기 위해 심심풀이로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자치단체의 민속축제에 경기 종목의 하

나로 채택될 때도 있다.

팔씨름(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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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목침(木枕) 빼앗기

목침은 4각장방형의 나무로 된 베개이다. 이 베개는 남자들이 기거하는 사랑방에서 

잠시 쉬거나 잘 때에 베는 나무 베개이다. 남자들의 생활 용품인 목침 빼앗기는 장정

들이 모이는 사랑방에서 많이 하는 놀이이다. 목침의 두 끝을 두 사람이 각각 한쪽 손

으로 잡고 잡아당겨서 빼앗는다. 이때 목침을 허공에서 당기는 경우도 있으나 엄정하게 

힘을 겨루기 위해 목침을 자리에 대고 서로 당겨서 손아귀 힘과 팔 힘을 겨룬다. 요즘

은 목침이 4각장방형이 아니고 원형의 편백나무 목침이 유행하고 있어 목침의 모양도 

변화했다. 사랑방에서 흔히 하던 목침 빼앗기는 최근에는 없어지는 추세여서 보기 힘들

고 간혹 지역 단위의 민속축제에서 체험 행사의 하나로 보게 됐다.

57) 대방(大房) 힘겨루기

대방 힘겨루기는 횃불 싸움 같이 이웃 마을끼리 청년들이 지혜와 힘을 겨루며 화합하

는 놀이이다. 대방이란 마을 청년들의 대표자 또는 지휘자를 의미한다. 마을에서 나이가 

많고 유력한 사람으로 마을의 대소사(大小事)를 결정해주는 사람을 영좌라고 하는데 대

방은 영좌로부터 인정을 받은 부영좌라 할 수 있다. 이웃 마을과 시시비비가 생겨도 대

방이 나설 수밖에 없다. 이웃 마을과 청년 사이에 시비가 생기면 대방 겨루기로 발전한다.

대방겨루기는 처음에는 말싸움으로 시작한다. 말싸움은 상대방의 생김새에서부터 조

상까지를 초들며 몰아세운다. 말싸움으로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면 무거운 짐 나르기 등 

힘자랑과 종당에는 서로 맞붙는 씨름이나 팔씨름 등 대방끼리의 힘겨루기를 하게 된다. 

대방과 대방의 힘겨루기는 집단 힘겨루기까지로 발전하여 장치기, 지게상여싸움을 하기

도 한다. 대방겨루기는 서로 분이 풀리지 않으면 다음 해를 기약하기도 한다. 대방겨루

기는 이웃 마을과의 시시비비를 서로 만나서 몸을 부딪치면서 풀어 이웃과 함께 살아가

는 방법을 찾아가는 지혜를 보여주는 놀이이다. 

이와 같은 대방겨루기는 평창군 대화면에 오랫동안 전승되었는데 이를 재현하여 민

속마당놀이로 구성, 평창군의 지역축제인 노성제(魯城祭)에 1984년도에 선보였다. 이후 

1985년 제3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와 이어 2011년 제24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에 출연

하면서 전승하고 있다. 강원도민속예술축제에서 연희된 민속놀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많

은 민속마당놀이 중에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민속놀이가 소재가 된 종목은 흔하지 않았

는데 평창 대화 대방놀이는 전승 민속놀이가 소재였기에 주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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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신랑(新郞)달기

혼례의 의식이 끝나면 신부 마을의 청년들이나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을 괴롭혀 즐기

면서 푸짐한 대접을 끌어내는 놀이이다. 특히 영동지역의 옛 결혼 관습은 결혼하면 첫

날밤을 신부 집에서 보내야 했고 결혼 후 며칠 지나 신랑이 신부집을 다시 찾는데 이를 

재행(再行)이라고 한다. 신랑이 신부집에 왔을 때 마을 젊은이들이 몰려와 신랑을 단다. 

신랑을 달 때는 대부분의 경우 신랑을 마을 처녀를 훔쳐간 범인으로 몰아 국문하는 형

식을 취한다. 판관(判官)과 사령(使令)이 정해지면 처음에는 신랑의 처남이나 신부의 인

척을 끌어다 취조한다. 이런 식으로 신부의 가족들을 괴롭히다 신랑을 잡아 대령한다. 

판관의 지시에 따라 사령이 신랑을 심문하는데 신랑의 한 쪽 다리를 오랏줄로 묶어 매

단다. 심문하는 질문에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면 처음에는 복숭아뼈를 북어 같은 충격이 

많지 않은 것으로 살살 때리다 종당에는 다듬이 방망이로 발바닥을 때리며 다그친다. 마

을 청년들의 신랑달기는 신랑에게 적당한 고통을 주어 신부를 조강지처로 삼아 평생을 

해로하라는 다짐을 받아내고 처가의 대소사에 사위의 역할을 착실히 하고 처가 마을 사

람들에게도 소홀하면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지금은 혼례를 신부집에서 치

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모두 

예식장에서 함으로 신부집 마

을에서 신랑을 달던 신랑달기

는 없어졌다. 대신 신랑의 친구

들이 신랑을 괴롭힐 기미가 보 양양 왁달계놀음(1991년)

평창 대화 대방놀이(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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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미리 친구들에게 장가가는 턱을 약속하거나 현찰을 건네주기도 한다. 사라져 간 

신랑달기를 양양군에서는 이를 재현해서 1991년 제9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양양 

왁달계놀음’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했다. 왁달계란 신부 마을 청년들이 혼례 때 신랑을 달

기 위해 모인 계라고 한다.

59) 대도둠[대도듬]

호상놀이로 복을 누리고 오래 산 사람이 죽었을 때 장사 집에서 이루어지는 놀이이

다. 상여가 나가기 전날인 드장날 밤에 상두 계군들이 상가에 모여서 상여를 챙겨보고 

상여 멜 자리를 확인하고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를 하며 발을 맞춰보고 하는 놀이이다. 

상가의 사위를 달아 술과 떡으로 푸짐한 대접을 받으면 상두꾼들이 흥이 나서 빈 상여

를 메고 고인과 인연이 깊은 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사위를 계속 달면서 상가의 우울

한 분위기를 전환시켜 슬픔에 잠긴 상주를 위로하고 망인의 명복을 비는 역할을 한다. 

영동지역인 양양에서는 상가에서 사위를 다는 것을 ‘선드레’라고 한다.

장례를 대부분의 경우 집에서 치르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치러 대도둠은 보기 힘들게 

됐다. 보기 힘들게 된 대도둠을 노인들의 고증을 받아 이를 재현하여 민속예술경연대회

에 출연한 사례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에서 1994년 제12회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에 이 놀이를 ‘매지 대도둠놀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했고 영월군 북

면 공기리 주민들이 1998년 제16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영월군 상여 대맞이놀이’

라는 이름으로 경연에 참여했다. 영월군이 출연했던 이 놀이는 2008년 제23회 강원민속

예술축제에 출연했고 2011년에는 제52회 전국민속예술축제에 출연하기도 했다.

원주 매지 대도둠(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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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에서는 장례 때 사위를 다는 것을 ‘진사놀이’라 하여 사위를 수수대로 만든 안경

과 수염을 단 우스꽝스러운 진사로 분장시키고 소나무 가지로 앞길을 쓸며 “진사 출두

요!”하고 벽제를 외치고 끌고 다니면서 달았다. 사위를 다는 것은 드장날 뿐 아니라 장

례를 마친 후에도 상두꾼들이 주도했다.

60) 썰매타기

얼음 위나 눈 위에서 미끄럼을 타는 어린이들의 놀이이다. 얼음에서 타는 썰매는 나

무판자로 사람이 올라설만한 틀을 만들고 그 밑에 얼음에 잘 미끄러지는 굵은 철사나 

스케이트 날처럼 만든 철판을 바닥에 박아서 미끄럼틀을 만든다. 얼음을 지칠 수 있는 

꼬챙이는 40~50㎝ 길이의 작대기 끝에 굵은 못이나 철사를 박아서 이것으로 방향을 바

꾸고 속도를 내는데 쓴다. 썰매를 타는 어린이들이 여럿이 모이면 일정한 거리를 정해 

달리기를 겨루기도 하고 편을 갈라 현대식 아이스하키와 같은 경기도 한다. 적은 돌멩

이나 단단한 나무 조각을 퍽으로, 썰매 꼬챙이는 스틱처럼 사용한다. 

눈썰매는 쪼갠 대나무를 불에 휘어 썰매의 부리처럼 만들고 판자 밑에 붙여 만든다. 

앞에 줄을 매어 끌어주거나 경사진 곳에 눈이 쌓였을 때 이곳에서 썰매를 탄다. 스키가 

보급되기 전에 산간지역에서는 어른들도 썰매를 만들어 탔는데 놀이로 타기보다는 눈이 

왔을 때 이동하는 수단으로, 또는 눈에 갇혀 있는 짐승을 잡으러 갈 때 썰매를 이용했

다. 어른들의 썰매는 벚나무 등으로 길이는 1m, 넓이는 12~15㎝, 두께는 5㎝의 늘판자

의 중간 지점에 구멍을 뚫어 끈을 달아서 발을 묶도록 했다. 앞쪽은 불에 구워 부리처

럼 약간 들리게 했다.

스케이트와 스키가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옛 얼음이나 눈썰매는 자취를 감추게 됐

다. 스키장과 스케이트장이 곳곳에 생긴 데다 어린이들을 위한 눈썰매장도 많이 생겼다. 

춘천 얼음썰매(1980년) 평창 횡계의 겨울 눈썰매(1955년, 동강사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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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을 위한 눈썰매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공급하고 있다. 겨울축제장에서 옛 추

억을 되새기기 위해 얼음 썰매장을 만들어 옛 얼음 썰매를 간혹 선보이기는 한다.

61) 종경도(從卿圖)

승경도(陞卿圖)라고도 하는데 옛 양반가

문의 젊은이들이나 유림 사이에 사랑을 받

던 놀이로 조선왕조의 관직 이름을 그림으

로 표시한 말판에 주사위를 던져 승진하는 

놀이이다. 말판 중앙에는 궁중의 관직을, 변

두리에는 외직(外職)과 벌칙을 그려놓고 1에

서 5까지 눈을 새긴 주사위를 던져 말판을 

따라가게 했다. 문과(文科)의 길로 들어서면 

영의정, 무과(武科)를 택한 경우는 도원수(都

元帥)를 거쳐 사직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만일 계속해서 ‘도’, 즉 1 끝이 나오면 점점 

강등되어 파직(罷職)이 되고 최악의 경우는 

사약을 받아 지게 된다. 이 놀이는 원래 관

직에 나설 청소년들에게 관직의 승차(陞差)

를 가르쳐주고 공명심을 키우기 위해 양반

들 집에서 정초에 즐기던 놀이였다 한다. 종경도 놀이는 현재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이 

놀이가 소멸한 것은 조선의 관직제도가 이미 우리 생활과 관계가 없어진 데다 윷놀이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윷놀이가 이 자리를 대체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종경도 놀이는 1930년대까지는 강원도의 전 지역에서 즐기던 놀이로 조사

됐다. 조선의 향토오락에 따르면 종경도 놀이는 춘천을 비롯하여 원주·횡성·평창·

영월·화천·철원·양구·양양 등 강원도의 전역에서 조사·기록됐다. 유림·청소년의 

놀이로 조사된 이 지표조사는 종경도의 놀이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오각형의 나무 막대기를 만들어 각 면에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표시한다. 이 숫

자에 따라 문관, 무관 등의 관직이 표시되어 있는 도표 위에 말을 놓아 가면서 승패

를 가린다. 한 번에 급제하여 영의정까지 오르면 그해 일 년 운세를 ‘대길’이라 하고 

중도에서 파직하면 그해 운을 ‘흉’이라 한다”.

종경도(국립춘천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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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경도 놀이로 한 해의 운수를 점쳤다는 것으로 보아 이 놀이가 대개 정초에 성행했

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

62) 사시랭이

태백시 동점동, 삼척시 도계읍 등에 전승되던 어른들의 도박놀이이다. ‘철퇴’·‘곱쇠치

기’라고도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환갑이나 초상집에 모였을 때 추렴을 하거나 심심풀이

로 돈을 걸기도 했다. 사시랭이는 놀이를 할 때 소리를 곁들인 것으로 보아 투전보다는 

유희의 성격이 짙었다 하겠다.

사시랭이는 투전목으로 엽

전을 쓴다. 엽전 24개가 사시

랭이 목이 되는데 엽전의 한

쪽 면은 엽전 그대로이나 다른 

쪽 면은 1에서 10까지의 숫자

를 표시하였다. 1에서 4까지는 

세 개, 5에서 10까지는 두 개

씩으로 모두 24개의 패를 사용

한다. 사시랭이는 5명이 한 조

가 되어 논다. 이중 한명은 꼬지꾼이 되어 24개의 엽전을 두 손에 잡고 흔든 후 네 명

의 패장꾼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세 닢씩 나누어 준다. 패장꾼들은 가운데에 준비해 놓

은 소반위에 나누어준 엽전을 하나씩 내려치면서 숫자에 맞는 불림소리를 한다. 이를테

면 ‘1’자가 쓰인 엽전이 나오면 “일낙서산 해는지고/월출 동녘 달 뜬다”는 1자 불림소리

를 하면서 소반 위에 엽전을 던진다. 2부터 10까지의 다른 엽전도 숫자에 맞는 불림소

리를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나오고 나온다 얼씨구 나온다/너흘백방 넘어 간다”하

고 후렴을 받는다. 불림소리를 하며 엽전을 내놓았을 때 한쪽에서 같은 엽전을 내놓으

면 이것을 잡게 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엽전을 한 잎 내놓아야 한다. 엽전은 모두 6개

씩 받았으므로 6개가 모두 잡히지 않으면 ‘독수’라 하여 장원이 되어 내기에 걸었던 모

든 것을 차지한다.

사시랭이는 패를 잡고 긴장해서 조용하게 하는 놀이가 아니라 패를 잡고 던질 때마다 

불림소리라는 사설을 늘어놓고 이를 또 후렴으로 받으면서 흥을 돋우며 놀이를 하고 있

태백 사시랭이(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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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다른 노름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이 놀이도 화투가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그 

맥이 끊어지고 있다. 사시랭이 놀이는 전승이 끊기였으나 사시랭이 민요는 성인들의 유

희 민요라는 특수성이 주목되어 1995년과 1996년 제13·14회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에 

민요부문에 출연했고, 이어 2015년 제26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에도 출연하면서 민요의 

전승방안을 찾고 있다. 사시랭이는 2015년 제5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문곡웃벌마을 산

간민요’라는 이름으로 출연하여 어른들의 놀음 소리를 선보여 주목받았다.

63) 화투

화투는 남녀노소가 다 즐기나 성별 연령에 따라 끼리끼리 모여서 했다. 그러나 최근

에는 추석·설 같은 명절에 가족들이 모두 모이면 형제나 모자도 함께하는 놀이가 됐다.

화투는 열두 달을 상징하는 화초 그림을 그려 한 달에 4장씩 모두 48장으로 이루어

졌다. 1월은 송(松), 2월은 매화(梅花), 3월은 벚꽃, 4월은 흑싸리, 5월은 난초(蘭蕉), 6월

은 모란(牡丹), 7월은 홍싸리, 8월은 공산(空山), 9월은 국화(菊花), 10월은 단풍(丹楓), 11

월은 오동(梧桐), 12월은 비로 되어 있다. 20끗짜리는 송·벚꽃·공산·오동·비 등 5가

지가 있고 이것을 광(光)이라고 한다. 10끗짜리는 국화·흑싸리·난초·모란·홍싸리·국

화·단풍·비 등 8개이며 5끗짜리는 오동과 공산에만 없어 모두 10쪽이다.

화투의 놀이 종류는 여러가지로 민화투·육백·짓고땅·섯다·고스톱 등인데 가족이 

함께 즐기는 놀이는 고스톱이다. 화투는 내기를 하는 돈이 적건 크건 도박 성격이 크기 

때문에 늘 사회적인 비판 대상이 됐다. 화투는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과 무역을 하기 

위해 드나들 때 포르투갈에서 카르타 놀이 딱지를 일본에 가져온 것을 일본인들이 이것

을 본떠 하나후다[花札]라는 것을 만들어 놀이 겸 도박에 쓰던 것이라 한다. 이것이 조

선 말엽에 유입된 것으로 추측된다.

64) 바둑

바둑은 위기(圍棋)라고도 한다. 가로세로 각 19줄로 된 바둑판에 흑(黑)과 백(白)의 돌

로 집을 지어 이를 넓히고 상대방을 둘러쌓아 집을 못 짓게 하면 집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긴다. 요즘 바둑판은 피나무 등 통나무로 만드나 옛 양반집의 바둑판은 윗부분은 대

추나무를 쓰고 통은 오동나무로 바둑판 속이 비게 만들었다. 그래서 바둑판에 돌을 놓

을 때마다 속이 울려 소리가 나게 해 호사스럽게 했다. 바둑알은 백은 조개껍질을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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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크기로 갈아서 만들었으며 흑은 검고 매끄러운 조약돌을 많이 사용했다.

바둑은 중국의 요순(堯舜)시대에 이미 있었다고 전해오는 말이 있을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찍부터 바둑을 즐긴 기록이 있다. 7세기 전반의 구당서(舊

唐書)에 “고려인은 투호 등 다른 놀이와 함께 바둑을 즐긴다”는 기록이 있으며 수서(隋

書)에도 “백제에 바둑을 즐겨 둔다”는 기록도 있다. 삼국사기를 보면 고구려의 장수

왕은 승려 도림(道琳)이 바둑 실력이 뛰어난 점을 활용하여 바둑을 좋아하는 백제의 개

로왕에게 접근시켜 그로 하여금 백제가 전쟁에서 지게 하는 계책을 마련해 고구려가 승

리하게 했다 한다. 조선의 세조도 바둑을 좋아해 오행위기법(五行圍棋法)을 만들어 스스

로 해설을 붙였다고 한다. 

근래 바둑은 국민들이 즐기는 놀이가 돼서 원주 등 도시에 기원(棋院)을 개설해 그곳

에서 동호인들이 바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며 또 바둑 교육을 하기도 한다. 바둑 인구

가 증가함에 따라 바둑 동호인들의 전국 조직인 대한바둑협회가 2005년 11월 24일에 창

립되기도 했다. 특히 바둑이 온 국민의 관심을 갖게 한 것은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

까지 열렸던 한국을 대표하는 프로기사와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5회에 걸친 대국이었다.

65) 장기(將棋)

장기는 바둑과 함께 우리나

라 남성들의 대표적 오락이다. 

바둑보다는 장기가 대중의 사

랑을 더 받았으나 바둑의 전

문 기사들이 각광을 받음으로

써 1900년대 말 이후부터는 장

기가 바둑의 인기에 밀리는 형

국이 됐다.

장기는 ‘상희(象戲)’라고도 하

는데 이 표현은 중국에서 전해진 것이다. 가로 10개 선, 세로 9개 선이 그어진 나무판 

위에서 초(楚)·한(漢) 양쪽 말이 맞서 싸우는 진법(陳法) 놀이이다. 한쪽에 차(車)·마

(馬)·포(包)·상(象)·사(士)가 두 쪽씩 있고 졸(卒)이 5개씩 한쪽이 16쪽으로 모두 32쪽이 

있다. 행마(行馬)는 차는 직선, 마는 일(日)자, 상은 용(用)자, 포는 말 하나를 넘어야 하

고, 사는 궁(宮) 안에서 한밭씩 다니며 졸은 좌·우와 앞으로 한밭씩 다니나 후퇴는 안 

강원도 경로당 장기(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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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승부는 초·한 등 궁이 잡히면 끝난다. 장기의 상대가 수에서 차이가 있을 때는 

접장이라 하여 강한 편이 처음부터 말 몇 쪽을 떼고 둔다. “차 포 떼고 논다”는 말은 장

기에서 나온 말로 한수 위인 사람이 하수인 사람을 상대할 때 쓰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66) 쌍륙

쌍륙(雙陸)은 ‘쌍륙(雙六)’이라 쓰기도 하고 ‘쌍윷’이라 하기도 한다. 비교적 부유한 사대

부의 가정 부녀자들이 즐긴 놀이이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밖 출입을 하지 않고 집안에

서만 살았던 부녀자들에게 실내 오

락으로서 쌍륙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놀이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쌍륙은 안팎 각각 여섯 칸으로 된 

진마판(進馬板)을 놓고 양쪽이 15개 

또는 그 이상의 말을 준비한 다음 1

에서 6까지의 눈을 새긴 여섯 모의 

주사위 두 개를 던져 나타난 눈 수

대로 말을 진행시켜 먼저 종점에 이

르는 편이 이긴다. 말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편 말 두필과 마주치면 죽는 등 여러가지 

규칙이 있으나 약속에 따라 달라짐으로 일정하지 않다. 이 놀이는 일 년 중 언제나 할 

수 있으나 대개 정초나 겨울의 한가한 때 즐긴다 한다.

쌍륙은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즐겼던 오락인 듯하다. 중국의 북사(北史)에 “백제

에는 투호(投壺)와 저포(樗捕)와 농주(弄珠)와 악삭(握朔)의 잡희가 있다”는 기록이 있다. 

‘악삭’은 쌍륙의 또 다른 이름이다. 강릉최씨 문중의 500여 년간 21명 문인들의 시문집인 

동원세고에 실린 ｢제촌유고(濟村遺稿)｣에 쌍륙에 대한 시가 실려 있어 이 집안에서도 

자주 즐긴 오락으로 추측된다. 제촌은 전주(全州) 목사를 역임한 바 있는 최응천(崔應天)

의 호이다. 조선의 향토오락에는 춘천과 강릉에서 쌍륙이 조사·기록돼 있는데 강릉지

역 조사에서는 놀이 방법까지를 소상히 기록하고 유래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예부터 명문대가에서는 반드시 이 놀이 도구를 준비하여 두었으며 부녀자들의 오

락으로 삼았다”. 

김준근 ｢기산풍속도｣ 중 쌍륙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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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쌍륙은 현재 강릉에서도 즐기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게 됐고 그 말판이나 말

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게 됐다.

67) 투전(鬪牋)

화투가 널리 보급되기 전까지 성인 남자들 사이에 가장 널리 퍼져 있던 놀이이다. ‘투

전꾼’ 이라는 대명사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투전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것은 도박성이 강했기 때문이다.

투전목은 두꺼운 종이로 손가락 넓이에 다섯 치 길이에 인물·새·짐승·벌레·고기

의 형상을 한 그림 또는 문자 따위를 그리고 끝수를 표시하는 부호를 넣어 기름에 절

여서 만든다. 60장 또는 80장을 한 벌로 하는데 1에서 10까지 각 6쪽 또는 8쪽으로 되

어 있다. 내기하는데 따라 60장 또는 80장을 모두 쓰기도 하고 줄여서 40장 또는 25장

만 쓰기도 한다. 40장으로 하는 ‘돌래대기’가 가장 유행하고 이밖에 ‘동동이’·‘우동뽑기’ 

따위가 있으며 같은 놀이에도 여러가지 방법을 정하기도 한다.

현재 투전목으로 투전을 즐기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투전이 급격하게 소멸된 것

은 화투와 카드가 보급된 데다 ‘투전’이라는 명사가 갖는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투전목으로 하던 놀이를 화투목으로도 거의 다 할 수 있어 

투전목은 자연히 쓸모가 없어진 듯싶다. 대량 생산이 되어 화투 목은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데 비하여 투전목은 만들기에 많은 손을 써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투전은 과

거의 성인 놀이가 되어 투전목도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됐다.

68) 골패(骨牌)

골패는 손가락 마디 정도 크기의 납작

한 장방형의 나무 바탕에 여러가지 수효

의 구멍을 뚫은 뼈 조각을 붙였다. 모두가 

32쪽이다. 노름 기구인 골패는 두 사람 또

는 네 사람이 함께 내기를 하는데 혼자서 

패를 떼어 그날의 운수를 맞혀 보기도 한

다. 골패 32쪽은 모두 각각의 이름을 가지 골패(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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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오륙(五六)·통소(通踈)·쥐코(鼻)·진아(眞兒)·백사(白四)·백오(白五)·백육(白

六)·직흥(直興) 등 골패 32쪽은 모두 227점을 낼 수 있는데 놀이 방법은 꼬리붙이기 등 

여러가지가 있다. 골패의 복잡한 패 이름과 이를 가지고 노는 방법을 익히고 있는 사람

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 우리 주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놀이가 됐다.

이기원(강원도사편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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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민속극

1. 강릉 관노가면극

강릉관노가면극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었고, 2005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

산에 등재된 강릉단오제에서 연행된다. 강릉단오제는 오랜 역사를 지닌 것으로 향토축

제로서 단오제례·굿·가면극 등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지난 1938년 6월 2일 강릉단오에 대한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강원도 치고도 영

동 즉 강릉·양양 등지에서는 단오 때 노는 날을 ‘별신’이라고 해서 적어도 사오일 내지 

육칠일 동안을 노는데 이때는 근방에 있는 광대나 기생을 불러 놀게 하고, 한편 그네·

씨름판이 벌어지며 절에 가서 절밥을 사먹으며 불공을 드리고 하루를 청류하는 습관이 

있다. 여기서도 봉쑥떡이라고 해서 “새 쑥을 캐어 떡을 만듭니다”라고 하였다. 1921년 6

월 10일 ｢동아일보｣에는 단오를 “아무 구분도 차별도 없는 가장 평민적인 놀이날”이라고 

하였고, 1923년 6월 18일자에는 단오를 “세상이 함께 즐기는단오날”이라고 하였다.

강릉에 전승되는 가면극은 연희자들이 조선시대 관노라는 신분이었다. 구한말 개화이

후 관노가 없어졌으나 다른 가면극과는 달리 연희자가 관노들이었다는 특징으로 인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관노가면극은 강릉단오제에서 행해진 탈놀이로서 그 성격은 안동하회

별신탈놀이와 같은 마을제의에서 행해진 신앙형 계통이다. 강릉은 역사가 깊은 고도(古

都)로서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향토축제인 강릉단오제가 매년 성대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강릉단오제때에 연희되는 관노가면극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

정되어 전승 보전되고 있으며, 성격상 서낭제탈놀이로 규정되고 있어서, 한국가면극의 

토착적 기원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

우리나라의 가면극은 지역적으로는 서울 중심의 양주·송파산대놀이, 경북의 하회와 

강원의 강릉관노가면극, 경남의 해안분포의 수영·동래야유와 고성·통영 등지의 오광대 

가면극, 황해도일대 봉산·강령의 해서가면극, 북청의 사자놀이 등으로 분류되어있다.

강릉관노가면극의 기원은 무엇보다도 단오제라는 부락공동의식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가면극 기원은 농경의식설(農耕儀式說)·기악설(伎樂說)·산대희설(山臺戱

說)·농악대잡색설(農樂隊雜色說) 등으로 나누고 있다. 강릉지역에서는 신라 때 김이사부

(金異斯夫)의 우산국정복연희설(于山國征服演戱說)과 부락제연관설(部落祭聯關說)로 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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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후자는 농공시필기(農功始畢期)의 제천행사인 동예국의 무천제와 연관된다.

부락제연관설은 강릉의 지리·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문헌에 기록된 것을 보고 

추정할 수있다.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 태조 때 왕순식이 대관령에서 제사를 지낸 기

록이 있다. 또한 15세기 생육신의 한분인 추강 남효온이 추강집 1485년 윤 4월 11일 

기록하기를 영동지역 사람들은 매년 날을 가려서 음식을 아주 잘 장만하여 산신제를 지

내면서 연 3일간 ‘취생고슬(吹笙鼓瑟)’하였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피리불고, 북을 치며 비

파를 뜯으며 즐겁게 놀았다는 기록이 주목된다. 

“영동민속에는 매년 3·4·5월 중에 날을 가려 무당과 함께 바다와 육지에서 나는 

음식을 아주 잘 장만하여 산신제를 지낸다. 부자는 말 바리에 음식을 싣고 가고 가

난한 사람은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 가서 신의 제단에 제물을 진설한다. 피리불고 

북을 치며 비파를 뜯으며 연 삼일을 즐겁게 취하고 배불리 먹은 후 집으로 돌아와 

비로소 매매를 시작한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조그만 물건도 얻을 수도 없고 주지

도 않는다”(추강집). 

직접적인 사료는 지금부터 390여 년 전의 강릉출신 교산 허균의 문집 성소부부고 ｢대
령산신찬병서｣ 기록에, 대관령 산신을 모셔다가 강릉단오제를 펼쳤다고 하였다. 허균이 

일반 이속이 아닌 책임감을 지닌 수리(首吏)의 입을 빌어 산신제가 단오제의 주류임을 

밝힌 것은 방증이 분명한 기록이다. 여기서 신을 위한 잡희(雜戱)가 베풀어졌다고 한 것

을 보면 강릉관노가면극의 시원을 밝힌 것으로 유추된다. 실제로 여러 문헌에는 가면을 

쓴 사람들이 잡희를 놀았다는 기록이 있어 잡희라는 단어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계묘년(1603) 여름이었다. 나는 명주(지금의 강릉)에 있었는데 고을 사람들이 5월 

초하룻날 대령신을 맞이한다 하기에 그 연유를 우두머리 향리에게 물으니 이렇게 말

했다. “대령신이라 바로 신라대장군 김유신 공입니다. 공이 젊었을 때 명주에서 공부

했는데 산신이 검술을 가르쳐 주었고, 명주 남쪽 선지사에서 칼을 주조했습니다. 90일 

만에 불 속에서 꺼내니 그 빛은 햇빛을 무색하게 할 만큼 번쩍거렸습니다. 공이 이 

칼을 차고 위력을 보이면 저절로 칼집에서 튀어나오곤 했는데, 끝내 이 칼로 고구려

를 치고 백제를 평정했답니다. 그러다가 죽어서는 대령의 산신이 되어 지금도 신령스

런 이상한 행적이 있기에, 고을 사람들이 해마다 5월 초하룻날 번개(旛蓋)와 향기로운 

꽃을 갖추어 대령에서 맞아다가 명주부사에 모신답니다. 신이 기뻐하면 하루종일 개

가 쓰러지지 않아 그해는 풍년이 들고 신이 노하면 개가 쓰러져, 그 해는 반드시 풍

재나 한재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이상하게 여겨, 그 날에 가서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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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연 개가 쓰러지지 않자 고을사람들이 모두 좋아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경사롭게 

여겨 서로 손뼉을 치고 춤을 추는 것이었다”(성소부부고). 

실제로 여러 문헌에는 가면을 쓴 창우배들이 잡희를 놀았다는 기록이 있어 이 용어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되는 자료는 ｢진경선조선강릉표착기(津

軽船朝鮮江陵漂流記)｣(1756)로서 강릉에 표착했던 일본어민들의 기록이다. 당시 어민들은 

음력 5월초 무렵 강릉관아 뒷마당에서 악기연주를 보고, 노래를 들고, 강릉주민들과 씨

름을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외에도 머리에 국화꽃을 꽂은 몇 명의 춤을 보았고, 온

돌에서 약 한달 간 머물면서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였다. 지금부터 260년 전의 기

록에서 강릉 단오절 무렵의 놀이·춤·음악· 풍속 등과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으나 

탈놀이와 관련된 것은 언급되지 않았다. 

증수임영지(1933)에는 무격희(巫覡戱)와 관노들의 가면희(假面戱)를 잡희로 표기하

였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군수 다카사와 마코도[瀧澤誠]가 저자이다. 이 책은 앞서 나

온 임영지를 증보한 것으로 풍속조에는 강릉성황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즉 국사

(國師) 행차의 앞에는 화각전도(畵角前導)로서 관노가 태평소를 불었으며, 무당들이 징과 

북을 울리면서 뒤따랐음을 알 수 있다.  

음력 4월 15일 본부의 호장이 무당을 거느리고 대관령 산위에 있는 한 칸의 신사

에 가서 고유하고 무당으로 하여금 나무에다가 신령을 구하게 한다. 나무에 신이 내

려 그 가지가 저절로 흔들리게 되면 ‘신령의 소의로 이렇게 된다’하고 그 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서 기운 센 젊은이에게 이 나무를 들게 하며 오는데 이 행차를 국사행차라

고 말한다. 화각(날라리)이 앞에서 인도하고 무당들이 징을 치고 북을 울리면서 뒤따

르고 호장이 대창역마를 타고 천천히 그 뒤를 따른다…5월 5일이 되면…힘이 센 사

람에게 들려 앞세우면 무당들이 풍악을 울리며 따르고 창우배(倡優輩)들이 잡희(雜戱)

를 하다가 저물어 성남문을 나와 소학천에 이르러 이 놀이를 그친다(증수임영지). 

위에서 언급된 창우배의 잡희는 무당들의 풍악과 분별되듯이 가면극의 일종임을 알 

수 있다. 창우배는 가면을 쓰고 노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를 

살펴보면 강릉가면극은 허균이 언급한 잡희로 부터 출발하여 창우배로 다시 가면극으로 

어휘가 바뀌면서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과연 허균이 보았던 잡희와 오늘날

의 가면극이 아주 같은 것일까 하는 의문이 남지만 이러한 역사를 가진 강릉의 가면극

은 소급해보면 17세기 중엽부터 단오제에 전승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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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수임영지에 의하면 당시 관노방이 8칸이 있었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도 대부분 관

노들이 여기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67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로 인

정된 고(故) 김동하·차형원 씨는 자신들이 관노탈춤을 공연했다는 사실을 회고했다. 

1966년 6월 23일 저녁 강릉시 대한여관 2층방에서 임동권 교수의 조사에 고증했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1966년 여름에 3차 조사에 나갔다. 2~3일 동안 묵는 동안에 안개가 걷히기 시작

했다. 전에도 한두 번 만난 적이 있는 고노인들을 상대로 추적을 하는데 서로 미루

고 저 사람은 안다고 해서 질문을 하면 모른다고 딱 잡아떼곤 하는데, 어느 날 이야

기 도중에 용변을 보러 나왔더니 한 노인이 뒤 따라 나오면서 나에게 “김동하가 여러 

해 놀았으니 붙들고 늘어지라”고 귀띔을 해 주었다.…강릉관노가면희는 관노들에 의

해 놀이되었다. 관노라면 낮은 계급으로 천대를 받던 사람들인데 자기가 관노가면놀

이를 했다면 관노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셈이고, 따라서 지금 양반인 척할 수도 없거

니와 남들이 얕볼 것이고 또 자손들도 사회적으로 행세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므로 

스스로 내가 체험자라고 자칭하며 나올 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그의 자존심

을 살려주고 나로서는 자료의 확증도 잡아야 했다. 고노들을 모두 보내고 김동하, 차

형원 두 옹만 슬쩍 남기를 청했다.…두 노인은 주기가 돌고 내 말에 감동되어 자랑

스럽게 자기가 놀았다는 것을 실토해 주었다. 소년시절에 많이 보았고 단오제 때에는 

서너 번 탈을 쓰고 한바탕 뛰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두 보유자를 찾아내기에 이

르렀고 강릉단오제를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관노라는 신분에 대한 사회적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고증은 오늘날 강릉가면극의 복원에 절대적인 자료가 되었음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강릉가면극에 관노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 

경성제대 교수로 와 있던 아키바 다카시[秋葉隆]가 1928년 강릉을 답사하고 당시에는 전

승이 끊긴 탈놀이를 산대희라고 하면서 관노들이 연행했음을 일본 민속학지 2권 5호

에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이 조사에 의하면 대관령 산신을 모시러 갈 때 길군악 행렬에

는 선두에 태평소(날나리), 나팔수 각 2명, 6각(장고1·대고1·피리1·혜금1·필률1쌍)의 

세악수 6명이 참가하고 4월 보름 영신행차와 5월 5일 단옷날에도 관청과 성황당을 돌면

서 가장 앞에 관노가 태평소를 불며 길을 정화하면 농악놀이와 탈놀이가 펼쳐지고 무당

들이 산유가를 부르면서 거리행진을 했다고 하였다.

 

4월 1일 초단오에는 사시(巳時, 오전 10시)부터 읍내의 대성황당에 신주와 흰떡을 

차려놓고 기도를 드린다. 그 초헌관은 호장, 아헌관은 부사색, 삼헌관은 수노, 종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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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황직을 정하며, 헌주의 예가 끝나고 남녀 무격 5~60명이 산유가를 부르고, 북

을 치고 종을 울리며 신을 모신다. 또 관노인 나팔수도 태평소를 불고 놀며 미시(未

時, 오후 2시)에 이르러 해산한다. 4월 8일 재단오에도 이와 같은 행사가 있다. 다음 

4월 14일 저녁에 밥을 먹은 후 술시(戌時, 오후 8시)에 드디어 대관령 산신을 맞이하

러 가기 위해 출발한다. 행렬은 선두에 태평소, 나팔수 각 2명, 6각(장고1·대고1·

피리1·혜금1·필률1쌍)의 세악수 6명, 다음에 호장이 대창역마를 타고 그 뒤에 부사

색·수노·도사령 및 남녀 무격 50~60명이 모두 말을 타고 뒤따른다. 남자무당의 장

을 성황직이라 하며, 여자 무당의 우두머리를 내무녀라고 무격의 선두에 간다. 출발

에 앞서 나팔수가 1·2·3의 취악을 연주하는데 이것은 길이 육척 쯤 되는 나팔과 

태평소의 소리로 ‘길을 깨끗이 정화한다’는 뜻을 지닌다. 200명 정도의 행렬 뒤에는 

수백 명의 남녀노소가 말바리에 싣거나 등짐을 지고 떠난다. (15일) 성황신간은 무당

의 기도에 의해서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는 것은 물론 강신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으나 

이 성황신간에는 성대하게 액막이 물품을 매달기 때문에 신간이 점차 굵고 무거워져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것은 신간에 내린 산신이 강릉읍내로 내려오고자 하는 

뜻으로 생각하고, 남자무당 한 사람이 긴 혁대를 허리에 매고 신간을 받들면, 일동이 

신간을 따라 산을 내려와 강릉으로 향한다. 이때 신간은 남녀무격의 가장 끝에 따라

가는 성황직과 내무녀 다음 호장 앞에 위치한다. 하산에 있어서는 나팔수·세악수가 

노군악(路軍樂) 즉 행진곡을 연주하고 남녀무격은 말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소매를 흔

들며 춤을 추면서 제민원성황·굴면리성황을 거쳐 구산역성황에 도착하며 마을 사람

들이 여기에도 제물을 바친다. 여기에서 한 시간쯤 신에게 빌고 휴식하며, 바쳐진 제

물의 나머지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후, 날이 저물어 출발할 때쯤 해서 강

릉읍내 여섯 동의 거화군(炬火軍) 400명이 손에손에 관솔불을 들고 나와 마중하는데 

전후좌우에서 성황신간을 옹호하고 간다. 5일(5월)에는 진시(辰時, 오전 8시)부터 대성

황당 앞에서 가면극을 연희하며 신간과 화개를 받들고 약국성황에 가는 도중 시중에

서 힘을 스는 젊은이가 모여 다투어 화개를 모시고자 하며 무격이 노래를 부르며 옹

립한다. 약국성황·소성황에서 기도를 올리고 연극을 하며, 갔던 길을 되돌아 성내시

장, 전세·대동·사창의 여러 관청 앞에서도 성대한 연희를 하고, 해질 무렵에 대성황

당 안에 봉안한다. 약국성황·소성황에는 지금도 늙고 큰 성황목이 솟아 있다. 행렬

의 선두에는 태평소가 부는 나팔수가 앞서서 길을 정화하는 연주를 하고, 다음에 무

격 수십 명이 도보로 뒤따르며, 이어서 장대한 화개를 메고 가는 뒤에 무격 한 명이 

신간을 받들고 호장 이하가 이를 뒤따른다.  

아키바 다카시의 조사에도 5월 1일 본제 때부터 화개(花蓋)를 꾸미고 가면극을 했는

데 화개는 부사청에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가면극은 4일날 대성황사 앞에

서 놀고 5일동안 계속했다고 한다. 연희장소는 강릉 남대천변이 아니라 현재의 임영관 

일대에 있던 대성황사를 비롯하여 여러 곳으로 옮겼다. 음력 5월 5일에는 오전 대성황

사 앞에서 먼저 행하고 다음에는 화개를 받들고 약국성황당·제관청·여성황당의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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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순례하며 탈놀이를 했다. 현재는 여성황당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졌으므로 남대천 단

오터에서 4일간 연희하고 있다. 아키바 다카시가 1928년 강릉으로 민속조사를 나왔던 

때에는 이미 대성황사가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제강점초기에 대성황사가 사

라지고 30년대 이후 무렵부터 남대천으로 제장이 옮겨졌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17세기 이래 지속된 것으로 유추되는 강릉가면극이 언제쯤 사라졌

을까하는 의문이 남는다. 가면극은 일제강점기 때 아키바 다카시가 조사할 당시에도 전

해지지 않았으며 1966년 무렵 임동권의 조사 시에도 이 탈놀이는 전승되지 않았다. 현

재로서는 대체로 한일병탄을 전후한 시기에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심일수(1877~1947)의 

문집인 둔호유고에는 1909년(융희 3년)) 일본인들에 의해 폐지된 것으로 적었고, 아키

바 다카시는 갑오개혁(1894)이래 끊어지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강릉관노가면극은 주로 음력 5월 5일 단오 무렵에 행해졌다. 관노가면극 연희자였

던 김동하(金東夏, 1884년 1월 22일생), 차형원(車亨元, 1890년 9월 5일생)씨를 대상으

로 1966년 조사한 자료인 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음력 5월 1일 본제가 시작될 

때 화개를 만들고 이때부터 연희가 이루어져 4일과 5일에 걸쳐 이어졌다 한다. 임동권

에 의해 1966년 가면극 연희자로 조사된 김동하씨가 당시 84세, 차형원씨가 당시 78세

로 이들은 각각 21세와 17세 때에 본 것이 마지막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1800년대 후반

에는 확연하게 관노가면극이 연희되었다고 추정된다. 임동권은 1960년 7월 24일 1차 답

사를 하였으며 1964년 2차 답사 1966년 6월 20일 3차 답사를 했는데 김포에서 비행기

로 북평비행장에 내려 강릉으로 자동차로 와서 대한여관에 투숙하였다. 이때에 향토사

가인 최선만·홍덕유, 교육장, 된장회사 사장 남기의와 대창역을 답사하였다. 6월 22일 

저녁 가면극에 대한 확증을 잡고, 6월 23일 대한여관에서 녹음을 실시했다. 당시 교육위

원회에서 협조를 해서 교육위원회 직원과 제보자인 차형원(79)·김동하(84)·장대연(88)·

최재분(77 : 무가제공)·홍재옥(60 : 오독떼기 제공)·최인수(68 : 집례맡은 사람)·우동식

(80)·함종태(58)·방정자(49)·최돈순(53)·입암동박씨 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동하 옹은 21세, 차형원 옹은 17세때 관노가면극을 강릉단오제 공연 때 보았다고 하며, 

장대연 무녀는 18세 때에 그 춤을 본 것으로 기억하였다. 임동권은 이러한 자료를 바

탕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967년 1월 16일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았다. 1967년 7월 

20일 4차 답사를 하여 관노가면을 제작하였는데 당시 중앙대 조각과 교수였던 윤영자와 

함께 와서 삼흥여관에 투숙하고 강릉여고에 보관중인 최상수 씨가 만들었던 가면을 인

수하고, 함종태 씨의 조언과 김동하·차형원 옹의 고증으로 윤교수가 석고로 가면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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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였다고 한다. 임동권의 언급에 의하면 “두 노인이 석고로 만든 것을 보고 “그만하면 

쓰고 놀 수 있겠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강릉단오제 관노가면극은 1900년 초기에 사라졌다가 1965년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

까지 서울 덕수궁 뜰에서 행해진 제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강릉성황신제 관노가면

희’라는 이름으로 춘천여고생들이 참가하여 장려상을 받았다. 1967년 최상수의 고증이다.

음력 5월 5일 강릉에서는 단오굿때에 주로 관노들의 놀음으로 탈놀음(假面戱)이 있

었으니 이조말 경술(國恥)되던 해까지 연출되었었다.…탈놀음은 하나의 여흥으로서 주

로 강릉부에 소속되어 있는 관노(官奴)들이 5월 5일날 사창(社倉)앞 넓은 광장에서 얼

굴에 탈을 쓰고 또 가장을 하여 한 바탕 놀음을 노는데 오전 11시경부터 저녁때까지 

행한다. 이때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수수댁·소무(小巫)각시·양반·장자말이 나와 번

갈아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약간의 재담(才談)이 있으나 주로 춤이 위주이다.

당시 강릉관노가면극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처음 출전하여 부활되

었는데 초창기 이 일에 참여한 것으로 언급되는 최상수씨는 발굴과 재현과정을 기록하

였다. 최씨에 의하면 1964년 이 글을 발표하고 가면희를 부활했으며 1965년 전국민속예

술경연대회에 출연했을 때 해설문인 ‘강릉성황신제 가면희에 붙여’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고 한다. 또한 그해 ｢중앙일보｣ 10월 12일자에 ‘강릉성황신제 가면희의 부활을 위하여’
라는 글을 발표하였다고 술회하였다. 그는 1942년부터 1962년 되던 해에 이르기까지 여

섯 번 강릉지역 민속을 조사하여 이 탈놀음의 전모를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 

탈놀음에 대해서 대부분의 강릉 인사들도 그러한 탈놀음이 자기네 고장에 있었던 것조

차도 아는 이가 거의 없었고 다만 나이 많은 몇몇의 노인들만이 소년 시절에 보았다는 

이가 있었을 뿐이었다고 회상하였다.

최상수씨가 조사한 대상은 1942년과 1958년 당시 강릉에서 김도수(金度洙, 강릉군 강

릉읍 홍제리, 1942년 7월조사)·김돌이(金乭伊, 강릉읍 초당리, 1942년 7월조사)·김동하

(金東夏, 강릉읍 교동리, 1958년 7월, 1964년 8월 조사)가 있었는데, 이들의 말을 참고하

여 서울에서 조각하는 사람에게 위촉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시시딱떽

이는 방상씨(方相氏) 가면을 쓰고 나왔다 해서 방상씨 가면과 같이 만들었던 것이다”라

고 언급한 것과 같이 구체적인 강릉탈의 면모를 구체화시키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등

장인물로 시시딱떽이(수수댁)·소매(小梅)각시·양반·장자말이라 했는데 1928년에 있었

던 아키바 다카시의 조사에서는 양반광대(兩班廣大, yangban-koandai)·소무각씨(少巫閣氏, 

somai-kaksi)·시시딱딱이(sisittak-tagi)·장자말이(chanja-mal)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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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사에서 행해지는 산대희는 다음에 기술하는 경성지방의 것과는 상당히 다르며, 

처음에 장자말이란 것이 나온다. 이것은 뿔이 달린 삿갓을 쓰고 허리에 대나무를 두

르고, 여기에 말치라는 해초를 걸고 또 색지나 색천을 요란스럽게 늘어뜨려 어깨띠로 

허리를 두를 대나무를 걸고 있는 사내다. 탈 쓴 사람 두 명이 나타나 춤을 춘다. 탈

을 통상 가면이란 뜻이 되나 종이나 천을 늘여뜨려 안면을 가리는 장의(長衣)라고 한

다. 신은 신(神), 사람은 인(人)의 뜻이므로 어딘지 북방샤먼의 가면의가 연상된다. 그

리고 양반광대와 소무각시가 나온다. 양반광대는 호랑이 수염이 달린 가면에 뿔이 달

린 관을 쓰고 직령이란 풍덩한 청의를 입고, 소무각시는 황의청상에 머리를 묶고 흰 

분을 바른 여가면을 하고 부채를 들고 춤을 춘다. 이 양반광대의 춤을 이사부가 나무

로 사자를 만들어 우산국을 토벌했을 때를 모방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마지막에 

시시딱딱이란 것이 등장해서 양반과 소무가 춤추고 있는 가운데 끼어들며 이것은 방

상씨의 가면과 같은 무서운 목제가면을 쓰고 있다고 한다.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보고서제32집 강릉군(1930년)에도 양반광대·소매각씨·괘대 

내용이 다음과 같이 실린 바가 있다.

양반광대는 창우(倡優)로서 얼굴에 찰(札 : 나무를 가지고 사람상을 만들어 분장하

여 장식하는 것)을 걸고, 머리에는 꿩 깃을 만든 뿔 모양의 관을 쓰고, 손에는 큰 그

림부채를 쥐며, 몸에는 보통과 다른 옷을 입고, 무용 등을 한다. 소매각시는 창녀(倡

女)로서 찰·부채·복장은 전자와 약간 달라도 춤은 같다.

이상과 같이 1965년부터 본격적인 복원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면서 보다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1966년 문화재지정 자료가 작성되

고 1967년 1월 16일 강릉단오제의 한 종목으로 가면극이 인정되어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면서 전승체계를 갖추었다. 1966년과 1971년 임동권 문화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

고서는 아래와 같다. 

｢1966년 8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제9호 강릉단오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에 관한 이유서｣
강릉단오제는 영동 제일가는 규모의 향토신사로서 이미 이조중조의 문헌에 산견되는 

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옛날에는 제비가 관급으로 지급되고 지방수령이 제관이 

되어 봉행했던 만큼 강릉시는 물론이며 인근 군 일대에서 수만 관중이 군집한다. 강

릉단오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대관령 성황 및 혼배한 여성황·대관령산신을 

비롯하여 아울러 제성황을 제사하는 바, 국사성황은 범일국사요, 여성황은 정씨가녀이

요, 육성황은 창해역사요, 소성황은 김시습으로 강릉출신 또는 강릉과 유관한 인격신

이란 점이 특색있고, 2)제천의식의 유풍으로 풍년제와 강릉의 육로가 대관령을 통과해

야 하는데서 행로안전과 어촌이 가까운데서 용왕굿을 겸하고 있는 점, 3)수십명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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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동원되며 새신을 담당하며, 4)관노가면극도 연출되니 묵극으로 진행되며 산대극

에서 보는 것처럼 양반에 대한 풍자가 과감하지 못한 것은 관노들이 배우인 까닭이

다. 강릉단오제는 향토신사·무속·가면극이 혼합되어 종합적으로 행해지는 전통을 가

진 향토신제이므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인멸의 위기에 있는 민속을 계승보존

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제의하는 바입니다.

｢1971년 2월 민속자료조사보고서 제33호 대관령 성황당｣
영동 제일가는 향토신사인 강릉단오제의 대상이 되는 대관령의 제신당과 구산성황· 

국사여성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민속자료로 지정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제의하

는 바입니다. 1)대관령 상에 있는 대관령산신당·대관령국사성황사·칠성당·용왕정은 

제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면서 불과 2백평 내외의 좁은 지역에 집결되어 있어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2)신작로에서 1키로 미터 쯤 떨어진 구로 변에 있다고는 

하나 인근에 군부대가 주둔해 있고, 또 근래에는 관광객의 출입이 많아서 파손 오염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3)제신당과 산신당을 중심으로 반경 1백미터 내의 지역을 지

정함이 좋다고 생각하며, 4)제신당의 소재지가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재앙골로 

되어 있으나 관리의 편의상 강릉단오제 관노놀이가 지정되어 그 행정관리 구역인 강

릉시에 소속시키는 것이 관리상 편하다고 생각됨, 5)구산성황당과 국사여성황당은 대

관령상에 소재하지는 않으나 강릉단오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당으로 그 보존은 단오제

를 연구 보존하는데 필요하므로 아울러 민속자료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이에 따라 약 60년 간 잠자고 있던 탈놀이가 다시 햇빛을 보게 되었는데 이후 1960년

대 후반부터 강릉여고·강릉교대가 전수했고 1976년부터 강릉여고와 관동대가 전수받고, 

1990년부터 강릉대(현 강릉원주대)에서 이 놀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단체·학교 등에서 

전수하고 있다. 필자는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강릉시 유천동 주민들을 1983년 2월

부터 전수 지도한바 있다. 권영하씨(1918년 6월 4일생)가 인간문화재로 재 지정되었으나 

1997년 4월 9일에 타계하였다. 앞서 여러 단체에서 사용한 탈과 놀이내용상 고증이 미

흡하고 여러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현재는 1966년 김동하·차형원옹의 제보로 고증한 

내용과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연희를 충실히 복원하여 전수하고 있다.

강릉관노가면극(1973년, 강릉단오제위원회) 강릉관노가면극(1975년, 강릉단오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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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단오제 관노가면극의 전승상 연행현황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지역 언론

매체에서 다루어졌는데 원형의 문제, 전승의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제언과 논의가 소

개되었다.

｢영동유일(嶺東唯)一한 민속(民俗)놀이 단오제 임박(端午祭 臨迫)｣(1966.6.19)
“특히 금년 단오제는 강릉의 옛 민속놀이를 되찾기 위해 지금부터 60여년 전 관노가

면극 탈춤놀이를 갖게 되어 이 고장의 민속발굴은 물론 학계에서까지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 문교부 당국은 이번 단오제를 엄중평가한 후 명년부터는 민속문화재(무형

문화재)로 그 명칭을 바꾸어 영구보존할 예정으로 있다”.

｢원형(原形)잃은 단오제(端午祭)｣(1966.6.29) 
“관노가면 탈춤만 해도 전국적으로 경남의 영산과 충남 은산 그리고 강원도의 강릉 

이렇게 3개소 밖에 없는데 그 중 강릉의 탈춤은 그 원형을 망각했다는 얘기다. 우선 

여학생들로 하여금 탈춤을 추게 했다는 점은 적지 않은 오류를 범한 것이고…탈춤의

상도 원형을 벗어난 너무 현대적인 것이고, 게다가 춤의 체계화 또는 민속화가 되어 

있지를 않아 탈춤이라기보다 트위스트 춤에 불과했다고 한 전문위원은 평가했다”(강릉

=이종렬기자). 

｢최철, 강릉단오제 어제와 오늘｣(1971.5.27)
“관노가면희도 그 춤이 너무나 현대적으로 다듬어졌고 양반에 대한 풍자도 세련되지 

못했으며 가면희의 내용 춤 그리고 가면 자체에도 재고증이 요구된다. 특히 강릉여

고생들에게 가면을 씌운다는 것은 가면희 원래의 성격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가면희의 

춤과 동작이 원래 남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일이라고는 볼 수 없다. 강릉교육

대학에서 시도를 꾀하고 있으니 거기에 우선 기대를 걸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재고증

과 정리가 급선무다”.

｢최승순, 강릉단오제의 제언｣(1972.6.13)
“강릉단오가 문화재로 지정된 중요한 사항은 관노가면놀이인데 지금하고 있는 관노

강릉관노가면극(1977년, 강릉단오제위원회) 강릉관노가면극(1987년, 강릉단오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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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놀이는 시초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 수십 년 동안 중단되어 

오던 것을 근년 고노들의 고증에 의하여 복원한 것이고, 이것도 이 방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 직종에 의하여 해마다 전승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개의 경우 학생

들에 의하여 전승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다”.

｢관노가면희도 탈바꿈｣(1976.6.3)
“지난 1일부터 행사장에서 벌어진 강릉여고생 55명이 출연한 관노가면희는 지난해 보

다 내용면이 크게 향상, 양반의 변(큰모자)을 서구식에서 고구려시대 것으로 바꾸고 

수염도 배꼽 밑까지 느리는 한편 소매각시가 비녀를 찌르고 시시딱딱구리가 검은 머

리에서 승려의 머리로 바꾼 가면을 쓰고 안무를 했다”. 

｢아쉬운 원형전승(原形傳承)｣(1976.6.17)
“관노가면극의 전승문제는 그것을 전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연희자의 생존이나 가면의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당초 무형문

화재로 지정될 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던 것이기는 하나 이미 그것이 어떤 형태를 

갖추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으면 1차적으로 이의 전승보존에 완전을 기하여야 

했고, 2차적으로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했을 것이다. 현재의 

관노가면희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던 때에 비해 너무 변질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변질은 연구의 결과라고 하기보다는 보존의 불성실에서부터 온 것 같다. 무보는 작성

되어 있지도 않은 관노인 남자들이 추던 춤이 여고생들에게 맡기어져 그들의 체질에 

맞게 추어진 것도 넌센스였다. 4과장이었던 과장은 10과장으로 늘어났으나 무언극이 

필요로 하는 설명적 동작은 오히려 생략된 인상을 주었다. 한국의 놀이나 무용은 무

질서 속에서 통일을 이루는 것을 그 대표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

노가면극의 무용은 이와 같은 한국적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지 않게 안무되어 있었고 

마치 서구적 율동의 대표적 형태인 마스게임과 같은 구성을 굳혀놓고 있었다는 것도 

비판되어야 할 점이었다. 67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이미 8년째를 맞이한 단오제의 

단오굿이나 관노가면희가 고정되어 정립되지 못했다는 것은 단오제보존전승을 위협하

는 사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이기원 문화부차장).  

    

｢전통의 보존 손상돼, 강릉단오제의 향토문화제적 측면｣(1978.6.14)
“관동대학민속연구소가 첫 출연한 관노가면희는 우리나라 놀이의 기본적인 패턴을 이

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농악놀이·무당춤 등을 가면희의 도입부에 곁들여 복합화 

시킴으로써 관노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관노가면희의 특성을 흐려 놨다. 획일적인 동

작은 마스게임적인 인상을 떨쳐버리지 못했고 흥과 신명을 살리지 못해 놀이의 흐름

도 형성되지 못했다.…그것은 근거가 희박한 관노가면희 가면이 67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래 비판없이 사용되어 온 것이 반증하고 있다. 향토적인 고유성은 민족적

인 공통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관노가면희의 가면

은 민족적인 고유성에 위배되는 가면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이의는 지정당시부터 학계

에서 논란되었던 것이고 오랫동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조사해온 이춘영씨(도문화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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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의해서도 이의가 제시되었으나 이에 대한 검토는 본고장에서는 전혀 안 돼 왔

다. 이씨는 근거가 희박하고 국적불명의 가면을 그대로 사용할 바에는 차라리 강릉지

역에서 출토된 와당의 문양을 본떠서 가면을 다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의

하고 있다. 이씨는 ‘눈이 크고 무섭다는 고 김동하 옹의 증언이 출처가 된 시시딱데

기 가면은 일본탈의 색채가 너무 짙다’고 전제하고 ‘관노가면희의 가면은 우리나라 가

면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해학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릉단오제가 축제

로서 정착한 이제는 이 제전이 특색있는 향토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특성을 살

리고 보완하는 작업에 보다 관심을 쏟아야 겠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관동대학민속

연구소가 관노가면희를 다시 안무하여 보다 뚜렷한 춤사위로 새로 선보인 노력은 높

이 평가할 만했다. 또 오랜 연습을 거쳐 매끈하게 과장을 넘기는 솜씨를 보여준 강릉

여고의 관노가면희 공연도 박수를 받을 만했다(이기원 문화부장).

｢강릉단오제와 민속의 보존｣(1984.6.2 사설)

“강릉단오제의 중심이 되는 놀이 가운데 하나가 관노가면희이다. 무형문화재 13호로 

지정됨으로써 보전이 가치가 충분함을 입중하고 있다. 양반광대 1명, 소매각시 1명, 

장자마리 시시딱대기 2명 등 6명의 관노가 등장하여 4과장을 엮어낸다. 관노가면희

는 대관령 국사성황을 모시고 강릉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 주류가 되었으므로 

단순한 풍자로서 관중을 웃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훨씬 부드러운 풍자 속에 해학

이 깃들게 하고 대화없는 무언극 속에 서민들은 대화를 시작했던 것이다. 실로 강릉

지역 특유의 가면희를 창조한 것이다. 그래서 강릉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관노가면희

가 아주 몸에 배어 있고 강릉지역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은 관노가면희를 언제든지 보

고 싶어 한다. 관노가면희의 상설무대의 설치를 우리는 그래서 기대한다. 관노가면희 

공연의 상설무대가 설치될 경우 관노가면희의 연희 자체에 생동력을 보이겠지만 민

속문화의 보전, 그리고 현대적인 생활의 리듬 속에서 관노가면희를 문화양식으로 끌

어올릴 수 있다. 관노가면희의 상설무대설치가 향토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이다. 강릉단오제의 관노가면희는 1965년에 다시 공연되었다. 60여년 동안 

자취를 감추었다가 재생된 것이었다. 새로 발굴되는 민속이 대부분 그렇지만 원형

의 발굴이 쉽지 않다. 민속의 원형을 언제 어디서나 재생할 수 있다면 민속의 전승

은 어렵지 않다. 민속자료의 보존은 그래서 기층문화의 보전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

인 과제가 된다”.

｢제13회 강릉단오제 총평｣(1984.6.9)
“단오제 행사에서 굿당 다음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관노가면희는 고증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크게 뒤따랐다. 시시딱딱이 탈은 지난 67년 단오제가 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됐

을 당시의 탈과는 전혀 다른 탈로 변해 버렸으며 장자마리의 복장도 해초와 곡식이 

무성하게 매달려 있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양반의 도포자락과 담뱃대도 양반을 

상징할 바에야 도포자락이 길거나 넓어야 했다는 지적이었는데 민속행사는 행사도 행

사지만 고증에 접근해 가야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강릉=김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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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노가면희 재연｣(1985.6.22)
“관노가면희가 21일 단오제에서 민간인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재현됐다. 주민 25명에 

의해 재현된 무언극 관노가면희는 67년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을 받았으나 그동안 

강릉여고 관동대생 등 학생들에 의해 재현됨으로써 전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돼 왔

던 것”.

｢관노가면희 민간재연 괄목｣(1985.6.25)
“이번 단오제를 통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민간인들에 의한 관노가면희의 재현. 

유천동 주민 권영하 씨(68) 등 25명이 출연한 관노가면희는 춤사위에서 한국농악과 

강릉무속춤을 겸했고 반주는 강릉농악반주에 탈춤반주를 가미했으며 탈의 모습을 바

꾸는 등 상당한 노력과 연구 끝에 새 모습으로 등장함으로써 호응을 얻었다. 무엇보

다 그동안 강릉여고 관동대 등 학생들에 의해 재현돼 오면서 뜻있는 인사들로부터 

전수에 문제점이 있다는 우려를 받아왔으나 처음으로 민간인들에 의해 재현됐다는 점

에 의의가 컸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관동대생들도 같은 장소에서 번갈아가며 출연

했는데 2개가 가면희 출연자들의 복장과 탈의 모습 춤사위 등이 크게 달라 관객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결국 지도여하에 따라 지역민속극의 모습이 달랐다는 것으로 대학

은 대학대로, 민간은 민간인들대로 연구노력을 하되, 기록과 향토성에 접근하도록 연

구하고 지도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강릉=김운경 기자).

  

｢50여만 인파 찾은 성숙된 민속축제｣(1986.6.16)
“단오제의 꽃인 강릉관노가면극이 강릉시 유천동 관노가면보존회 회원들에 의해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성숙돼 재현됐다는 것이 괄목할 만 했다. 강릉관노가면극은 2년 

전까지 강릉여고 관동대학 학생들에 의해 재현돼 오면서 관노가면극의 주인공들이 탈

이 원형과 다르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올해는 원형의 탈을 제작 정착시켰다는

데 더 큰 뜻이 있다. 지난해 유천동 관노가면보존회원들과 관동대학생들과의 관노가

면극 복장과 탈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는 67년 중앙대 임동권 교수가 강릉관

노출신이었던 김동하(작고)와 차형원 씨(작고)를 통해 담은 녹음을 토대로 관동대 무

형문화연구소장 김선풍 교수와 장정룡 강사가 공동으로 강릉관노가면의 원형이 탈을 

만들어 통일시키게 됐다”.

｢강릉관노가면극 맥 끊길 위기｣(1990.8.13)
“관노가면극 보존을 위해 자생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작 기능보유자가 없어 

전승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더욱이 민간전승차원에서 6년째 묵묵히 관노가면극의 맥

을 이어오던 유천동민들이 의욕상실로 해체위기에 처해 있어 기능보유자 재지정이 절

실히 요청되고 있다. 유천동서 7대째 살고 있는 권영하 씨는 65년부터 강릉단오제에 

참여해왔는데 88년에 문공부로부터 관노가면극 이수자로 지정, 무형문화재지정 당시 

관노가면극 원형복원에 고증을 했던 사람 중 현재 생존해 있는 함종태 씨의 고증을 

재차 받아가며 관노가면극의 맥을 잇기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권씨는 바쁜 농사일

을 제쳐두고 25여명 동민을 이끌고 서울놀이마당 단오제 공연은 물론 타지역문화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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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조출연 등으로 바쁘게 다녔다며 기능보유자 지정이 안 되자 회원들이 의욕을 상실

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일 뿐이다며 관노가면극의 맥이 이대로 끊길까 걱정했다”(강릉

=박미현 기자).   

강릉단오제 연구사를 분류한 김선풍은 문헌자료시대(허균~1959)를 거쳐 본격적인 연

구 제1기는 연구형성기(1960~1969), 제2기 연구발전기(1970~1979), 제3기 연구난숙기

(1980~현재)로 나누었다. 1960년대 초기 연구 자료로서 강릉단오제 관노가면극만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 임동권, 1966, ｢강릉단오제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9호, 문화재관리국, 39쪽

강릉단오제가면극을 ‘관노가면극’이라 명명한 최초의 보고서로서 강릉단오제가 세계

문화유산이 되는 기반을 만든 보고서다. 실제로 이 보고서에 의해서 국가지정 중

요무형문화재 13호 1967년 지정되었다. 당시 강릉에 거주한 김동하·차형원·함종

태 등의 고증에 따라 관노가면극을 4과장으로 나누었다. 

제1과장 : 장자마리 좌우에서 등장, 서로 춤을 추고 관중과 희롱도 하며 장내를 정

리하기 위하여 장내를 빙빙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몰기도 하고, 서 있는 사람을 앉

히기도 한다. 마치 훼방꾼처럼 익살맞은 일도 한다. 제2과장 : 양반등장, 한 손에 

긴 담뱃대를 들고 위엄을 보이며 긴 수염을 쓰다듬기도 한다. 그러자 소매각시 등

장, 양반과 춤을 추다가 양반이 먼저 구애한다. 처음에는 싫은 듯하다가 서로 뜻이 

맞아 상애(相愛)하고 어깨를 끼고 장내를 돌아다니며 춤을 춘다. 얼마 후에 양반은 

복판에 앉고 소매각시만 독무(獨舞). 제3과장 : 시시딱딱이 손에 칼을 들고 양쪽에

서 등장, 양반과 소매각시 상애(相愛)하는 꼴을 보고 샘이 나서 방해를 한다. 때로

는 밀고 잡아당기고 골린다. 그러다 소매각시 시시딱딱이 쪽으로 끌고 가서 함께 

춤을 한바탕 춘다. 양반 기가 막힌 듯 대노(大怒)하여 소매각시를 데려온다. 양반의 

노여움에 소매각시 당황하나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갔을 뿐 결백하지만 양반이 

알아주지 않으니 분해서 양반의 긴 수염으로 목을 감아 죽으려고 한다. 이 꼴을 

본 양반은 그때야 비로소 노여움을 풀고 측은한 생각이 들어 소매각시를 용서한다. 

제4과장 : 양반과 소매각시 화해하는 것을 보고 동민일동 남녀노소가 함께 장내에 

들어와 춤을 춘다. 양반, 소매각시, 장자마리, 시시딱딱이 모두 함께 춤춘다.

●  최상수, 1967, ｢강릉단오제 탈놀음｣, 20세기 한국대관, 동아출판사, 137쪽; 최상수, 

1985, 산대·성황신제 가면극의 연구, 성문각, 182~188쪽

이들 자료는 1942년 및 1958년 강릉에서 김동하(강릉읍 교동리, 1958년 7월, 1964

년 8월조사), 김도수(강릉읍 홍제리, 1942년 7월조사), 김돌이(강릉읍 초당리, 1942

년 7월) 등의 노인들로부터 들은 바를 채록하여 정리 작성한 것으로 ‘강릉가면희

(江陵假面戱)’라 명명하였다. 그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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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가면희는 연극으로서의 가면극(假面劇)이 아니고, 연희자가 얼굴에 탈을 쓰고 

춤만을 추는 놀이이므로 가면무(假面舞)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놀음에는 재담(才談)

이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가면극이라 하지 않고, 탈놀음이란 뜻으로 가면희(假面戱)

라고 표기(表記)하여 오는 것이다. 이 가면희는 조선이 망한 뒤에는 이 놀음을 하

던 관노(官奴)도 없어지고, 따라서 이러한 놀음도 하지 않았으므로 자연히 인멸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에 이 놀음을 하던 연희자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다만 소년 시절에 이 놀음을 보았다는 고노(古老) 몇 사람만이 남아 있어, 나의 조

사 때에 그 분들의 본 바의 말을 듣고 여기에 그 놀음의 내용을 적어 보기로 한다. 

제1장자말 과장 : 장자말(1·2) 두 사람이 삼각형 고깔을 쓰고, 삼베 푸대옷을 입

고 나와서 타령장단에 맞추어 한참 춤을 추다가 나중에는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한

참 추고는 들어간다. 춤을 출 때에는 두 사람이 마주 서서, 또는 제각기 희롱을 하

는 동작을 하면서 흥겹게 춘다. 제2양반과장 : 양반 한 사람이 꼭지에 호수(虎鬚)가 

달린 삼각형 고깔을 쓰고, 직령(直領)을 입고, 접부채와 긴 담뱃대를 손에 쥐고 나

오고, 뒤따라 소매(小梅)각시가 쪽찐 머리에 노랑저고리, 푸른 치마를 입고, 손에는 

손수건을 쥐고 나와서 두 사람이 타령장단에 맞추어 한바탕 춤을 추다가 나중에는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남무(男舞) 비슷한 춤을 춘다. 제3시시딱떽이과장 : 시시딱떽이

(1·2) 두 사람이 나와서 제각기 막대기 한 개씩을 손에 쥐고 나와 염불·타령장단

에 돌단춤을 추면서 “쉬- 쉬-”하고 또 딱딱 때리면서 사방을 돌아다닌다.  

 

● 강릉시교육청, 1966, ｢강릉탈춤｣, 향토교육자료집, 74~77쪽

이 책자에는 강릉관노가면극을 ‘강릉탈춤’이라 불렀다. 가면의 형태, 유래와 기

원, 탈춤의 종류로 나누어 기술하였으며 장대말이 2인, 양반광대 1인, 소매각시 1

인, 수수딱대기 1인, 행진무 등으로 나누었다. 몇 가지 오류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1960년대 재현당시의 모습을 기록하였다.

 

<양반광대> 참나무로서 얼굴에 폐(나무로 인상을 만들어 분으로 장식함)를 걸

고 머리에는 장계꼬리로 만든 물건을 이고, 손에는 그림부채를 들고 몸에는 특이

한 무용복을 입고 춤을 춘다. <소매각시> 창녀로 하여금 전자와 조금 다른 형식

을 하고 춤을 춘다. <괘대> 혼윤(이면에 대 들을 넣어 표면은 천으로 싼 것)을 들

어 중앙에 장대봉으로 꽂고 주위에 천을 걸어 한 사람이 갖고 시내를 일주한 자

를 역사라 하여 포상한다. 강릉탈춤은 대관령 산신과 국사성황제와 강릉단양제(풍

년제)를 중심으로 하여 발달된 민속무용이다. <장대말이>(2인) 청회색 베옷(통옷)을 

입고 눈만 보이게 하고 머리는 졸라 걸치고 허리에는 둥근 대(竹)바퀴를 걸치고 

말치풀을 달아매고 옷이 땅에 끌리며 서서히 나타나 원무곡식으로 빙빙 돌며 전

무대를 둥글게 원을 그려 춤을 추다 퇴장한다. <양반광대>(1인) 점잖은 탈을 쓰되 

두에는 장 2척의 홍색 뿔갓을 쓰고 말풀로 만든 장수염을 걸치고 청의직령(모시)

을 입고 옥색 수술띠를 매고 행건을 치고 수여자를 신고 좌수에는 장죽(담뱃대)

을 들고 우수에는 대선(大扇)을 점잖은 태도로 춤을 춘다. <소매각시>(1인) 얌전한 

미인 탈을 쓰고 머리에는 무색수건을 쓰고 긴 머리에 붉은 당기를 드리고 노랑

빛 회장저고리에 다홍치마(명주) 댕이신을 신고 왼손에는 황색수건(2척) 오른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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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선(홍색)을 들고 얌전한 태도로 양반광대와 함께 춤을 춘다. <수수딱때기>(1

인) 무서운(방상씨 형)탈을 쓰고 행이옷(푸른색 중추막형)을 입고 흑색 베띠를 띠

고 마른신(미투리)을 신고 주홍색 목제 칼(3척)을 휘두르며 넘어지고 자빠지며 사

람을 웃기는 괴상한 춤을 추다가 소매각시와 양반광대 사이로 들어가 소매각시를 

붙잡고 입도 맞추고 다리도 주무르다가 양반광대에게 발각되어, 끌려간 소매각시

는 창피하여 양반광대 수염에 목을 매면 양반광대는 소매각시를 업고 들어간다. 

<행진무> 또다시 새신의 종이 울리고 제1선두에 수수딱때기·소매각시·신간·양

반광대·8무당·장재말이 순서로 산유가(진행가)를 부르며 원을 그리고 돌아간다. 

●  전찬영, 1974, ｢관노가면극의 유래와 내용｣, 경포 제2집, 강릉교육대학 학생회, 

185~189쪽

이 글은 1971년부터 매년 단오제때 강릉교육대학 학생들이 강릉여자종합고등학교 

가면극부와 더불어 공연하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등장인물은 양반광대 1명, 소

매각시 1명, 장자마리 2명, 시시딱대기 2명이며 전체 4과장이나 원래의 1과장 전

에 무당의 축수를 위한 가무가 첨가되어있다고 설명하였다. 

제1과장 : 사방 2간(間) 남짓한 정방형의 보자기 안에서 여럿이 어울려 보자기를 

잡고 춤을 춘다. 그러면 보자기는 파도치는 것 같이 출렁거린다. 이는 파도를 상

징한다고 한다. 보자기 밑에서 장자마리 둘이 나와서 서로 희롱하며 군중을 정리

하는데, 마치 훼방꾼 모양으로 익살과 희롱을 하여 장내를 정리한다. 장자마리는 

특유의 개 춤을 추면서 발로 구경꾼을 차기도 하며 손으로 밀기도 하여 장내정리

를 한다. 이때 보자기는 양반광대·소매각시·장자마리·시시딱대기 등 6명이 나

누어 잡고 춤을 춘다. 제2과장 : 장내 정리가 다 되면 양반광대가 등장한다. 한손

으로 긴 수염을 쓰다듬고 다른 한손으로는 긴 담뱃대를 빨며 거드름을 피우며 걸

어 나와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이때 소매각시가 등장하여 모양 좋게 춤을 춘다. 

흥에 겨워 주위에 누가 있는지를 의식치 못하고 어깨춤을 춘다. 소매각시 춤추

는 것을 보던 양반광대가 고개를 끄덕이며 슬금슬금 다가가 수작을 걸자 깜짝 놀

란 소매각시가 부끄러운 듯 새침하게 돌아서지만 양반광대의 끈질긴 수작에 뜻이 

맞아 서로 흥겹게 춤을 춘다. 제3과장 : 소매각시와 양반광대가 흥겹게 춤을 추

고 있을 때 돌연 양쪽에서 시시딱대기 둘이 손에 칼을 들고 나타나, 춤추는 것을 

방해하며 소매각시를 탈취하여 춤을 춘다. 소매각시는 하는 수 없이 시시딱대기

와 어울려 춤을 춘다. 기가 막힌 양반광대가 뛰어가 소매각시를 다시 빼앗아 오지

만 그 노여움을 참지 못해 소매각시를 때린다. 그러자 소매각시는 자기의 결백함

을 양반광대에게 설명하고자 빌기도 한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양반광대의 긴 수염

에 목을 매고는 죽으려 한다. 이때 비로소 양반광대는 노여움을 풀고 용서하려 하

지만 소매각시는 늘어져 있다. 그러자 양반광대는 황망히 소매각시의 가슴에 귀를 

대고 들어보니 아직 숨소리가 들린다. 양반광대는 적이 안심하는 표정이 된다. 제

4과장 : 드디어 소매각시가 소생하여 기쁨에 넘친 양반광대와 소매각시가 어울려 

춤을 춘다. 이때 전체 등장인물과 구경꾼까지 어울려 춤을 춘다. 그러나 현재 시

행하는 것은 전체 등장인물만이 양반광대, 소매각시와 어울려 춤을 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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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민, 1975, ｢관노가면희｣, 강릉단오제연구, 강릉단오제위원회, 22~27쪽

이 글에서는 강릉교육대학에 재직하던 최종민 교수가 관노가면희의 특징을 서낭제

때 하는 가면희, 독립된 가면희, 관노들 출연, 대사가 없는 묵극이라는 점 등 네 

가지로 분석하였다.

 

● 황정자, 1975, ｢관노가면희의 공연｣, 강릉단오제연구, 강릉단오제위원회, 28~30쪽

이 글에서는 강릉여자고등학교 가ㅅ면극 지도교사가 학생들이 하는 관노가면희

를 등장인물과 과장별 내용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으며 전체 10과장으로 소개

하였다.

●  한국문화재보호협회강원도지부, 1977, ｢강릉관노가면희｣, 향토민속예술보존, 

77~78쪽

이 자료는 강릉관노가면희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제6, 8, 9, 10회 출연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그 기원을 신라 지증왕 13년(512)에 나무사자를 만들어 우산국을 

정복한 이사부 장군의 전승기념놀이로 추정하였다. 

관노들이 하는 가면희(假面戱)로서는 강릉단오제(江陵端午祭)가 대표적(代表的)이다. 

음력 5월1일 대성황사 앞에서 단오날까지 날마다 했다고 한다. 이 전통적(傳統的)

인 민속(民俗)놀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신라시대(新

羅時代) 이사부(異斯夫)의 전승기념(戰勝記念) 놀이가 변형(變形)되어 온 것으로 한

말(韓末)에 소멸(消滅)되었든 것을 근래(近來)에 강릉(江陵)의 고노(古老) 김동하(金

東夏) 옹에 의하여 다시 부활하였다. 가면(假面)의 종류(種類)-양반(일명 양반광대), 

소매각시, 장자마리(가면2), 시시딱따기(가면2) 제1과장 : 장자마리 좌우에서 등장, 

서로 춤을 추고 관중과 희롱도 하며 장내를 정리하기 위하여 빙빙 돌아다닌다. 손

님을 내몰기도 하고 선 사람을 앉히기도 한다. 마치 훼방꾼처럼 익살을 부린다. 제

2과장 : 양반등장, 한손에 긴 담뱃대를 들고 위엄을 보이며 긴 수염을 쓰다듬기도 

한다. 그러자 소매각시 등장 양반과 춤을 추다가 양반이 먼저 구애를 한다. 처음

에는 싫어하는 듯하다가 서로 뜻이 맞아 사랑하고 어깨를 끼고 장내를 돌아다니며 

춤을 춘다. 얼마 후에 양반은 복판에 앉고 소매각시만 혼자 논다. 제3과장 : 시시

딱따기 손에 칼을 들고 양쪽에서 등장, 양반과 소매각시 서로 사랑하는 꼴을 보고 

샘이 나서 방해를 한다. 때로는 밀고 잡아 댕기며 골린다. 그러다가 소매각시 시시

딱딱기 쪽으로 끌려가서 함께 춤을 한바탕 춘다. 양반 기가 막힌 듯 대노하여 소

매각시를 데려온다. 양반의 노여움에 소매각시 당황하나 자기는 수염으로 목을 감

아 죽으려 한다. 이 꼴을 본 양반은 그때에 비로소 노여움을 풀고 측은한 생각이 

들어 소매각시를 용서한다. 이때까지 시시딱따기는 둘레를 춤을 추며 돌아다닌다. 

제4과장 : 양반과 소매각시 화해하는 것을 보고 동민일동 남녀노소가 장내에 들어

와 춤을 춘다. 양반·소매각시·장자마리·시시딱따기 모두 함께 춤을 춘다. 가면

극이 진행되는 동안 무당일행인 악공의 연주가 있으며 농도 걸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처음부터 대사는 없고 묵극으로 진행되는 놀이인 것이 특색이다.  

이와 같이 초창기연구는 답사기 정도의 수준에서 출발했는데 일제강점기인 1928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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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제대 교수 일본인 아키바 다카시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것은 그의 학문적인 관심에 

의한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식민지정책에 따른 현실이 반영된 것이며 

이후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보고서, 부락제 등으로 이어졌다. 이후 1950년대 6·25

전쟁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기를 거쳐 1960년대에 들어서 학계에서 본격적인 관심을 갖

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연구자는 임동권·최상수 등이며 1967년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

13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1970년대 향토문화 차원에서 김선풍·최철·이보형 등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져 1980년대까지 연구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연구자도 늘어났을 뿐 아니

라 단행본, 연구논문, 석·박사학위논문, 실태조사보고서, 백서, 발전방안 등이 출간되었

으며, 연구내용도 민속학 측면 뿐 아니라 향토사·교육학·무용·음악·사회학·비교민

속학·인류학·기독교와의 관계·영상학·기호학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강릉관노가면극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체로 더운 절기에 행해지므로 고증에도 한 두어 

서너 시간 놀다가 더우니까 그 탈바가지를 벗어 놓는다 하였다. 여러 조사보고서에 관

노가면극은 무언극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나 약간의 재담이 들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인간문화재의 고증에도 분명히 나타난다. 차형원 옹의 언급에 의하면 “그 재

담이라는 거는 서루 말을 통하는 거 보담도 그 탈을 씨고 앉아서 서로 찝쩍거립니다. 

가서 이렇게 서로 댕기고, 이래 서로 보고 이래, 취미로 그 이래지 뭐 뭔 사전에 뭔”라

고 하였다. 이렇게 대사가 없다보니 효과적인 몸짓언어가 동원되었다. 탈놀이의 반주음

악은 비교적 소상한 고증이 남았는데 차형원 옹은 날라리·장구·꽹새·징 등을 오음육

율에 따라 쳤다고 하였다.

등장인물은 모두 개성이 강하게 표출되는데 강릉관노가면극에는 양반광대·소매각시·

시시딱딱이2명·장자마리2명으로 총 6명이 등

장한다. 먼저 양반광대는 호색풍자나 어리석음

을 희화화하기 위한 인물로 등장하는데 양반

광대의 광대는 고려사 권124, 전영보전에 “우

리말로 가면을 쓰고 노는 자를 광대라 한다”

는 언급과 같이 탈놀이 하는 연희자를 일컫는

다. 특히 양반광대가 쓰고 나오는 변은 아키

바 다카시가 1928년 조사한 것에는 호랑이 수

염이 달린 가면에 긴 뿔이 있는 관을 쓴다고 

하였고, 1931년 강릉생활상태조사보고서에도 강릉관노가면극 양반광대와 소매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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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는 꿩깃으로 만든 뿔 모양의 관을 쓴다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 차형원 옹은 정

자관을 썼다고도 하나 여러 고증에 뿔 모양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나장(羅將)이 쓰던 깔

대기 전건(戰巾)이었거나 고구려인이 썼던 절풍건과 유사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증수

임영지에 의하면 강릉부에서 나장의 전건을 소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양

반광대의 이러한 깔대기 관은 중국 귀주 산간지역의 나희(儺戱)에서 양반광대의 것과 

동형의 흑백 고깔을 쓰고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양반광대 역시 나례인물로 짐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소매각시는 양반의 상대역으로 호색을 풍자하기 위한 인물로 표상된다. 소매각시에 대

한 오해는 소무각시라고 기록한 아키바 다카시의 강릉단오제 조사보고서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아키바 다카시는 소무각시(少巫閣氏)라고 써놓고 괄호 안에 분명히 ‘Somai(소매)’

라고 적어 놓았다. 이처럼 소무각시가 소매각시의 착오인데 조선시대 용재총화에도 

소매가 나오며, 경도잡지에는 “소매는 역시 옛날미녀의 이름이다(小梅亦古之美女名)”라

고 한 내용과 “각시는 우리말로 여자이다(閣氏者東語女子也)”라는 내용이 방증자료가 되

는 바이다. 따라서 강릉가면극의 소매는 나례의 의식에 나오는 소매(小妹·小梅)를 차용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에 시시딱딱이는 수수

댁·시시딱떽이·시시딱대기·

시시닦덕기·수수딱때기 등으

로도 나타나는데 아키바 다카

시의 조사에는 방상씨의 가면

과 같은 무서운 목제가면을 쓴 

것으로 나타나고 인간문화재의 

고증에서도 방상씨가 언급되었

다. 또한 ‘쉬시 쉬시’하면서 등

장하는 것과 딱딱이패가 놀이패를 말하는 것을 보면 ‘시시’라는 축귀어(逐鬼語)에 딱딱

이가 합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시딱딱이는 그 인물의 역할이 나례의식의 벽사기능

을 가지고 전염병을 예방하는 뜻에 잡귀를 쫓기 위해 오방색탈을 쓰고 방망이 또는 황

토 칠한 칼을 들고 나타난다. 시시딱딱이가 들고 나타나는 것이 방망이냐 칼이냐 하

는 문제는 김동하·차형원옹의 고증상에는 분명히 분홍색 칠을 한 칼을 들고 나타나는 

것으로 언급되었는데 이것을 방망이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소개되었다. 강이천(姜彛天, 

강릉관노가면극 시시딱딱이(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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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1801)이 지은 ｢남성관희자(南城觀戱子)｣에는 1779년 남대문 밖에서 본 산대놀이를 

읊었는데 여기에는 시시딱딱이와 유사하게 귀면을 쓴 두 인물이 짧은 방망이를 들고 등

장하여 뛰면서 마주 때리고 사라진다. 1941년 조선의향토오락에서도 강릉지역의 오광

대놀이라고 소개하면서 목제인형을 만들어 노는 것이 전염병예방을 위한 것이라 한 것

으로도 알 수 있듯이 단오무렵 질병을 구축하기 위한 상징적 나례양식으로도 파악된다.

장자마리는 장자말·장재말이라고도 하는데 양반을 뜻하는 장자(長者)의 하인인 마름

이 합성된 것으로 유추되기도 하고, 진나라 때 장자방 장량의 설화를 차용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는 시시딱딱이를 창해역사로 볼 때 신화적 연희화의 인물설정이다. 강릉에서 

창해역사를 대창리 성황신으로 모셨다. 그를 또한 ‘어마성황신’·‘육성황신’이라고 불렀는

데 일제강점초기까지 신봉하였으나 현재는 당집이 없어졌다. 필자 조사에 의하면 창해

역사는 ‘여승랑’이라고 하였다. 다른 자료에는 ‘여강중’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한다. 

이렇게 본다면 장자마리는 장

자방, 시시딱딱이는 창해역사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여하튼 장

자마리는 양반광대를 해학적으로 

만들며 놀이를 희극화 하는 인물

로 회청색 포대를 뒤집어쓰고 불

룩한 배를 만들어 이것을 돌리면

서 무대를 넓히고 관중을 웃긴

다. 옷의 색깔을 땅과 바다를 연

상케 하고 표면에는 곡식의 줄기인 나리나 해초인 말치 등을 매달고 나와 풍농어를 기

원한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포대가면은 하회별신극의 주지, 통영오광대의 중광대처럼 

신앙적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일본 오키나와의 신가면의 경우에도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강릉관노가면극의 등장인물은 명칭이나 형태에서 나례의 기능인 

벽사진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이러한 신앙적 기능은 탈놀이의 원초성

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주지하듯이 강릉가면극은 하회가면극과 같이 신앙적인 배경과 근간을 지닌다. 가면극

의 중심인물은 양반광대와 소매각시라는 남녀다. 물론 이들의 관계는 비정상적인 것이

라고 하겠다. 당연히 양반광대의 호색을 풍자하기 위한 관계설정인 탓이다. 하지만 그와 

같이 평면적인 평가로 강릉가면극을 해석하는 것은 성황제 탈놀이라는 신화중심적 연희

강릉관노가면극 장자마리(1976년, 강릉단오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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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가면극의 인물 설정과 지역신화를 대비해 

봄으로써 신화가 기초가 된 연희구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양반광대와 소매

각시는 강릉단오제의 배위신(配位神)인 국사성황신과 국사여성황신의 연희적 상징화법으

로 볼 수 있다. 소매각시의 신화적 상징성은 나례(儺禮)와 야희(野戱)에서 그 명칭이 유

래된다. 용재총화에서 “소매(小梅) 여럿이 여삼을 입고 탈을 쓰며, 초록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손에 긴 장대를 잡는다”라고 한 것처럼 벽사진경의 나희(儺戱)에 나온다. 

또한 경도잡지에 나오는 야희(野戱)의 경우 당녀(唐女)와 소매(小梅)로 꾸미고 춤추는

데 소매는 옛날 미녀의 이름이라 하였다. 이처럼 구나의식에 신격으로 등장하던 소매가 경
도잡지의 기록처럼 들놀음에 등장되었다가 오늘날 산대놀이의 소무, 왜장녀에 잔영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하 강릉의 기록에도 “소매각씨, 창녀(倡女)로서 찰(札), 부채, 복장은 전자

와 약간 달라도 춤은 같다”고 하였다. 1930년대에 한국가면극의 대본을 선구적으로 채록

한 임석재는 최근 그의 회고담에서 ‘소무(小巫)는 무당 후보쯤 되는 어린 무당이라고 생

각해서 썼는데, 후에 다른 기록들을 보니까 소매(小梅)각시라는 술집여자를 지칭하는 말

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소무(小巫) 보다는 소매(小梅)가 훨씬 맞는 말인 것 같다. 나는 

위와 같은 나의 잘못된 점을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으나, 후학들이 좀처럼 고

치지 않고 고수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1)고 토로하고 있다. 또한 조선총독부에서 1931년 

간행한 조사자료 제32집인 강릉군생활상태조사 281면에는 한글로 분명하게 ‘소매각시’

라고 적고 있다. 그러므로 1960년대 강릉관노가면극을 조사할 당시 김동하·차형원옹이 

양반광대의 상대역을 소매각시라고 증언한 것은 매우 정확한 제보였던 것이다.

양반광대와 소매각시를 박수와 무녀로 본 것은 처용과 그의 아내를 무당으로만 보는 

견해와 함께 재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러 정황을 살필 때 소매각시를 무당이라고 주

장하기가 어렵다. 강릉관노가면극의 양반광대와 소매각시는 해원적인 의미로 국사성황

신과 국사여성황신이 혼배한 이야기를 신화극으로 재현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1970년 강릉시교육청에서 발간한 향토교본의 ‘대가면’이라는 이름의 전설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전설에 의하면 대관령 밑에 사는 어느 미모의 총각이 살았었는데, 어느날 옆 집 처

녀에게 사랑을 고백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서 속만 태우면서 살다가 죽어

1) 임석재·임돈희, 1992, ｢양주별산대놀이, 봉산탈춤, 강령탈춤 대사채록 과정에 대하여｣, 비교민속학 9집, 비교민속학회,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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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사성황이 되었다 한다. 그 후 짝사랑하던 여인을 잡아다 같이 살게 되었는데 이 

여인이 죽어 강릉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 한다. 강릉지역 주민은 옛 부터 흉년이 

들거나 홍수 또는 괴질이 유행하면 성황님께서 노하였다고 믿고 매년 단오절을 기하

여 무녀로 하여금 성황님께 기도를 올린다. 그러면 성황님께서 나와 생시에 이루지 

못한 장면을 연상한다. 

대관령국사성황신과 여성황신의 혼배과정은 현실에서 사랑을 성취하지 못한 총각이 

국사성황이 된 후에 짝사랑한 여인과 결합하는 신화적 해원(解寃)과정으로 보인다. 또

한 흉년이나 홍수·괴질 등의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단오에 무녀가 성황신에게 빌고 

나면, 생시에 이루지 못한 장면을 연상한다하여 그러한 내용을 연희화 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시시딱딱이에 대한 신앙적 상징의미는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기능보유자였던 

차형원 옹에 의하면 “시시딱딱이라는 것은 도저히 그 의미가 예방적으로, 그 참 아지만 

4~5월 달이면 홍진에 관계로 그 예방이 돼요. 그래 가서 그 서낭에 가서 빌 때, 그 모

든 것을 제사해 달라는, 그 흠하게 해서 ‘그런 병이 돌지 안하게 제사해 주쇼’ 이래서 

그렇게 흠한 꼴을 맹길어서 내 놉니다”라고 하였다. 

요컨대 시시딱딱이는 여름철 단오무렵 홍역과 같은 나쁜 질병을 몰아내는 벽사기능의 

인물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병이 돌지 않게 하는 인물로 방상씨의 기능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강릉의 마을제당에서 봉안하고 있는 여역신(癘疫神)이나 약국성황신격(藥

局城隍神格)을 상징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강릉단오제 행차가 약국성황당을 반드시 

순례했음에서도 알 수 있다. 국사성황 행차가 반드시 임당동에 있던 약국성황을 반드시 

거쳤던 이유는 질병예방의 벽사기능을 말해준다. 

약국성황은 1603년(선조 36)에 설립되어 질병을 치료하고 효를 실천한 강릉의 약국계

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시시딱딱이의 벽사기능은 김동하 옹의 언급에

서도 “그건 결국 본이 희니께. 희니께 거기더 거저 나쁜 칠을 그저 이렁저렁 해서 보기

가 마 희안하곤 하여튼 방상씨예요. 뭐 다시 말할 기 없어요”라고 하였다. 필자는 시시

딱딱이의 신화적 인물형상화를 창해역사로 추정해본 바 있다. 그것은 창해역사라는 인

물의 평전과 그의 행동에서 대호를 물리쳤으며, 후에 강릉의 육성황신이 되었으며 어마

성황당에 모셨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결국 시시딱딱이 두 명은 신격상 여역신인 약국성황신과 육성황신이며 신화적 인물

은 창해역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해역사와 장량과의 관계를 살펴 볼 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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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마리는 장자방 즉 장량을 형상화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장자마리의 어원상 장자방, 

장자마름으로 보이나, 일설로 부자를 가리키는 장자에 종(宗)·수(首)·대(大)의 뜻을 지

닌 ‘말’·‘마루’가 첨가되어 복합어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자마리는 그 표면에 말

치라는 바다풀을 붙였으며, 그 모습이 처용이 사모의 양쪽에 모란화 두 송이를 달고 복

숭아 열매와 잎을 꽂은 만두삽화(滿頭揷花)와 비슷하고, ‘복지구족샤 브르거신 예’라

고 한 것과 같이 배불뚝이 모습이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처용이 동해용신으로 호국신

이며, 구나신이며, 문신이라면 장자마리 두 명은 각각 풍요다산을 추구하는 생산신격으

로 말치와 같은 바다풀을 매달고 나오는 동해신의 역할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장자마리

와 같이 포가면을 쓰는 형태의 등장인물이 신격을 상징하는 것은 오키나와 일대의 해안

가 연희에서도 그러한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 

강릉관노가면극의 반주음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없어서 알 수 없으

나 무격의 음악에 맞추어 탈놀이가 행해졌던 것으로 생각되며, 국사성황신 행차시의 상

황을 “국사행차화각전도무격명금격고(國師行次畵角前導巫覡鳴金擊鼓)”라 하여 쇠뿔로 만

든 관악기인 화각(畵角)전도와 금·격·고(金·擊·鼓) 등을 사용하였음을 적었다. 이들 

무격반주자 중에는 관노가 악기편성에 들어갔는데 아키바 다카시의 조사에서는 “헌주(獻

酒)의 예(禮)가 끝나고부터 남녀의 무격 50~60명이 산유가를 부르며 북을 치고 종을 울

리며 새신(賽神)을 행한다. 또 관노인 취수(吹手)도 태평소를 불고 놀고 미시(未時)에 이

르러 해산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사성황신 봉영시 악대와 순서를 “선두에 대평소, 나발

취수 각 2인, 육각(장고1·대고1·피리1·해금1·필률2)세악수 6명”2)이라 하여 태평소를 

관노가 맡았음을 밝혔다.

전술 내용으로 보아서는 반주음악이 대취타로서 세악수(細樂手)가 6인, 대평소 나팔이 

2인이므로 육각(六角)인 북·장구·해금·피리·태평소 한 쌍이 세악취타로 편성되었음

을 알 수 있고 음악도 대풍류로 생각된다. 그러나 무(巫)굿이나 국사성황신행진과는 달

리 탈놀이에 있어서의 반주음악은 취타위주의 굿거리·허튼타령·긴염불 등이었을 가능

성이 있으며, 악기는 날라리(태평소)·꽹과리·징·북·장고 등이고, 악공은 무굿 때는 

무격들의 반주, 탈놀이 때에는 관노들이 반주를 하였을 것이다. 차형원옹의 증언에서는 

오음육률(五音六律)이 언급되고 악기종류도 나타난다. 차형원옹의 고증에는 날라리·꽹

과리·북·장구·징 등을 사용했고 무당들이 반주음악을 연주했다고 한다. 그것은 관노 

중에 무격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탈놀이와 무격희를 대성황당이나 여러 곳을 함

2) “先頭に大平簫, 喇叺の吹手各二人, 六角(杖鼓一, 大鼓一, 笛一, 奚琴一, 觱篥 一對)の 細樂手六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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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순례하면서 행했던 이유에서도 기인한다. 현행 가면극의 장단은 꽹과리·징·북·장

고 등 타악기 위주로 삼채·굿거리·질꼬내기·인사굿 등을 사용하고 있다.

강릉관노가면극은 한국가면극 중에서는 유일하게 무언극으로 전승되었기 때문에 춤사

위는 몸짓언어로서의 기능을 수반하고 있는 중요한 연희이다. 춤과 동작(mime)으로 일

관된 놀이마당이므로 춤과 마임의 역할이 대사 이상의 극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며, 근원연극으로서 현대연극의 한국적 움직임에 기용(起用)될 수 있는 좋은 요소를 갖

추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관노들에 의한 연희라는 것은 남무(男舞)로서 다분히 투박하면서도 농촌가면극의 특징

은 살릴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어야만 탈놀음 내용과 상징의미에 부합한 춤사위가 

되는 것이다. 탈놀음의 진행이 묵극이므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동시에 온갖 몸

짓언어, 짓거리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며, 상대방을 희롱하거나 유혹하거나 서로간에 춤

을 추며 흥겨운 행동으로 탈놀음을 이끌게 된다. 관노들에 의한 연희라는 이유가 연희

의 기교상 미숙을 초래하였고 동시에 양반풍자의 약화를 가져왔으나 그것은 양반풍자

의 노골성과는 다른 차원을 취한 유머와 해학정신으로 부드러운 풍자 속에 단오제의 정

신인 지역의 안녕과 축제의미, 공동체 의식을 구축하였으며 연희내용에 충실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

먼저 장자마리의 춤사위는 연희서막의 개막무로서 마당을 정리하며 관중을 웃게 만드

는 마임으로 배불뚝춤과 개춤을 혼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불룩한 배와 온통 몸을 뒤

집어쓰고 나온 포형태에서 동물의 모의와 모의성적인 춤사위를 발견할 수 있다. 장자마

리는 마당닦이라고도 한다.

다음 시시딱딱이 춤사위는 

상징의미를 살필 때 벽사진경

의 예방주술적 기원무를 추었

으며 활달하고 위협적이며 장

난스런 칼춤의 형태를 갖추었

던 것으로 생각된다. 양반광대

와 소매각시 춤사위는 굿거리 

원형에 맞춘 어깨춤과 사위춤

으로 다정한 몸짓과 맞춤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고 강릉관노가면극 양반광대와 소매각시 춤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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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에는 춤사위 명칭이나 구체적 언급이 없으나 기본적으로 발을 떼어 놓는 방법을 말하

고 있으니 양반광대와 소매각시 춤에서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을 들고 나가며 걸

음걸이도 곱게 자욱을 놓고 돌아가며 갈라서며 마주하며 춤을 추었던 것을 듣게 된다. 

양반광대와 소매각시의 춤사위는 고증에 점잖게 추는 ‘맞춤’과 ‘어깨춤’에 대한 언급이 

들어 있다. 유득공의 경도잡지에 의하면 “춤은 반드시 대무인데 남자는 소매를 펄럭이

고 여자는 손을 뒤집는다”는 표현과 일치한다. 시시딱딱이 춤사위는 가면극의 상징성을 

잘 보여주는데 무서운 탈을 쓰고 칼을 휘둘러 재앙을 쫓는 ‘칼춤’과 사랑놀음을 훼방하

는 ‘제개는춤’과 소매각시를 유혹하는 ‘너울질춤’을 춘다. 구체적으로 김동하·차형원 보유

자의 고증 내용을 구술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장자마리 춤사위] 장자마리가 맨 먼저 나와서 그 참 마당땍이야, 마당땍이니 전부 그 

노는 장소를 한 번 멀리도 맨들어 놓고, 좁으면 저리 좀 피해라고 시방 이렇게 물려

서 넓직하게 이렇게 맹글어 놓고 그 가운데 그 자기가 한 번 주위를 한 번 돌아 댕

기면서 잘 한 번 춤을 추지요. 그렇게 앉아서 노는 식을 맹글었지요. 장자마리라는 

건 그거는 보통 그 참 누구 말마따나 마뎅이, 그전 옛날 마뎅이 하더래도 도리깨 쳐

내듯이…(차형원).

[양반광대·소매각시 춤사위] 양반놀음은 옛날로 참 시방으로 말하면, 그전으로 말하

면 진사급제 지내듯이 그것은 즘잖은 태도로 일선 나와서 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아

주 잡스럽게 노지 안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양반광대가 전부 의복과 관을 씨고 

하는 것도 그 아주 즘잖은 태도로 나와서 배우가 춤을 추고 놀게 돼 있습니다. 서로 

그게 참 단지 춤과 서로 앉아서 그 각시를 소매각시 다리는 그 의미가 참 보면 재

미있게 다립니다. 서로 춤을 같이 추는 것이 춤추고 돌아가는 것이 그 참 뭐 보면

은 즘잖게 단지 노는 그기예요. 그렇게 잡스럽게 안 놉니다(차형원). 양반광대는 저기

에서 놀고 소매각시는 이짝에서 놀고 양짝에 서서 이렇게…(김동하). 발은 그 좌우가 

있는데요. 나가서 우선 발드는 것이 저짝 여자는 왼짝 듭니다. 남자는 가서 인제 오

른짝을 들고 나갑니다. 인제 서로 좌우에 갈라 서서 서로 춤을 추고 걸음걸이도 함부

덤 안 걸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자욱을 곱게 이렇게 참 떼어 놓으며 춤을 추고 이렇

게 딱 마주합니다. 해 가지고는 서로 또 돌아가고 이렇게 서로 몇 회씩 돌아가며 서

로 갈라서서 춤을 추고 그렇게 됩니다(차형원).

[시시딱딱이 춤사위] 그 험한 탈을 쓰고 거기 가서 인제 자꾸 거저 제깸니다. 이리두 

찝쩍, 저리두 찝쩍, 이래 건드려 보기도 하고 얼굴도 대보기도 하고 그럴 때 양반광

대는 시시딱딱이가 와서 그지경을 하니 아 양반광대가 아니꼽단 말이예요. 그래 이놈

~ 호령을 하면 쫓겨 달아납니다. 쫓겨 달아났다가 또 다시 와 가지고 찝쩍거리고 이

래서 그 어울려서 한바탕 잘 놉니다(차형원). 벌건 저 버드낭그로서 깎아서 뻘건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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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서 지레기를 요만큼 해서 들었지요. 그 속에서 들고 있다가 그저 이렇게 휘둘르

고 추고 이러니 그 칼이 이러그 가끔 불쑥불쑥 나오더구만요(김동하).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릉관노가면극 등장인물의 춤사위는 고증한 내용을 바탕으

로 추려내면 다음과 같다. 장자마리의 춤사위는 소위 ‘마당딱이춤’이다. 마당을 닦듯이 

추는 춤이라는 뜻인데 매우 독특하다. 이와 함께 ‘도리깨춤’을 춘다. 배불뚝이 모습으로 

도리깨를 쳐내듯이 마당을 넓게 하는 의도로 추는 춤이다. 차형원옹의 언급대로 “장자마

리가 맨 먼저 나와서 그 참 마당땍이야. 전부 그 노는 장소를 한 번 멀리도 맨들어 놓

고 좁으면 저리 좀 피해라고 사방 이렇게 물려서 넓직하게 이렇게 맹글어 놓고...그거

는 보통 그 참 누구 말마따나 마뎅이, 그전 옛날 마뎅이 할 때 도리깨 쳐내듯이”라고 

한 것으로 짐작된다. 강릉탈놀음의 등장인물은 양반광대·소매각시·시시딱딱이2인·장

자마리2인으로 모두 6명으로 되어 있다. 의상과 소품을 고증내용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양반광대 탈] 그저 시방 입은 의복이 전부 시방 말하면 학생사각모자처럼요. 그전에 

그기 관이라고 합니다. 에―관. 거게서 입고 그 다음에 청의도포에다가 띠를 띠고 수

술띠를 띠고, 그리고 인제 그때 그 수혜가 있었지마는 수혜가 그때 있었습니다. 수혜

하는 건 그 반장화처럼 이런 수혜를 신고 그래고 부채들고, 또 한편에는 담뱃대를 들

고 이래고 나와서, 에―나오게 되었어요. 아마 수염은 한 한자이상 내려 갈거 올시다. 

배꼽까지 내려갔는데 경척 아마 시방 말하면 경척 한 서너자 될끼 올시다. 그때는 그 

뭐 청치 뭐 나리 이런 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만들고…얼굴색은 흰색으로 칠했

지요. 흰색으로, 머리에다가는 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각모자처럼 이런 관이 있

어요. 그 관을 썼어요(차형원).

[소매각시 탈] 아주 젊은 여자처럼 곱게 앉아 얼굴을 흰색으로 맹글어 가지고요. 뒤는 

머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쪽집니다. 시방은 다 이렇게 뭐 지지고 달고 이래지마는 

그전에는 빗어서 비녀를 찔러요. 그 비녀를 뒤로 찌르고 또 그 앞에 치장은 아마 요

게다가 붉은 홍로를 이렇게 붙입니다. 칠하고, 양짝 볼두덩이에 앉아서 입에다가 붉

은 것 칠하고 그래서…저고리가 인제 노랑저고리에다 회장을 받치고 이래서 다홍치마

를 입혀서 이래 인제 춤을 추킵니다. 갓신이라고 있어요. 대인이라고…(차형원).

[장자마리 탈] 장자마리 라는 건 탈이 없어요. 탈이 없구 삐죽한 거 올라오는 거, 장

자마리라는 건 자기의 인상 그 탈이 없습니다. 탈이 없어요. 단지 의복만 가지구 그

렇게 말치 그 옷을 입히고…자기 의복도 그 말치라고 있는데, 에―바다서 풀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 말치를 갖다가 그 의복 위에다가 그냥 덧붙여서 말치를 해서 그 장

자마리라고…그 놈이 몸을 놀릴수록 그 놈의 대를 가지고 테두리를 한 의복궤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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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돌아가지요. 사람은 그 안에서 자꾸 이렇게 기계발동시키듯이 자꾸 움적거리기

만 하면 의복은 저절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마음대로 사용하지요. 계화라는 걸 하나 

꽂구는 내리써요. 폭 내려 씌킵니다(차형원).

[시시딱딱이 탈] 얼굴이 전부 아주 뭐 참 도저히 인상으로는 볼 수 없지요. 그 아주 

기기괴괴하게 아주 험하게만 만들어서 숭(흉)하게만 만들어서 그 얼굴이를 탈을 맨들

었단 말이요(차형원). 얼굴이가 이만 하지요. 이만한 게 입이 크단 게 쭈욱 째진 게 

여꺼지 이렇게 내려 오구요. 입이 여게는 이렇게 두껍고 입가는 헬쭉하고 여게는 툭 

불거 내려오고 눈도 그렇게 쩨 있고 한 게 얼굴이 지금은 칠이 좋아서 칠을 뭐 양칠

을 해놓으면 보기나 좋지요. 그때에는 그 붉은 뭐 홍칠, 검은 칠, 이런 걸 가지고 이

렇게 이렇게 사방 그려 놓은 걸 보면 쉬시 쉬시― 이래고 나오는 걸 보면 기구절창

하지요. 의복이라는 기 말하면 지금 보통 의복이 아닙니다. 아무튼지 그 녀석이 입

은 게 베가 한 필이 넘지요. 그저 이 소매가 이렇게 너르고 옹그소매가 이렇게 길은 

기 소매가 앞이 이렇게 이런 기 땅에 찌르르 끌리게 너르게 하고 베를 이렇게 한 필 

가지고 이렇게 네 겹으로 해서 띠를 이렇게 매고요. 또 벌건 저 버드낭그로써 깎아

서 뻘건 칠을 해서 지레기를 요만큼해서 들었지요. 그 속에서 들고 있다가 그저 이렇

게 휘두르고 춤을 추고 이러니 칼이 이래 그 가끔 불쑥 나오더구만요. 뵈키고 그러더

군요(김동하). 아, 그 옛날은 물감 붉은 거 푸른 거, 그저 누른 거, 흰 거 그저 오색

으로 가지고선 마끈(모두) 탈에다가 전부…(차형원) 그건 결국 본이 희니께 거기다 거

저 나쁜 칠을 그저 이렁저렁해서 보기가 마 이 희안하곤, 하여튼 방상씨예요. 뭐 다

시 말할 기 없어요(김동하). 눈은 아주 보통 아매 한 한 치 이상의 눈도래가 됩니다. 

한 치 코도 앉아서 아주 뭐이든지 뭐 둥그렇게 아주 이렇게 맹글고, 입으는 우떻든지 

아매 한 자 오푼이나 째졌을 기요. 코가 울뚝불뚝하게 앉아서 막 그것도 아주 훑 얽

었습니다. 뻑뻑하게 얽게 맹길고 입은 어떻든지 한 자 오푼 이상으로 쩍 째져서 숨은 

뭐 아주 뭐뭐 어마어마 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그 탈을 제조를 했단 말예요, 그전부

텀. 그래고 사방 한 자되게 우리 탈이라고 했지마는 꼭 인상과 같이 코, 귀 던지 모

든 것이 아주 똑 그 사람 얼굴의 형용이예요. 하나 그 휴늉만 앉아서 험하게 만들었

다 그 말이 올시다. 그 옷이라는 것이 그게 다 그때도 다 베올시다. 베 아니면 명인

데 거게 다가 검정물 들이고 다 이래서 그 자기 일신에 입고 나와서 모든 걸 자기 

몸에 건 것이 베로 말하면 그때 구포지마는 그 구포가 한 서너 필씩 들어요. 세 필

이라면 삼삼은 구에 삼오는 십오 한 백여 자 듭니다. 전부 그러니 그건 그렇게 떡하

니 아주 푼하게 합니다. 푼하게 하고는 그 전부 의복 속에 사람이 들었지요. 뭐 탈

도 쓰니 뭐 그 얼굴 본색이라고는 귀경을 해 볼 수 없습니다. 아, 끌리구 말구, 앉아

서 그걸 이래들면 이 밑이 그 회장이라는 이 소매가 당최 요 옹구소매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그저 뭐 아주 그 전부 풍족하지요(차형원). 그 저저저 버드낭구로 가지구

선 뻘건 칠을 해 가지구 한 것이 지레기 이만큼 한 것이 이 소매 안에 여게 마카 있

어요(김동하). 아 손에다 현방 안 뵈킵니다. 그 앉아서 의복 안에서 가지고 사용합니

다. 시시딱딱이라는 것은 도저히 의미가 예방적으로 그 참 아지만 4월 5월 달이면 홍

진에 관계로 그 예방이 돼요. 그래 가서 그 서낭에 가서 빌 때 그 모든 것을 제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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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는, 그 흠하게 해서 “그런 병이 돌지 안하게 제사해 주쇼” 이래서 그렇게 흠한 

꼴을 맹길어서 내놉니다(차형원).

강릉관노가면극의 놀이 내용은 전체 다섯 과장으로 연희된다. 제1과장은 장자마리 개

시과장, 제2과장은 양반·소매각시 사랑과장, 제3과장은 시시딱딱이 훼방과장, 제4과장은 

소매각시 자살소동과장, 제5과장은 양반·소매각시 화해과장의 내용이다. 

[제1과장] 탈춤은 첫 번에 나오는 것이 장자마리라는 그 의복을 입고 첫 번에 개시를 

합니다. 개시를 해서 그 일정한 장소에다가 여러분이 그 뒤를 둘러싸고 그 장자마리 

한바탕 나가서 춤을 떡 시작한 후에는…(차형원). 처음에 장자말이란 것이 나온다. 이

것은 뿔이 달린 삿갓[笠]을 쓰고 허리에 대[竹]를 두르고 여기에 말치라고 하는 해초를 

걸고 또 색지나 색포를 요란스럽게 늘어뜨려 어깨띠로 허리에 두를 대에 걸고 있는 

사내다(아키바 다카시).

 [해설] 탈놀이 시작과 함께 먼저 포대자루와 같은 포가면을 전신에 쓴 두 명의 장자

마리가 연희를 개시한다. 요란하게 먼지를 일으키며 불룩한 배를 내밀면서 놀이마당

을 넓히기 위해 빙빙 돌아다닌다. 관중을 희롱하기도 하고 선 사람을 앉히기도 하며 

모의 성적인 행위의 춤도 옷의 표면에는 말치나 나리 등 해초나 곡식을 매달고 속에

는 둥근 대나무를 넣어 불룩하게 나온다. 장자마리는 희극적인 시작을 유도하며 마당

을 정리하고 해학적인 춤을 춘다.

[제2과장] 다음에는 양반광대 그 소매각시가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일테면 매우 한가

지지요. 그래서 춤을 추고 인제 노는데…서로 그게 참 단지 춤과 서로 그 각시를 소

매각시 다리는 그 의미가 참 보면 재미있게 다립니다. 서로 춤을 같이 추는 것이 춤

추고 앉아서(상투어) 돌아가는 것이 그 참 보면은 즘잖게 단지 노는 그기예요.(차형

원) 양반광대(兩班廣大)와 소무각시(小巫閣氏)가 나온다. 양반광대는 호랑이 수염이 달

린 가면에 뿔이 달린 관을 쓰고 직령(直領)이란 풍덩한 청의(靑衣)를 입고 소무각씨는 

황의청상(黃衣靑裳)에 결발(結髮)을 하고 백분(白粉)을 바른 여가면을 하고 부채를 들

고 춤을 춘다(아키바 다카시).

 [해설] 양반광대와 소매각시는 장자마리가 마당을 정리한 후 양쪽에서 등장한다. 양

반광대는 뾰족한 고깔을 쓰고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점잖고 위엄있게 등장하여 소매

각시에게 먼저 사랑을 구한다. 소매각시는 얌전한 탈을 쓰고 노랑저고리 분홍치마를 

입고 수줍은 모습으로 춤을 추며 양반광대와 서로 뜻이 맞아 어깨를 끼고 장내를 돌

아다니며 사랑을 나눈다.

[제3과장] 시시딱딱이가 아, 탈을 쓰고 가만보니 아 그 보니까 한줌 상간에 그거 속이 

좀 상한단 말이야. 아, “저 어떡해서 저 두 부부가 재미있게 저렇게 노는가 훼방 좀 

한 번 놔야겠다” 아, 그 험한 탈을 쓰고 거기 가서 인제 자꾸 거저 제갭니다. 이리두 

찝쩍, 저리두 찝쩍 이래 건드려 보기도 하고 얼굴도 대보기도 하고…(차형원). 그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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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시시딱딱이가 그 사람이 와서 양반광대, 그 소매각시를 양반광대는 저기에서 

놀고 소매각시는 이짝에서 놀고 양짝에 서서 이렇게 노는데 붙잡아 고만 이렇게 안

아 가지고 가요. 가서 데리고 가 좀 놀아요. 좀 놀면 그 양반광대라는 게 부채가 크

단게 가지고 있어, 저걸 보며 이래며, 그 장난 치고 이러다가 인제 양반광대가 가설

랑으는 그 소매각시를 데리고 오오(김동하). 마지막에 시시딱딱이란 것이 등장해서 양

반과 소무가 춤추고 있는 가운데에 끼어들며 이것은 방상씨(方相氏)의 가면과 같은 

무서운 목제가면을 쓰고 있다고 한다(아키바 다카시).

[해설] 시시딱딱이는 무서운 형상의 탈을 쓰고 양쪽에서 호방한 칼춤을 추며 뛰어 나

온다. 양반광대와 소매각시의 사랑에 질투를 하며 훼방을 놓기로 모의하고 때로는 밀

고 잡아당기며 훼방하다가 둘의 사이를 갈라놓는다. 시시딱딱이는 무서운 벽사가면을 

쓰고 작은 칼을 휘두르며 춤춘다.

[제4과장] 양반광대가 가설랑으는 그 소매각시를 데리고 오오, 붙잡아 데리고 떡 오

면 소매각시가 와선 양반광대 무릎에 떡 이렇게 빕니다. 빌고는 수염이 딴게 아니래

요. 그 소매각시가 이렇게 “내가 저놈한테 붙잡혀 갔지, 내가 저놈 생각이 있어 갔느

냐” 그거란 말이요. 그저 수염에 목을 졸라매고 죽는 체를 하고 뻑구녕(장난)을 치고 

한참 장난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 그 수염이 그렇게 길어요. 그렇잖으면 

안 길어요. 그게 길 택이 있소? 뭐 장개가고 뭐뭐 하는 놈이 수염이 무슨 수염이 길

어요. 그러니 그게 그때 그걸 가지고 그 소매각시가 와서 그 목을 여기다 맨틈바굼이

래서 수염이 지다랗단 말이요. 소매각시가 목매요(김동하). “나는 이렇게 청백한데, 나

는 내마음은 이렇게 청백한데 당신은 어떻든지 의심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내 차라

리 당신 수염에 내가 목매달아 죽겠다”고 소매각시가…(차형원).

[해설] 시시딱딱이가 양반광대와 소매각시 사이를 갈라 한쪽에서는 양반광대와 놀고 

다른 편에서 소매각시를 희롱하며 함께 춤추기를 권하나 완강히 거부한다. 이를 본 

양반광대는 크게 노하며 애태우나 어쩔 수 없이 분통해하다가 시시딱딱이를 밀치고 

나와 소매각시를 끌고 온다. 소매각시가 잘못을 빌어도 양반광대가 질책하다 소매각

시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한다는 구실로 양반광대의 긴 수염에 목을 매려고 한다. 수

염에 목을 매어 죽으려는 소매각시의 결백호소에 양반광대는 놀라고 측은한 생각으로 

소매각시를 용서한다. 결국 소매각시는 결백을 증명한 셈이 된다. 수염으로 목을 감

는 모습은 해학적이며 권위의 상징인 수염을 당기어 결백을 오히려 시인케 하는 내

용은 죽음의식을 초월한 희극화된 표현이다.

[제5과장] 그래 소매각시가 수염을 매는데 철저히…그러냐”하고 그제선 그 소매각시를 

도로 사정을 해요. 양반광대가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그래서 그참 오해를 풀어주곤 

그제선 또 마음이 융화가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참 또 한 번 춤을 한바탕 추지

요. 한바탕 놉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서로 속이 끼지 않게 서로 풀어 주는데 춤을 

참 정말 잘 추고 돌아갑니다(차형원).

[해설] 양반수염을 목에 감고 자살을 기도하여 결백을 증명하려 했던 소매각시의 의도

는 양반광대의 관용과 해학으로 이끌어져 서로 오해가 풀리고 결백이 증명되므로 탈



446  강원도사

제2장 | 강원의 민속예능

놀이는 흥겨운 화해와 공동체 마당으로 끝을 맺는다. 악사들과 악대, 구경하는 사람

들이 함께 어울려 춤을 춘다.

강릉관노가면극은 관노들에 의해 연행된 탈놀이다. 관노들이 단오제 행사에 참가하였

던 것은 재관 중에 삼헌관으로 관노가 있었고 관노가 맨 앞에서 태평소를 불며 일행을 

이끌었던 것을 보아도 관노들이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갑오경장 때 공식적으

로 공사노비법을 혁파됨으로써 전승상 어려움을 겪고 1909년경에는 중단되었다. 이때쯤 

제1과장 장자마리 개시 제2과장 양반광대·소매각시 사랑

제3과장 시시딱딱이 훼방 제4과장 소매각시 자살소동

제4과장 소매각시 자살소동 제5과장 양반광대·소매각시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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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노가면극이 사라졌다가 대략 60여 년이 지난 후에 당시의 연희자들을 찾고 고증을 하

게 됨에 따라 세상에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강릉관노가면극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서낭제 계통극으

로 괫대를 모셔놓고 연희를 행하며, 단오제의 근간정신을 구현한 제의연희(祭儀演戱)로

서 토착성을 시사한다. 둘째, 한국가면극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승되는 무언극으로 춤과 

몸짓언어를 사용한 묵극(默劇)양식이다. 셋째, 관민(官民)공동의 연희로서 연희주체가 관

노라는 특수한 신분이라는 점이다. 넷째, 양반광대의 희화화(戱畵化)를 통한 해학성을 표

출하고 있으니 지나치리 만큼 긴 수염과 뾰족한 ‘변’의 모양 및 놀이마당의 연희구성이 

신랄한 풍자보다는 해학성에 치중하고 있다. 다섯째, 소매각시의 행위를 통한 규범성과 

도덕성, 정조관을 연희화하여 규범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여섯째, 장자마리의 모의적 행

동을 통한 풍요기원·벽사진경(辟邪進慶)의 의미를 갖추고 있으며 장자마리는 장자방고

사 관련설과 장자의 마름, 긴 말치를 달고 나온 인물 등으로 유추되며, 신앙적으로 해

신의 내방신격이나 풍요신격, 형태상 곡수(穀穗)의 인태화(人態化)로도 생각된다. 일곱째, 

시시딱딱이는 벽사기능 수행의 인물로 예방주술적(豫防呪術的) 인물의 역할을 행한다. 

상징의미는 창해역사의 연희인물화, 홍역신 상징, 사자가면의 변이 등으로 추론된다.

1967년 문화재관리국의 ｢강릉단오제 지정조사보고서｣에는 제례·관노가면극·굿의 예능

보유자후보로 15명을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제례 김신묵, 가면극 김동하(1884년생)· 차

형원(1890년생), 무녀 장재인 등을 보유자로 인정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타계하여 제관으

로 김진덕, 무녀로 박용녀가 인정되었고, 2000년도에는 제관으로 조규돈, 무녀 빈순애가 

인정되었다. 관노가면극은 1993년 8월 2일 보유자로 권영하(1918년 6월 4일생, 작고)가 인

정되었고, 뒤를 이어 2000년 7월 27일 김종군(1942년 3월 5일생)이 인정되었다. 관노가면

극 전수교육조교는 주영건(2000년 인정)·안병현(2006년 인정)이 인정되어 오늘에 이른다.

2. 동해 북평원님놀이 

동해시 북평에서 전승되는 원님놀이는 음력 정월대보름 민속극놀이로 전승되어 왔다. 

이 놀이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데 확인할 수는 없으나 지역민들의 증언에 의

하면 약 2백년 전으로 소급된다. 매년 북평주민들은 정월대보름날 마을 앞의 북평교를 

열흘정도 마을 단위로 밟았다. 그것도 조용히 다리만을 건넌 것이 아니라, 대보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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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아래 전천(箭川)을 사이에 두고 편을 갈라 양쪽 농악대가 지신밟기·다리굿·다리밟

기·마당놀이를 하면서 한 해의 풍흉을 점쳤다. 이러한 편전(便戰)양식은 양파경축희(兩

派競逐戱)로서 궁극적으로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편가름놀이로 볼 수 있다. 또한 원

님놀이를 포함하여 경북지역 서당놀이나 함경도 북청원님놀이와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북평원님놀이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에 그 전승이 끊긴 것을 1978년 4월 삼척군에

서 거행된 제6회 죽서문화제때에 재현되고, 제2회 태백문화제에 출연하였다. 이와 동시

에 개최된 제1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북평읍 주민 120명으로 구성된 ‘북평원님놀이’

가 강원도 대표민속놀이로 참가하여 30분간 공연하였다. 옛 고증자들의 언급에 의하면 

1902년에 북평에서 크게 원님놀이를 했는데 당시 원님행차가 10리에 이어졌으며 참가자

들은 말을 타고 소를 타고도 참가했다고 전한다. 현재 동해북평원님답교놀이보존회(회장 

홍광식)가 결성되어 매주 목요일 전수회를 갖는 등 활발하게 전승활동을 펼치고 있다.

북평원님놀이는 ‘댁교·댁교놀이·사또놀이·원놀이·원님놀이·관원놀이·사당놀음’ 등

의 별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다리밟기와 원님놀이를 합친 것이다. 원님놀이는 경상

북도 북부와 강원도 동남부의 청년들이 행하던 민속놀이다. 다리밟기는 우리나라 대보

름민속놀이로서 그 전통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에 북평지역의 향토성을 보탠 것이

라 할 수 있다. 즉 마당놀이와 다리밟기를 통한 제액초복의 주술성과 기원성, 관원놀이

와 서당놀이의 자치성과 교훈성 등을 도출할 수 있다.

일반적인 다리밟기와 북평의 답교놀이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답교놀이는 다리밟기를 놀이로 연희화한 것으로 원님이 교자를 타고 의젓하게 행차

하는 놀이라는 것이다. 굳이 ‘원님답교놀이’라고 부른 것은 옛날 서당 학동들이나 마을 

청소년들이 원님의 행차하는 모습을 본떠 가장행렬을 하고 이때 삼현육각을 갖추어 풍

악을 울리면서 다리를 건너가는 것을 칭하는 것이다.

원님놀이는 민속놀이나 무당굿놀이의 일부로 연행되기도 하는데 북평원님놀이의 경우

는 송사(訟事)설화의 내용 중에 재판 장면이 연행되고 이를 매개로 하여 이야기가 전

개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송사설화가 놀이마당으로 확대되면서 이야기의 의미를 심

화 확대시킨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 원님놀이는 조선시대 노명흠(盧命欽, 1713~1775)

이 편찬한 동패낙송(東稗洛誦)의 관원희(官員戱)가 바로 그러하다. 이광정(李光庭, 

1552~1627)이 양주목사로 있을 때 매사냥꾼으로부터 이좌수댁 다섯 처녀들이 행한 원님

놀이를 듣고 이들의 합동혼례를 치르도록 주선했다고 한다. 이 관원희는 태수희(太守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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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송사의 형식과 절차가 풍자적 의미를 띠고 연희화한 모습을 엿보

게 된다. 북평원님놀이 역시 길놀이 거리굿이나 원놀이·서당놀이 등 마당극의 풍자성, 

지신밟기와 다리밟기의 연희성을 지니고 전승된다.

함경남도 북청군 신창읍 토성에서도 음력 정월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관원놀이를 

했다. 이 토성관원놀이는 북평원님놀이와 맥을 같이 한다. 토성관원놀이는 모의재판·관

원행차·횃불싸움·사자놀이가 주축을 이루며, 통영의 사또놀음은 길놀이·모의재판·여

흥(승전무·통영오광대·통영검무)이 놀이의 주축을 이룬다. 경북 영양의 원놀음이나 안

동·청송·의성 등지의 서당놀이는 모의재판이 놀이의 주축을 이루며, 풍산의 진법별신

놀이와 부여의 은산별신제는 관원의 행차를 모방한 가장행렬이 놀이의 주축을 이룬다.

경북 의성에서는 1900년대 초까지 서당 학동들이 추석 때에 원놀이와 가마싸움놀이를 

했다. 옛날 의성에는 남부에 넷, 북부에 하나로 모두 다섯 곳의 서당이 있었다. 이 서

당의 학생들이 남북으로 편을 가른 후 가마를 제작한다. 가마는 나무로 높이 1m, 길이 

1.7m, 가로 1.2m의 크기이며 바퀴 4개가 달려 있다. 가마 안에는 애호박을 따서 먹으로 

사람 얼굴을 그려놓고 원님이라 불렀다. 각각 선두에 사령기를 비롯한 깃발들을 선두에 

세우고 공격대와 수비대의 순서로 서서 싸움을 벌인다. 힘센 공격대원들이 먼저 적진에 

뛰어들어 기를 뺏고, 가마를 발길로 차고 혼전을 벌여 가마와 가마끼리 부딪쳐 부서지

는 쪽이 지는 것으로 한다. 이긴 편의 서당에서 과거 급제자가 많이 나온다고 여긴다. 

민속적 의미는 다르지만 제주도의 삿도놀이는 ‘사또놀이’·‘원님놀이’라고도 부르며, 덕

망 높은 사람이 호상으로 죽었을 때 하는 민속놀이다. 제주지역에서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고인과 비슷한 덕망을 갖춘 사람을 사또로 모셔 가마에 태우고 동네잔

치를 펼친다. 독교는 장례현장에서 상두꾼들이 제작하는데, 이 놀이는 슬픔의 감정을 풀

고 일상사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연스런 행사로서, 큰 어른을 모시는 잔치를 열어 마을

의 활력을 되찾으려는 뜻이 담겼다고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관원놀이 계통의 민속놀이로는 동해 북평, 북청 신창, 경북 의성 

외에도 경북 영양군 원놀음, 경북 안동군 풍산읍 수동의 진법별신놀이, 충남 부여의 은

산별신제 행군, 경남 통영의 사또놀음 등이 전승되고 있다. 경북 안동·청송 등지에서도 

서당 학동들도 이와 유사한 모의재판 놀이를 놀았다. 

북평원님놀이는 북평동 전 지역의 마을이 참가한 대동제의 성격의 대규모 행사로 진

행되었다. 우선적으로 이곳에서는 답교를 먼저 시작하는데 타 지역의 정월대보름 답교

와 상이한 점이 많다. 그것은 답교행사 자체의 독특하고 다양한 차별성이 전승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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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그러하다. 대구리는 ‘복색답교’라 하여 과거에는 현직 고을에 가서 직접관복을 빌

려서 답교를 했다. 송정리 ‘인간답교’는 북평지역에서 가장 큰 마을인 송정리에서 3백여

명이 참가한 것이고, 쇄운리 ‘풍악답교’는 노래와 춤을 잘 추는 마을인 쇄운리의 답교를 

칭한 것이다. 구미리 ‘완력답교’는 활기넘치는 힘을 과시하며 다리를 밟은 구미리의 특징

이 있다. 단봉리는 ‘문한답교’다. 글을 잘하고 예의범절을 갖춘 예의답교로서 단봉리 주

민들의 답교를 이와 같이 칭하였다.

다음은 주민들이 가장(假裝)으로 원님을 꾸며 모의재판놀이를 하고 원님답교의 가장행

렬놀이를 하였다. 즉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을 가짜원님으로 꾸며서 행차하고 몇 가지 

송사를 처결하는 모의재판놀이를 하였다. 이것은 관·민소통의 한 방식으로 생각되는데 

가장원님, 모의재판 등의 모의적 상황을 연출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연희적 상황극 효

과를 극대화하였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원님놀이를 통해 자녀들을 위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했다는 점이다. 과거 이곳에 살았던 정덕교·홍종범·김일현 등 고증자들에 따르면 

“글공부하는 자식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어 열심히 정진하면 고을원님과 같이 높은 벼슬

에 오르라는 뜻으로 출발된 것”으로 구술하였다. 또는 “벽지에서, 이 고장에는 한 사람

의 수령도 못내 그 허전함을 메우기 위함”이라 하여 지방토호들의 관직에 대한 소망을 

메워주는 역할도 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언급은 북평원님놀이의 본질성을 말해준 것

이라고 하겠다. 한편으로 민속놀이를 통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북평일대의 선

비문화와 뒷드르 농경문화가 조화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연희

적 성격이 강하므로 수령을 민의에 따라 뽑고자 하는 민선행정의 희망을 담은 일종의 

원님형 민속극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답교놀이는 각 마을이 편을 갈라 다리를 밟고 농악대가 다리굿을 치면서 

다리뺏기 놀음을 통해 풍요기원적 의례놀이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 놀이가 행해지는 

시기가 음력 정월대보름이므로 만월의 풍요와 다리를 밟아 개인의 각질예방과 마을의 

재액방지를 추구한 신앙주술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답교놀이의 이중성은 농경문

화의 모의적 생산의례와 더불어 유교적 발상의 교육을 강조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보름 답교(踏橋)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신체적으로는 다리의 건강을 기원한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지니나, 다리가 지닌 상징성을 본다면 ‘한 해의 액을 건넌다’는 주술적 

의미가 강조된다. 대보름 만월과 풍물·다리밟기 등 복합적이고 혼잡성은 풍요를 기원

하는 심리적 동기를 내포하고 있다. 다리밟기가 아니라 원님답교로 칭하는 이유는 학동

들이 원님을 꾸며서 참가하고 다양한 모습의 마을별 답교가 진행되며 농악대 다리굿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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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뺏기 놀이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북평원님놀이만의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북평원님놀이는 각 마을별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다리만을 건너는 도액

(度厄)과 풍요기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원님놀이를 통해서 교육적 기능을 강

조하는 등 해학적 놀이상황을 연출하는 복합지향적 연희이다. 따라서 북평원님놀이는 

경북지역의 원님놀이나 타 지역보다 복합적인 의미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다. 즉 마당놀이라 하여 원님의 집에 전 행렬이 모여 지신밟기와 같은 마당놀이를 했

고, 어느 마을의 원님행차이건 반드시 북평교를 건너 다리밟기를 하는 것이 행렬의 절

차 중의 하나여서 정초, 답교, 초복행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원님은 마을에서 존경받

는 사람을 뽑아 이를테면 민선 수령격으로 존중하여 그를 구심점으로 마을의 문제를 협

의 처리했다는 점을 그 특성으로 꼽고 있다.

북평원님놀이는 현재 동해문화원과 북평원님답교놀이보존회에서 전승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1년 제24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면서 이 놀이의 특색을 다음과 같이 언

급하였다.

동해북평원님답교놀이는 다리[橋]를 밟는 전통적인 민속놀이다. 음력 정월대보름날 

다리를 밟으면 1년간 다리[脚]병이 없고 12다리를 밟으면 12달의 액을 면한다고 하는 

속신적인 믿음이 있었다. 즉 다리[橋]는 다리[脚]와 같은 소리이므로 다리를 밟으면 1

년동안 다리에 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유감주술의 세시민속놀이의 전형

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그 해에 어느 마을이든 답교놀이에서 이긴 마을은 풍년이 

깃든다는 농경문화의 모의적 생산의례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하겠다. 또한 마

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을 뽑아 민선 수령으로 존중하여 그를 구심점으로 마을의 문제

를 협의, 처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당놀이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되어 원님의 집

에 모여 지신밟기와 같이 마당놀이를 하였으며 북평다리를 건너 다리밟기를 하는 것

이 행렬의 절차 중의 하나여서 정초, 답교, 초복행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가

장 큰 특색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답교의 종류나 규모로 보아 마을단위 다리밟기 민

속으로는 그 규모가 매우 성대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평원님답교놀이는 약 2백전부터 지역에서 전승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나라 

답교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할 것으로 추정되나 지역전승의 확실한 준거는 찾을 수 

없음이 아쉽다. 그러나 북평뒷드르장과 연관지어 고려해보면 답교놀이와 횃불싸음의 거

화전(炬火戰) 전승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북평장 원님놀이는 내가 어려서 송정이 외가이므로 정월보름 전에 세배하러 오면 

앞섬에서 횃불싸움으로 시작하는 걸 보았어요. 저녁이 되면 온통 불꽃밭이지요. 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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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되면 원님놀이를 하는데 길가 마실(마을)로 다니면서 술을 얻어먹고 오후가 되

면 원을 싣고 북평 나무다리에 가지요. 봉정 동네에서도 답교놀이를 하다가 북평 다

리위에서 만나지요. 거기서 싸움이 나는데 송정에서 떼거리로 나오고, 몽둥이를 들고 

나오니 봉정이 흩어지는데, 그게 답교놀이지요”(장정룡 조사, 1999.11.25, 김영기, 남 84

세, 동해시 송정동).  

북평답교놀이는 조선시대 북평읍 3개면에서 박월교를 중심으로 행했다. 박월면·도상

면·도하면에서 원님을 꾸며 답교를 했는데, 길놀이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 북평의 원님놀이는 삼개면이 있는데 이 삼개팀이 나옵니다. 삼개 팀이 뭐 여러

가지 장기를 해가지고 나오는데 우선 그 원님놀이는 그 자기면에 아주 덕망이 있고, 

한문께나 하고 그리고 돈이 좀 있어야 되지요. 이런 사람을 원님으로 그 해에 뽑지

요. 뽑아가지고 정월대보름날에 그 원님을 이제 가마에 태우고 사또행렬을 이제 가장

하고 그 통인들은 그 부락의 어린아이들 소년들을 전부 옷을 입히고 머리에 고깔 그

런 걸 씌워가지고 행렬을 쭉 지어서 풍악을 울려가면서 모시는데 그 집에 가보면 뭐 

음식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모셔온 이 사람들을 대접을 하지요. 원님집에 마

당놀이가 되는데 아주 풍악을 울려가지고 마당놀이를 하고 가마를 태워가지고 가는

데, 인제 원님을 그 가마를 타기 전에 그 가마위에다가 제사를 올립니다. ‘내가 이 삼

척원님이 돼가지고 갑니다’하는 인제 그러한 제문을 올리고 가마를 타고 그 박월다리 

그쪽으로 나오는데 그 오는 도중 우리가 말하는 길놀이가 되겠죠.…그러니까 그 행렬

이 오게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쪽 남쪽에 박월면은 박월면대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쪽 다리로 오지요. 또 전천강 북쪽에는 두 개면이 있으니까 지금 송정리가 원 주동

이 됩니다. 거기서 또 인제 그 다리를 건너서 오지요 또 도상면에는 지금 효가, 쇄운

리, 삼화, 이로리 거기가 주동이 돼가지고 거기서 또 팀이 오지요. 그러니 3개팀이 그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오지요. 와 가지고는 이 다리에 먼저오고 나중에 오고는 문

제가 안 되겠지만 어떤 때에는 일시에 온답니다. 일시에 오면은 제각금 먼저 밀거니 

달거니 이래가지고 어떤 때는 싸움도 나고요. 그래서 인제가 얘기가 그런 것이 있잖

습니까? 이 박월면에 팀은 아주 완력이 심하다. 이래 가지고 거기서 싸움이 나면 몽

둥이를 가지고 아주 뭔 대답합니다. 그래서 박월면의 원님놀이는 이것을 ‘완력답교’라

고 별명이 그렇고, 송정에는 원래 인구가 많고 거반 많이 동원하기 때문에 ‘인간답교’ 

그리고 그 위쪽 쇄운리 그쪽에는 풍악을 그렇게 잘도 울렸다그럽니다. 그래서 ‘풍악답

교’다 이렇게 이름이 붙는데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고 그 일시에 왔을 때는 서로 다리

를 점령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싸움도 벌어졌지마는 나중에는 그 원님들이 시를 짓는

다고 하여 어느 시가 잘 됐는가 그 시를 가지고 경쟁을 붙여서 잘 된 순서대로 다리

를 먼저 밟았지요”(김선풍 조사, 1980.11.9, 김일기, 남 52세, 삼척군 삼척읍 남양2리).

다음에 북평원님놀이의 원형전승은 강원지역 민속연희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 강

릉관노가면극이나 속초북청사자놀음이 현전하고 있는 실정에서 강원도 민속극으로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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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평원님놀이는 민속극의 요소를 충분히 담보하고 있다. 2011년 

제24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한 북평원님답교놀이 구성 및 놀이과장을 보면 제1과장 

지신밟기, 제2과장 다리굿, 제3과장 다리뺏기, 제4과장 원님다리밟기, 제5과장 마당놀이

로 되어 있다. 

이창식이 조사한 대구리 원님놀이에서 급창 악공으로 연희를 한 바 있는 정덕교(1977

년, 당시 75세)에 따르면 마을사람들이 육방관속 및 기타 관속으로 분장하고 삼현육각의 

악대를 구성하여 원님을 모시고 마을 한바퀴 도는 행차를 한 후 넓은 장소를 찾아 정

좌하고 새 원님을 맞는 예가 끝나면 원님은 집무에 들어가 송사를 다루었다고 한다. 이 

놀이는 정초에 며칠씩 계속되었는데 인근 마을은 서로 경쟁하여 원님의 행차를 화려하

게 꾸몄다고 한다. 송정에서 사령으로 참가했다는 홍종원옹(1977년, 당시 75세)은 송정리 

원님놀이는 마을 북쪽 용정리에서부터 행렬이 시작되었으며 원님을 문중돌림으로 뽑았

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은 원님으로 뽑히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그 집에서는 소를 잡고 

음식을 장만하여 원님을 맞으러 온 행렬이 당도하면 푸짐하게 대접했다고 한다. 북평읍 

대구리에서 거주하던 정덕교 옹의 고증자료에 “신관사또 김형순 호(號) 후산(後山) 거 송

정군 삼척유속(遺俗) 사도유희(使道遊戱) 육방관속 행렬”이라 하여 원님놀이를 ‘사또유희’

라고도 불렀음을 알 수 있다. 

강원도 제11회 민속예술경연대회(1993년)와 제17회(1999년)·제18회(2000년)에 원님답

교놀이가 출연하였다. 동해시 북평지역(옛날에 3개면이 있었음)에는 정월대보름날 저

녁에 연령수대로 다리를 밟으면 무병장수하고 일년 신수가 대길하다 하여 오랜 옛날

부터 답교놀이 풍습이 전래되고 있다. 대보름저녁이니 달맞이는 저절로 곁들여지고 

제등과 횃불은 야음의 필수적인 조명수단이었으며 해가 거듭할수록 놀이가 신명나게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니 어느 해에는 양반계층에서 “남녀가 밤에 만나는 것은 

미풍양속을 헤친다”하여 반대하였다. 이때 모인 주민들의 모의로 유림중의 학덕높은 

선비를 원님으로 천망하여 원님놀이로 신명풀이로 거행하니 유림중에서 “이것은 선비

의 노름놀이다”라고 하여 도리어 답교를 권장하게 되었다. 그 후 정초에 미리 원님과 

육방관속을 천망하고 놀이 당일 택호를 ‘사또댁’이라 불러주니, 서로 원에 천망되려고 

타천자천으로 경합이 심하여져서 지역안배를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음식준비도 풍부

하고 참여를 자청하니 답교풍습은 이 지역전체가 참여하는 신명나고 성대한 놀이로 

전승되어왔다. 3·1만세 운동이후로 일제가 “미풍양속을 헤친다”는 핑계로 금지되었다. 

1983년 대보름 저녁에 한번 재현을 시도한 바 있다.  

1978년 죽서문화제와 태백문화제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 시 대본에도 송사과정이 들

어 있다. 일반적으로 원님놀이계열에는 모의재판 송사과정이 들어 있다. 지난 1978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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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9~21일 춘천에서 개최된 제1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한 북평원님놀이에서

도 정덕교·홍종원옹의 증언을 토대로 하여 마당놀이·행차·환영연·송사·마당놀이의 

다섯 마당으로 재현하였다.

● 이기원, 1987, ｢북평원님놀이의 재현｣, 태백문예 제2호, 태백문화제위원회, 79~85쪽

①  마당놀이(도입부)-농악 : 농악대가 앞장서 마당놀이를 하며 입장, 연희장 밖 앞

마당에서 한바탕 논다.

②  행차(입장)-대취타 능계 : 표식기, 인도·사령·도사령·영기·악대·사령·원·

일산·관원·통인·흡창·기녀·무희·관노·마을사람·농악대 순으로 입장한

다. 대취타의 가락은 능계로 바뀌어 흥을 돋군다.

③  좌정·점고-염불 : 차일을 쳐놓은 곳에 원님이 좌정하면 육방·사령·기녀·악

공은 좌정하고 가락은 능계에서 염불로 바뀐다. 육방의 점고가 끝난다.

④  환영연-굿거리 : 점고가 끝나면 염불가락은 굿거리로 바뀌고 무희가 춤을 추

기 시작하고 이윽고 관기도 함께 군무한다.

⑤  송사-북·농악 : 송사가 시작되면 관원은 배석을 달리하고 원님은 죄인을 다

스린다.

 

⑥  마당놀이-농악·악대 : 송사가 끝나면 신관 사또의 덕을 기리며 농악대의 

가락을 앞세우고 사또·관원·마을사람들이 한데 엉켜 흥겨운 한마당의 춤을 

춘다.

⑦  퇴장-농악·악대 : 춤의 연속으로 농악과 악대의 풍물이 혼합되어 고조된 가

운데 엉켜서 퇴장한다.

동해 북평원님놀이(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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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제1과장 : 마을회의(원님선출), 제2과장 : 신관맞이 지신

밟기, 제3과장 : 원님다리밟기 행사, 제4과장 : 모의재판으로 구성하였다. 원님놀이는 구

성원이 백명에서 3백명까지 동원되는 대규모 연희다. 이 많은 인원들이 조선시대 지방

관원의 복장을 입고 배역에 따라 놀았는데, 제각기 분장을 하고 우마를 타고 행렬을 지

어 ‘바굴다리’로 불리는 북평교를 중심으로 모였다. 여기에는 원님행차 과정과 원이 선

출된 집마당, 송사를 다루는 모의재판 장소 등이 준비된다. 등장인물의 의상과 소도구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 청도기(淸道旗) : 2개, 두 사람이 털벙거지를 쓰고 검은 동달이를 입는다. 기의 바

탕은 남색이며 청도 두 자는 붉은 글씨다. 

● 도훈도(都訓導) : 1인, 구군복차림으로 ‘용(勇)’자를 새겨 벙거지 앞에 단다.

● 응월도 : 2개, 두 사람이 털벙거지를 쓰고 검은 동달이를 입었다. 

● 악공 : 10~20인으로 삼현육각의 악대를 구성함. 장고·북·나팔·태평소·재파리·

징·퉁소·피리 등.

● 기녀 : 10~20인으로 치마저고리에 한삼을 손에 낀다.

● 전배(前陪) : 2인, 구군복 차림으로 벽제(僻除)소리를 외침.

● 순시기(巡視旗) : 2개로 사방 두 자 가량의 푸른 비단 바탕에 순시라고 써서 붙인 

것을 두 사람이 털벙거지를 쓰고 검은 동달이를 입고 든다.

● 삼지창(三枝槍) : 2개로 길이는 일곱 자 여섯 치.

● 나장(羅杖) : 2인으로 큰 칼을 메고 간다. 

● 영기(令旗) : 2개, 순시기와 같으며 ‘령(令)’자를 썼으며 방울을 달아 소리가 난다.

● 도사령(都使令) : 2인으로 털벙거지에 흑의와 붉은 소매를 한 옷을 입고 나온다.

● 급창 : 1인으로 갓 도포 차림.

● 일산(日傘) : 1개로 흰 바탕에 푸른 선을 두른 긴 양산.

● 원님 : 1인으로 사모 관복 차림을 하거나 조선시대 고을 원이 입었던 의상에 지휘

봉을 들고 나옴.

● 교군 : 4명, 응월도 차림과 같고 가마를 멘다.

● 통인(通人) : 10~20인, 뒷머리를 땋고 쾌자를 입은 한삼을 손에 끼고 춤을 춘다.

● 육방(六房) : 6인, 갓 도포 차림.

● 실내부인(室內婦人) : 1인, 사령교가 가마를 맨다.

● 사령(使令) : 10인, 육모방망이를 들고 나온다. 

● 후배(後陪) : 2인으로 전배와 같다. 기타 포수·짐꾼·방자, 마을 사람들이 등장한다. 

연희내용은 우선 민의에 의해 원님이 선출되는 과정이 있다. 이 때 새로운 원님은 우

선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어야 하며, 둘째는 용모와 풍골이 좋고 상당한 지식과 언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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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하고, 셋째는 재산이 넉넉하여 이 놀이에 많은 비용을 희사하는 인물이어야 한

다. 새 원님맞이가 행해지는 마당에서 주민들은 마당놀이를 하는데, 지신밟기를 하며 원

의 집에서는 주민들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여기에는 지방자치의 성격이 나타나며 관직

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소망을 보여 주고 있다. 새로 원을 모신 주민들은 부락을 행차

하게 된다. 원이 예관에게 풍악을 명하면 예관은 즉시 “명금이하 대취다 하랍신다”고 한

다. 급찬 이하 모든 등장인물이 대답을 하고 농악대의 풍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행차를 

하는데, 이 때 모든 부락에서는 반드시 전천에 놓인 북평교를 밟으면서 답교놀이를 하

게 된다. 

답교행차가 끝이 나면 원님놀이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모의재판이 행해진다. 이것은 

임시로 만든 동헌무대에서 시작되는데, 준비된 송사는 구전되어 오는 것을 그대로 한다. 

원만하게 송사를 처결한 원님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신관사또 명사또”라 하며 춤을 추고 

놀며, 송사에 이용한 대사는 군사에 관한 것, 부역·조세·사법·행정·윤리·도난·사회

문제 등이었다고 한다. 이때에 행하는 춤은 초장춤·이장춤·굿거리춤·시나위춤 등이 있

으며, 이따금 기생들의 칼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느리게 시작하다가 차츰 빠

르게 끝을 맺는다. 따라서 원님놀이는 마당놀이인 지신밟기로 시작을 하여 길놀이로 원

님부임놀이, 들놀이, 풍요주술적인 다리밟기, 관원놀이인 송사처결, 주민 관원 화합의 대

보름 등놀이 등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행해진 원님놀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마당 마당놀이 : 선출된 원님집으로 간 연희자들은 푸짐하게 대접을 받고 나

면 마당놀이라 하여 원의 집에 전 행렬이 모여 지신밟기를 시작한다. 이때는 마을 

사람들도 함께 춤을 추는데, 이 놀이가 끝나면 원님은 부임의 고유를 한 후 가마

에 오른다. 고유문은 다음과 같다.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 효자 모인 감소고우 

현고 학생부군 현비유인 모씨 복위 성은이 지중하야 특제 삼척부사 근일 일배청

작 서수경천 상향”. 원님이 가마에 오르면 행렬의 길놀이가 시작된다. 

② 둘째마당 길놀이(부임행차) : 행렬이 길놀이를 하게 되면 그 인원은 제한이 없는데, 

수없는 사람들이 참가하여 길이가 10리에 달했다고 한다. 앞뒤의 사령들이 외치는 

권마성(勸馬聲)은 들판을 진동하였는데, “에- 으- 으-, 에- 으- 으-, 길우-어라 

물러서라 잡인금지 사도행차시다”라고 하였다. 사령들은 권마성을 외치면서 주위의 

행인들을 물리치고 무동들과 기생들은 풍악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네- 나, 나이

나 난실”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행진한다. 원님놀이의 백미는 역시 원님 부임행차

라고 할 수 있는데, 북평교를 중심으로 남북의 원님 행렬이 다리에 모이면 그야말

로 대단한 볼거리로 10리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 행렬이 마

을을 돌고 난 다음 넓은 장소에 원님이 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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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셋째마당 부임놀이 : 원님을 중심으로 육방관속이 좌우로 정렬한다. 이때에 대취타

의 풍악이 울리게 된다. 예관의 명에 따라 급창이 “명금이하 대취타하랍신다”는 명

령을 전달하면 사령이 이에 따라 대답을 하고 악공들의 연주가 시작된다. 다음은 

육방관속들이 차례대로 문안인사를 올린다. 이때는 육방의 걸음걸이와 장교의 걸

음거리가 다르다고 한다. 문안례가 끝나면 춤놀이가 시작되는데, 기생이 한가운데 

나와 굿거리와 시나위 장단에 따라 춤을 춘다. 

이 춤이 끝나면 송사를 다루는 일종의 모의재판이 진행된다. 여러가지 즉흥적인 재판

이 진행되어 희비극이 연출된다. 노역종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태형 10대를 주거나, 

불륜에 대한 죄를 준다거나, 결혼중매 및 기타 봉제사를 소홀히 한 것, 손님 접대 소홀, 

효도 포상 등 원님의 수완에 따라 다양한 놀이가 속출하여 보는 사람들은 폭소를 자아

낸다. 송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밖에서 지게에 자루를 진 남자와 포졸 2명이 실갱이를 벌인다)

● 포졸 : 짐을 풀어보자.

● 남자 : 글세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 포졸 : 아무 것도 아닌데 왜 풀어보지 못해.

● 남자 : 풀어보나마나 나는 도둑이 아니라잖소.

● 포졸 : 정 그러면 신관사또께 끌고 가 혼을 내주겠다.

(둘이 실갱이를 하는 곳에 마을 사람들이 모인다)

● 사또 : 밖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가 누구인가?

● 형방 : (내다보며) 아무 일도 아니옵니다.

● 사또 : (버럭 화를 내며) 아무 일도 아닌 데 어찌 저리 소란한고? 그 자가 누군지 

대령하렸다.

● 급창 : 소란을 피우는 자를 대령하랍신다. 

(포교와 집장사령 2명이 뛰어간다. 남자를 끌고와서)

● 포교 : 죄인을 대령하였습니다.

● 사또 : 어인 소란인고?

● 포교 : 사또가 도임하는 이 즐거운 날에 마을이 빈 것을 기화로 남의 집 물건을 

탐내는 도둑인줄 아뢰오. 

● 남자 : 사또 저는 도둑이 아니옵니다.

● 사또 : 죄가 밝혀지지 않은 범부를 죄인으로 다루는 것은 관가에서 할 짓이 아니

니 형방은 죄인을 공정히 다룰 차비를 하라. 

● 급창 : 송사차비를 하랍신다.

(육방관속은 재판을 하기 위해 단하에 도열하고 서리는 기록할 준비를 한다)

● 사또 : 어디에 사는 누군고?

● 형방 : 삼척에 사는 최칠복이옵니다.

● 사또 : 자루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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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 아뢰기 황송하오나 그것만은 말씀드릴 수가 없나이다. 사또!

● 형방 : 어서 자루 속의 물건을 낱낱이 고하지 못하겠느냐?

● 남자 : 소인의 목숨이 부지하고 있는 이상 그것만은 밝힐 수가 없나이다. 

● 사또 : 관가에서 입을 열지 않는 자는 매로 다스려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느니라. 

고이한 놈이로고. 여봐라. 

● 사령 : 예~이.

● 사또 : 저 자가 이실직고토록 매를 쳐라.

● 급창 : 매를 치랍신다.

● 사또 : 밖이 왜 소란한가?

● 형방 : 삼척마을에 김주부가 사또께 고할 말이 있다 하옵니다만, 송사 중이라 못 

들어온다 일러도 막무가내이옵니다. 

● 사또 : 무슨 일인지 어서 들라 하라. 백성이 화급한 말이 있으면 그것이 내게도 

화급한 말이다. 

(김주부 사령과 함께 들어온다)

● 사또 : 무슨 일인지 어서 고해 보라.

● 김주부 : 아뢰옵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오늘 아침 사또님 행차를 맞이하기 위하여 

분망한 사이에 소인의 누이를 어떤 도적의 무리가 훔쳐갔나이다. 

● 사또 : 허망한 말을 하는 것도 죄가 되렷다.…

● 사또 : 저자의 짐을 풀어보라.

● 남자 : 사또, 사또, 그것만은 아니되옵니다. 

(남자가 버드럭거리며 막으려고 하는 가운데 포졸이 달려들어 자루를 푼다. 자루가 

풀리자 노랑저고리 다홍치마로 단장한 과수가 나온다. 모두들 놀란다)

● 사또 : (무릎을 치며) 해괴한 일이로고. 얼굴을 들렷다. 

● 김주부 : 사또, 제 누이이옵니다. 저자가 도둑이옵니다.

● 사또 : (김주부 아내를 가리키며) 김주부의 말이 틀림없으렷다.

● 아내 : 그러하옵니다만 사또, 옛말에 과수는 홀아비가 자루에 넣어 도망가야 성혼

이 된다 하였삽기에 삼년이나 지켜보다 못해 오늘에야 결행시켰나이다. 

● 사또 : 옳거니. 김주부, 저 아낙이 틀림없이 과수인가?

● 김주부 : 삼십년 전에 지아비를 잃고 독수공방하여 부덕을 지켰나이다.

● 사또 : 상은 벗었는가? 

● 아내 : 지난 가을 삼년상을 벗었나이다. 

● 사또 : 김주부는 매부를 맞으라. 상을 벗은 과수가 지아비를 맞는가야 벌할 수 없

지 않느냐!

● 남자 : 사또, 인정많은 사또를 맞아 백골이 난망이나이다.

● 마을 사람들 : 신관사또 명사또다. 홀아비를 풀어라. 

(김주부 아내가 치마를 벗어 신부에게 씌워준다. 이 때 마을 사람들은 “신관사또 명

사또다”라고 외치며 풍악에 맞추어 춤을 춘다. 이 재판이 끝나면 넓은 들판으로 나가 

들놀이가 시작된다).

④ 넷째마당 들놀이 : 넓은 마당에서 전체가 어울려 들놀이를 한다. 이 때 마을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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꾼들도 한데 어울리며 농악대 소리에 맞추어 “네~나 나이나 난실”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춤을 춘다. 이 들놀이를 마치면 다음은 행렬을 지어 바굴다리를 향

하여 원님행차가 다리를 밟게 된다.

⑤ 다섯째마당 답교놀이 : 답교는 다리밟기를 말하는데, 3개 면에서 각각 들놀이를 마

치고 바굴다리를 향해서 오다보면 서로가 먼저 다리를 점령하려고 실강이를 벌이

기도 한다. 다리를 사이에 두고 농악대 풍악소리에 맞추어 신나게 노는데, 결국 

원님이 서로에게 시를 짓도록 명을 하고 시를 잘 지은 쪽이 먼저 다리를 밟게 한

다. 이렇게 다리를 밟고 나면 한 해 동안 무사히 잘 지낼 수 있다고 한다. 답교

놀이가 끝나면 마을에서는 등을 만들어 머리에 이고 등놀이를 하였다고도 한다. 

원님답교놀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모의재판 각본은 송사(訟事)로서 구전되어오던 

것인데, 정리한 것을 보면 먼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원을 뽑는다. 그 대상은 무엇보

다 도덕성을 갖추고, 남에게 숭상받으며 언변이 좋은 사람이 되는데 선발이 되면 ‘새원

님맞이’가 행해지고 마당놀이와 지신밟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 민

원을 해결하는 자치성을 보여주고, 관원에 대한 기대와 주민들의 소망도 드러내는 것이다. 

북평원님놀이에서 모의 송사내용의 핵심은 독수공방하는 과부를 홀아비가 자루에 넣

어 훔쳐야 성혼이 이뤄지는 보쌈풍습을 신관사또인 원님이 해결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원님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된다. 송사와 관련한 영양지역 원님놀이는 

군사·부역·조세·사법·행정·윤리·도난·사회 문제 등을 다루었는데 대체로 백성들

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를 다룬다. 따라서 권선징악에 따른 송사를 

진행하며 끝에는 춤과 노래와 풍악으로 ‘신관사또 명사또’를 외친다. 

우리나라 3대 5일장의 하나로 알려진 북평장은 개장의 역사도 2백년이 넘었다. 북평

동은 큰 들판의 북쪽이므로 ‘뒷

드르’라고 말하는데 전천이 북쪽

에 있어서 북천동(北川洞)이라고

도 불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

에 따라 구장터·샛말·선돌을 병

합하였으며 북삼면에 편입되었다

가 1963년 북평읍이 되었다. 원래 

전천 북쪽하천이 이도·단봉·구

미를 통과할 때 북천동이라 했고, 

시장이 열리므로 삼척북쪽이라 하 동해 북평원님놀이(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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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북시(北市) 또는 후시(後市)라고도 불렀다. 북평이라 부른 것은 북쪽 들판 가운데 있

으므로 ‘뒷드르’라 했다. 북평장을 ‘뒤드르·뒷드루·뒷드리·뒷뚜르장’이라고 부르는데, 

한자어 북평(北坪)의 고유어인 ‘뒷들’을 말한 것이다. 훈몽자회에서 ‘평’을 ‘드르’라 하

였으며 ‘북’과 ‘후’가 모두 ‘뒤’라는 훈을 지녔기에 ‘뒤드르’라고 불러왔다. 뒷들은 삼척소

재 북쪽 즉 뒤쪽에 위치한 넓은 들판이라는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동해

시 송정동 앞뜰이나 대구동의 옛 지명인 ‘전평(前坪)’과 짝을 지어 생각해볼 수도 있다

고 한다. 

1963년까지 삼척군에는 11개의 시장이 존속했는데 이 가운데 북평읍에 북평장이 있었

고, 삼척읍에 삼척장, 근덕면에 교가장·원평장이 있었다. 원덕읍에 호산장·월천장·남

양장(가곡리)·송정장(옥원리)·임원장이 있었고, 노곡면에 월산장, 미로면에 미로장, 하

장면에 광동장·갈천장이 있었다. 도계읍에 도계장·신기장·고사장이 있었고 장성읍에 

장성장·황지장이 섰다. 

1980년 4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삼척군 북평읍과 명주군 묵호읍이 통합되어 동해

시가 탄생됨에 따라 북평장은 동해시의 중심상권이 되었다. 옛 북평장에서는 다양한 민

속행사가 개최되었는데 단오날이되면 장터에서 굿놀이를 개최하였으며 삼베장·우시

장·나무장이 특히 유명하였다.

강원도 장타령을 보면 “춘천이라 샘밭장 신발이 젖어 못보고, 홍천이라 구만리장 길이 

멀어 못보고, 이귀 저귀 양귀장 당귀 많어 못보고, 한자 두자 삼척장 베가 많어 못보

고…”라 할 정도로 강원도 삼베인 강포의 주판매장이기도 하였다. 북평장에 전하는 말로 

“들여뛰여 뒷드르장, 내뛰어서 내성장”이라고 했다. 그것은 경북 내성장이 커서 무명장사

들이 이곳으로 들어오고 북평장에서는 삼베를 사가지고 그곳을 나갔다고 한다. 북평장

의 삼베판매장인 강포전은 안동의 삼베장만큼 유명하였다. 

북평장터거리에서 단오 때가 되면 별신굿을 했고 정월대보름날에는 걸립패놀이와 횃

불놀이도 하였다. 북평뒷드르장 걸립패놀이는 1820년경 홍수로 인해 장터사람들이 강 

남쪽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뒷드르 서낭당에서 기원하는 동시 제방을 쌓아 홍수를 막고

자 걸립패를 만들어 장날에 놀았다고 한다. 

북평원님놀이는 1978년 10월 19일 제1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북평읍 주민 120

명이 공연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인원이 필요한 원인은 이 놀이의 성격상 답

교놀이, 원님놀이·횃불놀이·농악놀이 등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후 현재까지 북평원

님놀이를 동해지역 민속극연희로 계승전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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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속초 사자놀음         

속초사자놀음은 속초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사자놀음이다. 우리나라 사자놀음은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바, 속초에서도 전승되고 있다. 속초지역은 함경남도 북청군민들이 

6·25전쟁 중에 남쪽으로 피난 와서 살고 있는 곳이다. 속초시 청호동은 바로 함경남

도 주민의 집단마을로서 일명 ‘아바이 마을’이라 불리고 있으며 이들의 민속문화가 지금

도 전승·보존되고 있다. 따라서 이곳은 북청사자놀음의 남쪽지역 최초 전승지이자 북

북평원님놀이 모의재판 북평원님놀이 들놀이

북평원님놀이 원님선출 북평원님놀이 마당놀이

북평원님놀이 원님행차 북평원님놀이 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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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자놀음이 지금도 속초민속문화로 정착되어 전승되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피난 내려

와 함경도민회·평안도민회·황해도민회 및 부산지역 평안남도민회를 만든 것은 분단이

후 실향민들의 안타까운 현황을 말해준다. 일제강점기 조사자료에 의하면 고성과 양양 

지역에서도 사자놀음이 분포된 것으로 나타난다. 

● 무라야마 지준, 1941, 조선의 향토오락, 조선총독부조사자료 제47호, 264·269쪽.

[고성 사자희(獅子戱 : 사자노름)] 전승시기 : 정월 중, 전승주체 : 농민, 놀이법 : 

사자 가면은 대나무로 짜서 만든 틀에 종이를 바르고 얼굴을 그린다. 머리 부분과 

몸체는 거적으로 만들고, 그 위에 가늘고 길게 자른 종이를 풀로 많이 붙여서 털

로 삼아, 사자의 형태를 만든다. 사자 가면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한 사람은 머리 

부분, 다른 한 사람은 꼬리 부분을 계속 움직이며 걸어가면서 악대와 어울려 논다. 

[양양 사자희(獅子戱)] 전승시기 : 추경(秋頃), 전승주체 : 소아(小兒) 

조선총독부의 조선의 향토오락은 1936년 각 도지사에게 명하여 각 지방 보통학교에

서 수집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이 조사에 따라 우리나라 사자놀음의 분포도가 작성된 

바 있는데, 1950년대 북청사자놀음의 전파 이전부터 이 지역에서는 정월 중에 농민들에 

의해서 사자놀음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조사된 내용을 분석하면, 오늘날 행해

지는 북한지역 사자탈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사자머리는 대나무 틀에 종이

를 붙여 만들며 사자가면에 앞뒤로 두 명이 들어가서 악대와 함께 정월달에 어울려 노

는 방식이다. 이 사자탈은 대부분 북방계 사자탈 제작방식과 일치하고 있다. 이 책자는 

1924년부터 1941년 사이에 조선총독부에서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간행된 조사자료 전 

47권 가운데 마지막 책이다. 당시 향토오락에 대한 총체적 조사자료인 이 책자는 조선

총독부가 전국 15개 시·도, 22개 지방으로 세분하여 조사한 것으로 통치를 위한 풍속

조사이나 자료적 가치는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아래 도면은 김일출이 그린 우리나라 

사자놀이 분포도와 조선의 향토오락 중 사자놀이 설명 원문이다.

함경남도 이주민들이 정착한 속초지역은 고향을 두고 남쪽으로 월남한 실향민들의 애

환이 서려 있는 곳이다. 6·25전쟁 이후 함경남도 피난민의 집거촌인 속초시 청호동을 

중심으로 북청사자놀음이 이주 전파되었다. 따라서 속초사자놀음은 함경도로부터 속초

로 이주한 북한민속극이며, 피난민들이 품고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넘어온 이주민속(移

住民俗)의 하나다. 그러므로 1950년대까지 북한에서 연행된 사자놀음이 그대로 남한으

로 와서 정착하고 전승된 귀중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으며 속초사자놀음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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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청사자놀음이가 유명하지요. 내가 알기로는 서울서 사자놀이 하는데, 첫말이 그

러하잖아요. 북청사자놀음. 그런데 내가 북청에 있으면서 내가 살던 고향이가 희안합

니다. 북청군 신창읍 토성리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토성이라는 데가 허허벌판입니다. 

산으로 가자면 십키로씩 가야되지요. 벌판에 마을이 있는데 그 옛날에는 나라 임금

이 오백년 도읍을 같이 했는데, 거기서 바다같이 너른데 성을 쌓았어요. 남대문·동

대문·북대문이 있는데, 일제 때 총독부에서 관리를 했어요. 이 성을 엄청나게 크게 

쌓고 그 주위에 소나무를 심어 소나무가 들어서서 마을전체가 풀숲입니다. 거기 관장

이 있는데 오백년 도읍지이므로 사자놀음을 거기서부터 기초가 돼서 북청사자놀음이

다 하지요. 우리 고장에서 사자놀음터가 처음 발족햇 딴 부락에서도 하고, 참 멋있고 

그래서 그걸 본 받아서 딴 부락에서 하고 딴 부락에서 하고, 그래서 북청사자놀음이

란 말이 나왔지요. 원 말이 근본은 우리 토성에서 나왔지요. 그래서 토성에 가면 돌

로 만든 숟가락·젓가락·밥그릇이 나와요. 처음에 토성리에서 북청사자놀음이 시작됐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어려서 보았는데 내가 서른 몇 살에 나왔으니, 일제 때

는 허가 못해서 못했거든요. 일제 때는 시시한 그런 거 가지고는 경찰서에서 허가 안

내줘요. 그러니까 허가 하지 않으면 토성리에 사는 부락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머리가 특수하다든지 아니면 인재라 하는 분네들이 어떻게 지령으로서 그 사람들이 

승인이 멕이게 되니까 허가를 내줘서 하지요. 그때 보름달로 해가지고 하는데 사자놀

음도 하고 그때 당시는 운동을 크게 하지요. 그래서 그대 사자놀음하는 걸 이북에서

도 많이 구경도 하고, 내가 십오년 이상 구경하구 나온 사람이니까. 사자놀음할 때에

는 소나발이라구 그걸 불면 ‘빵’하는 소리가 나지요. 우리가 들을 때는 소나발 그러든

데요. 그리구 피리불구, 요만한 생황도 불구, 아마 중앙에는 우리 토성리 사람들이 사

자놀음을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물려 받아하지마는 원 근본 임원들이 더러 있을 겁

니다”(장정룡 조사, 김하륜, 남 84세, 교동, 1999.12.10).

김일출, ｢사자놀이 분포도｣ 조선의 향토오락 중 사자놀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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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분단 이후 사자놀음의 변화를 겪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북청사자놀음의 

남쪽지역 원형은 속초지역에 보존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함남출신

자들이 가장 많이 집거하고 있으며, 함경도 방언으로 진행되는 사자놀음이기에 그 맛과 

흥이 남다르다. 전라도 판소리의 맛이 남도사투리에 짙게 배어 나오듯이 북청사자놀음

도 함경도의 문화와 주민들과 밀접하기에 그러하다. 

속초 청호동에 거주하는 함경남도 주민들이 북청도청을 만들고 사자놀음을 시작했음

은 북쪽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차원에서 행해진 것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북한문화의 전파와 남쪽 정착전승이라는 문화적 측면에서 통일이후를 준비해야하는 점

에서 중시 여겨야 한다.   

사자탈과 관련하여 본다면 먼 옛날 우리민족은 사냥할 때 범이나 사자 같은 사나운 

동물의 탈을 쓰고 짐승을 잡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씨 뿌리고 수확할 때도 탈을 쓰고 

춤추었을 것이다. 또한 전쟁 때 적을 위협하기 위해서 무서운 탈을 쓰고 나서기도 했

는데 주지하듯이 6세기에 신라 이사부는 동해중에 있는 우산국을 정복할 때 사자를 형

상한 허수아비를 배에 싣고 가서 그것으로써 섬사람들을 위압하였다고 한다. 4세기 중

엽의 고구려 옛무덤인 안악 제3호 무덤 벽화에는 악기를 타며 춤을 추는 사람 네 명을 

그렸는데 그 중 한사람은 코가 큰 탈을 쓰고 춤추고 있다. 

신라초기 유적에서 나온 토기에는 거북과 닭의 탈을 쓴 탈꾼들이 춤추는 장면이 있으

며, 6세기 음악가인 우륵이 작곡한 12곡 중에는 사자기(師子伎)라는 사자놀음이 있었다. 

가야국 기실왕이 우륵에게 명하여 12곡을 짓게 했는데, 가야국이 멸망하자 우륵은 신라 

진흥왕에게 귀화하였다. 당시 우륵이 제작한 12곡은 하가라도·상가라도·보기·달사·

사물·물혜·하기물·사자기·거열·사팔혜·이사·

상기물 등이다. 이 중 여덟 번째 곡에 사자기가 들

었다. 이는 가야금 곡조만이 아니고 노래와 춤이 어

울린 노래였으며 중국 남제(南齊)에서 전래한 기악의 

사자기로 해석된다. 백제에도 일찍부터 탈놀이가 성

행했는데 612년에 백제인 미마지(味摩之)가 일본에 탈

놀이를 가르쳐주었으며 법륭사에는 당시의 탈이 보관

되어 있다. 삼국시대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탈놀이가 

진행되었는데 통일신라이후 탈놀이는 더욱 발전되었

다. 아래 자료는 삼국사기에 수록된 산예 즉 사자 삼국사기 사자놀음 수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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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음에 대한 최치원의 글과 근래 태백 본적사지에서 출토된 신라 때 사자문양 기와이다.

신라말기 때 최치원이 쓴 ｢향악잡영(鄕樂雜詠)｣ 5수 가운데에도 산예라는 사자놀음 내

용을 보면 “사막을 지나서 몇 만 리를 왔느냐(遠涉流沙萬里來), 털은 다 빠지고 먼지투

성일세(毛衣破盡着塵埃). 머리를 흔들고 꼬리를 치며(搖頭掉尾順仁德) 사람 말은 잘 듣지

만 억센 그 기운 짐승중의 왕이로다.(雄氣寧同百獸才)”라고 읊었다. 이 시에 나오는 유사

는 사막의 명칭으로 서역일대 고비사막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자무가 인도에서 전래했음

을 말하는 것이다. 육당 최남선은 조선상식문답속편에서 산예는 “인도 특유의 동물의

장무로서 서역과 동방의 각국에 유행하게 된 유명한 무악(舞樂)이요, 그 여풍(餘風)이 한

국·일본 등에 지금도 남아 있다”하였다.

산예는 위의 시 내용처럼 잡희의 내용이 선명한 북방계 사자희라 할 수 있으며, 산

예라는 명칭은 아마도 최치원이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이 산예라는 사자무를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인데, 그 내용이 중국의 연희시와 매우 흡사하다고 한

다. 일반적으로 북방계 사자는 대나무 골조에다 종이를 발라 붙여서 사자모양을 만드는

데 푸른 물감을 들인 대마나 칡껍질로 모양을 꾸미기 때문에 용맹스럽고 활발한 동작을 

보여주며, 남방계 사자는 그림도구로 눈코입을 그려서 색실과 꿩꼬리, 짐승털로 아름답

게 꾸민다.  

삼국시대의 기록에 나무사자상이 보이고, 삼국사기 악지에서 ‘사자기’라는 기록도 있다. 

이처럼 ｢향악잡영｣은 최치원이 당대에 창조 공연된 극놀이의 내용과 진행과정을 시적으

로 매우 능숙하고 흥미롭게 그려냈다. 이런 측면에서 ｢향악잡영｣은 신라말기 극예술의 

발전 면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시인의 창작문예작품으로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다. 산예의 사자춤은 중국의 오방사자나 구두(九頭)사자가 아니라 서량기(西凉

伎)의 사자무로 보인다. 백거이(白居易 : 772~846)의 시에 “털옷을 흔들어 털고 두 귀를 

흔들며(奮迅毛衣擺雙耳), 마치 서역을 거쳐 만리길을 

온 것 같구나(如從流沙來萬里)”라 하였듯이 산예의 사

자놀음과 흡사한 형용을 보인다.

태백 본적사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때 사자문양

의 수막새는 강원도 지역에 사자가면의 전래를 추정

케 한다. 특히 막새의 드림면 전체에 가득 차는 크기

로 세부적인 부분까지 섬세하고 뚜렷하게 표현된 좌

상이고, 경주이외 지역에서 사자문 막새가 출토된 점 태백 본적사지 출토 사자문 수막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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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평가한다. 이 사자문양 막새는 사자가 앉아 있는 모습을 

새긴 것으로 사자가 정면을 보고 있는 무서운 모습이다. 눈썹·코·입·콧등·수염·갈

기·턱수염·앞니 등이 잘 표현되어 신라 때 사자가면을 추측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하

겠다. 산예라는 사자가면의 모습을 유추하면 태백 본적사지 출토 사자문(獅子紋) 수막새

는 벽사진경과 수호신적 의미를 가진 신수(神獸) 또는 영수(靈獸)·벽사수(辟邪獸)로 사

찰을 수호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도 신라와 당나라와의 관계에서 사

자와 관련된 벽사신앙이 유입되었으며, 태백 본적사지의 사자문 막새도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자춤은 우리나라와 중국 나례(儺禮)에서 모두 발견된다. 고려말 이색의 ｢구나행(驅

儺行)｣은 나례에서 사자무가 추어진 사실을 전하는데, 나례에 오방귀무와 백택무가 나

온다. 구나행의 1구에서 14구 까지는 12지신과 진자들이 역귀를 쫓는 의식이고, 15구에

서 28구까지는 의식이 끝난 뒤 놀이패가 각종 잡희를 연행하는 내용이다. 그 내용은 오

방귀무·사자무, 서역의 호인희·처용무·불토하기·칼삼키기·인형극·백수희 등의 놀

이를 묘사한다. 15구와 16구는 “오방귀신의 춤과 사자놀이를 하며 불을 뿜기도 하고, 칼

을 삼키네[舞五方鬼踊白澤 吐出回祿呑靑萍]”라고 하였다. 여기서 백택무가 신수(神獸) 또

는 사자의 별칭으로 까마귀·주지(사자)·비비탈과 같은 것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대부분 나례에 등장하는 동물은 사자이고, 벽사적 동물로 사자가 등장하므로 우리나

라에서도 고려 말에 이미 나례에서 사자무가 연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면탈놀이는 동해안일대의 북청사자놀음과 통천가면극, 서해안일대의 봉

산탈춤과 산대탈춤, 남해안일대의 수영야류와 통영오광대, 내륙지역의 양주소놀이굿과 

하회별신굿으로 나눈다. 현존하는 가면극 가운데 대표적인 사자놀음은 동해안 지역의 

북청이며 봉산·강령·은률 등지 해서탈춤, 수영야류, 통영오광대,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주지(사자) 등에서 사자무를 발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동해안지역의 사자놀음은 일정

한 구성을 가졌으며, 극적 줄거리가 선명하다. 이들 가면극들에서 사자가 등장하는 것은 

벽사적 기능을 갖는 구나의식(驅儺儀式)의 일환이라고 하겠으며, 이 가운데 함경남도 북

청사자놀음이 나례의 구나형식과 가장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 

이 사자놀음은 정월 14일 날 밤부터 16일까지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지신밟기를 하

는데 이것은 나례의 매귀(埋鬼)와 같은 성격이고, 방울소리를 울리거나 ‘딱딱’소리를 내며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귀신을 잡아먹는 시늉을 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

다. 또한 부엌으로 들어가 바가지를 물고 나와 마당에서 깨뜨리는 것도 엄중한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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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하여 귀신을 쫓는 것이다. 가면극의 중심에 사자가 등장하는 자체로도 벽사(辟邪)의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사자가 방울소리를 내고, 입을 여닫

는 ‘딱딱’소리를 내는 것도 잡귀를 쫓는 나례의 구나형식과 유사하다. 북청사자놀음의 진

행은 다음과 같다.

북청사자놀이는 탈춤과 우습강스러운 재담으로서 양반 통치계급의 탐욕과 악덕을 

신랄하게 폭로하는 극적 줄거리의 전개를 이룬다. 북청사자놀이에 나오는 성원은 사

자(두사람이 앞뒤에 서서 사자 가면을 쓴다) 이밖에 꼭쇠, 양반·중·점바치·의생·

거사·무동 등이다. 꼭쇠는 험상궂은 탈을 쓴다. 양반은 긴 수염이 달린 탈을 쓰고 

머리에는 관을 쓰며 도포(옛날 보통 예복으로 입는 남자의 웃옷)를 입는다. 거사는 

탈과 고깔을 쓴다. 사자놀이는 음력 보름을 전후하여 많이 놀았다. 놀이의 서막은 도

청(이 지역에 고유한 마을의 공동 집회장소)에서 벌어지는 마당놀이다. 마을마다에서 

마당놀이를 놀고 난 다음 아직 흥이 사라지지 않은 들끓는 분위기 속에서 횃불을 앞

세우고 여러 마을들로부터 사자행렬이 북청읍을 향해 모여든다. 그런 다음 읍내 큰 

마당에서 사자놀이의 경연이 벌어진다. 사자닐리리의 신명나는 악곡이 일대 교향곡

을 이루는 가운데서 사자춤이 오래 계속된다. 큰 마당에서의 경연이 끝나면 사자행렬

은 각기 호별방문으로 넘어간다. 꼭쇠가 사자를 집 마당 안으로 몰고 들어가서 한 바

퀴 돈 후 사자는 마당장단에 맞추어 넋두리춤을 추며 격조 높은 북장단에 검모루춤

을 춘다. 마지막으로 사자는 부엌문으로부터 부엌간에 들어가 집안에 숨은 악귀를 몰

아내는 시늉을 하면서 춤추고 돌아가다가 밖으로 나온다. 사자놀이에서 쌍 퉁소와 북

으로 구성된 악대는 3장으로 편곡된 사자닐리리를 능숙하게 연주한다. 사자닐리리의 

첫장은 심산유곡에서 사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형상하였고, 중간장에는 성낸 사자의 

으르릉대는 소리와도 같이 씩씩한 박자로 격동적인 선율을 연주한다. 마지막장에서는 

부정을 타승한 승리자의 위엄을 그윽한 선율로 훌륭히 형상한다. 사자놀이의 씩씩한 

춤가락은 백수(百獸)의 왕으로 이르는 사자의 위풍 그대로이며 한없이 밝은 보름달빛

을 받으면서 넓은 광장을 마음껏 뛰노는 사자의 모습은 실로 장관이다.

1936년 2월 7일 송석하가 처음 북청을 방문하여 사진촬영을 하고 글을 남긴 이래, 속

초지역 전승의 북청사자놀음에 대해서 김수석 제보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제보자(김수석)에 의하면 사자의 형상은 인도에서부터 중국을 거쳐 신라시대에 우

리나라에 들어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김수석 씨에 의하면 그 

당시 북청에서는 북청사자놀음으로 주로 불렀다고 한다.…제보자에 따르면 애원성은 

‘哀怨聲’으로 쓴다고 한다.…제보자에 의하면 이 애원성은 경복궁 창건 때에 북청지방

의 남자 일꾼들이 많이 동원되었는데 한 번 가면 그 돌아올 날을 기약할 수가 없는 

일이 많은 지라 님을 멀리 한양으로 보낸 한 여인의 이별과 기다림의 간절한 소망을 

읊었다고 말한다.…제보자 김수석 씨는 현재 속초시 영랑동 41통 1반에 주소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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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금년 76세의 고령이시다. 1907년 함경남도 북청군 죽평리에서 출생하여 1·4

후퇴때 월남하신 분이다. 학력은 보통학교를 졸업했으며 북청사자놀음을 배우게 된 

때는 우연히 정월대보름날 사자놀음을 구경하다가 흥미를 느껴 13세 때 배우게 되었

다 한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혼자서 흉내를 내고 연습하여 그 다음해 사자탈을 쓰

고 연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 북청사자놀음과 인연을 맺게 된 동기라 한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도 유명한 연기자 몇 중에 한 분이며 매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며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에서 큰 활동을 하고 후진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1991년 7월 16일 김수석(속초시 영랑동 8통 5반, 당시 84세)·김하륜(속초시 금호동 10

통 1반, 당시 76세) 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장정룡이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실질적인 면

담 심층조사로서 북청동향친목계 계칙 및 계원명단을 찾았고, 이들이 북청사자놀음의 

실질적 전승자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월남이후 최초 제작된 북청사자탈을 김하륜 옹의 

집에서 찾아내 사진촬영을 하여 원형복원에 기여하였다. 이후 1957년 당시 북청사자놀

음의 장구와 양반역을 맡았던 신겸(87세)을 찾아냈고, 부친 변무성으로부터 퉁소와 양반

을 배운 변경일(78세)과 김철섭(73) 제보자를 찾았다. 속초지역에 전승된 사자놀음의 본

격조사가 수행되어 김수석·김하륜의 소중한 구술대본과 퉁소 녹음자료를 확보하게 되

었다. 이후 2010년에는 피난 1세대와 후속 세대인 신겸·변경일·김철섭 등을 찾아 속

초북청사자놀음의 전승기반을 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

속초사자놀음의 지역전승은 춤(음악)을 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내용을 중심으로 하느

냐의 측면이다. 두 가지 분류에 사자춤의 초장·중장·말장이 들어가므로 사자춤이 중

핵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사자놀음은 연희자들의 여흥놀이가 중심이 아니다. 따라서  

칼춤·사당춤·무동춤·꼽새춤·승무를 비롯하여 민요 애원성, 에구내딸 봉섬이, 마지막

의 군무 등은 사자놀음을 보완하고 놀이판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 연희시기 : 정월대보름 전후 2~3일간

● 연희장소 : 북청도청마당(각 가가호호 방문 후)

● 등장인물 : 악사, 양반, 꼭쇠, 애원성춤 2인, 거사춤 2인, 사당춤 2인, 칼춤 2인, 무

동춤 4인, 꼽새춤 2인

● 가면 : 양반·꼭쇠·사자탈(모두 종이탈)

● 악기 : 퉁소 3~4개, 꽹과리·장고·북·징

● 소요시간 : 40~50분(전체), 사자춤은 5~10분 정도

● 연희내용 : 벽사진경

● 연희마당 : [아홉굿거리(춤)] ①입장곡 ②애원성곡 ③에구내딸 봉섬이 ④연풍대 ⑤

칼춤 ⑥사자춤초장 ⑦중장 ⑧말장 ⑨자유곡 [열두마당(내용)] ①양반꼭쇠의 해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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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리 ②애원성노래 ③사당춤 ④무동춤 ⑤꼽새춤 ⑥칼춤 ⑦사자춤 초장 ⑧중장 

⑨말장 ⑩승무 ⑪풍자 ⑫군무 

● 사자탈의 크기 : 1958년 남한에서 최초로 만든 사자탈은 크기가 사자전면 가로 70

㎝, 세로 62㎝, 이마에서 눈썹까지 15㎝, 눈썹의 길이 20㎝, 한쪽 눈의 크기 14㎝, 

코길이 22㎝, 입의 길이 21㎝, 입높이 3㎝이다, 원래는 피나무로 깎고 색칠을 했으

나 종이로 만들었으며 사자털은 폐그물을 색칠함.

북청사자놀음을 기본으로 한 대표적인 놀이대본을 살펴보면 마당놀이와 사자놀이 마

당으로 크게 두 마당으로 나뉜다. 이두현 채록본의 경우 제1과장 : 애원성, 제2과장 : 

마당돌이(①마당돌이 ②사당춤 ③무동춤 ④꼽새춤), 제3과장 : 사자춤(①사자춤 ②군무)

으로 되어 있어서 애원성 과장이 따로 들어갔다. 다음으로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 조

규희 채록본은 제1애원성마당(①해학 ②애원성 ③사당춤 ④칼춤 ⑤무동춤 ⑥꼽새춤), 제

2 사자놀이마당(⑦사자춤과 승무 ⑧풍자 ⑨군무(넋두리춤))으로 2마당 9과장으로 나누었

다. 전경욱 채록본은 마당놀이 마당과 사자놀이 마당으로 나누었다. 마당놀이에는 ①마

당돌이과장 ②애원성춤과장 ③사당거사춤과장 ④무동춤과장 ⑤넋두리춤과장 ⑥꼽추춤과

장 ⑦칼춤과장 등 7개 과장이 있고, 사자놀이에는 ①사자춤초장 ②사자춤중장 ③사자춤

말장 ④마을돌이와 뒷풀이과장으로 모두 4과장으로 하였다. 

박종성은 북청사자놀음이 하나의 완전한 독립적인 탈춤이라는 고유한 특징을 지닌다

고 강조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세부분으로 나누었다. 즉 첫부분은 느린춤 부분이다. 이 

지역에서는 느린춤 부분의 장단을 ‘마당장단(굿거리장단)’이라고 하였고, 춤은 ‘넘놀이춤’

이라고 한다. 이 춤에서는 사자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이 기본이다. 둘째부분은 ‘닐니리

장단(타령장단)’에 춤은 ‘넉두리춤’이다. 이 춤 부분에서는 사자의 맹수로서의 날래고 용

맹한 모습을 강조한다. 셋째부분은 ‘검모리장단(타량장단이 빨라진 것)’에 환희의 춤이다. 

여기서는 사자가 마음껏 논 환희로운 기분을 형상하고 있다. ‘검모리춤’이라고도 하는 이 

부분에서 힘차고 약동적인 북장단에 재빠르고 박력있는 율동이 전개된다. 셋째부분에서

는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삽입된다. 한참 사자가 날뛸 때 어린아이 하나가 춤판에 끼어

든다. 사자가 큰 입을 벌리며 달려들어 아이를 삼킨다. 사자는 곧 체기를 받아 빙빙 돌

다가 쓰러진다. 이때 사자를 끌고 다니던 마부가 침쟁이를 업고 들어온다. 침쟁이는 막

대기만한 침으로 사자를 쿡쿡 찌른다. 사자가 살아나고 기쁨을 안고 춤을 추면 놀이꾼

들 모두가 어울려 큰 춤판을 날이 샐 때까지 계속되는데, 개별적인 집들을 찾아다니면 

놀기도 하였다. 이때는 집주인의 요청에 의하여 부엌으로 해서 방안을 통과하여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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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온다. 집주인은 음식을 차려주는데, 사자가 그렇게 해야 묵은 해의 부정한 것이 

다 물러간다는 지역의 옛 풍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권택무에 의해 정리된 북한전승의 북청사자놀음은 ‘북청사자탈극’이라 부르며 북상리

(대벌)의 것을 기본으로 하여 하나의 대본형식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과장은 제1도청과

장, 제2길군악과장, 제3경연과장, 제4마을돌이과장, 제5마감과장으로 나누었으며, 나오는 

탈은 사자탈·꼭쇠(또는 꽉쇠)·양반·중·점바치·의원, 굴중(상모)돌리는 사람, 소고든 

거사 2명, 무동·아이(또는 기생) 등이다.

한태일의 대본은 사자탈춤 중심으로 초장·중장·말장의 3개 춤마당으로 되어있다. 초

장은 사자닐리리로 마당장단(굿거리장단)에 맞추는 넘놀이춤(느린동작의 춤), 중장은 검

모리장단(빠른 타령장단)에 맞추는 빠르고 격동적인 춤으로 사자의 웅장한 모습과 위엄

을 보여주고, 말장은 사자가 기생을 삼키는 장면, 기생을 삼키고 체기받은 사자를 의원

이 막대기침을 놓아 소생시키는 장면 등 극적이야기를 보여준다고 한다.  

따라서 현존 남북한전승의 북청사자놀음은 마당놀이마당과 사자놀이마당으로 둘로 나뉘

는데 속초지역의 전승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전체적으로 10과장이 핵심이라고 하겠다. 

현행 속초사자놀음의 전체 구성은 4과장 10마당이다. 이는 9굿거리 12마당을 고려하

여 정리한 것으로 첫째는 길놀이다. 그 순서는 깃발→횃불꾼→퉁소→장고→징→소고→

꺽쇠→양반→무동→승무→꼽추(순서가 바뀌기도 함)이다. 북청사자놀음은 야간에 행해지

는 특성을 살려서 길놀이에 등꾼이 횃불을 들고 사령이 깃발을 들고 도청 앞으로 모여

들자 애원성을 부른다. 마당놀이에서는 양반과 꼭쇠가 등장하고, 다음에 넋두리춤·무동

춤·꼽새춤·칼춤으로 여흥놀이를 마치면 본격적인 사자놀이가 진행된다. 여기서 사자춤 

초중말장을 마치면 마지막 군무놀이에서는 출연자가 함께 군무를 추고 돈돌라리 민요를 

부르면서 끝낸다. 따라서 속초사자놀음은 타 지역과 달리 돈돌라리 민요를 부르며 마치

는 것이다. 

속초사자놀음은 마당놀이와 사자놀이가 중심이나 그 앞에 길놀이와 그 끝에 군무놀이

를 넣어 놀이마당 구성상 체계성을 갖추었다. 전체 과장은 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

며 길놀이는 길군악 시작마당이며, 마지막 군무놀이는 마감마당과 같은 의미다. 속초사

자놀이의 가면과 과장을 보면, 제1과장 : 길놀이(①애원성), 제2과장 : 마당놀이(②양반꼭

쇠해학 ③넋두리춤 ④무동춤 ⑤꼽새춤 ⑥칼춤), 제3과장 : 사자놀이(⑦사자춤초장 ⑧중장 

⑨말장, 제4과장 : 군무놀이(⑩돈돌라리)이다. 

현재 전하는 속초사자놀음에 사용된 사자가면은 1936년 2월 7일 석남 송석하(宋錫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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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948)가 북청현지에서 촬영한 북청

읍 사자와 토성리 사자가면이 있다. 송

석하의 사자탈은 전체적으로 붉은 색 

계통이며, 이마에는 검은색으로 길게 세 

줄의 주름을 팠으며, 양쪽 눈꼬리가 위

로 치켜 올라갔으며 눈은 황금색을 칠

하고 눈 주위를 깊게 파고 가운데 구

멍을 뚫었다. 코는 콧마루가 넓고 양쪽 콧구멍이 불룩하게 튀어 나왔다. 얼굴 양쪽에 

사자 갈기를 흰색으로 치켜 그려서 무서운 형상이다. 이것은 사자놀음이 나례의 유풍

을 간직하고 벽사를 위한 것이라 할 때 탈의 색이나 모양이 사자가면의 특징을 잘 보

여 주고 있다. 또한 김일출이 1955년 겨울부터 1956년 여름까지 세 차례 북청지역을 방

문하여 조사한 사자가면 사진 자료가 전하고 있으며, 필자가 속초 현지에서 찾아낸 사

자가면은 1957년 김수석·김하륜이 속초에서 처음으로 폐그물을 이용하여 사자몸을 제

작하고, 종이로 사자얼굴을 제작한 것이다. 현재 속초사자가면은 김수석·김하륜 제작의 

사자가면을 원형으로 확정하고 이를 다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가면은 필자가 

김하륜의 집을 방문하여 창고에서 찾아냈으며, 김하륜 타계 후 현재는 속초문화원에 소

장되어 있다. 

현재 강원도 내에 전승되는 사자모양의 유물 가운데 특별히 중요시되는 자료는 앞서 

살핀 태백 본적사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때 사자문양의 수막새다. 가장 주목되는 사자

관련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지역 현지조사에 의하면 각 마을의 사자가면들이 

서로 다른 특색들을 가졌다고 하였다. 그것은 대체로 호랑이 또는 고양이 모습으로 된 

것, 귀면 모양으로 된 것과 얼굴 전면에 용비늘을 그린 것 등이다. 속초사자놀음 가면

의 형태는 김하륜 옹의 고증에 의하면 속초에서 만들어 보관하는 있는 사자가면에 대하

여 “이게 본 사자거채입니다.…우리사자 저기 진짜지”라고 증언하고 속초지역이 아닌 곳

에서 만든 사자가면은 원형에서 벗어나고 음악도 달라졌음을 말하였다. 따라서 북청사

자놀음의 속초전승지에서 최초로 제작한 사자가면이 원형이 가장 가까운 것으로 방증된

다. 현재 사용하는 속초사자가면의 형태이다.

① 사자

● 종이(과거에는 피나무 바탕에 조각하여 암수 한 쌍을 만들어서 썼다고 한다).

● 암수 한 쌍인데 수컷의 얼굴 윤곽은 전체적으로 둥그레하고 붉은색·검은색·황

속초 사자탈 앞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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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등으로 채색한다. 수염을 흰색을 칠하거나 납종이를 붙이고 눈썹을 검게 그리

기도 한다. 몸에는 그물을 씌우고 그 그물에 황색·흑색·백색·청색·홍색 등 오

색실을 매고 꼬리는 대나무에 오색실을 감아 붙인다. 눈은 금색을 칠하였으며 눈

동자와 코는 검은색 바탕에 구멍만 뚫렸다. 암컷 사자는 전체적으로 붉은 색을 띠

고 이마는 검은색 주름을 넣었고 눈은 흰색 눈동자에 검은색으로 그렸다. 코는 굵

게 만들고 끝에 구멍을 뚫었다. 귀자리에는 방울을 달았다.

● 높이 55㎝ 너비 넓은 곳이 48㎝ 좁은 곳이 37㎝, 코높이 10㎝, 눈동자 지름 5.5㎝, 

꼬리길이 86㎝(손잡이 10㎝), 몸 전체길이 200㎝

● 사자몸은 같은 오색실이 달린 바지와 신을 신고 사자머리와 사자 몸에 두 사람이 

들어간다.

② 양반

● 종이

● 흰색 바탕에 검은색 눈썹과 수염을 달았다. 눈과 입이 뚫렸다.

● 높이 30㎝, 너비 21㎝, 코길이 11㎝, 코높이 4㎝  

● 높은 정자관을 쓰는데 정자관에는 사람 얼굴 모양을 그렸다. 옷은 흰색 도포를 입

었으며 부채와 장죽(74㎝)을 든다. 김하륜 옹의 고증에는 양반은 손에 담뱃대를 

들고 부채를 들고 도포 관복을 입고, 탈은 종이로 만들었으며 수염은 근사하게 길

쭉하게 만든다고 한다. 

③ 꼭쇠(꽉쇠)

● 종이

● 검은색 바탕에 수염을 검은색으로 길게 달았다. 눈과 입은 뚫렸다. 

● 높이 31㎝, 너비 20㎝, 코높이 5㎝ 

● 빨간색 수술이 달린 전립을 쓰고 등과 어깨에 검은 빛깔이 들어간 갈색 옷을 입

었고 허리에 붉은 천을 두른다. 김하륜 옹의 고증에는 “꼭쇠는 일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는 줄을 이렇게 매고 바지도 한쪽 가다리, 반팔을 뻘건거나 검은 거

하고 팔이때기 절반은 뻘건거 하고 탈을 쓰고 짚신신고 행전치고 머리에는 고깔

을 쓴다”고 한다.

④ 꼽추

● 종이 

● 분홍색 바탕에 눈썹은 검은칠을 하고 붉은 입술이며, 눈과 입은 뚫렸다. 

● 높이 29㎝, 너비 20㎝ 코높이 3㎝ 

● 보통 여자 복색에 댕기머리를 한다.

⑤ 칼춤꾼

● 2인이 등장하며 가면은 없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칼을 들고 나와 춤을 춘다. 

● 상의의 끝에는 검은색으로 선을 둘렀다.

⑥ 무동 2인

● 가면은 없이 고깔을 쓰고 소매와 어깨에 붉은 줄이 그어진 소매가 넓은 가사와 

흰바지를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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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악사

● 흰 색 바지저고리에 남색 쾌자를 입고 머리에는 상투를 틀었다. 김하륜 옹의 고증

에 의하면 대부분이 고깔을 썼다고 한다. 

● 고깔색은 흰색에 양쪽에 꽃을 달았다. 

● 퉁소는 5~6명이 등장하며 굵은 대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길이 65.5㎝ 지름 3.3㎝

● 그밖에 장고1·소고1·북1·징1명 등이 등장한다. 김하륜옹의 고증에는 퉁소는 

3~4명, 큰북·작은북·장고1·징1·꽹과리1명이 있었다고 한다.

속초지역에서는 일제강점기 무렵 사자희(獅子戱)가 전승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것은 오늘날 북청사자놀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속초사자놀음은 

1950년 6·25전쟁 직후 함경남도 피난민들에 의해 본격 시작되었다. 지난 1957년 음

력 정월대보름날 월남한 함경도민의 최초 정착, 최다 집거지인 속초에서 북청사자놀음

이 사자후를 토했다. 북청출신으로 사자놀음 연희자인 김수석과 퉁소 명인 김하륜을 중

심으로 청호동에 거주하던 함경남도 도민 가운데 사자놀음을 보았거나 실제로 했던 실

향민들이 중심되었다. 1958년 속초읍장의 도움으로 처음 속초지역에 함경남도 도민들이 

북청도청을 세우고 사자가면을 만들어서 매해 정월대보름날 연희를 시작하였다. 

1957년 당시의 연희자들과 명단을 적

시하면, 사자 : 김수석(앞채 애원성, 뒷

채 오동술), 양반 : 이종욱, 꼭쇠 : 양

계건, 사당춤 : 박씨, 의원 : 장남우, 승

무 : 김봉수, 총각 : 김원사, 곱추 : 마

유득, 도깨비 : 김효환, 중국인 : 이종호, 

악사 : 변무성(퉁소)·박진환(퉁소)·이재

섭(퉁소)·김하륜(퉁소)·마방섭(북)·이

종준(징)·신겸(장구) 이외에도 길잡이 놀이패 수 명이 참가하였다. 속초에는 1957년 당

시 연희 때 장구를 치고 양반역을 맡았던 신겸이 중앙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당시에 퉁

소를 불었던 고 변무성의 아들 변경일(남, 78세)이 당시 아버지에게 퉁소와 양반놀이를 

배웠다고 한다. 또한 사자놀음을 잘 기억하고 있고, 사자탈 제작에 참여한 김철섭이 재

현에 힘을 쏟고 있다. 따라서 속초사자놀음의 대본은 최초 북청도청을 만들고 김수석

(1907~1997)·김하륜(1914~2008)의 지도하에 연희하던 당시의 모습대로 재현하였다. 이

들은 1959년 5월 2일 북청동향친목계를 만들었으며 계원은 당시 북청사자놀음을 했던 

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김하륜의 고증은 다음과 같다.

사자놀음 공연(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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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청동향친목회는 36명이야. 그때나 이때나 이 형님(김수석)이 제일 고령자시고 그

래서 그때 어떻게 했는고 하니 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요. 그래 가지고 사자를 

저기 선조로 내려오는 공연문화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돈이 없거든, 저 바닷가

에 가면 고기 그물을 썩어서 내버리는 것을 골라가지고 씻어가지고 바다에 씻어 가

지고 삶아가지고 물을 들여 사자를 만든 겁니다. 그때 사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에 그대나 이 형님이 사자를 만들고 그래서 사자 노는 걸 연습했지. 그래서 그 활동

으로 모인 돈을 가지고 운영했지요. 우리는 정월 대보름날 야튼 음력설부터 보름날까

지 계속 댕겨요. 그래 몇 날을 해 가지고 우리 고향의 선조들은 정월대보름날이라 정

초에 사자놀이를 하게 되면 그 잡신들이 다 쫓겨나고 만수무강하라고 빌고 다 그래

서 집집마다 쌀노 노나주고 돈도 노누는 집이 있고, 그때 돈으로 삼백원, 제일 잘 사

는 사람은 한 천원내고 그럼 그걸 함께 모아 재산을 만들었어요”.

당시 북청군민 28만 가운데 절반인 14만 명이 월남했으며, 속초에는 북청출신 3~4백 

가구가 살았다고 한다. 상기 계원가운데 북청사자놀음에 참가한 연희자중 최고령자는 

앞사자의 김수석이 중심이 되었다. 사자 뒷채 오동술, 꼭쇠 양계건, 양반 이종욱, 곱추 

마유득, 도깨비 김효환, 중국인 이종호, 퉁소 김하륜·이재섭, 장구 신겸, 북 마방섭, 징 

이종준 등 12명이나 되므로 북청동향친목계는 사자놀음의 실질적 공연단체 역할을 했다

고 할 수 있다. 

사자놀음은 속초에 거주하던 앞사자 김수석을 중심으로 1956년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

회에 첫 출전을 하였다. 이후 1957년 본격적으로 속초지역에서 연희되었는데 북청도청 

기금마련을 위해서 음력 정월대보름날 속초에서 처음 공연하였다. 10일 동안 공연한 기

금으로 1958년 속초읍장 전성우 씨로부터 금호동 읍소유지를 무상으로 불하받아 북청도

청을 건립하였다. 이후 1960년 서울에서 북청사자놀음보존회를 발족하고 1964년부터 전

수활동을 하였으며, 1966년 10월 제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속초의 김수석·오동술

이 사자놀음을 하고 이재섭·김하륜이 퉁소로 참가하여 김수석이 개인상을 받았다.

북청사자놀음은 이듬해인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받았으며 김수석은 

1970년 사자앞머리 예능보유자 제84호(본적 : 함경남도,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

구 18반, 생년월일 : 1907.7.19)로 지정받았다. 이후에도 김수석은 속초에 계속 거주하면

서 사자놀음의 정착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점차 속초사자놀음은 서서히 

명맥이 끊기고, 1982년 김수석은 전문대학생들을 지도하여 축제 때 공연하였으며, 1981

년 9월 설악동에서 가을맞이 새마을대예술제를 마지막으로 전승이 중단되었다. 

이후 1985년 10월 10일 제20회 설악제 당시 서울의 북청사자놀음 공연단이 속초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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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에서 공연하였고, 1988년 음력 정

월대보름날에는 속초지역에서 북청출

신 10여명이 사자놀음을 구성하여 걸립

을 하였으나 본격적인 복원은 아니었다. 

당시의 복색은 악사들이 모두 종이꽃

을 한 개 단 고깔을 썼으나 현재는 쓰

지 않고 있다. 10년 후인 1991년 속초시

의 노력으로 설악제 민속제때에 가장행렬로 참가하였으며, 단체구성이 안되어 사단법인 

함남북청민속보존회에서 공연하고 김수석은 애원성만을 불렀다. 1999년 속초에 거주하던 

김수석은 놀이내용과 탈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사당춤, 뭐 칼춤, 뭐 꼽새춤, 애원성, 그 다음에 그기 사자놀이마당이요. 맨 마지

막 사자춤이 끝나고 그때 사자가 놀 때는 다른 사람은 안 들어가거든. 그러구 승무하

고 그러니 세 사람이 들어가 놀거든. 마지막에 이제 끝날 무렵에 한 이십분 놔두고 

다 들어간다이. 인원이 다 들어가서 한마당에 사자도 놀고 그 다음에 칼춤하나, 칼춤

추는 사람이 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 몸뚱이만 들어가거든. 그러니

까 저기 의상이 다를 게 아니요. 꼭쇠, 양반 뭐 의상이 다를 게 아니요. 그때는 한마

당에 들어가서 전부 어울리게 복잡하게 놀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와서 나올 적에

도 막 그리 쉽게서 순서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한바퀴 돌아요. 외줄서

서 말이요. 외줄 서서 말이요. 한 줄로 서서 빙 돌거든요. 그래 이제 돌고서 거기 인

제 존위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말이요 옛날에 동네 부락에서 제일 나 먹은 사람을 

존위라고 하거든요. 존위, 그래 그 존위가 맨 마지막에 무슨 잡병쫓구 있지요. 꼽추가 

탈이 있고, 양반이 탈이 있고 그 다음에 꼭쇠, 그 나머지는 그냥 맨 얼굴, 수건 쓰는 

것도 있고, 고깔쓰고…옛날 옛날에 자손이 귀한 집 애들은 이제 사자를 태우거든, 태

우면 장수한다 그래요. 그리고 사자털이 사자털을 이제 주머니에 넣어서 애기 기저귀

에다 채우면 명이 길다 그래서 그런 건 많지요. 사자털은 빨간 것, 흰 것, 노른 것, 

속초 사자놀음(1978년)

사자놀음 공연(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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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색, 검정색 다섯 가진지 여섯 가진지 그래요. 사자는 앉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래 타지 않소? 그 안에서 서는 것도 있고, 앉아서 골을 흔들 때도 있고 서

서 흔들 때도 있고 이렇다이. 두 마리가 나올 때도 있고 한 마리가 나올 때도 있지

요. 놀이시간은 오래 못 놀죠. 사자는 한 십분 하는 대도 있고 한 이십분 하는 때도 

있고, 전체는 한 사십분, 오십분, 자연적으로 음악에 따라 하는 거이 인간문화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초장, 중장, 말장까지 다 있재이, 그러니까 3장이지. 사자는. 사

자는 3장에서 노는 거지. 그게 두 마당 아홉거리라고 그랬지요. 두 마당 아홉거리라

는 게 두 마당인데 아홉가지가 나오는 기지, 애원성마당·사자춤마당·사자탈은 종이

를 붙인 것이요”. 

 

제1과장은 길놀이(①마당돌이와 애원성)이다. 길놀이를 일명 ‘마당돌이’라고도 하는데 

북청 토성리에서는 사자놀이와 관원놀이가 합쳐져 연희되었다고 한다. 길놀이 때 사자

놀이와 관원놀이 연희자들이 악기반주에 따라 행진했는데 관원놀이를 하지 않지만 길놀

이만 하는 마을도 있다. 길놀이를 하지 않는 마을에서는 도청 앞마당에 퉁소가락이 울

리면 모여서 놀았다고 한다. 이것을 입장곡이라고 하는데 행진은 횃불과 깃대가 앞을 

서고 길잡이가 막대를 휘두르면서 장내를 정리한다. 다음에 양반과 꼭쇠가 등장하여 사

자놀이를 소개하고, 그 진행을 맡는데 꼭쇠는 양반의 하인이다. 길잡이는 길놀이의 한 

형태라 하겠다. 

길놀이에 부르는 애원성(哀怨聲)은 함남민요로 널리 불린다. 1957년 최초로 속초에서 

북청사자놀음을 공연할 당시에는 김수석이 불렀다. 애원성은 사자놀이 하기 전에 마을

주민들이 흥을 돋우기 위해 애원성·돈돌라리·어랑타령 등의 민요를 단지 노래만 부르

던 것인데, 월남한 이후에는 새로 춤을 만들어 공연하고 있다. 속초에서는 애원성이 북

청사자놀음에 들어갔으며, 김수석 씨가 타계한 이후 전승되지 않고 있다. 현재 속초에서

는 ‘넋두리춤’을 추고 있다.  

애원성은 함경도 북청·혜산·갑산·무산·삼수 등에서 가장 많이 부른 민요로 개화

기 때 유랑의 길을 따라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의 구슬픈 노래라고도 하고, 북청

지방에서는 대원군이 경복궁 중건할 때 노역에 종사하기 위해 떠난 남편을 이별하며 부

른 아내의 노래라고도 한다. “우수 경칩에 대동강이 풀리고, 정든 님 말쌈에 요 내 가슴 

풀린다. 에헤”라고 부르는데 달 밝은 밤 옛 성의 폐허에 서있을 때, 퉁소를 손에 쥐고 

먼저 한 곡을 불 때라든지, 목동이 석양녘에 집으로 향할 때, 굽이쳐 흐르는 두만강 뗏

목을 탈 때도 불렀다고 한다. 

제2과장은 마당놀이(②양반꼭쇠해학 ③넋두리춤 ④무동춤 ⑤꼽새춤 ⑥칼춤)이다. 양반



제24권 민속[구전·예술]  477  

민속극 | 제2절

꼭쇠 해학은 양반과 그 하인 꼭쇠가 마당돌이에 등장하여 마지막 과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놀이판을 돌아다니면서 놀이내용을 소개하고 춤추는 사람들을 부른다. 양반과 꼭

쇠는 말을 하면서 놀이의 진행을 돕는 보조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놀이 중심은 사

자놀이이며 춤과 동작으로 일관된다. 넋두리춤은 북청지역 여성들의 춤으로 돈돌라리

춤이라고도 한다. 이 춤은 양 팔을 옆으로 들고 움직이는 동작과 머리를 숙인 채 좌우

로 살랑살랑 흔들며 추는 것이 특징이다. 손목을 돌리고 다리를 살짝살짝 들면서 춤추

는 것이 보기에 좋다. 무동춤은 어린 아이를 무동 태워서 춤을 추게 하는데 대체로 남

자아이와 여자아이 2명이 각각 무동을 올라간다. 무동춤이 끝나면 꼽새춤(일명 꼽추춤)

을 춘다. 양반이 꼭쇠에게 꼽새춤을 부르라고 하며 가슴과 등에 헝겊을 넣어 불룩 튀어

나온 모습으로 등장하여 웃음을 자아낸다. 꼽새가 한바탕 춤을 추고 들어가면 양쪽에서 

두 명이 등장하여 중앙에 놓여 있는 칼을 들고 다양하게 칼춤을 춘다. 

제3과장은 사자놀이(⑦사자춤 초장 ⑧중장 ⑨말장)이다. 사자놀이는 초장·중장·말장

으로 나누는데 초장은 사자가 몸푸는 과장이다. 좌우상하로 힘차게 돌리는데 ‘모래기친

다’고 한다. 예전에는 사자몸에 방울을 달아 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지금은 달지 않는다. 

북청에서는 한 마리가 놀았으나 현재는 대부분 두 마리가 나온다. 양평리에서는 사자춤 

중장에게 사자먹이로 아이를 내놓았다. 사자가 아이를 먹고 체한 시늉을 하며 쓰러지면 

의원이 나와서 침을 놓아 살려내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는 중이 나와 염불을 하고 그것

이 효험이 없자 의원을 불러서 약과 침으로 사자를 살린다. 죽평리에서는 사자가 쓰러

지면 점쟁이가 나와 병점을 치고 후에 중과 의원이 등장한다. 다시 살아난 사자는 중장

의 마지막에 입사자춤을 추는데 앞채사람이 뒷채사람의 어깨위에 올라탄다. 요즘은 아

이 대신 토끼를 사자가 먹는 장면으로 바뀌었다. 

일본 악서(樂書)의 하나인 신서고악도(信西古樂圖)에 보면 ‘신라박(新羅狛)’은 직립한 

사자모양이다. 이것은 앞채 한 사람이 뒷채 사람 어깨 위에 올라앉은 직립한 사자로 안

에 두 사람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도 사자놀이무법(舞法)이 신라 이래의 것

으로 오래된 것임을 추측케한다. 중장은 사자가 엎드리고, 기고, 뛰고, 입맞추고, 몸털고, 

머리를 좌우로 돌려 이도 잡고, 꼬리흔들고, 몸을 긁기도 하는 등 다양한 기교를 보여

준다. 역동적인 사자춤을 보여줄 때 승무가 들어와 춤을 춘다. 사자는 신나게 춤을 추

다가 토끼를 먹고 쓰러진다. 대사가 염불해도 소용이 없자 의원이 들어와 침을 놓고 감

로수를 먹여 소생시킨다. 사자가 소생하면 말장으로 들어가는데 승무가 다시 들어오고 

거사도 들어와 원을 그리며 소고춤을 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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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자놀음하는데 초장·중장·말장이 있어요. 달라요. 이게 다 소리가 달라요. 

음악이 달라요. 초장이 제일 늘지요. 뜨지요. 중장은 조금 더 빠르구 그 다음 말장에 

가선 아주 빠르다이”(김하륜). 

“사자는 앉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래 타지 않소? 그 안에서 서는 것

도 있고, 앉아서 골을 흔들 때도 있고 서서 흔들 때도 있고 이렇다이. 두 마리가 나

올 때도 있고 한 마리가 나올 때도 있지요. 놀이시간은 오래 못 놀죠. 사자는 한 십

분 하는 대도 있고 한 이십분 하는 때도 있고, 전체는 한 4·50분, 자연적으로 음악

에 따라 하는 거이 인간문화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초장·중장·말장까지 다 있

재이, 그러니까 3장이지. 사자는. 사자는 3장에서 노는 거지. 사자가 한창 놀다 거꾸

러지믄 이제 토끼를 하나 가져다가 만든 토끼를 갖다 거 허기증이 있으니 거꾸러졌

다하면 아제 의원을 찾는다 말이요. 꼭쇠에게 양반이 “의원을 찾아오라”고 말이요. 그

래 의원이 와서 진맥하게 되면 이제 의원이 “뭘 먹였는가?”하면 그럼 양반이 있다가 

“사자가 허기증이 나서 토끼를 먹였는데요”하면 의원이 “아, 그럼 언쳤는데요”그러거

든. “언쳤다. 이거 침을 놔야 하겠다” 그 다음에 침을 논다 말이야. 맨 마지막에 스님

이 들어가서 염불하는기야. 그러면 사자가 살아나거든”(김수석). 

제4과장은 군무놀이(⑩돈돌라리)다. 군무는 마지막 뒷풀이 마감마당이다. 집에 들어간 

사자가 어린 아이를 등에 태우는데 이렇게 하면 무병장수한다고 믿는다. 아이를 태운 

사자는 한바탕 놀고 주인은 꼭쇠에게 쌀과 엽전을 주고 넋두리춤을 추자고 권한다. 마

지막으로 모두 참가하는 군무가 이뤄진다. 이때 전 출연자들이 어울려 춤을 추고, 여성

들이 등장하여 바가지장단을 치며 돈돌라리를 부른다. 봄철 강가에서 달래를 캐다가 “돈

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시내강변에 돈돌라리요, 모래산천에 돈돌라리요, 보배청산

에 돈돌라리요, 오막살이 초가집에 모래강산에 리라 리라리 돈돌라리요 리라 리라리 돈

돌라리요”라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춘다. 이 말뜻은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동틀

날’ 즉 조국광복의 여명이 밝아온다는 뜻에서 불렀다고 한다.

속초사자놀음의 가장 중요한 음악적 특징은 퉁소가 여러 명 등장하여 연주한다는 점

이다. 대체로 5명 이상이 부는데 10년 이상은 불어야 소리가 난다고 한다. 악기는 퉁소 

이외에 북1~2, 장고1~2, 징1로 구성되며 초창기 속초에서는 꽹과리를 사용했으나 현재

는 퉁소 소리가 들이지 않아서 쓰지 않는다. 퉁소는 애원성을 부를 때는 애조 띤 슬픈 

가락으로 불고, 칼춤이나 넋두리춤을 출 때는 흥겹게 분다. 반주음악은 주로 3분박을 사

용하는데 굿거리장단이나 자진굿거리장단에 속한다. 

사자춤 반주음악은 검모리장단(빠른 타령장단)으로 첫장에는 심산유곡에 사자가 잠들

어 있는 것을 형상, 중간장은 성낸 사자의 으르릉대는 소리와도 같이 씩씩한 박자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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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선율, 마지막장은 부정을 물리친 승리자의 위엄을 그윽한 선율로 형상한다고 한다. 

북청지역에서는 빠른 타령장단인 검모리장단(영풍장단·도드라미) 이외에도 마당장단(굿

거리장단)·닐리리장단(승모장단·타령장단) 등이 사용하고, 악기는 꽹과리(꽹매기)1·새

납1·피리4·퉁소4·해금1·소고1·징1·북1명 등이 등장한다.

속초사자놀음 춤사위는 애원성춤·넋두리춤·무동춤·꼽추춤·칼춤·승무·사자춤 등

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넘놀이춤·잦은넉두리춤(승모춤)·건모리춤을 춘다고 한다. 사자

춤은 서서 모래치기, 앉아서 모래치기, 선모재비, 앉은 모재비, 앉은 잰걸음모재비, 뜀동

작, 앞걸음, 뒷걸음질, 좌로 네박돌기, 우로 네박돌기, 바닥에 입대고 돌기, 바닥에 턱대

고 돌기, 바닥에 엎드려돌기, 선자세로 허리구부려돌기, 쪼그려 앉아돌기, 똑바로 일어서

서돌기, 이잡기, 입맞추기, 기지개켜기, 몸털기, 입사자만들기, 입사자에서 내리기, 쓰러졌

다 일어나기, 먹이먹는 동작 등이 있다. 그리고 온몸을 흔들며 가볍게 뛰며 땅을 밟는 

동작, 머리를 숙였다 들었다하는 동작, 꼬리를 좌우로 휘저으며 엉덩이를 돌리는 동작, 

엎드려 머리를 들고 땅을 쪼는 동작, 입을 크게 벌렸다 다물며 소리가 날만큼 이빨을 

마주치는 동작, 앞발을 들고 곧추 일어서는 동작 등이 있다. 중장에서 꼭쇠가 앞장서서 

속초사자놀음 길놀이 속초사자놀음 길놀이 양반꼭쇠해학

속초사자놀음 넋두리춤 속초사자놀음 무동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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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사자가 쏜살같이 그 뒤를 따른다. 사자가 방을 거쳐 부엌까

지 휙휙 돌며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무서운 동작을 하다가 부엌에 놓아둔 바가지를 입

에 물고 마당으로 뛰쳐나와 둥댕이 쳐 버린 다음 높이 솟았다 엎드렸다 하며, 두 마리

의 사자가 빙빙 돌게 된다. 

속초사자놀음의 전승은 그동안 6·25전쟁 이후 함경남도 월남민들에 의해서 전파·정

착된 문화이식(文化移植)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우리나라 향

속초사자놀음 꼽새춤 속초사자놀음 칼춤

속초사자놀음 사자춤 속초사자놀음 사자춤

속초사자놀음 군무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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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오락 즉 민속놀이에 대해서 언급한 책자에 고성과 양양의 사자희가 적시되어 나타나

고 있다. 이 조사에 따라 우리나라 사자놀음의 분포도가 작성된 바 있듯이 1950년대 북

청사자놀음의 전파 이전부터 정월 중에 농민들에 의해서 사자놀음이 행해졌음을 인식할 

수 있다. 당시 조사된 내용을 분석하면, 오늘날 행해지는 북한지역 사자탈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사자머리는 대나무 틀에 종이를 붙여 만들며 사자가면에는 앞뒤로 

두 명이 들어가서 악대와 함께 정월달에 어울려 노는 방식이다. 이 사자탈은 대부분 북

방계 사자탈 제작방식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보건대 현재 속초지역인 고

성과 양양일대에서 1930~1940년대 사자놀음이 전승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지역

전승의 준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동해안 영북지역 고성과 양양의 사자놀음은 우리나라 북방형 사자탈 모양과 놀이방식, 

놀이시기 등에 특히 부합하고 있다. 속초지역 전승의 사자놀음이 우리나라 북방계 사자

놀음계인 함경도와 강원 동해안권역에 포함된 사자놀음 연행의 권역을 지녔던 것으로 

파악된다. 

장정룡(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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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민속무용

1. 변천과 특징

민속무용이란 민족의 근원적인 문화의 한 영역을 차지하는 예능분야로서 민족문화의 

근간을 이룬다. 이에 민속무용은 역사성과 전통성의 토대 아래 형성되며, 이러한 면모가 

단절되어 지속성을 상실하거나 민족문화로서 고유성을 잃게 되면 민속무용으로 의미를 

지닐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민속무용은 살아 움직여야 하며 문화 일반의 형성과 발전에 

깊은 영향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발전해 향토문화의 다

양한 특징을 담고 있어야 한다.  

민속무용의 범주 구분을 살펴보면, 민속예술사전(1979)에는 민속극·민속놀이·민속

음악·민속무용으로 4분류하고 있다. 한국민속학의 이해(1994)에서는 민속사회·민속신

앙·민속문학·민속예능·민속사상으로 분류하였는데, 민속예능부분을 다시 민속극·민

속무용·민속악·민속놀이·민화·민속공예의 여섯 분야로 분류함으로서 민속무용은 민

속예능의 소분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민속무용의 원류는 종교적 의미와 공동체적 의미 그리고 오락과 표현적 의미를 동시

에 지닌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특징적 변화를 살펴보면 고대에는 주술과 종교의식적 

동작이었다면, 고려시대에는 무예적 동작, 조선시대에는 농경모의적 동작과 함께 오락적

이면서도 예술적인 동작으로 춤추어왔다. 따라서 민속무용의 고대적 원형성 그 자체보

다는 춤의 사회적 기능에 있어 생활과 결부된 민중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지속성을 중요

시 한다. 

이러한 민속무용의 원류적 특성아래 형성된 강원도 민속무용은 남한 지역에서 산악

이 가장 발달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동과 영서지역 간 문화

의 차별적 특성이 형성되어 왔다. 강원의 전통민속예술(1994)에서 최승순은 민속예술

을 우리 생활사의 일부라 하고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산이 많은 고장이고, 이러한 지리

적 특색은 다른 도에 비하여 교통이 불편한 고장이다. 교통이 불편하기에 외지와의 교

역이 쉽지 않았고 외지와의 왕래가 어렵다 보니 외지의 영향을 덜 받은 강원도 나름의 

민속예술이 조성되었다”는 강원도 민속예술의 배경론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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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민속무용은 농악1)에 나타난 춤의 형태와 무무(巫舞, 굿춤)에 나타난 춤의 형태, 

가면무에 나타난 춤의 형태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농악은 농경문화의 토대 속에서 자

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민속예능으로 발전하였다. 

농악은 향토 문화 속 서민의 일상이 담겨져 있고, 농민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 기원을 살펴보면 부족국가시대 부여의 영고, 동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과 같은 

제천행사(오늘날의 추석, 추수감사제)에서 원시적 형태의 농악이 생겨났음을 문헌을 통

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천의식에 관한 기록은 없으나, 영고는 뜻으로 미루어 간단한 

타악기를 두드리며 신을 맞이한 것이었으며, 무천은 신에게 바치는 기도의 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점차 세월이 지나면서 두드리는 악기(북)에서 징·꽹과리·장고 등으로 늘

어났고 춤도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형성된 농악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성격과 형태가 축원·노작·걸립·

연예의 형태로 발전하였는데 축원은 그 해 농가의 매귀, 안락을 부락의 수호신 및 여러 

신령에게 소원한 것이며 따라서 농악놀이 그 자체를 ‘굿’이라 칭하는 것이다. 이와 다른 

발생설은 전수목적으로 훈련하였다는 군악설과 불교 관계설 그리고 민간 ‘걸궁’, ‘마당밟

기’ 등 부락 공공의 목적으로 농악대를 사용하였다는 기원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반도 전역에 전해오는 농악은 각 지역의 특유한 멋과 맛을 담은 향토문화의 하나로 

각각의 악기를 통한 리듬이나 움직임·구도 등이 지역마다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중 가장 순수에 가까운 강원농악은 소박하면서도 정적인 면이 특색이고 고유한 멋을 

지닌 향토성이 짙은 농악으로 평가된다. 강원도 농악은 지역성에 따라 영동농악(강릉·

고성·동해)과 영서농악(원주·철원·평창·횡성·춘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동지역의 

경우 강릉농악·고성교동농악·동해망상농악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으며, 삼척서낭골

농악 등이 영동지역 농악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영서지역의 경우 원주매지농악·철원

토성농악·평창중리농악과 둔전평농악·횡성정금농악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으며, 춘

천석사농악과 금병어머니농악·우두농악·영월문막농악·인제기륭베틀농악 등이 영서지

역 농악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영동농악은 강릉·고성·동해·삼척 등 강릉 문화권에 속한 지역에서 그 특색이 두

1) 오늘날 농악의 명칭을 농촌에서는‘매구’·‘풍물’·‘풍장’·‘두레’·‘걸궁’·‘걸립’등으로 부르고 있다. 한편 연주예능으로 볼 
때 ‘굿친다’·‘매구친다’·‘쇠친다’라 하고 농악기를 통해 말할 때 ‘굿물’·‘풍물’이라 부른다. 또한 농악을 종교적 예능이라 
보는 경우에 ‘굿’·‘매굿’·‘지신밟기’·‘마당밟기’라 하고, 악기는 금속성 악기(꽹과리·징)와 고(북·장고·소고)로 구성
되므로 농악을 금고라 하기도 하며, 또 일부 지역에서는 군악(軍樂)이라 일컫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칭되
는 ‘농악’을 차용해 농악춤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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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영동농악은 마을 굿으로 당굿은 별로 하지 않으며 지신밟기가 

성행된다.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달맞이굿을 비롯하여 횃불놀이(다리밟기)가 있으며, 이

밖에 두레농악이라 할 수 있는 김매기 농악과 질먹기가 있고, 단오날 대관령 성황제의 

길놀이 농악이 있다. 단체놀이를 위주로 하며 농경생활의 연극적인 놀이인 농사풀이와 해

안에 인접한 지리적 환경에 의해 배굿으로 풍어제와 관계되는 진대백이굿이 특징이다.

영동농악에서 특이한 것은 무동 이외에 잡색들이 없다는 것이다. 무동춤에서 삼층 놀

이의 무동 타기는 대개 어린이가 담당하고 그 위에서 열두발 상모놀이를 하는 것이 특

징이다. 형식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지신밟기를 할 때 행하는 사설(고사소리)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길고 다양하다는 점이다.

이 지역의 농악은 단체놀이를 위주로 하고 무동들의 춤과 잽이 그리고 어린이의 삼층 

무동 타기가 특징이며 농경생활을 모의하는 연극적인 놀이인 농사풀이는 영동농악의 특

색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강릉농악은 상모에 말뚝이 있으며, 농악대들이 쓰는 벙거지는 

꼬두마리에 구슬을 꿰어 다는 대신 ‘퍽’이라 하여 종이를 가늘게 썬 것을 빽빽하게 다

는 특징이 있다. 기본적인 편성이나 복색들이 강릉농악과 비슷한 고성교동농악은 법고

와 소고가 구분되지 않고 무동춤이나 무동 타기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동해망상농악의 경우 새해를 맞아 정월대보름까지는 일체의 풍물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마을의 불문율로 되어있고, 대보름날 고청제의 동민들이 성황당에 모여 펼친다는 점이 

일반적 농악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성황을 달래는 것이 이 지역 

농악이 지니는 특징이다. 

영서농악은 지리적으로 경기도와 인접한 까닭에 경기농악과 유사한 점이 많다. 영서농

악은 주로 뜰이나 넓은 집 마당이나 길가에서 행해지므로 걸립패들의 농악이 발달하였

다. 그 내용이 소박하고 정적이며, 단순하고 여성적인 면을 많이 내포하고 있으며, 여장

남무의 무동놀이를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원주매지농악은 상쇠나 벅구잽이들이 쓰는 상모의 움직임이 다른 지역의 움직임과 달

리 양사를 좌우로 각각 2회, 꼭두상모 1회가 혼합 반복되며 외사를 하지 않는 것과 무

동의 춤사위 중 덩더궁이 가락에 맞추어 손목을 꺾어 넘기는 동작이 특징이다.

철원토성농악은 두레농악에서 출발하여 명절 때는 오락농악으로, 마을 행사 때는 연

예농악으로 발전해온 독특한 전통을 지닌다. 농악 가락의 특징은 철원농악의 길군악 4

채·2채·3채·4채·7채 가락이 주를 이루어 14마당으로 철원 특유의 정가락을 치고 있

으며 인원구성은 52명으로 강원도 농악 중 가장 많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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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평창농악은 모두 남자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횡성농악의 지역적 특성으로 진법

이 가새진 쌓기·오방진 쌓기·물래진 쌓기 등 군사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특징이고, 

원주농악의 상쇠·벅구잽이들이 쓰는 상모의 움직임이 외사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은 굿춤이다. 한국문화 원형의 여러 요소는 무속에서 비롯되어 왔으며 무속은 민

간신앙을 통해 민중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왔다. 무속의 주재자인 무격(巫覡)은 남자 

무당(박수)을 격(覡)이라 하고 여자 무당을 무(巫)라 하였다. 상서(尙書)에는 가무로서 

신을 섬기는 것이 곧 무격의 풍속이라 했다. 한서석의(漢書釋義)에서 왕씨는 “여인들

은 형체가 없는 것을 섬기는데 능하며 춤으로 신을 내리게 하였는데, 이것을 곧 무(巫)

라 했다”. 이렇듯 무녀에게는 다른 사람에 비해 예민하고 특수한 심리상태가 있는 것이

라 하였다. 또 주자어류(朱子語類)에서는 ‘공(工)’자의 양옆에 ‘인(人)’자가 붙어있는 것

이 ‘무’라 했으며, “이것은 춤추는 형용으로서 춤을 추면서 신에게 의지한다. 그러면 화

기가 돌아 신명이 통달하게 된다”고 했다. 이와 같이 무녀는 신을 모시는 일을 주로 춤

추는 것으로 행했음을 알 수 있다. 춤추는 것은 영혼계와 인간계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신령의 영력을 빌려 재액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

서 그 기능은 굿의 목적에 따라 실리적이고도 공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목

적의 제의를 연결시켜 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무속에서는 신 내림을 받는 강신무(降神巫)와 무당집안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세습

무(世襲巫)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이북지역을 강신무의 

분포지로, 경기도·충청도·강원도 일부를 강신무와 세습무의 혼합 분포지로 본다. 그리

고 경상도와 전라도·제주도 등은 세습무의 분포지로 본다. 이들 무당들이 진행하고 있

는 굿은 주로 집안과 마을의 안녕을 비는 굿, 병을 치료하는 굿, 영혼을 천도하는 굿, 

조상과 신령을 접대하는 굿 등이 있다. 무당들은 굿을 할 때 무가·민요·사설(신화·

덕담)·춤·연극으로 진행한다. 

무당들의 춤은 여러가지 신구(神具)를 가지고 춤을 추는데 신을 맞이할 때나 신을 대

접할 때 또는 신에게 인간들의 소원을 비는 축원적인 춤을 출 때는 제단(祭壇)을 향해 

춤추고, 신이 노는 춤이나 축원하는 춤, 그리고 사람들에 복을 주는 춤들은 구경꾼을 

향해 춘다. 그런데 굿에서 춤은 영신(迎神)·접신(接神)·오신(娛神)·신놀이(神遊)·축귀

(逐鬼)·진혼(鎭魂)·송신(送神)과 같은 종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굿판에서 추

어진 춤은 이밖에도 ‘무감선다’하여 구경꾼들이 무당에 별비(돈)를 주고 신옷을 입고 신

과 노는 춤을 추는 경우도 있고, 무당 스스로 제의와는 관계없이 춤 기량을 보여주는 

여흥 놀이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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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춤은 무당과 지역에 따라 춤의 이름을 달리하고 있다. 가령 강신무당이 추는 춤

을 신무(神舞)라 하고 세습무당의 춤을 축원무(祝願舞)라 하며, 지역에 따라서는 대감

춤·재석춤·장군춤 등 신의 배역에 따라 춤의 이름을 붙이는 수도 있다. 또한 지전춤·

바라춤은 무구(신구)이름을 붙이는 경우 올림채춤·터벌림춤·진쇠춤·거상춤 등 무악(巫

樂)의 이름을 붙인 경우와 도랑춤·도드림춤 등 춤동작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 

강원도 무속(巫俗)춤은 앞에서 살펴본 분포 특성인 강신무와 세습무가 혼합되어 있어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의 특징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영동지역은 세습무의 무의식(巫儀式) 

물굿에서 추는 춤과 영동지역 강신무의 무의식중 선굿에서 추는 춤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영서지역 세습무 중에서는 앉인불림으로 의식을 행하는 무당의 경우 춤이 없는 경

우가 많다. 

영동지역에는 강릉단오굿·동해안별신굿·삼척의 굿춤이 있다.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는 마을굿의 경우 마을 주민들의 삶의 현장을 연희하는 굿으로 동해안의 별신굿

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강릉단오굿 역시 국가무형문화재인 강릉단오제에서 연행되

어 온 것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전통이 깊은 굿의 하나로 꼽힌다. 

강릉단오굿의 춤사위는 동작자체가 차분하고 진중한 느낌이 들며, 고도의 기교가 없는 

대신 사설과 무악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춤을 추는 굿으로 불교적인 색채가 짙은 굿거리

에 연극적인 요소가 짙게 가미되어 마임과 같은 춤사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주절춤

이 특징으로 춤에 사용되는 도구와 무복도 단조로우며 방울대신 수건을 사용하는 특징

을 지닌다. 

영서지역의 춘천·철원·횡성·원주 등지의 선굿에서 추는 무속 굿춤의 춤사위는 서

울의 강신무와 유사하다. 이 지역에 대표적인 굿의 형태로는 홍천팔봉산당산굿이 있다. 

홍천군 홍천읍에서 화양강을 따라 서쪽으로 60여리쯤 떨어져 있는 강변에 8개의 봉우리

가 있는 팔봉산에서는 예로부터 당을 짓고 당산제를 지내왔다. 현재는 8개의 봉우리 중 

2봉이 있으나 옛날에는 8봉에 삼선당(三仙堂)이라는 팔봉산사(八峯山祠)가 있어 해마다 

홍천현이 주관하여 4백 년 전부터 봄과 가을로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신동국여지승

람에 전해지고 있다. 이후 당산제는 매년 봄과 가을인 음력 3월과 9월 보름 2회씩 제

사를 지내왔으며, 일제강점기에도 계속 이어져 왔다. 

홍천팔봉산당산굿의 경우 보통 굿에서 볼 수 있는 춤사위가 등장하나 우리나라에서 

시연되는 모든 굿에서 나오는 춤을 한곳에 모아 놓은 것처럼 다양하면서도 내용에 맞는 

정교한 춤사위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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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탈춤이다. 고대사회에서 가면을 쓰고 춤추는 사람은 신 그 자체로 추앙을 받

았으며 이는 곧 가면춤의 시원이 되었다. 상고시대 유물인 패총에서 발견된 조개껍질에 

눈과 입을 뚫어 만든 가면으로 무구를 삼아 수렵가면춤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대의 사회변화가 수렵생활에서 점차 농경생활로 변모함에 따라 점차 

수렵가면으로부터 농경과 관련된 풍농과 제의적 가면으로 변화되어왔다.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탈춤은 제의적 굿과 연관된 접신 절차로서 제례적 법도의 춤

을 비롯하여 사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적인 몸짓으로부터 공격적이고 진취적이며 투

쟁적인 동작으로 발전해 왔다. 또한 제의와는 관계없이 놀이적인 요소의 춤과 연극형의 

탈춤도 형성되었다. 이러한 춤이 가면극의 내용과 탈의 표정을 살리고 극의 단원을 마

무리 짓는 역할을 하고 대사와는 관계없이 예술적이고 흥겨운 내용을 담기도 한다.  

우리나라 탈이 애초에 귀신을 형용한데서부터 점차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고 주술적인 

내용이 사회 비판적인 내용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제의적 요소는 첫 거리나 마지막 거

리에서 발견된다. 현재 전하는 탈춤을 보면 강릉관노가면놀이의 ‘시시딱딱이 마당’에서 

벽사적 축귀무가 나오고 있다. 

탈놀이는 재담과 노래 그리고 몸짓을 포함한 춤 등 가무극적 총체성을 띠고 있다. 특

히 춤은 재담이나 노래에 비해 절반 이상의 부분으로 실제 가면극의 구성은 춤동작 본

위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강원도에 전해지는 가면극에는 강릉관노가면극과 속초사자놀음 등이 대표적인 탈춤의 

형태를 지닌다. 강릉관노가면극은 단오제에 행해지는 전통 민속극으로 우리나라에 분포

된 가면극 중 하회탈놀이와 함께 서낭제탈놀이에 속한다. 강릉관노가면극2)의 연원은 명

확하지 않으나 허균의 성소부부고에서 “계묘년(1603년) 여름 명주에 머물면서 5월 부

락제 행사를 보았는데, 대관령에서 신을 모셔다가 잡희를 펼쳐 신을 즐겁게 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다만 잡희는 탈놀이를 일컫는 것으로 가면극은 이보다 먼저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오제에는 대관령 산신제·대관령 국사서낭제·단오굿·씨름·그네·농악 등의 각

종 행사가 50여일간 펼쳐지는데 단오제때 행해지는 모든 풍습들과 함께 중요한 기능이 

잘 보전되어 왔다. 춤과 동작을 위주로 한 국내유일의 무언 가면극으로 관노라는 특수

한 계층에 의해 연희되었다. 다른 가면극에서 볼 수 있는 신랄한 풍자나 저항의식 보다

2)  강릉시교육청, 1966, 강릉탈춤, 향토교육자료집, 74~77쪽; 강릉관노가면극을 ‘강릉탈춤’이라 불렀다. 가면의 형태, 유
래와 기원, 탈춤의 종류로 나누어 기술하였으며, 장자말이2인·양반광대1인·소매각시1인·수수딱대기1인·행진무 등
으로 나누었다. 몇 가지 오류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1960년대 재현당시의 모습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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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본적으로 단오제라는 행사와 함께 하나의 놀이로서 오락적인 기능을 함축하고 있

다. 지역의 안녕과 풍농·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수호신에게 제사하는 의식과 깊은 연관

을 가진 서낭제 가면극의 특징을 지닌다. 등장인물은 양반광대·소매각시·시시딱딱이 2

명·장자마리2명이며 그 외 악사들이 등장한다. 

속초사자놀음은 속초에 전승되고 있는 사자놀음으로 6·25전쟁 중에 피난 내려온 함

경남도 북청군민들이 이주해와 그들의 문화가 전승·보존되고 있다. 함경남도 피난민의 

집거촌인 청호동을 중심으로 북청사자놀음이 이주·전파되었다. 따라서 속초사자놀음은 

함경도에서 속초로 이주한 북한민속 사자놀음으로 이주민속(移住民俗)이라 할 수 있다. 

1950년대까지 북한에서 연행된 사자놀음이 그대로 남한으로 와서 정착하고 전승된 귀중

한 사례이다. 

남북분단 이후 변화 없이 사자놀음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북청사자놀음의 

남쪽지역 원형은 속초에 보존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것은 함경남도 출신자

들이 가장 많이 집거하고 있는 까닭에 함경도 방언으로 진행되는 사자놀음의 맛과 흥이 

특징이다. 이것은 북청사자놀음이 함경도민의 문화와 생활 속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있기 

때문이다. 속초 청호동에 거주하는 함경남도 주민들이 북청도청을 만들고 사자놀음을 

시작했음은 고향에 대한 향수의 차원을 넘어 통일문화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

한 사례로 활용할 수 있다. 

2. 전승현황

1) 농악춤

(1) 강릉농악

강릉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농경부락이 형성되어 있었고, 통일신라~고려 초에 

걸쳐 영동의 중심지역으로 발달하였으므로 수준 높은 향토 고유의 민속놀이·춤·토속

신앙·농악 등이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다.

강릉에서는 농악을 풍물 또는 두레패라고도 하고, 농한기를 이용하여 걸립·지신밟

기·고사 때 농악을 쳤고, 매년 5월 단오 때마다 단오제를 행하며, 무제·관노가면놀이·

농악·씨름·그네 등의 경연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부락마다 농악대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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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사회에서 발생된 두레 형태의 강릉농악은 강릉을 중심으로 명주·평창·정선·양

양 그리고 삼척·동해·영월 일대까지 가락과 구성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강릉농악은 가식이 없고 소박한 원형 그대로 농민들 속에서 호흡을 같이 하며 진면목을 

지켜오고 있다. 특히 경쾌하고 빠른 12채의 가락으로 농악대원은 물론이거니와 관중에

게 더욱 흥취를 돋우어 장쾌한 가락의 영·호남의 가락과는 크게 대조를 이룬다.

강릉은 옛적부터 소박한 향토농악이 전승·보존되어 오고 있는 지역이다. 강릉농악

의 특색은 상쇠를 비롯하여 징·장고·북·태평소 등의 풍물 10여명과 법고·소고·무

동 등 40여명 내외로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여자로 분장한 무동놀이

와 춤사위가 그 재미를 더해주고 아기자기한 연희를 보여 준다.

논갈이에서 소를 대고 김을 매며 추수와 타작하는 과정까지 농사 전 과정을 상쇠의 

가락에 맞추어 무언으로 연주하는 단체 농악의 특색을 갖고 있다. 또한 1년 농사를 끝

내고 부락의 단합과 흥을 돋우는 멍석말이·자매놀이·삼동고리·오동고리 그리고 12발 

상모돌리기 등의 마당놀이는 강릉농악에서만 볼 수 있는 향토 전통 농악인 것이다.

강릉농악에는 당굿이 없고 지신밟기가 있는데 사설은 다양하고 길다. 이 밖에 횃불놀

이나 두레굿 그리고 해변가에서 하는 배굿이 있다. 농악대원의 수는 사물, 소고, 법고, 

무동 등이 각각 동수로 편성되는 것이 특징이고, 복색은 벙거지와 상모가 독특하며 고

깔 또한 이색적이다. 그러나 홍제농악의 예술적 특징은 가락이 외가락인 것과 무동춤과 

농사풀이에서 찾을 수 있다. 대체적인 강릉농악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강릉농악은 농기수1·호적수1·꽹과리수3·징수2·장고수2·큰북수3·소고수8·법고

수8·무동8명으로 편성된다. 옛날에는 화동(花童)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열두발 상

모수가 따로 포함되기도 한다. 농기수·호적수·꽹과리수3·징수2·장구수3·북수3·

소고수8·법고수8·무동8명으로 편성되며, 과거에는 화동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열

두발상모수가 따로 딸리기도 한다.

강릉농악(1983년·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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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기수·호적수 : 한복에 청·홍·황 삼색띠를 양어깨와 허리에 두르고 고깔을 쓴다.

②  상공원(상쇠) : 한복에 남색 등지기를 걸치고 삼색띠를 두르며 상모 달린 벙거

지를 쓴다.

③ 부쇠·삼쇠 : 한복에 삼색띠를 두르고, 상모지를 단 벙거지를 쓴다.

④  징수·장구수·큰북수 : 한복에 삼색띠를 두르고, 벙거지에 방망이상모를 달아

서 상모음은 하지 않는다.

⑤ 소고무(상소고-팔소고) : 징수와 같다. 수건을 머리에 쓰기도 한다.

⑥ 법고수(상법고-끝법고) : 한복에 삼색띠를 두르며 긴 상모지가 달린 벙거지를 쓴다.

⑦  무동(상무동-끝무동) : 붉은 치마, 노랑 저고리(또는 푸른 저고리)에 남색 쾌자

를 걸치고 색띠를 두르며 고깔을 쓴다.

⑧  기타 : 화동은 장삼에 가사를 걸치고 한삼 소매를 매고 고깔을 썼었으나 지금

은 화동이 없다.

상모지가 달린 벙거지를 그냥 ‘상모’라 부른다. 털로 벙거지를 만드는 것이나, 흔히 문

종이를 붙여서 만들고 짚으로 엮어서 만들기도 한다. 벙거지 꼭대기에는 나무로 깎아 

만든 꼭지를 다는데, 그것을 ‘우늘’ 또는 ‘꼭두마리’라고 부른다. 꼭두마리에는 네 가닥실

로 꼬아 여덟겹실을 만들어 여기에 두겹실로 여러 번 감아서 쭉 훑어 휘어서 꼭두마리 

고리를 만들고 고리 끝에 십여 개의 구슬을 꿰는데, 구슬이 없으면 율무를 쓴다. 구슬

을 꿴 끝에는 굵은실 30㎝ 가량 길게 다는데, 이것을 ‘채’라 부른다. 채의 끝에는 너비 

손가락 셋, 길이 90㎝ 가량 되는 백지를 다는데, ‘상모지’라 부른다. 상모지 끝에는 제비

강릉농악(강릉농악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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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리와 같이 가운데를 잘라낸다. 구슬이 없으면 3㎝ 가량 되는 종이를 가늘게 썬 것을 

빽빽하게 다는데, 이를 ‘퍽’이라 한다.

고깔은 한 변이 30㎝ 되게 문종이를 네모로 접어서 만드는데, 종이를 청·백·황·적 

등의 색으로 물들여 만든 꽃을 30~40개 가량 빽빽하게 단다. 요즈음은 털실로 꽃을 만

들기도 한다. 춤사위와 동작은 다음과 같다.

① 소고의 기본 동작

●  약간 몸을 앞으로 숙이고 소고를 몸 앞에서 한 번 치고 몸을 좌우로 틀면서 

앞으로 약간 뛰어 나간다.

●  팔자형으로 양손을 머리 위에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으로 이때의 상모는 외사를 

한다.

●  제자리에서 약간 뛰면서 상모는 외사·양사, 꼭두상모를 하면서 소고를 몸 앞

에서 가슴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

● 옆걸음을 치면서 왼쪽 위로 소고를 올리고 내리기.

● 한발 들고 소고치기.

② 법고의 기본 동작

●  소고춤처럼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고, 법고를 몸 앞에서 한번 치고, 몸을 좌우

로 틀고 앞으로 약간 뛰면서 나간다.

● 법고를 머리 위로 2회 올리고 다음에는 옆으로 2회 벌려 휘돌린다.

●  우(右)로 옆걸음을 치면서 손은 팔자형으로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한다.

●  손을 가슴에 올려 법고를 한 번 치고, 가슴에서 다시 한 번 법고를 치고는 밑

으로 내린다.

● 한발 들고, 가랭이 밑에서 법고를 한 번 치면서 회전하는 동작.

③ 열두발 상모의 기본 동작

● 뒤에서 손을 합치고 외사.

● 뒤에서 손을 합치고 양사.

● 땅에 엎드려 외사.

④ 무동춤의 기본 동작

● 양손에는 쾌자에 붙어 있는 청색 수건을 쥐고, 좌우로 흔들어 춤추기.

●  오른손 바닥과 왼손 바닥이 서로 마주 보게 하고, 안으로 모아지는 동작을 번

갈아 가면서 하는 가운데, 중간에 양옆으로 벌려 흔드는 동작을 한다.

⑤ 상쇠춤의 기본 동작

● 꽹과리를 들고, 채를 팔자형(양상치기)으로 돌린다.

● 외 상모와 양 상모, 꼭두 상모를 한다.

⑥ 장고춤의 기본 동작

● 장고를 위로 올리고, 좌우로 춤추기.

● 외 방망이 치기.

● 양 방망이 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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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농악이 다른 지역 농악에 비하여 특별히 다른 것은 이른바 ‘농사풀이’라는 농경모

의적 몸짓춤이라 할 수 있다. 강릉농악에서 볼 수 있는 무동들의 몸짓춤은 경기농악과 

함경도 북청사자놀음의 무동춤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의 민속춤과 교류했음을 

알 수가 있다.

(2) 고성교동농악

고성교동농악은 기본적

으로는 편성이나 복색 그

리고 판굿 등이 강릉농악

과 비슷하다. 그러나 세

부적으로는 굿의 내용에 

있어서 성황굿이 있고, 

상쇠의 복색이 다르며 쇠

가락(리듬)도 약간 빠르

다. 또한 영기가 있으며 

법고와 소고가 구분되지 

않고, 무동춤이나 무동타기는 많이 하지 않고 있다. 

고성교동농악의 가락은 단도리 가락·일채·이채·삼채·육채·신식행진가락·굿거

리·구식길놀이·쇠꺾는 가락 등이 쓰이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춤사위는 소

고·장고·무동춤·열두발상모 등이 있다.

① 소고의 기본동작

● 손 : 몸을 숙이며 소고를 치고 양손을 벌린 상태에서 춤을 춘다. 

② 장고의 기본동작

● 발 : 무릎을 올리며 가볍게 뛴다.

● 손 : 외방망이 치기와 양방망이 치기를 하고 장고를 좌우로 흔든다.

③ 무동춤의 기본동작

● 발 : 보통 걸음걸이, 깨끼 걸음걸이.

● 손 : 한손감기와 쾌자에 있는 수건을 좌우로 흔든다.

④ 열두발 상모 기본동작

● 발 : 한 박 걸음.

● 손 : 손을 뒤로하고 외사, 양사하고 땅에 엎드려 외사한다.

● 발 : 좌우로 움직인다.

고성교동농악(2001년)



제24권 민속[구전·예술]  493  

민속무용 | 제3절

(3) 동해망상농악

동해망상농악은 ‘골안농악’이

라고도 불렸으나 현재는 ‘망상

농악’으로 부르고 있다. 망상동 

괴란마을에서 전승되어온 농악

이다. 동해시 괴란마을은 망상

평 들로부터 약 1㎞ 떨어진 비

산비의 외진 마을이다. 그러기

에 예부터 ‘골안’이라고 부르는

데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예전

에 약 80호가 거주하였다. 조

선 효종시대의 청백리 빈교 이

지온이 와서 살던 유서 깊은 마을이다. 이 마을 입구에 수구림이 있고 거기에 성황당이 

있어 300년 긴 세월 마을사람들의 구심점이 되어왔다. 정월 대보름날 마을의 안녕과 풍

년을 비는 고청제의 성황굿에서 농악을 쳤고,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다.

새해를 맞이하여 정월대보름까지는 일체 풍물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마을의 불문율로 

되어있고, 대보름날 고청제에 동민들이 성황당에 모여 농악이 펼쳐진다. 우선 성황굿을 

벌이고 풍년놀이·똘똘말이·법고놀이·소고놀이·풍년가(어와 좋다. 골안에 풍년이 왔

네)·모듬놀이로 이어지는데 농악의 가락과 판굿은 다른 지역과 대동소이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성황을 달래는 특색 있는 농악이라 하겠다.

망상농악의 가락은 단도리가락·일채·이채·삼채, 그리고 굿거리, 서낭쇠와 쇠꺽는 가

락들이며, 빨리 뛸 때와 진을 만들거나 풀 때의 과정에는 반드시 일채를 친다. 춤사위

는 기수와 사물(꽹과리·징·장고·북) 등 앞치배는 진을 치고 풀 때 함께하지 않고 따

로 모여 장단에만 전념하며 뒷취배의 진풀이가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동해망상농악 

뒷취배의 춤사위는 다음과 같다.

①  소고잽이의 기본동작 : 부포상모를 달았으므로 상모돌리기 대신 소고치기에만 전

념한다, 진법이 바뀔 때는 주로 한 박 한걸음 걷기를 하며, 소고앞뒷면 치기, 물푸

기 등의 동작을 많이 사용한다.

②  법고의 기본동작 : 채상모로 된 전립을 썼으므로 상모돌리기를 주로 하며 무동과 

함께 동작을 한다. 외상모·양상모·사사, 앞뒤로 젖히는 사위 등의 상모돌리기를 모

동해골안농악(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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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용하나 주로 쓰이는 것은 사사로써 좌우로 두 번 씩 번갈아 돌리는 동작이다.

③ 무동의 기본동작  

●  팔 : 쩍쩍이 춤을 주로 하고, 때로는 한손만 하며 아래위로 띠를 쥐고 흔들며 

이동하기도 한다. 양팔을 든 채 좌우새를 많이 한다.

●  발 : 이동할 때는 한박 한걸음 걷기를 하며 제자리에서는 전·후·좌·우로 장

단에 맞추어 중심을 이동한다.

●  열두발상모의 기본동작 : 외상모·양상모·사사, 앞뒤로 젖히기 등의 상모돌리

기를 고루 펼쳐 보이며, 앉아서 자반뒤집기를 하기도 한다. 

(4) 원주매지농악

원주매지농악은 원주시 흥업면 매지3리 회촌마을에서 전승되어온 농악으로 마을 개척

시기부터 전승되던 농악본래의 소박성을 비교적 원형대로 잘 보존하고 있다. 원주의 지

리적 특징은 강원도 영서지역에 위치하면서 경기도의 장호원·여주·이천과 인접하고, 

충청도의 충주와 접하고 있으며, 북원은 대관령과 한양을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강

원도의 영동과 영서가 만나고, 충청도와 경기도가 함께 문화의 소통을 함께할 수 있는 

문화적 요충지라 할 수 있다. 또한 중부 내륙지역 교통의 중심지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와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회촌마을은 백운산 자락의 산간마을로 충청도 백운과 이웃한 마을이다. 오래전부터 마

동해망상농악(2017년)



제24권 민속[구전·예술]  495  

민속무용 | 제3절

을이 형성되어 5월 단오제에  단골무당 3~4명이 굿을 하고 농악을 하며 제를 지냈다. 

충청도와 원주사람들이 함께하여 단오별신제를 지냈으며 현재까지 마을주민들이 대동계

를 조직해 단오제를 지내고 있다.

농악은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 

생활과 밀접한 영역으로 농민의 

생활 가까이에서 제의적 기능을 

하면서 마을의 문화를 형성하였

고, 나아가 공동체 축제를 주도

하였다. 이러한 농악은 연희하

는 목적과 지역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농악의 유

형은 연희하는 목적에 따라 축

원농악·노작농악·걸립농악·

연희농악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원주매지농악은 네 가지 형태 모습을 모두 보

이고 있다.

첫째, 축원농악(지신밟기)은 주로 정월 초부터 대보름까지 많이 하는데, 그때만이 아니

라 크고 작은 명절과 마을에서 쓸 돈을 모아야 할 때마다 행해져 왔다. 지신밟기를 통

해 마을의 공동 관심사가 이야기되고, 이를 통해 거두어들인 자금은 마을 사람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 지며 고사소리와 덕담으로 바라는 바를 빌었다. 정월대보름에 달맞

이굿은 그 절정을 이루었다. 

둘째, 두레농악은 여럿이 함께 농사일을 하면서 일의 율동에 맞게 노래하고 춤을 추

거나 농악을 치는 형태를 말한다. 이는 일을 지루하지 않게 하고 나아가 능률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두레의 농악은 농기1·영기1명, 치배도 쇠·징·북·장고

로 편성한다. 먼저 종구를 울리는데 북으로 ‘둥 둥 둥 둥 둥둥둥둥…’ 이렇게 3번을 울

리고 두레꾼이 모이면 당산을 바라보고 두레기가 인사를 하고 질굿(길굿)을 치며 논으

로 간다. 질굿은 이동시 두레뿐만 아니라 지신밟기에도 나타난다.

셋째, 지경다지기는 집을 짓기 위해 터를 잡아 땅을 다지는 것을 말하며, 논농사와 마

찬가지로 두레 일꾼이 모두 모여들었는데 주로 농한기로 논매기가 끝난 시점에 집을 지

었다. 지경다지기는 집을 짓는 처음 행사이기 때문에 지신이나 터줏신에게 집을 짓는 

것을 고해바치고 이 집터가 명당이며 자손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선소리로 시작된다. 

원주매지농악(1991년) 



496  강원도사

제2장 | 강원의 민속예능

농사가 끝나 저녁에 모여 터다짐을 하였는데 마을 잔치로 동네 주민 모두가 모여 축복

을 빌었다. 이 때 농악대가 농악을 놀았다.

원주매지농악의 편성은 농기1·단체기1·영기2·쇄납1·쇠3·징3·장구6·북6·소고

10·무동8·잡색3명(양반·각시·포수)으로 편성된다. 복색은 기본 오방색을 기초로 하여 

흰바지 저고리에 청색조끼를 입고, 삼색띠는 어깨에 파랑색과 노랑색을 거는데 노랑색

이 보이게 착용하고 배에는 빨강색을 착용하는데, 세부 복색은 다음과 같다.

● 기수 : 흰바지·저고리·짚신·흰수건·쇠·징·장구 

●  북 : 흰바지·저고리·조끼·짚신·삼색띠·채상모

● 소고 : 흰바지·저고리·조끼·짚신·삼색띠·상모

● 무동 : 노랑저고리·분홍치마·삼색띠·고깔·댕기

● 새납 : 흰바지·저고리·조끼·짚신·삼색띠·고깔

● 양반 : 흰바지·저고리·두루마기·관·장죽

● 각시 : 노랑저고리·빨강치마·머리수건·고무신

● 포수 : 흰바지·저고리·짚신·망태·방한모·모의총

원주매지농악의 가락은 덩덕궁이가락, 7채질가락, 인사굿에 쓰이는 가락 등이 주로 쓰

이며, 상쇠나 벅구잽이들이 쓰는 상모의 움직임은 다른 지역의 움직임과는 달리 양사를 

좌우로 각각 2회, 꼭두상모 1회가 혼합·반복되며 외사는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특

히 무동의 춤사위 중 덩더궁이 가락에 맞추어 손목을 꺾어 넘기는 동작이 특징이다. 

(5) 철원토성농악

철원토성농악은 갈말읍 토성리에서 유래되었으며 오래 전부터 두레농악으로 출발하여 

명절 때에는 오락농악으로, 마을행사 때에는 연예농악까지 발전해 온 전통이 뚜렷한 농

악이다. 철원은 산맥들이 둘러싸여 있는 평탄한 평야와 풍부한 농경자원이 많은 고장

원주매지농악(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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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토성마을은 산·들·강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형성된 지역적 특성을 배경으

로 예부터 논농사가 주업을 이뤄왔다. 지리적 특징에 따라 철원토성농악은 농악대의 구

성이나 타악기의 종류 또한 연주형태가 이 지역 환경과 경제적 여건을 담고 있다. 중심 

농악이 경기농악의 쇠가락리듬과 연주방법이 거의 비슷하나 토속적 채취가 풍기는 정가

락이 전해오고 있다. 

철원 토성리는 농경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악놀이가 성행하였는

데, 노작농요는 일손을 맞추어 작업 능률을 올리며 노동의 피로를 덜게 하는 것으로 모

를 심을 때의 모내기굿과 지심매기 때의 두레굿이 있는 반면에 토성의 연예농악은 농민

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한마당놀이로서 농민의 정직한 농악의 숨결이 담긴 토속

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독특한 면이 있다. 철원토성농악의 구성 및 놀이과장에서 노작

농악과 연예농악이 있는데 아직까지 토성리 마을에 보존 전승되어 오고 있으며 놀이마

당은 총 9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과장 : 인사 : 상쇠의 가락에 맞추어 일자로 서서 인사를 한다.

● 제2과장 : 동굴마리 4채 가락 : 상쇠·부쇠·징·북·장고 등의 순으로 나선형으

로 감아들어 가면서 다시 나선형으로 풀어 나오며 4채 가락에 맞추어 논다.

● 제3과장 : 둥굴체조 3채 : 둥굴게 원을 만들어 좁히고 넓히기를 반복하여 돌무를 

돌며 율동에 맞추어 흥겹게 논다.

● 제4과장 : 복구치기 3채 2채 : 둥근 원을 계속 돌면서 복구를 아래위로 치면서 돌

무를 돌린다.

● 제5과장 : 종재체조 3채 : 일렬로 서서 각자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한다.

● 제6과장 : 베짜기 및 농경 7채 3채 : 한 줄로 서서 상쇠의 희노가락에 맞추어 홀

수 짝수가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원을 만들고 다시 원위치로 되면서 율동에 맞추

어 논다.

● 제7과장 : 발상모 2채-3채 : 원을 만든 상태에서 상쇠를 따라 사람사이를 빠져 

나간다. 이때 돌무를 한쪽으로 두 번씩 가락채에 맞추어 돌리는데 빠른 가락이 이

어진다.

● 제8과장 : 양상모 7채-4채 : 발상모와 같은 동작이나 느린 가락이 이어진다.

● 제9과장 : 마감인사 4채 2채 : 원을 그려 다함께 인사하면서 끝을 맺는다.

철원토성농악에서 쓰이는 가락은 길군악 4·2·3·4·7채 가락이 주를 이룬다. 춤

사위의 특징은 상쇠춤의 기본동작인 꽹과리를 어깨 수평으로 들고 자유자재로 움

직이면서 상모를 좌우 양사로 2번씩 돌린다. 벅구춤의 기본동작은 소고를 몸 앞에

서 3채 장단으로 치는데, 소고를 가슴 앞에서 시작하여 다음 이어지는 동작은 상

모 돌리는 반대 방향으로 소고를 올리며 친다. 무동춤의 기본동작은 두 팔을 좌

우로 들고 어깨춤을 추며 손목을 꺾는다. 열두발상모의 기본동작은 자기 마음대로 

동작을 취하며 지칠때 까지 계속 양사를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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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창중리농악과 평창둔전평농악

평창중리는 넓은 들에서 소수의 부락민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열심히 일하기 위하여 

각 마을마다 자연스럽게 농악대가 구성되었다. 평창의 지리적 특징은 대부분 산지이나  

읍내는 평지를 이루는 농촌마을로 평창강이 마을을 둘러싸며 흐르고 강 주변으로 평창

제방이 있다. 평창 읍내는 상리·중리·하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리는 읍내의 중심이 

된다. 안 장터거리는 전에 평창장이 안팎으로 섰는데 이곳이 안쪽이 되어 붙여진 이름

이다. 지리적 환경이 농경생활에 적합하게 조성된 중리는 정월에는 안택을 기원하는 굿

과 병행하여 한 해를 다짐하기도 하고, 농사철에는 틈틈이 농악놀이를 즐기면서 농사일

의 능률과 협동심을 고취시키고 부락민의 일체감과 연대의식 조성에 기여해 왔다.

이 지역에 전승되는 전통적인 농악의 악기구성은 쇄납1·꽹과리(꽹쇠)2~3·징2·장구

3·북2·법고8명으로 되어 있어 강릉홍제농악에 보이는 법고와 소고의 구분이 평창중리

농악에는 없다. 편성은 영기수2·대기수·쇄납수·상쇠(상공운)·부쇠·징(징수)2·장구

2·북2·상법고·부법고·끝미둥(8미둥)으로 편성된다. 악기와 복색은 다음과 같다. 

● 영기수(令旗手) : 영기는 삼지창을 깃봉으로 달고, 기수는 평복이다. 

● 대기수(大旗手) : 대기는 깃대에 꿩장목을 달았고, 깃폭에 ‘農者天下之大本’이라 쓰

고 가에 수실을 달았다. 기수는 평복이다. 

● 쇄납수 : 평복이다. 

● 상쇠 : 양 어깨와 허리에 삼색띠를 띠고 머리에 상모를 단 벙거지를 쓴다. 벙거지

는 일명 ‘돌모갓’이라 부르며 벙거지 꼭대기에 단 징자는 ‘상모꼭지’ 또는 ‘꼭두매기’

라 부르며 상모는 종이를 오려 만든다. 

● 부쇠 : 상쇠와 같으나 색띠를 한쪽만 띠기도 한다. 

● 징수 : 한 쪽에 색띠를 띠고 고깔을 쓴다. 

철원토성농악(1985년) 철원토성농악(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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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고 : 색띠를 띠고 고깔을 쓴다. 

● 부장고 : 상장고와 같다. 

● 북수 : 장고와 같다. 

● 상벅구 : 색띠에 끝이 긴 상모를 단 벙거지를 쓴다. 

● 꼬리벅구(끝벅구) : 상벅구와 같다. 

● 상미둥(상무동) : 치마저고리에 쾌자를 걸치고 색띠를 띠고 고깔을 쓴다. 

● 끝미둥 : 상미둥과 같다. 화동(花童)을 세울 때도 있는데 화동은 탈을 쓰고 양반복

장을 한다.

평창중리농악의 쇠가락에는 일체(천부당만부당)·길놀이·삼채·사채·오채·칠채·십

이채·황덕굿·질꼬내기 등이 있다. 판굿에는 일체가 주로 쓰이고 춤을 출 때는 삼채가 

쓰인다. 구성형식을 보면 정월달 집집마다 고사반을 하고, 여름철 논을 맬 때 농악을 

친다. 김매기가 끝나면 7월 보름 백중 무렵을 전후하여 호미씻이를 한다. 그 밖에 단

오·추석, 정월 줄다리기, 집짓고 집들이에 농악을 치고 서낭고사에는 농악이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중리농악의 내용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고사반 : 정월에 풍물을 꾸며서 다니며 집집이 고사반을 했다. 굿패를 꾸밀 때는 

마을에서 영좌 대방을 정하고 상공운에게 풍물을 꾸미게 한다. 정월보름 때 3~4

일간 고사반을 하는데 시작하는 날에 먼저 서낭을 모신다. 아침에 영좌집에 풍

물꾼이 모였다가 서낭기를 앞세우고 길놀이 가락을 치며 서낭당에 가서 서낭기

를 세워놓고 먼저 “서낭님 서낭님 동네밖에 서낭님”이라는 서낭굿 가락을 치고 나

서 주과포와 메로 제물을 차려 절하고 당마당에서 마당굿과 같이 한바탕 치고 서

낭기를 앞세워 마을을 돈다. 이때 화주가 먼저 집을 들려 허락을 받는데 굿패들이 

허락 받은 집에 들려 대문에서 “문여쇼 문여쇼 수문장군 문여쇼문”이라는 문굿 가

락을 치고 마당에서 마당굿 치고, 조왕굿·터주굿·고방굿·마굿간굿을 치고 고사

상 앞에서 상공운이 고사반을 한다. 마굿간에서는 “우각부리 자각부리 별베기 농

우거리”라고 하여 소의 번성을 기원하는 고사반을 외운다.

② 마당굿(판굿) : 대가댁에서 고사반을 할 때 마당굿을 친다. 귀비쌓기(멍석말이 : 일

체를 치며 나선형으로 감아 돌았다가 푼다), 망굿놀이, 황덕굿 벅구놀이(황덕굿 가

락에 맞추어 풍물과 무동은 밖에서 돌고 법고잽이들이 안으로 들어가 돌며 상모

를 돌리면서 법고놀이를 하는 것), 황덕굿 미동놀이(황덕굿 가락에 맞추어 무동들

이 안으로 들어가 돌면서 춤추는 것), 멍석말이, 십이채 상모놀이(느린 가락을 치

면 법고쟁이가 상모놀이하고 마지막에 십이채 긴상모가 들어가 상모놀이를 하는 

것), 십자걸이(일채가락을 치면 법고잽이 8명이 일렬횡대로 서고 무동 8명이 길이

로 종대로 서서 법고와 십자를 그리는 것), 팔지도(일채를 치며 십자걸이 4방에 4

명씩 섰다가 2명씩 간방으로 나가 팔방으로 쌀(米)자를 그린다. 쇠가락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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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고 서기, 좌우치기 등을 하는 것), 장사진(長巳陣)일채를 치며 우로 돌로 일렬

로 늘어서는 것), 두통백이(일채가락에 맞추어 법고와 무동이 각각 우측으로 돌아 

두 개의 원을 그리는 것), 농사풀이(일채가락에 맞추어 법고잽이와 무동들이 논갈

이·논삼기·가래질·모심기·모심기·논매기·벼베기·타작 등 농사짓는 시늉을 

한다), 동고리(법구잽이 무동을 어깨에 지고 동고리를 받는 것), 방아걸이(동고리를 

받고 무동을 눕히고 디딜방아대와 같이 올리고 내리는 것)를 하면서 논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

창중리농악의 특징은 영동과 

영서농악의 중간적 특징을 갖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무용적으로 판굿에 농사풀이·

황덕굿이 쓰이는 것은 영동지

역 농악의 특징이며 두통백이

가 있는 것은 경기농악과 같

다. 음악적으로는 소고와 법고

가 구별되지 않는 것, 무동이 

법고와 같은 숫자로 편성되어 치마고리에 쾌자를 걸치고 고깔을 쓰는 것은 영서농악과 

같다. 쇠가락채에 천부당만부당이 외가락으로 길게 치는 것은 영동농악과 같고 길군악 

칠채가 쓰이는 것은 영서농악과 같다. 춤사위의 특징은 일년의 농경생활을 묘사하는 연

극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기교가 없고 단순하며 세련미가 부족하다.

평창둔전평농악은 용평면에서 행해지고 있다. 용평면은 고려 때 강릉군에 속하였으

며 대화면·봉평면·진부면이 

1906년(고종 10)에 관할권이 평

창군으로 이관될 때 용평도 포

함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

폐합 당시 용전리·이목정리·

속사리·노동리·도사리는 진

부면에 속했고, 백옥포리·장평

리는 봉평면에 속했는데 이들 

7개리와 대화면 재산리를 합쳐 

8개리로 1983년 2월 15일 용평 평창 백옥포농악(1983년)

평창 중리농악(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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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신설되었다. 주민생업은 벼농사를 짓는 백옥포리와 용전리 일대 농토를 제외하고 

대부분 밭에서 감자·옥수수·고랭지 채소를 재배하고 있으며, 관광객이 많이 찾는 속

사리 주막거리 지역은 토종 먹거리촌을 형성하여 다양한 향토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용평면은 태백산맥 지맥이 남북으로 연결되는 지역으로 남한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계방산(1,577m)을 비롯하여 오대산·백적산·금당산·운두령·양대리재 등이 둘러싸고 

있다. 또한 계방산과 오대산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노동리·속사리·이목정리를 거치면서 

용전과 장평·재산리로 흐르며, 태기산과 흥정산에서 발원한 봉평천은 백옥포리에서 속

사천과 만나 금당계곡으로 유입된다. 용평면의 지세는 좌우로 높은 산이 둘러싸고 있으

며 산골짜기를 따라 형성된 평원이 마치 용이 승천하는 형국을 이루어 풍수지리상 용두

형(龍頭形)의 명당을 이루고 있는데, 오대산 국립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고, 특히 율곡 이이선생 잉태지로 알려진 다리개 마을은 신사임당의 남편 이원수공이 

판관벼슬을 하고 거처했던 곳이라 하여 판관대(判官垈)라는 명소가 있다. 아울러 용평면

은 백옥포와 속사리까지 6개 마을을 가로질러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용평면사무소가 위치한 용전리(龍田里)는 본래 강릉에 속했으나 1906년 평창군에 편입

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통폐합 당시 둔전동(屯田洞)과 방덕동(芳德洞)을 병합하여 용

전리라 불렀다. 평창둔전평농악은 둔전동 일대에서 전승된 농악으로 이 지역의 비옥한 

농토에서 오랫동안 주민들에 의해 계승되고 있으며 시작은 반드시 서낭신목에 절하는 

것으로부터 진행된다. 이 행위에는 정월 대보름 무렵부터 농악이 시작되므로 지신밟기

와 달맞이를 통해 한 해의 풍요와 안녕, 대원간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  

평창둔전평농악대의 특징은 빠른 쇠가락이다. 실제로 전국에서 가장 빠르다는 강릉농

악보다 한 박자 빠른데 발걸음도 상대적으로 많다. 춤사위는 소박한 멋과 흥겨움이 묻

어난다. 그것은 용평면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어 연희를 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농악대원의 전체 60%를 차지하는 60~70대 고령의 연희자들이 젊은이 못지

않게 뛰고·걷고·춤추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풍물가락이 몸에 익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은 농사를 천직으로 여기고 평생 동안 농자천하지대본 사상을 버

리지 않기 때문에 둔전평농악은 바로 농심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평창둔전평농악의 편성은 신목잡이1·농기수2·태평소1·상쇠1·부쇠2·열두발상모2·

징수3·장고수4·북수5·법고8~9·소고8·무동8명으로 되어 있다. 농악복색은 기본적으

로 삼베 또는 흰색 광목바지저고리를 입는다. 구체적으로 복색과 춤사위 동작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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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색]

① 농기수 : 광목의 바지저고리를 입고 양어깨에 청·홍 색띠, 허리에 황색띠를 두르

고 고깔을 쓴다.

② 쇄납 : 복장은 농기수와 같으며 놀음놀이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고 입장 후에 농기

옆 쪽에서 놀이내용에 맞추어 분다.

③ 상쇠 : 광목으로 만든 바지저고리에 삼색띠를 매고 상모지가 달린 채상에 벙거지

를 쓴다. 부쇠의 복색도 상쇠와 다르지 않다. 상쇠는 강릉농악처럼 남색등지기를 

입지 않는다.

④ 징수·장고수·북수 : 광목의 바지저고리에 삼색띠를 매고 퍽상을 쓴다.

⑤ 소고수·법고수(상소고~끝소고) : 복장은 징수와 같으나 수건을 머리에 쓰고 퍽을 

단 벙거지를 쓴다. 법고는 채상을 쓰고 소고의 경우는 위로 곧게 뻗친 퍽상 끝에 

붉은 색칠을 한 종이꽃을 장식하는데 남근형상과 유사한 이러한 장식은 평창둔전

평농악의 독특한 복색이다.

⑥ 무동(상무동~끝무동) : 무동은 종이꽃으로 장식한 고깔을 푹 눌러쓰고 붉은색 동

정이 달린 녹색 저고리, 분홍치마에 남색쾌자를 걸쳐 입는다.

[춤사위]

① 상쇠춤 : 상쇠는 눈에 뜨이지 않게 춤을 추나 기분이 좋으면 꽹과리를 들고 채를 

양상치기로 흔드는 팔자형 동작이 나오고, 다른 잽이들과 같이 외상모·양상모를 

돌리는 동작, 몸을 반 바퀴 정도 빙글 돌리면서 꽹과리를 치는 동작 등이 있다.

② 장고, 북춤 : 장고와 북을 머리위로 들어 올리고 좌우로 춤추는 동작, 한 발을 앞

쪽으로 내디디면서 무릎을 굽혔다가 폈다하는 동작 등이 있다.

③ 소고춤 : 몸을 숙여 소고를 몸 앞으로 밀어 한 번 때리고 몸을 좌우로 틀면서 앞

으로 튀어 나가는 동작, 팔자형으로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가 내리면서 상모를 

돌리는 동작, 제자리에서 뛰면서 상모를 돌리고 소고를 몸 앞에서 가슴으로 올렸

다가 내리는 동작, 옆 걸음 치면서 왼쪽 위로 소고를 올리고 내리는 동작, 한 발 

들고 소고를 가랑이 사이로 넣었다 뺐다하는 동작이 있다.

④ 법고춤 : 소고와 유사한데 법고를 몸 앞에서 한 번 치고 몸을 좌우로 틀면서 앞

으로 뛰어 나가는 동작, 법고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옆으로 벌려 휘돌리는 동

작, 옆걸음 치면서 손을 팔자형으로 양손을 머리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 법고

를 앞가슴에서 한 번 치고 다시 치고 밑으로 내리는 동작, 한 발 들고 가랑이 사

이에서 법고를 한 번 치면서 회전하는 동작 등이 있다.

⑤ 열두발상모춤 : 손을 땅에 대고 돌리는 외사, 등 뒤로 손을 얹고 돌리는 외사와 

양사, 배를 하늘로 향하고 돌리는 외사, 상모를 한쪽으로 돌리는 외사, 상모를 양

쪽으로 번갈아 돌리는 양사, 서서 돌리기, 팔짱끼고 돌리기, 옆으로 누워서 돌리

기, 데굴데굴 구르면서 돌리는 외사,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기어가는 걸음걸이를 하

면서 외사를 하다가 마지막에 개구리처럼 펄쩍 뛰어 일어나면서 열두발상모를 돌

린다.

⑥ 무동춤 : 가장 화려하고 활달한 춤사위를 추는데 수건이나 소도구를 들지 않고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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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을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하면서 춤을 추는 동작, 제자리에서 저고리 앞 고

름을 양 손으로 잡고 좌우로 흔들며 춤을 추는 동작, 오른 손으로 한쪽 고름을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뛰어나가는 동작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땀과 신명의 가락으로 계승되는 둔전평농악은 빠른 걸음과 십이채가락, 열

두발상모돌리기, 투박한 춤사위, 그리고 손수 제작하여 사용하는 독특한 모양의 퍽상,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단동고리와 삼동고리받기, 흥미롭게 펼쳐지는 모의적 농사풀이를 

통해 강원영동농악의 전통을 오늘의 둔전평농악이 계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

다.

(7) 횡성정금농악

횡성정금농악은 우천면 정금마을에서 전승되어온 농악이다. 신라에 패주한 진한의 마

지막 왕인 태기왕이 그 설욕을 꿈꾸며 진을 치고 싸웠다고 전하는 태기산 자락에 위치

한 전통적인 농촌마을로서 횡성군청 소재지에서 동쪽으로 13㎞지점에 위치해 있다. 서

울과 강릉을 오고가는 내륙지역의 길목으로 영동과 영서를 연결하는 유일한 내륙 교통

수단로가 이 마을을 관통하여 번창하기도 했던 곳이다. 문화적 정서가 독창적이면서 또

한 배타적인 성품을 갖고 있어 영동·영서 문화의 교류지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독자

적인 문화권을 형성하였다. 횡성회다지소리·정금농악·정금미나리타령·어러리타령·정

금두레농요 등 많은 전래민속을 온전하게 전승해 오고 있는 마을이다. 

횡성지역에는 농악을 풍물이라고 부르며 농악 연주하는 것을 ‘풍물친다’고 한다. 김맬 

때에는 두레굿을 쳤으며 정초에는 걸립패들이 동리마다 고사굿을 쳤었으나, 근래에는 

두레굿이 없어진 지 오래고 걸립도 보기 드물다고 한다. 농악은 명절 때 마을에서나 마

시고 두드리며 노는 놀이형식이고 횡성읍 내의 군내행사에 농악을 하기도 한다. 

평창둔전평농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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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정금농악에 쓰이는 가락은 1채·2채·3채·쩍쩍이·길군악7채 가락이 주로 쓰이

며, 다양한 기법으로 진법의 진행에 따라 느린 가락에서 점차 잦은 가락으로 이어진다. 

횡성정금농악의 춤사위 특징은 어떠한 형식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흥에 겨

워 추고 즐겼으므로 단순하며 상모의 움직임은 양사와 꼭두상모가 혼합 반복된다. 

2) 굿춤

(1) 강릉단오굿

강릉단오굿춤은 강릉시 전역에서 전승되어온 굿춤이다. 강릉은 태백산맥과 동해안 사

이에 위치한 강릉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간직한 영동지역의 중심지로 그 

연륜과 성장을 거듭하여왔다. 이러한 지리적 배경은 충실한 전통문화의 정수를 현재까

지 계승하게 한 원천이기도 하다.

강릉단오제는 문헌상으로 남효온의 추강냉화(秋江冷話)에 보면 영동지역에서 매년 

봄에 택일하여 산신제를 지내는데 연 사흘 동안 음주가무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고
려사에서도 태조 때 왕순식이 신검을 토벌할 때 대관령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강릉단오제는 음력 5월 5일 단오날을 중심으로 음력 4월 15일 대관령 산신제 및 

국사성황신제 그리고 음력 5월 7일 송신제에 이르기까지 20여 일간 대관령 국사성황신

과 여성황신을 모시고 영동 일대의 수십만의 주민들이 한마당에 모여 거행하는 부락축

제이다. 동시에 산악숭배와 마을의 수호신을 중심으로 강릉과 관계되는 인격신을 구심

점으로 봉안하는 신성축제이다. 또한 고대 제천행사의 유풍으로서 풍년과 풍어·마을안

녕·행로안전·재액방지 등의 기원을 겸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 무속의 굿과 유교식 

제의가 치러지는 유·불·선·무의 종합적 신앙을 보여준다. 

강릉의 무의(巫儀)는 단오굿에서 주로 행하여지고 있는데 이곳의 무의식(巫儀式) 내용

과 절차는 동해안 일대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강릉의 무속춤(巫俗舞)은 박용녀와 신

석남 두 사람으로 이어지다가 이들이 사망하자 현재는 빈순애가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춤은 부산의 김석출과 영덕(盈德)의 송동숙패의 별신(別神)굿춤과 그 내용이 같으며 춤

동작만이 다소 다를 뿐이다.

[춤의 종류와 기능]

① 바라 들고 추는 춤 : 청신(請神)과 오신 등 제의적 기능을 가진다.

② 쾌자자락으로 추는 춤 : 쾌자자락을 들고 추는 춤은 주로 오신적 기능을 가진다.



제24권 민속[구전·예술]  505  

민속무용 | 제3절

③ 부채와 수건 들고 추는 춤 : 청신과 오신 그리고 송신 등의 제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④ 꽃 들고 추는 춤 : 송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⑤ 신칼 들고 추는 춤 : 축귀를 위한 제의적 기능을 가진다.

⑥ 어포 들고 추는 춤 : 잡신(雜神)을 어르는 제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⑦ 괫대 들고 추는 춤 : 축귀할 때와 송신하는 제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⑧ 손님대 들고 추는 춤 : 청신과 오신을 하는 제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⑨ 등 들고 추는 춤 : 신을 달래고 송신하는 제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⑩ 탈 등을 들고 추는 춤 : 오신과 송신하는 제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굿의 춤적 구성]

① 부정 : 무녀(巫女)는 소복(素服)에 흑쾌자(黑快子)를 걸치고 춤을 추면서 잡귀를 몰

아내고 동서남북 등 굿청 사방을 다니면서 사설(辭說)을 읊고 발림춤을 추면서 신

칼로 청수(淸水)를 찍어 뿌리고 부정(不淨)을 가시게 한다.

② 서낭 : 무녀는 흑쾌자를 걸치고 부채를 들고 푸너리장단에 맞추어 서낭을 청신하

는 춤을 추고 서낭을 맞이하여 정좌시키며, 어포를 들고 드렁갱이장단에 오신무를 

하다가 다시 신칼을 들고 춤추다가 그 칼을 던져 점술(占術)하고 공수를 내린다.

③ 산신칠성(山神七星) : 무녀는 흑쾌자를 걸리고 부채를 들고 푸너리장단에 맞추

어 서낭을 청산하는 춤을 추고 서낭을 맞이하여 정좌(正坐)시키며, 어포를 들고 

드렁갱이장단에 오신무를 한 다음 송신하고 마지막에는 신칼로 점술하고 공수를 

내린다. 

④ 조상 : 무녀는 소복에 흑쾌자를 걸치고 부채와 수건을 들고 푸너리장단에 맞추어 

조상을 청하는 춤을 추고 이어서 도포(道袍)를 입고 거무장단에 춤을 추고 다시 

도포를 벗고 어포를 들고 오신무를 한 다음 공수를 내린다.

⑤ 당고마기(세존굿) : 무녀는 소복에 흑쾌자를 걸치고 부채를 들고 청신무를 한 다

음 활옷으로 갈아입고 삼오장단에 춤추다가 다시 흑쾌자로 갈아입고 그 자락을 

양손으로 잡고 이른바 오신무를 하다가 바라춤을 춘 다음 중놀음을 하게 된다.

⑥ 성주 : 무녀는 소복에 흑쾌자를 걸치고 그 위에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갓을 쓰고 

손에는 부채를 들며 굿당 앞에 서서 푸너리장단에 맞추어 청신무를 한 다음 도포

를 벗고 쾌자자락을 들고 오신무와 어포놀이를 하다가 공수를 준다.

⑦ 군웅(장군굿 놋동이) : 무녀는 소복에 흑쾌자를 걸치고 수건과 부채를 들고 푸너

리장단에 맞추어 군웅을 맞이하는 청신무를 하고 군웅이 신칼춤을 추어 축귀하는 

것을 실연하는 동시에 놋동이를 입에 물고 춤추면서 장군의 위력을 보인 다음 제

주에게 공수를 준다.

⑧ 손님 : 무녀는 소복에 청띠를 어깨에 걸치고 손님대를 어깨에 메고 부채를 들고 

푸너리장단에 맞추어 청신무를 하고 이어서 무가(巫歌)를 읊은 다음 말을 소재로 

하는 극적인 놀이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당이 말에 내려 손대를 서낭당에 

내려놓고 음식을 약간씩 떼어 밖에 나가 뿌리고 마친다.

⑨ 제면 : 무녀는 소복에 머리수건을 쓰고 신칼을 들고 푸너리장단에 축귀무를 추고 

이어서 방아 찧는 흉내를 내며, 재담을 하면서 제면떡을 나누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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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꽃노래 : 여러 무녀들이 평복으로 머리수건을 쓰고 양손에 지화(紙花)를 들고 굿

당 앞에 일렬횡대로 늘어서서 푸너리장단에 춤을 추고, 이어서 삼공잽이장단으로 

꽃노래를 합창한 다음 굿거리장단에 무녀들은 꽃을 들고 꽃춤을 춘다.

⑪ 뱃노래 : 무녀들은 장대에 매달린 긴 천을 당기면서 뱃노래를 합창하면서 발림춤

을 춘다.

⑫ 등노래 : 무녀들은 양손에 등을 들고 자진모리장단에 맞추어 춤을 춘다.

[춤의 형식]

① 춤판 : 굿당은 차일을 쳐서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며, 정면에는 신간(神竿)이 걸쳐 

있고 지화가 아름답게 진열되어 있으며 그 주변에는 용선(龍船)을 비롯하여 초롱

등·탑등(塔燈)·괫대 등이 장식되는 등 마치 극락과 천국처럼 미려(美麗)하다.

② 춤옷 : 강릉지역 무의식에 쓰이는 무복은 흑쾌자·붉은 도포·활옷·고깔·청띠·

명주수건·투구 등이다.

●  흑쾌자 : 검은 갑사로 만들며 소매가 없고 자락이 무릎에 닿으며 자락의 앞뒤

가 갈라져 있다.

● 도포 : 붉은 명주로 만들며 소매는 넓고 허리에 띠를 맨다.

●  활옷 : 쾌자 위에 입는 것으로 몸통을 청색, 어깨 소매에는 색동, 팔소매에는 

청색, 끝동에는 흰 한삼을 달았다. 

● 고깔 : 흰색 또는 옥색 갑사로 크게 만들고 작은 꽃을 달기도 한다.

③ 춤도구

● 신칼 : 놋쇠로 만든 칼에 길고 가는 헝겊과 가닥을 수술과 같이 달았다.

● 부채 : 그림이 그려진 큰 합죽선(合竹扇)

● 어포 : 마른 물고기 포

●  괫대 : 괫대는 큰 장대에 둥근 쇠테를 달고 쇠테에 여러 색종이를 달아 일산과 

같이 만들어 굿청 밖에 세운다.

●  손님대 : 흰 종이를 여러 가닥 오려서 부포리 모양으로 만들고 막대기 끝에 달았다.

●  꽃송이 : 종이로 만든 꽃송이이며 꽃노래에서 여러 무당이 양손에 들고 삼공잽

이로 무가를 부르면서 춤을 춘다.

● 놋동이 : 무당이 입에 무는 것으로 놋쇠로 만든 큰 대야나 동이이다.

● 등(燈) : 가는 대나무 가지로 등의 골격을 만들고 여기에 색종이를 붙여 만들었다.

④ 춤장단 : 강릉의 굿에 쓰이는 악기(樂器)는 장구·징·꽹과리·제파리(바라) 등을 

쓰며 춤장단은 청보·삼공잽이·드렁갱이·푸너리·삼오동·느린거무·육자·수부

채 등이다. 그런데 춤장단의 형식은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이는 처음에 느린 장

단에서 시작하여 빠른 장단으로 끝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춤사위]

① 좌우치기 : 양손 팔꿈치를 약간 굽히는 가운데 좌우로 흔들어 어른다.

② 돌머리무관 : 팔동작을 하면서 곱게 회전(回轉)한다.

③ 손신무관 : 빠른 장단에 맞추어 양쪽 팔을 어깨위에서 머리 위로 올려서 격렬하게 

팔을 돌려 뿌리면서 몸을 상하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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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겨드랑무관 : “하나”에 오른손은 팔꿈치를 굽혀 머리 위로 올리고 왼손은 오른쪽 

겨드랑이를 스친다. “둘”에 양손을 옆으로 핀다. “셋”에 왼손은 팔꿈치를 굽혀 머리 

위로 올리고 오른손은 왼쪽 겨드랑이를 스친다. “넷”에 양손을 옆으로 편다. 이러

한 동작을 반복한다.

⑤ 도리깨무관 : 양손을 왼쪽 어깨로 가져가 보리타작하듯이 앞으로 뿌리고 이어서 

양손을 오른쪽 어깨로 가져가 앞으로 뿌리는 동작을 한다.

⑥ 비빔무관 : 한삼을 안으로 한번 감았다 뿌리거나 아니면 두서너 번 빨리 감았다가 

뿌린다. 다만 이러한 동작을 앞으로, 좌우 옆으로 또는 위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빔무관은 바라·꽃·신칼을 가지고 추는 수도 있는데 이 동작은 감정이 고조되

었을 때 행하는 춤사위라 할 수 있다.

⑦ 까불무관 : 양손을 머리 위에서 키를 치듯이 왼쪽·오른쪽 위로 까불까불하면서 

머리 위로 뿌린다.

⑧ 몸 앞에서 옆으로 뿌리는 사위 : 좌우 손을 번갈아 가면서 몸 앞에 가져갔다가 

옆으로 뿌리는 동작을 한다. 이 동작은 한발 뛰기를 하면서 한다.

⑨ 돌리는 사위 : 팔을 머리 위에서 크게 좌우로 휘돌려 원선(圓線)을 만든다. 이러한 

동작은 보통 탑등이나 등을 가지고 추는 경우에 하게 된다.

⑩ 느름손치기 : 오른팔·왼팔을 앞뒤로 휘저으며 앞이나 뒤로 나간다.

⑪ 깨금사위 : 오른발·왼발 또는 외발·오른발 등 번갈아 가면서 가볍게 한발 뛰기

를 한다.

⑫ 까치걸음 : 장단과 장단 사이에서 자진걸음으로 이어가는 발동작이다.

⑬ 완자걸음 : 장단과 장단 사이에서 자진걸음으로 이어갈 때 완자무늬처럼 8자로 걸

어가는 발디딤이라 할 수 있다.

⑭ 양발뛰기 : 양발을 모아서 힘차게 뛴다.

⑮ 나비무관 : 양손을 펴고 엎었다 뒤집는 동작을 하면서 나비처럼 부드럽게 춤춘다.

⑯ 얹은무관 : 양손 또는 한손을 어깨에 얹고 앞뒤로 걷거나 회전한다.

⑰ 앉은배김 : 좌우로 손을 어르면서 앉는다.

⑱ 안유짜기 : 오른발을 왼쪽, 왼발을 오른쪽으로 비껴 디디며 무릎을 약간 굽힌다.

⑲ 갈매무관 : 가볍게 뛰면서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옆으로 내리 펴는 동작을 반

복한다.

강릉의 굿은 부산에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동해안굿이다. 이곳 무당들은 부산의 

김석출·김유선 부부와 영덕의 송동숙·김미향 부부, 그리고 강릉의 신석남·빈순애 등 

김석출 일가들이 굿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곳 강릉은 세습계열의 굿을 하므로 강신무

들이 추는 신무는 없고 신을 대접하는 축원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특히 신을 놀리는 

오신무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의 춤사위는 겨드랑사위를 비롯하여 비빔무관·도리깨무관·돌머리무관·손신

무관 등과 같은 전형화 된 춤사위가 주로 되어 있으며 쾌자자락으로 추는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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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의 종류도 많은 편이며 홀춤 이외도 2인무와 4인무가 있는 곳이다. 춤 반주는 꽹과

리·징·장구를 주축으로 한 타악기 중심으로 반주를 하는데 가락의 형식은 처음에는 

느리게 나가다가 점점 빨라지면서 격렬한 연주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강릉의 

무당춤은 반드시 처음에는 곱고 요염한 느낌을 주는 느릿한 춤을 추다가 마지막에 가서

는 빠른 춤으로 이어지면서 손가락을 돌리거나 뿌리는 동작을 하며 발을 도무(跳舞)를 

하는 등 격렬한 춤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강릉무속춤에 도무가 있는 것은 함경

도 강신무의 춤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 홍천팔봉산당산굿

홍천팔봉산당산굿은 앞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홍천군 서면 팔봉리 팔봉마을에서 전

승되어온 굿춤이다. 팔봉산당굿놀이는 홍천읍에서 20㎞쯤 화양강 하류를 따라 내려가면 

서면 강안에 8개의 봉우리로 된 자그마한 산이 하나 나타난다. 이것이 팔봉산이다. 해

발 300m, 둘레 41㎞정도로 작은 산이지만 온 산이 모두 기암괴석과 송림으로 되어 경

관이 아름답다. 이 산은 팔봉리에서 보면 봉우리가 8개로 보이고 구만리에서 보면 봉우

리가 9개로 보여 마을 이름도 팔봉리와 구만리로 붙여 있다. 제1봉의 산정상에 오르면 

팔봉과 후토신령·칠성칠군의 신을 모시는 당집이 있었다. 이 당집에서는 매년 음력 3

강릉 단오굿(강릉단오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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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일과 9월 9일이면 팔봉산 주변 주민들이 모여 풍년과 안택을 기원하는 당굿을 했

다. 현재는 매년 홍천무속인협회 주관으로 팔봉산유원지 등에서 하고 있다. 동국여지승

람에 보면 팔봉산에 장락사·성방사·팔봉산사가 있다는 기록이 있으나 지금은 그 흔

적을 찾아볼 수 없고 팔봉산사에서는 봄·가을에 홍천현에서 시제를 지냈다는 기록으로 

보아 조선 선조 때인 1590년대부터 팔봉산의 당굿이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의 팔봉산당굿놀이는 팔봉산 주변 주민들이 풍년과 마을의 안녕과 평온을 빌고 

소원을 기원하는 굿놀이로 칠성·산신 그리고 3부인(이씨·김씨·홍씨)신을 모시는 행사

로 사계절의 절기를 점치고 풍년을 기원하고 액운을 예방하며 각자의 소원을 빈다.

[당산제]

3부인을 모시고 그들을 위하는 당굿을 수명(壽命)·재복(財福)·태평(泰平)과 장(庄) 막

이를 빈다. 팔봉산 당산제는 3마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 제1마당 : 칠성칠군·후토신령축원

● 제2마당 : 3부인놀이

● 제3마당 : 만신굿놀이(따라온 여러 귀신들에게 풍어 먹이는 제차) 

[1994년 3일 당산제]

● 1일째 :  3부인 전기로-신목점지-부정굿-가망굿-칠성굿-산신굿-장군굿-대감굿-
작두굿

● 2일째 : 산신굿-칠성굿-대감굿-장군굿-대신굿-신굿-장군굿-작두굿-대감굿

● 3일째 :  부정굿-행사기원사-당산제-청좌굿-칠성굿-산신굿-작두굿-장군굿-대감

굿-한마당굿

[춤사위]

① 부정굿 : 쾌자 차림의 무복을 입은 한 무녀가 등장하여 신칼을 들고 추는 춤으로 

부터 굿이 시작된다.

② 당산굿 : 쾌자 차림으로 흰 고깔을 쓴 당직이 조경순보살이 연희하는 독특한 굿거

리는 팔봉산 당굿만의 특색이기도 하다. 조보살은 격렬하게 춤[巫舞]을 추면서 수

명장수를 빌기 위해 헌공한 수십 필의 광목 즉 ‘명다리’를 안고 춤을 춘다. 다음에 

산신굿에서 창부타령과 함께 신바람 나는 춤을 추게 된다. 다음 대감굿에는 1인의 

여무가 전립과 전복을 입고 방울을 들고 빠른 템포의 춤을 춘다.

③ 장군굿 : 남무2·여무3, 전복차림으로 부채와 방울을 들고 춤춘다. 장군님을 모시

자는 교설 무가를 부른 후에 칼춤을 추고 오방신 장기를 들고 춘다.

④ 작두굿 : 작두 위에서 칼춤을 추는 굿놀이가 있다.

⑤ 한마당굿 : 남무2·여무9인이 머리띠를 두르고 손에는 방울과 부채를 들고 원을 

돌면서 춤을 춘다. 관중과 함께 뒷전풀이를 하면서 춤을 추게 된다.

팔봉산 당산제에 나오는 춤은 보통 굿에서 볼 수 있는 것이나, 한국에서 시연되고 있

는 모든 굿에서 나오는 춤을 한 곳에 모은 것처럼 다양하고 힘차면서도 정교한 춤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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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담아낸다. 또한 참여하는 무속인이 모두 최고의 기량을 보여 줌으로써 기교가 높고 

우수한 춤으로써 보존 가치가 높다. 단오굿은 신화와 사설이 바탕이므로 춤사위가 느리

고 특별한 기교가 없는데 비하여 당산제는 춤을 위주로 하는 제(祭)로서 역동적이고 신

풀이 나는 다양한 춤 종류가 시연된다. 더욱이 춤굿으로의 굿판이므로, 예술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3) 삼척단오굿

삼척의 단오굿은 강릉의 굿의식 내용과 절차가 같은 계열이라 할 수 있다. 삼척의 무

당춤은 김동남·김귀옥 두 사람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의 춤은 강릉은 물론 동해안

일대의 무무(巫舞)와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동해안 일대와 서울 이북지역의 춤

장단은 처음에는 느릿하게 가다가 점점 빨라지고 외가락과 2박 형식의 암채 숫채가락이 

있는데 빨라지기 시작한 데부터 춤 리듬이 생동하며 신바람을 일으킨다. 따라서 이쪽 

지역의 춤가락은 접신하고자 할 때와 신춤을 출 때는 가락이 격렬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해안과 서울 이북지역의 춤은 가락에 영향을 받아 춤이 거칠고 활

달하며 주술적이어서 신병의 견지로 몰입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삼척 굿춤의 춤사위

는 대체적으로 동작이 적고 의식성이 약하며 즉흥적인 춤사위가 많다. 이쪽 지역의 춤사

위도 어르는형·일자펴기형·보행형 등 일반 민속춤의 춤사위와 유사한 점이 눈에 띤다.

[춤의 종류와 기능]

① 신칼 들고 추는 춤 : 축귀를 위한 제의적 기능을 가진다.

② 장군칼 들고 추는 춤 : 축귀를 위한 제의적 기능을 가진다.

③ 부채와 방울 들고 추는 춤 : 신을 청하거나 오신, 송신 등 제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홍천 팔봉산당산굿 놀이(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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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꽃 들고 추는 춤 : 송신하는 제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⑤ 수건 들고 추는 춤 : 수건은 무녀가 무의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장식품

⑥ 제팔이(바라) 들고 추는 춤 : 청신과 오신 등 제의적 기능을 가진다.

⑦ 신광주리 들고 추는 춤 :망자를 오신하는 제의적 기능을 가진다.

⑧ 오구자루 들고 추는 춤 : 망자의 넋이 담겨있는 자루를 들고 오신하는 제의적 기

능을 가진 춤이다.

⑨ 신대 들고 추는 춤 : 청신과 축귀를 위한 제의적 기능을 가진다.

⑩ 떡 들고 추는 춤 : 오신하는 제의적 기능과 음복하고 축원을 하는 제물이기도 하다.

⑪ 돼지머리 들고 추는 춤 : 축귀와 오신을 위한 제의적 기능을 가진다.

⑫ 쾌자자락으로 추는 춤 : 신놀이를 하는 춤이다.

⑬ 장삼자락으로 추는 춤 : 신놀이를 하는 춤이다.

[굿의 춤적 구성] 

① 부정 : 신칼을 가지고 부정을 몰아내는 축귀적인 춤과 큰대(신대)를 들고 청신하는 

춤을 춘다.

② 서낭 : 쾌자를 입고 부채와 수건을 가지고 청신무를 하다가 쾌자자락과 신칼을 들

고 축귀무를 춘다.

③ 조상 : 처음에 조상신을 청하고 오구자리를 가지고 오신무를 추며 방울로 오신하

고 신광주리를 들고 춤추다가 신을 좌정시킨다. 그리고 신칼로 축귀무를 한다.

④ 세존 : 쾌자를 입고 부채와 고깔을 들고 청신무를 하고 좌정시킨다. 그리고 신칼

로 축귀무를 한다.

⑤ 망자굿 : 쾌자자락과 방울을 들고 신을 청하는 춤을 추고 이어서 방울과 부채를 

들고 오신무를 하며 이어서 공수를 내린다. 그리고 신칼로 축귀무를 한다.

⑥ 군웅굿 : 쾌자자락과 신칼을 들고 먼저 군웅을 청신한 다음 군웅이 신칼춤을 추어 

잡귀를 몰아내며 공수를 내린다.

⑦ 성주 : 쾌자자락과 부채를 들고 신을 청하며 이어서 오신과 송신무를 하고 다음으

로 신칼로 축귀무를 한 다음 공수를 내리게 된다.

⑧ 꽃노래 : 무녀들이 나와 신이 좋아하는 꽃을 받아 군무를 하는 가운데 신을 극락

으로 보내는 이른바 송신무를 한다.

⑨ 뱃노래 : 망령이 배를 타고 극락으로 가도록 하는 군무를 계속한다.

⑩ 등노래 : 두 사람의 문가 초롱등을 가지고 대무하는 가운데 망자를 극락으로 인도

하는 송신무를 춘다.

⑪ 제명 : 무녀는 평복을 입고 복떡을 가지고 춤추다가 공수를 내린다.

⑫ 거리풀이(뒷거리) : 무녀는 평복을 입고 잡귀의 주검에 대한 흉내를 내고 축귀를 

송신하는 춤을 춘다.

[춤의 형식]

① 춤판 : 굿청에는 신간이 걸쳐있고 신단에는 제물과 지전이 장식되어 있고 주변에

는 초롱등 괫대, 천왕대 등이 장식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분위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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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춤옷 : 삼척지역의 무복은 쾌자와 장삼·달비(머리를 올렸을 때 머리에 동여매는 

띠)·고깔 등이 있다.

● 쾌 자 : 검은 갑사로 만든 쾌자이다. 

● 장 삼 : 매우 긴 소매가 달린 옷이다.

● 고 깔 : 흰종이를 접어 만든 고깔이다.

③ 춤도구

●  신 칼 : 놋쇠로 쳐서 만든 작은 칼에 길고 가느다란 헝겊 및 가닥을 수술과 같

이 달았다.

● 장군칼 : 신칼보다도 큰 칼을 말한다.

● 제팔이 : 신악기의 하나인 바라를 말한다.

● 부채와 방울 : 그림이 그려져 있는 합죽선과 쇠로 만든 방울.

● 신광주리 : 망자의 집이라 할 수 있는 장식품.

● 자루 : 망자의 옷을 담아놓는 자루.

● 신대 : 신이 내리는 대나무.

● 떡과 돼지머리 : 귀신에 대접하는 제물.

● 꽃과 수건 : 연꽃과 수건.

● 등 : 망자를 극락으로 보내기 위하여 길을 밝히는 등.

④ 춤장단

삼척의 굿에 쓰이는 악기는 장구·징·꽹과리·제팔이(바라) 등을 쓰고 있으며 춤

가락의 이름은 없고 모든 장단이 1장부터 3장까지 있는데 처음에는 느리게 연주

하다가 점차 빨라지는 형식이 있을 뿐이다.

⑤ 춤사위

● 좌우치기 : 양쪽 팔꿈치를 굽혀 좌우로 흔들어 어르는 동작이다.

●  돌머리사위 : 장군칼을 허리에 대고 제자리에서 회전하거나 양손을 옆으로 벌린 

채 회전하는 수도 있다.

●  겨드랑사위 : 처음에 오른손을 오른쪽 어깨에 올려 메고 왼손은 오른쪽 겨드랑

이를 스친다. 다음에도 양쪽 팔을 옆으로 피고 이어서 왼손을 왼쪽 어깨에 올

려 메고 오른손은 왼쪽 겨드랑이로 가져가 스치게 된다.

●  비빔사위 : 양손을 좌우, 옆으로 또는 위로 두서너 번 돌리고 뿌리는 동작을 하

게 되는데 이러한 춤은 보통 장삼이나 쾌자자락을 가지고 출 때와 꽃, 신칼 그

리고 바라를 들고 추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 양발돋음 : 양발을 모아서 상하로 뛰는 동작.

●  도리개사위 : 양손을 왼쪽 어깨로 가져갔다 머리 위로 뿌리고 다음은 양손을 

오른쪽 어깨로 가져갔다 머리 위로 뿌린다.

● 머리돌리기 : 오구자루를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에서 좌우로 번갈아가면서 돌리기

● 칼돌리기 : 장군칼을 옆으로 올려들고 손목을 돌린다.

● 어르는 사위 : 양손을 옆으로 펴고 어깨춤을 추면서 고개를 좌우로 어르기 

● 모았다 뿌림 : 양손을 머리 위에 모았다 위로 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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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었다 뒤집기 : 한손 또는 양손을 엎었다 뒤집는 동작을 한다.

● 얹은 사위 : 한손 또는 양손의 팔꿈치를 굽혀 어깨에 얹는 동작.

삼척의 굿춤은 대체적으로 동해안 굿춤과 같은 춤이나 세밀히 말해서 강릉과 가장 비

슷하다 하겠다. 이 지역의 춤은 춤사위나 명칭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칼을 가지고 추는 

춤과 장삼자락으로 추는 춤, 그리고 도무형의 춤사위에는 평안도나 함경도 지역의 굿춤

과 비슷한 것이 특징이다.

3) 탈춤

(1) 강릉관노가면극

강릉관노가면극은 놀이꾼들이 관노(官奴)들이었으며 대사나 몸짓·춤·노래 등 총체

성을 띤 마당놀이지만 다른 지역의 탈놀이에 비하여 춤과 몸짓이 위주인 묵극(默劇)으

로 구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대개 가면극이나 탈춤은 남사당과 같은 전문 연희패들이

나 마을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주체자였던 것이 일반적인데, 강릉에서는 관노

가 연희 주체자였다는 것도 특징이다. 

강릉관노가면극의 토착적인 기원을 찾아보면 하회별신굿놀이나 동해안별신굿[巫굿]과도 

상호 연관 지을 수 있다. 관노가면극은 마을 축제 단오제에서 연희되고 있는 것으로 보

아 제의연희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서낭제에서 연희되므로 토속적인 농경의례 무속 서

낭제와 긴밀하다. 말하자면 당초는 사람과 자연의 갈등을 주술적으로 해결하려는 굿이

었으나 점차 사람과 사람들의 갈등을 예술적으로 전환하면서 탈놀이가 성립된 것이라 

강릉관노가면극(1978년, 강릉단오제위원회) 강릉관노가면극(1979년, 강릉단오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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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강릉관노가면극이 마을 축제인 농경의식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은 

강릉의 고대지역인 예국의 무천의식에서 유래한다.

관노가면극은 문헌적으로 조선시대 광해군 때 허균이 쓴 성서부부고에 강릉의 산신

제 기록에서 나온다. 그러나 구한말까지 약 300년 이상 지속되다가 갑오경장으로 인하

여 관노제가 폐지됨으로써 관노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한일병탄에 의해 단오제 

행사가 금지되어 중단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 학자들의 노력과 1900년대 초까지 실제

로 가면극에 참여했었던 김동하와 차형원의 구술을 통해서 복원하게 되었다. 이후 1965

년부터 다시 전승되기 시작하였고, 1967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원

형이 보존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상당 기간 동안 전승이 단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 

복원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가면극이 연희된 실제 시간 중 대략 40분 정도로 복원된 상

태이다. 앞으로 다른 가면극이나 탈놀이와의 비교를 통해서 전승이 중단되었던 시기와 

유사하게 복원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관노가면극에 나타난 춤의 종류는 극적 중요인물인 양반 1명의 춤과 소매각시 1명의 

춤, 장자마리 2명의 춤, 시시딱딱이 2명의 춤 등 네 가지 배역에 6명이 추는 춤이 있다. 

그 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반주음악을 담당한다. 양반과 소매각시 그리고 시시딱딱이는 

그 배역에 맞는 가면이 있지만 장자마리는 그것들과는 다르게 일반적으로 얼굴에 쓰는 

가면형태가 아니라 검정색 계통의 천으로 만든 커다란 포대자루와 같은 형태로서 연희

자의 얼굴에서부터 몸 전체를 감싸도록 되어있다. 

강릉관노가면극의 가면은 피나무나 오동나무로 제작하며 관노청(官奴廳)에서 보관했었

다. 강릉관노가면극에 등장하는 배역의 가면 형태를 살펴보면, 양반은 일명 양반광대라

고도 불리는데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웃는 얼굴에 배꼽까지 내려오는 턱수염이 달려있

는 가면이다. 머리에는 뿔모양으로 끝에 꿩털이 달린 과거 나장(羅將)이 쓰던 전건(戰

巾)형태의 모자를 쓰고 있다. 양손에는 부채와 대나무 담뱃대를 들고 있고 몸에는 청의

도포(靑衣道袍)를 착용하고 허리에 술을 달고 있다. 신은 여러가지 수를 놓은 수혜(繡

鞋)였던 것으로 전한다. 이 양반은 극 중에서 호색풍자나 어리석음을 희화화하기 위한 

배역으로 등장한다.

소매각시는 양반과 같이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웃는 얼굴에 양쪽 볼과 이마에 연지를 

찍어놓은 가면이다. 노란색 저고리에 붉은색 치마를 입었고 머리에는 비녀를 꽂았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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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시는 양반의 상대역으로서 호색을 풍자하기 위한 배역으로 등장한다.

시시딱딱이는 인상을 쓰고 있는 험상궂은 얼굴에 흉터처럼 여러가지 색으로 칠해져 

있는 가면이다. 검정색이나 청회색 계통의 크기가 아주 넉넉하고 소매가 넓은 베옷을 

입었고 베를 네 겹으로 접은 허리띠를 맸다. 손에는 칼인지 방망이인지 정확하지는 않

지만 붉은색으로 칠한 막대기를 들었던 것으로 전한다. 이 시시딱딱이는 옛 보유자들의 

증언과 가면의 생김새나 손에 들고 있는 붉은색의 막대기로 추정해 보았을 때 벽사의 

의미를 지닌, 즉 민간 신앙적 기능을 담당했던 배역으로 생각된다.

장자마리는 가면은 없고 머리에 뾰족한 모자를 쓰고 얼굴까지 내려씌웠으며, 청회색의 

먹장삼을 입고 옷 속 허리에는 둥글게 대나무태를 넣어서 몸이 뚱뚱하게 보이도록 했

고, 말치[海草]를 허리와 어깨에 달아매어 요란스럽게 보이도록 했다고 전해지는데, 현재

는 검정색이나 청회색의 천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덮어쓰고 허리에는 대나무태를 넣

어서 뚱뚱하게 보이도록 하고 눈과 입이 있는 자리는 구멍을 뚫어놓았다. 이 장자마리

는 양반을 해학적으로 만들고 놀이를 희극화하는 배역으로서, 풍요를 기원하는 민간 신

앙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는 배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배역들이 추는 춤사위는 크게 열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사위·여닫이·

회전치기·팔뚝잡이·멍석말이·곱사위·무릎치기·고개치기·너울질·직선사위·마당 

닦기·회돌이칼춤·어르기·손뼉치기·가세치기·맞춤으로 구분된다. 

놀이마당의 구성은 극의 내용 전개에 따라 다섯 과장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과장은 

장자마리 개시 과정, 둘째 과장은 양반광대와 소매각시의 사랑, 셋째 과장은 시시딱딱이

의 훼방, 넷째 과장은 소매각시의 자살소동, 다섯째 과장은 양반광대와 소매각시의 사랑

이다.

우선 길군악 장단에 맞추어서 악사·양반·소매각시·시시딱딱이 2명·장자마리 2명의 

순서대로 등장하면서 원을 그리며 놀이마당을 돌고 모두가 구경꾼들에게 인사한다. 삼

채장단으로 바뀌면 장자마리 2명과 시시딱딱이 2명이 기본사위로 춤을 추고, 양반과 소

매각시는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정도로 춤을 춘다. 굿거리장단으로 바뀌면 양반과 소매

각시를 놀이마당 가운데에 놓고 시시딱딱이 2명과 장자마리 2명이 원을 그리고 둘러서

서 직선사위로 춤을 춘다. 다시 장단이 삼채로 바뀌면 장자마리 2명이 마당닦기춤으로 

놀이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장자마리춤으로 구성되는 첫째과장이 시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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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과장 : 장자마리 개시 과정

탈놀이 시작과 함께 제일 먼저 포대자루와 같은 포(布)가면을 전신에 쓴 2명의 장

자마리가 연희를 개시한다. 요란하게 먼지를 일으키며 불룩한 배를 내밀면서 놀이

마당을 넓히기 위해 빙빙 돌아다닌다. 관중을 희롱하기도 하고 선 사람을 앉히기

도 하며 모의 성적인 행위의 춤도 춘다. 옷의 표면에는 해초나 곡식을 매달고 속

에는 둥근 대나무를 넣어 불룩하게 나오게 한다. 장자마리는 희극적인 시작을 유

도하며 마당을 정리하고 해학적인 춤을 춘다.

● 제2과장 : 양반광대와 소매각시의 사랑

양반광대와 소매각시는 장자마리가 마당을 정리한 후 양쪽에서 등장한다. 양반광

대는 뾰족한 고깔을 쓰고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점잖고 위엄 있게 등장하여 소매

각시에게 먼저 사랑을 구한다. 소매각시는 얌전한 탈을 쓰고 노란저고리 분홍치마

를 입고 수줍은 모습으로 춤을 춘다. 양반광대와 서로 뜻이 맞아 어깨를 끼고 장

내를 돌아다니며 사랑을 나눈다.

● 제3과장 : 시시딱딱이의 훼방

시시딱딱이는 무서운 형상의 탈을 쓰고 양쪽에서 호방한 칼춤을 추며 뛰어 나온

다. 양반광대와 소매각시의 사랑에 질투를 하여 훼방 놓아 둘의 사이를 갈라놓는

다. 시시딱딱이는 무서운 벽사가면을 쓰고 작은 칼을 휘두르며 춤을 춘다.

● 제4과장 : 소매각시의 자살소동

시시딱딱이가 양반광대와 소매각시의 사이를 갈라 한쪽에서는 양반광대와 놀고 다

른 편에서는 소매각시를 희롱하며 함께 춤추기를 원하나, 소매각시는 완강히 거부

한다. 이를 본 양반광대는 크게 노하며 애태우나 어쩔 수 없이 분통해 하다가 시

시딱딱이를 밀치고 나와 소매각시를 끌고 나온다. 소매각시가 잘못을 빌어도 양반

광대가 질책하자 소매각시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반광대의 긴 수염

에 목을 매려고 한다. 수염에 목을 매어 죽으려고 하는 소매각시의 결백호소에 양

반광대는 놀라고 측은한 생각으로 소매각시를 용서한다. 수염으로 목을 감는 모습

은 해학적이고 권위의 상징인 수염을 당기어 결백을 시인하게 하는 내용은 풍자

적이며 죽음의식을 초월한 희극화된 표현이다.

● 제5과장 : 양반광대와 소매각시의 화해

수염을 목에 감고 자살을 기도하여 결백을 증명하려 했던 소매각시의 의도는 양

반광대의 관용과 해학으로 이끌어져 서로 오해가 풀리고 결백이 입증되므로 탈놀

이는 흥겨운 화해와 공동체 마당으로 끝을 맺는다. 음악을 구성하던 악사들과 구

경하는 관중이 함께 어울려 춤을 추며 단오제의 의의를 구현한다.

장자마리 춤은 장자마리 개시과정에서 나온 춤이다. 장자마리는 벽사행위(辟邪行爲)를 

하는 인물로서 장자마리는 내왕가장신(來往假裝神)과 같은 것이다. 장자마리는 몸짓이나 

춤을 통해 성행위를 모의하거나 축귀적(逐鬼的)인 행위로 마당밟기춤을 춘다. 그 춤사위

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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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이 마주보고 어깨춤을 추며 앉

는다.

● 한 발 들고 팔을 펴고 어깨춤을 춘다.

● 한 발 들고 양손을 몸 앞에 모았다가 옆

으로 힘차게 편다.

● 앉아서 허리태 잡고 옆걸음 치면서 잡은 

허리태를 좌우로 튼다.

● 허리태를 잡고 오른발을 앞으로 딛고 왼

발을 뒤로 펴며 몸을 앞으로 구부리면서 

태는 앞으로 밀어준다.

● “하나”에 오른손을 왼쪽 겨드랑이 앞으로 

가져가고 왼손은 팔꿈치를 굽혀 옆 위

로 올린다. “둘”에는 양손을 옆으로 펴고, 

“셋”에는 왼손을 오른쪽 겨드랑이 앞으로 

가져가고 오른손은 팔꿈치를 굽혀 옆으로 

올린다. “넷”에는 다시 양손을 옆으로 편

다. 이러한 동작을 반복한다.

양반광대와 소매각시의 춤은 양반광대와 소매각시 과장에서 양반과 소매각시가 사랑

을 하는 장면에 나온 춤이다. 양반과 소매각시가 등장하여 양반은 욕망과 도덕의 이율

성에 갈등을 느끼는 모습을 나타내는 의젓한 춤을 추고, 소매각시는 요염한 춤을 추면

서 양반의 수염에 목을 매는 척하여 결백을 증명하려는 행위를 하는 등 두 사람이 사

랑을 나타내는 대무(對舞)를 한다. 그 춤사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서로 마주보고 돌아가면서 대무한다.

● 서로 등지고 돌아가면서 춤춘다.

● 양반은 왼손은 옆으로 펴고 오른손은 부채를 펴고 부채질 하면서 춤춘다.

● 두 사람이 마주보고 양손을 잡고 앉으면서 어깨춤 춘다.

● 두 사람이 어깨동무하고 한 발을 들고 세 번 흔들고 네 번째에 앞으로 한 발 딛

는다. 이러한 동작을 계속하면서 퇴장한다.

시시딱딱이춤은 시시딱딱이의 훼방과정에서 추는 춤이다. 시시딱딱이는 방상씨(方相氏) 

계열의 벽사적(辟邪的) 축귀가면(逐鬼假面)을 쓰고 마당을 돌아다니면서 축귀적인 춤을 

춘다. 그 춤사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양손을 벌려 위로 올리면서 양발을 약간 벌려 뛰는 동작을 한다.

● “하나”에 양손을 앞으로 던지면서 양발을 앞으로 힘차게 던져 밟고, “둘”에 양발을 

장자마리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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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밟고 양손을 뒤로 돌려 내리며, “셋”에 양발을 오른쪽으로 옆걸음 치고 양손

은 오른쪽 옆으로 흔들어 춤춘다. “넷”에는 양발을 왼쪽으로 옆걸음치고 양손은 왼

쪽 옆으로 흔들어 춤춘다.

강릉관노가면극은 경상도 하회별신(河回別神)굿 탈놀이와 예천청단(禮泉靑丹)놀이, 함경

도의 북청사자(北靑獅子)놀이와 같은 제의적인 마을 탈춤의 한 유형으로 그 특징은 규

정지어 볼 수 있다. 첫째, 성황제 계통극으로 괫대를 모셔놓고 연희를 행하며, 단오제의 

근간정신을 구현한 제의연희로서 토착성을 시사한다. 둘째, 한국가면극 중에서는 유일한 

무언극으로 대사가 있기 이전의 춤과 몸짓언어를 사용한 묵극 양식이다. 셋째, 관민공동

의 연희로 연희자가 관노라는 점이다. 넷째, 양반광대의 희화화를 통한 해학성을 표출하

고 있으니 지나치리 만큼 긴 수염과 뾰족한 ‘변’의 모양 및 놀이마당의 연희구성이 신랄

한 풍자보다는 해학성에 치중하고 있다. 다섯째, 소매각시의 행위를 통한 규범성과 도덕

성, 정조관을 연희화하여 요부의 의미보다는 규범의식의 표현에 노력하고 있다. 여섯째, 

장자마리의 모의적 행동을 통한 풍요기원, 연희개막, 벽사진경의 의미를 갖추고 있으며 

장자마리는 장자방 고사 관련설과 장자의 마름, 긴 말치를 달고 나온 인물 등의 어원을 

가지고 토지내왕신격이나 곡수(穀穗)의 인태화(人態化), 유감 주술적 상징의미를 갖춘 것

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시시딱딱이는 벽사기능 수행의 인물로 예방주술적 인물의 역할

을 행한다. 상징의미는 창해역사의 연희인물화, 홍역신의 상징, 사자가면의 변이 등으로 

양반광대와 소매각시 춤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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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된다.3)

강릉관노가면극의 주된 춤은 ‘장자마리’인 경우 내방신(來訪神)이 축귀행위로 마당밟기

춤을 추는 것과 ‘양반광대와 소매각시’인 경우 상애하는 장면을 대무(對舞)를 통하여 허

튼춤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시시딱딱이’인 경우 칼춤을 추면서 도무(跳舞)하는 가운

데 벽사적인 축귀춤을 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강릉관노가면극은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김동하·차형원이 첫 예능보유자

로 인정되었다. 이들은 관노가면극을 직접 연희했던 기능자로서 두 사람에 의해 복원이 

가능했다. 이후 1984년 권영하를 중심으로 당시 유천동 농악대원들에 의하여 70년만에 

옛 본래의 모습인 민간전승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이듬해 1985년 김종군이 양반

역을 맡게 되었다. 1993년 권영하가 예능보유자로 인정되었고 복원된 강릉관노가면극을 

현재까지 전승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1996년 김종군이 보조자로 지정되어 현

재에 이르고 있다. 당시에는 강릉관노가면극에 참여했던 사람이 대략 16명 정도였다고 

한다. 초창기 구성원 중에서 현재까지 4명이 생존하고 있다. 김종군 외에도 강릉관노가

면극을 배워서 이수자나 전수생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는 이창재(시시딱딱이 역)·

권영민(시시딱딱이 역)·김거한(장자마리 역)·안병현(장자마리 역) 등이 강릉관노가면극

을 전승하고 있다.

강릉관노가면극의 춤사위는 처음 복원하는 과정에서 황해도 강령탈춤이나 은율탈춤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춤사위에 대해서 이두현 교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해서 그와 같은 춤사위를 없앴다. 그리고 관노라는 명칭에서 느낄 수 있

는 느낌을 보다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시시딱딱이와 장자마리의 춤은 자유로움을 

표현하고 느낄 수 있는 춤사위를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형식의 춤사위가 

이루어졌다. 그 외의 배역인 양반과 소매각시의 춤사위는 시시딱딱이나 장자마리에 비

해서 상당히 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하기 때문에 조용한 모습의 춤사위를 구사하게 

되었다.

(2) 속초사자놀음

속초사자놀음은 1950년대까지 북한에서 연희된 사자놀음이 넘어온 이주민속(移住民俗)

의 하나로 그 원형이 현재까지도 전승되고 있는 귀중한 종목이다. 속초사자놀음은 함

3) 장정룡, 1988, 강릉관노가면극연구,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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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북청출신자들이 최초로 속초지역에서 공연한 것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1957년 속초북청도청에 소속된 실향민과 36명으로 구성된 북청동향친목계원들이 북한에

서 연출한 내용을 그대로 이주 전승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앞사자 예능보유자였던 

김수석을 중심으로 퉁소의 명인 김하륜이 힘을 합쳐 속초에 정착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사자놀음은 일반적으로 벽사진경(辟邪進慶)으로 성격을 규정하지만 사자춤의 웅장성, 퉁

소가락의 독특한 반주, 일원화된 구성의 특이성, 대화에 흐르는 해학과 기백, 도청을 통

한 화합과 소득의 공익성 등으로 볼 때 사자의 웅장한 기백을 키워 이민족의 침략으로

부터 자기 고장을 스스로 지키고자하는 민중적 정신이 강한 민속으로 볼 수 있다. 그것

은 사자라는 동물의 등장으로 기세를 높이고, 놀이도 꺽쇠주도형이라는 점이 호방성과 

민중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한 분단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함경도 사투리 원형이 놀

이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북청사자놀음이 중요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 마당놀이 위주의 공연형식에 치중했다면, 속초사자놀음은 

정월대보름 전날부터 마을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걸립’과 ‘안택’의 의미를 강조한 ‘길놀이’

를 매년 실천하고 있다. 그래서 속초에는 정월대보름 전후로 속초사자놀음을 만날 수 

있다. 남북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은 현재 북한사자놀음은 체재수호적 교시연희로 가면

과 놀이내용이 무대극으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현재는 사자놀음춤과 음악적 원형, 고유

성이 속초에 있고, 피난민들이 제작한 사자탈이 속초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자놀

음 원형을 훼손하지 않은 채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놀이마당은 제1과장 길놀이(마당돌이와 애원성), 제2과장 마당놀이(양반꼭쇠해학·넋두

리춤·무동춤·꼽추춤·칼춤), 제3과장 사자놀이(사자춤 초장·중장·말장), 제4과장 군무

놀이(돈돌라리)로 구성되어 있다(과장별 내용은 이 책의 제2장 ｢민속극｣에 기술되어 있

는 속초사자놀음을 참조).

음악적 특징은 퉁소가 여러 명 등장하여 연주한다는 것이다. 퉁소는 애원성을 부를 

때는 애조 띤 슬픈 가락으로 불고, 칼춤이나 넋두리춤을 출 때는 흥겹게 분다. 반주음

악은 주로 3분박을 사용하는데 굿거리장단이나 자진굿거리장단에 속한다. 특히 사자춤 

중장과 종장·애원성·넋두리 등에서 빠르고 진취적인 북방민족의 특성이 원형에 가깝

게 반영되어 있다. 사자춤 반주음악은 검모리장단(빠른 타령장단)으로 첫 장에는 심산유

곡에 사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형상, 중간 장은 성낸 사자의 으르릉대는 소리와도 같이 

씩씩한 박자로 격동적 선율, 마지막 장은 부정을 물리친 승리자의 위엄을 그윽한 선율

로 형상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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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사위는 애원성춤·넋두리춤·무동춤·꼽추춤·칼춤·승무·사자춤 등이 있는데 북한

에서는 넘놀이춤·잦은넉두리춤(승모춤)·건모리춤을 춘다고 한다. 사자춤은 서서 모래치

기, 앉아서 모래치기, 선모재비, 앉은 모재비, 앉은 잰걸음모재비, 뜀동작, 앞걸음, 뒷걸

음질, 좌로 네박돌기, 우로 네박돌기, 바닥에 입대고 돌기, 바닥에 턱대고 돌기, 바닥에 

엎드려 돌기, 선자세로 허리 구부려 돌기, 쪼그려 앉아돌기, 똑바로 일어서서돌기, 이 잡

기, 입맞추기, 기지개켜기, 몸털기, 입사자만들기, 입사자에서 내리기, 쓰러졌다 일어나기, 

먹이 먹는 동작 등이 있다. 그리고 온몸을 흔들며 가볍게 뛰며 땅을 밟는 동작, 머리를 

숙였다 들었다하는 동작, 꼬리를 좌우로 휘저으며 엉덩이를 돌리는 동작, 엎드려 머리를 

들고 땅을 쪼는 동작, 입을 크게 벌렸다 다물며 소리가 날만큼 이빨을 마주치는 동작, 

앞발을 들고 곧추 일어서는 동작 등이 있다. 중장에서 꼭쇠가 앞장서서 방안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사자가 쏜살같이 그 뒤를 따른다. 사자가 방을 거쳐 부엌까지 휙휙 돌며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무서운 동작을 하다가 부엌에 놓아둔 바가지를 입에 물고 마당으

로 뛰쳐나와 내동댕이쳐 버린 다음 높이 솟았다 엎드렸다 하며, 두 마리의 사자가 빙빙 

돌게 된다.4) 

4) 장정룡, 2010, 전승실태조사보고서:속초북청사자놀음, 속초문화원.

속초사자놀음 길놀이

속초사자놀음 양반꼭쇠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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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사자놀음 넋두리춤

속초사자놀음 무동춤 

속초사자놀음 꼽추춤

속초사자놀음 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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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사자놀음에서 사자춤은 초장·중장·말장이 들어가므로 사자춤이 중핵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사자놀음은 연희자들의 여흥놀이가 중심이 아니다. 따라서 칼춤·사당춤·

무동춤·꼽추춤·승무를 비롯하여 민요 애원성, 에구 내딸 봉섬이, 마지막의 군무 등은 

사자놀음을 보완하고 놀이판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한경자(강원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속초사자놀음 승무 속초사자놀음 군무

속초사자놀음 사자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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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농악

1. 변천과 특징

농악은 꽹과리·징·장구·북과 같은 타악기를 중심으로 하여 호적·나발과 같은 관

악기를 곁드리는 타악기 음악 즉, 풍장이라는 음악부분으로 꼽고 있다. 민속학에서는 이

런 풍장을 연주하면서 행하는 의식·놀이·행진·노동행위를 총칭하고 있다. 근래에는 

농악이 지니고 있는 민속문화가 붕괴되면서 순수공연을 위한 농악 즉 판굿만이 공연되

고 있다. 거기다가 1978년 이후로는 농악가락을 순수음악으로 연주하는 사물놀이라는 

새로운 실내악 연주형태가 새로 생겨나면서 크게 인기를 얻으며 농악에 대해 더욱 음악

부문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농악에 대한 오늘날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전통사회에서는 사물놀이와 같은 순수

음악으로 연주되는 일은 드물고 서낭굿과 같은 마을굿으로 연행되고 또 마당밟이·걸

립굿·두레굿·판굿과 같이 민속축제나 민속놀이로 연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민속학에서 

타악기 풍장을 연주하며 행하는 의식이라거나 민속놀이로 인식하는 것이 바르다고 하겠

다. 한편 농악에는 공연적인 특성이 강하여 음악부문 밖에도 소고춤·부포춤·장고춤과 

같은 춤들이 연행되고, 또 도둑잽이·군영놀이와 같은 토막극의 연행되고 있어 음악·

무용·연극 등 총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연희부문으로 규정지을 수도 있다.

농악이란 말이 지금은 보편화 되었지만 농악이 글자 그래도 농민집단의 축제에서만 

연행되는 것이 아니고 배치기풍장·신청걸립과 같이 다른 집단의 축제에서 연주되는 경

우도 많을 뿐 아니라, 더구나 전통사회에서 농악을 연주하는 것을 일러 흔히 ‘굿친다’·

‘매구친다’·‘풍장친다’·‘풍물친다’·‘금고친다’·‘취군논다’·‘두레잽이 친다’·‘농락친다’ 등 

갖가지로 불렀기 때문에 이런 음악을 지금 농악이라고 한정지어 부르기가 어렵다는 의

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 영동지역에서 농악치는 것을 ‘농락친다’고 이르는 것으

로 봐서 농악이라는 말이 전통 사회에서 쓰던 말인 것은 분명하다.

‘굿친다’는 말은 호남지역에서 농악을 연주하는 것을 두고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 ‘매

구친다’는 말은 주로 영남지역에서 농악을 연주하는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매구라는 

말이 매귀희 또는 매굿이란 말에서 나왔다고 하는 설이 있으나 이는 분명치 않다. 오히

려 문헌에 더러 보이는 매귀희라는 말이 마당밟이를 ‘매구친다’·‘매굿친다’고 이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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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문으로 억지 해석한 것 같다. 매구라는 말은 꽹과리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보

인다. 꽹과리를 일명 ‘꽹매기’·‘괭매구’·‘매기’·‘매구’라 이르는데 이 말이 영남지역에서

는 서낭굿을 천왕매기 청와매구라 이르는 경우와 같이 매구는 굿 즉, 농악으로 연행되

는 의식을 뜻하는 말로 발전한 것이고, 이를 한문으로 음역하여 적은 거의 매귀희·매

굿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풍장친다’는 말은 호남지역에서 두레농악을 두레풍

장, 배치기농악을 배치기풍장이라 이르듯이 농악을 풍장이라 이르는 수가 많다. 풍장이

라는 말은 풍악·풍류의 경우와 같이 악가무(樂歌舞)를 가리키는 말이며 이런 말은 중

국 고대 시경에 풍아가 보이듯이 한자어에서 유래된 것이다. ‘금고친다’는 말은 호남지역

에서 더러 쓰던 것이다. 금고라는 말은 금고라는 한자어로 보인다. 중국에서 행진음악

에 바라와 같은 쇠붙이 악기를 금이라 하였고 용고와 같은 북 붙이를 하여 이들이 행

진음악의 주가 되기 때문에 행진음악을 금고라 하는 것이다. 금고를 군로로 해석하여 

군악으로 보기도 하는데 뜻은 같지만 군악을 군고라 이르는 예가 없다. ‘취군논다’는 말

은 강화도와 같은 경기도 서쪽에서 농악 치는 것을 두고 이르는 수가 있다. 전통사회에

서는 관악을 고취악 또는 취악이라 이르고 행진취악 하는 악수를 취군으로 이르는 것으

로 봐서 취군을 취군으로 보면 ‘취군논다’는 것은 행진악대가 공연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두레잽이친다’는 말은 고양과 같은 경기도 서북지역에서 쓰는 것이다. 두레는 노동을 위

해 조직된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두레패에 두레잽이라 하여 흔히 악수가 쓰기 때

문에 두레패의 잽이들이 농악 친다는 것을 ‘두레잽이친다’로 이른 것이고 이를 줄이어서 

‘두레친다’고 이르기도 한다. ‘농락친다’는 것은 강원도 영동지역에서 ‘농악치는 것’을 두고 

이른 말이다. 농락을 농악으로 봐서 한자로 해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악’이 ‘악’이 될 때에는 음악이 되고 ‘락’이 될 때에는 오락이 되는 것이니 글자 그대로라

면 농락은 농민의 오락이 되는 것이지만 영동지역에서 농락이란 말은 농악과 같은 뜻으

로 쓰이고 있다.

우리는 농악의 유래를 말할 때 흔히 동맹이니 영고니 무천이니 하는 중국 고대 역사

서에 기록된 우리나라 고대 국중대회를 들고 있는데, 이러한 대회들이 농악의 뿌리가 

되는 것임은 분명하나 고대사회 제의와 축제 자체가 오늘날 농악과 같다는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무악이나 농악의 연행방식과 악기편성은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

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조선 영조실록에 보이는 농악은 오늘날 농악과 같은 것이라 할 

것이다.

그 동안 농악의 발생론을 두고 말할 때 무악축원설·불교걸립설·군악설·노동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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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있지만 농악의 근원은 어디 까지나 마을굿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마당밟이·걸립

굿·두레굿·판굿으로 분화된 것이라 할 것이며 농악의 발달과정에 불교연희와 군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시부족국가시대의 예술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종족적인 제천행사와 

결부된 집단적인 가무놀이이다. 이 제천행사는 본래 원시공동체사회에서부터 내려오는 

풍속으로서 여기서 펼쳐지는 가무예술은 원시시대의 종합적 예술의 성격을 다분히 지닌 

것이다. 제천행사와 결부된 집단적 가무놀이는 고대사회에 와서 중요한 연중행사로 거

행되면서 널리 성행하였는데 부여에는 12월에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하늘에 제사지

내면서 노래하고 춤추며 즐기는 행사를 영고라 하였으며, 예국에서는 10월에 거행하는 

제천행사와 가무놀이를 무천이라 하였다. 이러한 제천행사놀이는 전국적으로 거행되었는

데 진한에서는 가무놀이와 악기연주로 즐기는 풍속이 있었으며 마한에서는 씨뿌리기가 

끝난 5월과 한해농사를 끝낸 10월에 제사하는 의식을 진행하면서 집단적인 가무놀이를 

하였다.

옛 문헌자료들에 의하면 당시 여러 부족국가에서 거행하는 제천행사에는 남녀노소의 

구별 없이 집단적으로 모여 며칠씩 밤낮을 즐겁게 노래하고 춤을 추었으며 가는 곳마다 

노래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제천행사와 관련된 집단적인 가무예

술은 그 성격으로 보아 원시사회의 유습이 전승되어 온 것으로 무엇보다 옛 사람들의 

집단적인 생산 활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들의 노동생활과 정신적 체험을 그대

로 반영한 종합적 예술이라는데 특성이 있다. 가무예술은 또한 농업이나 수렵에서의 생

산적 습성과 사람들의 안녕에 대하여 하늘이나 귀신에게 제사하는 신앙과 결합되어 있

는 예술이라는데 그 특성이 있다. 즉, 봄에 진행하는 제천행사에서는 그 해 농사가 잘

될 것을 하늘에 빌고, 가을 또는 겨울에 진행하는 행사는 풍작을 가져다준데 대하여 하

늘에 감사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적 제한성과 관련된 종교적 관

념이었다.

그러나 이 제천행사와 여기에서 벌여진 가무예술은 본질에 있어서 농업생산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서 당시 사람들의 행복한 생활에 대한 지향과 염원을 소박하게 반영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집단적인 가무예술은 우리나라에서 농업생산 활동

과 민속적인 연중놀이와 결부된 가무예술 특히, 농악의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마한 사람들이 연중행사로 즐긴 가무놀이에 대한 문헌기록이 주목을 끌고있다. 

즉, 마한에서는 5월에 씨뿌리기가 끝나면 사람들이 한데 모여 귀신에게 제사하면서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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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으로 가무놀이를 하였다. 이때 수십 명이 줄지어 서로 뒤따르면서 땅을 구르며 춤추

는데 남녀노소가 발의 움직임이 서로 잘 맞으며 그 절주는 탁무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행사놀이는 그해 농사를 끝마친 10월에도 진행된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농악의 고대적 형태인 것이다.

원시시대 우리 선조들의 오랜 농경 생산 활동과정을 거쳐 기원전 10여 세기경에는 벌

써 매악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원이 이루어졌던 농악이 고대 고조선·부여에서의 제천행

사였던 국중대회와 결부되어 자기 발전의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다. 농악은 그 후 중세기에 들어와서 신앙적인 의식행상의 테두

리에서 점차 벗어나 농업 생산 활동과 더욱 밀접히 결합되고 농촌에서의 농민들의 민속

적인 행사와 연관을 맺으며 본격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세기에 들어

와서 우리 사회생활에서는 농업생산과 관련한 공동생활 풍습이 더욱 발전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 품앗이·두레·황두 등의 공동노동조직과 향도, 질

짜기 등의 상호부조 조직이었다.

농촌에서의 공동생활 풍습과 함께 또한 설을 계기로 한 행사와 놀이들, 화전놀이·단

오·유두놀이·추석 등 여러가지 민속적인 행사와 세시풍속 놀이도 점차 널리 성행하였

다. 그러므로 농악은 농사짓기 민속행사 및 놀이와 직접 결합되어 면면히 이어오면서 발

전하여왔다. 따라서 농악은 광범하게 농민들이 가장 널리 즐기는 대중적인 예술로 되었

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악의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두레였다. 삼국시기부

터 널리 보급되어온 두레는 주로 평야지대의 자연마을을 한 단위로 하여 마을 내 농민

들이 씨뿌리기나 모내기·김매기·관개수리 작업 등을 집단적으로 수행한 공동 노동조직

이다. 두레는 특히 모내기와 김매기와 같이 많은 노력의 집단적 협력이 요구되는 논농사

에 적합한 규모가 큰 중세기적 공동노동 조직이었다. 두레와 함께 농악발전의 중요한 생

활적 바탕으로 되어 온 것은 또한 섣달 그믐날부터 정월 대보름을 거쳐 1월말까지 이어

지는 설맞이 행사와 정초놀이 및 기타 농한기의 여러가지 민속적인 행사 놀이었다.

17~19세기 중엽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두레와 정초놀이를 비롯하여 농업생산과 관련된 

공동노동조직과 상호부조조직 그리고 농촌에서의 여러가지 민속적인 놀이들이 전국적인 

범위에서 성행함으로서 농악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다. 농악예술의 급격한 발전을 이

루게 된 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 17세기 중엽 이후 농민들의 창조적 활

동이 적극화되고 실학사상과 중농사상의 영향 밑에 농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

아지면서 농업생산이 전반적으로 현저하게 성장한 것과 중요하게 연결된다. 농경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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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팽창, 관개시설 개선, 영농기술의 새로운 발전과 모내기 농사의 전국적인 확대 

보급 등은 바로 농업발전의 뚜렷한 증거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요인이 농민의 생산

과정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는 농악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 할 것이다.

농악이라는 명칭은 그것이 역사적으로 농업생산, 농민생활과 결합되어 온 음악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며 이 시기까지는 농악을 두레·풍쟁·농상계·걸궁·군물·매굿

(혹은 매귀 또는 화반이라고도 한다)·마당놀이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렀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름이 붙게 된 것은 농악이 농촌생활의 여러 분야에 널리 퍼지면서 그에 해

당한 이름을 서로 다르게 불러왔으며 또 지역에 따라 농악놀이의 형식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공동노동조직으로서의 두레는 호미모임이라는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 두레의 공

동건물에는 농기구와 함께 농악기를 비롯한 기타 공동소유물도 보관하였다. 두레꾼들은 

이 건물을 모임장소로 휴식장소로도 이용하였다. 과거 우리나라 농촌마을에 조직된 두

레에는 반드시 농악을 구성하고 있었다. 두레조직의 작업 대상은 여러가지가 있었으나 

주로는 모내기와 김매기였다. 아침 일찍 모여든 두레꾼들은 농악을 한바탕 울린 다음 

농기를 앞세우고 농악을 울리며 논밭으로 나갔다. 이때 농악은 길군악(질꼬내기-행진악)

을 연주하는데 작업을 끝내고 마을에 들어 올 때도 이 음악을 쳤다. 논밭에 나가면 ‘농

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쓴 깃발을 논밭머리에 세워놓고 대방의 지휘 아래 

나팔신호에 따라 일제히 모를 심거나 김매기를 하였다. 그들은 휴식 때마다 농악에 맞

추어 춤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피로를 풀고 사기를 진작했다. 이때의 농악이 두레놀

이에서는 기본을 이룬다. 모내기나 김매기 작업이 진행될 때에도 1~2명의 풍물잽이(북 

또는 꽹과리를 치는 사람)와 선소리꾼이 논두렁에 나서서 일손들과 함께 노래를 주고받

으며 노동력을 높이고 힘든 과정을 극복하게 한다. 이때 치는 작은북을 모방구라 한다. 

이처럼 두레농악은 농업과 직접 결합되어 농민들의 생산 활동을 적극 고무하며 작업의 

성과를 높여주는 수단이 되었다.

공동체노동조직으로서의 두레는 또한 여러가지 민속적 놀이와도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6월 15일의 유두놀이는 두레꾼들이 농번기의 한고비를 넘긴 기쁨으로 강물에서 

몸을 깨끗이 씻고 농악을 울리면서 하루를 즐겁게 노는 것이며, 호미씻이 놀이는 공동

작업과정에서 호미에 묻은 흙을 깨끗이 씻는다는 뜻이다. 초벌·두벌·세벌 김을 끝낸 

두레꾼들이 농악을 울리면서 한 여름 동안 힘겹게 농사를 지은 피로를 풀고 즐겁게 노

는 민속놀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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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학자 우하영이 18세기말~19세기 초에 쓴 천일록에는 당시 산간지대나 평야지대를 

막론하고 매년 7월 보름날에는 농가의 남녀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모여서 노는데 이것을 

세시년(호미를 씻는 잔치)이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유두놀이나 호미씻이 놀이는 농번

기의 농사짓기에서 즐기는 농민들의 민속놀이이며, 여기에는 가을의 풍년에 대한 염원

도 담겨져 있다. 이렇게 풍년에 대한 염원으로 울리는 농악을 풍장이라고도 하였다. 매

굿이나 매귀 또는 화반이라는 것은 전라도지역에서 그믐날 밤과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

까지 마을사람들이 동네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이른바 잡귀를 쫓아내고 천복만행을 맞아

들인다는 뜻에서 진행하는 행사 때에 울리는 농악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행사를 지신밟

기라고 한다. 이 지신밟기를 경상도와 전라도의 많은 지역들에서는 매귀 또는 매굿이라 

하였고 제주도에서는 화반이라 하였다. 특히 경상도 일대에서는 이 지신밟기가 농악놀

이에서는 기본을 이루며 또 농악의 규모도 매우 컸다. 이러한 성격의 농악놀이는 강원

도 일대에서도 성행하였다.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에서는 섣달 그믐날 밤에 새해의 온갖 

재앙을 다 없애버리고 새해를 깨끗하게 맞이하여 한해의 행복을 누린다는 의미에서 밤

늦도록 농악놀이를 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 정초놀이와 결부된 농악에서는 정월대보름

날의 달맞이 때의 농악·줄다리기 놀이 등에서 농악은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줄다

리기는 정초놀이에서 특히 중요한 민속놀이로서 주로 삼남지역과 중부지역에서 성행하

였다. 마을 간에 승부를 다투는 줄다리기에는 마을의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하였는데 이

때 농악대가 농악을 울려 줄꾼들의 사기를 높였다. 이긴 편은 농악과 노래판을 벌려 승

리를 축하하고 농악소리 높이 울리며 자기 마을로 돌아갔다.

농악놀이 가운데에 ‘걸립’ 또는 ‘걸궁’이라는 것이 있다. 마을사람들이 제방·다리·도로 

등 마을공동 작업을 행할 때나 또는 그에 필요한 기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돈이나 쌀·

포목 등을 거둘 때 하는 농악을 말한다. 이처럼 농악은 우리나라 농촌생활의 다양한 분

야에 걸쳐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며 다양한 형식으로 널리 발전한 가장 대중적인 우

리의 음악이요, 무용이요, 놀이인 것이다.

강원농악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서농악과 영동농악으로 구분되며, 원주·횡성·춘

천 등지의 영서농악은 경기농악과 같으나,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농악은 특유의 향토

적 특색을 잘 지니고 있다. 이는 지역적으로 험준한 산악이 첩첩하여 각기 지역 나름의 

고유한 형태와 멋을 가진 민속놀이·민요·신앙 등과 함께 농악도 전승·발전되어왔기 

때문이다. 비단 강원도뿐만 아니라 동해안에 접한 영남과 멀리 함경도 지역에까지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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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농악은 강릉문화권에 속한 지역에서 그 특색이 두드러지는데 마을굿으로 서낭굿

이 있으며, 지신밟기가 성행하고, 타 지역에 없는 달맞이굿과 횃불놀이, 다리밟기가 있

고, 두레 농악이라 할 수 있는 김매기 농악과 짙먹기, 단오날 대관령 성황제의 길놀이 

농악이 있다.

영동농악의 편성은 농기 외에도 신대를 사용하며, 사물과 소고·법고·무동 등 잽이

들의 수가 각각 동 수로 4분화되어 있으며, 소고와 법고가 따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구성 인원은 대체로 36명 이상 50여명으로 편성하며, 무동을 제외한 모든 잽이들의 복

색은 흰 바지저고리를 입는데 쇠꾼들은 벙거지에 종이 상모를 달고 징·장고·큰북·소

고는 길이가 짧고, 목이 넓은 방망이 산모를 쓰며, 법고는 벙거지에 짧은 상모를 단다. 

무동들은 치마저고리에 남색쾌자를 입고 손에는 수건을 들고 머리에는 댕기를 달고 고

갈을 쓰는데 고깔에 달린 꽃의 수가 40개나 되어 우리나라 농악 중 꽃의 수가 가장 많

다. 특이한 점은 무동 이외의 잡색들이 없다는 점이며, 무동춤은 어른들이 추지만 삼층 

높이의 무동 타기는 대개 어린이가 담당하고, 그 위에서 열두 발 상모놀이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락은 일채·이채·삼채·사채·길놀이·굿거리 등이 주축을 이루며, 이중 

길놀이 가락을 근래에 와서 행진곡 풍으로 창작한 것이 특이한 점이다. 또한 쇠치는 소

리와 가락은 옛 형태를 잘 보존하고 있는데, 리듬은 빠르면서도 모두 3분박, 4분박으로 

단조로우나 7·8종의 가락으로 구분되고, 놀이과장은 대체로 12과장이나 마을마다 조금

씩 다르며, 장소와 시간에 따라 생략되기도 하지만 3과장 이하는 연희되지 않는다. 과장 

중 특색 있는 것은 물방아놀이·거북이놀이·소몰이놀이·길군악·땅재주·무동놀이·동

고리받기 등 많이 있으나 고도의 기능이 연마되어야 가능한 어려운 과장이다. 특히 단

체놀이로 무동들의 춤과 동고리, 농경생활을 모의하는 연극적 놀이인 농사풀이는 영동

농악의 대표적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영서농악은 판굿 진행에 있어 두드러지는 점은 외가락을 반복하면서 제자리 춤 없이 

앞으로 전진 하는 것이며, 행진법은 정방형, 체조대형 ‘ㄷ’자형 멍석말이나 오방진과 같

은 것들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진놀이(진풀이)를 보면 마치 기마민족들이 수렵을 하

는 것 같고, 군인이 전투에 임하는 듯하며, 소나 말이 논밭을 갈고 있는 것처럼 거칠고 

전투적인 면이 엿보인다. 대표하는 마을농악인 원주매지농악이나 춘천뒤뚜루농악에서는 

영동지역과 다른 진풀이농악으로 판굿이 편성되어 있어 영동지역 농사풀이 중심의 판굿

과 대별된다. 그리고 형식에 있어 특정적인 것은 지신밟기를 할 때 행하는 사설(고사소

리)이 타지역에 비해 길고 다양하다는 점이다. 또한 개인놀이로 장구 돌리기라든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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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가 잽이의 어깨위로 올라가 상모놀이를 한다든지 하는 이 지역의 농악은 단체적인 놀

이를 위주로 한다는 것이다. 

농악에는 흔히 꽹과리·징·장구·북·소고와 같은 타악기와 호적·나팔과 같은 관악

기를 쓴다. 강원도 영동지역에서는 소고와 법고(벅구)가 구별되고 경기도 서북지역에서 

바라를 쓰고 영남지역에서는 둥각이 쓰이기도 한다. 농악은 쓰이는 악기 구색으로 봐서 

호적(쇄납·태평소·날날이)·나발·소라·북·징·바라와 같은 악기를 쓰는 대취타라는 

음악과 흡사한 데가 있다. 그러나 농악은 꽹과리 리듬이 주가 되는 리듬음악이며 대취

타는 호적 선율이 주가 되는 선율음악인 점이 다르다. 그리고 대취타는 주로 행진에 쓰

이지만, 농악은 행진뿐만 아니라 의식·놀이·춤·노동 등 갖가지 행위에 연주되는 점

이 다르다.

잡색은 지역에 따라 가짓수가 다르나 흔히 대포수·양반·조리중·각씨·할미·무동이 

있다. 이 밖에 지역에 따라 창부·비리쇠·홍자감 등이 있는 지역도 있다. 잡색은 모두 

하나씩인데 무동은 여럿인 경우가 많다. 흔히 잽이가 앞에 서고 잡색이 뒤에 서기 때문

에 전라도에서는 잽이를 앞치배 잡색을 뒷치배라 이르기도 한다. 강원도 영동농악에는 

잡색이 없고 고깔을 쓴 무동이 잡색의 역할을 하고 있다. 

농악에는 연행되는 계기에 따라 종류를 분류하면 매우 많다고 할 수 있으나 가장 흔

히 이루어지는 것은 서낭굿·마당밟기·걸립굿·두레굿·판굿이라 할 수 있다.

서낭굿농악은 농악의 분류에서 마을굿 의식행위로 연행하는 농악을 강원도에서는 서

낭굿, 전라도 충청도에서는 흔히 당산굿이라 이르고 경상도에서는 천왕굿 또는 천왕매

기라 이른다. 마을굿의 의식은 무당의 굿이나 제관의 독축헌작이나 마을 사람들의 농악

으로 연행되는데 서낭굿·당산굿 또는 천왕굿이라 이르는 것이 바로 마을 사람들이 농

악으로 연행하는 마을굿을 가리킨다. 따라서 서낭굿·당산굿이니 천왕굿이니 하는 것은 

굿의식 한가지로 꼽히는 동시에 농악의 한 부문으로 꼽힌다. 강원도에서 현재 남아 전

하는 원주매지농악의 단오서낭제농악, 평창둔전편농악의 용평서낭굿농악이나 동해망상농

악의 괴란고청제농악과 같은 서낭굿농악을 볼 수 있다.

지신밟기농악은 농악대들이 서낭당에서 서낭을 모시고 악기(쟁기)를 치며 마을에 내려

와 집집마다 들러 액을 물리고 복을 불러드리는 의식을 마당밟기·지신밟기 등으로 부

른다. 이런 의식은 원래 마을굿에서 서낭을 모시고 지역을 도는 것에서 나온 것이지만 

마을 서낭굿과 별도로 벌이기도 한다. 특히 마을 서낭굿이 정초에 벌어지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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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정초에 집가심을 하기 위하여 마당밟기를 따로 벌이는 경우가 많다. 농악대들이 

마당밟기를 하게 되면 먼저 서낭대를 들고 악기를 치고 서낭당에 가서 서낭을 받고 내

려와 공공기관이나 공동우물에서 축원하고 나서 집집마다 들러 고사굿을 친다. 문굿·

마당굿·성주굿·조왕굿·터주굿·장독굿·마구간굿·샘·측간굿 등 집안 구석구석 굿

을 쳐준다. 각 굿에는 고사반이 있는데 구호로 외치거나 소리로 축원한다. 특히 성주굿

의 경우에는 주인이 대청이나 마루 또는 앞마당에 쌀과 돈으로 고사 상을 차려 놓으면 

농악대 가운데 상쇠가 고사소리를 불러 축원해준다. 고사 상에 내놓은 쌀과 돈을 농악

대가 가져가는데, 이를 모아서 마을 공동기금으로 쓰고 있다. 동해 망상농악에서는 정초 

정월대보름날 마을 서낭당에서 고청제를 올리고 난 후 악기를 쳤다고 하며, 서낭제 이

후 마을 지신밟기농악과 걸립농악을 하고 있다. 

걸립농악은 농악 가운데 풍장을 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고사를 지내주고 쌀과 돈

을 걷는 농악을 걸립 또는 걸립굿이라 이른다. 걸립을 목적으로 마당밟기를 하는 굿패

를 걸립패라 이른다. 걸립은 돈을 걷는 목적과 굿패의 성격에 따라 서당걸립·나무걸

립·절걸립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서당걸립은 마을의 서당(書堂)을 세우기 위해 하는 

걸립이고, 나무건립은 마을 건물의 중수나 다리를 놓기 위하여 나무를 마련하기 위해 

하는 건립이다. 절걸립은 절을 중창하기 위해서 걸립패를 사다가 벌이는 걸립이다. 현재 

강원도 일대에서 볼 수 있는 걸립농악은 정초에 간단한 마을 기금을 위해 약식으로 연

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두레굿농악은 농민들이 김매기하며 연주하는 농악이다. ‘두레굿’, 또는 ‘두레풍장’이라 

이른다. 두레는 농민들이 일을 하기 위하여 꾸려진 노동조직체의 일종으로 두레에는 감

당하는 일감에 따라 모심기두레·김매기두레·길삼두레·보두레·풀베기두레 등 여러가

지로 나누어진다. 강원도의 경우 농악을 치며 일을 하는 두레는 주로 김매기농악이다. 

큰 마을에서 모심기가 끝나고 나면 김매기 두레를 조직하는데 이를 ‘두레짠다’·‘길짠

다’·‘대동차린다’ 고 한다. 두레를 짜게 되면 먼저 영좌·좌상·유사·총각대방 등 임원

을 조직하고 두레기와 영기 그리고 풍물을 장만한다. 들에 나가 논에 당도하면 기를 논

둑에 세우고 한참 자진가락을 쳐 흥을 돋운 다음 농악기를 논둑에 놓고 김을 매는 것

이나 고장에 따라서는 김맬 때에도 일부 농악기를 치는 일이 많다. 김맬 때에는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구라 하여 북 하나만 치는 지역도 있고, 북·꽹과리·장구는 단잽이

로 하나씩만 치는 지역도 있고, 북·꽹과리·장고·징까지 네 악기를 집단으로 치는 지

역도 있으나 소고는 치지 않는다. 김매기를 모두 마치고 마을로 들어올 때면 농사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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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 머슴을 장원으로 뽑

아서 소에 태우고 소년들

은 무동태워 춤추게 하고 

풍장을 치고 소리를 하며 

마을로 들어오는데 이를 

‘장원질’이라 한다. 동해시 

망상동에서는 ‘판례’라 하

였으며, 평창군 대화면에

서는 대방을 뽑는 놀이를 

하는데 이를 ‘대방놀이’라 하였다. 김매기가 끝나면 칠월 백중 무렵에 날을 받아 이를 

호미씻이, 질먹기 등 고장에 따라 갖가지로 부른다. 이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판굿을 

치고 노는데 강릉지역의 질먹기농악에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놀이를 펼치는 뱃놀이

농악이 있어 주목된다.

판굿은 스스로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구경꾼을 위해서 치는 농악을 이른다. 대부분의 

농악이 의식이나 노동이나 행진을 위해서 연행되는데 견주어 판굿을 즐기기 위해서 치

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농악이라 할 수 있다. 마을 농악대들이 서낭굿이나 마당밟기를 

할　때 대가집 큰 마당에서 치기도 하고, 걸림패들이 밤에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치기

도 하고, 두레패들이 두레놀이를 하면서 즐기기 위해서 치기도 한다. 이런 판굿의 기예

가 발달하게 되면서 남사당패와 같이 판굿을 쳐 구경꾼에게 돈을 걷는 놀이패들이 생겼

다. 오늘날 한국민속예술축제(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나, 농악경연대회에서 연주하는 농악

은 거의가 판굿이다.

2. 전승현황

강원도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동과 영서로 나눌 수 있듯이 농악에 있어서도 영동

농악과 영서농악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그 근거는 농악의 연주시기, 농악대의 편성과 

복색, 쇠가락 등의 차이에 의한다. 영동농악은 강릉·동해·삼척·양양·속초·고성지역

의 농악을 포함하고, 영서농악은 춘천·원주·횡성·홍천·양구지역의 농악을 포함한다.

강원도 내에서는 198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마을마다 농악이 전승되고 있었으나, 현재 

평창 대방놀이(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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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되고 있는 마을 농악은 문화재로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제11-4호 강릉농악, 강원

도무형문화재 제15-1호 평창둔전평농악, 15-2호 원주매지농악, 15-3호 동해망상농악 등

이다. 그 밖의 지역에도 보존회가 결성되어 전승을 하며 강원도 마을농악의 맥을 잇는 

춘천뒤뚜루농악, 삼척의 조비농악, 정선의 낙동농악, 속초의 도리원농악, 양양의 잔교농

악 등이 있다. 여기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강원농악의 전승현황을 기술하고, 현재에도 맥

을 잇고 있는 농악이나 전승이 단절된 농악은 일일이 모두 기술 할 수 없으므로 사진

으로만 몇몇 소개하고자 한다.

춘천 금병농악(1984년) 춘천 석사농악(1984년)

원주 오리현 농악(1990년) 속초 도리원 농악(2001년)

삼척 조비농악(1984년) 삼척 조비농악(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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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서낭골 농악(1993년) 홍천 농악(1986년)

홍천 동면 좌운농악(1997년) 영월 서면 광전농악(1992년)

영월 서면 광전농악(1992년) 영월 무릉농악(1989년)

영월 승당농악(1990년) 정선 낙동농악(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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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릉농악

강릉은 예부터 소박한 향토농악을 비롯하여, 독특한 전통문화 예술이 보존,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는 영동지역의 중심지이다. 강릉은 오랜 옛날부터 단오날이 되면 단오제 행

사를 성대하게 베풀어 오고 있는데 농악이 전체행사의 분위기를 복 돋아줄 뿐만 아니

라 주민들 전체를 흥겹고 즐겁게 해주며, 친목과 화합의 기틀을 다지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강릉농악의 특색은 당굿이 없고 지신밟기가 있다. 사설이 길고 다양하며, 횃불놀

이나 두레굿 그리고 바닷가에서 펼치는 풍어제(배굿)가 있다. 농악대원의 수는 사물(四

物)·소고·법고·무동이 각각 동수로 편성되며, 복색은 벙거지와 상모가 독특하며 고깔

이 이색적이다. 또한 예능적 특색은 가락이 외가락인 점과 무동춤과 농사풀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위로는 함경도, 밑으로는 동해안 지역의 경상도에 이르는 농악

철원 토성농악(1983년) 인제 기룡 베틀농악(1983년)

고성 교동농악(2001년) 양양 잔교농악(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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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서적으로나 쇠가락·춤 등이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강릉농악의 가락은 대부분 외가락으로 되어있고 가락이 단조로우며 소박한 맛이 난다. 

복색은 경상도농악과 비슷하나 머리에 쓴 벙거지가 특이하다. 예컨데, 벙거지 위에는 짚으

로 엮어서 문종이를 붙인 상모지가 길게 달려있는데(속칭 남자 성기를 상징한다고 한다) 

이는 강릉 주변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무동들이 쓰고 있는 

고깔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꽃송이가 작고 꽃송이가 많이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농악의 편성은 농기수·호적·상공원(상쇠)·부쇠·삼쇠·징수·장구수·큰북수·소고

수·법고수·무동 등으로 되어 있는데, 마당굿(판굿)을 할 때의 행진놀이는 다른 지역 

즉, 강원도 영서농악, 경기 및 충청농악, 호남우도농악, 호남좌도농악에 비해서 진풀이가 

‘멍석말이’와 ‘진놀이’정도로 단조롭고 인사굿·뒷굿·발맞추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

는 무등타기는 근래에 생긴 놀이라 할 수 있다. 강릉농악에서 다른 지역의 농악에 비하

여 특별히 다른 것은 ‘농사풀이’라는 농경모의적 몸짓춤이라 할 수 있다. 

강릉농악은 마을농악과 마을 공동체적 예술세계를 잘 보여주며, 세시풍속과 조화롭게 

우리 강릉지역의 특질과 함께 잘 맞물려 세시농악으로 발전해 왔다. 이는 과거 우리 농

촌의 삶이 농악과 함께하는 것이었으며, 다목적의 기능을 가진 멋스러운 종합예술이었

음을 알 수 있게한다. 농악의 악기 연주는 음악이요, 힘찬 몸짓은 무용이요, 그 속에서 

부르는 고사소리나, 비나리 그리고 김매기 소리는 노래였다. 그야말로 가무악(歌舞樂)의 

실제가 그 속에 녹아 들어있다. 강릉농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정월지신밟기농악 : 정월 대보름날부터 사나흘 동안 마을 집집을 돌며 덕담고사를 

하고 지신을 밟아 주는 농악이다. 이때에는 서낭굿→문굿→마당굿→조왕굿→성주

굿→측간굿→용왕굿(우물고사)→장독굿 순으로 집안의 구서구석 지신을 밟아 준다. 

마을의 대가집에서는 마당굿을 할 때 멍석말이·황덕굿·진놀이·농사풀이·자매놀

이 등의 판굿을 더 얹어서 놀아 준다.

②  정월대보름달맞이농악 : 강릉에서는 정월대보름날 마을의 높은 산에 올라 달맞이

를 하며 한 해의 소원 성취를 기원한다. 이 때 보름달이 떠오르면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농악놀이를 하는데 이를 정월대보름달맞이농악이라 한다. 

③  정월대보름다리밟기농악 : 이 농악은 정월대보름날 달맞이를 하고 나서 농악대를 

앞세우고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다리를 밟으러 나간다. 이 때 하는 농악을 다리밟

기농악이라 한다.

④  2월좀상날답교농악 : 2월 초엿새 좀상날에 다리를 밟으며 하는 농악. 2월 좀상날

다리밟기농악이라고도 한다. 이 농악은 주로 사천면 하평리 마을에서 전승된다. 

하평마을에서는 대보름과 좀상날에 두 번이나 다리밟기를 하였다. 다리를 밟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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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악대의 상쇠가 “앗따! 이다리 잘 놓았다. 술렁술렁 건너가자”하고 소리를 메기면 

나머지 사람들이 합창으로 함께 따라 부른다. 또한 다리의 중간쯤에서 달을 향하

여 상소가 “술령수 ○○년 이월 좀상날 이 다리 밟고 금년 농사 대풍으로 이루어

주시오”라고 술령수를 치고 다리밟기를 계속한다. 

⑤  횃놀이농악 : 이 농악은 정월대보름날 달맞이를 하고 나서 농악대를 앞세우고 마

을 사람들이 마을의 다리를 밟으러 나간다. 이 때 하는 농악을 다리밟기농악이라 

하고, 달맞이나 다리밟기를 할 때 마을과 마을 사이에 싸움이 있었는데 이를 다리

뺏기싸움이라 하며, 이 때 울리는 농악을 횃놀이농악이라 한다.

⑥  걸립농악 : 강릉지역 농악패들이 마을 농악대의 기금과 마을 공동기금을 마련하

기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하여 벌이던 농악이다. 이 농악은 상쇠의 인솔로 먼저 마

을 서낭당에 들려 서낭굿 농악을 한다. 그리고 서낭님을 농기(굿대)에 모시고 마

을 우물에서 우물고사를 지낸다. 이후 각 가정을 방문하여 본채와 장독·부엌·측

간(화장실)을 차례로 돌며 고사반을 하고 주인과 함께 마당에서 지신밟기를 하며 

가정의 평안과 복을 기원한다. 농악대의 걸립굿이 끝나면 주인은 음식을 장만하여 

농악대를 위로하고, 곡식이나 현금을 내 놓으면 이를 모아 마을기금이나 농악대의 

기금으로 활용한다. 이 걸립굿은 강릉지역에서는 다리걸립이 유명했었다.

⑦  화전놀이농악 : 화전놀이농악은 봄농사가 끝나고 모심기를 하기 전 마을 사람들

이 농악을 갖추고 화전놀이를 하러 간다. 이 때 하루 꽃구경과 함께 농악놀이를 

하였다. 

⑧  질먹기농악 : 모내기와 아이·두벌·세벌 김매기가 끝나면 그 동안 질을 짜서 일

을 했던 품 계산을 하고 농군을 위로하기 위하여 마을마다 날을 받아 질먹기를 

하였다. 질먹기는 집집마다 좋은 음식과 술을 장만하여 농군들을 잘 대접하였으며 

이 때 마을 주민과 전체가 어울리는 흥겨운 농악이 질먹기농악이다.

⑨  강릉단오 대관령서낭제 길놀이농악 : 음력 5월 3일 강릉단오제의 대관령국사서낭

님 내외분을 모시고 강릉여서낭당에서 남대천 가설굿당으로 행차하는 영신행차에

서 하는 길놀이 농악이다. 흥겨운 강릉농악 가락의 흥겨움이 강릉단오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⑩  뱃놀이농악 : 뱃놀이농악은 여름농사가 끝나고 마을 농악대를 꾸려서 농군들이 비

닷가 마을에서 배를 빌려 하루를 흥겹게 노는 농악을 말한다. 대체로 이 뱃놀이가 

끝나면 가을농사 절기로 접어든다.

강릉농악은 농기수1·쇄납1·상쇠1·부쇠1·삼쇠1·열두발상모1·징수2·장고수2·북수 

3·법고8·소고8·무동8명으로 편성된다. 강릉농악에는 잡색이 없다. 악기 구성은 꽹과

리·징·장구·북·소고·법고·쇄납[호적·날라리] 등이 있으며 소고와 법고가 구별된다.

① 농기 : 흰바탕 광목에 검은 글씨로 ‘農者天下之大本’이라 썼고 옆은 검은색의 삼각

술을 달고 하단에는 붉은색·노란색·청색의 술을 길게 달았다. 20m 정도의 농기 

꼭대기에는 꿩장목을 매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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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꽹과리 : 악학궤범에 소금(小金)으로 기록하고 있다. 강릉에서는 이를 ‘꽹쇠’ 라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음색이 강하고 높은 것을 ‘숫꽹과리’라 하고 상쇠가 치

며, 음색이 부드럽고 낮은 것을 ‘암꽹과리’라 하고 부쇠가 친다. 농악놀이의 전 과

정은 상쇠의 지휘에 따라 진행 된다. 강릉농악은 상공(상쇠)·부쇠·삼쇠로 구분한

다. 꽹과리 채 끝에는 청·황·홍 또는 백·홍·연두의 삼색천 너설을 30㎝ 정도

로 매단다.  

③ 징 : 이 악기는 악학궤범에 대금(大金)으로 기록하고 있다. 정(鉦)·금정(金鉦)·

금(金)·금라(金鑼)·나(鑼) 등 여러 이름이 있으나 모두 같은 종류의 악기로 
‘징’ 같은 것이다. 전두리에 뚫린 구멍에 끈을 달고 한 뼘 정도의 나무로 손잡이

를 만든다.  

④ 북 : 경기농악의 북과 같다.

⑤ 장고 : 오른손에 채 장(杖)를 들고 오른손으로 북쪽을 친다 하여 장고(杖鼓)라 하

였다 한다. 또 공명통의 양쪽머리는 크고 중간 허리는 가늘다 하여 세요고(細腰

鼓)라는 이름도 있다. 

⑥ 소고 : ‘소구’라고도 부르며, 작은 법고와 구별된다. 남부 지역에서는 ‘매구북’이라고

도 한다. 통의 지름 26㎝, 높이 6㎝ 정도, 자루는 9㎝ 정도다. 양쪽 면에 개가죽을 

대고 팽팽하게 얽어맨다. 대나무로 30㎝ 정도의 채를 만들어 친다. 소고잽이는 8

명으로 ‘상소고’·‘둘째소고’ 식으로 불러 마지막 소고를 ‘끝소고’라 한다. 

⑦ 법고 : 흔히 ‘벅구’ 또는 ‘미지기’라 부르는데, 소고보다 작으며 지름이 18㎝, 높이 

4㎝ 정도의 개가죽을 양쪽에 붙여 만든다. 자루가 없이 손으로 끈을 감아쥐고 

치고, 법고채는 가는 막대기를 사용한다. 잽이는 ‘상벅구’에서 ‘끝벅구’로 구분해서 

부른다.    

⑧ 태평소 : 흔히 ‘쇄납’·‘호적’, 또는 ‘날나리’라고도 한다. 이러한 명칭은 외래 악기임

을 암시한 이름이다. 호적은 호인(胡人) 즉, 몽골인의 피리라는 뜻이다. 태평소와 

비슷한 악기를 이란에서는 수르나이, 인도에서는 쉐나이, 터키에서는 소르나이다. 

중국에서는 ‘소나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쇄납을 중국어 발음으로 읽은 것이다. 태

평소는 의식음악과 함께 농악에서 흥을 돋우고 불교음악·시나이·무용반주 등에

서 널리 사용한다.  

⑨ 상모 : 상모지가 달린 벙거지를 상모라 한다. 이 상모는 짚으로 엮어서 만들거나

문종이를 붙여서 만들었다. 상모 꼭지는 나무로 깎아서 ‘우늘’ 또는 ‘꼬두마리’라는 

작은 꼭지를 단다. 꼬두마리에는 실을 꼬아 고리를 만들고, 고리 끝에 구슬을 꿴

다. 구슬이 없으면 올무를 써서 굵은 실을 1척 가량 다는데 이것을 ‘채’라 한다. 

채 끝에는 ‘상모지’라 하여 길이 90㎝ 정도의 백지를 달고 끝은 제비초리와 같게 

가운데를 잘라낸다. 구슬이 없으면 한 치 정도 되는 흰 종이를 가늘게 썰어서 빽

빽하게 다는데 이를 ‘퍽’ 이라 한다. 상모는 상모지기 달린 것과 상모지를 달지 않

은 방망이 상모 두 종류가 있다.

⑩ 고깔 : 무동과 기수·쇄납이 머리에 쓰는 것을 고깔이라 한다. 한 변이 30㎝쯤 되

는데 문종이를 네모로 접어서 만든다. 얇은 종이를 백·청·황·적색으로 물들여 

만든 종이꽃을 30~40개까지 빽빽하게 다는데 우리나라 농악대 중에 꽃의 수가 가

장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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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색은 기본적으로 삼베 또는 흰색 바지저고리를 입는다. 신발은 일반적으로 짚신을 

신고, 무동을 제외한 전 농악대는 행전을 친다.

① 농기수 : 흰 바지저고리를 입고 양어깨에 청·홍·황 삼색 띠를 어깨와 허리에 두

르고 고깔을 쓴다. 행전을 친다.

② 쇄납 : 복장은 농기수와 같다. 행전을 친다. 

③ 상쇠 : 강릉농악에서는 상쇠를 상공이라고도 한다. 흰 바지저고리에 남색 등지기

를 걸친다. 그 위에 삼색 띠를 매고, 상모지가 달린 채상에 벙거지를 쓴다. 행전

을 친다.

④ 부쇠 : 상쇠와 다르지 않다. 부쇠는 남색등지기를 입지 않는다. 행전을 친다.

⑤ 삼쇠 : 상쇠와 다르지 않다. 삼쇠는 남색등지기를 입지 않는다. 행전을 친다.

⑥ 징수 : 흰 바지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삼색 띠를 매고, 상모지가 달리지 않은 방

망이 상모를 쓴다. 행전을 친다.

⑦ 장고수 : 흰 바지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삼색 띠를 매고, 상모지가 달리지 않은 

방망이 상모를 쓴다. 행전을 친다.

⑧ 북수 : 흰 바지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삼색 띠를 매고, 상모지가 달리지 않은 방

망이 상모를 쓴다. 행전을 친다.

⑨ 소고수 : 흰 바지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삼색 띠를 매고, 퍽을 단 벙거지를 쓴다. 

행전을 친다.

⑩ 법고수 : 흰 바지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삼색 띠를 매고, 상모지가 달린 상모를 

쓴다. 행전을 친다.

⑪ 무동 : 붉은 치마에 노랑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쾌자를 걸친다. 삼색 띠를 매고, 

고깔을 쓴다. 지금도 남자가 무동을 할 때는 말총머리를 매달기도 한다. 

강릉의 농악 가락은 억세고 활달하며 강건한 느낌을 준다. 이는 가락의 속도가 다른 

지역의 가락에 비해 빨라서 그러하다. 외가락을 길고 반복하게 써서 맺고 풀어가는 변

화가 단조롭다. 하지만 힘이 있고 그 가락을 따라 많은 인원의 농악대원이 일사불란

하고 역동적으로 뿜어내는 춤사위는 마을농악 즉, 공동체 농악의 힘을 보여주는 것으

로 강릉농악의 가장 특질적인 요소이다. 강릉농악에 쓰이는 가장 중요한 쇠가락에는 일

채·이채·삼채·사채·길놀이(신식행진가락)·굿거리·구식길놀이 따위가 있다.

① 일  채 : 마당굿(판굿)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쇠가락이다. 

② 이  채 : 2분박 좀 빠른 4박자이며, 꽹과리는 아래와 같이 친다.              

③ 삼  채 : 3분박 좀 빠른 4박자(8분의 12박자)이다. 

④ 사  채 : 3분박 빠른 4박자 (8분의 12박자)이다. 

⑤ 길놀이 : 신식행진가락이라 한다. 행진에는 길놀이 가락을 치는 것이나, 최근에는 

행진에 2분박 좀 빠른 4박자(4분의 4박자)로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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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굿거리 : 춤출 때 치는 가락으로 3분박 좀 느린 4박자(8분의 12박자)이다. 

⑦ 12 채 : 구식 길놀이 가락이라 한다. 행진할 때 치는 가락으로 3분박 보통 빠른 

4박자(8분의 12박자) 경기농악의 굿거리와 같은데 이곳에서는 12채라 하나 그 이

유는 알 수 없다.

강릉농악의 소고춤과 무동춤은 명품으로 매우 역동적이다. 여러 과장에서 만날 수 있

고, 등장하는 소고와 무동의 춤사위는 바로 일상적인 동작으로 달리듯 뛰어 나오는 동

작이다. 그리고 음악 가락과 모두 조화되어 경쾌하고 힘이 있으며 진취적이다.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간단한 동작이 연속적으로 반복될 때 분출되어 나오게 되는 상

승의 힘인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그 힘이 공동체적으로 수 십 명의 힘이 합쳐질 때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생긴다. 

농사풀이 과장은 농사짓던 모습을 그대로 모의동작과 춤으로 함께 엮어낸다. 그야말로 

일과 놀이가 한데 어우러지고 하나 되어 조화롭게 흥을 돋우어 일의 능률을 높이고 생

산력을 향상시킨다. 농사일을 흥겹게 나타내며, 농사모의 동작으로 한다. 실제 농사일의 

몸짓이 가락을 타면서 춤사위로 정형화하여 쉽고 간단하게 무언극처럼 나타내는데, 그러한 

과정이 훌륭하게 춤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악기와 소도구를 모두 농기구

화 하여 농무(農舞)로 보여 준다. 상모춤과 열두발상모춤에서는 다양한 춤사위가 있다.

[상모사위]

● 외상치기(외사) : 머리에 쓴 상모를 한 쪽으로 돌리는 사위이다.

● 양상치기(양사) : 상모를 양쪽으로 번갈아 돌리는 것을 말한다.

[열두발상모 사위]

● 서서 돌리기    : 선 자세로 상모를 돌린다.

● 팔짱끼고 돌리기 : 팔짱을 낀 채로 돌린다.

● 책상다리 앉기  : 책상다리로 앉아서 팔짱 끼고 돌린다.

● 옆 누워 돌리기 : 옆으로 누운 채로 돌린다.

● 구르는 사위    : 데굴데굴 구르는 시늉을 하며 상모를 돌린다.

● 거북 사위      :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기어가는 걸음걸이로 상모를 돌린다.

● 개구리 사위    : 순간적으로 개구리처럼 펄쩍펄쩍 튀어가며 돌린다.

특히 강한 가락과 이에 맞추어 투박한 남성이 춤을 추는 소고춤과 무동춤은 강릉농악

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의 몸짓 곧 춤사위다. 이것이 강릉농악의 명품이다. 강릉농악의 

춤사위는 예쁘게 추는 춤사위가 아니었다. 남성들의 거칠고 억세고 힘찬 춤사위가 강릉

농악 춤의 상징이다. 이 처럼 강릉농악에서 볼 수 있는 춤은 삶의 어려운 응어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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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에 풀어내는 감동의 예술세계이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즐거운 마음으로 다

시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게 한다. 진정 신명나는 신바람의 놀이판이고, 춤판이다. 

이러한 판이야말로 우리 농악의 모습이다. 남녀노소가 참여한 진정한 의미의 화합의 공

동체 예술마당이다. 그것은 바로 우주 자연과 일치한 건강하고 역동적인 삶의 살아있는 

예술적 승화의 판을 이루는 것이다. 

강릉농악은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며, 생산현장에서 생산을 돕는 노동무의 구실이 컸

고, 풍요를 기리는 제사의식까지 확대되어 음악을 바탕으로 한 가무악(歌舞樂)의 종합예

술로 발전한 것이다. 또한 걸립농악은 보통 마을의 공동기금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먼

저 서낭굿을 하고 마을 우물에 가서 용왕굿을 한 다음 가가호호의 고사굿을 해주고, 대

가집의 마당에 모여 걸립농악패의 특기를 보여주는 판굿을 한다. 농악무는 흔히 굿거

리·자진모리·휘모리와 같은 장단으로 연행되며, 굿거리 춤사위는 구성지고 부드러우며 

자진모리 춤사위는 흥겹고, 휘모리 춤사위는 씩씩하고 활기찬 남성 춤사위를 보여 준다. 

강릉농악의 판굿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굿→두루치기→발맞추기→성황모시기→칠채멍석말이→오방지신밟기→황덕굿→농사

풀이→오고북놀이→삼동고리→열두발상모→굿거리→뒷풀이

오늘날 강릉농악의 판굿은 강릉농악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받으며 거의 굳어진 상

태이다. 이러한 사정은 지정 받을 당시의 가락과 춤사위 그리고 판굿을 원형대로 지켜

야 한다는 보존의 철학이 철저하게 지켜진 까닭이다. 앞에서도 살폈듯이 강릉지역에는 

여러 종류의 농악이 존재했다. 그러나 1960~1970년대를 지나면 농사풀이 중심의 판굿

이 강릉농악 판굿의 대세를 이루었다. 이를 바탕으로 인근지역 즉, 영동농악문화권의 판

굿에 그대로 영항을 주게 된 것이다. 농사풀이 판굿은 강릉농악의 가장 큰 특질로 이해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여타의 농악에 그대로 영향을 주어 현재에는 지신밟기농악이

나, 걸립농악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전승되고 있는 

판굿도 농사풀이 중심이어서 다른 종류의 농악에서 볼 수 있는 좋은 내용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가락이나 마당을 상쇠가 적절하게 연출하여 그 모양새를 

좋게 판으로 짜는 것을 판굿이라 한다. 강릉농악의 판굿에서 인사굿, 두루치기, 발맞추

기의 경우 이는 판굿의 내용으로 보기 보다는 음악의 가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

고 황덕굿과장은 판굿의 농악놀이에서 어두워지면 큰 불을 피워 놓고 하던 놀음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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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동하여 황덕굿과장에서 굿거리 가락, 뒷풀이 가락을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사풀이 과장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성황모시기는 지신밟기를 하기 전, 마을의 서낭신을 모시는 의식이다. 강릉농악에서도 

지신밟기 농악을 하기 전에 서낭당에 가서 서낭굿을 친다. 서낭굿을 치고 나면 다시 농

악대들은 서낭기를 앞세우고 악기를 치며 가가호호 지신밟기를 원하는 집에 들러 지신

밟기를 하게 된다. 이 놀이는 우리 민속놀이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제의부분에 해당된

다. 우리 민속놀이는 신을 제일 먼저 위하고 모셔서 그 신의 가호 아래에서 복을 빌고, 

재액을 물리치고 놀이를 했던 원초적 의식의 하나이다. 

지신밟기는 지역에 따라 ‘마당밟기’ 또는 ‘매귀놀이’라고 하며 놀이의 절차와 등장인물 

및 복색 등에 차이가 있다. 이 놀이는 해마다 정월 초사흘 날부터 대보름 사이에 행한

다. 놀이의 선두에는 서낭기와 농기를 앞세우고 농악을 울리며 행렬을 만들고 가가호

호 방문하여 놀이를 한다. 이러한 지신밟기는 섣달 그믐날 궁중에서 축귀의식으로 행하

던 나례의식처럼 민간에서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잡귀를 쫓아내고 즐겁고 다복한 새해

를 맞이하기 위하여 행하던 놀이인 것이다. 또한 이 지신밟기는 집이나 마을의 터를 안

정시키고자 종교적·주술적 성격의 의례로 행하던 것이다. 부정한 일이 생기거나 잡신이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화의 주술적 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농사풀이는 강릉농악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나는 주목할 만한 대목으로 농민들의 소

박한 풍년기원의 마을농악과 두레농악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이 놀이는 한 해 동안의 

농경생활을 동작으로 나타내는 이른바 농경모의적 모방주술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프

레이저가 황금가지에서 밝힌 것처럼 ‘결과는 그 원인을 닮는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행

하므로 그렇게 된다는 또는 영향을 끼친다는 공감적 관념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모방

주술의 원리라 하겠다. 이러한 모방적 주술행위는 우리 민속현상의 실체가 모방적 주술 

행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특히 모방적 성행위 주술 양상이 그

것이라 하겠다. 

모방성행위는 궁극적으로 제액초복에 의한 생산의 촉진과 풍요다산을 기원하는 것으

로 집약된다. 사람은 결혼을 통해 음양(陰陽)의 응합(應合)을 이루며 생산이 가능해지는

데 음양의 응합이 활발할수록 생산력도 활발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풍요다산

도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민간인들은 이러한 음양의 법칙을 여러가지 모방성행위를 통

하여 상징화시켰던 것이다. 음력 정월 초하루나 보름, 섣달그믐날 또는 5월 단오에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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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집보내기 풍속이 있다. 과일나무가 있는 집에서는 과일나무의 두 가지 사이에 돌

을 끼워 두는데 이렇게 하면 그해 과일농사가 풍연이 든다고 믿는다. 이는 ‘Y’자로 벌

어진 나무의 두 가지를 여성의 성기로 보고 돌을 남성의 성기로 보아 성행위를 상징적

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것은 곧 생산(다산)과 직결되며, 특히 가수(嫁樹)의 대상이 감나

무·살구나무·대추나무·배나무 등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것들이라는 점에서도 이를 뒷

받침 해 준다. 이와 같이 상징적인 음양화합을 통해 풍요를 기원하는 것은 민속놀이에

도 잘 나타나 있다. 우리의 민속놀이가 대부분 임산부의 만삭에도 비유되는 음력정월 

대보름(만월)에 행하는 점으로 보아서 그 목적이 생산의 풍요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놀이 자체가 모방성행위의 양상을 띤 것도 있는데 줄다리기와 고싸움이 대표적인 예

라 할 수 있다. 줄다리기의 암줄과 숫줄은 서로 대립관계에 있으면서도 양(兩) 줄이 서

로 활발히 접촉하는 것(모방성행위)은 응합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암줄이 승리

하는 것을 풍년으로 여기는데 이것은 성행위의 결과로 출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

성 쪽이 담당하게 되면 이 출산은 곧 여타의 생산으로도 연결되어 농사나 어로의 다획, 

다산 및 풍요의 의미를 낳게 된다는 의미이다. 고싸움 역시 남녀로 편을 가르며 여자편

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한다. 고싸움의 놀이 방법이나 암수의 결정 등으로 보면 줄다

리기보다 더욱 모방성행위의 성격이 강하게 묘사된다. 또 혼례 때에 신부가 가지고 가

는 혼수감 속에는 대개 요강이 필수조건처럼 따른다. 요강 속에는 찹쌀을 넣어 가는 것

이 통례인데 이것은 부부금술이 찹쌀처럼 좋아진다는 일반적인 견해가 있다. 이렇게 보

면 모방성행위 혹은 그와 유사한 민속은 결국 생산·풍요 다산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

로 귀착시킬 수 있다. 이처럼 벼농사 중심의 강릉농악 농사풀이 놀이는 궁극적으로 제

액초복(除厄招福)에 의한 생산의 촉진과 풍요다산을 기원하는 모방주술성이 강한 성격의 

놀이라 할 수 있다. 

황덕굿의 황덕은 지역말로 규모가 제법 큰 모닥불의 다른 말이다. 황덕굿이란 황덕불

을 피워놓고 노는 것을 말한다. 이 놀이는 농악놀이 가운데 뒷부분에 있음으로 뒷풀이

에 해당한다. 놀이가 시작될 때 서낭신을 모시고 함께 놀이가 끝나면서 제의적 성격에

서 유추한다면 소제(燒祭)의식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축제의 놀이판에서 신을 돌려

보낸다는 의미와 함께 불[火]로써 나쁜 모든 것을 정화(淨化)하고자 하는 주술의식의 하

나이다. 이는 불이 살아있는 모든 것, 즉 질병과 죽음 등 해로운 존재들을 태워버림으

로써 정화하는 기능으로 불이 사용되었다는 이론에 비추어 볼 때 놀이 또한 불의 주술

적 성격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놀이 과장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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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농악(2004년)

강릉농악(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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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창 둔전평농악

강원도무형문화재 강원농악 제15-1호 평창 둔전평농악의 발생지인 용평면은 고려 때 

강릉군에 속하였으며 대화면·봉평면·진부면이 1906년(고종 10)에 관할권이 평창군으로 

이관될 때 용평도 포함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용전리·이목정리·속사리·

노동리·도사리는 진부면에 속했고, 백옥포리·장평리는 봉평면에 속했는데 이들 7개리

와 대화면 재산리를 합쳐 8개리로 1983년 2월 15일 용평면이 신설되었다. 현재 8개 법정

리(용전리·이목정리·속사리·노동리·도사리·백옥포리·장평리·재산리)와 15개 행정리, 

5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 생업은 벼농사를 짓는 백옥포리와 용전리 일대 농토를 

제외하고 대부분 밭에서 감자·옥수수·고랭지채소를 재배하고 있으며, 관광객이 많이 찾

는 속사리 주막거리 지역은 토종 먹거리 촌을 형성하여 다양한 향토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용평면은 태백산맥 지맥이 남

북으로 연결되는 지역으로 남한

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계방산

(1.577m)을 비롯하여 오대산·

백적산·금당산·운두령·양대

리재 등이 둘러싸고 있다. 또한 

계방산과 오대산에서 발원한 물

줄기는 노동리·속사리·이목정

리를 거치면서 용전과 장평·재

강릉 하평답교농악(1989년)

평창 백옥포 농악(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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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리로 흐르며, 태기산과 흥정산에서 발원한 봉평천은 백옥포리에서 속사천과 만나 금

당계곡으로 유입된다. 

용평면의 지세는 좌우로 높은 산이 둘러싸고 있으며 산골짜기를 따라 형성된 평원이 

마치 용이 승천하는 형국을 이루어 풍수지리상 용두형의 명당을 이루고 있는데 국립공

원 오대산이 자리잡고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고, 특히 율곡 이이선생 잉태지로 알려진 

다리개 마을은 신사임당의 남편 이원수가 판관벼슬을 하고 거처했던 곳이라 하여 판관

대(判官垈)라는 명소가 있다. 아울러 용평면은 백옥포와 속사리까지 6개 마을을 가로질

러 2개의 톨게이트를 거쳐서 서울·강릉·춘천·원주를 잇는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용평면 면사무소가 위치한 용전리는 본래 강릉에 속했으나 

1906년 평창군에 편입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통폐합 당시 둔전동과 방덕동을 병합하

여 용전리라 불렀다. 둔전평농악은 둔전동 일대에서 전승된 농악으로 이 지역의 비옥한 

농토에서 오랫동안 주민들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현재 전승되는 평창 둔전평농악의 특징은 빠른 쇠가락이다. 실제로 전국에서 가장 빠

른 가락이라는 강릉농악보다 한 박자 빠른 것으로 들리는데, 발걸음이 타 농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춤사위의 흥겨움과 소박한 동작들이 묻어난다. 그것은 용평면에서 오

랫동안 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어서 연희를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둔전평농악놀이의 시작은 서낭신목에 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정초 대보

름 무렵부터 농악이 행해지므로 지신밟기와 달맞이를 통해 한해의 풍요와 안녕, 대원간

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있다. 이와 같이 땀과 신명의 가락으로 계승되는 둔전

평농악은 빠른 걸음, 십이채가락, 열두발 상모돌리기, 투박한 춤사위, 그리고 손수 제작

하여 사용하는 독특한 모양의 퍽상,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단동고리와 삼동고리받기, 

흥미롭게 펼쳐지는 모의적 농사풀이를 통해 영동농악의 전통을 오늘의 평창 둔전평농악

이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창 둔전평농악은 옛 노인들의 구전에 따라 ‘구벅구 팔미동’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즉 법고가 9명, 무동이 8명으로 편성된다. 아울러 이들이 쓰는 벙거지와 상모·고깔은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든 것이며 무동춤과 농사풀이는 영동지역 농악의 특징을 담보하

고 있다. 

이곳 농악대가 쓰는 벙거지의 경우 주민들이 겨울동안 직접 짚으로 새끼를 꼬아서 둥

글게 감아서 직접 만들고 가에는 한지를 풀로 붙이는데 이것이 차츰 마르면서 벙거지 

끝이 말아 올라가면 보기 좋은 벙거지가 된다. 그리고 소고잽이가 쓰는 벙거지 끝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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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퍽상(퍽상모)’도 끝에 한지를 가늘게 썰어 붙이고 그 끝에 붉은색 종이꽃을 단다. 

이러한 벙거지 모습은 주민들이 손수 만들어 정성이 들어간 것으로 다른 지역 농악대

에서는 기념으로 사가기도 한다. 또한 농악대원들의 신발도 겨울 동안 대원들과 이목정 

노인회원이 직접 만든 짚신을 이용한다. 아울러 판굿의 연행내용 가운데 한 명의 대원 

위에 다른 한 명이 어깨위로 올라타는 단동고리받기와 한 명씩 어깨위로 올라타서 3층

을 만드는 삼동고리는 타지역에 없는 것이고 특히 단동고리위에서 열두 발 상모를 돌리

는 것과 삼동고리 받으면서 어린이가 높은 데에서 상모를 돌리는 것은 독특한 볼거리

다. 평창 둔전평농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농사놀이농악 : 이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농사짓던 모습을 농악가락에 맞추어 흥

겹게 농사풀이를 연출하는 농악이다. 영동지역 농악의 특색인 농식농악의 한 갈래

이며, 평창둔전평농악의 대표적인 농악의 하나이다.

② 용평서낭굿농악 : 용평서낭굿 농악은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마을신앙으

로 고유한 신앙체게를 농악놀이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주로 정초에 이루어진다. 

농악놀이는 서낭굿→지신밟기→풍년놀이→탑돌이→황덕굿마당을 판굿을 짜서 연행

된다. 2006년 이 농악은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③ 걸립농악 : 정초 음력대보름에 농악대들이 집집이 고사반을 하였는데 마을 서낭기

를 앞세우고 마을 집집마다 돌아 다닌다. 이때에는 서낭굿→귀비쌓기→망굿놀이→

황덕굿 미동돌이→멍석말이→십이채 상모놀이→십자걸이→팔진도→장사진→두통백

이→농사놀이→동고리→방아걸이 등의 판굿을 차려 놀았다고 한다.

④ 다리굿농악 : 정월대보름이나 정초 마을 걸립때에 다리를 만나면 치는 농악이다. 

서낭모시기→지신밟기→다리굿→농기뺏기→황덕굿 등으로 판굿을 한다.

    

둔전평농악의 악기 구성은 꽹과리·징·장구·북·소고·법고·쇄납 등이 있으며 소고

와 법고가 구별된다.

① 농기 : 흰바탕 광목에 검은 글씨로 ‘農者天下之大本’이라 썼고 옆은 검은색의 삼각

술을 달고 상단에는 붉은색, 노란색, 청색천을 횡 3단으로 순서대로 붙였다. 하단

에도 삼색술을 길게 달며. 20m 정도의 농기 꼭대기에는 꿩털을 한 묶음 매단다. 

크기는 타 농악대보다 조금 큰데 가로 80㎝ 세로 350㎝이다. 농기에는 정월대보름

날 걸립 때 각 호구에서 받은 실타레와 한지를 매단다. 

② 꽹과리 : 일반 농악 꽹과리와 다르지 않으며 상쇠1·부쇠2명으로 구분한다. 이것은 

상공·부쇠·삼쇠로 구분하는 강릉농악과 다른 편성이다. 꽹과리 채 끝에는 청·

황·홍의 삼색천 너설을 30㎝ 정도로 매단다.  

③ 징 : 징의 전두리에 뚫린 구멍에 끈을 끼우고 10㎝ 정도의 나무로 손잡이를 만든

다. 아울러 무게가 많이 나가므로 광목으로 끈을 길게 달아 어깨에 걸고 친다. 징



제24권 민속[구전·예술]  549  

농악 | 제4절

채는 끝에 천을 둘둘 말아 크게 만든 방망이를 사용한다.

④ 북·장고 : 북채의 경우 옹이가 있는 물푸레나무 끝을 다듬어서 북채로 사용하고 

장고 열채는 대나무를 가늘게 깎아서 사용한다.

⑤ 소고 : 흔히 ‘소구’라고도 말하는데 작은 법고와 달리 작은북이다. 지름 26㎝, 높이 

6㎝ 정도, 자루는 9㎝ 정도다. 양쪽면에 개가죽을 대고 팽팽하게 얽어매어서 이것

을 30㎝ 정도의 대나무 소고채로 치면 ‘탱탱’소리가 난다. 잽이는 8명으로 ‘상소고’, 

‘둘째소고’ 식으로 불러 마지막 8번째를 ‘끝소고’라 한다. 

⑥ 법고 : 흔히 ‘벅구’ 또는 ‘미지기’라 부르는데, 소고보다 작으며 지름이 18㎝, 높이 4

㎝ 정도의 개가죽을 양쪽에 붙여 만든다. 자루가 없이 손으로 끈을 감아쥐고 치

고, 법고채는 가는 소나무가지 막대기를 사용한다. 잽이는 ‘상벅구’에서 ‘끝벅구’로 

구분한다.         

⑦ 쇄납 : 태평소 또는 ‘날라리’라 부르며 자진모리와 휘모리의 전통가락을 부른다.

평창 둔전평농악은 신목잡이1·농기수2·태평소1·상쇠1·부쇠2·열두발상모2·징수3·

장고수4·북수5·법고9·소고8·무동8명으로 편성된다. 농악복색은 기본적으로 삼베 또

는 흰색 광목바지저고리를 입는다. 구체적으로 복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농기수 : 광목의 바지저고리를 입고 양어깨에 청·홍색띠, 허리에 황색띠를 두르고 

고깔을 쓴다.

② 쇄납 : 복장은 농기수와 같으며 놀음놀이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고 입장 후에 농기

옆 쪽에서 놀이 내용에 맞추어 분다.

③ 상쇠 : 광목으로 만든 바지저고리에 삼색띠를 매고 상모지가 달린 채상에 벙거지

를 쓴다. 부쇠의 복색도 상쇠와 다르지 않다. 상쇠는 강릉농악처럼 남색등지기를 

입지 않는다.

④ 징수·장고수·북수 : 광목의 바지저고리에 삼색띠를 매고 퍽상을 쓴다.

⑤ 소고수·법고수(상소고→끝소고) : 복장은 징수와 같으나 수건을 머리에 쓰고 퍽을 

단 벙거지를 쓴다. 법고는 벙거지 앞에 흰색 꽃을 고정시켜 달고, 꼭지에 채상을 

쓰고 소고의 경우는 위로 곧게 뻗친 퍽상 끝에 붉은 색칠을 한 종이꽃을 장식하

는데 남근 형상과 유사한 이러한 장식을 ‘좃방망이’라고 부르며 평창 둔전평농악의 

독특한 복색이다.

⑥ 무동(상무동→끝무동) : 무동은 종이꽃으로 장식한 고깔을 푹 눌러 쓰고 붉은 색 

동정이 달린 녹색 저고리, 분홍치마에 남색쾌자를 걸쳐 입는다. 

⑦ 상모 : 상모지가 달린 벙거지를 말하는데 둔전평농악은 짚으로 엮어서 만든다. 짚

벙거지는 벙거지에 색칠을 하지 못하므로 그대로 쓰는데 꼭대기에 나무로 깎아서 

‘우늘’ 또는 ‘꼬두마리’라는 작은 꼭지를 단다. 꼬두마리에는 실을 꼬아 고리를 만

들고, 고리 끝에 구슬을 꿴다. 구슬이 없으면 올무를 써서 굵은 실을 1척 가량 다

는데 이것을 ‘채’라 한다. 채 끝에는 ‘상모지’라 하여 길이 90㎝ 정도의 백지를 달

고 끝은 제비초리와 같게 가운데를 잘라낸다. 상쇠와 부쇠·징·장고·북은 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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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쓰고, 한 치 가량 되는 종이를 가늘게 썰어 빽빽하게 다는 ‘퍽상모’는 벅구·소

구가 쓴다. 둔전평농악의 퍽상모는 끝에 붉은색 종이꽃을 매달고 나오는 것이 이

색적이다.

⑧ 고깔 : 무동이 쓰는 고깔은 한쪽 변이 30㎝ 쯤 되는데 문종이를 네모로 접어서 만

든다. 얇은 미농지에 백·청·황·적색으로 물들여 만든 종이꽃을 10여 개 다는데 

강릉농악 무동 고깔보다는 꽃 숫자가 적은 편이다. 안쪽에 끈을 매달아 벗겨지지 

않게 묶는다.  

평창 둔전평농악의 쇠가락은 일채·이채·삼채·오채·칠채·십이채·굿거리·질꼬내

기 등이 쓰인다. 질꼬내기는 길놀이 때 사용하는 행진채인데 옛날 길군악인 ‘행진쇠’·

‘이채 질꼬내기’·‘삼채 질꼬내기’·‘십이채 질꼬내기’가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가

락은 다음과 같다.

① 일채 : 한마치로 농사풀이에서 주로 사용하며 3분박 매우 빠른 4박자(8분의 12박자)

로 꽹과리는 ‘갱→개, 갱→개, 갱→개, 갱→개’로 치고 징은 첫째와 셋째 박에 1점

을 친다. 2박을 한 장단으로 징을 2박에 한 번 치게 되므로 한마치 또는 일채라 

부른다. 농사풀이에 주로 사용된다.

② 이채 : 2분박 좀 빠른 4박자(4분의 4박자)로 꽹과리는 ‘갱→개개갱→갱→개개갱→’으

로 치며 징은 첫째와 셋째 박에 1점씩 치고 상모놀이에 쓰인다. 

③ 삼채 : 춤을 출 때 폭넓게 쓰는 가락으로 3분박 좀 빠른 4박자(8분의 12박)이고 

꽹과리는 ‘갱→개 갱→개 갱→개 갯깽→’하며 징은 첫째·둘째·셋째 박에 1점을 

치는데 이것은 빠른 굿거리로 둔전평농악에서 많이 사용된다. 

④ 오채 : 삼채 두 장단으로 자여진 가락으로 삼채와 같이 3분박 좀 빠른 4박자(8분

의 12박자)로 꽹과리는 ‘갱→개 개개개 갱→개 개개개’로 치고 징은 첫박과 셋째 

박에 1점씩 치고 둘째 장단에는 첫째·둘째·셋째 박에 1점씩 친다.

⑤ 칠채 : 굿거리로 경기농악의 길군악 칠채와 같은 가락이다. 춤을 출 때 주로 치는

데 3분박 좀 느린 4분박(4분의 12박자)으로 징은 첫 박에 한 점친다. 이것을 강릉

에서는 팔채, 평창에서는 칠채라고 한다. 

⑥ 십이채 : 구식 질꼬내기 가락으로 3분박보다 빠른 4박자(8분의 12박자)로 일채, 이

채, 삼채, 오채, 칠채를 연결하여 친다. 이러한 채가락의 숫자가 둔전평농악이 강

릉농악과 차이인데 이곳의 삼채는 빠른 굿거리로 춤을 출 때 많이 쓰고, 칠채는 

느린 굿거리의 멍석말이가락으로 ‘갠지개갱→갠지개갱→갠지개 갠지개 갠지갱 갱

→’으로 친다.

현재 평창 둔전평농악에서 구체적으로 놀이내용에 사용되는 가락과 곡조는 다음과 같다.

① 입장 : 자진길군악인 ‘이채 행진채’를 치고 태평소는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하며 빠

르게 변하는 잔가락조의 자진모리로 시작하여 휘모리를 연주한다. 전반적으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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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내기 쇠가락 리듬은 강릉농악보다 빠르고 경쾌하다. 쇠가락이 모두 3분박, 4분

박으로 단조롭지만 12채의 경우는 복합적인 가락이 사용된다. 쇠가락은 대부분 외

가락으로 길게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다. 

② 지신밟기 : 오채가락에서 삼채, 다시 이채로 바르게 변화하며 태평소는 두 박자의 

시원한 휘모리곡조를 연주하여 농악대의 진퇴를 돕고 흥을 돋운다. 

③ 다리굿·서낭굿다리굿 : 상쇠가 ‘앗따, 그다리 잘놨다 출렁출렁 건네자’는 이채 가

락을 치면 나머지 잽이들도 같은 방식으로 친다. 서낭굿놀이에서도 이채로 ‘서낭님 

서낭님 동네밖에 서낭님’을 반복하여 친다. 

④ 농사풀이 : 쇠가락은 주로 일채와 이채 가락을 치고 태평소는 휘모리와 자진모리

를 섞어서 연주한다. 십자놀이에서는 십이채를 치고 태평소는 ‘니나노곡조’를 연주

하는데 이는 전래가락으로 애조 띤 느린 두 박자의 꾸밈이 있는 굿거리곡조다. 

⑤ 풍년놀이 : 주로 삼채와 오채를 주로 치고 간혹 십이채를 섞어서 치며 태평소는 

오채일 때 자진모리, 삼채일 때 휘모리를 번갈아 연주하다가 십이채에서는 느린 

굿거리곡조를 연주한다. 풍년놀이에 속하는 멍석말이에는 빠른 이채와 휘모리곡이

고, 열두발 상모에는 삼채·오채·이채를 번갈아 친다. 서서 돌릴 때는 삼채나 오

채, 개구리걸음으로 퇴장할 때에는 이채를 치고 태평소는 자진모리를 불다가 휘모

리로 맺는다. 동고리받기에는 오채를 치고 자진모리곡조를 분다. 마지막으로 황덕

굿에서는 다양한 쇠가락이 선보이는데 십이채·삼채·오채·이채 등 다양하며 태

평소는 메나리 굿거리·자진모리·휘모리곡조를 분다. 

  

춤사위는 다음과 같다.

 

① 상쇠춤 : 상쇠는 눈에 뜨이지 않게 춤을 추나 기분이 좋으면 꽹과리를 들고 채를 

양상치기로 흔드는 팔자형 동작이 나오고, 다른 잽이들과 같이 외상모, 양상모를 

돌리는 동작, 몸을 반바퀴 정도 빙글 회전(연풍대)하면서 꽹과리를 치는 동작 등

이 있다.

② 장고·북춤 : 장고와 북을 머리위로 들어 올리고 좌우로 춤추는 동작, 한 발을 앞

쪽으로 내디디면서 무릎을 굽혔다가 폈다하는 동작 등이 있다. 장고는 외방망이치

기와 양방망이치기가 있다. 

③ 소고춤 : 몸을 숙여 소고를 몸 앞으로 밀어 한 번 때리고 몸을 좌우로 틀면서 앞

으로 튀어 나가는 동작, 팔자형으로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가 내리면서 상모를 

돌리는 동작, 제자리에서 뛰면서 상모를 돌리고 소고를 몸 앞에서 가슴으로 올렸

다가 내리는 동작, 옆 걸음치면서 왼쪽 위로 소고를 올리고 내리는 동작, 한 발 

들고 소고를 가랑이 사이로 넣었다 뺐다하는 동작이 있다.

④ 법고춤 : 소고와 유사한데 법고를 몸 앞에서 한 번 치고 몸을 좌우로 틀면서 앞

으로 뛰어 나가는 동작, 법고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옆으로 벌려 휘돌리는 동

작, 옆걸음 치면서 손을 팔자형으로 양손을 머리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 법고

를 앞가슴에서 한 번 치고 다시 치고 밑으로 내리는 동작, 한 발 들고 가랑이 사

이에서 법고를 한 번 치면서 회전하는 동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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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열두발 상모춤 : 손을 땅에 대고 돌리는 외사, 등 뒤로 손을 얹고 돌리는 외사

와 양사, 배를 하늘로 향하고 돌리는 외사, 상모를 한쪽으로만 돌리는 외사, 상모

를 양쪽으로 번갈아 돌리는 양사, 서서돌리기, 팔짱끼고 돌리기, 옆으로 누워서 돌

리기, 데굴데굴 구르면서 돌리는 외사,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기어가는 걸음걸이를 

하면서 외사를 하다가 마지막에 개구리처럼 펄쩍 뛰어 일어나면서 열두발 상모를 

돌린다.  

⑥ 무동춤 : 가장 화려하고 활달한 춤사위를 추는데 손에는 수건이나 소도구를 들지 

않고 맨 손바닥을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하면서 춤을 추는 동작, 제자리에서 저고

리 앞 고름을 양 손으로 잡고 좌우로 흔들며 춤을 추는 동작, 오른 손으로 한쪽 

고름을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뛰어나가는 동작 등이 있다.

평창 둔전평농악의 농사놀이농악의 판굿은 지신밟기→서낭굿놀이→농사풀이→십자놀이→

풍년놀이→멍석말이→열두발 상모→동고리받기→황덕굿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지신밟기 : 지신밟기는 정월대보름부터 며칠동안 농악대원들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농악을 치고 고사를 올리는 것이다. 이것은 가정의 액을 물리쳐 한 해의 풍년과 

안녕을 미리 기원하기 위해 지신을 밟아준다. 이른바 삼국지 ｢위서동이전｣에 기

록된 바와 같이 수십 명이 한꺼번에 일어나며 서로 뒤를 따르며 발로 땅을 차고 

허리를 굽혔다가 하늘을 향해 악기를 치는 답지저앙(踏地低昻)의 마당이다. 신목

과 농기, 농악단기를 앞세우고 들어오며 쇠가락은 오채에서 삼채, 다시 이채로 빠

르게 변하면서 멍석말이로 말았다가 풀기를 몇 번 반복한다. 삼채가락으로 잽이들

이 각각 동서남북에서 원을 그리며 우측으로 돌고, 사채를 치면 상쇠는 잽이를 끌

고 우측으로 돌고 상소고는 소고잽이를 이끌고 끝장고 뒤를 따르고, 상법고는 끝

소고 뒤에 붙고, 상무동은 끝법고 뒤에 붙어 전원이 1열로 돈다. 대가집에서 지신

을 밟을 경우는 마당굿에서 멍석말이·황덕굿·진놀이·농사풀이 등 다양한 놀이

를 하고 마당굿·조왕굿·성주굿·측간굿·우물고사·장독굿 등을 하면서 집안 구

석구석을 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신밟기와 걸립을 같이 하는데 마당에서 지신

을 밟고 고사를 올려준다.  

② 서낭굿놀이 : 둔전평 마을 서낭신을 모시는 놀이로 상쇠의 지휘 하에 지신밟기 마

당에서 만든 둥근 원을 반대 방향으로 나가면서 푼 다음에 신목을 앞세우고 다시 

원을 만들며 들어와 축원고사를 올린다. 고사반이 올려지면 신목은 자연스럽게 상

하로 흔들리면서 신이 강림했음을 표시한다. 이때 농악대원들은 단풍나무 신목을 

향해 여러 차례 배례를 반복하며 한 해 농사가 풍년되기를 기원한다. 서낭굿을 치

는 쇠는 ‘서낭님 서낭님 동네밖에 서낭님’이라는 가락을 친다. 서낭당에 가기 전에 

나무다리가 나오면 ‘앗따, 그다리 잘놨다 출렁출렁 건네자’며 다리굿을 친다.

③ 농사풀이 : 둔전평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농사짓던 모습을 농악가락에 맞추어 흥

겹게 무언극으로 모의 연출한다. 전체 7개 풀이로 진행되는데 일채나 이채가락에 

맞추어 진행된다.  

 ●  논갈이 : 소고·법고·무동 순으로 춤을 추며 들어오는데 법고는 논갈이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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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늉을 하고 소고는 농부가 쟁기질하며 논을 가는 흉내를 낸다. 이때 뒤따라오던 

무동은 씨앗을 뿌리는 연기를 한다. 

 ●  모찌기 : 논에 씨를 뿌린지 40여 일이 지나면 모내기를 한다. 이때 농민들은 질

을 짜서 농사일을 시작한다. 법고와 소고는 모를 쪄서 뒤로 던져 놓으면 무동은 

모심을 논으로 모를 날라 논에 골고루 던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 모심기 : 법고와 소고와 정성을 다해 모를 심고 무동은 모를 나르는 시늉을 한다. 

 ●  김매기 : 논에 모를 심은 지 한 달이 되면 한다. 힘든 일의 효과를 높이고 흥을 

돋우기 위해 농요 단호리를 부른다. 잘 부르는 선창자가 먼저 소리를 매기면 나

머지 농군들이 “어화얼씬 단호리야”라면 뒷소리를 받는 선입후제창 방식이다. 

           

[단호리 소리]

어화얼씬 단호리야    어화얼씬 단호리야

김을매러 들어갈제    어화얼씬 단호리야

아이매고 두벌매니    어화얼씬 단호리야

장잎활활 영화로다    어화얼씬 단호리야

점슴참이 떴나보다    어화얼씬 단호리야

빨리매고 점슴먹세    어화얼씬 단호리야

이소리가 적다말고    어화얼씬 단호리야

일심받아 매에주게    어화얼씬 단호리야

바다같은 이논빼미    어화얼씬 단호리야

반달같이 매어주게    어화얼씬 단호리야

농자는 천하지대본    어화얼씬 단호리야

농사밖에 또있느냐    어화얼씬 단호리야

 ●  벼베기 : 소고는 낫갈고, 법고는 벼를 베고 무동은 베어놓은 볏단을 가리는 시늉

을 한다. 

 ●  탈곡마당 : 장고를 이용하여 낱알을 터는 시늉을 하며 힘차게 움직인다. 볏짚 묶

는 사람, 도리깨질하는 사람, 비질하는 사람, 키질하는 사람 등 여러 명이 동시에 

연출한다. 

 ●  볏가마나르기 : 잘 여물어 풍년이 된 벼를 탈곡하여 쌓아놓은 볏가마를 창고로 

나르는 놀이다. 볏가마가 무거워 등을 굽히게 되지만 발걸음은 가볍게 춤을 춘다.

④ 십자놀이 : 십자놀이는 농악대원들이 모두가 하나의 큰 원을 그린 다음 풍물, 법고, 

소고, 무동이 십자형으로 줄을 맞추어 진을 준비하기 위해 발을 맞춘다. 다시 사

방으로 풍물, 법고, 소고, 무동이 각각 4개의 작은 원을 그리며 흥겹게 노는데 농

사일로 인해 생긴 마음의 앙금을 풀고 화합을 다짐하는 마당이다. 상쇠의 십이채

에 맞추어 날라리는 니나노곡조를 연주한다.

⑤ 풍년놀이 : 풍년놀이는 마지막 마당놀이로 추수가 끝난 후 농악대원과 주민 모두

가 어울려 한 해 풍년 농사를 서낭신에게 감사드리고, 마을의 안녕과 무사함을 빌

며 다양한 놀이를 선보인다. 처음은 개인 장기자랑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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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추지 않고 무정형으로 흥겹게 노는 마당이다. 모두 4개의 놀이로 구성된다.

⑥ 멍석말이 : 대원의 진영을 멍석을 말 듯 말은 다음 개인 장기자랑으로 들어간다.

⑦ 열두발 상모 : 멍석을 푼 다음 대원들이 원을 그리면 동고리 위에서 열두발 상모

를 돌린다. 이어서 또 한 명의 열두 발 상모가 들어온 다음 두 명이 태극 도형을 

그리며 다양한 상모놀이를 보인다.

⑧ 동고리받기 : 놀이판 원을 그리며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풍물, 법고, 무동이 각

각 나누어 3개 원을 그리면서 동고리를 받는데, 이 세 개의 원은 삼각형의 각 꼭

지점에 해당하는 위치에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세 동고리의 중간 구역에도 새로

운 동고리가 올려진다. 삼동고리는 동고리 위에 사람이 두 명이 더 올라가 3층을 

만드는 것이다. 삼동고리는 한 명만 어깨위로 올리는 단동고리보다 힘이 들고 위

험하며, 정교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3층 위에는 어린이 농악대원이 올라가 상모

를 돌린다. 

⑨ 황덕굿마당 : 황덕굿은 영동지역의 방언으로 ‘모닥불’을 말한다. 그러므로 풍년놀이

를 마무리하는 마당으로 마당 한가운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멍석말이를 하며 노는 

것을 황덕굿마당이라 한다. 무동황덕굿·법고황덕굿·소고황덕굿이 있는데 이때 

몇 개의 둥근 원을 겹쳐 만든 후 진퇴를 거듭하다가 나중에는 놀이 대형 없이 모

두가 자유롭게 하나가 되어 춤을 춘다. 한 해 농사의 피로를 풀고 풍년을 감사하

는 마당으로 주민들도 모두 달려 나와 함께 춤을 춘다.

평창 둔전평농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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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주 매지농악

강원도무형문화재 강원농악 제15-2호 원주 매지농악이 전승되는 원주시 흥업면 매지3

리 회촌마을은 전형적인 화전마을이며 산간마을이다. 원주는 백두대간의 중심부에 위치

해 있으며 태백의 명산인 치악산과 백운산이 원주를 감싸 안고 있으며 남으로는 영월· 

단양 경상도 영주·풍기, 서로는 충청도 충주가 위치하여 있으며, 북으로는 경기도 이

천과 여주가 남한강 줄기와 섬강 줄기가 만나는 삼각지로서 경기·충청·강원도가 인접

해 있는 지리적 특성이 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은 원주가 영서지역의 지리적 특성뿐

만 아니라 충주·장호원·여주·이천과 밀접한 문화·경제적·역사적 공통점을 가진 문

화 삼각주의 꼭짓점 역할을 수행하였다. 옛날부터 북원은 대관령을 넘어가는 길목이며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또 영남지역에서 올라오는 중간 휴식처 역할을 하

였으니 예로부터 경상·충청·경기·강원 영동의 문화가 만나 융화되고 재창조되는 용

광로의 구실을 하였다. 원주는 삼국시대에는 신라의 5소경 중 북원경으로, 고려시대 때

에는 원주로, 조선시대 때에는 500년 강원감영이 있어 행정·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원주 부론 남한강변에 흥원창이 있어 영월·평창·정선·횡

성·강릉·삼척 등의 세금 곡식 등 조세를 거두어 모아 보냈던 곳으로 교통의 중심이기

도 하였다.

회촌마을은 백운산 자락에 있는 산간마을로서 충청도 백운과 연결되는 고개 맡에 위

치하여 오래전부터 마을이 형성됐으리라 본다. 6·25전쟁 전후까지 5월 단오제에는 마

을의 단골무당 3~4명이 굿을 하고 농악을 치며 제를 지내고 놀았는데 이때 인근 충청

도와 원주사람들이 모여들어 큰 규모의 성황제를 지냈으며 현재도 마을주민들이 대동계

를 조직하여 해마다 생기 복덕이 있는 사람을 화주로 하여 단오제를 지내고 있다. 옛날

부터 이 지역 주민들이 신앙해 오던 성황당이 있는데, ‘백운산성황지신위’라고 쓴 위패 

위에 부부 신을 함께 그린 탱화를 모시고 있다. 남신은 위엄이 있어 보이는 젊은 신으

로 호랑이를 손으로 잡고 있으니 위패에는 성황이라 하였지만 산신이다. 산신제는 매년

마다 단옷날에 모든 주민들이 다 참여하고 축문을 통해 마을의 안녕과 신의 위엄을 기

린다. 현재 당집의 주위에 있는 당목(피나무)의 수령이 500년가량이라고 하며 이 마을의 

전설에 의하면 산신이 꿈에 마을사람들 모두에게 현몽하여 그 당시의 당집을 현재의 위

치로 옮겨달라고 현몽을 하여 지금의 위치로 옮겼는데, 전에 당집이 있던 곳에 홍수가 

나서 모두 물에 쓸려 내려가 버렸다고 한다. 이렇듯 회촌마을의 형성시기와 매지농악의 

뿌리가 대단히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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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매지농악은 한 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고유의 전통적인 미를 잃지 않고 농사철

에는 두레농악·동제 때는 축원농악으로 명절 때는 오락으로 전승하여 왔으며, 현재에

도 매년 열리는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단오제를 통한 전통 민속의 보존과 원주매지

농악보존회를 통한 지역문화 전승과 보존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원주 매지농악은 

영서이남의 전형적인 형태의 가락과 진풀이를 가지고 있다. 

36방이라는 진풀이는 원주지역의 특이한 진법으로 전국에서도 그 연희형태를 지속하

고 있는 풍물패는 흔하지 않다. 또한 이 지역만의 특이한 진법으로 매지농악의 판굿 구

성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기 보다는 매지의 특성을 잘 살려 내고 

있다. 쇄납의 선율은 원주 매지농악이 강원도 토속음악의 특징인 메나리조를 그대로 간

직하고 있다. 메나리조는 특히 현재 강원도지역과 경기도 서남쪽, 충청도 서북쪽, 경상

도 등지의 토속음악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어서 강원도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음계

로도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원주 매지농악의 쇄납선율이 메나리조로 되었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농악은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적 생활과 밀접한 생활예술이므로 농민의 생활 속에 깊

숙이 뿌리박혀 제의기능을 하면서 마을의 문화를 형성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적 

축제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농악은 연희하는 목적과 지역에 따라 유형과 형태를 

구분할 수 있다. 농악을 연희하는 목적에 따라 그 유형을 나누어 보면 축원농악·노작

농악·걸립농악·연희농악 등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매지농악은 이 네 가지 형

태를 모두 보이고 있다. 

① 지신밟기농악 : 지신밟기는 주로 정월 초부터 대보름까지 많이 하는데, 그때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명절과 마을에서 쓸 돈을 모아야 할 때마다 행해져 왔다. 지신

밟기를 통해 마을의 공동 관심사가 이야기되고, 이를 통해 거두어들인 자금은 마

을 사람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지며 고사소리와 덕담으로 바라는 바를 빌었

다. 정월대보름에 달맞이굿은 그 절정을 이루었다. 매지농악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신밟기를 한다. 우물을 지날때는 “뚜루세 뚜루세 샘구녕 뚜루세”를 치거

나 “아랫마당 윗마당 정첨지 뱃가죽”을 치며 우물굿(마을 공동우물)을 치고 문앞에

서서 “쥔쥔 문여소 만고복덕 들어가오”하며 주인이 나와서 맞아들이기를 기다리며 

솥뚜껑을 엎어 그릇에다 쌀을 담아서 촛불을 꽂아 놓고 조옹굿(조왕굿)을 치며 장

독으로 가서 된장·고추장·간장 등 음식맛을 좋게 해주십사하고 비는 장광굿을 

친다. 끝으로 마당에서 소규모의 판굿을 치며 고사소리를 하고 복을 빌어주고 나

왔다. 다리를 건널 때는 다리굿을 치고 새벽녘까지 놀았다. 이 때 복색은 흰 바지

저고리·청색조끼·삼색띠·상쇠는 상모를 쓰고 나머지 치배는 고깔을 썼다. 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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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쇠2·징1·북2·장고2·법고6명으로 구성된다. 이때 상쇠가 부르는 고사소리는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이 상쇠가 고사소리를 부르는 성주풀이의 주신은 집안을 

수호하는 성주신이다. 성주를 위한 상을 마루 위에 차리고 성주상을 한상 펴고 그 

위에 쌀 한말을 놓고 대주 밥그릇에 쌀을 가득히 내어서 올려놓고 숟가락을 꽂는

다. 그리고 실타래를 걸어놓고 고사를 올린다.

국태민안  시화연풍  연년이  돌아오세

건명대주  씨댁에  성주한번  받아보세

강원도라  원주땅에  치악산  솔씨받아

이산저산  뿌렸더니  낮이면  햇빛받고

밤이면  이슬마다  소부동이  되었고나

소부동이  점점자라  대부동이  되었고나

대부동이  점점자라  도리기등감 되었구나

성주를  모시려고  지관편수  모시려고

은도깨  걸어매고  뒷산에  올라가서

그중잘자란 나무골라  은도끼로  잘라내어

금도끼로  다듬어서  전대목은  대현수요

소대목은  제자로다

② 두레농악 : 두레농악은 여럿이 함께 농사일을 하면서 일의 율동에 맞게 노래하고 

춤을 추거나 농악을 치는 형태를 말한다. 이는 일을 지루하지 않게 하고 나아가 

능률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두레의 농악은 농기1·영기명, 치배

도 쇠·징·북·장고로 편성한다. 먼저 북으로 두두둥둥둥 세 번을 울리고 두레꾼

이 모이면 서낭당을 바라보고 두레기가 인사를 하고 질굿(길굿)을 치며 논으로 간

다. 질굿은 이동 시 두레뿐만 아니라 지신밟기에도 한다. 이때 북치는 대원이 다

음과 같이 모심기소리·김매기소리를 소리를 하며 일의 능률을 높인다. 김매기 끝

에는 부채살 모양으로 안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마무리하며 호미를 걸빵에 끼우고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며 일의 끝냄을 즐거워하였다. 두레를 마치며 동네로 돌아

와 한판 굿을 치며 하루의 노고를 풀어내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다. 두레기가 있

을 때나 두레꾼들이 길을 막고 있을 때는 차나 우마가 지나가지 않고 같이 막걸

리 한잔 걸치고 어울리다 지나갔다 한다. 두레가 나서 일할 때 좌상이 품삯을 받

아다가 논매기가 끝나고 정산을 하였다. 김매기가 끝나면 날을 받아 풍농제를 지

내는데, 잘사는 집마다 술 한 동이 또는 안주 한 바가지씩을 장만하게 하고 마을 

사람들은 농기를 앞세우고 농악으로 길군악을 치며, 당제를 지내고 점심을 나누어 

먹고 합굿으로 판놀음을 벌리는 백중굿(호미걸이)을 치며 놀았다.

[모심기 소리]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나 주게

요논자리를 심어를 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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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매기소리]

에화훨씬 단호리야

신농씨의 본을 받아

천하지대본은 농사로다

천하지대본 농군님에

농사한철을 지어보세

③ 지경다지기 농악 : 지경다지기는 집을 짓기 위해 터를 잡아 땅을 다지는 것을 말

하며, 논농사와 마찬가지로 두레 일꾼이 모두 모여들었는데 주로 농한기로 논매기

가 끝난 시점에 집을 지었다. 지경다지기는 집을 짓는 처음 행사이기 때문에 지

신이나 터줏신에게 집을 짓는 것을 고하고 이 집터가 명당이며 자손이 번창하기

를 기원하는 선소리로 시작된다. 농사가 끝나 저녁에 모여 터다짐을 하였는데 마

을 잔치로 동네 주민이 모두가 모여 축복을 빌었다. 이 때 농악대가 농악을 놀았

다. 상쇠가 부르는 지경다지기 소리는 다음과 같다.

[지경다지기 사설]

에이 허라 지경이요  →   고시래

에이 허라 지경이요  →   산산이여

에이 허라 지경이요  →   에이 허라 지경이요

선천지  후천지는  억만세계  궁이라

산지조종은 곤륜산이로 수지조종은 황해수라

곤륜전  일지맥에  우리나라  생겼으니

백두산은  주산이되고 한라산은  안산이되어

두만강은  청룡이되고 압록강은  백호로다

팔도강산  좋은경치  역력히도  둘러를보니

강원도라  금강산이  천하명산이 되었어라

강원도를  굽어보니  원주군이  제일이라

이터전에  집을지으니 부귀영화가 없을쏘냐

노적봉이  비꼈으니  부자장가  될것이요

문필봉이  비꼈으니  문장재사  날것이요

일산봉이  비꼈으니  수령방백이 날것이요

투구봉이  비꼈으니  대대장군이 나리로다

이집짓고  삼년만에  아들낳으면 효자가되고

딸을낳으면 열녀로다  부귀영화를 누렸으니

알성급젠들 못할쏘냐  에야호리  지경이요

좌청룡  둘러싸고  자손번성  되리로다

원주 매지농악은 농기1·단체기1·쇄납1·쇠3·징3·장구6·북6·소고10·무동8·잡색3

명(양반·각시·포수)으로 편성된다. 영동농악에 편성되어 있는 법고가 없고, 영동농악에 

없는 잡색이 편성되어 있다. 복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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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수 : 흰바지저고리를 입는다. 짚신을 신고 머리에 흰수건을 쓴다.

② 쇠·징·장구·북 : 흰바지에 흰저고리를 입는다. 조끼를 걸쳤으며, 짚신을 신는다. 

삼색띠를 하고 고깔을 쓴다.

③ 소고 : 흰바지에 흰저고리를 입는다 조끼를 걸쳤으며, 짚신을 신는다. 삼색띠를 하

고 상모를 쓴다.

④ 무동 : 노랑저고리에 빨강치마를 입는다. 남색쾌자를 걸치고 삼색띠에 고깔을 쓴다.

⑤ 쇄납 : 흰바지 저고리에 조끼를 걸친다. 짚신을 신고 삼색띠를 한다. 고깔을 쓴다. 

⑥ 양반 : 흰바지 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고 관을 쓰고 장죽을 들었다.

⑦ 각시 : 노랑저고리에 빨강치마를 입었다. 머리수건을 쓰고 꽃신을 신었다.

⑧ 포수 : 흰바지 저고리에 짚신을 신었으며, 망태를 걸치고 털모자를 썼다. 나무로 

만든 총을 들고 있다. 

원주 매지농악의 쇠가락은 인사굿·질굿·긴질굿·덩덕궁이·자진가락·이채·품앗이 

가락이 등으로 상쇠의 가락이 다양하다.

① 인사굿 : 인사굿을 할 때 치는 가락이다. 3분박 4박자이다. 처음과 마지막에 친다.

② 질굿 : 질굿은 길굿·질군악·길군악이라고도 한다. 주로 행진할 때, 춤을 출 때 

치는 가락으로 3분박 4박이 한 장단이다. 다른 가락에 비해 조금 느린 가락이다. 

③ 긴질굿 : 긴질굿은 길군악 칠채로 행진할 때 치는 가락이다. 오방으로 멍석말이할 

때 친다.

④ 덩덕궁이 : 덩덕궁이는 널리 쓰이는 가락으로 3분박으로 좀 빠른 4박자이다.

⑤ 자진가락 : 자진가락은 덩덕궁이를 치다가 가락을 빠르게 몰아갈 때 주로 쓰이는 

가락이다.

⑥ 이채 : 이채는 ‘아랫마당 윗마당 정첨지 뱃가죽’이라고 구음하며 샘굿이나 주로 축

원농악을 할 때 사용한다. 

⑦ 품악이가락 : 이 가락은 상쇠와 다른 악기들이 가락을 주고받는 가락으로 2분박 1

박과 3분박 2박 그리고 2분박 1박으로 궁성되어 혼합박의 가락으로 되어 있다.

  

원주 매지농악은 진풀이를 중심으로 한 원주지역의 특이한 진법으로 전국에서도 그 

연희형태를 지속하고 있는 마을농악은 흔하지 않다. 또한 36방놀이와 같은 지역만의 특

이한 진법으로 매지농악의 판굿 구성에 있어서도 원주매지농악의 특성과 강원도 영서지

역의 농악 특성을 잘 살려 내고 있다. 대표적인 판굿 구성은 질굿→팔진도(길진굿)→태극진

→문진→가세치기→방울진[사통백이]→36방놀이→띠놀이→꽃나비진→마무리진으로 되어 있다.

① 질굿(길굿) : 질굿을 치면 대열을 원형으로 구성한다. 당집으로 가거나 들로 가는 

등 이동 시 연주하는 가락이다. 꺽음쇠에 의해 “깨갱 갱개 갱 딱” 밖으로 돌아보

고 인사하고 다시 꺽음쇠에 의해 안쪽을 보고 치배들끼리 인사를 한다.



560  강원도사

제2장 | 강원의 민속예능

② 팔진도→긴질굿(길군악 칠채→품앗이굿→자진가락) : 긴질굿을 치며 멍석말이를 세 

번 거듭하며 중간에 품앗이굿을 친다. 상쇠와 치배가 교환하며 치다가 같이 합굿

을 치며 빠르게 몰다가 자진가락을 치며 멍석을 풀며 나오고 무동이나 벅구는 손

을 높이 올리고 춤을 추며 흥을 돋군다. 휘몰아 가는듯한 분위기로 적을 몰아가는 

또아진이다. 가락의 변화과정이 긴질굿→품앗이굿→자진가락으로 변화과정이 화려

하며 빠른 춤 굿으로의 전환은 원주 매지풍물의 백미라 할 수 있다.

③ 태극진 : 멍석말이를 풀면서 자진가락으로 치다가 원을 구성할 때 꺽음쇠에 의해 

덩더궁이 가락을 친다. 덩더궁이를 치며 상쇠가 원안으로 들어오며 태극진을 구성

하고 꺽음쇠에 의해 제자리에 앉아 자진가락을 치며 앉아서 춤을 춘다. 꺽음쇠에 

의해 자진가락에서 덩더궁이를 일어서서 태극진을 풀어나가는데 상쇠가 앉은 줄을 

따라 치배 앞을 지날 때 치배는 일어서서 앞 치배를 따라 태극진을 풀어가며 원

진을 구성한다.

④ 문진 : 덩더궁이장단으로 원을 돌다가 관중 반대편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치배

들이 하나 건너씩 나뉘어 두 줄로 대열을 형성하여 앞으로 전진한다. 앞에 도착해

서는 꺽음쇠에 의해서 두 대열이 앞으로 돌아 뒤로 이동하여 다시 앞으로 행진하

여 두 줄에 무대 앞까지 오면 꺽음쇠에 의해 마주보고 가세치기 진으로 진행된다.

⑤ 가세치기 : 원을 구성하고 정방향 반대편에서 꺾어 정방향으로 나오며 두 열을 만

든다. 정방향 앞에서 꺽음쇠에 의해 뒤로 돌아가서 다시 본부석 앞으로 대열을 형

성하여 꺽음쇠에 의해 제자리에 선다. 그리고 대열이 마주보고 꺽음쇠에 의해 덩

더궁이 한 장단에 한발자국 씩 띄며 맞은편 치배를 오른쪽 어깨로 비껴가며 교차

한다. 꺽음쇠에 의해 뒤로 돌아 같은 방법으로 교차한다. 그리고 꺽음쇠에 의해 

한 줄로 맞추어 선다.

 ⑥ 방울진(사통백이) : 꺽음쇠에 의해 치배별로 중앙으로 십자대형으로 네 개 대열이 

마주서고 꺽음쇠에 의해 각 치배별로 네 개의 작은 원을 구성하여 논다. 이때 좌

우치기를 하는데 쇠와 징, 북과 장구, 상모, 무동이 각기 원을 형성하며 좌·우·

전진·후퇴를 한다. 상쇠가 진을 풀며 진을 하나씩 풀어 나가며 원진을 형성한다. 

이때 가락도 덩더궁이 이다.

⑦ 36방놀이 : 3줄로 줄당 12명씩하며 36명의 대열을 형성한다. 꺽음쇠에 의해 3방

향, 6방향, 12방향, 36방향으로 향하며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하여 제자리에 앉아 악

기를 치거나 춤을 춘다. 꺽음쇠에 의해 제자리에서 일어나 36방향으로 12방향, 6

방향, 3방향으로 가다가 한 줄로 대열을 형성한다. 이때 을(乙)자를 형성하며 원을 

구성한다.

⑧ 띠놀이 : 예전에는 반원형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는 정방향으로 터벌림을 한다. 정

방향 맞은편에는 악기를 치는 치배가 자리 잡고 양쪽으로 무동이 6명씩 나뉘고 

벅구 역시 6명씩 나뉘어 자리를 잡는다. 이후에 상쇠의 개인놀이를 시작으로 치배

별 놀이가 진행되는데 예전에는 젊은 사람 위주로 편성하였다 하나 지금은 치배

별 전체가 나오는 집단놀이이다.

⑨ 꽃나비진(삼성놀이·여흥놀이) : 따놀이 후 원진을 구성하고 세겹의 원을 구성하는

데 무동은 손을 높이 들고 띠를 흔들며 논다. 무동이 첫째 원을 두 번째가 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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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를 벅구(상모)가 돌며 세 개의 원을 형성하여 군사적인 승리나 잔치마당의 

치고 절정을 이루는데 꺽음쇠에 의해 3겹의 원을 풀어 하나의 원진을 구성하여 

덩더궁이→자진가락→이채로 맺는다.

⑩ 마무리진 : 질굿으로 원을 형성하고 인사굿을 치고 3개 대열을 형상하여 퇴장한다.

4) 동해 망상농악

강원도무형문화재 강원농악 제15-3호 동해 망상농악은 동해시 망상동 지역에서 전

승되고 있다. 망상(望祥)의 한자 지명이 시작된 시기는 1648년(인조 26)이므로 지금부터 

350년 전부터다. 그러나 어원적으로 망상은 ‘말들[馬坪]’ 또는 ‘말웃들[馬上坪]’에서 유래되

어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신라와 고구려가 격전을 하던 곳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말이 

드나들던 마상천, 고현성지와 같이 군사들이 진을 쳤던 곳, 병마의 훈련장으로 말을 기

른 곳, 말달리기 연습장의 흔적이 전하고 있으므로 삼국시대부터 지명이 형성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망상동의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때 그 역사가 유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전통문화도 전승적 기반을 충실히 갖추었다 하겠는데, 망상농악이 

그러한 전통을 지켜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해 망상농악은 영동지역 농경방식에서 유래한 두레농악의 특색을 지니고 있으면서

도 독자적 가락과 농사풀이 판놀음을 지니고 있다. 풍물 악기 채에서부터 상모형태, 복

원주 매지농악(1992년) 원주 매지농악(1991년)

원주 매지농악 보유자 강성태(남, 가운데, 1993년) 원주 매지농악(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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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이나 진법이 다르고 농사풀이방식이나 베짜기 등 강릉농악에서 행해지는 농사놀이 자

매놀이와도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풍물장단도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질꼬내기·쩍쩍

이·멍석말이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독창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

로 동해시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강릉이나 삼척과도 차이를 선명하

게 나타내고 있다. 농악의 연행현장은 매년 정월대보름부터 시작되는데 악기소리를 먼

저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고청제를 지내고 이튿날부터 행해진다. 먼저 마을 성황당

에 가서 성황신에게 한 해의 시작을 알리고 평안과 풍요를 기원한 다음 마을을 순회하

면서 지신밟기를 한다. 보통 하루에 20여 가구를 돌면서 지신을 밟아주는데 대체로 사

흘정도 계속된다. 지신을 밟을 때는 가정의 안녕과 제화초복(除禍招福)을 빌고 우순풍조

(雨順風調)를 기원한다. 지신밟기가 끝나면 음력 2월이 오기 전에 농사준비를 하면서 저

녁에는 풍물을 치면서 소일한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시작되는 3월 무렵이 되

면 손길이 바빠진다. 논맬 때 풍물을 치는데 모내기하고 김매는 사람은 아이 김(초벌김

매기)부터 두벌 김, 세벌 김을 차례로 매고 서너 명이 뒤에서 농악장단을 내면서 흥을 

돋운다. 음력 7월말쯤에 세 벌김이 다 끝나면 농군들은 질먹기를 한다. 질먹기는 한 해 

농사가 끝날 무렵 고생한 일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음식을 차려 놓고 모여서 먹는 잔

치의 일종이다. 호미씻이 즉 세서연(洗鋤宴)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동해 망상농악은 구식 길놀이인 천부당만부당으로 입장을 하여 둥글게 원을 그려 인

사굿을 친 다음 정월대보름 마을서낭모시기와 지신밟기를 시작한다. 다음은 본격적인 

놀이로서 김매기 등 밭농사풀이·삼베길쌈하기 등을 보여주고 농촌의 풍속인 질먹기를 

쩍쩍이(일명 짝짝이) 가락으로 연출한다. 마당굿으로 열두발상모·법구놀이·무동놀이를 

비롯하여 독특한 형태의 삼동고리받기가 끝나면 칠채똘똘말이 멍석말이를 하고 마지막

으로 황덕굿 모듬놀이로 끝을 맺는다.

동해 골안농악(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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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망상동은 동해안의 청정해수욕장으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이곳에 북쪽을 

향해 내륙 쪽으로 들어오면 심곡·괴란·만우·망상마을이 부채처럼 펼쳐져 있다. 옛날

에는 이곳이 검단이·두마암·샛말·올밑 등 네 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이 

마을 모두 농악이 존재했으나 1950년대 이래 전승이 끊어지고 현재는 이들 4개 마을을 

한데 묶어서 2006부터 동해망상농악으로 통합하면서 동해시 농악의 전승 틀을 갖추었고 

2007년에는 ‘동해망상괴란고청제농악’ 판굿으로 제24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 최우수상과 

와 제48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오늘날 전승의 길

을 갖추게 되었다.

동해 망상농악의 특징을 요약한다면, 첫째, 오래전부터 괴란동 주민들에 의해 전승되

어 전통적인 영동농악의 특징을 유지하고 쩍쩍이장단·똘똘말이·삼동고리받기 등 지

역적 특성을 살린 개성적인 장단, 놀이방식, 복색 등을 계승하고 있다. 둘째는 이 마을

의 농악이 신앙적 기반위에 형성된 기원을 갖고 있으며 지금 마을 서낭신앙을 축원하는 

대보름농악으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정월대보름날 고청제의 성황신모시기와 지신

밟기를 통해서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체로 농악이 활용되었으며 풍년을 기원하며 가

정의 안녕을 축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셋째 동해망상농악은 강릉농악·평창둔전평

농악·원주매지농악·삼척조비농악·속초도리원농악 등과 함께 강원도 농악을 이끌어갈 

중요한 지역적 전승체계를 갖추고 있다. 

동해시 망상지역은 해안과 접하여 있지만 해양 어로활동보다는 농경활동이 생업의 주

를 이루는데 마상천의 하구 인근에 넓은 평야지대인 마상들과 초구들의 큰 들판이 있으

며 괴란리와 심곡리의 골[谷] 안에는 의외로 넓은 논밭이 펼쳐져 논농사와 밭농사를 많

이 하며 근래에는 축산업을 겸하는 농가가 많아졌다. 과거에는 세벌 김을 끝내고 질먹

기를 하고 판례를 뽑는 등 농경세시에 맞추어 놀이를 하였으며 어릴 때부터 농사일이 

끝난 저녁시간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모여서 농악연습을 하였다고 하니 공동노동과 공동

유희의 마을 생활을 알 수 있으며 이런 과정이 망상농악의 발전에 밀접한 영향을 끼쳤

다고 하겠다. 농업세시풍속에 따라 망상지역에서도 다양한 민속놀이가 있었으며 농악과 

관련해서는 고청제농악·걸립농악·농사풀이농악·보역새농악·질먹기농악 등이 전승되

고 있다.

① 고청제농악 : 망상동 괴란마을 서낭제의 명칭이다. 정초 정월대보름날 새벽에 제의

가 있다. 이후 고청제사를 마치면 서낭당에서 농악기 소리를 냈다고 한다. 농촌마

을의 세시와 신앙의 중심인 서낭제의를 철저히 지키며 마을농악의 내용을 고스란

히 간직하고 전승되어 온 농악이 망상 고청제농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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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걸립농악 : 정월 대보름날 새벽에 마을의 서낭당에 고청제를 올리면 농악대는 아

침에 서낭당에 모여 간략하게 농기와 서낭기에 서낭님을 받아 모시고 이 날부터 

자유롭게 풍물소리를 내며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걸립을 하였다. 각 가정에서는 농

악대가 지신밟기를 해주면 술과 안주를 내고 쌀이나 돈을 내놓아 마을의 공동기

금으로 쓰기도 한다. 걸립농악의 절차는 맨 먼저 주인댁 인사를 하는 인사굿과 부

엌과 마굿간·장독대·우물, 그리고 마당에서 지신밟기를 하게 된다. 걸립을 하다

가 날이 저물면 횃불을 들고 밤늦도록 걸립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정초에 는 

농악대가 걸립을 하기 위해 마을 곳곳을 다닐 때 다리를 만나면 질펀하게 다리굿

을 한바탕 치고 다녔다고 한다.

③ 농사풀이농악 : 농사풀이는 영동지역 농악의 특징 중에 하나이며 농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놀이이다. 벅구쟁이·소고쟁이·무동들이 나와서 한 해 동안

의 농경생활을 모방하여 보여준다. 망상농악의 농사풀이는 다른 마을에서 볼 수 

없는 농사풀이가 존재한다. 보리갈기·감자심기·밭매기·탈곡하기 등 밭농사를 

짓는 농경모의, 삼삼기·물레질·돌개질·베나르기·베매기·베짜기 등 삼베짜는 

과정 모의, 근래에 이르러서는 정미소 기계의 움직임 모방 등이 그것이다. 

④ 보역새농악 : 농번기가 다가오면 농부들이 물고를 가두기 시작하는데 이 작업을 

‘보역새’ 또는 보역사(洑役事) 라고 한다. 이것은 보(洑)를 다듬는 일로서 곡우가 

지나 눈 녹은 물이 조금이라도 유실되지 않도록 좋은 날을 가려서 동민들이 수로

를 정비하는 것이다. 봄을 맞이하여 마을 사람들이 처음으로 모이는 행사인 보역

사는 이때 놀이를 한다. 망상동은 죽전보·초구보·입진보(入陳洑)가 있었는데 서

로 자기의 보를 잘 만들려고 애를 쓰고, 일을 마치면 농악에 맞추어 피로를 풀었

으나 지금은 기계로 작업을 하므로 보역새 농악놀이도 없어졌다. 읍지에 보면 죽

전보(竹前洑)는 숙종시대 김종옥이라는 부자가 축조하였으며 마상평에서 가장 긴 

보로 수십 인이 혜택을 보았다고 하며 봄철에는 농민들이 수리를 하였다고 기록

했으며, 초구보는 상보와 중보가 있으며 상보는 영조시대에 중보는 현종 때에 이

루어졌다고 전한다. 이 제의는 마상천변에서 지내므로 일종의 용신신앙과 기우제

의 성격 그리고 보제라는 물과 관련된 제사의식으로 불 수 있다. 제의가 끝나면 

한 해의 대풍을 기원하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농악을 울리며 하루를 즐겁게 

지냈다고 한다.

⑤ 질먹기농악 : 질먹기농악은 세벌 김매기가 끝나는 음력 7월 중순경 망상뜰 농촌을 

중심으로 품앗이 일꾼과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질먹는다’며 하루 동안 잔치를 하

며 즐기는 것이다. ‘질’은 일종의 두레나 품앗이로 일꾼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네일

을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질짜기로 일을 하고 나면 질꾼들을 중심

으로 한 농사의 고된 일을 대충 끝내는 시점에서 집집마다 형편대로 국수, 밀전

병, 감자전, 막걸리 등을 장만하여 서낭당 앞뜰에 모여서 풍물을 치면서 놀게 된

다. 이 때 판례뽑기를 겸하는데, 판례란 농촌마을의 성인식으로 볼 수 있다. 청년

농군이 장정과 1대 1의 품앗이를 하자면 반드시 이 절차를 통과해야 장정으로써 

한 몫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 놀이는 망상지역은 물론 당시 농촌 어디나 있

었으며, 지역에 따라 양상이 조금씩 다를 뿐이다. 따라서 60여 년 전에는 농촌청

년들에게 “판례 치루었나?”가 첫 인사였다. 동해시의 각 마을에서는 소만이나 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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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렵에 장정과 품앗이를 할 능력을 가진 청년농군 1명을 뽑았는데 이 절차의 풍

속을 ‘판례’라 했다. 논맬 때 풍물을 치는데 모내기하고 김매는 사람은 아이 김(초

벌김매기)부터 두벌 김, 세벌 김을 차례로 매고 서너 명이 뒤에서 농악장단을 내

면서 흥을 돋운다. 음력 7월 말쯤에 세 벌김이 다 끝나면 농군들은 ‘질먹기’를 한

다. ‘질먹기’는 한 해 농사가 끝날 무렵 고생한 일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음식을 

차려 놓고 모여서 먹는 잔치의 일종이다. 음력 칠월 칠석이나 15일 백중 무렵에 

김을 다 매고 농군들이 한가해지므로 이 무렵에 영좌대방의 주관 하에 집집마다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일꾼들 앞에 상을 하나씩 놓는 질먹기를 한다. 망상동에

서는 팥을 밥 위에 살짝 뿌린 풍성한 모밥에 고등어자반, 찰떡 등을 차려놓고 나

이 순서대로 멍석자리를 깔고 앉아 농주를 마시며 질먹기를 즐겼다. 질먹기를 할 

때는 쩍쩍이장단을 친다. 상쇠의 신호에 따라 벅구쟁이와 무동이 마주보고 서면 

쩍쩍이 장단에 맞추어 벅구잽이는 양사를 돌리고 무동은 치마끈을 잡아 올리면서 

춤을 추고 벅구잽이와 무동이 팔을 잡고돌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가새놀이를 

한다. 그리고 벅구잽이와 소고잽이가 한 줄로 서고 그 사이를 무동이 들어가서 앉

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고 좌우로 몸을 움직이며 노는 어깨동무놀이를 한다. 질먹

기 할 때 농사를 잘짓는 장원은 소등에 태워 돌아다니기도 하였다.

망상농악대의 악대 구성은 크게 태평소와 기수가 앞에서고 악기를 치는 기물패와 상

모를 돌리는 벅구(법고), 퍽을 쓰고 소고를 연주하는 소고잡이, 치마저고리에 고깔을 쓰

고 무용을 하는 무동으로 편성이 된다. 편성면에서 다른 지역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잡색이 없다는 것이다. 화동을 하는 어린아이가 있으나 판굿이 진행되는 동안 기수와 

같이 한자리에서 춤을 춘다. 다른 지역의 농악놀이의 진행에 있어 잡색은 놀이의 보조

수단으로 판의 진행을 돕는다든가 연극적 유희적 놀이로 주변의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

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농악판에 개입을 한다. 망상농악에는 그런 역할의 잡색놀이 없이 

판굿의 내용만 연희를 하는데 이는 판의 진행이 급박하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잡색의 기

능이 필요치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원 구성면의 특징 중 하나는 9벅구·9무동·9

소고의 편성이다. 보통은 8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는데 망상농악은 9명으로 구성된다. 

동해망상농악에 편성되는 악기는 일반적인 농악대에서 연주되는 태평소·쇠·징·장

구·북이 음악연주에 사용된다. 영동농악에서는 소고를 연주하는 이들은 소고잡이와 벅

구로 나뉘는데 소고잡이는 7치 크기 정도의 소고를 사용하고, 상모를 돌리는 벅구는 조

금 작은 6치짜리 소고를 사용한다.

① 쇠 : 꽹과리는 일반적인 것을 사용하는데 조금 가볍고 경쾌한 소리의 악기를 선

호한다. 인원구성은 상쇠1·부쇠1·삼쇠1·끝쇠1명으로 보통 3~4명이 꽹과리를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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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징 : 징은 일반적인 농악징을 사용하는데 낮고 부드러운 울림의 징소리를 선호하

며 인원구성은 수징1·징수1·끝징1명으로 보통 3명의 징수가 징을 친다.

③ 장구ㆍ북 : 장구와 북은 일반적인 농악악기를 사용하는데 장구는 1자 7치, 북은 1

자 3치의 크기를 사용한다. 각 악기별로 4명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고 : 소고잡이가 사용하는 소고는 7치 크기의 일반적인 소고를 사용하며 상소고 

1·소고7·끝소고1명으로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⑤ 벅구와 열두발 : 법고라고도 불리는데 소고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소고악기를 사

용하는데 그 크기는 소고잡이의 소고보다는 한 치수 작은 6치 크기의 소고를 사

용한다. 소고와 마찬가지로 9명으로 구성된다. 열두발은 대개 벅구를 돌리다가 열

두발 놀이를 할 즈음에 퍽상모를 벗고 열두발 상모를 바꿔 쓴 후에 열두발 놀이

를 한다.

⑥ 무동 : 무동은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좌우 허리에 맨 청홍의 색띠를 흔들어 춤을 

추는데 인원구성은 9명이다.

⑦ 동고리 : 동고리는 끝무동·끝벅구·끝소고 등의 역할을 하는 어린아이가 그 역할

을 하는데 판굿의 분위기를 즐겁게 하며 동고리 받기에서는 어른들의 어깨에 무

등을 타고 올라서서 상모를 돌리고 춤을 추며 놀이를 한다.

⑧ 태평소 : 쇄납 또는 날라리로 부르며 연주자는 1명이다. 망상농악에서 태평소는 

메나리조 선율을 연주한다.

복색은 다음과 같다.

① 기물의 복색 : 상쇠 이하 악기를 연주하는 대원들의 복색은 동일하다. 상하 삼베

옷에 행전을 하고 홍색과 청색의 색띠를 양 어깨에 ‘Ⅹ’모양으로 걸쳐 내리고 허리

에 황색 띠를 돌려 묶는다. 신발은 모두 짚신을 신는다. 머리에는 흰두건을 두른 

다음 짚으로 엮어 만든 짚상모를 쓰는데 짚상모의 꼭대기에 나무를 깎아 만든 진

자를 고정시키고 흰색 종이를 잘게 썰어서 3층을 지은 부포인 ‘퍽퍽이’를 만든 다

음 실을 엮어 고리를 만들어 감아서 진자에 고정시키고 그 퍽퍽이의 끝에 길이 

1m정도의 채상을 두 줄로 매단다. 이를 쥐꼬리 상모라고도 한다.

② 소고의 복색 : 상소고 이하 소고잡이의 복색 또한 베옷과 짚신, 색띠가 동일하며 

머리에 퍽을 단 짚상모를 쓴다. 소고잡이의 퍽은 상모의 진자에서부터 머리 위쪽

으로 길게 가는 철사로 기둥을 세우고 흰 창호지를 잘라 수술을 만들어 감아 두

고 그 끄트머리에 노란 종이로 큰 꽃을 일구어 매어 달았다.

③ 벅구의 복색 : 상벅구 이하 벅구의 복색은 베옷으로 동일하고 머리에 짚상모를 쓰

는데 퍽퍽이를 만들어 달고 그 끝에 1미터 길이의 채상을 묶어서 상모를 돌린다.

④ 무동의 복색 : 무동은 노랑저고리와 빨간치마를 입고 색띠와 짚신을 착용하며 머

리에는 두건을 두른 후 고깔을 쓴다. 고깔의 꽃은 좌우에 흰꽃, 앞쪽에 노란꽃, 

뒤에는 녹색꽃을 매달아 붙이고 꼭대기에 빨간 종이꽃을 일구어 매단다. 모두 다

섯 개의 큰 꽃을 일구어 풍성한 모양의 고깔을 만들어 쓴다.

⑤ 동고리의 복색 : 동고리는 주로 끝무동·끝벅구·끝소고의 역할을 하는 어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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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으로 구성되며 무등을 타고 열두발이나 퍽상모를 돌리기도 한다. 간혹 화동들

이 무등을 타는 경우도 있는데 화동은 색동치마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화관을 쓴

다. 삼색띠는 하지 않는다.

⑥ 기수와 태평소의 복색 : 기수와 태평소도 동일하게 베옷을 착용하는데 머리에 무

동과 같은 고깔을 착용한다.

동해 망상농악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영동농악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 외가락을 단순 반복하여 치거나 장단의 빠르기가 다른 문화권에 비해 더욱 빠르고 

장단 내에서 가락의 변화가 거의 없는 소박함을 보이고 있으며 이 단순 소박함에서 오

히려 역동적인 힘과 경쾌함을 느낄수 있다. 망상농악은 이러한 영동농악의 일반적 음악

의 특징과 더불어 마을의 역사성과 함께 망상지역만의 독특한 쇠가락과 놀이형태가 전

해져 오고 있다. ‘쩍쩍이’가락이나 ‘똘똘말이’가락, 또 황덕굿에서 사용되는 ‘노는 쇠’가락

은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복잡하고 독특한 가락으로 장단이 구성되어 있으

며 행진곡인 질꼬내기 가락은 장단의 구성은 타 지역과 유사하나 그 가락의 운용에 있

어서는 망상농악만의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

① 모으는 쇠 : 모으는 쇠는 농악대원들에게 집합을 하여 연주를 준비하라는 신호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상쇠가 상황에 따라 쇠를 먼저 치면 준비되는 악기부터 장단

을 따라 치기 시작한다. 이 장단은 대부분의 강릉농악에서 일채 장단이라고 불리

며 3분 박 조금 빠른 2박자에서 시작하여 점차 빠르게 진행된다. 쇠가락은 갱→개 

갱→개 이며 두 박을 한 장단으로 하여 징박이 들어간다. 빨라지면 굴려치는 타법 

‘지’를 사용하여 친다.

② 질꼬내기쇠 : 질꼬내기는 느린 행진곡으로 사용되며 영동지역에서는 12채라고 많

이 부르고 있다. 일반적인 굿거리장단의 느낌으로 3분박 보통빠르기의 4박자를 한 

마디로 치고 이것이 3마디가 모여 한 장단을 이룬다. 

③ 부르는 쇠 : 부르는 쇠는 농악의 판굿이 진행되는 사이에 가장 많이 치는 장단으

로 놀음놀이를 유도하는 장단이면서 놀음놀이가 끝났을 때 제자리로 돌아갈 때 

치는 장단이기도 하다. 망상농악에서는 원안으로 놀이를 하러 들어올 때는 부르는 

쇠라고 하고 놀이를 끝내고 제자리를 찾아 갈 때 치는 가락을 풀리는 쇠라고 하

는데 치는가락은 동일하다. 

④ 서낭쇠 : 서낭쇠는 정월대보름날 새벽 서낭고사를 지낸 후 아침에 마을회관에 모

여 악기와 복색을 갖춘 후 고청제 농악을 시작하여 서낭신께 문안하고 신목에 서

낭신을 모시고 나올 때 치는 가락으로 ‘서낭 서낭 서낭님 동네 밖에 서낭님’하며 

아주 빠른 3분박으로 치는데 가락이 빨라 굴려치는 타법으로 친다.

⑤ 지신밟기쇠 : 서낭굿에서 인사를 한 후 부르는 쇠에 맞춰 풀어 나오는데 농기의 

이동 위치를 파악한 후 먼저 태극진 모양을 그리면서 농기를 중심으로 멍석말이를 

한다. 상쇠가 가락을 꺽으면 곧바로 지신밟기 사설이 들어가고 사설과 악기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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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번갈아 하는데 사잇가락으로 치는 쇠가락은 삼쇠 덩덕궁이의 빠르기로 4박자만 

친다. 

⑥ 삼쇠 덩덕궁이 : 지신밟기를 마치면 농기는 놀이판의 뒤쪽에 있는 서낭기와 마을

기가 있는 곳에 합류하고 농악대는 풀리는 쇠를 치며 큰 원을 그린다. 

⑦ 들놀이 쇠 : 벅구놀이에 사용되는 장단은 들놀이 쇠가락으로 삼쇠 덩덕궁이와 같

은 빠르기의 3분박 4박자 빠른 가락이다. 삼쇠 덩덕궁이와 마찬가지로 댓구를 이

루는 8박이 한 장단을 이룬다.

⑧ 가세놀이와 쩍쩍이 쇠 : 가세놀이의 입장단은 3분박 빠른 4박자이며 여느 장단과 

마찬가지로 8박을 한 장단으로 한다. 쩍쩍이 또한 가세놀이와 마찬가지로 장단

과 놀이의 명칭이 같은 망상농악의 대표적인 장단이다. 쩍쩍이는 가락을 칠 때 

막음쇠를 하는데 그 소리의 느낌이 쩍쩍 달라 붙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

분박 빠른 박자를 한마디로 할 때 두마디씩 짝을 이뤄 모두 4마디가 한 장단을 

구성한다. 

⑨ 똘똘말이 가락 : 똘똘말이 역시 장단과 놀이의 명칭이 같으며 가락의 구성이 아

주 특이하다. 장단은 강릉농악의 길군악 칠채와 경기도의 칠채장단과 유사한데 

그것들이 2·3분박의 혼합박자로 구성된 7개의 호흡구간으로 길게 연주된다면 망

상농악의 장단은 같은 느낌의 가락으로 앞부분 4개의 호흡구간만을 반복하는 꼴

인데 이렇게 사용되는 장단은 어느 농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장단의 

운용이다.

동해 망상농악의 고청제농악의 판굿은 다음과 같다

고청제(서낭굿)→지신밟기→기물놀이→벅구놀이→무동놀이→소고놀이→합동놀이→가세

놀이→쩍쩍이→오방놀이→열두발놀이→동고리받기→똘똘말이→황덕굿놀이

① 고청제(서낭굿) : 고청제는 바로 서낭굿이다. 정월대보름날 새벽 서낭고사를 지낸 

후 아침에 마을회관에 모여 악기와 복색을 갖춘 후 고청제농악을 시작하여 서낭

신께 문안하고 신목에 서낭신을 모시고 나오는 과정이다.

② 지신밟기 : 서낭굿에서 인사를 한 후 부르는 쇠에 맞춰 풀어 나오는데 농기의 이

동 위치를 파악한 후 먼저 태극진 모양을 그리면서 농기를 중심으로 멍석말이를 

한다. 상쇠가 가락을 꺽으면 곧바로 지신밟기 사설이 있다. 

[지신밟기 사설]

지신지신을 누리자 토지지신을 누리자

지신지신을 누리자 성황지신을 누리자

지신지신을 누리자 여역지신을 누리자

지신지신을 누리자 마을지신을 누리자

지신지신을 누리자 오방지신을 누리자

지신지신을 누리자 동해지신을 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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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물놀이 : 지신밟기를 마치면 농기는 놀이판의 뒤쪽에 있는 서낭기와 마을기가 

있는 곳에 합류하고 농악대는 풀리는 쇠를 치며 큰 원을 그린다. 가락을 꺽어 부

르는 쇠를 치면서 악기는 안으로 이동하여 작은 원을 만들고 나머지는 밖에서 큰 

원을 이루어 2개의 원이 만들어지면 삼쇠 덩덕궁이를 치며 기물들이 개별놀이를 

한다. 잦은마치까지 친 다음 풀어 나온다. 이 때 바깥 원을 이루고 있는 벅구와 무

동·소고의 동작은 다음과 같으며 판굿이 진행될 때 동일한 행위를 되풀이 한다.

④ 벅구놀이 : 기물놀이와 동일하게 부르는 쇠에 맞춰 벅구가 안에 들어가서 2개의 

원이 만들어지면 상모돌리기를 한다.

⑤ 무동놀이 : 무동놀이는 벅구놀이와 마찬가지로 들놀이 쇠에 맞추어 놀이를 하는데

진행과정은 동일하다.

⑥ 소고놀이 : 소고놀이의 놀이 장단은 삼쇠 덩덕궁이를 치며 진행과정은 무동놀이와 

동일하다. 소고놀이에서 특이한 것은 소고춤의 모양이 다분히 전투적이며 힘과 유

연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⑦ 합동놀이 : 합동놀이는 벅구와 무동이 함께하는 놀이로 들놀이쇠 장단에 맞춰 놀

이를 진행한다. 무동이 맨 안쪽에 원을 만들고 벅구가 그 밖을 감싸듯 2개의 원

을 만든다. 나머지 농악대는 기수를 등 뒤로 하여 반원으로 자리를 잡는다.

⑧ 가세놀이 : 가세놀이는 가세놀이 가락에 맞춰 벅구·무동·소고가 한데 어울려 어

깨동무를 하고 앉아서 하는 놀이이다. 상쇠 이하 반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쇠를 기준하여 소고·무동·벅구 순으로 세 줄 종대로 도열한 후 놀이를 진행

한다.

⑨ 쩍쩍이 : 쩍쩍이는 벅구와 무동이 상쇠를 기준하여 2열 종대로 도열한 후 두 줄로 

짝을 이루어 마주보고 선 다음 다양한 동작을 연출하여 놀이한다.

⑩ 오방놀이 : 쩍쩍이놀이에서 풀어 나와 큰 원이 되었을 때 상벅구·상무동·상소

고·기물의 부쇠가 인도하여 개별적인 작은 원을 4개를 그리고 상쇠는 원과 원사

이의 가운데에 서서 다섯 방위의 진을 구성한다

⑪ 열두발놀이 : 오방놀이가 끝날 무렵 벅구 중에서 열두발을 돌리는 대원은 열두발 

상모를 쓰고 준비를 하였다가 가락이 꺽이면 원 안으로 들어와서 열두발 채상을 

돌린다. 삼쇠 덩덕궁이에 맞추어 자반뒤집기·연풍대·땅재주를 부리고 앉아서 박

수치며 돌리기와 외사·양사·일사 등을 돌린다.

⑫ 동고리받기 : 열두발 돌리기가 끝나면 동고리 받기를 하는데 망상농악의 동고리는 

단동고리로 세명의 어린아이들이 각각 어른의 어깨위에 무등을 타고 춤을 추며 

노는 것이다. 

⑬ 똘똘말이 : 동고리 받기가 끝나면 풀리는 쇠로 돌다가 가락을 꺽으면 상쇠부터 안

으로 들어가며 똘똘말이를 한다. 똘똘말이는 보통 멍석말이 또는 달팽이진 이라고 

하는데 돌돌돌 말아 간다고 하여 똘똘말이라고 한다. 똘똘말이 역시 장단과 놀이

의 명칭이 같으며 가락의 구성이 아주 특이하다.

⑭ 황덕굿놀이 : 황덕굿은 영동지역에서 사용되는 말로 놀이판 가운데에 황덕(큰 횃불, 

큰 모닥불)을 피워놓고 놀았던 것에서 유래했으며 놀이하는 모양을 본떠서 이르는 

말이며 신명난 뒷풀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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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농악은 신명이나 신바람 그리고 흥이 있는 놀이다. 춤과 풍물 그리고 소리, 이 모

든 것이 신명을 피우고 흥을 돋으면서 노는 놀이다. 강원농악의 이 신명의 근원은 원초

적으로 마을제의와 관련을 맺고 있다. 마을의 제의, 마을 굿은 주술적이다. 서낭신을 모

동해 망상농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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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 마을 전체의 생생력(生生力)과 풍요(豊饒)를 확보하기 위한 굿인 것이다. 그 굿의 

축소판이 바로 농악놀이이다. 이 놀이 속에는 기쁨과 주술적인 목적이 성취된 것처럼, 

모든 것이 풍요롭게 충족된 것처럼 만드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모든 것이 주술이라

는 관념적 인식이 작용하여 서낭신과 인간이 함께 하며, 남녀노소, 상하귀천의 구별 없

이 모두 흥겹게 열린 축제의 장(場)으로 어우러져 공동체 조직의 단합과 그 힘을 과시

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예술, 전통예술의 정수로 전승되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1970년대 근대화·산업화시대를 지나면서 오늘날에는 여럿이 함께 

하는 힘이 차츰 약화 되었다. 그리고 점차 농악을 치고 노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예전

에는 누구나 마을 사람이면 할 수 있던 농악을 이제는 기능인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었다. 농악은 스승을 정하여 배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마을 농악대의 놀이판에서 

모두와 잘 어울리며, 일도 배우고, 삶의 지혜도 배우고 그리고 농악도 자연스럽게 익히

고 살았다. 강원농악은 몇몇이 어울려 노는 그런 농악 하고는 사뭇 다르다. 이는 개인

놀음에 충실한 그런 농악이 아닌 것이다. 모두 함께할 수 있었던 가락이고, 춤사위고, 

소리였다. 강원농악은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 농촌민속이 살아있음은 곧 농악이 살아있

음과 같다. 농악이 사라지면 그것은 곧 농촌민속이 사라짐을 뜻한다. 

강원농악은 지역적으로 특히 강한 가락과 이에 맞추어 투박한 춤을 추는 춤은 강원농

악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의 몸짓 곧 춤사위다. 이러한 마을농악의 정체성을 지닌 특색 

있는 문화특소를 지속적으로 살려가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잘 연구하고 다듬어서 강원

농악이 새롭게 도약하고 전승이 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다. 전통민속예술의 

향기가 오롯이 담겨 있는 강원농악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것이 앞

으로의 과제이다. 

김경남(경동대학교 한국어교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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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민속공예

1. 변천과 특징

공예품은 사용하는 재료의 재질에 따라 금속공예·목칠공예·도자공예·자수공예·종

이공예·섬유공예·석공예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강원도 공예업종들은 마을 전체나 

혹은 온 가족이 매달려서 대를 물리며 생산을 해서 업으로 삼던 생산품들로서, 특별한 

기술이나 훈련을 요한다. 사실 이들 생산품은 현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예술품에 해

당된다. 제대로 된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동안 축적된 특별한 방법이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원도에서 이들 공예업은 예술을 목적으로 해서 창

업되거나 발전된 것이라기보다는 모두가 실생활에 필요하고 실생활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는 제품들이다. 단지 생산품의 특성상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특별한 기술을 요하기에 

일정지역이나 마을·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해온 우리의 전통 생산 분야이며 민속공

예인 것이다.

먼저 금속공예를 살펴보겠다. 금속공예는 금속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 쓰이는 조형체를 만드는 일 또는 그 작품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금속으로 

도구를 제작하기 시작한 시기는 청동기시대부터이다. 동검(銅劍)의 출토 지점과 양식, 또

는 동검을 주조하던 거푸집의 출토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아마도 북방경로를 통하여 서

기전 1,000년 무렵에 전래된 것으로 보이며 서기전 700년 무렵부터는 실제로 제작·사

용하였으리라 추정하고 있다. 곧이어 철기문화가 들어와 주로 철로써 각종 이기(利器)·

농기구 등을 생산하였는데, 당시 철을 제련하여 도구를 만들던 야철지(冶鐵址)가 간혹 

발견되고 있다. 한편, 금의 사용은 청동과 비교하여 볼 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

만 청동기보다는 늦으며, 금을 사용하면서부터 청동에 도금하는 기술이 발달하여 금동

제품이 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금속공예품은 매우 다양하다. 이 다양성은 재료·기법·형태, 또

는 문양의 배치 등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금속공예품은 대개 장신구·불구(佛具)·사

리구(舍利具)·일상용구와 고고학적 유물 등 5개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는 관수용 공예품을 중앙의 경공장(京工匠)과 지방의 외공장(外工匠)이 맡아 제작하였는

데, 한말의 혼란기에 관장(官匠)들이 자유인이 되어 각 지역으로 흩어져 지방 공예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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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고, 관아의 제재에서 풀려난 외공장들로 개인 작업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 

강원도의 금속공예품은 강릉과 양구의 방짜수저가 유명하다. 방짜는 놋쇠를 녹여 망치

로 두들겨 다듬어 만든 것으로 징·꽹과리 등 악기를 만들거나 숟가락 등 식기를 만드

는 두 분야가 있다. 방짜는 일정한 틀에 부어 주조하는 유기와는 달리, 만들고 형을 떠

내는 방법이 철저한 수공예품인 것이다. 방짜수저는 그 아름다운 모양만큼 만드는 공정

도 까다로워 손길을 많이 타야 한다. 구리 한근(600g, 16냥)에 상납 4냥 5돈 비율로 정

확하게 혼합한 놋쇠를 녹여, 손가락 크기보다 조금 길게 흠이 파인 무디판에 부어 식히

면 무디가락을 얻는다. 이 무디가락 한 개가 숟가락 한 개가 된다. 

강원도 내 방짜수저 장인으로 강릉의 김영락(金映洛)이 있었는데, 작고하고 그의 아들 

김우찬이 강원도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로 그 맥을 잇고 있다. 양구에는 김영락의 동생 

김용락이 맥을 이어 왔으나 작고하고, 그의 아들 김기찬이 강원도무형문화재 예능보유

자로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은 목공예이다. 목공예는 나무를 이용하여 물건을 만드는 기예(技藝) 및 그 제품

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각종 건물과 가재도구 대부분을 나무로 만들어 사

용하였다. 궁궐이나 관아·사원 같은 공공건물을 비롯하여 모든 사사로운 주택이 목조

건물이므로 그 안에 비치하는 기물에 목제품 비중이 늘게 마련이다. 나무를 많이 다루

는 생활여건에 따라 갖가지 민구(民具) 역시 나무로 제작한 것이 많았다. 따라서 목재를 

다루는 솜씨 또한 일찍이 발달되었다. 목재를 다루어 집을 짓거나 기물을 제작하는 기

술자를 목수(木手) 또는 목장(木匠)이라 부른다.

산림경제에 따르면, 일반가정에서 갖추어 놓아야 할 생활용품 가운데 목죽제품의 비

율이 도자기와 금속제품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체 목록의 40％를 넘고 있다. 이것

은 한국인의 목재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거공간이 석조나 벽

방짜수저(故 김영락 작품, 강릉) 방짜수저(김기찬 작품, 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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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건물인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목조건물에다 온돌을 발달시킨 평좌식(平坐式) 생

활을 해왔으므로 더욱 특징 있게 발달되었다. 즉, 우리의 가구는 아담하고 따사로운 주

거 분위기에 맞도록 단순화시키면서 허식을 피하고 절제된 소박한 느낌을 준다. 장식성

의 과다 현상은 한 시대의 유행이거나 특정한 계층의 전유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자

연스럽게 필요에서 우러난 아름다움은 시대와 계층을 초월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강원도는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목재가 풍부하여 목공예가 발달하였다. 목재는 쉽게 

뒤틀리거나 트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건조과정을 잘 지나야 한다. 햇빛과 바람이 들

지 않는 장소에서 서서히 말려야 원형을 유지할 수 있다. 강원도 목공예품은 목기(木器)

를 비롯하여 가구·목기·다식판·떡살·소반 등이 해당된다. 목기는 나무그릇을 말하

며, 종류로는 함지박·이남박·나막신·주걱·다듬이방망이·홍두깨·능화판·떡살·다식

판·장기·바둑판·바리때·지팡이 등이 있다. 목기의 생명은 나무건조, 옻칠 그리고 정

성에 있다.

강원도 산간지역에서 목기제작이 성행되었다는 것은 목재가 풍족한 현장임을 뜻한다.  

산간지역 중에서도 골이 깊은 곳에서 서북 방향으로 자란 나무일수록 호재(好材)로 친

다. 단순목물일수록 나무를 통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목재가 건조되면서 

터지기 잘하는 곳은 나이테의 동남향 부분 숨골 쪽이다. 그러므로 동남향의 양지 바른 

계곡에서 자란 목재는 자연 숨골이 선명하기 때문에 토막쳐서 쓰는 석질 재목으로는 적

절치 못하다. 석질이란 통나무의 나무결이 세로로 서게 이용하는 것을 가리키며, 이같

이 토막쳐 만드는 석질 재목으로는 제기접시와 반상기, 밥통을 갈이틀로 깎는 목기들이 

여기에 속한다. 제작된 목기는 움집에다 재워 쌓아 놓고 풀과 흙을 덮은 뒤, 온돌에 불

을 피워 건조시키는 방법이 오래된 제작방법이다. 이는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킴

으로써, 나무진을 삭힌 후 서서히 말리게 되므로 1개월 이상 건조기간이 소용된다. 움

집에다 숯불을 피워 건조시키는 방법은 흔히 피나무 목기 같은 물건을 만들 때 적용한

다. 이 방법은 목기를 시렁에다 잔뜩 얹어 놓고 굴바닥에 숯불 구덩이를 만들어 진하게 

피워 올리면 다갈색으로 취색되면서 구워지는 것이다. 목기에다 옻칠을 할 때는 이러한 

취색방법이 필요치 않으며, 옻칠은 따로 칠방에서 하게 된다. 제기접시·바리때·쟁반 

등은 반드시 옻칠을 하며, 이런 목기들은 소나무를 이용하는 경우가 극히 적고 산지에 

흔한 때죽나무·단풍나무·피나무·엄나무·들메나무·오리나무·박달나무·느릅나무 등 

잡목으로 만든다. 특히 느릅나무는 해발 200m~600m 사이의 산기슭에서 자라는 나무로

서 일본·중국·만주 등지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높이 29m에 둘레 5m에 달하도록 크



제24권 민속[구전·예술]  575  

민속공예 | 제5절

게 자라기 때문에 정자목이 되기도 한다. 껍질이 질겨서 노끈과 줄을 꼬는 나무로 유명

하며, 어린잎은 식용으로도 사용하고 사료로 먹이기도 하는 등 다양하게 이용하는 나무

이다. 토막내어 갈이틀로 제기접시·바리때·쟁반·반상기 등을 많이 깎는다. 그런데 가

구의 판재로는 성질이 고약하므로 오랫동안 충분히 진을 빼고 묵혀서 써야 한다. 속성

수에 속하는 만큼 치밀하지 못하고 색깔이 충충한 편이다.

강원도에서는 재질이 질기고 탄력이 풍부하며 내습성이 강한 소나무나 과실나무들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무를 재료로 한 목물제작이 성행했다. 대표적인 것이 소

반이며, 강원만의 특색 있는 소반을 ‘강원반’이라 부른다. 소반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강

원반의 전형은 책상반·원반 만이 민예품으로 인정된다. 강원반은 장방형으로 책상반이라 

한다. 강원반은 삼척 도계읍 신기리와 강릉 일부 지역에서 주로 만들어졌으며, 구한말에

서 해방 후까지 명맥을 이어왔다. 원반은 쟁반·소반·두리반·원형반이라 하는데, 조선

후기에서 일제강점기말까지 주로 인제지역과 홍천·평창·강릉 등지에서 만들어졌다. 강

원반은 그 제작과정으로 볼 때, 판재와 각목을 부분별로 맞추고 조각과 칠의 과정을 거

치므로 조립목물에 속하고, 또 숙련된 소목장이나 반장에 의해 만들어진 원반은 제작과정

이 단순하여 단순목물에 속한다. 가원반과 원반에는 옻칠·흑진칠·왜주칠 등이 쓰인다.

강원반의 특성은 첫째, 영동지역에서는 강원반을 책상반으로 부르는데, 이는 이 지역

의 문화적 전통인 선비문화의 특성으로 글 읽는 책상용으로 많이 쓰여졌기 때문이다. 

둘째, 구조적 측면으로 보면, 다른 지역 소반의 다리는 대개 네 개로 된데 비하여, 강원

반은 두 개의 통반으로 된 다리로 되어 있다. 또 윗판을 네모지게 하여 딱딱한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모서리 부분을 곡선으로 처리하여 구수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강원반

의 족대는 요철형으로 구성되었는데, 다리는 ‘凸’형, 받침은 ‘凹’형으로 밀어 넣어 맞출 수 

있게 하였다. 문양으로는 네모무늬·복숭아무늬·가위무늬 등을 주로 조각했고, 그 외에 

강원반 중 호족12각반과 죽절사각반(가톨릭관동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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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꽃무늬·이형무늬도 있다. 셋째, 타지역 소반은 다리 사이 윗 부분에 중대를 설치하여 

구조적 보완을 했는데, 강원반은 튼튼한 통판다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넷째, 오늘날까지도 여러 용도에서 쓰인다. 원반은 반고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있는데, 높은 것은 엎어 놓으면 절구의 용도로 쓰이고, 낮은 것은 야외용 소반으로 주

로 쓰였다.

강원도에서는 다식판과 떡

살을 주로 나무로 제작하여 

썼다. 다식판은 다식을 박아 

모양을 나타나게 하는 기구

로 다식판의 발전된 형태가 

다식틀이다. 다식판이 단순

하게 하나의 나무에 문양을 

새겨 다식 문양을 낸 후에

는 젓가락 등으로 빼내 원

형을 훼손시켰음에 비해, 다

식틀은 두 개의 널로 되어 곡식가루를 꿀에 개어 주물러 다식틀 구멍에 꾹꾹 넣을 때

는 두 개의 널이 분리되어 올려져 있다가 빼어낼 때에는 누르면 빠질 수 있도록 ‘凹’·

‘凸’의 기능을 잘 살려 조각의 조립과 분해에 따라 다식을 꺼낼 수 있게 하였다. 다식판

의 무늬는 길상문자·꽃·태극·물결·빗살·햇살 등이 있다. 특히 강원 다식판에는 국

화무늬와 물고기(붕어·잉어)가 많이 쓰였다. 국화무늬는 사군자의 하나로 절조를 상징

하기에 사랑받았고, 물고기무늬는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어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선

비들에게 나라의 인재가 되라는 뜻이었다. 또한 재앙을 물리치고 부귀와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의미가 있다. 

떡살은 떡에 살을 박는다는 뜻으로 떡에 ‘十’자를 긋거나 떡에 무늬를 찍는 것을 통칭

한다. 이는 그 떡살을 찍는 사람의 염원을 비는 뜻으로 쓰인다. 떡살의 형태는 떡에 살

을 박는 방법에 따라 한 손, 두 손으로 찍는 것으로 분류된다. 크기는 다양하여 큰 것

은 45㎝ 안팎의 것이 있다. 인면(印面)은 여러가지인데 장방형·둥근형·6각형·타원형 

등이 있으며, 강원떡살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남근형(男根型) 떡살이다. 이는 주로 삼척 

원덕읍 일원의 바닷가에서 발견되며, 남근숭배 민속인 해랑신제에서 원류를 찾을 수 있

다. 강원떡살의 소재는 나무·도자기·돌이다. 나무의 용재로는 단단한 나무를 선택했

나무 다식판(가톨릭관동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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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영동지역에서는 특이하게 부적무늬 떡살도 발견되는데, 이는 귀신이 접근하지 못한

다는 복숭아나무에 부적무늬를 새긴 것이다. 떡살을 만들 때는 나무가 뒤틀리거나 트는 

것을 막기 위해 2~3개월 진흙에 삭혔다가 솥에 넣고 삶은 후, 변질 방지를 위해 음·

양지에서 번갈아 잘 말려 주는 공정을 거친다.

영동과 영서지역의 떡살을 비교하면 영서는 형태와 무늬가 섬세하고 미감이 좋은데 

비하여, 영동은 솜씨는 투박하나 무늬가 다양하고 개성이 뚜렷하여 민속자료적 측면에

서는 더욱 눈길을 끈다. 사기떡살은 방산가마에서 생산된 ‘방산떡살’이 있는데, 색깔은 

희고 아름다운데 비해 숙련된 도공이 만든 것이 아니어서 도법(刀法)이 다양하지 못하

다. 사기떡살 중에 ‘흑갈유(黑褐柚)’를 칠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항아리를 굽던 옹기장들

의 제품으로 정제품이 적다.

강원떡살의 무늬는 기본무늬로 원·삼각·사각·선무늬·글자·꽃·동물·추상무늬·

기하학무늬가 있다. 영서지역에서는 창살무늬가 많이 사용됐는데, 여러 창살 중에서 양

반가의 ‘띠창살무늬’를 사용하였다. 영동지역은 금강산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유에서 금

강산무늬와 부적무늬를 사용하기도 했다. 부적무늬는 주로 무제(巫祭)에 사용할 떡을 찍

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선신수호(善神守護) 천재운소(天災雲消)’의 뜻이 담긴 것이다. 

가구 종류로 대표적인 것은 반닫이와 장농이 있다. 강원의 반닫이는 예부터 우리 주

변 어디를 가나 쉽게 볼 수 있었고, 향토 상징 수종으로 일컬어졌던 소나무와 두터운 

무쇠장식과 순박한 짜임새가 한데 어울린 강원의 대표적 옛 목공예품으로 인정된다. 또

한 많이 사용된 목재로는 강원도 회양 금강산 일대와 황해도 문화지역의 잣나무도 유

명하다. 잣나무 자체는 열매도 중요하지만 재목이 가벼워서 판재로 많이 쓰이는 편이고 

관재(棺材)로서도 많이 사용된다. 다만 송진의 함유랑이 많아서 세공재(細工材)로서는 부

적당한 편이지만, 연하고 내구성이 높은 점을 살려서 반닫이·궤 등을 많이 만든다. 흔

히 ‘장농’이라 하면 ‘장’과 ‘농’을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혼용하기 쉬우나, 장과 농은 구별

나무떡살과 백자떡살(가톨릭관동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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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차이점이 있다. 장은 이층이나 삼층으로 만들어졌어도 하나의 몸체로 이루어진 것

이고, 농은 한층 한층 따로 떨어진 같은 크기의 궤를 포개 놓도록 만들어진 것을 말한

다. 그래서 반닫이는 네모진 장방형이 궤모양으로 생긴 농의 일종이고, 앞면의 위쪽 절

반을 문짝으로 만들어 아래로 젖혀 여닫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민들은 장이

나 장농 대용으로 비용이 덜 드는 반닫이를 많이 썼으며, 옷가지 외에도 문서·책·은

붙이 따위를 넣고 채운 후 반닫이 위에는 침구를 개 얹어 다용도로 활용하였다. 

강원도 2층장과 2층농(가톨릭관동대학교박물관) 

강원도 반닫이(가톨릭관동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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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구인 찬탁과 찬장도 나무로 만들어 썼다. 찬탁은 부엌에서 식기를 올려놓거나 

보관하기 위해 시렁공간을 많이 만든 가구이다. 종류로는 앞·뒤·옆이 탁 트인 것과 

위·아래 또는 중간에 수납장을 두어 문을 여닫게 만든 것도 있다. 수납장이 달린 찬탁

은 강릉 선교장과 그 외 몇 집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찬합을 넣어두거나 수저통 

또는 음식물 등을 보관한다. 찬장은 음식이나 그릇을 넣어두는 장이기 때문에 사방이 

트인 것은 없고 대청마루나 찬방에 놓고 사용한다. 그저 실용위주의 육중한 기둥과 묵

직한 널판으로 짜여진 튼튼한 강원의 목공예품이다. 강원지역의 찬장은 타지역 찬장과 

비교해서 형태·용재·장석 등에서 차이점은 별로 발견되지 않으나, 골주용재는 소나무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치는 춘향목(紅松)으로 만든게 많다. 형태는 3층이고 굵은 골주(骨

柱)와 여닫이문, 3~4개의 서랍이 있어 주방용품을 넣어 둔다. 장석은 손잡이·경첩·문

판 모두가 무쇠로 된 것이 많고, 연귀짜임과 사개짜임으로 이어져 이음새가 견고하다. 

강원도내 전래품 가운데 춘천지역의 것은 칠을 엷게 하여 용재의 목리(木理)를 살려 길

들인 것이 여러 점 발견되었고, 영동지역의 전래품은 대부분 흙갈색이 많은 편이다. 

강원도에서 나는 황장목 등의 질 좋은 목재는 궁궐이나 사찰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강원도에는 대찰(大刹)이 많아 일찍이 사찰을 보수하는 대목(大木) 기술이 발달해 왔다. 

강원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평창의 대목장(大木匠)이 대표적이다. 대목은 나무를 깎고 

다듬어 기물이나 건물을 세우는 일이고, 이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목수(木手) 또는 목장

(木匠)이라 통칭한다. 그 가운데 작은 부재의 목재를 이용하여 건물의 내장재나 창호·

가구 등을 만드는 목수인 ‘소목(小木)’과 구분하여 전통 목조건축물을 짓거나 큰 부재의 

목재를 치목·조립하는 일을 하는 목수를 따로 ‘대목(大木)’이라 부른다. 대목들 중에서

도 건물의 크기에 따라 적게는 십여 명에서 많게는 수십여 명의 목수를 이끌어나가는 

대목의 수장을 도편수라 부른다. 

대목장 홍완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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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문화재 중에는 목조 건축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노후되거나 자연

재해·인재 등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효율적인 유지·보수와 전통 

건축문화의 계승 차원에서도 그 기능을 보존·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예로

부터 산 높고 골 깊은 강원도에서 산출되는 질 좋은 목재들이 궁궐·사찰건축 등에 많

이 사용되면서 강원도만의 특성을 지닌 전통 건축문화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전통 건

축문화의 체계적 전승·보존을 위해 대목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강원도 지역의 불교문화는 신라말기부터 유입되어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거치며 지

역의 곳곳에 대형 사찰이 자리 잡을 만큼 화려한 번성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조선시대

부터 점점 쇠락하기 시작하여 조선후기에는 몇몇 사찰만 남아 그 명맥을 유지할 정도였

다. 그마저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전쟁·화재·도난 등 숱한 사건·사고로 인해 불

상 등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었고 남아있는 것도 심하게 훼손된 것이 많다. 이러한 문화

재 중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불상이고, 목불(木佛)이 대부분이다. 강원도는 목불을 복원

하고 제작하는 공예가 발달하였는데, 대표적인 이가 강릉의 불교목조각장 고윤학이다.

불상을 만들며 깎고 다듬는 입체조각이란 전·후·좌우·사방에서 바라보아도 적절한 

비례와 구도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 불단위에 모셔져 있을 때의 시선 각도를 고려해서 

두상을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한다. 입가에 미소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칼질

이 달라진다. 웬만한 눈썰미와 솜씨를 갖지 않고선 부처님의 그윽한 눈매와 미소를 감

히 흉내 낼 수 없다. 부처의 미소는 대중들에게 편안한 안식을 준다. 그래서 경직되고 

위압적이지 않은 불상의 상호를 묘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이 눈매와 입가

의 미소 처리다. 온화한 미소를 띠지만 나름 위엄이 있어 보이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야 하는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지 않고선 감히 흉내 낼 수 없다.

불상을 제작하기 위해선 불상 종류를 택하고 크기와 불상양식을 정한 후 밑그림인 초

본을 그린다. 주재료인 나무를 택하는데 비자나무·느티나무·홍(적)송·전단향·침향

목·피나무·은행나무·박달나무 등을 사용한다. 백골로 자연 그대로의 색으로 완성하거

나 채색·개금작업을 하는 불상의 재료로 은행나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은행나무

는 좀이나 벌레에 강하여 수명이 길다. 나무를 제재하고 필요한 크기만큼 재단한 재목

을 가 접목 시킨다. 접목시킨 재목을 대충 크게 쳐내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나면 가 

접목 시켰던 부분들을 분리 후 속을 파내는(복장을 파낸다는 표현을 사용)작업을 한다. 

다시 아교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접착시킨 후 세부조각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100여개가 

넘는 조각칼을 사용한다. 불상의 상호를 가장 먼저 표현하고, 신체를 다듬은 후에는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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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와 광배를 제작한다. 원형이 제작되면 모시를 입혀 옻칠을 하는데 모시발이 없어질 

때까지 옻을 입히고 사포질하는 과정을 10여회 반복한다. 금을 입히는 작업을 한 후에 

붓으로 얼굴의 형태를 그리는 개안작업을 하고나면 완성이 된다. 

이외에 강원도에서 전승되는 목공예는 각자(刻字)이다. 각자는 나무나 돌 등에 글자를 

새기는 것을 말하며, 문자가 발명되고 이를 새겨 기록을 남기면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의 각자 유물로서 초기의 것은 주로 금석문(金石文)이었으나 종이와 먹의 발달로 인쇄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 특히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

大陀羅尼經)을 비롯하여 현존 최고의 목판인 해인사의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등은 우

리나라 각자 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고려후기 이후 활자본(活字本)이 발달하여 인

쇄문화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목판은 한번 새겨 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조선말기까지 매우 성행하였고, 유교 및 불교의 경전은 

물론, 개인의 문집까지 목판은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인쇄문화에서 금속

활자와 함께 목활자가 많이 사용되었다. 목활자는 글자를 하나씩 새겨서 만들었기 때문

에 각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각자 작품은 인쇄를 목적으로 하는 목판과 목활

자, 건물에 거는 편액(扁額)·시판(詩板)·현판(縣板)·주련(柱聯)이 주종을 이루지만, 의걸

이장·책장 등 목가구에도 활용되는 등 그 쓰임새가 다양하였다. 또한 목가구에는 사군

자 등 화각(畵刻)이 함께 사용되기도 하였다. 

각자의 수법은 반서(反書·左書)와 정서(正書)으로 나누어지며, 반서는 인쇄를 위해 원

본을 거꾸로 붙이고, 종이 위에 글자가 비치게 해서 새기는 것이고, 정서는 현판 제작 

등을 위해 글자를 똑바로 붙여 새기는 것이다. 그러나 사진술과 인쇄술의 발달로 이러

한 전통적인 각자문화는 사라지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고성의 이창석이 강원도무형문화

재 보유자로 인정받아 각자문화의 명맥을 계승해 오고 있다.

불교목조각장 고윤학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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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는 목공예와 함께 옻칠공예가 발달하였다. 옻칠공예품은 동양특유의 공예품으

로, 백골에 옻나무의 진으로 만든 칠로 채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옻칠은 중국상고시대

에 이미 발달하였고, 한반도에는 낙랑시대에 전해진 이후 계속 발달하여, 마침내는 한국

칠이 중국인들에게 호평을 받게 되었다. 고려후기 칠기공예 중 가장 많이 쓰여진 종류

는 제기와 불기로서, 승려의 식기인 바리[鉢]·소반[盤床]·빗접·함·경상·연상·경장(經

欌), 장류(欌類)인 사방탁자·문갑·목판·불단·도금용의 접착제 등으로 사용되었고, 또

한 갓[黑笠]과 주립(朱笠) 등에 쓰이기도 하였다.

특히 원주의 칠공예는 옛날부터 유명하였다. 원주는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 옻의 주산

지로 유명하였다. 이러한 연고로 원주에는 옻채취·정제·나전칠기 등의 옻 관련 공예

장인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전통 옻칠공예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걸쳐 옻나무는 국가에서 심어 가꾸기를 권장하고 관리하였다. 동국여지승람 토산조(土

産條)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충청도에 7개소, 강원도에 14개소, 황해도에 4개소, 평안도에 

10개소, 전라도에 7개소, 경상도에 18개소 등 총 60군현에 칠이 나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칠기는 전국적인 토산품이었다.

옻칠이 가진 방습효과를 최대한 이용해 목물이나 금속기를 건실하게 유지시키면서, 해

충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옻칠의 효용성을 우선적으로 취했던 것 같다. 옻칠의 사용이 

처음에는 특별한 계층을 위한 것으로 제한되었을 것이다. 청동기시대의 청동기가 그러하

거니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있어서도 칠기의 사용은 왕실과 귀족 및 승려 계층에 

국한되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고려시대에 나전칠기가 융성하게 된 이면에는 국교로서의 

불교가 강력하게 뒷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구의 옻칠에는 극진한 정성이 담

겨져 있다. 조선시대에는 옻칠과 자개일이 훨씬 대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옻나무의 재

배가 국가적으로 권장되는 한편, 그것이 지방관청의 엄격한 감시 속에서 보호되었다.

각자장 이창석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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옻칠공예 중 나전칠기의 제작사례를 살펴 보면, 먼저 목공이 제작한 백골에 첫 번

째 생칠을 하게 되고, 일주일간 완전히 건조하며 칠풀(쌀풀과 생칠을 합한 것)로 삼베

를 싼 다음 하루 정도 건조시킨다. 그 다음 목탄불(참나무 숲과 쌀풀 그리고 생칠을 합

한 것)을 바르고 2회 도장한 후 1주일간 건조한다. 이것이 기초공정이며, 이후 광내기·

문양·채칙 등 끊임없이 공정을 거쳐야 한 작품이 탄생하게 된다. 이같이 탄생한 작품

은 20~30년 후에야 원래의 빛이 발산하기 때문에 작가의 생전에는 제 빛을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나전칠기 한 작품을 만드는 데는 약 2,200여 공정을 거쳐야 하므로 작은 

소품이라도 6개월, 장롱 같은 대작은 7년이나 걸려 장인정신 없이는 작품에 손을 댈 수

가 없다. 강원도의 나전칠기공예는 국가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인 고(故) 김봉룡(金奉龍)

이 1960년 초에 원주로 이사하여 원주칠공예 주식회사 공예부장으로 취임한 후 원주의 

옻칠공예로 꽃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제자인 이형만은 원주에서 옻 속에 숨어 있는 나

전칠기의 화려한 색을 찾기 위해 나전칠기 재현에 몰두하고 있다. 이외에도 강원도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칠정제장·칠장·나전칠기장·생칠장 등이 원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칠정제장 박원동의 정제옻 칠장 김상수 작품

나전칠기장 박귀래 작품 생칠장 이돈호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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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자공예에 대해 살펴본다. 도자공예는 점토를 원료로 하여 형태를 만든 후 

가열하여 완성시킨 도자기로 만든 공예품이다. 도자기는 재질에 따라 토기·도기·자기

로 분류하며, 기능적으로는 생활 용기·위생 용기·건축 재료 등으로 나뉜다. 특히 자기

는 청자와 분청사기·백자로 발전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분청사기와 백자가 주류를 이룬

다. 분청사기는 제작기법에 따라 감화(嵌花)·인화·박지(剝地)·조화(彫花)·철화(鐵畵)·

백토(白土)분청 등으로 나뉜다. 조선초기부터 임진왜란 직전까지 제작된 분청사기는 상

감청자의 말기적 현상에서 점차 백자로 이행해가는 변화의 추이를 보여주면서 서민적

인 느낌을 주는 그릇이지만, 고급백자와 함께 왕실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한편 백

자는 조선시대 전반에 계층을 초월하여 폭넓게 사용되었으며 특히 왕실과 중앙관서용은 

관청수공업체인 사옹원(司甕院)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백자의 질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유백색의 유약 빛깔을 바탕으로 하여 사군자·용·길상문자 등 다양한 문양

을 청화나 철화안료로 시문하는 경향도 순백자와 더불어 조선백자의 중요한 흐름을 형

성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전국 각 지역의 토산항목에서 자기 생산지 30개소를 명시하

였는데, 도자기 생산으로 유명한 곳으로 강원도 내에서는 양구 방산이 적혀 있다. 방산

일대에서 제일 오래된 고요(古窯)는 장평리 선우골과 소현리 점말골로서 약 600년전부

터 고려백자를 굽던 곳으로 알려졌고, 장평리의 현 성결교회자리 가마터는 일제강점말

기에서 해방 후까지도 주로 청화백자를 구워 냈다. 양구에는 백자의 원료가 되는 백토

가 매우 유명하여 일찍부터 도자공예가 발달하였

다. 양구에서 생산되는 백토는 매우 양질의 것으

로 조선시대 중앙에 공급되기도 하였다. 특히 양

구 가마에서 구워진 백자는 조선백자의 시원(始

原)이 되었다. 양구에서는 고려말부터 일제강점기

까지 꾸준히 백자를 생산해냈으며 현재는 양구백

자박물관에서 양구백자의 재현과 백토를 알리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백자기술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백자를 제작하는 장인은 횡성

의 장송모 도공이 있다.

방산자기는 원료인 백토가 요지에서 가까워 앞산 중턱에만 올라가도 얼마든지 떠다 

쓸 수 있었고, 특히 방산백토라 불리운 고령토(高嶺土)는 가루가 고와서 방아에 넣고 빻

전통자기도공 장송모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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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더라도 이내 쓸 수가 있으며, 눈같이 회고 흙이 차지기 때문에 반죽이 용이하여 

성형하기도 편한 장점이 있다. 유약은 느릅나무를 태운 재를 많이 썼고, 장작은 소나

무 자원이 많아서 해방 전까지만 해도 별 어려움 없이 구해 썼는데, 해방 후에 장작이 

부족해지자 가까운 인제·홍천·화천 등지에서 반입해왔다. 흙을 성형해서 초벌구이할 

때에는 800℃ 이상까지 열을 올리고, 잿물을 먹여 마지막으로 구워낼 때에는 장작의 

불 힘이 좋아 1,600℃ 이상까지 불질을 한다. 제품은 주로 밥사발·항아리·술병 따위

였는데, 주문에 따라 향로 같은 제기나 연적·떡살·화분 같이 흙으로 빚어 만들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만들다시피 했다. 방산자기소에 관하여는 조선왕조실록·승정원

일기·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옛 문헌에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한 편년과 최초 생산 

연대가 입증되지 못함으로써 추측과 개연성의 자료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방산가마는 1391년(공양왕 3) 이전부터 존재했었다는 점과, 조선시대 전국 각처

에 서민용 사기그릇을 만들던 지방가마[地方窯]가 139개소나 있었고, 그 곳 지방요에서 

만든 밥그릇 모양은 방산가마에서 만든 것을 본떠 만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방산가마는 전국 지방가마의 원조격이 된다. 특히 1932년 이성계의 발원문이 담

긴 사리발원구가 발견되었다. 1391년(홍무 24)에 이성계와 부인 강씨(康氏) 등이 사리구

를 조성하여 이성계가 왕이 되

기를 발원하고 금강산 월출봉

에 묻어 두었던 것이다. 여기서 

백자 발(鉢)의 굽에 세겨진 ‘방

산사기장심용(防山砂器匠沈龍)’

이라는 명문은 이들 백자의 생

산지가 양구일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자기 외에 민간 생활용품으로는 옹기가 제작되었다. 옹기는 ‘도기’ 또는 ‘오자기’라고도 

하며 질그릇과 오지그릇으로 구분된다. ‘질그릇’은 진흙만 구워서 만들고, 잿물을 덮지 

않은 그릇으로 겉면이 거칠게 일어나 매끈하지 못하고 윤이 없다. ‘오지그릇’은 볕에 말

리거나 약간 구운 뒤에 오짓물(보통 갈이재를 원료로 한 잿물)을 입혀 다시 구운 것으

로 검붉은 윤이 나고 질기다.

옹기가 생활용기로 자리잡은 것은 지금부터 약 700년 전으로 보아야 한다. 강원도에

는 옹기가마가 강릉대도호부·원주목·춘천도호부·삼척도호부·양구현·회양도호부·울

이성계 발원 사리발원구(국립춘천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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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통천군·흡곡현 등 10개소 정도 있었는데, 품질은 모두 아랫질에 속했던 것으로 

미미했던 편이다.

옹기는 우리나라가 난식문화권(煖食文化圈)이기에 음식을 따끈하게 유지하기 위해 더

욱 발전할 수 있었다. 전래품으로는 큰독·중두리·시루·소줏고리·오지밥통·수저통·

떡살·연적 등이 두루 사용되었다. 강릉지역은 특이하게 수저통을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징적인 것이다. 이 밖에 오지떡살이라 하여 떡살 가

운데 두 손으로 쇠뿔을 잡듯 거머쥐고 살을 찍을 수 있게 한 것도 나타난다. 

다음은 자수(刺繡)공예이다. 자수는 바탕천에 여러가지 색실로 무늬를 수놓아 장식하

는 공예미술이다. 자수는 인류가 동물의 모피나 식물의 껍질과 잎 등을 원시적 재봉용

구로 꿰매고 엮어 옷을 지어 입었던 선사시대부터 기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고기

나 짐승의 뼈 등으로 만든 바늘로 짐승의 가죽을 꿰매어 옷을 해입는 등의 원시단계에

서 점차 문명이 발달되어 옷감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금속바늘이 출현하면서 자수가 시

작되었다. 즉, 인류생활이 점차 문명화되면서 옷이나 직물제품에 계급 표시 등을 목적으

로 장식 또는 자수를 도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수는 직물의 표면을 장식하는 조형예

술로 발전되고, 각 민족의 생활환경·풍습·신앙 등에 따라 독자적 양식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수 역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시대의 변천에 따라 우리 민족의 

미적 특질을 표현해왔다. 자수는 길쌈·바느질 등과 함께 바늘 한땀 한땀의 정성을 통

해 일상생활 곳곳에 섬세한 솜씨로 아름다움을 가꾸워 왔으며, 아울러 민족의 정서를 

그 속에서 꽃피웠다. 우리나라 자수는 궁수(宮繡)라 하여 궁중에서 수방상궁의 관리 하

에 놓은 질 좋은 자수와 지역마다 개성을 살려 놓은 전통 지방 자수(刺繡)로 분류할 수 

있다. 옛 문헌에 보면 지방수로 유명했던 곳은 평양·안주·나주·순창·대구 등지였다. 

강원도 옹기인 소줏고리와 초병(가톨릭관동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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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수방과 자수인구로 보면 단연 강릉인데, 강릉 자수보자기는 종류

가 다양해서 패물보·기러기보 등 다양한 용도로 쓰였다.

1881년(고종 18)에 간행된 부녀자의 생활지침서인 규합총서(閨閤叢書) 수선조(繡線條)

에 보면 “그림 본을 놓고 천 바닥에 분필로 그린 다음 네 귀에 실을 꿰어 걸어 놓고 

골무를 가운데 손가락에 끼워 놓는데, 빽빽하거나 엉성해서도 안되고 붉은 빛이 강하면 

취하고 검은 빛이 많으면 어둡다. 무늬도 소나무·대나무는 맑아서 어둡지 말고, 매화·

모란은 나비를 곁들이지 말아야 한다. 수를 마친 다음에는 엷게 풀칠을 하고 수틀에 매

어 놓은 채 놔두었다 마른 다음 떼라”고 되어 있다.

강원도 전래품으로 평수(平繡)가 주류를 이루는데, 실은 비단실을 사용하고 흑(黑)·백

(白)·적(赤)·황(黃)·청(靑)의 오방색(五方色)을 기본으로 하였다. 색실의 색 구별과 농

담(濃淡)의 조화로 사실적인 표현을 하여 전반적으로 소박하고 은은함을 풍긴다. 춘천·

원주보다 강릉에서는 푼 실보다 꼰 실을 사용한 경향이 짙다. 자수에 놓은 무늬는 강

릉의 경우 특징적인 현상으로 글씨를 수놓은 글자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는 강릉이 

옛날부터 글하는 고장이고 문향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바탕천

은 비단·모직물·포직물이 사용되었다. 전래품의 수량이 많은 베갯모에는 윈앙침·봉황

침·태극침, 이밖에 매화·십장생, 그리고 간혹 산수화도 보인다. 내용별로 강릉은 보자

기·베갯모·흉배가, 춘천·원주는 주머니·수저집 등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강릉수보는 강릉지역에서 자수(刺繡)를 놓은 보자기로 강릉지역 특유의 문양이 새겨진 

민보(民褓)를 말하며 ‘강릉수보(江陵繡褓)’라고도 한다. ‘강릉수보’라는 고유명사가 언제부

터 사용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1983년 전후로 짐작된다. 그 전까지 강릉사람들은 강

릉수보를 ‘자수보’·‘원앙보’·‘기러기보’라 불렀다.

강릉수보는 강릉민속공예품 중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그 애호가들에게 큰 감동을 

주어 화제가 되었다. 강릉수보는 현재까지 강릉지역에서만 수집된 것으로서 강릉의 토

착적 자생문화의 산물로 알려지고 있다. 강릉수보는 미혼 여성들이 혼수용으로 만들었

다고 하며, 그 소재나 문양이 특이하고 용도가 다양하여 패물함을 싸는 패물함보, 혼례

용 기러기보, 떡목판을 덮는 목판보, 밥상 덮는 밥상보 등 여러가지가 있다. 

강릉수보의 제작 시기는 재료·바느질법·문양 등으로 보아 구한말 무렵으로 추정되

고 있다. 강릉수보는 면직물이나 명주를 바탕천으로 사용하는 점이나 투박한 바느질법, 

징금수법에도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문양의 표현 양식에서 전대 자수품에서 보이는 사실

적 표현에서 벗어나 무작위적인 자유로운 표현 양식을 추구하고 있는 점이 가장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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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징이다. 수화문을 예로 보면, 줄기와 가지 잎사귀도 암시적으로 도식화하였고 꽃

이나 새·풀벌레 등도 그 형태가 뚜렷하지 않다. 즉, 수보의 문양은 자연에서 이끌어내 

것이지만 추상화 단계를 거쳐 세세한 부분을 생략하고 필요한 요소를 남겨 표현하고 있

다. 이러한 도식적 반추상적 표현은 색상의 구성면에서도 보여준다. 사실적으로 표현하

는 전대의 자수품과는 달리 하나의 도안에도 여러 종류의 색실이 보석을 박은 듯 복잡

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채워지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잘 어울리게 짜여진 구성이다.

강릉수보의 바느질법은 투박한 바느질로 금사 징금수로 선수를 돌렸다. 바탕천은 명주

이고, 안감으로는 면직물을 많이 썼다. 끈은 대부분 안쪽 면과 같은 천, 같은 색으로 만

든 것이 많고, 안쪽 면의 네 귀에 붙어 있는 것, 한 귀에만 붙어있는 것, 대칭으로 두 

개 달린 것 등이며, 끈에는 대체로 수를 놓지 않으나 화문 등으로 만든 것도 있다. 끈

의 모서리를 잇는 자리는 각 색실로 귀갑치기를 하여 꾸민다.

수(壽)·복(福) 등의 문자문양이 많은 것도 강릉수보의 특징이다. 밑그림(수본)은 두터

운 한지에 붓으로 문양을 그린 다음, 그것을 바탕천에 붙이고 그 위에 수를 놓았다. 문

양 부분의 한지는 수의 심이 되어 수를 도드라지게 한다. 문양의 배치는 보자기 중심부

의 원형문이나 화문을 중심으로, 또는 두 개의 대각선이나 십자가형으로 만드는 두 개

의 직선을 중심으로 사방이 대칭되게 문양을 배치한다. 그 밖에 좌우 상견형이나 팔방 

대칭형, 또는 보자기 전면에 방사상으로 퍼진 배열도 있고, 자유로운 배치 형식도 있

다. 문양의 표현 양식은 전반적으로 비사실적이다.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동·식물의 자

연물을 소재로 하나, 그 형태가 뚜렷하지 않아 새로도 보이고 꽃으로도 보인다. 자연물 

최소한의 표현 요소만을 남겨놓은 추상화된 표현 양식을 취하고 있다. 문양의 색상은 

청·적·황·백·흑 등 오방색과 금·은색을 적절하게 혼용하고 있다. 

강릉수보를 만드는 법으로 수보의 겉감은 면직물이고 안감은 명주를 많이 썼다. 이것

이 견직물과 견사로 제작된 여타 자수품과 다른 점이다. 수보의 문양으로는 나무·새 

무늬가 가장 많고 여기에 곁들여 학·봉황·공작 등의 서조(瑞鳥)와 나비·풀·벌레·

각종 잡새들을 수놓았다. 강릉수보의 문양 가운데 가장 빈번히 사용된 것은 대칭을 이

루고 있는 나무 문양이다. 이는 강릉지역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속신을 반영한 것이다. 

즉, 강릉지역은 수십 년 전만 해도 험한 산세와 울창한 삼림으로 둘러싸여 있던 지역으

로 자연스레 나무가 자수의 주요 모티브로 등장하였다. 또 다른 면으로는 강릉단오제에 

쓰이는 화개(花蓋), 즉 괫대를 본 뜬 모양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나무 형태와

는 달리 나무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태(부감법)로 도안이 이루어져 있다. 아마도 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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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동안 외출을 허락받은 조선시대 여성들이 도안화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 밖에 꽃은 

복(福)을 상징하고, 열매는 다산(多産), 특히 다남(多男)을 상징한다. 수보의 문양이 복락

기원(福樂祈願)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수(壽)·복(福)과 같은 문자문

(文字紋)도 보자기 중심부나 가장자리에 다른 문양과 어울려 수놓아져 있다. 강릉수보의 

용도를 살펴보면 보자기는 사용계층에 따라 궁보와 민보로 나누며, 민보는 제작 방법에 

따라 조각보·수보·식지보·판보·그림보 등으로 나눈다. 그 중 수보는 주로 혼례 등

의 길사(吉事)에만 쓰였다.

강릉수보의 특색은 조형 감각이나 색감의 조화에서도 찾을 수 있으나, 그보다는 보자

기 하나에도 신분상의 기품이 담긴 사대부 것과 상민이 만든 것과의 차이점, 규격화·

동일화된 제품이 없이 개성적이라는 점, 부도(婦道)의 교화적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점

이 특색이다.1) 강릉 자수보자기는 그 종류가 다양해서 패물함을 싸는 폐물보, 혼례용 나

무 기러기를 싸는 기러기보, 떡목판을 덮는 목판보, 밥상 덮는 밥상보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크기가 제일 작은 패물보의 경우 금실로 제작된 것도 있다.

다음은 병풍공예이다. 병풍은 방안이나 대청마루에 쳐 놓음으로써 보기 흉한 것을 가

리거나, 바람을 막거나, 공간을 장식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때문에 병풍은 

접고 펴게 만들어지고, 폭수는 2폭짜리 가리개[枕屛]로 부터 4·6·8·10·12폭 짜리까지 

있고, 보통 8폭 짜리가 제일 흔하다. 병풍은 용처에 따라 혼병(婚屛)과 제병(祭屛)의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 병풍은 그림병풍과 글씨 병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강원도지역

에는 사임당의 초충도를 비롯하여 관동팔경도·금강산도 등 그 소재가 많지만 전체량은 

석강 황성규의 민화병풍이 으뜸이다. 황성규는 효제충신도·화조도·송상팔경도 등 소재

도 다양하게 구사하였다. 다음으로 차강 박기정의 사군자 그림병풍과 글씨병풍이 있고, 

1) 유용태, 1993, 강원의 미, 강원일보사, 30~31쪽.

전통자수장 김순덕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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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재 홍난석, 옥람 한일동, 계남 심지황 등의 병풍도 전해진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재

래식 옛 병풍의 원형과 용재가 흩어져 전통양식의 병풍을 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2)

강원도 원주는 ‘호저(好楮)면’이라는 지명이 있을 정도로 한지의 원료인 질 좋은 닥나

무가 많이 생산되던 지역이다. 원주는 조선시대 전국 최고의 닥나무 재배지였다. 닥나무

는 한지의 원료였다. 한지는 2~4세기경에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지질이 부드러우면서도 잘 찢어지지 않고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어 오래 전부터 여

러 곳에 사용되었다. 그 쓰임새도 다양해서 문풍지나 화선지, 갖가지 생활용품(함지박·

바느질고리·보관함) 등 실생활에 여러가지로 활용이 되어 왔다. 한지의 특성은 통풍이 

잘되며 가볍고, 옷에 넣어 방한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색을 이용하여 무늬를 

넣어 제작할 수 있다.

한지의 원료가 되는 닥나무는 주로 중부이남 지역에서 재배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전국

에 걸쳐 퍼져 있다. 닥나무는 뽕나무과에 속하는 낙엽활엽 관목으로 높이는 3m까지 자

라며, 나무껍질은 회갈색을 띈다. 잎은 어긋나고 길이가 5~20㎝이며, 긴 달걀 모양으로 

끝부분은 길고 뾰족하며, 일부분은 둥근데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있다. 잎의 앞면은 거칠

고 뒷면과 1~2㎝의 잎자루에는 잔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진다. 꽃은 암·수 한그루이고 

봄에 잎과 같이 핀다. 열매는 핵과로 둥글며, 10월에 붉은 빛으로 익게 된다. 닥나무가 

잘 자라는 토양은 물이 잘 빠지는 동시에 보습성을 갖고 있고, 양분이 풍부한 토양이

며, 산기슭의 양지쪽이나 밭둑 등 햇볕이이 잘 드는 곳이 좋다. 종자번식은 10월에 종

자를 채취하여 노천 매장하였다가 봄에 파종해서 증식하지만 발아율이 저조하다.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뿌리를 끊어다가 심는 분근법이나 꺾꽂이다.

지금도 원주에는 한지를 생산하는 것이 지역산업으로 육성되고 한지테마파크 등이 운

2) 유용태, 1993, 강원의 미, 강원일보사, 141~143쪽.

옥람 한일동 예서 병풍(가톨릭관동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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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고 있다. 전통으로 한지를 만들어내는 전통 한지 장인들도 몇 명 거주하고 있어 전

통 한지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원주의 한지 장인 중 대표적 인물이 장응열이다. 한

지 제작법 과정은 대체로, “11~12월쯤 닥나무 1년생 가지를 남쪽이 낮게 자른다→그 다

음 채취한 닥나무를 삶는 과정으로 보통 7시간 정도 불을 지펴 수증기로 닥을 쪄낸다 

→다 삶겨진 닥에서 껍질을 벗겨낸다→흑피를 맑은 물에 하루 동안 담가둔 다음 외피를 

훑어내면 백피가 만들어진다→닥에서 순수 섬유질을 추출하기 위해 잿물에 백피를 넣고 

4~5시간 정도 삶는다→낮은 불에서 삶아진 백피를 나무방망이 등으로 두들겨서 백피의 

섬유를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종이의 질을 좌우하는 고해작업을 한다→염색 작업으로 물

이 담겨진 구유에 닥풀을 넣고 이겨 점액을 만든 다음 점액만을 걸러낸다→점액을 닥섬

유가 있는 지통에 넣어 혼합하여 종이뜨기를 한다→지통에서 발틀로 건져진 종이를 한 

장 한 장 옮겨 쌓는다→겹쳐 쌓은 종이를 나무막대로 눌러 물을 뺀다→물질 작업을 거

친 종이 위에 돌을 올려놓고 하루를 둔다→젖은 종이를 수증기로 달구어진 건조판에 대

고 말린 후 떼어낸다”의 과정을 거친다. 

원주 한지는 예로부터 유명해서, 지금도 인사동에 높은 가격으로 납품한다. 그러나 높

은 가격 때문에 가끔은 다른 한지들이 원주 한지로 둔갑해서 팔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최근에는 최고급 한지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금박을 입힌다거나 고급

스러운 무늬를 넣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한지는 상품성이 높아서 공예품 자료로 

많이 팔리며, 서예가들에겐 고급 화선지로 팔린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한지 사용이 너

무 한정되어 있어서 한지업은 사양길로 접어드는 추세라고 한다. 

이렇듯 원주는 한지가 많이 나는 연고로 자연히 한지와 관련한 공예품이 발달하였다. 

그 중에서도 한지를 썰어 꼬아 만든 줄인 지승(紙繩)을 활용한 지승공예가 매우 특징적

이다. 그리고 한지에 염료를 들여 꽃 등의 장식품을 만드는 지화공예가 있는데 주로 지

화(紙花)를 많이 사용하는 사찰이나 무속에서 행해졌다. 

원주 한지장인 장응열이 제작한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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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예는 종이를 이용하여 기물을 만들거나 장식하는 기예 및 그 제품을 말한다. 지

공예는 장(藏)·농(籠)·함(函)·연상(硯床)·필통·등촉기구(燈燭器具)·방장(房帳)·자리

[紙繩席]·방석·반짇고리·빗접·빗접고비·소반·합(盒)·함지·항아리·식지(食紙) 등 

가정용 비품, 쌈지·안경집·표주박·화살통·자라병옷·부채·우산 등 휴대용품, 지의

(紙衣, 油衫)·신[紙繩鞋]·갓모 등 복식류, 지화(紙花)·지등(紙燈)·연(鳶)과 같은 연희·

의례용품에 이르기까지 일상 생활용품 전반에 고루 이용되었다. 재료는 한지로서 휴지

(글씨를 연습한 종이)나 제지(책을 만들거나 방을 도배할 때 재단하고 남은 자투리 종

이), 또는 파지(못 쓰게 된 종이 또는 헌책 종이)를 많이 이용하였고 소지(素紙)를 물들

이거나 기름을 먹여 이용하였다. 만드는 방법에는 지도기법(紙塗器法)·지호기법(紙糊器

法)·지승기법(紙繩器法)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닥종이는 비단처럼 질기고도 우수하였고 당시의 생활은 매우 검소하였다. 

따라서 휴지나 파지는 다시 종이로 재생하거나 초배지로 활용하였으며, 가늘게 잘라 꼬

아서 노끈을 만들어 문고리나 빨랫줄로도 사용하였다. 이렇듯 단순한 노끈의 사용이 발

전하여 1800년대 초에는 염색한 노끈으로 방석이나 자리를 만들게 되었으며 그 뒤 각종 

기물에 응용되었다. 현재 원주에서는 주혜원이 지승공예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지승(紙繩)은 ‘종이’의 ‘지(紙)’와 꼰다의 ‘승(繩)’으로 종이를 꼰 노끈이며, 별칭으로는 ‘자

노’·‘노나끈’·‘노엮게’ 등으로 불리웠으며 일반적으로 노엮게로 많이 불리워졌다. 조선시

대 공예의 대부분이 장인에 의해 제작된 것들이 성행되었으나, 지승공예는 장인 이외에 

책을 가까이 하던 선비나 상류사회의 양반들 혹은 중상급 이하의 노인들이 소일 삼아 

제작한 것으로 짐작되며, 일반인들에 의해 많이 제작되었다. 이는 고문서·고서 등을 이

용하며 시설과 도구가 별로 사용되지 않아 누구나 손쉽게 제작할 수 있었고, 경제적인 

부담도 없어 자연스럽게 전승되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지승공예의 생활용품으로는 소반·바구니·둥구미·미투리·촛대·쌈지·물통·베개·

표주박·자리·새끼방석 등의 다양한 기물이 있으며, 문방구류(文房具類)로는 책탁자·서

류쌈지·필통·벼루집 등이 있고, 제례용품으로는 끈·제기류 등이 있다. 그리고 군사용

품으로는 지갑(紙匣)투구·화살통 등이 유물로 남아있다. 지공예에 사용된 문양은 민예

적이며, 부귀·무병·장수를 바랬던 것과 길상적(吉祥的)인 장수·부귀·다남 등 인간의 

본능적인 염원이 담겨진 것들도 많다. 강원도 전래품으로는 땅문서 등 귀중품을 보관하

는 지승갑(紙繩匣)이 많았고, 윈주지역에서는 지공예품에 생옻칠을 하여 내구성이 좋게 

만들기도 했다. 또 강릉·삼척지역에서는 ‘지가마니’라 하여 곡식보관용으로 만든 것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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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섬유공예(纖維工藝)이다. 섬유공예는 섬유를 재료로 만드는 직물·편물·염색·

자수 등이다. 섬유공예는 민속 공예에서 의생활에 필요한 의복·장신구·관모·신, 각종 

침구류를 만드는 공예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공예의 소재가 되는 섬유를 가

공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염직 공예가 있는데 솜이나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 염색을 하

고, 베틀에서 씨실과 날실을 교차시켜서 직물을 짜는 공예 기술이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사회 계층의 신분 표시와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복색 

제도를 국가에서 철저히 통제했기 때문에 섬유의 제작에 필요한 원료 등 모든 제작 여

건을 국가가 관리했다. 섬유 공예에 쓰이는 소재 자체가 금속이나 나무 등 다른 공예 

소재에 비해 형태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직조와 

염색에 따라 형태와 색상의 변화도 자유롭기 때문에 생활용품 뿐 아니라 미술의 여러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강원도에는 강릉·삼척·평창 등지에 삼이 많이 재배되어 일찍이 삼베공예가 발달하

였다. 삼의 재배 역사는 오래되어, 삼국사기에까지 보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러

시아에서 많이 재배한다. 아시아에서는 주로 한국·중국·일본 등지에서 재배한다. 삼

의 하얀 속대는 때로 어촌으로 팔려간다. 생오징어를 납작하게 말리는데 쓰이기 때문이

다. 삼은 ‘대마’라고도 하였으며 직물의 통명인 포(布)는 ‘베’라고 하여 ‘대마포’가 삼베로 

불렸다. 삼은 원래 뽕나무과의 1년초다. 열대지역에서는 키가 6m까지 자라기도 하는데, 

강원도의 대마는 잘되면 3m까지 밀생하여 자란다. 재배의 목적은 물론 섬유를 얻는 것

이 목적이다. 이른 봄에 씨를 뿌리는데, 성기게 심으면 아랫부분에서 가지를 치지만, 촘

촘하게 심으면 줄기 끝부분에서만 약간 가지가 나오고 잎이 된다. 잎은 긴 밑자루 끝

에 5~9개 달리는데, 끝이 뾰족하고 톱니가 있다. 삼은 암수 딴 그루로 다같이 잎겨드

원주 지승공예 장인 주혜원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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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이에서 꽃을 피우는데, 환각성분은 잎과 함께 이 꽃에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씨는 메밀씨와 비슷하나 모가 없는 둥근 회백색 또는 회갈색이며, 표면에 두 줄 무늬가 

있고, 30%내외의 기름과 18~20%의 단백질이 들어 있어 식용기름을 짜거나 사료로도 이

용된다. 삼에서 나오는 섬유는 암그루가 많지만 그 품질은 숫그루의 것이 우수하다. 

삼밭의 최대 천적은 돌바람이다. 잘 키워놓은 싱싱한 삼밭에 강풍이 불면 삼들은 중

간이 꺾이고 쓰러져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다. 비료주기나 김매기에 큰 부담이 

없는 작물이나, 바람에 약한 것이 최대의 약점인 셈이다. 중복이 지나 삼을 베게 될 무

렵이면 벌써 삼척·울진지역의 마상들이 몰려온다.

잘된 삼밭은 그 키가 3m까지 밀생하여, 이를 꺾이지 않도록 잘라내는 것도 여간 조

심스러운 일이 아니다. 일단 베어낸 삼은 밭에 가지런히 널어 키가 엇비슷한 것끼리 모

으고, 다시 삼나무의 머리 쪽에 붙은 잎새들은 삼칼로 털어낸다. 삼칼은 나무를 깎아 

양쪽에 날을 세운 길이 50~60㎝정도 나무막대기다. 이렇게 해서 잎을 다 떼 낸 삼대

는 다루기 좋을 만큼 다시 단으로 묶어서 삶게 된다. 수확한 대마에 대한 첫번째 손질

은 줄기를 반으로 묶어 밀폐된 공간에서 수증기 찜질을 가한다. 삼대로부터 섬유가 되

는 껍질이 잘 벗겨지게 하기 위해서다. 껍질은 그 후 여러 날 바람과 이슬에 맞게 해 

색깔이 엷은 갈색으로 변하면, 작고 가늘게 쪼갠다. 잘게 쪼개진 대마껍질은 길게 이어

서 실로 꼬여져 삼베의 한올 

한올이 될 준비를 갖춘다. 길

게 이어진 삼베실을 양잿물에 

이틀 밤 담갔다가 건지면 대

개의 경우 삼베실은 부드러운 

색조를 띄게 되나, 그렇지 못

할 땐 다시 담금질 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도투마리·바

디·북·베틀신·용두머리 등 

30여개 명칭이 붙어 있을 정

도로 복잡한 구조를 지닌 베

틀로 삼베를 짜게 된다. 삼베

를 짜는 시기는 새싹이 돋고 

난 이후이다. 겨울에는 실이 강원도 삼베작업(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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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져 삼베짜기(길쌈)를 할 

수 없다. 삼베의 상품가치는 

올 사이의 치밀성 여부로 결

정되는데, ‘새’라는 말로 표현

한다. 실 10올이 1목을 이루

고 8목이 1새를 이뤄, 1새는 

80올인 셈이다. 삼베는 보통 

4새 내지 6새로 많이 짜는데, 

4새는 세로 줄 수가 320올이

고, 6새면 580올이 된다. 9×40

㎝ 크기의 삼베 한 필을 짜는 

데 드는 껍질량은 4.8㎏이 된

다. 삼잎은 대부분 땅속에 묻어 처리한다. 

베실은 풀을 발라서 뻣뻣하다. 또한 좁쌀풀이라 벌레가 생긴다. 풀은 보풀을 잠재우고 

부드러우라고 바른다. 실 내릴 때 손이 갈라진다고 한다. 손도 닳고 이도 망가진다. 삼

척 배옥출 할머니는 손이 갈라져 있었고, 이도 좋지 않았다. 베는 겨울 내 삼는다. 농번

기가 끝날 무렵인 7월쯤 베틀을 놓고 짜기 시작한다. 음력 7월쯤 짜면 곱다고 한다. 왜

냐하면 장마철 습기 때문에 누구러지고 축축해져서 부서지지 않고 좋기 때문이다. 베 

한필 짜는데 보통 이틀 걸린다. 현재 전라도는 기계(비단짜는 기계)가 있어서 낮에 한

필, 밤에 한필, 하루에 두필씩 짠다고 한다.

삼베는 윤달이 드는 해에 다소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서울 등 대도시의 

부잣집들은 대체로 결이 좋은 순수 삼베를 수의 제작용으로 많이 사 가는데, 윤달이 든 

해에는 특별히 수의 만드는 때를 가리지 않고 꿰맬 수 있고, 윤달에 수의를 마련해 놓

으면 좋다는 속신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춘천에서 전승되고 있는 붓 공예이다. 강원도무형문화재 제24호 춘천 필장

(筆匠)의 예능보유자인 박경수(朴京洙)가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붓은 단순히 글씨

를 쓰는 필기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붓에는 권력에 맞서 바른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선인들의 기개가 들어 있으며 시와 그림을 즐기는 이들의 멋과 기품이 녹아 있다. 우리

나라에 붓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늦어도 기원전 1세기 때이다. 1932년 낙랑(樂浪) 

왕광묘(王光墓) 북쪽 현실에서 붓촉이, 1988년 경남 다호리 제15호 고분 발굴에서 붓자루 

강원도 삼베짜기(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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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이 출토된 바 있다. 특히 다호리 유물은 형태가 매우 특이하거니와 중국 붓과는 다른 

형태와 공법으로 제작된 것이다. 나무를 깎아서 만든 붓 자루에는 매우 발달된 솜씨로 

묵칠(墨漆)이 되어 있고, 붓촉이 양쪽으로 설계되어 있는 점이 중국의 것과 다르다. 

서화용구의 붓을 만드는 장인은 ‘필장(筆匠)’이라고 한다. 붓은 짐승의 털을 추려 모아 

원추형으로 만들어 붓자루[죽관(竹管)·필관(筆管)] 또는 목축에 고정시킨 것으로 문방사

우(文房四友)의 하나이다. 붓촉을 ‘초가리[필봉(筆鋒)]’라하며, 털의 끝부분을 ‘호(毫)’, 호의 

끝부분 반을 ‘전호(前毫)’, 그 필두(筆頭)까지의 짧은 털을 ‘부호(副毫)’라 한다. 모필(毛筆) 

이외에도 죽필(竹筆)·고필(藁筆)·갈필(渴筆) 등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제도가 더욱 정비

되고 문자가 더욱 보편화되면서 필장(筆匠)은 정부기관에 공식화된다. 경국대전 ｢공전(工

典)｣ 공장조(工匠條)에는 공조에 필장 8명이 배속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처럼 관에 속한 

필장이 있었는가 하면 민간에서도 붓 제작을 생업으로 삼는 이들이 있었다. 만기요람 
｢진휼청 사례｣ 총례조에 의하면 ‘진휼청에서 소요되는 종이·붓·먹 등은 공작물(貢作物)

을 취하여 쓴다’하여 붓 수공업자가 있었음을 알려 준다. 조선 붓의 뛰어남은 중국에도 

잘 알려져 있었는데, 낭미필이 대표적인 예이다. 일통지(一統志)에는 조선 토산품에 낭

미필을 소개하면서 필관은 작고 붓촉의 길이는 1촌(寸)에 불과하여 필봉이 예리하고 둥

근데 낭미(狼尾)로 만들지 않고 쥐의 노란 수염으로 만든 것이라고 되어있다. 조선시대 

붓의 수요는 전에 비해 훨씬 더 높아진다. 그에 따라 필관의 사치도 대단하였다. 종류로

는 금관·은관·반관·상아관·대모관·파려관·누금관·녹침칠관·종죽관·자단관·화이

관 등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붓상업이 발달한 것은 아니다. 궐내나 상류층 사람들

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붓을 애호하였고 필방(筆房)의 수는 극히 적었다. 대부분의 필장

들은 집안에서 영세 수공업의 형태로 붓을 매었으며 궁핍한 생활을 벗어날 수 없었다. 

춘천 필장 박경수는 붓에 흰 염소털을 사용한다. 흰 염소털을 사용해야 붓 끝이 살아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붓 제작 과정 중 기름을 빼는 방법

의 경우 대부분 예전에 내려오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기름을 빼고 있다고 한다. 그

러나 박경수는 전통을 고수하며 어렵고 고된 과정이지만 예전부터 내려오는 방법으로 

기름 빼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태모필(胎毛筆, 세상에 하나뿐인 붓으로, 100일 전후 

신생아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붓) 제작에도 힘쓰고 있다. 붓을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제작하며 연구하여 염소 털의 특징을 알아냈다. 그는 염소의 부위별 털의 사용이 다르

다고 말한다. 염소의 나이와 털의 부위에 따라 붓 제작하는 방법을 달리해 현재 작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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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승현황

강원도 민속공예의 전승현황은 도내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살

펴보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대표적 민속공예 몇

몇 종목의 전승현황을 함께 살펴보겠다. 무형문화재는 강원도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재

조명하고 강원도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공예종목을 무형문

화재로 지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존과 전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속공예품

은 일제강점기라는 문화적 단절 속에서 겨우 명맥이 유지된 우리 민족의 귀중한 전통문

화로서 현대화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으며, 강원도의 적극적인 지

원, 도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관심으로 굳건하게 계승·발전시켜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

다. 강원도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과 전승을 도모하는 민속공예는 도자공예·

금속공예·나전칠기공예·제지공예·목공예·직물공예·자수공예 등이다. 현재 강원도에

서 활동하고 있는 민속공예 부문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와 강원도 무

형문화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강원도 내 공예종목 국가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현황>

종   목 전 승 자

번호 명 칭 지정일 구 분 성 명 성별 인정일자

10 나 전 장 1966.06.29
보유자 이형만 남 1996.12.10

조  교 김옥석 남 1987.07.01

춘천 필장 박경수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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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무형문화재 공예종목 예능보유자 현황>

종  목 전 승 자

번호 명  칭 지정일 구 분 성 명 성별 인정일자

6 전통자기도공 1989.05.01 보유자 장송모 남 1989.05.01

11-1 원주 옻칠공예
(칠정제장) 2003.03.21 보유자 박원동 남 2003.03.21

11-2 원주 옻칠공예
(칠장) 2003.03.21 보유자 김상수 남 2003.03.21

11-3 원주 옻칠공예
(나전칠기장) 2003.03.21 보유자 박귀래 남 2003.03.21

11-4 원주 옻칠공예
(생칠장) 2005.07.01 보유자 이돈호 남 2005.07.01

14 방짜수저장 2003.04.25 보유자
김우찬 남 2016.11.11
김기찬 남 2016.11.11

16 각자장 2004.05.21
보유자 이창석 남 2004.05.21

교육조교 이운천 남 2012.06.25.

21 대목장 2009.12.24
보유자 홍완표 남 2009.12.24

교육조교
홍재열 남 2011.04.21
정연문 남 2011.04.21

24 춘천 필장 2013.04.12 보유자 박경수 남 2013.04.12

29 불교목조각장 2016.11.11 보유자 고윤학 남 2016.11.11

30 전통자수장 2017.11.17 보유자 김순덕 여 2017.11.17

이외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공예로 삼베와 한

지 생산이 전승되어 오고 있다. 

먼저 금속공예의 전승현황을 살펴

보자. 강원도의 금속 공예품 가운데 

유명한 것은 앞서 살폈듯이 방짜수

저이다. 강원도에서 방짜수저의 전승

은 강릉의 고(故) 김영락에 의해서였

다. 김영락은 2003년에 강원도 내 방

짜분야의 최초로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4호 방짜수저장으로 인정을 받

았다. 김영락은 부친 김치근(金致根)

에게서 방짜수저를 전수받았다. 부친은 방짜유기 명산지 경북 봉화에서 출생하여 평생

을 방짜수저 제작에 몸 바친 장인이다. 김치근은 일제강점기에 개최된 품평회에서 1등

방짜수저장 故 김영락(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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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여 상금 15원을 받았고 출품된 수저는 5원에 팔렸다고 한다. 김영락은 14세경 부

터 태평양전쟁이 일어나는 1942년까지 약 10년간 철원·평강 등지의 방짜수저점에서 부

친을 조역(助役)하며 방짜수저 제작기술을 전수받았다.

광복 후 가정에서 취사와 난방의 원료로 무연탄을 사용하고 그에 따라 산화되기 쉬운 

유기제품 대신에 주로 양은류 식기와 수저를 사용하면서 방짜수저장을 비롯하여 방짜유

기장들은 호구지책으로 대부분 다른 직종의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고, 유기산업은 명맥

을 잇기조차 힘들게 되었다. 1982년 강릉에 정착한 김영락은 1987년 입암동 자택에 방

짜수저공방을 만들고 다시 방짜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1997년 선교장에 공방을 만들고 

전통방식으로 방짜를 제작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김영락 작품의 전통성과 기능은 탁월하였다. 김영락은 방짜기법을 이용하여 수저를 제

작했는데, 주로 자루에 죽절문(竹節紋)을 새기고, 자루 끝에 연봉(蓮峰)을 조각한 꼭지수

저를 잘 만들었다. 그의 제작기능은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에서 입선 1회(1993년), 장려상 

1회(2001년)를 수상한데서 알 수 있다. 즉, 수저라는 소품(小品)으로 2회에 걸쳐 수상하

였다는 점은 그의 기능 수준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랐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1997년부터는 김영락의 아들 김우찬이 가업을 이어받아 예능을 연마하여 2016년 보유

자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양구의 김기찬이 보유자로 인정되었는데, 강릉의 김우찬과 사

촌 지간이다. 김기찬의 아버지는 김용락으로 김영락의 동생이다. 김용락은 김영락과 함께 아

버지로부터 방짜수저 예능을 전수받고 양구 등지에서 평생 방짜수저를 제작해온 장인이었다.

다음은 목공예 전승현황이다. 강원도는 산이 많아 목재가 풍부하기 때문에 목공예

가 특히 발달하였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목공예 종목은 각자장(刻字匠)·대목장(大木

匠)·불교목조각장(佛敎木彫刻匠)이다. 각자는 고성의 이창석(李昌石)이 2004년 강원도무

형문화재 제16호 각자장 예능유자로 인정되어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그는 목판·

방짜수서장 김우찬(강릉) 방짜수저장 김기찬(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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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활자·편액 등을 제작하는 솜씨가 특히 뛰어나다. 이창석의 예능은 크게 3개의 종류

로 나뉘어진다. 각자·각화(刻畵), 그리고 소목장(小木匠)으로서의 예능이다. 우선 각자

는 다시 목판·목활자·현판·일반각서 작품 등 4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중 전

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목판과 목활자, 현판 부분이다. 그

가 제작한 목판으로는 월인석보 권22(1997)·권21(2002), 훈민정음해례본 및 언해본

(2001·2002·2003), ｢무구정광대다라니경｣(2003), ｢반야바라밀다심경｣(2003), 퇴계선생문

집(2003), ｢부모은중경｣(2003) 등이 있다. 목활자 작품으로는 훈민정음 해례본(2002), 

동국정운(2003) 등이 있고, 편액 작품으로는 양양 ‘동해신묘(東海神廟)’(1995), 고성 송지

호의 ‘송호정(松湖亭)’(1997), 속초 신흥사의 ‘향성선원(香城禪院)’(2000), 고성 건봉사의 ‘범

종각(梵鐘閣)’(2000), 동해 남구만 사당의 ‘약천사(藥泉祠)’(2003) 등이 있다.

이창석은 목수(木手) 집안의 후손으로 부친인 이

동각(李東珏) 역시 목수였는데 배(船)를 건조하였

고, 건봉사와 간성향교 복원에도 참여하는 등 사찰 

및 향교건물도 지었다고 한다. 이창석은 초등학교 

졸업후 부친의 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하며 가업

을 도왔다. 19세 때인 1973년에 가구(家具)전문 생

산업체인 상일공업사에 입사하여 이윤종으로부터 

약 2년간 조각과 가구 제작 등을 배웠는데 이윤종

은 가구에 붙이는 조각을 잘했으며, 각자에도 뛰어

났다고 한다. 그 후 부림산업 등 5~6개소의 소규

모 가구회사를 거치면서 조각과 가구를 제작하는 

일을 하였으며, 삼익악기 하청업체에서 바이올린의 몸체에 들어가는 조각 일도 하였다. 

그 후 경상북도 금릉군 봉산면 신동에서 현창화로부터 조각을 배웠다. 현창화는 사찰건

축에서 조각(포구조 등)을 담당했고, 불구(佛具)인 목탁(木鐸)을 잘 만들었다고 한다.

이창석은 조각 일을 하면서도 1978년부터 반야심경·벼루함·병풍 등 서각과 화각을 

제작하였으며, 문중의 현판을 제작하여 주기도 하다가 1990년 귀향하여 ‘강원서각’을 개

설하면서 서각과 화각에 전념하였다. 이어 1996년부터 집왕성교서(集王聖敎序) 전체를 

목판으로 판각한 것을 계기로, 많은 목판본 재현에 힘을 기울였고, 2002년부터 동국정

운(東國正韻) 등 각 시대의 다양한 목활자(木活字)를 복원하였다. 현재 아들 이운천이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받아 이창석의 각자 가업을 이어받고 있다. 

각자장 이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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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목장은 2009년 강원도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되었고, 보유자로 홍완표 장인이 인

정되었다. 홍완표는 1947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에서 출생하여 1963년 이광규 도편수 

밑에서 오대산 월정사 법당 닷집공사 잡부로 참여한 이후 1965년 오대산 월정사 대적

광전 복원공사에서 도편수 김명성, 부편수 정대기에게 본격적으로 목수일을 사사받았

다. 1972년 군 제대 후 오대산 월정사 사천왕문·서별당 공사(도편수 조승환)로 다시 

목수일을 시작하면서 1976년 문화재수

리기능자 대목 자격을 취득하고, 1977

년 강릉 관음사 대웅전 신축공사 이

후 현재까지 도편수로 활동을 하고 

있다. 홍완표는 평창출신이면서 오랜 

기간 강원도의 사찰건축 복원 현장에

서 도편수로 활동해 오고 있으며 전

승계보와 전통 대목장의 기능을 온전

히 보유하고 있는 등 그 기량이 매우 

우수하다.

다음은 불교목조각장이다. 강원도무형문화재 불교목조각장 예능보유자인 고윤학은 일

찍이 한국의 목불에 관심을 가지고 복원에 힘써 왔다. 특히 목불이 많은 강원도에 정착

하여 불상의 형태를 연구하며, 조각으로 복원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고윤학

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대목수인 부친을 도와 대패나 자귀·끌 등 연장을 갈

거나 심부름을 하면서 나무와 첫 인연을 맺었다. 넉넉지 않은 형편으로 인해 고등학교

를 중퇴한 후 1975년 서울의 아세아공예사에 취직하게 된다. 이후 1976년 역촌동의 한

국토우사를 거쳐 1978년 마포의 서울

공예사에 들어가는데 이때 평생의 스

승인 석우일 선생을 만나게 된다. 당

시 서울공예사는 현재 이름이 잘 알

려진 소목장들이 일을 구하러 올 정

도로 수준이 높은 공예사로 직원 수

가 백여 명이 넘는 곳이었다. 서울공

예사 대표였던 석우일 선생과 공장장

이었던 김명철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목장 홍완표

불교목조각장 고윤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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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특히 고윤학이 우수한 기술과 재능, 근면한 자세를 갖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고윤

학은 스승인 석우일의 지도아래 1992년까지 불상과 전통 조각 기술을 발전시키는 한편 

장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갈고닦으며 배움에 정진했다. 1994년 강릉에 정착하여 보물 

제1292호 동해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좌상 원형복원 작업을 맡게 되는데, 이 일을 계기로 

강원도 지역의 전통조각과 불상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게 된다. 현재 고윤학 장

인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목조각장으로서 강원도 지역 대다수 전통사찰의 불상·수미단

닫집 등을 작업하며 작품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강원도 옻칠공예의 중심은 원주이다. 원주는 옛날부터 옻칠공예로 유명하였다. 원주는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 옻의 주산지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고로 원주에는 옻채취·정

제·나전칠기 등의 옻 관련 공예장인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전통 옻칠공예의 명맥을 이

어가고 있다. 특히 원주시는 세계에서 가장 질이 좋은 옻의 생산지로써 일제강점기로부

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옻나무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옻칠 영농조합, 옻칠 

공예관, 옻칠 보육센터 등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전통칠공예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원주에는 옻칠공예와 관련, 박원동(朴源東)은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1-1호 칠정제장(漆

精製匠), 김상수(金相洙)는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1-2호 칠장(漆匠), 박귀래(朴貴來)는 강

원도무형문화재 제11-3호 나전칠기장(螺鈿漆器匠), 이돈호(李敦鎬)는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1-4호 생칠장(生漆匠)의 보유자로 인정되어 각각의 분야에서 옻칠공예 관련 분야에

서 보존과 계승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칠정제장 박원동은 2003년 강원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로 인정되었다. 박원동은 원주시 판부면 단구동에서 

태어나 1963년 성균관대 화학과를 졸업하였고, 1964

년 원주칠공예주식회사 실험실 기원으로 입사하여 칠

정제에 입문한 후 현재까지 계속 일해 오면서 칠정

제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또한 옻칠 정제 

뿐만 아니라 옻나무 묘목생산 및 재배관리, 생칠 채

취 및 품질시험을 통해 원주지역 옻칠산업 발전에 크

게 기여해 왔다. 박원동은 순수한 정제칠, 칠의 유연

성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증량제를 가입하여 정제

하는 가합칠과 흑칠 등을 모두 제작하고 있다. 제작 칠정제장 박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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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그가 개발한 칠정제기(전기와 전구 사용)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칠을 햇볕에 노

출시킨 상태로 수 시간 동안 저으면서 생칠 자체의 수분을 증발시킨 뒤에 걸러서 사용

하는 재래적인 방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는 일정한 온도와 속도를 유지하

기 위한 방법일 뿐 제작과정상의 차이는 없다. 박원동이 정제한 칠은 원주지역 뿐만 아

니라 우리나라에서 옻칠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장인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제기술이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박원동은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 정제

칠을 제작하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칠장 김상수는 2003년 보유자로 인

정받았다. 김상수는 1975년 나전칠기 

분야에 입문한 이후 1979~1987년까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인 김태희 선생

의 지도를 받아 나전칠기·목칠기·건

칠·조칠·칠화칠기 등 옻칠 제작기

능을 전반적으로 전수 받았다. 김태희 

선생의 사후에는 칠분야의 명장들이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원주로 이주하

여 명장들과 교류하면서 작품의 깊이를 한층 심화시켰다. 김상수는 칠기 작품들을 전반

적으로 제작할 수 있지만 주로 다루는 작품은 목칠기와 건칠기이다. 그의 작품에 대한 

전통성과 기능의 수준은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에서의 3회 입선과 2001년 한국칠공예대

전에서의 대상을 수상하는 등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

가받고 있다. 

나전칠기장 박귀래는 2003년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박귀래는 경남 진주 출생으로 1978년 3월부터 이형만

의 권유로 나전칠기에 입문하였다. 특히 이형만이 양

질의 옻칠이 생산되는 원주로 옮겨오자 함께 이주하

여 계속 그의 공방에서 나전칠기를 전수받다가 독립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입문 후 지금까지 나전

칠기에 종사해 오고 있다. 그는 보석함·서류함·혼

수함·문갑·탁자 등을 나전칠기로 제작하고 있는데, 

나전칠기의 주요 기법인 줄음질·끊음질은 물론 채화

칠장 김상수

나전칠기장 박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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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까지 완벽하게 구사하여 좋은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특히 제28회 대한민국전승대전에

서 금상 수상(2001년)을 비롯하여 다수 입선한 경력은 뛰어난 제작기능을 반증하고 있다. 

생칠장 이돈호는 2005년 보유자로 인

정받았다. 이돈호는 원주시 지정면 신평

리에서 태어나 1975년에 원주에서 초등

학교를 졸업하고, 1977~1980년까지 이성

구(대한통보)에게, 1980~1983년까지 신

중현(서울시무형문화재 제1호 생옻칠장)

에게, 1984~1988년까지 최한창(행자목기)

에게 생옻칠 기능을 전수받았다. 1988년

에 원주에 대정공방을 설치하고 옻 공예에 전념하였다. 이돈호의 주요 예능은 생옻칠이

다. 옻칠은 생옻칠·정제옻칠·색옻칠 등으로 구별되는데, 생옻이란 7년생 이상의 옻나

무의 몸에서 채취한 옻액을 솜이나 베에다 걸러서 이물질을 제거한 원액을 말한다. 생

옻은 생산 시기에 따라 초칠·성칠·말칠·지칠·화칠 등으로 구분된다. 양질의 생옻을 

목기에 칠하면 처음에는 검은색의 칠기제품이 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원래 무늬가 서

서히 나타나 은은한 광이 살아나 오래될수록 아름다워진다. 이돈호의 주 제작종목은 책

장·농·의걸이장·문갑·머리장함·서류함 등이다. 

전통자기도공 장송모는 1989년 강원도무형문화재 

제6호 전통자기도공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장송모는 

1973년 원주에 조선도요를 설립하고, 전통자기 제작 

전반에 관한 것을 연구하였으며, 지금은 횡성에서 활

동하고 있다.

전통자수장 김순덕은 2017년 강원도무형문화재 제

30호 전통자수장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김순덕은 강

릉 선교장 종부인 성기희 선생으로부터 예능을 전수 

받았다. 전형적인 조선시대 사대부가문의 규수로 어

린 시절을 살아온 성기희 선생의 자수는 조선시대 

말 민수의 계보에 속하는 것이며, 강릉지역의 토착적

인 자수보자기와 조각보 제작과 사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정통적 전승자로서 여겨진

다. 광복이후 조선시대 전통자수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생칠장 이돈호

전통자기도공 장송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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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서 자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

면서 전통자수를 되살려야 한다는 노력

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

러한 시기에 성기희 선생이 강릉의 관

동대학교 가정학과 교수로 부임하였고, 

강릉 여성동호회 모임인 ‘꽃수예’와 ‘예림

회’를 창설하여 조선시대 전통복식(자수

보·조각보)을 본격적으로 가르쳤다. 김

순덕은 여기에 참여하여 성기희 선생의 보조강사 역할을 하면서 전통자수 기법을 전수 

받고, 또 주부들에게 자수를 가르쳤다.  

김순덕의 자수품의 제작 및 배접기술은 푼사·반푼사·꼰사를 활용하여 다양한 작품

을 만드는데, 특히 강릉지역의 토착적 자생문화로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강릉수보 제

작에 필요한 숙련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자수공예품을 제작한다. 자수품의 전통적 디

자인은 꽃·새·수목·십장생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현세의 복을 비는 것이 대부분

이나 강릉수보는 이러한 사실적 표현에서 벗어나 자유스러운 표현양식을 추구하고 있는 

점이 그 특징이다. 

옷을 집에서 지어 입었던 예전에는 베 짜는 일이 주부들의 가장 큰 일 중 하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베 짜는 업은 거의 사라졌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삼척은 예전부터 삼베가 유명했다. 현재에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남아있는 편이며, 최근에는 베 값이 상당히 고액이기에 아

직도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삼척 고천리에서는 현재 20명 정도가 모여서 삼베솜씨방이라는 것을 차리고 베를 갖

고 상품화를 시키고 있다(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의 일환이라고 함). 배옥출과 김옥녀는 

삼척시 미로면 상정리, 그리고 고천리에서 삼베를 짜고 있다. 배옥출은 평생을 베를 짰

다. 손톱이 삼을 삼느라고 다 문드러져 있고, 허리는 앞으로 ‘ㄱ’자로 구부러져 있으며, 

손바닥도 꺼끌꺼끌하다. 겨울철에 베짜기를 위한 실을 마련해서 농한기에 주로 짠다. 베

는 살에 붙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여 여름 옷감으로 최상품이다. 

원주의 한지장인 장응열은 원주시 반곡동에서 월운제지를 운영하던 부친 장석현의 4

남 2녀 중 맏이로 태어났다. 부친 장석현의 권유로 한지제작 가업을 전수 받아 1975

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한지제작을 고수하였다. 장응열의 조부인 장기붕은 1903

전통자수장 김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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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황해도 연안에서 출생, 황해도 연

안의 장씨 집성촌에서 거주하면서 집

안내력으로 한지작업을 하였다. 부

친 장석현(1922~1984)은 1953년 6·25

전쟁 이후 남한으로 피난하여 원주에 

정착, 1984년 작고할 때까지 한지마을

인 월운정, 원주시 반곡동 1471-67번

지에서 한지공장인 월운제지(현 원주

한지)를 운영하였다. 장석현은 1955년

경부터 반곡동 월운정에서 가내수공업으로 한지를 뜨다가, 정부의 ｢새마을공장법｣ 시행

에 따라 1978년 9월 1일 원주시 반곡동 1471-67번지에 월운제지공장을 등록하여 1979년 

7월 9일자 강원도로부터 한지업종으로 대지면적 1711㎡, 공장생산시설면적 73㎡의 월운

제지 공장등록증을 받았고, 이후 생산한 한지를 마을금고에 납품하기도 하였다. 장응열

은 1975년 대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지공장을 운영하던 부친 장석현의 권유로 한지제

작에 입문, 부친의 지도하에 원주한지 제작 기능을 계승하여 생계유지를 위해 한지 뜨

기 작업을 하다가 부친의 작고로 월운제지를 인수하고, 1989년 10월 원주한지로 재등록

하여 오늘날 우산동으로 공장을 확장·이전하여 지금까지 원주한지를 제작하고 있다.

원주의 지승공예 장인인 주혜원은 1974년 12월 28일 충남 홍성군에서 출생하였다. 대

학을 다니던 주혜원은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소재 충남무형문화재 지승제조 예능보유

자 최영준의 작품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그의 공방을 찾아간 것이 계기가 되어 지승

제조 공예인으로 입문을 하게 되었다. 최영준은 원주 호저 출신으로 홍성으로 시집을 

갔다. 최영준은 시조부 김영복(金永福, 

1895~1986 : 1976년 충청남도 무형문

화재 보유자)에게 1973년부터 지승공

예 예능을 전수 받아 1986년 11월 충

남무형문화재 지승제조 보유자로 인

정 받았다. 주혜원은 이후 최영준의 

며느리가 되었고, 최영준으로부터 지

승공예를 사사받게 되었다. 김영복→

최영준으로 전승계보가 내려오던 것

원주 한지장인 장응열

원주 지승공예 장인 주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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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혜원이 원주에서 전승하고 있는 것이다.

춘천 필장 박경수는 2013년 강원도무

형문화재 제24호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박경수는 전라도 광주시 백운동 진다리

에서 전통공예의 붓을 매는 양모 붓의 

창시자인 고(故) 박순 선생의 추천과 권

유로 제자로 들어가 붓 매는 기술을 전

수받게 되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

들이 세필에 주력하고 있을 때, 박순 선

생은 양모(흰 염소털)를 이용한 독창적

인 기술로 새로운 제품을 창조한 장인이었다. 박순 선생으로부터 예능을 전수 받은 박

경수는 전통을 지켜내는 붓 제작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수없이 좌절을 겪기도 했

지만, 전통을 이어가는 붓 제작에 애정을 갖고 묵묵히 지켜냈다. 결혼 후, 가족과 함께 

춘천시 삼천동의 작은 다락방을 얻어 춘천의 새 터전에서 붓 매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 

후 춘천시 요선동·교동·효자동·혈동리·퇴계동 등지에서 경춘필방을 계속 운영해 오

다가 2003년 춘천 서면 금산리에 공방과 전시장을 마련하여 붓을 제작하고 있다. 

차장섭(강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춘천 필장 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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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민화

1. 변천과 특징

민화는 민중을 위하여 민중 화가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다. 민화가 사람들의 본능

적인 회화의 의지와 욕구를 표출하며, 종교와 생활 습속에 얽힌 순수하고 유치한 대중

적인 실용화라고 정의할 때, 민화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생각된

다. 신석기시대의 암벽화(巖壁畫), 청동기시대의 공예품, 삼국시대의 고분벽화와 전(塼), 

고려·조선시대의 미술 공예품에 민화와 같은 그림과 무늬가 많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

침한다. 

그러나 민화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후기부터이다. 조선후기는 한국

적인 화풍이 펼쳐진 시기로 새로운 화풍과 화법이 전개되고 새로운 회화관이 탄생하였

다. 이에 진경산수가 발달하고 풍속화가 유행하면서 민화도 함께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조선후기 복을 바라고 사치를 일삼는 풍조가 민간에 퍼지면서 가옥과 행사장을 치장하

는 길상벽사(吉祥辟邪)적인 민화가 크게 유행하였다. 경제성장과 도시의 번창은 숙종대 

이래 사치풍조를 만연시켰고, 특히 중인층과 부유한 상인들의 소비 성향은 기복호사(祈

福豪奢)의 풍조를 조장하면서 궁중과 양반가의 그림 치장을 본 따 집안 장식에도 힘을 

기울이게 하였다. 이러한 여항가(閭巷家)의 장식 취향이 가문의 번영과 평안을 기원하고, 

세시와 의례시의 송축과 제액을 기원하는 내용의 민화가 성행하였다. 한편 중국에서 명

말과 청대에 길상벽사(吉祥辟邪)적인 그림의 수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연화(年畵) 

등을 판화로 대량 생산하고 소비하는 풍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민화는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삶을 위한 예술이다. 민화는 일반 민중의 실용적

인 요구에 따라 그려진 소박하고 꾸밈없는 그림이다. 따라서 민화는 일정한 장소와 때

가 있었다. 민화는 예술적 행위를 통한 그림이 아니라 사용할 장소와 시기가 결정된 이

후에 작업을 시작하여 완성한 그림이기 때문이다. 민화는 공간적으로 인간이 생활하는 

생활공간을 장식하는 데 이용되었다. 생활공간을 편안하고 아늑하게 때로는 훈시적(訓示

的)으로 장식하는데 이용된 실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활화였다. 민화는 시간적으로 

시기에 따라 그 용도와 기법, 주제를 달리하였다. 민화는 회갑이나 혼례 등의 행사와 

일년 중 중요한 절기 때마다 사용되는 그림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표현한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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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민화는 실용적인 그림이라는 인식은 민화의 보존에 악영향을 미쳤다. 즉 민

화는 쓰고 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보존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 연대가 올라가는 민화

가 많이 남아 있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민화는 민중의 꿈과 사랑·믿음을 표현한 그림이다. 민화는 민중들의 가슴 속에 공유

한 꿈과 희망을 솔직하게 표현한 그림으로 민중의 삶과 얼과 멋을 느낄 수 있다. 민화

에는 민중이 가지는 해학과 여유가 넘쳐흐른다. 새로운 창조를 위한 기교를 부리기보다

는 몇 번씩이고 중첩된 화면을 그려내는 과정 속에서 능숙하고 넉넉한 사랑이 넘치는 

그림을 탄생시켰다. 이들이 그려낸 꾸밈없고 순순한 민화의 세계 속에는 어린이의 꿈과

도 같은 원색적인 아름다움이 있다. 이같은 민화의 기교적 서투름과 삶에 대한 솔직한 

표현은 역설적으로 민화를 예술적 경지로 승화시키고 있다.     

민화는 그림의 소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류된다. 민화는 한국의 종교나 신앙과 

관련된 것과 비종교적이면서 장식을 위한 민화로 구분된다. 무속·도교적인 민화는 불

로장생(不老長生)을 기원하는 장생도(長生圖), 공간과 시간 속에서 재앙을 몰아오는 나쁜 

귀신을 쫓고 상서로운 일과 복을 맞아들이기 위한 방위신(方位神)과 십이지신(十二支神) 

등의 민화, 호랑이와 상서로운 소식을 전하는 까치를 함께 그린 까치·호랑이 민화와 

수호신 역할을 하는 닭·개·사자를 그린 민화, 불로장생 등의 도교 사상을 담은 신선

도(神仙圖), 호랑이를 거느린 산신을 그린 산신도, 파도치는 바다와 구름 위를 나는 용

신의 형상을 그린 용왕도 등이 있다. 그리고 감계도·행실도(行實圖)·효자도(孝子圖)와 

효제충신(孝悌忠臣)·예의염치(禮義廉恥) 등 윤리 도덕을 강조한 그림, 교화를 위한 문자

도(文字圖)는 대표적인 유교적 민화이다.

집 안팎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장식적인 민화는 8폭병풍 그림이 많이 남아 있는 

산수도(山水圖), 화훼·영모(翎毛)·초충·어해(魚蟹)·사군자 계통 민화, 풍속화·초상

화·기록화 등의 민화, 그리고 책거리도[冊架圖]·정물화(靜物畫) 등이 있다. 특히 책거

리도는 책과 여러가지 문방구·일상 용품·동물·식물 등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물

체들을 한 화폭에 담아 구도·형태·색깔·선·점들의 조화·균형·대비·비례와 같은 

회화적 요소를 소리의 가락과 장단의 흐름, 음양오행의 상생(相生)·상극(相克)처럼 처

리한 작품이다. 

조선후기 강원도에서는 민화인 문자도가 유행하였다. 민화 가운데 문자도는 중국에서 

기원하여 한자문화권에서 유행하였다. 문자도는 다양한 글자체 속에 동물·식물·자연

현상·설화·길상문양 등을 첨가하여 그려 넣거나 조립·상감·복합하는 형식으로 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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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성을 전달하는 그림을 말한다. 문자도는 한자의 종주국인 중국에서 시작하여 한자

문화권인 한국·일본·베트남 등으로 확산되었다. 각 민족의 자연적인 환경이나 문화적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문자도가 발달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한국 민화의 문

자도는 어느 나라 민화보다 독창적이며, 창의력이 뛰어난 재치 넘치는 해학성을 표출해 

낸 민중미술로 발달되었다.

우리나라 문자도 가운데 효제문자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18세기 조선시대 서울의 

세시풍습을 기록한 유득공의 경도잡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관련된 

문헌자료가 없기 때문에 효제도의 발생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다만 유교적 가치관

이 농촌에까지 파급되는 조선중기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자도가 조선중기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임진왜란·병자호란과도 

관련이 깊다. 양란을 기점으로 지배층의 권위와 기능은 점점 쇠퇴하고 민간사상이 대두

하여 문화 자존 의식과 일반 서민들도 사회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문화적 관심은 당시 시대적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었던 민화의 

한 부분인 민화 문자도는 충효, 혹은 삼강오륜의 교훈적 의미나 길상적인 뜻을 지닌 글

자를 통하여 바라는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에서 주로 병풍으로 제작되어 18세기 경

부터 주로 사대부가의 생활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19세기 이르러 봉건사회가 점차 

무너져가자 일반 민중들에게 널리 확산되며 우리는 독특한 문자도의 맥을 형성하며 발

전시켜 왔다.

강원도는 남북으로 뻗어 있는 백두대간을 경계로 영동과 영서지역으로 뚜렷이 구분

되어 있다. 이러한 자연적인 경계선은 문화적으로도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아울러 갖고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자연환경이 문

학·미술·음악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화만 하더라도 강원도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관동팔경도가 잘 알려져 있으며, 문자도도 뚜렷한 지역적인 개성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강원도 영동지역의 사회문화적 중심지는 강릉이지만 조선후기 시인묵객들의 행동반경

은 삼척·동해시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이로 인해 영동지역의 문자도는 실경에 바탕

을 둔 금강산도·관동팔경도·기호팔경도·소상팔경도 등의 산수화를 효제문자도 속에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교문화권에 속한 안동지역의 효제문자도와는 다르게 약

간은 폐쇄적인 산간지역의 특징인 민간신앙·토속신앙·무속신앙의 상징성들이 은연중

에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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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문자도는 글자체의 원형이 변화하지 않고 상단과 하단에 작가의 특성을 보

충하여 표현하였다. 자획 속에 글자의 상징물이나 길상문을 상감기법 식으로 그려 넣는 

치밀함도 보여진다. 글자 획 속에 상감기법처럼 그려 넣는 방식은 중국의 수복길상문양

에서 많이 나타나며 경기 이북지역인 북한지역의 문자도 속에서도 볼 수 있다. ‘충(忠)’

자의 중간부분에 황룡과 잉어가 나타나는 어변성룡(魚變成龍)이 그려지고 ‘예(禮)’자의 거

북등에 반드시 팔괘를 표현하였다. ‘염(廉)’에 큼직한 게를, ‘치(恥)’자에 달무리가 있는 달 

속에서 토끼가 방아를 찧고 그 아래 기와집 형태의 비각(碑閣)이나 오층탑을 그려 넣는 

것이 특징이다. 

강원지역의 문자도는 화려한 채색이 특징인데 사찰 단청 채색으로 사용되는 강렬한 

색상을 사용함으로 힘차고 온후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강원도 문자도의 

핵심 작가인 황승규 등 민화작가들이 지역 사찰의 단청작업에 참여 하였던 것의 영향이

며, 시기적으로 그 지역에서만 유통이 가능한 안료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강원도 문자도 유형은 다양한 필체를 자랑하는 화제나 고사가 반드시 들어갔

고 문자도를 중심으로 상단과 하단에 지역성을 띤 보충 화면이 들어간 것이 특징이다.  

2. 전승현황

앞서 살폈듯이 강원도 민화는 문자도가 중심이다. 민화의 전승현황은 강원도에서 활

동했던 대표 작가의 문자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그리고 도내에 소재해 있는 민화전

문 박물관을 소개하고자 한다. 강원도의 문자도 중심지는 강릉이지만 조선후기 민화 가

운데 문자도는 삼척과 동해시를 중심축으로 발전되었다. 영동지역에서 밥술이나 먹고 

살만한 집이라면 서화병풍 한 두벌씩은 소장하고 있는데, 강원도 문자도와 명칭이 붙은 

병풍은 모두 각자 독특한 서법체를 지니고 있어 구별이 쉽게 된다. 특히 연호(蓮湖) 이

규황(李圭璜)과 석강(石岡) 황승규(黃昇奎)의 문자도는 현재 조사된 그림 가운데 가장 많

이 차지할 정도로 기록적인 그림을 남긴 인물로, 최소한 몇 백 틀의 병풍을 그린 것으

로 전한다. 가회박물관 소장품에서만 보아도 7점의 강원도 문자도 가운데 4점이 석강 

황승규의 작품이다. 국내 각 박물관, 개인 소장가, 고미술가게, 강원도 현지에 남아있는 

소장품들을 합산하면 대단한 수량일 가능성이 크다.

연호 이규황은 신분이 양반이었다. 그는 경북 울진에서 살다가 삼척 근덕면 부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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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하여 살았다. 이규황은 영남의 학자들과 교유하면서 학문과 덕을 닦았으며, 초년에

는 소과에 응시하기도 하였다. 비록 과거에 급제하지는 못하였지만 삼척에서는 소과에 

응시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의 학문을 인정받기에 충분하였다. 따라서 이규황은 이름보

다는 ‘이초시노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1902년(고종 6)에는 ‘가선대부 중추부

사겸오위장(嘉善大夫 中樞府使兼五衛將)’의 품계를 받았다.

강원도 영동지역 민화의 비조인 이규황이 어떠한 연유로 만화를 그리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에 대한 기록은 후손들에 의해 전해지는 이야기와 삼척시 근덕면 부남2

리 뒷산에 있는 그의 비문이 전부이다. 그의 비석은 그의 유언대로 무덤 없이 그가 살

던 집 바로 뒷산에 ‘연호호옹유허비(蓮湖毫翁遺墟碑)’ 비석으로 남아 있다. 비문에 의하

면, 그의 이름은 규황(圭璜)이며, 자는 대여(大汝)이고, 호는 연호(蓮湖)이다. 1868년에 태

어나 1926년까지 58년이라는 생애를 통해 많은 걸작의 민화를 남겼다. 특히 그의 책걸

이 문자도는 영동지역 민화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규황의 대표적인 작품은 효제문자도이다. 효제문자도는 화제·문자·책거리의 3단으

로 구성되어 있다. 상단에는 화제, 중단에는 효제문자, 하단에는 책거리 그림이 그려져 

있다. 상단에는 네 가지 고사에 맞는 화제가 각각 4언 절구로 쓰이는데 윗면에 좌우 한 

쌍씩 배치된다. 비교적 좌우 균형을 맞춰 단정하게 내려 쓰고 있지만 화제 획의 운필은 

마치 이희수의 독특한 초서체 글자 획을 연상시킨다.

중단의 문자도를 보면 삽입된 꽃과 팔보 길상문의 디자인 또한 일정한 형식을 띠고 

있다. 초본을 크게 벗어난 먹선이 매우 세밀하고, 채색이 단정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하단의 책걸이 그림을 보면 일반적인 책거리 그림과 비슷한 양식과 구도를 가지고 있

지만 작품마다 책거리의 그림 순서를 바꾸어 새롭게 보이려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규황의 문자도(삼척시립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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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폭마다 새로운 물건이 등장하기 보다는 자리를 좌우상하에 옮겨 놓아 약간은 신선하

게 보이려고 하였지만 면밀하게 비교해보면 똑같은 형태의 사물에 약간의 채색과 크기

만 변화시킨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책거리 그림에는 과일, 문방구, 일반 장식들도 모두 

대단히 정밀하게 그려 놓았다. 이들은 화려하고 자연스럽게 장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색채의 아름다움까지도 조화롭게 처리하였다.

연호 이규황에 의해 시작된 영동지역 민화의 전통은 제자인 황승규와 아들 이종하에 

의해서 계승되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평안도 북청에서부터 남쪽으로는 경북 감포에 

이르기까지 같은 양식의 민화가 발견된다. 동해안 바닷길을 따라서 하나의 화맥을 형성

한 것이다.

황승규의 본관은 평해이다. 그러나 그는 

호보다는 ‘황노인’이라는 별칭이 더 알려져 

있었다. 그의 그림과 글씨를 ‘황노인 그림’, 

‘황노인 글씨’라고 불렀다. 황승규는 1886년 

11월 5일 아버지 황건(黃湕)과 어머니 김

녕김씨 사이에 외동아들로 태어나서 1962

년 5월 12일에 향년 76세를 일기로 졸하였

다. 황승규는 경북 평해읍 기성에서 태어나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로 이주하였다. 그의 아버지 황건은 평해 기성면 덕실에서 황대구

(黃垈九)의 둘째로 태어났으며, 결혼 후 삼척으로 이주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장자우

위의 상속으로 선대로부터 별다른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황승규의 아버지 황건은 동해

안을 따라 올라와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에 정착하였다. 따라서 황승규의 가세는 한미할 

수밖에 없었다.

황승규는 기골이 장대한 6척 거구였으나 품성은 인자하고 온순하였다.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할 줄 모르고 남의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하는 성미였다. 어느 날 친구로부

터 화투 한 벌만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밤새 화투 한 벌을 정성스레 그려 다음날 아

침 친구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동네 화투는 그의 몫이 되었다. 따라서 그에게는 많은 

친구가 늘 함께 했으며, 인근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황승규는 다재다능하여 ‘칠능(七能)’이라고 불렀다. 시(詩)·서(書)·화(畵)·기(棋)·주

(酒)·재담(才談)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다. 나이 20세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문장가 

어른’ 또는 ‘황문장 어른’으로 불리울 만큼 문장력이 뛰어났다. 그리고 그는 기억력이 뛰

황승규 생가와 손자 황창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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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고 배우고자 하는 집념이 대단하여 장기·바둑은 스스로 익혀 그를 당해낼 자가 없

었다. 그의 손재주 또한 뛰어났다. 뒷간에서 용변을 보는 동안 한지를 꼬아서 지승 씨

앗 바구니를 만들어서 나오기도 하였다. 특히 그의 재담은 좌중을 압도하였고 한번 시

작하면 끝날 줄을 몰랐다. 사랑방에 모여 든 사람을 상대로 얘기를 시작하여 말문이 터

졌다 하면 삼국지는 한 달이 걸려도 끝나지 않았다. 구수하고 재치 있게 끌어가는 말

솜씨는 얘기 책속의 주인공과 당시에 함께 살았던 듯이 생동감이 있어서 듣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보채고 성화를 대었다.

황승규가 민화를 처음 배운 것은 이초시 어른으

로 알려진 이규황이다. 이규황은 황승규의 생가가 

있는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의 강 건너편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에 살면서 대대로 민화를 그려온 집

안이다. 이규황은 아들 이종하와 함께 황승규에게 

민화를 전수하였다. 이규황은 1868년생으로 황승규

보다는 18세 연장자였다. 황승규는 그림에 대한 재

주가 뛰어나고 손재주가 뛰어나 이규황에게 그림

공부를 시작한 지 반년도 못되어 더 이상 배울 것

이 없었다. 이후 스스로 자신의 손재주를 바탕으

로 지혜를 모아 독학을 하였다.

재주가 좋고 그림을 잘 그린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쇄도하였다. 당시 병풍의 

수요는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웬만큼 사는 집에서는 다양한 용도의 다양한 병풍을 마

련하고자 하였다. 혼병(婚屛)은 부부의 인연을 맺을 때 쓰는 모란 병풍, 신랑 신부의 신

방 분위기를 감싸주던 화조병풍이 있었다. 제병(祭屛)은 제사나 장례식 때 사용하는 것

으로 글씨나 사군자를 색깔없이 그렸다. 이외에 일상병(日常屛)으로 노인방 외풍을 막아

주는 머리병풍, 아낙네가 화창할 때 가려주는 가리개 병풍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감상

용이 아니라 장식을 위주로 하는 실용적인 병풍이었다.

황승규는 그림을 그릴 때 침식을 잊을 정도로 몰두하였다. 아침 일찍 작업 시작하는 

것을 보고 가족들이 이웃 동리 잔치를 보러 갔다가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와 보면 아

침에 떠날 때 있었던 그 자리에서 조금도 자세를 흩트리지 않고 작품에 몰두하고 있었

다. 점심을 걸러가며 끼니를 잊은 채 일만 할 때가 많았다. 때로는 먼 곳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한두 달 집을 떠나 유랑화공 노릇도 하였다. 호구지책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황승규는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를 즐겼다.

황승규 묘지(생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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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규는 민화를 그리는 것과 함께 표구하여 병풍으로 만드는 작업도 손수하였다. 10

폭 병풍을 기준으로 종이에 그릴 경우에는 15일 정도가 걸렸으며, 옥양목에 그릴 경우

에는 한 달 정도가 걸렸다. 당시 병풍 한 틀의 가격이 쌀 3~4가마 정도였음을 고려하

면 민화를 그려서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황

승규는 단청작업에도 참여하였다. 오대산 월정사를 비롯하여 근덕면에 있는 신흥사의 

단청작업에 참여하였다. 단청작업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였다. 황승규의 작품을 보면 유채(油彩)보다는 분당채(粉糖彩)

가 많이 발견되는 것은 민화를 그리면서 단청안료를 많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황승규는 글씨에도 조예가 깊었다. 해서(楷書)·행서(行書)·초서(草書) 3체 모두를 잘 

썼다. 민화에는 흔치 않는 화제를 직접 썼다. 그리고 병풍의 뒷면에도 행서나 초서로 

글씨를 써주었다. 그의 글씨는 가장 가까운 친구로 지냈던 옥람 한일동의 영향이 큰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황승규의 글씨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소위 ‘민서(民書)’라는 것이

다. 민서는 민화와 대칭되는 것으로 회화적이고 상형적인 글씨를 말한다. 민서는 인간의 

본능적인 작태(作態)·교태(嬌態)·춘의(春意) 등을 은유적으로 쓴 글씨를 일컬으며, 작희

적이고 해학적인 관념세계와 예술적 시각에서 형상화된 글씨라 할 수 있다. 익살스럽고 

빈정거림에 절로 웃음을 자아내는 민서는 사대부의 사랑방과 같은 장소에는 절대 금물

이었으나 신혼방의 화조병풍 뒤에 종종 등장하였다.

황승규의 민서(삼척시립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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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규 민화의 특징은 선과 색에 있다. 대부분의 선은 두툼하고 힘차다. 그러면서도 

온유하면서 매끄럽다. 그래서 황승규 민화의 형상들은 원만으로 가득 차있다. 황승규의 

색은 ‘색의 마술사’라고 불릴 만큼 색을 구사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적(赤)·청(靑)·황

(黃)·흑(黑)·백(白)의 색깔을 사용하면서 색상의 대비·조화·균형·비례가 기막힌 관

계를 이루며 색다른 멋을 보여주고 있다.

황승규의 민화병풍은 몇 백 틀이 넘을 만큼 많은 작품이 전해지고 있다. 그 수만큼이

나 산수도·화조도·책가도·영모도·문자도 등 다양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

데 가장 많은 것은 문자도이다. 전체 민화의 약 80%가 문자도이다. 황승규 문자도의 특

징은 정형화된 문자도 속에 상감한 듯 상징성을 그려 넣고 문자를 중심으로 상단이나 

하단에 산수·화조·책거리 등을 첨가하여 이중구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화

제를 적었으며, 강렬한 단청류의 채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회민화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화조문자도는 그의 후기작으로 추정되는 걸작이다. 

문자도는 삼강오륜의 교훈적이고 길상적인 뜻을 지닌 문자를 통해 소망하는 것을 이

루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작된 그림이다. 특히 효제도는 문자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효

(孝)·제(悌)·충(忠)·신(信)·예(禮)·의(義)·염(廉)·치(恥)의 여덟 글자에 회화적 요소

를 가미한 그림이다. 그리고 화조도는 꽃과 새가 한데 어울러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

는 그림이다. 화조문자도는 이 두 가지를 상·하단에 이중으로 배치한 그림이다.

가회민화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거리문자도는 그의 대표작이라 할만하다. 책거리 

그림은 책을 중심으로 문방사우나 혹은 이와 관련된 물건들을 그린 것으로 주로 선비들

의 사랑방이나 서재를 장식하였다. 책거리 그림에는 선비들의 애장물인 책과 문방사우

황승규의 문자도(삼척시립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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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사랑방의 기물인 도자기·화병·화분·부채 등과 선비의 여가 생활과 관련

된 술병·술잔·담뱃대·악기·도검·활·투호·바둑판·시계·대모 안경 등을 책 사이

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책거리 문자도는 책거리 그림과 문자도를 

상·하단에 이중으로 배치한 그림이다.

이들 문자도에는 각 글자마다 4가지의 고사를 화제로 기록하고, 글자 속에 그림으로 

그려 넣었다. 효(孝) 글자에는 효와 관련하여 화제로 ‘대순탄금(大舜彈琴)·왕상빙리(王祥

氷鯉)·맹종읍죽(孟宗泣竹)·황향선침(黃香扇枕)’를 썼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고사를 그

렸다. 진나라의 선비인 왕상이 계모를 위해 어름을 깨고 잉어를 잡아 드렸다는 고사, 

순임금이 눈먼 아버지와 계모 이복동생의 구박 속에서도 효심을 지켜 요임금으로부터 

양위를 받았다는 이야기, 오나라의 맹종이 한 겨울 눈 속에서 노모를 위해 뜨거운 눈물

로 죽순을 자라게 했다는 고사, 후한 황향이 홀로된 아버지를 위해 여름에는 부친의 이

부자리와 베개를 부채로 부쳐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자신의 몸으로 이부자리를 데워 

따뜻하게 해드렸다는 고사를 그렸다.

이종하(李鐘夏)는 연호 이규황의 장남이다. 이규황의 제자인 석강 황승규에게서 민화

를 배웠다고 전해지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직접 배웠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이종하의 작

품 역시 황승규의 유작(遺作) 만큼이나 전국의 박물관과 화랑 개인소장가들에게 많이 

남아 있다. 특히 그가 살았던 삼척 근남면 부남2리에는 원래 집집마다 이종하의 작품이 

없는 집이 없을 정도였으나 현재는 친척·후손들과 이 마을의 몇 가구만이 제례용으로 

효제문자도 병풍을 사용하고 있다

이종하의 작품은 그가 살았던 삼척 근남면 일원에 많은 양이 남아 전해오고, 그림 제

작연대를 알 수 있는 작품이 일부 남아 있다. 부남2리 현장 조사에서 병풍 할아버지

네 집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자기 집에 있었던 병풍 자랑하기를 즐거워하

고, 1960년대 초반까지 그림 그리는 현장을 보았다는 사람을 흔하게 만날 수 있다. 언

제부터 어떤 사연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젊은 시절에는 고기 

잡는 큰 배의 선주로 사업가였다고 한다. 부친이 일찍 사망하고 사업에 크게 실패한 뒤 

그림을 그려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는 이 시대의 마지막 민화 작가였다.

이종하의 작품들은 한 패턴으로 찍어낸 듯 너무나 똑같다. 그의 문자도는 화제(畫
題)와 문자, 그림을 상중하 3단 구도로 그린 기본 틀로, 이규황·황승규의 맥을 고스

란히 잇고 있다. 대체로 상단에 고사 화제인 4언절구의 글씨는 좌우대칭으로 썼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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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에는 문자도를 배치하였는데 글자 속의 상감양식인 칠보·꽃 등의 문양이나 장식

적인 면에서 글자의 상징물들의 세밀한 형식들이 놀라울 만큼 할아버지 이규황의 양

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병풍 하단의 화조도는 선이 굵고 시원한 필력을 선보였

던 황승규의 체본(體本) 양식을 기본 모델로 그렸으나 매 폭마다 약간 위치와 자리만 

바뀌었을 뿐 너무나도 정직하게 그려 한편으로는 발전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고 경

직된 느낌까지 든다.

황승규의 화조도에서는 기본 화조 초본(草本)을 바탕으로 때로는 독창적인 사물이 표

현되는가 하면, 꽃과 새, 나무가 자연스럽고 생동감이 넘치는 데 비해 이종하의 그림에

서는 문자도의 먹선을 메우는 듯 그렸다. 때문에 화조도를 그리는 기량이나 필력의 기

교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화면을 단순하게 채워 놓은 듯한 느낌이 든다.

민화는 무기교 속에 기교가 있고 마음을 비운 듯 동심으로 돌아가 사심을 버리고 꽃

의 색상이나 화면 구성에 구애 없이 작가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그려 낸 그림이다. 이

종하의 그림에서는 호나 낙관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효제문자도 외에 산수도를 그렸다는 

설은 있으나 아직은 작품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종하의 효제문자도 병풍은 뒷면이 여백으로 남아 있거나 글씨가 있는 경우는 반드

시 주변 유명 서화가의 필적이 남아 있는데, 제작 당시의 병풍 후면에서는 가끔씩 제작 

연대를 찾아볼 수 있다.

이종하의 작품을 앞에서 언급했던 이규황·황승규 등의 작품 내용과 비교하면 세 사

람 사이 작품적인 연관 관계를 상당 부분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자에 화조도를 

결합한 형식의 가회민화박물관 소장품을 보면, 사물의 표현, 색의 선택, 채색방법 등에

서 앞에 언급한 다른 두 작품과 대동소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상단의 화제는 간혹 다

른 화면에 나와야 하는 것들이 잘못 쓰여 있기도 하고, 글자체가 매우 서툰 것을 단번

에 알 수 있다.

이종하의 문자도(삼척시립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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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에서부터 살펴 내려가면, 우선 ‘효(孝)’ 부분에서는 이규황과 황승규의 작품에서 많

은 영향을 받은 흔적이 뚜렷하다. 특히 검은색의 글자체와 그 속에 들어 있는 사물의 표

현 내용이 그렇다. 다만, 잉어를 필두로 다음 장면에 나오는 봉황과 토끼 등의 동물을 보

면 그 눈동자가 만화의 주인공처럼 유머러스한 표정인 것이 이채롭다.

‘제(悌)’의 화제가 ‘하합상하(蝦蛤相賀) 어변성룡(魚變成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음의 ‘충(忠)’ 부분에 나왔어야 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오류이다. 이종하는 아마 화제의 

내용과 그림의 연관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그림에만 치중한 결

과 이러한 오류에 빠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화폭에서 소나무를 먹색으로 칠한 

것은 정밀성이 떨어지는 것인데, 이는 황승규의 것을 본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충

(忠)’의 수직 획을 용이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버지인 이규황의 것에서 연유한 표현이

다. 다만 잉어가 용이 되는 형상에서 잉어의 머리를 조개처럼 표현한 것은 그 자신 만

의 독특한 표현이라고 본다. 또한 ‘신(信)’에서 인두마신(人頭馬身)을 표현한 것도 아버지

인 이규황의 것이다. 새들이 맹금류처럼 사나운 모습으로 표현된 것은 앞서 길짐승들한

테 유머러스하게 표정을 부여한 것과 좋은 대조를 보여준다.

‘예(禮)’에서는 8패를 표현하고, ‘의(義)’ 부분에서는 꿩과 함께 딱따구리를 표현한 것도 

이채로운 점이다. 그러나 다음의 ‘염(廉)’ 부분에서는 소나무는 먹선으로 그린다거나 ‘치

(恥)’에서 백이숙제 고사를 다층탑으로 그린 점 등에서 다시 아버지인 이규황의 세밀성

을 이어 받았다.

이렇게 볼 때, 이종하는 그림의 본은 아버지인 이규황을, 그림의 체는 스승인 황승규

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보자의 중언에 의하면 아버지가 죽

고 자신이 하던 사업에 실패하자 아버지의 제자인 황승규로부터 그림에 대한 공부를 했

다고 한다. 그러나 앞의 작품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직접적인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이종하는 자기 아버지의 그림도 계승하고 있다.

유교적인 효의 본질은 일제강점기와 근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경제·문화적 

변화 속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효에 결부된 여러가지 의례

에 필요한 병풍은 근대에 접어들면서 그 수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삶의 질

이 향상됨에 따라 필수적인 가재도구로 인식된 병풍의 늘어난 수요에 따라 효제문자도

를 그리는 장인들이 활약하게 되고, 이름없는 화가들이 유명 장인의 체본을 받아 그리

거나 비슷한 흉내를 솜씨껏 발휘하여 창의성 있는 그림을 활발하게 그렸다.

이외에도 경남 거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효제문자도 병풍에 ‘강원도(江原道) 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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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平昌郡) 방림면(芳林面) 방림리(芳林里) 이동호(李棟湖) 화(畵)’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동호는 실제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암리에 살았던 인물로 1914년생으로 1988년까지 

살았던 것으로 확인이 된다. 그러나 그의 행적은 확인할 수 없다. 

민화는 민중을 위한 민중 화가에 의해 그려진 그림이다. 조선후기 전통회화의 영향을 

받아 크게 유행하였으며, 민중의 가장 솔직한 심성과 익살스럽고도 재치 있게 표현되어 

민중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민화는 지배층 중심의 역사인식으로 인해 일제강점기 이

후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였다. 해방이후 민주화와 함께 역사의 주체가 피지배층이라는 

민중중심의 역사관이 정립되면서 민화는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전통민화는 다시 부활하였다. 이는 민화가 가장 한국적인 그림일 뿐만 아니

라 가장 현대적인 그림이기 때문이다. 민화는 한국인의 감각과 정서의 밑바탕에 흐르는 

원초적인 그 무엇을 표출하는 그림이다. 그리고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를 자유롭게 하고, 해학적인 표현이 우리를 유쾌하게 하며, 친근하고 따스한 색상과 이

미지가 우리를 편안하고 여류롭게 하는 등 가장 현대적인 감각이 충만한 그림이다. 따

라서 민화가 대중문화 속으로 들어가 독립된 하나의 예술세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민화 부활의 중심에는 파인(芭人) 송규태(宋圭台)가 있었다. 송규태는 옛그림을 수리

하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67년 민화전문박물관인 에밀레박물관에서 민화 수리를 

의뢰하면서 현대 민화를 그리기 시작하였다. 현대에 와서 서서히 맥이 끊어져가던 민화

는 1970년대 전통문화 관심이 불면서 부활하기 시작한다. 특히 송규태 화백은 조선시대 

화원들의 기량을 방불할 정도의 높은 그림실력을 인정받으며, 수천·수만 점의 민화를 

복원하고 새롭게 민화를 그렸다. 송규태 화백은 그림을 그리는 것만큼이나 후학양성에 

힘을 쏟았다. 현재 민화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민화작가의 70~80%가 그의 제자라는 말

이 있을 정도며, 그는 현대 민화의 대부라고 불린다. 

근대에 들어와서 단절되었던 강원도의 민화는 오인효에 의해 다시 전승되기 시작하

였다. 오인효 화백은 송규태 화백의 수제자로 강원도에서 민화의 부흥을 위한 활동을 

2006년부터 시작하였다. 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을 비롯하여 강릉원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월정사성보박물관 평생교육원 등에 민화반을 개설하여 민화를 강의하기 시작하였다. 강

의를 통해 전통적인 우리 민화의 선묘법과 자연적인 색채 및 친환경적인 고화기법을 전

수하고 더 나아가 현대적인 민화 창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려하였다. 그리

고 2012년에는 강원도민화협회를 창립하고 춘천·강릉·삼척에서 회원 순회전시회를 개

최하였다. 이후 각 대학과 평생교육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교육기관에서 민화반이 



제24권 민속[구전·예술]  621  

민화 | 제6절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현대 민화 작가들이 활발하게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강원도에는 민화를 전문적으로 전시·교육하는 민화 전문박물관이 있다. 사설박물관으

로 영월 조선민화박물관과 강릉의 부경민화박물관이 그것이다. 그리고 공립박물관으로 

삼척시립박물관이 민화 수집을 통해 민화 특성화 박물관을 추진하고 있다. 

영월 조선민화박물관은 민화 전문박물관으로 2000년 7월에 영월군 하동면 와석리 

841-1에 건립되었다. 전통민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연구와 수집은 물론 전시

와 교육, 전문 서적의 출판, 맞춤형 체험학습, 포럼, 공모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장하

고 있는 4,500여 점의 민화 유물 중 250점을 상시 순환 전시하고 있으며 관람객은 언제

나 전문해설가의 재미있는 민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매년 개최되는 공모전 수상작

과 현대 민화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하여 민화의 시대적 흐름을 한 자리에서 관람

할 수 있으며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민화체험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성

인전용 춘화전시실이 2층에 마련되어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시공간은 1,200㎡(363평)으로 3개의 전시관과 춘화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전시관

(375㎡)은 조선시대 진본 민화를 전시하고 있으며, 제2전시관(100㎡)은 현대민화 등 각종 

특별 전시를 하고 있다. 제3전시관(390㎡)은 전국민화공모전 수상작 전시를 하고 있으며, 

2층의 춘화방은 성인을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춘화(春畫)를 전시하고 있다. 

조선민화박물관 오석환 관장은 공무원 출신으로 민화에 반해 25년 가까운 세월을 민

화와 함께 살아왔다. 사재를 털어 모아온 민화들을 전시하면서 민화의 대중화와 세계화

조선민화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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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화박물관은 상설전시말고도 민화축제와 특별기획전을 수시로 

마련해 선보인다. 테마별 민화 특별전이나 현대 민화작가들의 작품전시회 등 기획전, 공

모전을 해마다 2~3회 연다. 그리고 가을에 열리는 민화축제를 통해 민화와 생활가구를 

접목한 리빙아트 민화전, 민화를 주제로 한 서각전시회, 올해 전국민화공모전 입상작품 

전시회를 동시에 연다. 

조선민화박물관은 민화를 전문으로 그리는 화가들을 통해 민화 저변 확대를 위한 전

국민화공모전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을 통해 

민화특강 및 민화체험교육을 활성화시켰다. 그리고 일반인 및 전문가양성프로그램을 통

해 민화실기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교육을 위해 수준별 맞춤식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강릉에 있는 부경민화박물관(富慶現代民畵博物館)은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에 있는 사

립 민화 전문박물관이다. 전통민화와 현대민화를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이

다. 박물관 관장 민지나는 평창에서 태어나 강릉에서 성장하였으며, 우리 고유의 풍습이

나 색채를 보여 주는 민화에 관심을 가지고서 배우고 수집하는 데 열중하다 민화의 아

름다움과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소장하고 있던 민화 100여 점으로 소규모 박물관

을 열기로 하였다. 이에 2012년 2월 박물관 신축을 구상하고 이사장을 선임하여 위원회

를 구성하였다. 2014년 4월 민가를 리모델링 하는 박물관 공사를 시작하여 동년 8월 준

공하였다. 동년 9월에 등록박물관으로 등록하고, 2014년 10월 23일 부경현대민화박물관

으로 문을 열었다.

부경현대민화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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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사립박물관협회에서 주관하는 ‘박물관 길 위의 인문

학’ 사업에 선정되었다. 박물관은 부지 면적 631㎡, 건물 연면적 141㎡ 규모의 단층 건

물이다. 전시실, 체험방,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상설전시실은 100㎡, 기획 전시실은 

16㎡이다.

박물관은 150여 점의 다양한 민화 작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실에는 전통민화와 현

대민화 30~40여 점을 교대로 전시하고 있다. 기획특별전을 연 2회 열고 있으며, 민화 

대중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우리 민화 그리기, 판화, 도장 찍기, 생활 소품 만들기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용 시간은 평일 10:00~18:00, 월요일은 휴무이고, 1월 1일, 명절 

연휴에는 휴관한다. 강릉시 사천면 방동하리 농촌체험마을 안에 위치하여 마을에서 운영

하는 농촌체험 활동도 할 수 있다. 인근에는 사천 해수욕장과 소나무 산책로가 있다. 강

릉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사천 해수욕장 행 마을버스를 이용하거나 강릉 나들목에서 경포

대를 지나 사천 해수욕장에 도착하면 된다.

한편 삼척시립박물관은 민

화전문박물관으로 특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규

황·황승규·이종하 등 민화 

작가를 배출하면서 강원도 민

화의 중심지가 된 삼척은 이

를 특성화하기 위해 2000년대

에 들어와서 민화를 집중적으

로 수집하고 있다. 2005년 개관 5주년 기념 ‘한국의 문자도’ 전시회를 계기로 집중적으로 민

화를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다. 2018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한국의 민화’ 특별

전을 개최하였다.

삼척시는 민화작가 황승규와 이규황의 고향인 삼척시 근덕면 동막초등학교에 민화 박

물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주변에는 이규황과 황승규 생가와 산소·비석 등이 있어

서 폐교된 동막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한국 민화의 성역으로 조성하고자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차장섭(강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삼척시립박물관 민화 특별전(2008년·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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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변천과 특징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394년(태조 3) 6월 23일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가 경기도

를 좌우로 나누고 양광도를 충청도로 개칭하며, 강릉·교주도를 합해서 강원도로 개칭

하자고 건의하였고, 그로부터 만 1년후인 1395년(태조 4) 6월 13일부로 지방제도의 명

칭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강릉도와 교주도를 합하여 강원도로 하고 수부(首府)를 원주

로 정하였다. 이때부터 원주는 강원도의 수부로서 1895년 조선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

제를 실시할 때까지 500년간의 역사를 갖게 되었다. 1413년(태종 13) 전국을 8도제로 

할 때도 강원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조선팔도는 함경도·평안도·황해도·강원도·경

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 등이며, 이러한 팔도제는 조선후기인 1895년 23부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약간의 도 명칭의 변천과 좌·우도 분할이 있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계

속 유지되었다. 

1395년 강원도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강릉의 ‘강(江)’자와 원주의 ‘원(原)’자를 취하여 

강원도라 하였다. 강릉의 ‘강’자와 원주의 ‘원’자를 취한 이유는 조선시대의 강릉과 원주

는 강원도에서 가장 큰 고을로 강릉에는 정3품관인 대도호부사를, 원주에도 역시 정3

품관인 목사를 두어 강원도 지역에서는 강릉과 원주를 최고의 도시로 우대하였기 때문

이었다. 1399년(정종 원년)에는 원주의 속현인 영춘과 충주의 소관인 영월을 행정관할 

편의상 서로 바꾸었고, 1413년(태종 13)에는 가평을 경기도에 이속하였으며, 경기도 소

속이었던 이천현(伊川縣)을 강원도에 이속시켰다. 1434년(세종 16)에는 경기도 철원지역

을 강원도에 이속시켰다. 

강원도의 명칭은 1395년 6월 13일에 제정된 이후 1895년까지 여러 차례의 변경과 복

칭이 되풀이 되었는데, 그것은 불효·역적·윤리도덕 등에 위배되는 중죄인이 어떤 지

방에서 생겼을 때 그 죄인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 관청의 등급까지 강등하여 

대도호부나 목(牧)을 군(郡)으로 강등하든가, 군을 현(縣)으로 강등하였고 강등된 지방 

명칭의 글자를 도명에 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1666년(현종 7) 강릉지역에서 박귀남(朴貴南)이라는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자 그의 처가 

딸 옥지(玉只)와 사위 둔금(屯金)과 공모하고 옥지와 둔금이 그의 아버지를 산골에 생매

장한 일이 발생하자 옥지와 둔금을 처벌하고 강릉부를 강릉군으로 강등하였고 강릉의 

‘강’자를 빼고 양양의 ‘양(襄)’자를 취하여 강원도를 ‘원양도(原襄道)’라 하였다. 9년 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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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년(숙종 1)에 다시 강원도로 복칭되었다. 9년 후에 다시 복칭된 것은 강등의 벌은 

대체로 10년이 만기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8년 후인 1683년(숙종 9)에는 원

주에서 남편을 죽인 죄인이 생겼으므로 이번에는 강원에서 ‘원’자를 빼고 양양의 ‘양’자를 

취하여 강양도라고 하였고, 5년 후인 1688년(숙종 14)에는 양양은 역적의 출생지라고 해

서 ‘양’자를 빼고 춘천의 ‘춘’자를 넣어서 강춘도로 하였으며, 1693년(숙종 19)에 다시 강

원도로 복칭되었다.

1729년(영조 5) 원주에서 역적 모의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강춘도로 하였다가 9

년 후에 강원도로 복칭되었다. 1782년(정조 6)에는 대역부도죄로 죽음을 당한 이택징(李

澤徵)이 강릉에 거주하였으므로 ‘강’자를 빼고 원주의 ‘원’자와 춘천의 ‘춘’자를 취하여 원

춘도라고 하였다가 9년 후인 1791년(정조 15)에 다시 강원도로 복칭되었다. 강원도의 명

칭은 10여 차례나 변경이 있었는데, 이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연  도    명  칭  기  간
태조  4년(1395) 강 원 도 271년
현종  7년(1666) 원 양 도 9년
숙종  1년(1675) 강 원 도 8년
숙종  9년(1683) 강 양 도    5년
숙종 14년(1688) 강 춘 도 5년
숙종 19년(1693) 강 원 도 36년
영조  5년(1729) 강 춘 도 9년
영조 14년(1738) 강 원 도 44년
정조  6년(1782) 원 춘 도   9년
정조 15년(1791) 강 원 도 104년
고종 32년(1895) 춘천부·강릉부  1년
고종 33년(1896) 강 원 도    현재

우리나라는 8도를 달리 표현하는 이름이 있는데, 경상도 지역을 영남, 전라도 지역을 

호남, 충청도 지역을 호서(湖西), 황해도 지역을 해서(海西), 함경도 지역을 관북, 평안도 

지역을 관서라 하듯 강원도 지역을 관동(關東)이라 한다. 영남은 조령(鳥嶺 : 경북 문경

시와 충북 충주시 사이에 있는 고개)과 죽령(竹嶺 : 경북 영주시와 충북 단양군 사이에 

있는 고개) 남쪽에 있어서 생긴 이름이고, 호남은 벽골제(碧骨堤 : 전북 김제시 부량면 

소재) 남쪽에 있어서 생긴 지명이고, 호서는 벽골제 서쪽에 있어서 생긴 지명(혹은 충북 

제천시에 있는 의림지 때문이라고도 한다)이고, 기호(畿湖)는 경기도와 해서지역을 합친 

지명이고, 해서는 경기해의 서쪽지역이어서 생긴 지명이고, 관북은 철령관(鐵嶺關) 북쪽

에 있어서 생긴 지명이고, 관서는 철령관 서쪽에 있어서 생긴 지명이고, 관동은 철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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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에 있어서 생긴 지명이다. 철령관은 강원도 회양군과 함경남도 안변군 사이에 있는 

높이 685m로 조선시대 한양과 관북지역을 잇는 군사·교통상의 중요한 고개였다.

그런데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16권, ｢지리전고총리지｣에는 ‘강원도는 바닷가에 

있는 9군이 단대령(單大嶺) 동쪽에 있기 때문에 영동(嶺東)이라고 한다. 단대령은 대관

령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강원도를 관동이다’라고 하였다. 관동과 영동이 다 같이 강원도 

일원을 일컫는 지역명으로 쓰였는데, 이는 조선시대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9개군이 모두 

동해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나중에 백두대간 서쪽지역에 있는 춘천이나 

원주 등이 성장하여 도시규모가 확대되면서 영동은 영서와 더불어 강원도를 두 지역으

로 구분하여 부르는 지역명이 되었다.

강원도 전 지역에서 두루 쓰이는 지명으로는 마을이 커서 큰말, 작아서 작은말, 중심

지역에 있어서 본말, 본말 건너편에 있어서 건넌말, 앞에 있어서 앞말, 뒤에 있어서 뒷

말, 위쪽에 있어서 윗말, 아래쪽에 있어서 아랫말, 골이 커서 큰골, 작아서 작은 골, 마

을이 양지쪽에 있어서 양짓말, 음지쪽에 있어서 음짓말,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어서 사

잇말, 안쪽에 있어서 안말, 바깥쪽에 있어서 바깥말, 마을 앞에 들이 있어서 앞뜨루, 뒤

에 있어서 뒷뜨루, 마을이 골 안에 있어서 골말, 넓은 들에 있어서 버당말이라 하는데 

이렇듯 지형적인 위치나 크기에 따라 생긴 지명들이 많이 있고, 그 외 물줄기가 흐르는 

주변에 있는 지명, 넓은 들이 있어서 생긴 지명, 산줄기가 뻗어내리는 줄기에 있는 지

명 등 여러가지 형태의 지명들이 있다. 

또 마을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긴 서낭터·서낭골·산제당골 등과 같이 민속

종교의 영향을 받은 지명, 절골·절터골·불당골 등과 같이 불교의 영향을 받은 지명, 

서당말·재궁말·향교말 등과 같이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지명이 있고, 조선시대 관아

가 있었던 사실이 있어 생긴 지명인 관터·원터·창촌, 조선시대 왕실에서 왕자나 왕녀

의 태를 묻은 공간과 관련된 지명인 태봉·태봉골, 봉화와 관련된 지명인 봉화터·봉화

재 등 역사적 사실이 있는 지명이 있는데, 이러한 지명은 강원도 모든 지역에서 두루 

쓰이고 있다. 또 강원도의 지명 어미에 마을을 나타내는 ‘-길·-밀·-실·-일’ 등이 

붙은 지명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울길[雲谷]·날밀[蘭谷]·돌밀·피밀[品谷]·곱실·덕실(德實)·됨실·숲실[林谷]·앞

실·지실·괴일[古谷]·뉘일]樓谷]·무일·오일·자일[子谷]·죽일·짚일[深谷]·터일[基

谷]·토일[退谷](강릉시). 

● 곡실·선유실·터일(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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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밀[深谷]·단실·됨실·샘실[泉谷]·터일[基谷](동해시). 

● 가매실·굴미실·기실·노실·다리실·단실·밤실·삽실·새실[草谷]·안실·압실·

탕실·새일(삼척시). 

● 벽실·쉬일(양양군). 

● 우래실(영월군). 

● 구실·굴미실·느릅실·다리실·무실·서리실·수리실·작실·도일·본일·분일·

소일[牛谷]·초일·펴내일·하일(원주시). 

● 집실·쇠일[金谷](철원군). 

● 시밀·곱실·납실·늪실·쇠실·앞실·품실·건일·노일·둔일·배일·파일·터

일·하일(춘천시). 

● 느릅실·뱅실·보리실·자우실·무일(평창군). 

● 얼밀·곰실·구실·먹실·밧실·안실·중실·가일·노일·대일·터일(홍천군). 

● 시밀·집실·토일·터일·해일(화천군). 

● 뒤밀·우밀·내실·두실·둑실·무덤실·배실·삼실·속실·송실·압실·자피실·

노일·도일·마일·매일·바일·사일·새일·의일·하일(횡성군)

횡성지역에서는 마을을 뜻하는 ‘골·말’ 대신 ‘담·땀’으로도 쓰는데, 담과 땀을 같이 

쓰기도 한다. 어미에 ‘담’이 붙는 지명으로는 버덩담·샛담·옥담·웃담이 있고, ‘땀’이 붙

는 지명으로는 거리땀·건너땀·골땀·너머땀·너울땀·넘어땀·버덩땀·벌땀·새땀·샛

땀·새말땀·속땀·아래땀·안땀·양지땀·음지땀·중간땀·중땀·큰땀·피나무땀 등이 

있고, 삼척지역에서는 폭이 좁은 냇물을 거랑이라 하는데, 어미에 ‘거랑’이 붙은 지명으

로는 넘거랑·목너멧거랑·산제당거랑·산짓거랑·새번지거랑·소맷거랑·저남꼴거랑 등

이 있다.

다음은 시·군별 지명의 변천과 특징을 살펴보겠다. 먼저 강릉시이다. 기원전 129

년 이전에는 위만조선의 영역이었다가 기원전 128년에 창해군의 일부가 되었고, 창해군

은 기원전 108년에 한사군이 설치되어 임둔군으로 되었다가 기원전 28년에 임둔군을 파

하여 현토에 합치고, 기원전 75년에 낙랑동부도위로 되었다. 313년경(고구려 미천왕 14)

에는 ‘하서라·하슬라’라 하였고, 그 후 550년(신라 24대 진흥왕 11)에 신라의 영토가 되

면서 639년(27대 선덕여왕)에는 북소경(北小京)을 삼아 북빈경(北濱京)이라 하였고, 658

년(29대 무열왕 5)에 소경을 없애고 하슬라주라 하였다. 그 후 677년(30대 문무왕 17)에 

하서주라 고쳤다가 757년(35대 경덕왕16)에 명주(溟州)라 하였다. 936년(고려 태조 19)에

는 동원경(東原京)이라 하고, 940년(태조 23)에 다시 명주로 고쳤다. 983년(성종 2년)에 

하서부로 고치고, 동 5년에 명주도호부로 고쳤고, 1259년(원종 원년)에 경흥도호부로 승

격시켰고, 1263년(원종 4)에 강릉도(江陵道)가 생겨 강릉이란 이름이 쓰이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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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년(충열왕 34)에는 강릉부, 1359년(공민왕 5)에는 강릉삭방도라 하였고, 1388년(우왕 

14)에는 교주도(交州道)와 강릉도를 합해 교주강릉도라 하였다.  

조선 1394년(태조 3)에 강원도로 개칭하였고, 1666년(현종 7)에 강원도가 양원도(襄原

道)로, 강릉도호부가 강릉현으로 강등되었다. 그 후 1675년(숙종 원년)에 다시 대도호부

로 되었다가 1782년(정조 6년)에 역명사변(逆名事變)으로 원춘도의 현으로 되었고, 동 13

년에 다시 부로 되었다. 1895년(고종 32)에 23부제의 실시로 대도호부를 폐지하고 관찰

부를 두었다가 이듬해 13도제의 실시로 강원도 강릉군으로 되어 북일리면(北一里面)·

북이리면(北二里面)·남일리면(南一里面)·남이리면(南二里面)·덕방면(德方面)·정동면(丁

洞面)·가남면(嘉南面)·자가곡면(資可谷面)·성산면(城山面)·구정면(邱井面)·사화면(沙火

面)·연곡면(連谷面)·신리면(新里面)·우계면(羽溪面)·망상면(望祥面)·임계면(臨溪面)·

도암면(道岩面)·진부면(珍富面)·봉평면(蓬坪面)·대화면(大和面)·내면(內面) 등 21개의 

면을 관할하였다. 1955년에 강릉읍이 성덕면과 경포면을 합해 강릉시로 승격이 되었고, 

강릉군은 명주군으로 바뀌었다가 1995년에 강릉시와 명주군이 합쳐 강릉시로 되었다. 

강릉의 옛이름은 예국(濊國)·예국(蘂國)·임둔(臨屯)·하서라(河西良)·하슬라(何瑟羅)·아

슬라(阿瑟羅)·명주(溟州)·동원(東原)·임영(臨瀛)·경흥(慶興)·동온(東溫)·명원(溟源)·

철국(鐵國)·도원경(桃原京)·북빈경(北濱京) 등이었다.

동해시는 1980년에 ｢동해시 등 관할 구역명의 변경에 관한 법률｣로 명주군 묵호읍과 

삼척군 북평읍을 합하여 지역색이 약하고, 동해(東海)에 위치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묵호읍(墨湖邑)은 고구려시대 우곡현[玉堂]으로 강릉의 속현이었다가, 760년(경덕왕 19)에 

우계현으로 바뀌어 삼척의 속현으로 되었고, 1018년(현종 9)에 다시 강릉으로 환속되었

다. 원래 명주군의 최남단 들판에 위치하여 말들[馬坪, 馬上坪]이라 하다가 1648년(인조 

26)에 망상리(望祥里)라 하였고, 1705년(숙종 31)에 강릉군 망상면으로 개칭되었고, 1943

년에 읍으로 승격되면서 명주군 묵호읍으로 되었다. 북평읍(北坪邑)은 원래 삼척군의 최

북단 들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뒤뜰[後坪, 北坪]이라 하였다. 1631년에 북평리와 영곡리

로 나누었고, 1738년에 북평리를 북상면과 북하면으로 나누었고, 1801년에 도상·도하면

으로 고쳤으며, 1662년에 박곡리(璞谷里)를 견박리(見朴里)로 개칭하였다가 1738년에 견

상(見上)·견하면(見下面)으로 나누었는데 그후 1801년에 다시 합하여 견박면(見朴面)으로 

개칭되었다. 그후 1914년에 3개면을 합하여 북삼면(北三面)이라 고쳤으며 1945년에 삼척

군 북평읍으로 되었다.

삼척시는 신라 때는 실직국(悉直國)이었는데, 505년(지증왕 6)에는 실직주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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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년(선덕여왕 8)에는 진주도호부를 두었고, 658년(무열왕 5)에 북진(北鎭)으로 고치

고, 760년(경덕왕 19)에는 삼척군이라 하였다. 995년(성종 14)에는 척주단련사라 하였다

가 1018년(현종 9년)에는 삼척현으로 강등되었다. 1319년(태조 2)에는 삼척부로 승격되

었고, 1404년(태종 13)에는 삼척도호부로 격상되었다. 1631년(인조 9)에는 행정구역을 개

편하여 매곡(邁谷)·부내(府內)·노곡(蘆谷)·덕번(德蕃)·북평(北坪)·박곡(璞谷)·미로(未

老)·소달(所達)·장생면(長生面) 등 9개면으로 나누었고, 1894년(고종 31)에는 삼척군(三

陟郡)으로 바뀌었다. 1914년에는 관내 12개면(말곡·부내·노곡·근덕·원덕·미로·소

달·상장성·하장성·견박곡·도상·도하) 가운데 부내와 말곡을 합쳐 부내면(府內面)이

라 하였고, 1917년에 부내면을 삼척면으로 고쳤다가 1939년에는 삼척면이 삼척읍으로 되

고, 1995년에는 삼척시로 승격되었다. 삼척의 옛이름은 실직(悉直)·척주(陟州)·진주(眞

珠) 등이었다.

속초시는 양양군 도천면 속초리가 승격된 도시로 고구려 때는 수성군(䢘城郡), 신라 

때는 수성군(守城郡)에 속하였다. 고려 이래 양양군에 속했다가 1895년에는 간성군에, 

1896년에는 다시 양양군에 이속되었고, 1908년에 소천면(所川面)과 도문면(道門面)으로 

분리되었다. 1912년에 소천면과 도문면을 다시 병합하여 도천면(道川面)이 되었다. 1937

년에는 속초면(束草面)으로 개칭되었고, 1942년에는 속초읍으로 승격되었고, 1963년에는 

속초시로 승격되었다.

원주시는 고구려 때는 평원군(平原郡)이라 하였고, 신라 문무왕 때는 북원경(소경)으로 

불러지다가 940년(태조 23)에 원주로 되었다. 1018년(현종 9)에는 주지사(州知事)로 하고, 

1259년(고종 46)에는 임금의 명령을 거부한 역명(逆命)으로 일신현(一新縣)으로 강등되었

다가 1260년(원종 원년)에 다시 주지사로 되고, 1269년(원종 10년)에는 임유무(林惟茂)의 

외향이란 이유로 정원도호부(靖原都護府)로 승격되었다. 1291년(충렬왕 17)에는 익흥도

호부(益興都護府)로 고쳤고, 1308년(충렬왕 34)에는 원주목(原州牧)으로 승격되었고, 1310

년(충선왕 2)에는 성안부(成安府)로 강등되었다가 1353년(공민왕 2)에는 다시 원주목으

로 되었다. 1683년(숙종 9)에는 원주현으로 강등되었다가 1692년(숙종 18)에는 원주목으

로 복칭되었다. 1728년(영조 4)에는 다시 원주현으로 강등되었다가 1737년(영조 13)에는 

복칭되었고, 1895년(고종 32)에는 원주군이 되고, 충주관찰부의 관할이 되었다가 이듬 해 

다시 강원도로 복귀되었다. 1937년에 원주면(본부면)이 원주읍으로 되고, 1955년에 원주

읍은 판부면 단구리·행구리와 호저면 우산리를 병합하여 원주시로 승격되었고, 원주군

은 원성군으로 바뀌었다. 그후 1995년 원주시와 원성군이 통합되어 현재의 원주시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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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원주의 옛이름은 평원(平原)·북원경(北原京)·일신(一新)·정원(靖原)·익흥(益興)·

성안(成安)·평량경(平凉京)·원성(原城) 등이었다.

춘천시는 맥국(貊國)의 지역으로 637년(선덕여왕 6)에는 우수주(牛首州) 또는 우두주(牛

頭州)라 하였고, 673년(문무왕 13)에는 수약주(首若州) 또는 오근내(烏斤乃)·조근내(鳥斤

乃)·수차약(首次若)이라 하였고, 757년(경덕왕 16)에는 삭주(朔州)로 고쳤다가 나중에 광

해주(光海州)라 하였다. 940년(태조 23)에는 춘주(春州)로 고치고, 995년(성종 14)에는 단

련사로 고쳐서 안변부에 딸리게 하였고, 1203년(신종 6)에는 안양도호부로 승격되었다가 

지춘주(知春州)로 강등되었다. 1413년(태종 13)에는 춘천군으로 되었고, 1415년(태종 15)

에는 춘천도호부로 승격되었고, 1755년(영조 31)에는 현으로 강등되었고, 1765년(영조 41)

에는 다시 도호부로 승격되었고, 1888년(고종 25)에는 유도부(留都府)로 승격되어 경기도

에 붙었다가 1895년(고종 32)에 다시 강원도로 환원되면서 춘천부 춘천군으로 되어 부

내(府內)·동산(東山)·동산외(東山外)·남부내(南府內)·남내(南內)·남산외(南山外)·서하

(西下)·서상(西上)·북내(北內)·북중(北中)·북산외(北山外)·사탄외(史呑外)·사탄내(史呑

內)를 관할하였고, 1910년에는 강원도청 소재지가 되었다. 1913년에는 춘천군 부내면으로 

되었다가 1917년에는 춘천면으로 되었고, 1931년에는 춘천면이 춘천읍으로 승격되었고, 

1946년에는 춘천읍이 춘천부로 승격되었다가 1949년에 춘천시로 승격되었다. 춘천의 옛

이름은 우수주(牛首州)·우두주·수약주·오근내·조근내·수차약(首次若)·삭주·광해·

춘주·안양(安陽)·수춘(壽春)·봉산(鳳山) 등이었다.

태백시는 1981년에 삼척군 장성읍과 황지읍이 합하여 생긴 도시여서 지명변천이 다른 

시·군에 비해 단순하다. 장성읍은 1631년(인조 9)에는 장생리(長生里)에 속하였고, 1738

년(영조 14)에는 상장생(上長生)과 하장생(下長生)으로 나눠 상장생면과 하장생면으로 되

었다가 1914년 상장생면이 상장면(上長面)으로 되었고, 1961년에는 상장면이 장성읍(長城

邑)으로 되었다. 황지읍은 1973년 장성읍 황지리에서 황지읍으로 승격되었다. 

고성군은 예국의 땅으로 고구려 때는 달홀(達忽)이라 하였고, 757년(경덕왕 16)에는 수

성군으로 고쳐 명주도독부에 속하였다. 고려 940년에는 간성군으로 되었다가, 995년(성종 

14)에는 삭방도에 편입되어 풍암(豊巖)·수성(䢘城) 등으로 불리었다. 조선 세종 때 다시 

군으로 되어 동면(東面)·북면(北面)·남면(南面)·서면(西面)·수동리(水洞里)·안창(安昌)

의 6개면을 관할하다가 1895년(고종 32)에 강릉부의 관할이 되고, 1914년에는 간성군에 

편입되어 군내(郡內)·오대(梧垈)·죽왕(竹旺)·고성(高城)·신북(新北)·서면(西面)·수동

(水洞)·토성(土城)·현내(縣內)의 9개면을 관할하였고, 1919년에는 간성군을 폐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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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에는 고성군으로 개칭되었다. 1935년에는 오대면이 거진면으로 개칭되었고, 1973년

에는 읍으로 승격되었다. 1979년에는 간성면이 간성읍으로 승격되었다. 고성의 옛이름은 

달홀(達忽)·풍암(豊巖)·안창(安昌)·수성(䢘城)·가라홀(加羅忽)·수성(守城)·수성(水城) 

등이었다.

양구군은 고구려 때는 양구군 또는 요은홀차(要隱忽次)라 하였고, 757년(경덕왕 16)에

는 양록현(楊麓縣)이라 하였다. 940년(태조 23)에는 양구현(楊溝縣)으로 개칭되었고, 1018

년(현종 9)에는 춘주현의 속현이 되었다가 1106년(예종 원년)에는 감무를 두어 낭천현(狼

川縣) 감무로 겸임하게 하였다. 1393년(태조 2)에는 다시 낭천에서 분리되었고, 1914년에

는 군내면과 서면이 합쳐 군내면으로, 남면과 하동면이 합쳐 남면으로, 상동면이 동면

으로 각각 개칭되었고, 1917년에는 군내면이 양구면으로 되었고, 1979년는 양구면이 양

구읍으로 승격되었다. 양구의 옛이름은 양구(楊口)·요은(要隱)·은홀차(隱忽次)·양록(楊

麓)·양구(楊溝) 등이었다.

양양군은 삼국시대에는 익현현(翼峴縣) 또는 이문현(伊文縣)이라 불리다가 757년(신라 

경덕왕 16)에는 익령(翼嶺)으로 고쳤다. 995년(성종 14)에는 화주(和州)라 하였고, 1221년

(고종 8)에 양주(襄州)로 승격되었다가 1253년(고종 40)에는 양주현, 1257년(고종 44)에는 

덕령현(德寧縣)으로 강등되었다. 1260년(원종 원년)에는 덕령현에서 다시 지양주사(知襄州

事)로 회복되고 별호를 양산(襄山)이라 하였다. 1413년(태종 13)에는 양양도호부로 개칭

되면서 양양이라 하였고, 1894년(고종 31)에는 양양군으로 되었다. 양양의 옛이름은 익현

(翼峴)·이문(伊文)·익령(翼嶺)·덕득(德得)·양주(襄州)·양산(襄山) 등이었다.

영월군은 고구려 때는 내생군(奈生郡), 신라 경덕왕 때는 내성군(奈城郡)이라 하였다. 

고려 때 영월(寧越)이라 하였는데, 1372년(공민왕 21)에 영월군으로 승격되었다. 1401년

(태종 원년)에는 충청도에서 강원도로 편입되었고, 1698년(숙종 24)에는 부(府)로 승격되

었고, 1895년(고종 32)에는 군으로 되어 좌변(左邊)·우변(右邊)·주천(酒泉)의 3개면이 편

입되어 군내(郡內)·천상(川上)·상동(上東)·하동(下東)·북(北)·서(西)·남(南)의 10개

면을 관할하였고, 1960년에 군내면이 영월읍으로 승격되었다. 영월의 옛이름은 내생(奈

生)·내성(奈城) 등이었다.

인제군은 고구려 때는 저족현(猪足縣) 또는 오사회현(烏斯回縣), 신라 때는 희제(豨蹄)

라 하였다. 고려 때는 인제(麟蹄)라 하였고, 조선 세종 때는 서화현(瑞和縣)이 편입되었

고, 1895년(고종 32)에는 인제군이 되었고, 현내·동·남·북·서화의 5개면을 관할하다

가 1906년(광무 10)에는 현내면이 군내면으로 되었고, 춘천군의 기린면(麒麟面)과 강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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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일리(內一里)·내삼리(內三里)의 두 면을 편입하였고, 1914년에는 군내면과 동면을 

합하여 군내면으로, 내일리면과 내삼리면을 병합하여 내면으로 고쳤고, 1916년에는 군내

면을 인제면으로 고쳤다. 인제의 옛이름은 저족(猪足)·오사회(烏斯回)·희제(豨蹄) 등이

었다.

정선군은 고구려 때는 잉매(仍買)·삼봉(三鳳)·주진(朱陳)·도원(桃原)·침봉(沈鳳) 등

으로 불렸고, 757년(경덕왕 16)에는 정선(旌善)으로 개칭되었다. 940년(태조 23)에는 삼봉

으로, 1918년(현종 3)에는 다시 주진군으로, 1291년(충렬왕 17)에는 도원군으로, 1310년(충

선왕 2)에는 침봉군으로 개칭되었고, 1353년(공민왕 2)에는 정선군으로 되었다. 그후 조

선시대에 이르러서 정선군이라 하였다. 정선의 옛이름은 잉매(仍買)·삼봉(三鳳)·주진(朱

陳)·도원(桃原)·침봉(沈鳳) 등이었다.

철원군은 고구려 때는 철원(鐵圓) 또는 모을동비군(毛乙冬非郡)이라 하였고, 신라 경덕

왕 때는 철성군(鐵城郡)이라 하였는데, 신라 말에는 궁예가 세운 태봉국(泰封國)의 도읍

지였다. 고려 태조 때는 동주(東州)라 하였고, 995년(성종 14)에는 단련사를 두었고, 1018

년(현종 9)에는 지동주사(知東州使)라 하였고, 1310년(충선왕 2)에는 철원부라 하였다. 

1413년(태종 13)에는 도호부가 되어 강원도로 이속이 되고, 1895년(고종 32)에는 철원군

이 되어 동변(東邊)·갈말(葛末)·서변(西邊)·신서(新西-외서)·송내(松內)·관인(寬仁)·

북면·어은동(漁隱洞)·묘장(畝長) 등 9개면을 관할하다가 1914년에 경기도 삭녕군의 내

문(乃文)·인목(寅目)·마장(馬場) 등 3개면을 병합하여 동송(東松)·서변·갈말·어운동

(於雲洞)·북면·신서·묘장·내문·인목·마장 등 10개면으로 개편하고, 1931년에 서변

면이 철원읍으로 승격되었다. 철원의 옛이름은 철성(鐵城)·철원(鐵圓)·모을동비(毛乙冬

非)·동주(東州)·육창(陸昌)·창원(昌原) 등이었다.

평창군은 고구려 때는 우오현(于烏縣) 또는 욱오현(郁烏縣)이라 하였고, 676년(문무왕 

16)에는 백오현(白烏縣)으로 바꿔 내성군(奈城군)의 영현으로 삼았다. 914년(태조 23)에는 

백오현에서 평창현(平昌縣)으로 바뀌었고, 995년(성종 14)에는 원주현에 속하였다. 1387년

(우왕 13)에는 군으로 승격되었다가 다시 현으로 되었는데, 이 때 노산(魯山)이라 하였

다. 1392년(태조 원년)에는 군으로 승격되었고, 1895년(고종 32)에는 충주부에 편입되었

다가 그다음 해에 다시 강원도로 돌아왔고, 1906년에는 강릉군에 속해 있던 대화면·봉

평면·진부면이 평창군으로 편입되었고,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는 군내면·남면·북면을 

합하여 평창면이 되었고, 1931년에는 정선군에 있던 도암면이 편입되었고, 대화면의 방

림리·운교리·계촌리를 나누어 방림면(芳林面)으로 만들었고, 1971년에는 평창면이 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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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으로 승격되었다. 평창의 옛이름은 욱오(郁烏)·백오(白烏)·노산(魯山) 등이었다.

홍천군은 고구려 때는 벌력현(伐力縣), 신라 경덕왕 때는 녹효(綠驍)라 하였고, 뒤에 

화산(花山)이라 하였다. 1018년(현종 9)에는 홍천이라 하였고, 1043년(인종 21)에는 감무

를 두고, 별호를 화산이라 하였다. 1895년(고종 32)에는 홍천군이 되어 화촌(花村)·두촌

(斗村)·내촌(奈村)·서석(瑞石)·영귀미(永歸美)·감물악(甘勿岳)·금물산(今勿山)·현내(縣

內)·북방(北方) 등 9개면을 관할하였고, 1917년에는 금물산면을 남면으로, 군내면을 홍

천면으로, 영귀미면을 동면으로, 감물악면을 서면으로 고쳤고, 1962년에는 홍천면이 홍천

읍으로 승격되었다. 홍천의 옛이름은 벌력천(伐力川)·녹요(綠요)·화산(花山) 등이었다.

화천군은 고구려 때는 성천현(狌川縣) 또는 야시매(也尸買)라 하였고, 757년(신라 경덕

왕 16)에는 낭천군(狼川郡)이라 하였다. 고려 초에는 춘주(춘천)에 소속되었다가 1106년

(예종 원년)에는 현감을 두었다. 1645년(인조 23)에는 금화에 편입되었다가 1653년(효종 

4)에는 복귀되었고, 1869년(고종 6)에는 화천군으로 바뀌었고, 1895년(고종 32)에는 군이 

되고, 1902년(광무 6)에는 낭천군이 화천군으로 되어 군내(郡內)·동·남·상서(上西)·하

서(下西)·간척(看尺) 등 6개면을 관할하였다. 1910년 이후에는 동면과 간척면을 합하여 

간동면(看東面), 남면과 하서면(下西面)을 합하여 하남면(下南面)이라 하였고, 1992년에는 

화천면이 화천읍으로 승격되었다. 화천의 옛이름은 생천(牲川)·야시매(也尸買)·낭천군

(狼川郡) 등이었다.

횡성군은 고구려 때는 횡천현(橫川縣) 또는 어사매(於斯買)라 하였고, 신라 경덕왕 때

는 황천(潢川) 또는 수주(樹州)라고 하였다가 고구려 때는 다시 횡천(橫川)이라 하는데, 

횡천이란 이름은 고려 때까지 이어졌다. 1414년(태종 14)에는 홍천과 음이 비슷하여 횡

성(橫城)으로 고쳤으며, 1895년(고종 32)에는 원주군 고모곡면(古毛谷面)을 편입하여 군으

로 승격되어 현내(縣內)·청룡(靑龍)·우천(隅川)·정곡(井谷)·둔내(屯內)·갑천(甲川)·청

일(晴日)·공근(公根) 등의 8개면을 관할하다가 1914년에는 군내면과 청룡면 일부를 합하

여 우천면(隅川面)으로 고쳤고, 1937년에는 정곡면이 안흥면(安興面)으로, 군내면이 횡성

면(橫城面)으로, 고모곡면이 서원면(書院面)으로 바뀌었고, 1979년에는 횡성면이 횡성읍으

로 승격되었다. 횡성의 옛이름은 횡천(橫川)·어사매(於斯買)·황천(潢川)·화전(花田) 등

이었다.

이상 강원도 18개 시·군의 지명변천을 보면, 강원도는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영토였

다가, 고구려가 쇠퇴하고 신라가 융성하면서 신라의 영토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처음에

는 고구려의 지명이었다가 나중에는 신라의 지명으로 바뀌었다. 고구려의 음차식 지명



제24권 민속[구전·예술]  639  

변천과 특징 | 제1절

이 신라 경덕왕 때에 와서 한자식 지명으로 바뀌고, 고려와 조선을 거치며 지명은 한자

식으로 기록되며 굳어졌다. 삼척시와 태백시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이기 때

문에 고구려식 지역명이 없고, 그 외의 대부분 지역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거나 고구려

의 영토에 속하였기 때문에 고구려식 지역명이 있다. 강릉의 고구려 때의 지명은 하서

라(河西良)·하슬라(何瑟羅), 신라 때의 지명은 명주(명주)이고, 속초의 고구려 때의 지

명은 수성군(䢘城郡), 신라 때의 지명은 수성군(守城郡)이고, 원주의 고구려 때의 지명

은 평원군(平原郡), 신라 때의 지명은 북원경(北原京)이고, 고성의 고구려 때의 지명은 

달홀(達忽), 신라 때의 지명은 수성군이고, 양구의 고구려 때의 지명은 요은홀차(要隱忽

次), 신라 때의 지명은 양록현(楊麓縣)이고, 양양의 고구려 때의 지명은 이문현(伊文縣), 

신라 때의 지명은 익령(翼嶺)이고, 영월의 고구려 때의 지명은 내생군(奈生郡), 신라 때

의 지명은 내성군(奈城郡)이고, 인제의 고구려 때의 지명은 저족현(猪足縣)·오사회현(烏

斯回縣), 신라 때의 지명은 희제(豨蹄)이고, 정선의 고구려 때의 지명은 잉매(仍買)·삼

봉(三鳳)·주진(朱陳)·도원(桃原)·침봉(沈鳳), 신라 때의 지명은 정선이고, 철원의 고구

려 때의 지명은 철원(鐵圓)·모을동비군(毛乙冬非郡), 신라 때의 지명은 철성군(鐵城郡)이

고, 평창의 고구려 때의 지명은 우오현(于烏縣)·욱오현(郁烏縣), 신라 때의 지명은 백오

현(白烏縣)이고, 홍천의 고구려 때의 지명은 벌력현(伐力縣), 신라 때의 지명은 녹요이고, 

화천의 고구려 때의 지명은 성천현(狌川縣)·야시매(也尸買), 신라 때의 지명은 낭천군

(狼川郡)이고, 횡성의 고구려 때의 지명은 횡천현(橫川縣)·어사매(於斯買), 신라 때의 지

명은 황천(潢川)·수주(樹州) 등이었다. 

김기설(前 강릉영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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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연지명

강원도는 한반도의 허리뼈에 해당되는 백두대간이 남북으로 길게 지나가는 산악지대

로 동쪽으로는 동해바다, 서쪽으로는 경기도·충청북도,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북쪽으로

는 함경남도와 접해있다. 강원도는 백두대간에서 뻗어 내린 산봉우리와 산줄기들이 유

달리 많이 있는 지역인데, 해발 1,000m 이상의 산만 하여도 180여개 이상이나 되고, 그 

보다 작은 산들은 헤아릴 없을 정도로 많다. 대간에서 산줄기가 뻗어 내리면서 또 다른 

산줄기를 형성하고, 이런 산줄기에서 물줄기가 나와 흐르며 넓은 들을 이루고, 이런 들

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산줄기와 내를 통해 이웃과 교류를 하였고, 교류를 통해 산·

고개·내·들 등에 지명들이 생겼다.

강원도의 지명은 크게 자연지명과 인문지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지명은 자연형

상 또는 지형의 모습이 인문적 요소가 배제된 상태에서 생긴 지명으로 산·고개·강·

들·냇가·바위 등의 지명이 있다. 이를 좀 더 세분하면 지형의 대립관계에서 생긴 대

립형 지명, 지형의 위치에 의해 생긴 방위형 지명, 지역의 색채에 의해 생긴 색채형 지

명, 자연물의 형상이 성기처럼 생겨 붙여진 성기형 지명, 자연형상에 숫자가 붙여진 숫

자형 지명, 지형이 풍수지리에 의해 생긴 풍수형 지명 등이 있다. 이런 지명의 생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인데, 자연환경은 산·강·고개·호수·

나루·넓은 들 등 지리적 여건을 말하고, 사회환경은 일정한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살

면서 형성한 역사적·사회적 여건을 말한다.   

강원도의 자연형상은 넓은 들이 있는 평야지역과 긴 해안을 끼고 있는 해안지역, 산

줄기에 둘려 쌓여있는 산악지역 등으로 되어 있는데, 평야지역은 경기도와 가까운 북서

부 지역 즉 원주와 철원지역이고, 긴 해안을 끼고 있는 해안지역은 동부지역 즉 고성

군·속초시·양양군·강릉시·동해시·삼척시 등의 지역이고, 산악지역은 위 지역을 제

외한 양구군·영월군·인제군·정선군·춘천시·태백시·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선

군 등의 지역이다.

강원도의 자연지명은 자연물의 형상 또는 자연환경의 모습 등을 지명으로 표현하였는

데, 이러한 지명에는 산(봉)의 이름, 산줄기에서 생긴 고개의 이름, 물줄기에서 생긴 내

(강)의 이름, 내와 관련되어 생긴 이름, 바다에서 생긴 나루의 이름, 호수에서 생긴 포

(浦)의 이름, 넓은 들에서 생긴 이름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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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봉)

강원도의 산은 백두대간에서 뻗어내린 산과 그 외 지역의 산들이 있는데, 산이 차지

하는 비중이 평야지역과 해안지역보다는 월등히 넓다. 산악지역이 워낙 광범위하여 지

역민들의 일생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산줄기로 둘려 쌓인 산악지역은 이웃과 교류

가 원활하지 못하였다. 즉 산줄기는 이웃과의 교류를 방해하는 장애물이었는데, 강원도

는 이러한 산줄기 때문에 이웃 지역과 좀 다른 문화를 형성하였다. 산의 이름은 지역민

들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산에 다니면서 지명을 붙였거나, 또 관에서 행정의 편의

를 위해 붙여서 그 이름이 다양하다. 강원도에는 산이 유달리 많이 있고, 이러한 산들

에도 고유한 지명이 있는데, 편의상 해발 1,000m 이상의 산의 이름에 한하여 소개해 보

면 다음과 같다.

가덕산(태백시)·가득봉(인제군)·가리산(춘천시·홍천군)·가리왕산(정선군·평창군)·

가창산(영월군)·가칠봉(加七峰-양구군·인제군)·가칠봉(柯七峰-인제군·홍천군)·각

희산(정선군)·갈모봉(인제군)·갈전곡봉(홍천군)·감악산(원주시)·개인산(홍천군·인

제군)·거문산(평창군)·계방산(평창군·홍천군)·고루포기산(강릉시·평창군)·고양산

(정선군)·고적대(동해시·삼척시)·곤신봉(강릉시·평창군)·곰봉(정선군)·광덕산(철원

군·화천군)·괘방산(삼척시)·구룡덕봉(인제군·홍천군)·구룡산(양양군)·구룡산(영월

군)·귀떼기청봉(인제군)·개인산(인제군)·금당산(평창군)·금대봉(정선군)·금산(삼척

시)·길미산(인제군)·나한봉(속초시)·남대봉(원주시·횡성군)·남병산(평창군)·노목산

(정선군)·노인봉(강릉시·평창군)·능경봉(강릉시·평창군)·노추산(강릉시·정선군)·

다락산(정선군)·대덕산(정선군·태백시)·대미산(평창군)·대덕산(삼척시·태백시)·대

성산(철원군·화천군)·대암산(양구군·인제군)·대우산(양구군)·대청봉(속초시·양양

군)·덕수산(평창군)·덕항산(삼척시)·도솔산(양구군)·동대산(강릉시·평창군)·두만산

(평창군)·두로봉(강릉시·평창군)·두로봉(고성군)·두리봉(삼척시·태백시)·두위봉(영

월군·정선군)·두타산(동해시·삼척시)·마대산(영월군)·마등령산(속초시·인제군)·

마산(고성군)·만덕봉(강릉시)·만월봉(강릉시·홍천군)·망대암산(양양군·인제군)·망

원산(영월군)·매봉(양양군·인제군)·매봉(강릉시·평창군)·매봉(춘천시·화천군)·매

봉(양구군·인제군)·매봉산(인제군)·매봉산(삼척시)·매봉산(원주시·영월군)·매봉산

(태백시)·매봉산(홍천군)·매화산(영월군·원주시·횡성군)·맹현봉(홍천군)·면산(삼척

시)·묘봉(삼척시)·무산(인제군)·문래산(정선군)·문수봉(태백시)·문암산(홍천군)·민

둥산(정선군)·박립산(평창군)·박지산(평창군)·반륜산(정선군)·발왕산(평창군)·방대

산(인제군·홍천군)·백덕산(영월군·평창군)·백립산(평창군)·백병산(삼척시)·백석봉

(정선군)·백석산(평창군)·백석산(양구군)·백운산(원주시)·백운산(영월군·정선군)·백

적산(평창군)·벽파산(정선군·평창군)·별팻재(평창군·정선군)·복계산(철원군)·복룡

산(강릉시·양양군)·복주산(伏主山 : 철원군·화천군)·복주산(福柱山 : 철원군·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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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본봉(철원군)·봉복산(횡성군)·부소산(영월군)·부쇠봉(태백시)·비로봉(원주시·영

월군)·비로봉(평창군·홍천군)·사금산(삼척시)·사명산(양구군·화천군)·사자산(영월

군)·삼도봉(영월군)·삼방산(태백시)·삼봉(원주시)·삿갓봉(삼척시)·삿갓봉(평창군)·

상왕봉(평창군·홍천군)·상원산(정선군)·상장산(정선군)·새양봉(양양군·홍천군)·서

봉(철원군)·석룡산(화천군)·석병산(강릉시·정선군)·선달산(영월군)·소황병산(강릉

시·평창군)·소청봉(속초시)·쇠뿔산(인제군·홍천군)·숫돌봉(홍천군)·뒤산(삼척시)·

신선봉(고성군·인제군)·안산(인제군)·암산(양양군)·약수산(양양군)·어래산(영월군)·

연화봉(태백시)·연화산(태백시)·오성산(철원군)·옥갑봉(정선군)·옥돌봉(영월군)·옥녀

봉(강릉시·평창군)·용산(평창군)·웅봉(정선군)·육백산(삼척시)·은대봉(정선군)·응복

산(홍천군·양양군)·응봉(춘천시)·응봉산(삼척시)·응봉산(영월군)·응봉산(홍천군)·

잠두산(평창군)·장군봉(태백시)·장산(영월군·태백산)·적근산(철원군·화천군)·점봉

산(양양군·인제군)·조봉(양양군)·주걱봉(인제군·홍천군)·죽렴산(정선군)·중봉산(삼

척시·정선군)·중왕산(정선군·평창군)·중청봉(속초시)·중백산(태백시)·직운산(영월

군·정선군)·천왕산(양양군)·천화대(속초시)·청옥산(정선군·평창군)·청옥산(동해

시·삼척시)·청옥산(태백시)·청태산(평창군·횡성군)·치악산(원주시·횡성군)·칠성봉

(속초시)·칠절봉(고성군·인제군)·태기산(평창군·횡성군)·태화산(영월군)·하봉(정선

군)·한석산(인제군)·함백산(태백시)·해산(화천군)·향로봉(고성군·인제군)·호령봉(평

창군·홍천군)·화악산(춘천시·화천군)·화채봉(속초시)·황병산(평창군)·황장산(삼척

시)·황철봉(속초시)·흥정산(평창군) 등이 있다. 

2. 고갯길(령·현·치·재)

고갯길은 산줄기로 단절된 두 지역을 이어주는 통로다. 고갯길은 산줄기로 막힌 이웃

과 교류하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의지로 만든 길이다. 산줄기는 교류를 방해하

는 장애물이었다면 고개는 교류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의 산물이었다. 고개에 길이 생기

면서 이웃과 교류가 이뤄졌고, 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런 산줄기에 

지역민들이 길을 내어 다니면서부터 지명이 붙여졌고, 그 지명은 고개의 지형이나, 또는 

지역민들의 애환이 얽혀서 생겨났다.

강원도에는 산줄기가 많기 때문에 고갯길도 유달리 많고, 그 많은 고갯길에도 이름이 

붙여졌다. 고개는 대체로 두 개의 지역에 걸쳐있어 양쪽 지역에서 부르는 지명이 같은

데, 지명 끝에 령·현·치·재·고개 등으로 붙여졌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령(인제군·홍천군)·가득령(인제군·홍천군)·가래골고개(춘천시·화천군)·가삽고개

(춘천시·홍천군), 가삽치(홍천군·횡성군), 갈령(삼척시), 갈수령(정선군·평창군), 갯골

령(양구군·인제군), 거니고개(인제군·홍천군), 건의령(삼척시·태백시), 건이고개(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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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홍천군), 건청령(춘천시·화천군), 계해목(영월군·횡성군), 고구리재(원주시·횡성

군), 고니고개(인제군·홍천군), 고덕재(평창군·영월군), 고든재(원주시·횡성군), 고른

고개(춘천시·화천군), 고사리재(인제군·홍천군), 고일재(영월군·횡성군), 고직령(태백

시), 곰넘이재(태백시), 곰님이재(태백시), 곳재(태백시), 공산재(원주시·횡성군), 광덕고

개(화천군), 광치령(양구군·인제군), 구룡령(양양군·홍천군), 구목령(홍천군·평창군), 

구부시령(삼척시·태백시), 길아치(원주시·영월군), 꽃꺾기재(영월군·정선군), 남면재

(강릉시·동해시), 너물목재(영월군·원주시), 널미재(홍천군), 느릅재(영월군), 느릅재(삼

척시·태백시), 늘목재(횡성군·홍천군), 단목령(양양군·인제군), 단지고개(양구군·인

제군), 달계지고개(춘천시), 달산령(양구군·인제군), 당재(영월군·평창군), 대간령(고성

군·인제군), 대관령(강릉시·평창군), 대승령(인제군), 대치령(삼척시), 댓재(삼척시), 도

덕현(횡성군), 도마치(영월군·평창군), 도마치(화천군), 돌고개(영월군), 두무동고개(양구

군·인제군), 두무재(원주시·횡성군), 두문동재(정선군·태백시), 두밀령(양구군·인제

군), 들고개(원주시·횡성군), 마당목이(삼척시·정선군), 마등령(속초시·인제군), 마전

치(정선군·평창군), 막고개재(영월군), 만항재(정선군·영월군), 말고개(철원군·화천군), 

말구리(영월군), 말목재(평창군·정선군), 말치재(영월군·횡성군), 맞묵재(정선군·평창

군), 매봉고개(춘천시·홍천군), 매치고개(춘천시·화천군), 멍앗재(영월군), 모래치(원주

시·횡성군), 무라니고개(춘천시·화천군), 무쇠말재(홍천군·춘천시), 문내치(홍천군·

인제군), 문안고개(인제군·홍천군), 문재(평창군·횡성군), 미가리고개(춘천시·홍천군), 

미고개(영월군), 미구재(영월군·정선군), 미시령(고성군·인제군), 바람불이(삼척시·정

선군), 박달령(동해시·삼척시), 박달재(영월군), 박달재(영월군·평창군), 박심이재(영월

군·정선군), 발귀너머고개(홍천군), 밤나무재(강릉시·정선군), 밤치(영월군·평창군), 

방고개(영월군), 배치고개(춘천시·화천군), 배후령(춘천시·화천군), 버들치(영월군·원

주시), 백봉령(강릉시·정선군), 배재(원주시), 뱃재(영월군·정선군), 버들고개(강릉시·

정선군), 버들치(영월군·원주시), 벌문재(정선군), 벽도령(정선군·평창군), 보랫령(평창

군·홍천군), 북실재(영월군·정선군), 북암령(양양군·인제군), 불발재(홍천군·평창군), 

붓다리고개(춘천시·화천군), 비칠고개(춘천시·홍천군), 비행기재(정선군·평창군), 사

실고개(춘천시·홍천군), 사엿고개(춘천시·화천군), 산계령(강릉시·정선군), 삼마치(홍

천군·횡성군), 삼수령(태백시), 삼마치(횡성군·홍천군), 삽다리재(평창군·횡성군), 새

길령(태백시), 새덕(양구군·인제군), 석개령(삼척시), 새고개(춘천시·화천군), 선자령(강

릉시·평창군), 섬배고개(원주시·횡성군), 성마령(정선군·평창군), 성목재(펑창군·횡

성군), 성마령(정선군·평창군), 성복골고개(춘천시·화천군), 성산재(원주시), 손우재(정

선군·평창군), 솔치(영월군·원주시), 솔치고개(원주시), 쇠내기재(영월군), 쇠똥령(고성

군·인제군), 수갈령(정선군·평창군), 수루내미재(원주시·영월군), 수피령(철원군·화

천군), 스무날고개(횡성군), 시동재(영월군·평창군), 시룬고개(화천군), 신배령(강릉시·

홍천군), 싸리재(양구군·인제군), 쌍두령(양구군·인제군), 안흥재(영월군·횡성군), 어

평재(영월군·태백시), 연칠성령(동해시·삼척시), 예림재(강릉시·동해시), 오두재(영월

군·횡성군), 오두재(원주시), 옻재(강릉시·동해시), 운두령(평창군·홍천군), 운수현(춘

천시·양구군), 원동재(영월군·평창군), 월리고개(양구군·인제군), 은고개(삼척시·정

선군), 은비령(인제군), 이기령(동해시·정선군), 장골재(홍천군·평창군), 장피고개(영월

군), 장피재(평창군·횡성군), 재재기재(영월군·평창군), 저항령(속초시·인제군),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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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월군), 조비재(영월군·정선군), 조침령(양양군·인제군), 중무재(평창군·영월군), 

진고개(강릉시·평창군), 진등재(영월군), 진부령(고성군·인제군), 천령(태백시), 철갑령

(강릉시), 청옥산고개(정선군·평창군), 초치(영월군·원주시), 추곡령(춘천시·화천군), 

칠우고개(원주시·횡성군), 칠족령(정선군·평창군), 큰재(정선군·평창군), 팍심재(영월

군·정선군), 평내고개(춘천시·홍천군), 피덕령(강릉시·평창군), 피재(태백시), 필노령

(양양군·인제군), 하오고개(화천군·철원군), 하일재(영월군·횡성군), 한엿고개(원주시), 

한계령(양양군·인제군), 한치(정선군·평창군), 행치(인제군·홍천군), 홍지기고개(춘천

시), 화절령(영월군·정선군), 화절치(영월군·정선군), 황병고개(인제군·홍천군), 황철

고개(인제군·홍천군), 회목고개(화천군·철원군), 회암재(영월군), 횟골고개(춘천시·화

천군) 등이 있다.

3. 강(천·내)

산줄기가 유달리 많은 강원도에는 계곡이 또한 많다. 깊은 계곡에서 발원하여 하류로 

오면서 여러 물줄기들이 합하여져 내를 이루고 이름이 생겼는데, 강원도에는 이런 산줄

기에서 흘러내린 물줄기들의 이름이 다양하다.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경포천·고단천·군선강·남대천·낙풍천·도마천·보광천·사천천·섬석천·송

천·부연천·신리천·어단천·연곡천·와천·정동천·주수천(강릉시). 

● 남천·명파천·문암천·인정천·자산천·청간천·황포천(고성군). 

● 구호천·마상천·부곡천·신흥천·전천(箭川)(동해시). 

● 가곡천·골지천·광동천·마읍천·마천·소한천·오십천·월천·임원천·추천

(삼척시). 

● 세심천·소야천·쌍천(속초시). 

● 서천·수입천(양구군).

● 갈천천·거머천·광정천·기사문내·남대천·대치천·뒷강·말곡천·물치천·어성

천·오색천·잔교천·화상천·해송천(양양군). 

● 남한강·내덕천·내리천·덕구천·동강·서강·쌍룡천·연덕천·연상천·옥동천·

주천강(영월군). 

● 너르내·대안천·모래내·백운천·법천천·봉천·사제천·섬강·송계천·옥개울·

용암천·원증천·원주천·주포천·흥양천(원주시). 

● 내린천·미륵천·방대천·북천·서화천·와천·위내·한계(인제군) 

● 골지천·동남천·동대천·뒷내·명주천·반천·방제천·버드내·벽탄·송천·의림

천·임계천·조양강·활개(정선군). 

● 군탄천·남대천·대계천·덕개울·뒷강·샘내·서당개울·여우내·역곡천·용강·

피내천·한탄강(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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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탄개울·공지천·마냇가울·신연강·소양강·안꼴개울·여밋개울·여우내·조양

천·청평내(춘천시). 

● 광동천·철암천·황지천(태백시). 

● 계방천·계천·너부내·대화천·미탄천·방림천·상리천·서천·속사천·송천·오

대천·평창강·횡계천·흥정천(평창군). 

● 계천·군업개울·내촌천·두촌천·둔지천·성동천·성수천·신내·양덕원천·여

내·자운천·청량천·풍암천·홍천강·화계·화전개울·월천개울(홍천군).

● 구운천·마현천·봉오천·사내천·사창천·용암천·직골개울·파포천(화천군). 

● 갑천·계천·금계천·대관천·문암천·서원천·섬강·앞내·오원천·옥계천·전

천·창봉천(횡성군).

4. 강(내)과 해안지역

강원도는 산이 높고 험한 산줄기에 둘러 쌓여있는 내륙지역과 긴 해안을 끼고 있는 

해안지역이 있는데, 내륙지역은 산줄기 사이에서 나온 강줄기가 많이 이어져있고, 해안

지역은 길게 바다와 접해 있다. 강줄기가 지나가는 지역과 바다와 접해 있는 지역에는 

나루나 포구가 있었는데, 나루나 포구에는 사람이 타고 내리는 배, 고기잡이 배, 짐을 

실어 나르는 배들이 드나들었다. 나루나 포구가 있는 내륙지역이나 해안지역에는 나루 

‘진(津)’자, 또는 ‘포(浦)’자를 쓴 이름들이 많이 있다. 산줄기와 산줄기 사이에서 흘러내리

는 물줄기는 여러 지역을 돌면서 넓은 버덩에서 양질의 농토를 만들고, 그 농토에 사람

들이 모여 농사를 지으며 살면서 마을이 생겼고, 이웃과 교류하기 위해 내를 건너면서 

나루가 생겨 지명이 생기게 되었다.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내와 관련된 지명]

● 광포·궁개·베리끝·속개울·좁은목·후리둔지·흐내·흙베리(강릉시).

● 개목·돌꽂이·빈내·피수굼이(동해시).

● 마내천·물통물·진여울(삼척시). 

● 광피아개울·두물나드리·큰개울·큰골개울·할미여울(양구군). 

● 각고개나루·골나루·광탄·괴릿나루·날두둑·뉘룬나루·단여울·도천나루·두릉

나루·뒤내·뒷개·뒷들나루·먹골나루·뱃나루·뱃말·봉애나루·사지막나루·상

촌나루·삼옥나루·새개울·서간나루·섭새나루·절메나루·주진(배나들이)·중방나

루·진별·진촌·청랭포·후진포(영월군). 

● 간재나루·개나루·개치나루·만랑포·물굽이·살대울·살여울·새터여울·솔미나

루·안깨·양호나루·여울목·장갯나루·좀재나루·화랑개(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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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노진·개양포·마노진·어두원천·와룡여울·우풍개·창말배터·합강리·홍진포

(인제군). 

● 가탄나루·가평나루·광석나루·귤화나루·남평나루·내촌나루·너븐여울·문곡나

루·북평나루·소사나루·송오나루·수동나루·수미나루·아우라지·여랑나루·점

치나루·하미나루(정선군). 

● 강남개울·거멀곶이·꺽재기나드리·당구미·도덕탄·도피여울·물구미·선여울·

송대여울·술여울·실라다리·아우라지·앞개울·여울내·오랑개·장포·지상짓

개·짚은 구렁·합수머리(철원군). 

● 가정나루·갓개울·개여울·고탄개울·골미나루·거미여울·구리개·귀릉여울·내

나리여울·내평나루·닥개·대명탄·발대여울·모진나루·무린개·망태여울·멍에

여울·물로천·바리여울·발뢰여울·방뚝개·배뛰리기·버들개·불기여울·비렁여

울·사탄리·상두개울·새여울·세목여울·소진개·송산여울·쇠목이여울·수여

울·여나들이·여우내·열개미·우얭이여울·울여울·워나리여울·원진·장강여

울·장여울·제비여울·창촌나루·터일나루·품안나루·할미여울·한개울·햇나드

리개울·화랑개(춘천시). 

● 거무내(태백시). 

● 개목이·갯말·구두미나루·관물·두루니·마지나루·안정나루·주진리·진도·진

여울·한여울·합강소(평창군). 

● 가사거리·가진포·감두리·거주개·구룡밭나루·나개울·나루새·너래울·너브

내·너븐나드리·노루목나루·다래울·당여울·대진·덕탄·도둔나루·돈도리·떼

내·문여울·물굽이·살벼울·삼포·쇠판개울·신여울·아우라치·야시대개울·여

내·오도치개울·초천·합소개울(홍천군). 

● 거레나루·골개울·남강나루·덜렁이여울·바여울·배터·사여울·솥캐여울·외눈

이·자지니·충경여울(화천군). 

● 개건너·너래울·둔내천·합수나들이(횡성군).

[해안과 관련된 지명]

● 건넌불·금진·남항진·대포진·뒷불·등명진·사근진·사천진·심곡진·안인진·

영진·오릿나루·정동진·주문진(강릉시). 

● 가진·거진·공현진·대진·뒷불·마차진·아야진·제진·천진·초진리·쾌진

(고성군). 

● 가새·개목·개안·남진·냉천진·대진·묵호진·추암진·평릉진·한섬진(동해시).  

● 가무나리·갈산진·개날기·개목·건너불·고지나루·고포·광진·나맷가이·대

진·덕산진·도토불·됨불·비화진·새날기·신남진·오분진·월래진·작진·장

철·장호진·정라진·증산진·초곡진·추천진·후진(삼척시). 

● 갯배나루·대포동·삽짜개·속진·옹진리(속초시). 

● 광나루(광진)·대포동·동산포·물치진·여운포·오산진·원포·앞나루(전진)·뒷나

루(후진)(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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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수

강원도의 호수는 자연호수 즉 천연호수와 인공호수가 있는데, 자연호수는 동해안 해안

을 따라 형성되어 있고, 인공호수는 내륙지역에 더러 분포되어 있다. 관련된 지명은 다

음과 같다.

● 경포호·광포·뒷개·순개·풍호·향호(강릉시). 

● 광포호·금지호·망개·버덩개·번개·봉포호·삼일포·삼포·송지호·순포(순개)·

영랑호·화진포·황포호(고성군). 

● 영랑호·청초호(속초시). 

● 개매·군개·순포·쌍호·여운포·학포·후포(양양군). 

● 순담(철원군). 

● 황지(태백시).

 

6. 들 

강원도는 산악지역이 많아서 경기도와 가까이 있는 지역 즉 원주지역과 철원지역을 

제외하고는 평야와 같은 넓은 들이 그리 많지 않다. 그나마 해안을 끼고 있는 동해안지

역의 강 하구에는 넓은 들이 있지만 내륙지역에는 넓은 지역이 별로 없다. 그래서 넓은 

들과 관련된 지명이 그리 발달되지 않았으나 마을 앞이나 뒤에 있는 넓은 들, 냇가 부

근에 있는 넓은 들이 있어서 그 들이 지명으로 굳어진 경우가 많이 있다. 지명을 보면 

마을 앞에 있는 앞들, 뒤에 있는 뒷들, 마을 위에 있는 윗들(상평), 마을 아래에 있는 

아랫들(하평), 건너에 있는 건너들, 뒤에 있는 뒷들, 그 외 뒷버덩·버덩말(평촌)·새들·

양지들·응달들·큰들 등의 지명이 있다. 관련지명은 다음과 같다.

● 강해평·금광평·금산들·남평·뒷뜨루(북평촌)·보현평·삼정평·오리들(월호평)·

원뜨루·주수들·하평(下坪)·하평(荷坪)(강릉시). 

● 갈마평·광평·너삼평·산양평·신평·오리평·정자평(고성군). 

● 갓두루·개새·갯두들·도섯둑·뒷뜨루(북평)·마룻들·마상들·무릉반·물미들·비

구·새들·샘들·선들배기·송정들·앞두들·오미·웃개울(동해시).

● 갯들·거랑으버덩·구랑·논뜨르·덕평·도마평·돈내·동막벌·들밋들·들평지·

마산들·마릿드루·막둔지·만냇드르·민두들·밤실드르·방밑드루·벽밑드루·부

남들·사창들·새논들·샘들·선선드루·안뜨루·용구무둔지·원두루·유평·외

마·의암평·장광들·주사리·중간뻘·중뜨르·진사리·탁거리(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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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문평·소야평야·장재평·학사평(속초시). 

● 뒷드루·장평·지밀평·현내평(양구군).

● 가평·급수평·도음평·동면평·동평·득운평·부남평·북평들·사자평·상운평·

원도평·인구평·장산평·중평들·진평(양양군).

● 광대평·광새버덩·댓들·덥내버덩·마평·맛밭버덩·새들·서원들·양전들·외냇

들·중평·황산벌(영월군). 

● 개나루들·개저리들·거론들·건너보들·계야들·고랫들·공수들·구나무들·구라

우들·구밋들·귀밑들·남산들·내해평·너그내들·너들·너라우들·당모루버덩·

대화지들·덕난이들·도시랑이들·동안이들·둔전들·마루들·마짓골들·매곡들·

매상골들·만낭개들·뭉댕이들·발개들·붓들·사갑들·사근절들·새개울들·샘

들·서곡들·서늘들·석지들·시무리들·신목들·안꾸레·역들·염태들·용노버

덩·우산들·원터들·원거리들·자작들·장살미들·장자들·작은내들·잔두둑·장

지들·정지들·조구랭이들·종림들·중부들·지논들·진개미들·질개울들·태장

들·텃논이들·토툰버덩·토평들·한들버덩·한치들·황둔들·흥창버덩(원주시).

● 고석들·광대버덩·궁굴버덩·댕댕이버덩·띠드루·미깃들·소일평·쉰질매버덩·

원평·전구두평·절뜨루·중버덩·진드루(장평)·포동(인제군).

● 가평·남평·다래평·대평·돈들·마산평·방평·번평·북평·상의평·샘들·선

들·역들·역드루·원갯벌·원평·이평·졸평(정선군).

● 가막사리·고잔평·괸돌게·구숫돌·귓골앞들·대장평·도리평·도염들·도장갯

벌·돌목·뜰기·망덕묏벌·무른대미·물숫구지·반성벌·버들개들·버들갯벌·빈

장갯벌·사래울뒷들·샛자리벌·신벌·오리버덩·자짓벌·진등·횟골모루(철원군).

● 가래버덩·가린냇들·개안들·건넌구레·고갯들·궁개들·내해평·너들·덩서리·

두둑들·뒷개버덩·뒷드루(후평동)·마평·먼개버덩·물어귓들·바닷들·빈지두루·

사릿들·새미들·새버덩·새우갯들·새청벌·서오짓들·선들·섬뜨루·소갯들·속

갯들·안산들·영강들·오릿갯들·오밋들·우둣벌·우뭇들·위두루·장승배깃들·

장앗버덩·중두루·쥐역들·쪽수들·평장들·창평·청룡들·한두루·화랑밭들(춘

천시).  

● 냇들(천평)·둔덜버덩·마평·민들·백석평·새터들·오리평·편들(태백시).

● 계촌평·고담평·구석뚜르·노암들·둔지·백일평·사리평·새번지·새잇두루·석

드루·용전들·장평·중뜨루·진밭·뜨루·청뜨루버덩·후평(평창군). 

● 가래들·경신평·광석들·귀미·너븐들·닥바우들·대평리·들미버덩·물알버덩·

사월평·새둔지·속개들·순장이버덩·역밭들·원터버덩·장사버덩·중버덩·진터

벌·홍가평(홍천군). 

● 갈골·갈버덩이·달래버덩·마웃드루·명잿들·못들·미륵평·삼바출·새래울들·

섬들·속새들·신대잇들·지개비·진두루·화원버덩(화천군). 

● 구릿들·굽들·너븐밭·노뜰·둔둔버덩·문앞들·배기들·부동뜰·삼성당버덩·새

터들·샛벌·수내들·수반들·엿세버덩·예버덩·청들(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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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징

자연지명은 자연의 형상이나 지형의 특이성이 지명으로 굳어진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생긴 것이 아니라 자연형상 그대로를 말한다. 자연지

명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립형 지명, 방위형 지명, 색채형 지명, 성기형 

지명, 숫자형 지명, 풍수형 지명 등이 있다. 대립형 지명은 지형을 대립시켜 표현한 지

명이고, 방위형 지명은 지형의 방위를 보고 지은 지명이고, 색채형 지명은 지형을 색채

로 표현한 지명이고, 성기형 지명은 사물을 성기에 빗대어 표현한 지명이고, 숫자형 지

명은 사물을 숫자로 표현한 지명이고, 풍수형 지명은 지형을 풍수적으로 표현한 지명이다.

대립형 지명은 마을의 지형·위치·크기에 따라 지형을 대립적인 개념으로 나타낸 것

이다. 대립관계는 공간의 대립을 나타낸 것인데, 공간 대립에는 안과 밖을 대립시킨 내

외대립, 크고 작음을 대립시킨 대소대립, 지형의 위와 아래를 대립시킨 상하대립, 앞과 

뒤를 대립시킨 전후대립이 있고, 그 외 남과 북을 대립시킨 남북대립, 동과 서를 대립

시킨 동서대립도 있다. 또 음양대립이 있는데, 음양대립은 지형을 음과 양으로 대립시킨 

것과 혹은 암컷과 수컷을 대립시킨 암수대립도 있다. 대립형 지명 가운데 내외대립은 

지형이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눠져 있어 생겼고, 대소대립은 지형이 큰 지역과 작은 지

역이 있어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 생겼고, 상하대립은 지형이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눠져 

있어 생겼고, 전후대립은 지형이 앞과 뒤로 나눠져 있어 생겼고, 음양대립은 지형을 음

과 양으로 구분한 것과 사물을 암과 수로 구분하여 대립시켰다. 내외대립 지명은 일정

한 지역의 지형을 안과 바깥으로 나눠 대립을 시킨 지명으로 넓은 지역을 산줄기 또는 

개울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는데 안쪽에 있는 마을을 안말, 바깥쪽에 있는 마을을 바깥말

이라 하여 구분하였다. 관련지명은 다음과 같다.

 

● 안고단·거리고단, 안너래·바깥너래, 안도화목이·바깥도화목이, 안두루미·바깥두

루미, 안말·바깥말, 안모텡이·바깥모텡이, 안무시골·바깥무시골, 안배나들이·바

깥배나들이, 안소재·바깥소재, 안송암·거리송암, 안용소·바깥용소, 안제장가·바

깥제장가, 안청골·바깥청골, 안초당·바깥초당(강릉시).

● 안멀구리·바깥멀구리, 외막동·내막동(양구군).

● 안기사문·바깥기사문, 안남애·바깥남애, 안마을·바깥마을(양양군). 

● 내남송·외남송, 내동막·외동막, 내손돌목·외손돌목, 안새들·바깥새들(영월군). 

● 내해평·외해평, 못안·못밖, 안공골·바깥공골, 안모래밭·바깥모래밭, 안벌눈·밧

벌눈, 안품실·바깥품, 청밧고개·청앗고개(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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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평·외가평, 내갈문·외갈문, 내심적·외심적, 안삽재·바깥삽재, 안저울·바깥

저울, 내촌·외촌(인제군). 

● 내도전·외도전, 내반점·외반점(정선군). 

● 내미륵·외미륵(철원군). 

● 안말·바깥말(춘천시). 

● 내거래지·외거래지, 안서내·바깥서내(평창군). 

● 내삼포·외삼포(홍천군). 

● 안가래울·바깥가래울(횡성군).

대소대립 지명은 한 지역의 지형을 크고, 작음으로 나눠 서로 대비시킨 지명형태를 

말하는데, 이러한 지명은 넓은 지역을 큰 골, 작은 지역을 작은 골이라 구분하여 지었

다. 관련지명은 다음과 같다.

 

● 큰가시골·작은가시골, 큰기수문이·작은기수문이, 큰늘막골·작은늘막골, 큰대랫

골·작은대랫골, 큰도추골·작은도추골, 큰무일골·작은무일골, 큰묵애골·작은묵애

골, 큰배나무골·작은배나무골, 큰배등·작은배등, 큰선인당골·작은선인당골, 큰수

리골·작은수리골, 큰용수골·작은용수골, 큰진펄이·작은진펄이(강릉시). 

● 큰오리골·작은오리골(양구군).

● 큰뒴불·작은뒴불, 큰매개골·작은매개골, 큰배낭골·작은배낭골, 큰북골·작은북

골, 큰짚은개·작은짚은개, 큰횟골·작은횟골(양양군) 

● 큰갈골·작은갈골, 대마치·소마치, 대팔계·소팔계(영월군). 

● 큰대안이·작은대안이, 큰댓골·작은댓골, 큰미랭이·작은미랭이, 큰방뒷골·작은방

뒷골, 큰애니·작은애니, 큰용소골·작은용소골, 큰숯든·작은숯든(원주시). 

● 큰오리골·작은오릿골, 큰텃골·작은텃골(인제군). 

● 큰소재·작은소재, 큰피원·작은피원(정선군). 

● 큰개울·작은개울, 큰갯말·작은갯말, 큰넉골·작은넉골, 큰섬바우·작은섬바우, 큰

모녀울·작은모녀울, 큰설미·작은설미, 큰재골·작은재골(춘천시). 

● 큰개울·작은 개울, 큰도사리·작은 도사리, 큰돌골·작은 돌골, 큰하오개·작은하

오개(평창군). 

● 대평천·소평천, 큰구둔치·작은 구둔치, 큰석골·작은석골, 큰여창·작은여창, 큰

하우고개·작은하우고개(홍천군). 

● 큰고시·작은고시(횡성군). 

상하대립 지명은 일정한 지역이 넓어서 지역을 위와 아래로 나눠 위치를 대립시킨 지

명형태를 말하는데, 이러한 땅이름은 골이 깊고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 특히 많

이 나타난다. 강원도의 상하대립 지명에는 다양한 종류가 나타나는데,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지명은 웃말·아랫말, 상동·하동, 상리·하리, 상평·하평, 상촌·하촌 등이다. 관

련 지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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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가둔지·아랫가둔지, 웃곧은불·이랫곧은불, 웃공제·아랫공제, 웃근소아치·아랫
근소아치, 웃느릅내·아랫느릅내, 웃맴소·아랫맴소, 웃반젱이·아랫반젱이, 웃용넴
이·아랫용넴이, 상운산·하운산, 웃장제기·아랫장제기, 웃제멩이·아랫제멩이, 웃
초시·아랫초시, 상황지미·아랫황지미, 웃흐내·아랫흐내(강릉시). 

● 상리·하리, 웃말·아랫말, 상용담·하용담(고성군). 
● 웃광치·아랫광치, 웃한밭들·아래한밭들(양구군).  
● 상복리·하복리, 웃나들이·아랫나들이, 웃뒷개·아랫뒷개, 웃등령·아랫등령, 웃마

치재·아랫마치, 웃면옥치·아랫면옥치, 웃용소리·아랫용소리, 웃진퍼리·아랫진퍼
리(양양군). 

● 상각희·하각희, 웃덕진이·아랫덕진이, 상막골·하막골, 상천평·하천평, 상평·하
평, 상이목·하이목,  양상·양하, 용상리·용하리, 웃오만·아랫오만(영월군). 

● 상구재·하구재, 상둔둔이·하둔둔이, 상승안동·하승안동, 산신성·하신성, 상차
면·하차면, 상초구·하초구, 상태장·하태장, 상해삼대·하해삼대, 웃거름터·아랫
거름터, 웃고산·아랫고산, 웃골말·아랫골말, 웃도치골·아랫도치골, 윗배말·아랫
배말, 웃부놋골·아랫부놋골, 웃섬배·아랫섬배, 웃성남·아랫성남, 웃솔미·아랫솔
미, 웃작두·아랫작두(원주시). 

● 상단지골·하단지골, 상답·하답, 상덕다리·하덕다리, 상배양·하배양, 웃꽁바치·
아랫꽁바치, 웃다무리·아랫다무리, 웃대내·아랫대내, 웃두무리·아랫두무리, 웃
말·아랫말(인제군). 

● 상고사리·하고사리, 상화암·하화암(정선군). 
● 노상·노하, 웃나드리·아랫나드리, 윗배터·아래배터(철원군). 
● 상방동·하방동, 상부사원·하부사원, 상추항·하추항, 상현암·하현암, 웃닥개·아

랫닥개, 웃도장골·아랫도장골, 웃뚝골·아랫뚝골, 웃말거리·아랫말거리, 웃말굼
치·아랫말꿈치, 웃무당골·아랫무당골, 웃비각골·아랫비각골, 웃새들·아랫새들, 
웃새말·아랫새말, 웃옷바우·아랫옷바우, 웃증저골·아랫증저골, 웃창내·아랫창내, 
웃청룡·아랫청룡(춘천시). 

● 상광천·하광천, 상대화·하대화, 웃덕머리·아래덕머리, 웃물푸레·아랫물푸레, 웃
방림·아랫방림, 웃보리실·아랫보리실, 웃삼거리·아랫삼거리, 웃쌀면이·아랫쌀면
이, 웃장전·아랫장전(평창군). 

● 상촌·하촌, 상화계·아랫화계, 웃뱃재·아래뱃재(홍천군). 
● 당상·당하, 상두원·하두원, 상룡곡·하룡곡, 상물안이·하물안이, 상상전동·하상

전동, 상석문이·하석문이, 상토동리·하토동리, 웃가래울·아랫가래울, 웃가무내·
아랫가무내, 웃너부니·아랫너부니, 웃삼배·아랫삼배, 웃상개울·아랫상개울, 윗뒤
룬·아랫뒤룬(횡성군). 

 

음양대립 지명은 한 지역의 특징을 햇볕이 잘 들고, 잘 들지 않을 구분해 지었거나, 

사물을 암과 수로 대립시켜 지은 지명형태를 말한다. 음양대립은 마을로 흐르는 내를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눴는데, 해가 잘 드는 남향마을을 양짓말이라 하고, 해가 

잘 들지 않는 북향마을을 음짓말이라고 한다. 또 지형이나 사물을 성별에 대립시킨 지

명도 있다. 관련지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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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달말모랭이·양지말모랭이, 양짓말·음짓말, 음촌·양촌(강릉시). 

● 응달말·양짓말(양구군). 

● 응달말·양짓말(양양군). 

● 음지뜸·양지뜸, 음짓말·양짓말(영월군). 

● 음다래기골·양다래기골, 음달담·양짓담, 음달말·양짓말, 음달말·양달말, 음짓

말·양짓말(원주시). 

● 응달말·양짓말, 응달말·양짓말(인제군). 

● 음짓말·양짓말(정선군). 

● 음짓말·양짓말, 음지동·양지동(평창군). 

● 응달말·양짓말(춘천시). 

● 응달말·양짓말, 음달말·양짓말, 음짓말·양짓말(횡성군). 

또 암수대립 지명은 한 지역에 있는 사물을 성별의 암컷과 수컷으로 나눠 붙인 지명

형태를 말하는데, 암용소·숫용소, 신부바위·신랑바위, 암봉·숫봉, 직녀봉·견우봉(강릉

시), 암캐·숫캐(양양군), 각시봉·신랑봉, 신랑바우·각시바우(영월군) 등이 있다. 

전후대립 지명은 한 지역의 지형을 앞과 뒤로 나누었거나, 자연물의 위치를 앞과 뒤

로 나눠 만든 지명형태를 말한다. 전후대립은 앞과 뒤의 대립인데, 우리는 남쪽을 앞, 

북쪽을 뒤라 하기 때문에 전후대립에는 남북대립도 포함되어 있다. 관련지명은 다음과 

같다.

● 남구·북구, 노남·노북, 앞내·뒷내, 앞고개·뒷고개, 앞개·뒷개, 성남·성북, 앞

두루·뒷두루(강릉시). 

● 앞벌·뒷벌(영월군). 

● 앞말·뒷말(평창군). 

● 남촌·북촌, 남가래들·북가래들(양양군). 

● 남평·북평(정선군).

그런데 강릉의 대립형 지명에는 동반월·서반월, 동녘골·서녘골, 동구·서구 등 동서

의 대립형 지명도 나타나고, 영월군의 지명에는 신보·구보와 같이 신구의 대립형태의 

지명도 나타난다.

방위를 나타내는 방위형 지명은 마을의 중심지를 깃점으로 하여 마을의 위치를 나타

낸 지명형태를 말한다. 마을의 중심지는 고을원이 거처한 동헌이나 관청, 마을의 유지

가 사는 집, 또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된다. 이 지명은 동서남북을 지칭하

는 지명인데, 성리학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5가지 도리를 말하는 5상(五常)인 인의예지

신(仁義禮智信)을 동·서·남·북·중앙의 방위를 나타내기도 하였고, 5상 가운데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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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명에서는 동쪽을 나타내는 인(仁)을 쓴 지명은 안인(강릉시)·인흥동(평창군)이 있

다. 또 앞쪽을 남, 뒤쪽을 북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대체로 마을 앞에 있는 산은 남

산, 앞으로 흐르는 내는 남대천, 마을 앞으로 가는 길목은 앞목[南項], 마을 앞에 있는 

넓은 들은 남평(앞뜨루), 뒤에 있는 넓은 들은 북평(뒷뜨루)이라고 한다. 관련지명은 다

음과 같다.

[동(東)]

● 동구·동녘골·동막골·동문데기·동산·안인(강릉시). 

● 강동평·동문밖·동문터(고성군). 

● 동막골(동해시). 

● 동산·동막리·동막벌(삼척시). 

● 동두·덩막산·동숫골(양구군). 

● 동기밋재·동녘말·동녘모퉁이·동평·동화봉(양양군). 

● 동강(영월군). 

● 동막(원주시). 

● 동막(인제군). 

● 동대천·동남천(정선군). 

● 동녘벌·동녘재골·동막골·동면·동산면·동평(춘천시). 

● 동녘골·동막골·동문재·동산·동산리·동산촌·인흥동(평창군). 

● 동막골·동막리·동면·동사골·동창터(홍천군). 

● 동녘골·동막들·동림·동산·동촌리(화천군). 

● 동당미·동막골·동문밖(횡성군).

[서(西)]

● 경방·곤신봉·서구·서녘골(강릉시). 

● 서문터·서반월·서성리(고성군). 

● 서성골·서호(양구군). 

● 서녘말·서녘모퉁이·서림·서면·서선리(양양군). 

● 서강(영월군). 

● 서리·서바수(인제군). 

● 서면(철원군). 

● 서면(춘천시). 

● 서녘골·서무동·서천·서천리(평창군). 

● 서면(홍천군). 

● 상서면·서산(화천군).

[남(南)]

● 남녘골·남대천·남문동·남산·남양·보남이·앞드루·앞고개·앞목(남항진).·앞

절골·포남동(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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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고성군). 

● 남산·남양리·부남리(삼척시). 

● 남면(양구군). 

● 남애·현남(양양군). 

● 남애·남중이(영월군). 

● 가남·남문거리·남산들·남송·남오리·성남(원주시). 

● 남면·상남(인제군). 

● 동남천·남평(정선군). 

● 남둔리(철원군). 

● 남산촌·남안동(평창군). 

● 남면·남산·남창터(홍천군). 

● 하남면(화천군). 

● 수남(횡성군).

[북(北)]

● 당뒤·뒤뜨루-북평·메뒤·북녘골·북동리·북문테미·산북리·성뒤-성북 (강릉시). 

● 뒤뜨루-북평(동해시). 

● 성북리(삼척시). 

● 북문뒤·북애미·북평·현북(양양군). 

● 뒷개(영월군). 

● 북문거리(원주시). 

● 뒷말·북면(인제군). 

● 북동·북실·북평(정선군). 

● 후평동(춘천시). 

● 북방면·북창터·상북골·하북골(홍천군). 

● 북천리(횡성군). 

색채형 지명은 일정한 지역의 이름을 색깔로 나타낸 지명형태를 말하는데, 지역의 특

색을 색채로 나타낸 것이 특이하다. 지역의 특색이 햇볕이 잘 들지 않아 어둡게 보이거

나, 지형이나 자연물이 붉게 보이거나, 지역에 있는 숲이나 물이 푸르게 보이거나, 지역

에 있는 자연물(바위·돌)이 희게 보여서 지역의 이름을 색채로 지었다. 강원지역의 땅

이름에는 검은 색, 붉은 색, 푸른 색, 흰 색 등 4가지의 색채가 나타난다. 관련지명은 

다음과 같다.

[검은색 계통]

● 검은골·검정밭골·먹진이·어두우니·흑싯골(강릉시). 

● 까막바우(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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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골(양구군). 

● 검은골·검은 안골(양양군). 

● 검단이·먹골(영월군). 

● 거무내(원주시). 

● 검은소·검은색·어두원이(인제군). 

● 검정골·검정굴·어두원이(철원군). 

● 검운동·어두우니(춘천시). 

● 거무내(태백시). 

● 거문간이·어두우니(평창군). 

● 검은골·어두원골(홍천군). 

● 검은돌·검은돌배기·검은터버덩·검정골·먹골·묵계·어두워니·어둔이(횡성군).

[붉은색 계통]

● 자병산(紫屛山)·재리니[紫蓮洞]·불구남데기·붉은난뎅이·붉은베리·붉은언덕(강릉시). 

● 붉은언덕(동해시). 

● 붉은다리(인제군). 

● 붉은뵝이(춘천시).

● 붉은덕버덩(홍천군).

● 붉은언덕(화천군). 

● 붉은고개·뻘건고개(횡성군).

[푸른색 계통]

● 바깥청골·수청동·안청골·청기와골·청학재(강릉시). 

● 물푸레[水靑](평창군). 

● 청뜨루(횡성군). 

[흰색 계통]

● 백바위·핸돌·핸달·흰물내기·흰바위·흰재(강릉시). 

● 백도(고성군). 

● 흰봉(양구군). 

● 백암골·흰다리(양양군). 

● 흰깃재·흰재골(영월군). 

● 흰다리(원주시). 

● 백운동(인제군). 

● 백운동·백우담·흰바우(정선군). 

● 백양리·백석동·백치령(춘천시). 

● 백병석(태백시). 

● 배석산·백암동·백운동·백적산·백학산·차돌배기(평창군). 

● 백암산(홍천군). 

● 차돌배기(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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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형 지명은 사물의 형상이나 일정한 지역의 생김새를 사람이나 짐승의 성기에 비

유하여 표현한 지명형태를 말한다. 성기형 지명은 사물의 형상을 표현한 이름이기 때문

에 광의로 분류하면 사물형에 속하지만 사물을 단순히 성기에만 국한시켜 표현했기 때

문에 성기형 지명으로 분류된다. 음과 양을 상징하는 사물은 반드시 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관련지명은 다음과 같다.

● 난자석·보지바위·소문혈·역두바위·음바위·통천어좆골·좆바위(강릉시). 

● 말씹골·자지봉(양구군). 

● 자지봉(원주시). 

● 말머즘(철원군). 

● 불알바우·부랄바우(춘천시).

 

숫자형 지명은 땅이름에 수량을 나타내는 숫자를 붙여서 만들어진 지명형태를 말하는

데, 지형이나 사물형체 또는 나무나 바위를 숫자로 나타냈다. 숫자형 지명에는 서수계 

지명과 양수계 지명이 있는데, 숫자형 지명은 땅이름에 차례를 나타내는 숫자가 들어간 

첫째 둥부리재, 둘째골, 둘째 둥부리재, 셋째골, 넷째골 등의 지명형태를 말하고, 양수계 

지명은 땅이름에 수효를 나타내는 숫자가 들어간 지명형태를 말한다. 강원도의 숫자형 

지명은 대부분 양수계 지명으로 그 가운데 길이 갈라지는 삼거리, 세거리 또는 석동거

리 등과 산봉우리나 바위의 수에 따라 형제봉·삼형제봉·오봉산·칠봉산·형제바우·

삼형제바우 등의 지명이 있다. 관련지명은 다음과 같다.

[1] 

● 한푼꼬뎅이·독송정(강릉시). 

● 외솔배기(인제군). 

● 일봉산(철원군). 

● 외솔배기·일자산(평창군). 

● 외솔배기·일문동(홍천군).

[2]

● 두마지기골·쌍둔지·쌍솔백이·쌍용폭·이능암·짝바위(강릉시).

● 두고개(횡성군).

● 형제봉(동해시).

● 형제봉(원주시).

● 쌍거리·쌍순동·형제바우(철원군).

● 형제봉(춘천시).

● 형제봉(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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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삼걸음이·삼불암·삼포암·삼형제봉·세솥밭이·스마지기골(강릉시). 

● 삼성동·여삼평(고성군). 

● 삼바리·삼준이·삼형제다리·삼형제솔(양양군). 

● 삼견치·삼동치·삼봉산·삼신산·삼양리·삼옥(영월군). 

● 삼보동·삼봉·삼현(원주시). 

● 삼선봉(인제군). 

● 삼갈반지·삼래·삼배곡·삼부치·삼종·삼천(정선군). 

● 삼문바우·삼부연·삼신산·삼지동(철원군). 

● 마삼내·삼봉·삼성봉·삼악산·삼천동(三川洞)·세집매(춘천시). 

● 삼방산·삼정평·세고개·세솥바리(평창군). 

● 삼년대·삼마치·삼포·삼형제바우·삼현(홍천군). 

● 삼군리·삼마치·삼배울·삼성포·삼형제고개·세고개·세다랭이골·세목이(횡성군).

[4]  

● 사달산·사문닫이·사부렝이(강릉시). 

● 사성(고성군). 

● 사건달·사근곡·사만이(영월군). 

● 사방산(원주시). 

● 사요리(철원군). 

● 사방우(춘천시). 

● 사배재(태백시). 

● 사리평(평창군). 

● 사방우(홍천군).

● 사야령(화천군).

[5]

● 닷마지기골·오리골·오리바위·오릿나루·오봉산(강릉시). 

● 오리진·오봉리·오음산·오호리(고성군). 

● 오미리(양구군). 

● 오색이(양양군). 

● 오고랭이골·오노금·오노산·오로봉·오룡동·오루봉·오리목·오리정·오만이·

오운동(영월군). 

● 오형제바우(원주시). 

● 오계탕·오작골(인제군). 

● 오무골·오반동·오반리·오음봉·오음실(정선군). 

● 오리촌·오성산·오송동(철원군). 

● 오봉·오봉산(춘천시).

● 오대산(평창군). 

● 오룡산·오성산·오송정·오형제고개(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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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선대(화천군). 

● 오선대·오음산(횡성군). 

[6]

● 육송정(고성군). 

● 육가촌(태백시). 

● 엿세버덩(횡성군).

[7]

● 칠봉산·칠형제느티나무·칠성산(강릉시). 

● 칠절봉(고성군). 

● 칠금이·칠랑리·칠성바우·칠성백이·칠용동(영월군). 

● 칠송정(원주시). 

● 칠경동·칠성령·칠음대(인제군). 

● 칠대바우·칠만암·칠송정(철원군). 

● 칠가촌(태백시). 

● 칠성바우(평창군). 

● 칠봉산·칠송배기·칠우고개(횡성군).

[8]

● 여덟집멩이·팔명산·팔봉재(강릉시). 

● 팔음리(고성군). 

● 팔랑리(양구군). 

● 팔계·팔괴리·팔운(영월군). 

● 팔포천(원주시). 

● 팔봉산(인제군). 

● 팔형제등(철원군). 

● 팔미리(춘천시). 

● 팔대봉(태백시). 

● 팔석정(평창군). 

● 팔봉산(홍천군). 

● 팔봉골(횡성군).

[9]

● 구가동·구곡담·구무덤·구룡연·구룡폭·아홉다래기(강릉시). 

● 구돈리(고성군). 

● 구방산(삼척시). 

● 구대골·구룡령·구룡지·구탄봉(양양시). 

● 구곡·구래리·구룡산·구만이·구봉대·구봉이·아홉살이골(영월군). 

● 구리들·구미동·구암동·구억촌·구전골·구포동·구학리·아홉사리(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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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만동·구선대·구용소·아홉사리(인제군). 

● 구미동·구룡동·구숫골·구슬동·구절리·아홉사리(정선군). 

● 구수동·아홉말메기(철원군). 

● 구만이·구봉산·구성폭포·구절산(춘천시). 

● 구가촌·구령산·구봉산(태백시). 

● 구룡동·구운동·구절봉·아홉살이(평창군). 

● 구룡령·구성포·아홉사리(홍천군). 

● 구봉산·구삿골·구운리·구운천·아홉사리(화천군). 

● 구접·굴아홉골·아홉사리(횡성군).

[10]

● 십리바위·십자소(강릉시). 

● 십리굴(원주시). 

● 열집뫼(철원군).

 

[12]

● 십이껭·십이오작담(강릉시). 

● 열두다물골(춘천시).

[20] 

● 스무골·이십동(정선군). 

● 스무쟁이(철원군). 

● 스무곡리·스무나무여울·스무숲(춘천시). 

● 스무나리(횡성군).

[40] 

● 마흔마지기(강릉시). 

● 마흔골(정선군). 

● 사십마지기(태백시). 

   

[50]

● 쉰마지기(강릉시). 

● 쉰배미골(고성군). 

● 쉰패랭이(양양군). 

● 쉰다랭이·쉰패랭이골(영월군). 

● 오십동(춘천시). 

● 쉰패랭이골(태백시). 

● 쉰패랭이(홍천군). 

● 쉰다래골·쉰섬내기(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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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아흔아홉골(횡성군).

[100]
● 백냥골(강릉시). 
● 백담계곡(인제군). 
● 백우담(정선군). 
● 백민터·백석동(춘천시). 
● 백두고개·백이벌(횡성군).

[300]
● 삼백고개(횡성군).

[600]
● 육백마지기·육백산(평창군).
 
[천] 
● 천퍼랭이(강릉시). 
● 천불동(속초시). 
● 천냥고개·천불암(철원군).

[이천]
● 이천골(강릉시).

[만] 
● 만냇골(홍천군).

[구만] 
● 구만리(홍천군).

[구억]
● 구억촌(원주시).

풍수형 지명은 풍수지리에 의해 생긴 지명형태를 말하는데, 지관이나 지사(地師)들

이 지형이나 지세를 보고 그 지형의 지리적 특성을 설명하였다. 풍수에서 비유한 사물

은 주로 동물과 식물인데, 동물로는 개·거북이·게·기러기·까마귀·꾀꼬리·꿩·닭·

말·뱀·새·소·제비·토끼·호랑이 등이고, 식물로는 매화·버드나무·복숭아·살구

나무·연꽃 등이고, 사람으로는 선인·승려·옥녀·장군 등이고, 그 외 가마·달·등·

배·북·붓·비단·조리·종이 등이다. 풍수는 바람을 가두고 물을 얻는다는 장풍득수

(藏風得水)의 준말로 산세가 완만한 지역에는 이러한 유형의 땅이름들이 많이 있다. 관

련지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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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골[釜中掛匙形]·갈마동[渴馬飮水形]·곤달밭굼[金鷄抱卵形]·금학동[玉女織錦形]·

금산[玉女彈琴形]·내맬골[梅花落地形]·노가매골[伏釜形]·닭목이[金鷄抱卵形]·망월이

[玉兎望月形]·박다램이[博帶伏蟹形]·배나들이[繫舟形]·배나무골[繫舟形]·버들이[鶯捿

柳枝形]·범울이[猛虎出林形]·비오깃재[飛烏啄尸形]·살쾌[杏花落地形]·새재[柳枝鶯巢

形]·석구[金龜沒泥形]·짚일[紙筆形]·안고개[平沙落雁形]·어두원이[掛燈形]·옥녀봉

[玉女織錦形]·옥녀봉[玉女彈琴形]·옷재[風吹羅帶形]·운산[雲水垂釣形·雲中仙座形]·

재리니[蓮花浮水形]·천마봉[天馬驥風形]·화실이[花心形](강릉시). 

● 가매골[釜中掛匙形]·구돈리[金鷄抱卵形]·명우산[臥牛形]·송포[臥牛形](고성군). 

● 갈매골[渴馬飮水形]·금단이[玉女彈琴形]·나안동[平沙落雁形]·도화동[桃花落地形]·매

밑[梅花落地形]·얼개[玉女散髮形]·주칫꼬댕이[走雉形]·지치산[柳枝鶯巢形]·홍두들[桃

花落地形](동해시).

● 연화골[蓮花浮水形](삼척시). 

● 돗대골[行舟形]·들뭇골[梅花落地形]·복개골[伏狗形]·지럭골[落雁形](속초시). 

● 견불리[老僧禮佛形]·매내미[走馬脫鞍形]·연화동[蓮花浮水形]·쿵쿵산[天鼓下落之地形]

(양양군). 

● 갈우고개[渴馬飮水形]·나산이[風吹羅帶形]·달낫[半月形]·대금이[仙人彈琴形]·도화동

[桃花落地形]·돌단배기[行舟形]·마수동[渴馬飮水形]·망산[渴馬飮水形]·솔고댕이[渴馬

飮水形]·오룡동[五龍爭珠形]·옥녀봉[玉女彈琴形·玉女散髮形]·와룡[臥龍形]·조리대

[조리형](영월군). 

● 매남동[梅花落地形]·매사리[梅花落地形]·연봉정[蓮花浮水形]·연화동[蓮花浮水形]·월

봉[玉兎望月形](원주시). 

● 매화동[梅花落地形]·연화동[蓮花浮水形]·연화리[蓮花浮水形]·쌍두동[雙龍擧頭形](인제

군). 

● 갈마동[渴馬飮水形]·매화동[梅花落地形]·소옥동[渴馬飮水形]·옥녀봉[玉女散髮形](정선

군). 

● 도룡골[臥虎形](철원군). 

● 달밭[玉兎望月形]·사두봉[長蛇逐蛙形]·사미골[蛇頭形]·새밭골[鳥頭穴]·승지미골[十勝

地]·옥녀골[玉女散髮形]·투구봉[將軍大座形]·호미등[山上臥虎形](태백시). 

● 구데미[金龜沒泥形]·구두미[金龜沒泥形]·구룡동[九龍爭珠形]·구생동[九龍爭珠形]·금

계곡[金鷄抱卵形]·다래머리[雲中半月形]·도화덕[杏花落地形]·등매지[梅花落地形]·마

산[渴馬飮水形]·백운동[雲中仙座形]·버들밭골[鶯巢柳枝形]·새골[飛鳥啄木之形]·연잣

골[燕巢形]·옥녀봉[玉女散髮形]·옥녀봉[玉女下降形]·월두동[雲中半月形]·장군묘[將軍

大座形]·투구봉[將軍大座形](평창군). 

● 곳골[花心形]·망월리[玉兎望月形](홍천군). 

김기설(前 강릉영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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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인문지명

인문지명은 지명에 지역민들의 삶의 흔적과 정서가 담겨 있는 지명을 말하는데, 이런 

인문지명에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특성이나 역사성, 주민들의 생활의 모습들이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종교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특성이 담겨있다. 그래서 인

문지명은 지역사회의 문화·역사·언어·풍습 등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인문지명에는 개인과 관련된 개인형 지명(성씨와 관련된 지명, 인명과 관련된 지명, 

인물과 관련된 지명), 중국의 지명이나 인물을 본 따 지은 모화형 지명, 설화적인 요소

가 담겨있는 설화형 지명,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생긴 역사형 지명, 종교활동과 관련

된 종교형 지명(민속종교의 영향을 받은 지명, 불교의 영향을 받은 지명, 성리학의 영향

을 받은 지명), 풍류를 즐기며 만들어진 풍류형 지명, 효행이 담겨있는 효성형 지명 등

이 있다. 

이런 인문지명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생긴 지명이 대부분이지만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고 상상에 의해 생긴 지명도 더러 있는데, 이런 지명은 풍류형 지명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1. 개인형 

개인형 지명은 사람 각 개인과 관련되어 생긴 지명인데,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친 사

람의 덕행을 기리면서 그 덕행이 지명으로 되었고, 또는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

의 이름이나 성씨도 지명으로 되었다. 개인형 지명에는 성씨형·인명형·인물형 지명이 

있는데, 성씨형 지명은 지명에 성씨를 붙여 만든 지명을 말하고, 인명형 지명은 지명에 

사람의 이름이나 호를 붙여서 만든 지명을 말하고, 인물형 지명은 지명에 행위자의 사

회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지명을 말한다. 

성씨형 지명은 일정한 지역의 이름을 사람의 성씨를 따서 지은 지명형태를 말한다. 

성씨형 지명은 땅이름을 지을 때 그 지역에 오래 거주했거나, 또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세도를 부렸거나, 지도적 위치에 있던 사람의 성을 따서 지었다. 관련지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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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골(소씨·이씨)·강승골·강창골(강씨)·권촌(권씨)·곽가터(곽씨)·입고지(고

씨)·김참봉 메골(김씨)·남동(남씨)·방가동·방터골(方씨)·송두골(송씨)·안서방골

(안씨)·신촌(신씨)·어흥골·어정거리(어씨)·유가다래기·유주막이(유씨)·윤군어밭

굼(윤씨)·장씨나들이(장씨)·주가터(주씨)·조가메굼(조씨)·정첨지밭골·정가터(정

씨)·차가집골(차씨)·최가밭골(최씨)·탁골(탁씨)·황지미(황씨)(강릉시). 

● 조촌(조씨)·안금리(안·김씨)(고성군). 

● 권금성(권·김씨)(속초시). 

● 구가보(구씨)·고촌말(고씨)·마가터(마씨)·맹가보·맹골(맹씨)·방가직골(방씨)·배

가보(배씨)·송서울(송씨)·안가짐골(안씨)·원수터골(원씨)·이싯골(이씨)·장가고개

(장씨)·진우골(진씨)·홍가득(홍씨)(양구군). 

● 강릉김씨논골(김씨)·구씨묘께(구씨)·김오골(김씨)·노말골(노씨)·원씨터(원씨)·정

씨묘등(정씨)·황고개(양양군). 

● 조촌(조씨)(영월군). 

● 강안이(강·안씨)·백골(백씨)·지촌(지씨)(원주시). 

● 남박골(남씨)·맹가골(맹씨)·엄수동(엄씨)·허군재(허씨)·홍가골(홍씨)(인제군). 

● 노일터(노씨)·마가묏등(마씨)·삼종(신·윤·최씨)(정선군). 

● 묵산(묵씨)·양촌(양씨)·이촌말(이씨)·임촌말(임씨)·천촌(천씨)·추산(추씨)·홍순

원(홍씨)·황짐안(황·김·안씨)(철원군). 

● 공골(공씨)·곽씨바웃골(곽씨)·변가터(변씨)·우양이(우·양씨)·장촌밭(장씨)(춘천시). 

● 정가터(정씨)·정동(정씨)·정가바웃골(정씨)(태백시). 

● 강가골(강씨)·남안동(남·안씨)·남이골(남·이씨)·어우실골(어·우씨)·장촌(장씨)(평창군).  

● 갈공터(갈씨)·강지동(강씨)·방가터(방씨)·왕성골(왕씨)·왕터(왕씨)(홍천군). 

● 진부대(진씨)·조자리들(조씨)·홍촌말(홍씨)(화천군). 

● 공서울(공·서씨)·누룬(황씨)·박씨네사잇골(박씨)·발이현(이씨)·삼성당(김·안·

이씨)·조과부터(조씨)·조촌(조씨)·하가터(횡성군)

인명형 지명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친 사람의 이름이나 호를 

따서 지은 지명을 말한다. 인명형 지명을 통해 예전에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 살았고,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알 수가 있다. 관련지명은 다음과 같다.

● 삼가봉(삼가 박수량)·애일당터(애일당 김광철)·위천(위천 김세록)·위촌리(위촌 김

상적)·이설당터(이설당 김광진)·초당(초당 허엽)·하평동(하곡 허봉)·홍장암(홍

장)·도진이골·만봉어집골·병환이메골·이순달메굼·일남어터골·완길터(강릉시). 

● 동회리(동회 김흥려)·약천동(약천 남구만)(동해시). 

● 박동골(박동)(양양군).

● 두만동(한두만)(영월군). 

● 해삼터(해삼)·무진고개(황무진)·유홍골(유홍)·대흥리(김대흥)(원주시). 

● 매월동(매월당 김시습)(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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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섬(남이)(춘천시). 

● 원술봉(태백시). 

● 봉평·봉산대·봉산(봉래 양사언)·덕거리(이덕천)·덕수바우(덕수)·청심바우(청

심)·종대집골(권종대)(평창군). 

● 이괄바위(이괄)(홍천군). 

● 임꺽지(임꺽정)(화천군). 

● 한강대(반강 정구)·반구정터(반구 이당)·인거터(이인거)·나옹수(나옹대사)(횡성군)

인물형 지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였던 특정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생긴 지명이

다. 땅이름은 대체로 지역주민·지식인·유학자 등 막연한 주체에 의해 생겼기 때문에 

누가 언제 지었는지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인물형 땅이름은 그 지역에 거주

한 적이 있는 특정인의 사회생활과 관련이 되어 땅이름이 생겼기 때문에 누가 언제 지

었고, 어떤 연유에 의해 생겨졌는지 알 수 있다. 인물형 지명을 통해서도 마을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지 알 수 있다. 관련지명은 다음과 같다.

● 가둔지(이지온)·공제(김첨경)·내맬골(박치격)·노래곡(최운상)·놀매기(최운영)·대

성재(염희조)·돗골(신탁)·마명산(최문한)·말루(최문한)·별리골(김응일)·비석거리

(심언광)·사우골(심언광)·삼왕동(김종기·김정여·김양)·서출지(연화)·송정(최문

한)·시막동(신석필)·식당암(이이)·양어지(연화)·연화담(연화)·연화봉(연화)·영

당터(남구만)·용지(최문한)·월호평(월이)·율목치(이이)·이성대(설총·이이)·잠바

위(심희전)·장안터(공양왕)·장안터(김주원)·장터말(최입지)·재피골(유창)·제주솔

(이상혐)·진둔지(김양성)·촉운봉(이이)·취선암(이이)·큰물재(채제공)·타압정(박억

추)·퇴곡리(권칭)·해금장뒷골(유창)·허리대(허종·이육)(강릉시). 

● 과동(홍확)·들축나무거리(강감찬)·만우리(이지온)·비석거리(심동로)·영당말(남구

만)·약천말(남구만)·퇴휴산(이승휴)(동해시). 

● 물치(송시열)(속초시). 

● 비석거리(김기필)·좌수바우(황엽)(양구군). 

● 성안말(조인벽)·운문암(김시습)·하조대(하륜·조준)·흥덕말(이량)(양양군). 

● 개미들(신일민)(정선군). 

● 덕재(김응하)·창바위(김시습)(철원군). 

● 능골·쟁골(유몽필)·제청말·술워니고개(유숙·유혁·유활)(춘천시). 

● 용궁묘(엄종한)(태백시). 

● 거문골(애연)·높은다리(박수량)·판관대(이원수)(평창군). 

● 능뜰(김효성)·능안이(김경조)(홍천군). 

● 가매봉(강감찬)·변암(원천석)·정문거리(안관근)·행피울(황필)(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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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화형

모화형 지명은 지명에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는 지명을 말하는데, 이런 지명에

는 중국의 지명, 중국 성현들의 일화, 한시·고사성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땅이름은 

대체로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담겨있는데 비해 모화형 지명에는 한학자나 유학자 또는 

지식인들의 정서가 담겨있다. 중국의 가치를 중시한 한학자들이 중국에 있는 지명이나 

성현들의 일화를 모방하여 지명으로 삼았는데, 그래서 모화형 지명은 지명의 독창성 보

다는 모방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관련지명은 다음과 같다.

 

● 강릉(江陵)·계산(稽山)·노가니(魯澗이)·노추산(魯雛山)·동백산(桐栢山)·무릉계(武

陵溪)·수양산(首陽山)·니구산(泥丘山)·詠魯洞(영내터)·위천(渭川)·장안동·초당

(草堂)·회산(淮山)(강릉시). 

● 사천(泗川)·위천리(渭川里)(고성군). 

● 노봉(魯峰)·무릉계(동해시). 

● 무산12봉·양양(襄陽)(양양군). 

● 무릉리(영월군). 

● 백이산(伯夷山)(정선군). 

● 무이물(武夷물)(평창군). 

● 소구니(王昭君)(횡성군).

3. 설화형

설화형 지명은 땅이름의 생성유래가 설화의 형식을 띈 것을 말하다. 설화형 지명은 

지명유래의 보편적인 예로서 땅이름에 설화적인 요인이 갖추어진 지명인데, 설화적인 

요소란 지명유래가 기승전결에 의한 이야기로 전개된 것을 말한다. 구비문학 가운데 하

나인 지명유래에는 문학적 가치, 역사적 가치가 풍부하고, 또 지역민들의 애환과 정서도 

담겨있다. 문학적 가치란 하나의 이야기 형식을 띈 것을 말하고, 역사적 가치란 설화 

속에 기록되지 않은 마을의 역사가 숨어있음을 뜻한다. 설화형 지명에는 부래형 지명도 

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 있는 땅이름을 따서 지은 지명형태를 말한다. 부래형 땅이름

의 내용은 다른 고을에 있는 지역이 홍수나 조류에 떠밀려와 머물었거나, 다른 고을에 

있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관련지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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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떼기·고부소·고성산·구무덤·금영골·노래곡·달래·말우물·송정·어정거

리·용금정·용지·월호평·전주봉·효자리(강릉시). 

● 말무덤·신선봉·화암·화진포(고성군). 

● 고부석·단구암·댐지실·피수굼이·할미바우·형제봉(동해시). 

● 달래·살해재·장재소(삼척시). 

● 울산바우(속초시). 

● 살애비·팔랑리(양구군). 

● 달래·되너미·물치·박달재·이팍골(아기장수)·풍미골·홍성골·화상암(양양군). 

● 각시바우·멸망재·신랑바우·어라연·육말연터·장자터·조리재·피골·회골(영월군). 

● 관설리·너더리·산허리·치악산·탁발승(원주시). 

● 대흥리(장자못)·미륵바우·용각석(인제군). 

● 마가묫등·민둥산·밤나무재(정선군). 

● 말버즘·부래산-외동산(철원군). 

● 거북바우·옥녀봉·장군바우·장수굴·황지(태백시). 

● 박달재·사랑굴·용물추리(아기장수)·장군묘(아기장수)·장수골(아기장수)·장재터

(평창군). 

● 갈미봉·말고개(아기장수)·맷질골(아기장수)·삼형제바우·쌍둥이바우·우렁골(아기

장수)·이괄바우·장자터·학무덤·효죽암(홍천군). 

● 달래버덩(화천군). 

● 고들고개·말무덤·배웅구뎅이·삼척바우·선바우·용말숲·중바우·창암·총각바

우(횡성군).

4. 역사형

역사형 지명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생긴 지명을 말하는데, 건물·관직·행

위·임금 등과 관련이 있다. 건물은 나라에서 관리하던 관아·역·창(倉)·원(院)·참(站) 

등을 말하고, 관명이나 관직은 관의 직위 즉 벼슬 또는 직책을 말하고, 행위는 왕자나 

왕녀의 태(胎)를 묻거나 봉화를 올린 장소를 말하고, 임금과 관련된 지명은 왕이 머물

거나 지나가서 생긴 지명을 말한다. 또 ‘의병들(원주시)’이란 지명이 있는데, 이는 1896년

(고종 33)에 류인석(柳麟錫) 장군이 시해된 명성왕후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의병을 일으켜 

왜군과 싸운 넓은 들이여서 생긴 이름이다. 이로 보면 ‘의병들’은 100여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지명으로 된 것을 알 수 있다.  

역사형 지명중 관아터와 관련된 지명은 조선시대 나라에서 관리하던 원·역·참·창

고 등이 나중에 지명으로 굳어진 것을 말한다. 관련지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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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뜨루·면소골·역말·원두골·원뜨루·원터·제멩이(제민원)·창터·홍제원(강릉시). 

● 진부원터·공수전·관터·창대리(고성군). 

● 관마을·관앞(동해시). 

● 원터·창말(삼척시). 

● 공수전·관고개·관터·관터골(양양군). 

● 공수원·공수전·옥터·원골·원동·원터·창동(영월군). 

● 관터·궁집터·궁촌·둔창·역골·원터골·창촌·흥원창터(원주시). 

● 관대리·관터·역답·역동·원거리·원터·창말·창터(인제군). 

● 관말·관터·남창·내창·역들·역밭·원터(정선군). 

● 관골·대절골·원당말·창말(철원군). 

● 강창골·관거리·관뜰·관터·부창·아동(衙洞)·약사동·역골·외창·창내·창촌·

창터(춘천시). 

● 곳재·원터(태백시). 

● 역말·원밭·원터(평창군). 

● 관터골·남창터·북창·서창터·원거리·원동골·원터·원평·점골·창말·창촌

(홍천군). 

● 사창터·창뜨루·창말(화천군). 

● 관거리·관터·궁터·도창말·새원(신원)·역들·역밭·원터·창봉골·창말(횡성군).

관직명과 관련된 지명은 조선시대 벼슬했던 사람이 머물렀던 곳이 나중에 지명으로 

굳어진 것을 말한다. 관련지명은 다음과 같다.

● 승지골·원고개·원울이·평장터(강릉시). 

● 참봉골(고성군). 

● 승지동(동해시). 

● 승지동(삼척시). 

● 찰방목·판관터·평장골(원주시). 

● 만호터(인제군). 

● 승지동(정선군). 

● 가자골(철원군). 

● 이방동·판관터(평창군). 

● 판관터(홍천군).

● 승지동·좌수고개·판관터(횡성군).

왕실의 태(胎)와 관련된 지명은 왕실에서 왕자나 왕녀의 태를 묻은 곳이 나중에 지명으

로 굳어진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왕자나 왕녀를 낳고 그 아이의 태를 함부로 버

리지 않고 함에 봉하여 전국의 명산에다 묻었는데, 이러한 곳이 나중에 지명으로 굳어졌

다. 강원도에는 왕자나 왕녀의 태를 묻은 명산이 여러 곳 있다. 관련지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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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봉·태봉골·태장봉(강릉시). 

● 태봉산(삼척시). 

● 태봉(양양군). 

● 태봉(영월군). 

● 태봉·태봉재·태장동(원주시). 

● 태봉·태봉재(철원군). 

● 태봉골·태봉산(춘천시). 

● 태봉골(태백시). 

● 태봉산·태장봉(횡성군).

봉화와 관련된 지명은 조선시대 봉화를 올렸던 봉화터가 나중에 지명으로 굳어진 것

을 말하는데, 강원도에는 봉화와 관련된 지명들이 여러 곳이 있다. 관련지명은 다음과 

같다.

● 봉화터·봉화산·봉화재(강릉시). 

● 봉화터(고성군). 

● 봉화산(삼척시). 

● 봉화터(속초시). 

● 봉화재(영월군). 

● 봉화동(인제군). 

● 봉화재(정선군). 

● 봉우재(철원군). 

● 봉우재·봉화산(춘천시). 

● 봉화산·봉화대·봉화재(평창군). 

● 봉화산(홍천군). 

● 봉화봉·봉화산(횡성군).

임금과 관련된 지명은 임금이 강원도에 와서 머물거나 순행할 때 또는 왕세자나 군왕

이 머물러서 생긴 지명인데, 강원도 지명에는 임금·왕세자·군왕(식읍) 등과 관련된 지

명들이 더러 있다. 먼저 진한 또는 맥국의 마지막 왕으로 알려진 태기왕(泰岐王)이 산

성을 쌓고 신라군과 싸웠다는 전설이 담긴 태기산, 그 산을 중심으로 갑천·개나리(晴

日)·대궐터·동막·동문밖·들메지·무일(무이리)·백옥포·병무산·병문안·병지방리·

신대리·소구니·어답이·어삼대(어상대)·어염골·태쟁이(횡성군), 멸운(면온)·옥산대(평창

군)이 있고, 맥국의 왕으로 전해지는 가리왕과 관련된 지명으로는 대궐터(평창군)가 있다. 

786년(원성왕 2) 서라벌에서 외향인 명주의 식읍으로 온 명주군왕(溟州郡王)과 관련된 

지명으로는 삼왕동(三王洞)·성하(城下)·장안성·장안동(강릉시)이 있다. 신라 하대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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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후삼국시대가 도래하면서 철원지역에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워 태봉국(泰封國)의 왕이 

되었는데, 궁예와 관련된 지명으로는 개적봉·군탄동·금학산·눌치·느칫골·명성산(울

음산)·성모루·왕재고개·한잔모텡이(철원군)가 있고, 후백제의 견훤과 관련된 견훤시(원

주시), 고려의 왕건과 관련된 지명으로는 건등산·됭경이(원주시)가 있다.

고려 말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하여 최영 일파를 제거하고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 일

파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난 우왕(재위 1374~1388)과 관련된 지명으로는 제왕산·제왕산

성·왕고개·장안성(강릉시)이 있고, 고려 마지막 왕인 공양왕(재위 1389~1392)과 관련된 

지명으로는 살해재(殺害峙), 궁촌(삼척시), 그의 아들 왕석과 관련된 지명으로는 궁터(삼

척시)가 있다.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에 기여한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통해 아버지 태조를 

밀어내고 왕위(태종)에 오르고 난 다음, 스승인 원천석(元天錫, 1330~?)을 만나기 위해 

원주에 왔는데, 이 때 태종 이방원과 관련된 지명으로는 노구소·대왕재·마치골·살대

울·수레너미·주필대(駐驆臺)·화시래·횡지암(橫指岩)(원주시), 배향골(영월군·횡성군), 

태종대(평창군·횡성군)가 있다. 

조선 제6대 단종(재위 1452~1455)이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노산군(魯

山君)으로 강등되어 유배를 온 영월지역에는 단종과 관련된 지명들이 있는데, 그 지명은 

군등재·관음송·금봉암·낙화암·노산대·물미·방울재·방절리·배일재·소나기재·수

라리재·옥녀봉·우래실(명라곡)·행치(영월군), 단정마을(원주시), 어평(태백시)들이 있고, 

1453년 계유정난(癸酉靖難, 1453년)을 일으켜 어린 조카 단종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왕위

에 오른 세조(재위 1455~1468)는 몹쓸 병에 걸려 병을 치유하기 위해 오대산이 있는 강

원도에 왔는데, 그 때 생긴 지명으로는 관대거리·관대걸이·만과봉(萬科峰)·묘전(평창

군)·중어보(강릉시)·왕도리(양양군) 등이 있다.

설화로 전하는 지명 가운데 신라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제56대, 재위 927~935)과 그의 

아들 마의태자(912~?)와 관련된 지명이 있는데, 먼저 경순왕과 관련된 지명으로는 군량

동·김부리·다무리·대궐터·수구네미·옥새바위·왕터·지왕동(인제군)이 있고, 잃어버

린 신라의 사직을 찾기 위해 소금강산(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청학동 소재)에서 고려군

과 싸운 마의태자와 관련된 지명으로는 아야산성(구룡산성)을 중심으로 군사버덩·남문

테미·대궐터·동문테미·망군대·사형대·상식암·식당암·왕기골·청심대·피골(강릉

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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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교형
 

종교형 지명은 지역민들의 신앙생활과 관련되어 생긴 지명형태인데, 여기에는 민속종

교와 관련된 지명, 불교와 관련된 지명, 성리학과 관련된 지명들이 있다. 민속종교와 관

련된 지명은 지역의 기층민들이 생업과 건강, 가정의 안녕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긴 지명이고, 불교와 관련된 지명은 사찰·암자·불상·불탑과 관련되어 생긴 지명이

고, 성리학과 관련된 지명은 성리학의 교육기관인 향교·서원·서당과 제의기관인 재

실·영당 등과 관련되어 생긴 지명이다.

강원도의 종교형 지명은 각 지역에서 고루 나타나는데, 민속종교 계통의 지명은 대체

로 당골·서낭터·서낭골·산제당골·산제당터·제당골·장승거리 등이 있고, 불교계통

의 지명은 절골·절터골·부처골·암자골·탑골 등이 있고, 성리학 계통의 지명은 향교

골·서원골·서당말·영당말·재궁골 등이 있다. 그런데 종교형 지명에는 민속종교나 불

교 또는 성리학과 관련된 땅이름이 대부분이고, 기독교와 관련된 땅이름은 ‘성당모퉁이

(춘천시)·예배당터(양양군)·예배당뒤(영월군)·예배당골(횡성군)·천주교옆(원주시)’ 이란 

지명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천주교)의 전래 역사가 불교나 성리학에 비해 오

래되지 않은데도 원인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지역민들에 의해 기독교가 생활화 또는 

토착화가 되지 않은데 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민속종교와 관련된 지명은 우리 민족고유의 신앙활동을 통해 생긴 지명형태를 말한

다. 지역민 또는 기층민들의 공동체 생활에서 나온 서낭제나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제

단을 쌓거나 제당을 지었는데, 그 터가 남아 지명으로 되었다. 이런 땅이름은 산 속에 

제단을 쌓고 치성을 드린 당이 있거나, 마을에 있는 서낭당, 길거리에 있는 장승이 지

명으로 된 것을 말한다. 민속종교와 관련된 지명 가운데 당골·서낭뎅이·서낭말·서낭

거리·산제골·산제당골·장승거리·장승배기 등은 강원도 전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

다. 관련지명은 다음과 같다.

● 국시뎅이·당골·당재봉·서낭골·서낭당말·서낭목이·선인당골·솟대거리·장승

거리·제당골(강릉시). 

● 산제골·산제동·산지당골·제당골·서낭골·천제골(고성군). 

● 국시뎅이·당골·당재·무당소·산제골·산제당골·산제당굼·산지당골·옛탑골·

탑산(동해시). 

● 당저리·산제단골·산제당골·산지당골·서낭뎅이·서낭숲·성황촌·천제당봉·칠

성대(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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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당골·서낭골·성황봉·칠성봉(속초시). 

● 당골·산제터골·산젯골·서낭거리·서낭골·서낭뎅이·솟대배기·큰당골(양구군). 

● 산굿둔지·산지골·서낭고개·서낭당고개·서낭당골·서낭당께·서낭댕이·서낭

재·장승고개·제당골·지당터(양양군). 

● 당거리·당두둑·당마루·당목이재·당재·서낭당거리·서낭당터·서낭앞들·성주

바우골·장성거리·장승개·장승동(영월군). 

● 당골·당뒤·당모루·당숲·서낭고개(원주시). 

● 서낭거리·서낭뎅이·장승고개·장승동·장승평(인제군). 

● 당고개·탑서낭당이·장승배기(정선군). 

● 당고개·당골·산제당골·서낭댕이·서낭둥치·장승배기·제당골·제당터·지당골

(철원군). 

● 강신터·둘째서낭·무당소·산제당골·산지당골·서낭고개·서낭댕이·솟대배기

들·장승대·장승박골·장승뱃깃들·제당골·지당골·첫서낭(춘천시). 

● 국수뎅이·당골(소도)·당목재·당밑골·산제당골·삼신봉·서낭굼·서낭뒷골·서낭

뒷굼·서낭등·서낭딩이·서 낭터·이서낭당골·장승둔지·정무당터께·제당골·중

서낭·천제당골·큰당골·큰제당께·함백산당터(태백시). 

● 산당골·산제골·산제당·산짓골·성황당말·장승앞골·중서낭골(평창군). 

● 소서낭거리·솟대배기(홍천군). 

● 서낭뎅이·제당골·지당골(화천군). 

● 당두루·당중산·당제산·산지당골·서낭당고개·서낭당골·서낭대·서낭댕이·서

낭배기·솟대배기·장승골·지당골(횡성군). 

불교와 관련된 지명은 불교와 관련된 사찰·석탑·암자·불상 등이 땅이름으로 된 지

명형태를 말한다. 이런 땅이름은 불교가 오랜 세월을 통해 서민대중들의 생활 속에 파

고들어 그들의 생활에 일부를 차지하면서부터 생기게 되었다. 불교계통의 지명은 절터 

지명과 사찰명 지명이 있는데, 절터 지명은 절과 절 주위에 있는 부속건물, 불구 또는 

석탑 등이 땅이름으로 굳어진 지명형태를 말하고, 사찰명 지명은 사찰이나 암자가 있던 

자리에 사찰이나 암자가 없어지면서 사찰명이 지명으로 된 지명형태를 말한다. 불교와 

관련된 지명 가운데 부처골·불당골·절골·절터·탑골 등은 강원도 전 지역에서 고루 

쓰였다. 관련지명은 다음과 같다.

 

● 금강문·미륵골·미륵뎅이·바랑골·법당골·불공막골·새절날·승방골·암자굼

이·앞절골·절터말·절터버당·광양이·관음·대침이·문옥이·백운동·보현평·

안곡·요법·원뎅이·원퉁이·송명골·안중골·정상골(강릉시). 

● 국사봉·백련동·부도골·소신대(燒身臺)·암자골·탑고개·탑둔지(고성군). 

● 관음폭포·두타산·문수봉·미륵봉·부처손끝·불당터·염불암(동해시). 

● 나한골·부처바우·불경골·불공명산·승방골·승병산·소승촌·염불산·절터굼(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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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음봉·국사봉·금강문·나한봉·달마봉·문수봉·미륵봉·불당골·보현봉·석가

봉·세존봉·천불동계곡·탑상골(속초시). 

● 바랑골·불당고개·불당골·암자골·탑골(양구군). 

● 관음굴·관음송·금강굴·미륵고개·미륵골·미륵봉·불당골·암자골·염불바위·

탑거리·탑골(양양군). 

● 고승골·구절터·바랑골·절양지·절터(영월군). 

● 부첫골·불당골·비로봉(원주시). 

● 가섭봉·석가봉·암자동·지장봉·탑둔지(인제군). 

● 관음동·미륵골·불당골·절골·절터구미·탑거리(정선군). 

● 관음동·미륵골·문수골·부처골·부처바우·불당골·절뒤터·중바우·천불산·천

불암(철원군). 

● 갯대배기·당골·미륵댕이·부처바위·불당재·사곡현(寺谷峴)·승방골(춘천시). 

● 돌탑거리·문수봉·부처골·불당골·연화봉·연화산·절터굼·탑거리(태백시). 

● 바랑골·불당골·불당재·비로봉·암자골·월정거리·절고개·절께산·절터골·탑

상골(평창군). 

● 가사거리·불당동·승방골·외사동·절안·절터께(홍천군). 

● 미륵고개·불당골·절골·절터(화천군). 

● 부처댕이·불당재·승방골·절터골(횡성군).

성리학과 관련된 지명은 조선시대 때 성리학과 관련된 건물이나 성리학적 사고에 의

해 생긴 지명을 말한다. 성리학과 관련된 건물이란 유학의 교육기관인 서당·서원·명

륜당·향교와 제사기능을 담당하는 재실이나 사당·재궁을 말하고, 성리학적 사고란 선

비들이 시문(詩文)을 중시하는 사고를 말한다. 

교육기관과 관련된 지명은 공교육기관인 향교, 사교육 기관인 서원이나 서당이 있어서 

생긴 지명이고, 제사기능과 관련된 지명은 제사를 지내는 공간인 재궁·재실·사우·

영당 등이 있어서 생긴 지명이다. 또 지역주민의 유교적 성향과 관련되어 생긴 지명은 

지역주민들의 성리학적인 사고에서 생긴 지명형태를 말하는데, 이런 지명에는 시동(詩

洞)·영내터(詠魯洞)(강릉시) 등이 있다. 관련지명은 다음과 같다.

● 교동·당두(명륜당 뒤)·사우(祠宇)골·서당골·서당말·서원골·시동(詩洞)·영내터

[詠魯洞]·영당말·영당터·재궁말·재궁모뎅이·향교말(강릉시). 

● 교동·재궁골·재궁산·재동(고성군). 

● 서당재·영당말(약천영당)·큰서당터(동해시). 

● 교동·서원터(산양서원)·원드루·향교터(삼척시). 

● 구교리·당말·서당터·재궁골·향교고개·향교골(양양군). 

● 서당골·서원께·서원들·서원모텡이·향교골(영월군). 

● 교촌·명륜동·서원말·향교말(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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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교터(인제군). 

● 서원터(정선군). 

● 독서당·서당골·서원터(표충사)·재궁동·향교골·향교터(철원군). 

● 교동·서원말(문암서원)·서원터(도포서원)·영당말(월곡서원)·재궁말·제청말·향

교골(춘천시). 

● 사당골(태백시). 

● 향교말(평창군). 

● 서원들·향교골(홍천군). 

● 영당터(곡운영당)·향교골(화천군). 

● 서원터·영당골·영당말·향굣말(횡성군). 

풍류형 지명은 지명에 풍치를 즐기는 풍류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지명을 말하는데, 풍

류란 속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유유자적하며 여유있게 자연을 즐기는 일을 말한다. 풍

류형 지명은 시인이나 묵객, 또는 풍류객들이 일정한 지역에 와서 그 지역의 지형이나 

사물을 보고 지은 이름인데, 강선대·비선대·선녀탕·선유암·신선봉 등 신선과 관련된 

지명이 많이 있다. 그래서 산세가 빼어나고 경치가 아름다운 강원도에는 명승지가 많아 

이런 유형의 이름들이 많이 나타난다. 관련지명은 다음과 같다.

● 경포(鏡浦)·만물상·무릉계·삼선암·선녀탕·옥류동(玉流洞)·일월문·촉운봉(矗雲

峰)·취선암(醉仙岩)·취연(강릉시)

● 취연산(醉煙山)·탄금대(彈琴臺)·화부산(花浮山)·화비령(花飛嶺)(강릉시). 

● 선녀탕·선유리·선유암(仙遊巖)·선인대·신성봉(고성군). 

● 무릉계·선녀탕·신선봉·옥녀봉·옥류동·용추·일월산·취병산·학소대(동해시). 

● 강선대(降仙臺)·농구암(弄鷗岩)·방선암(訪仙巖)·벽옥담(碧玉潭)·비선대·선녀암·

선녀탕·연사대·와선대

● 유선대·주절암(駐節岩)·집선봉·청허대(淸虛臺)·화채봉(양양군). 

● 금봉연·무릉리·봉래산·신선봉·양연·요선암(邀仙岩)(영월군). 

● 선유동·수영봉·신선봉(원주시). 

● 강선리·구선대·선래동·선유동·선호암·십이선녀탕·오계탕·옥녀탕(인제군). 

● 강선대·비룡암·신선암(정선군). 

● 선녀탕(철원군). 

● 신선골·청심대(평창군). 

● 비선동(홍천군). 

● 비룡골·와룡담(화천군). 

● 강선대·선녀탕·선락동(仙樂洞)·선유암·신선바우·신선봉·신선암(횡성군).

 효성형 지명은 자식들이 부모님의 병구완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병을 고친 설화를 

배경으로 생긴 지명이다. 효를 삶의 근본으로 삼던 시절에 부모님의 병은 자신의 불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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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 생각하고, 부모님의 병구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정성을 다하니 하늘도 감

읍하여 부모님의 병을 낫게 하였다는 것이다. 효행이란 부모를 효성으로 섬기는 행실을 

말 하는데, 부모를 섬기는 일은 자식들에게는 절대적인 가치규범이고, 또한 동서고금을 

통해 인류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였다. 이런 보편적 가치에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부모를 정성 드려 모시며 생활하려고 한다. 정성을 다해 모신 부모님이 돌아가

시면 살아 있을 때처럼 모시기 위해 산소 앞에 움집을 짓고 탈상 때까지 산소를 돌보

고 공양을 드리는 시묘살이도 하였다. 예전엔 고을에 효자나 나면 효자려, 효부가 나면 

효부려를 세워 널리 알렸고, 불효자나 패륜아가 나면 그 고을을 강등하기도 하였고, 또 

그를 마을에서 쫓아내기도 하였다. 관련지명은 다음과 같다.

● 구정·노래곡(최운상)·별리골(김응일)·시막동(신석필)·용금정(김문연)·타압정(박

억추)·효자리(김천)(강릉시). 

● 칠절봉(고성군). 

● 효가리(김겸)(동해시). 

● 달우물(철원군). 

● 효자바우·효자동·효정(유중이·부인 이씨)(춘천시). 

● 효죽암(홍천군). 

● 소경골(며느리골)(횡성군).

김기설(前 강릉영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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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변천과 특징

1. 강원 방언의 변천

강원도 방언은 다른 지역의 방언에 비해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강원도 방언이 중부 방언권에 속해 있으면서 강원도 방언만의 독특한 특징이 별

로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국어 방언학의 연구가 국어의 역

사적 연구를 뒷받침해 줄 원형을 찾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그러한 고어의 원형이 

비교적 많이 보존되어 있는 지역어인 제주도나 경상도·전라도 등지의 방언에 대한 관

심을 쏟아 왔기 때문이다. 초창기 방언 학자들에 의해 강원도는 서울에 인접한 지역이

라는 이유로 중부 방언권으로 분류하여 경기도나 황해도·충청도와 마찬가지로 주된 관

심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강원도 방언의 변천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강원도 방원의 연구성과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강원도 방언에 대한 연구는 오히려 일제강점기부터 관심을 가졌다

고 볼 수 있다.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는 ｢영동방언｣(1923)·｢영서방언｣(1928)이란 제목

의 소논문을 발표하였고, ｢조선어방언의연구(朝鮮語方言の硏究)｣(1944)에서는 강원도 방어

의 자료가 다른 어느 지역의 분량만큼 충실히 들어 있다. 오구라 신페이가 어떤 한 개

의 방언에 대해 이처럼 독립된 논문을 발표한 것은 수많은 논문을 발표한 오구라 신페

이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외적인 부분이다. 

일본 학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강원방언의 연구는 해방 이후 오랫동안 침체기에 머

물러 있었다. 1960년대 말에 전성탁이 연구한 ｢강릉지방의 방언연구｣(1969)·｢영동지

방 방언의 연구｣(1971)·｢삼척방언 연구｣(1978)·｢고성지방 방언 연구｣(1980)·｢양양지방

의 방언연구｣(1981) 등이 있는데, 주로 영동지역 방언을 중심으로 군단위로 연구하였다. 

1980년대에는 영서지역에 대한 방언 연구로 ｢화천지방의 방언연구｣(1982)·｢철원지방 방

언연구｣(1982)·｢인제지방의 방언연구｣(1988) 등 꾸준히 한 지역씩 조사 보고함으로써 강

원도 방언에 대한 연구가 명맥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이 논문들은 모두 지역의 학

술지(춘천교육대학교 논문집)에 발표됨으로써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내용의 범

위나 방법론이 한정적이었다. 이 시기에 문효근은 ｢영동 방언의 운율적 자질에 관한 연

구｣(1969)와 ｢영동 북부 방언의 운율 음소｣(1972)로 영동방언의 운율에 대하여 세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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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병근은 ｢동해안 방언의 이중모음에 대하여｣(1974)를 통해 

영동방언의 이중모음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시기의 강원도 방언 연구는 음운론적인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 영동방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학자는 이익섭을 들 수가 

있다. 이익섭은 고향이 강릉이기 때문에 영동방언에 대한 연구가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

하여 ｢강릉방언의 형태음소론적 연구｣(1972)·｢영동방언의 경어법 연구｣(1974)·｢한국 어

촌방언의 사회언어학적 고찰｣(1976)·｢아재고｣(1976) 등의 논문을 통해 강릉 및 영동 지

역의 방언을 분석하여 강원도 영동방언의 특성을 밝히고, 국어 방언학의 방법론을 정밀

화하였다. 특히 이익섭의 ｢한국 어촌 방언의 사회언어학적 고찰｣은 우리나라 어촌방언

과 연구방법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시도한 최초의 연구일 것이다. 이 외에 이숭녕의 ｢
은어고-설악산 산삼채취인의 은어를 중심으로-｣(1957)와 조명수의 ｢은어 실태 조사-춘

천지방의 청소년층을 중심으로-｣(1973) 등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특수 사회 집단에 국

한된 은어에 관한 것들이다. 2000년대에 전혜숙은 ｢강원도 동해안 방언의 사회언어학

적 연구｣(2003)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상녀는 강원도 영동 방

언의 음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2005)를 통하여 강원도 영동 방언의 하위 방언인 

강릉·삼척·영월·정선·평창 지역어의 음운에 대한 사회 언어학적인 고찰을 하여 박

사학위를 받았다. 영동 방언권에 속한 다섯 지역의 언어 수행 과정에서 강원도 영동 방

언의 음운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 언어학적 방법론의 입장에서 연령층별·성별·학

력별·말투별 요인으로 나누어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전혜숙과 이상녀의 연구는 동해안 

방언을 사회학적 언어고찰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익섭의 ｢강원도 영서지방의 언어분화｣(1979)는 태백산맥을 접하고 있는 영서

지역들의 언어적 특성을 밝히려고 한 것인데, 이것을 토대로 ｢영동영서의 언어분화 : 강원

도의 언어지리학｣(1981)이 나타난다. 이 책에 실린 50장의 언어 지도는 면을 조사 단위

로 한 것이어서 아마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어느 언어지도보다 정밀한 지도일 것이다. 

이 점에서 그동안 낙후되어 있었던 강원도 방언에 대한 연구는 오히려 다른 도의 방언 

연구보다 한걸음 앞서는 면모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이익섭은 ｢강원도 방언의 특징과 

그 연구｣(1987)를 통해 강원도 방언의 연구사와 강원도 방언의 특징을 정리하기도 하였다.

음소 변동에 대한 연구는, 이익섭의 ｢강릉방언의 형태음소론적 고찰｣(1972), 이병근의 

｢동해안 방언의 2중모음에 대하여｣(1973) 등 외에 거의 대부분 그 연구 내용이 음운사

적인 것으로, 어중 자음의 소실과 보존, 구개음화·격음화·전설고음화 등에 대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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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뿐만 아니라 음운현상에 대한 기술도 대부분 체계와 관련지어 해석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단순히 특정한 음운현상만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이처

럼 음소 변동에 관한 연구 내용이 음운사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경향이 

초기 일본학자들의 역사주의적인 방언연구의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병근은 

강릉·삼척·울진 방언의 이중모음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러한 이중모음의 음운현상을 

다루고 있다. 이중모음에서는 이익섭1)과 이병근2)의 [j+]의 처리에서 차이를 보여 전자에서

는 독립된 별개의 음소로, 후자에서는 /jə/의 자유변이음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전의 방언 연구들이 지역별로 이루어졌다면 김형규의 ｢경기, 강원도 방언 연구｣
(1973)는 강원도 방언에 대한 특성을 전체적으로 논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시기에

는 신동수가 ｢홍천 방언 연구｣(1975)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전광현의 ｢동해안 방언의 어휘(Ⅰ·Ⅱ)｣(1978·1981)는 워낙 연구가 적은 이 지역 방

언을 대상으로 해서 의미있는 어휘집을 펴냈다. 원훈의는 ｢강원도방언 연구(1~7-2)｣
(1978~1991)는 강원도의 시·군을 지역별(평창·정선·영월·홍천·춘천·춘성·화천)로 

음운·어휘·문법적으로 분류하여 계속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원훈의의 방언 연구도 

앞의 전성탁의 발표와 마찬가지로 지역대학의 학술지인 춘천교대 관동향토문화연구
에만 실림으로써 학계에 널리 읽힐 기회가 적을 뿐만 아니라 문법형태소의 분석 등 그 

방법론에서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한국의 언어가 장단을 중심으로 운율적인 측면을 논하지만 경상도 방언을 중심으로 

발달한 운율적 자질이 성조이다. 그래서 경상도 방언이 현대의 성조언어로 알려졌으

나, 강원도의 영동방언 중에 일부지역의 방언에도 성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식되면

서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성조연구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

는 성조체계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조변동에 관한 것이다. 영동방언에 대한 성

조의 연구는 문효근의 ｢영동 방언의 운율적 자질에 관한 연구｣(1969)와 ｢영동 북부 방

언의 운율음소｣(1972)가 있는데, 이익섭이 ｢영동방언의 Suprasegmental phoneme체계-특

히 문효근 교수의 소론과 관련하여-｣(1972)의 논문을 내면서 음소체계에서는 견해 차이

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김주원의 ｢강원도 동해안 방언 성조의 특성｣(2003)
이 있으며, 최영미는 ｢정선방언의 성조 체계와 그 역사적 변천에 대한 연구｣(2009)로 건

1)  이익섭, 1972, ｢강릉방언의 형태음소론적 고찰｣, 진단학보 34호, 진단학회; 이익섭, 1972, ｢영동방언의 Suprasegmental 
phoneme체계-특히 문효근 교수의 소론과 관련하여-｣, 동대어문 2집, 동덕여자대학교; 이익섭, 1981, 영동·영서의 
언어분화-강원도의 언어지리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 이병근, 1973, ｢동해안 방언의 2중모음에 대하여｣, 진단학보 제36호, 진단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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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학교에서 강원도 정선 방언의 성조 체계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평창 방언의 성

조연구｣(2015)로 강원도 방언의 성조 체계에 대하여 계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강원도 방언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방언 조사에서부터 시작되며, 따라서 방언 

연구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국정신문화

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학연구실에서 한국방언조사질문지(1980)를 출판하면

서 방언조사의 근간을 만들었다. 강원도 방언의 자료는 이제까지의 강원도 방언에 대한 

관심과 논의에 비해서는 자료를 어느정도 비교적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전국적 

규모의 자료집과 김형규의 ｢한국방언연구｣(1974)나 최학근의 ｢한국방언사전｣(1978), 국립

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1999)이나 최학근의 방언사전(1978)에는 다른 지역의 방언

에 뒤지지 않게 충실히 들어있다. 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방언자료집2 : 강원도

편｣(1990)은 앞으로 강원도 방언 연구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음

성전사를 하면서, 비록 음성 기호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독자를 위한 것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하였으나, 지역별 방언형 위에 한글로 방언형을 전사해 놓음으로써 한 조사 항

목의 방언형들의 전사가 음성·음운 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강원도 방언의 

통사구조의 특징, 문법형태소들의 통사적 기능·의미 등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은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강원도 소속 대학교에서는 학술답사를 통해 방언자료를 수집하였다. 박종철은 고

성군 지역을 중심으로 방언조사를 하였으며, 박종철,3)이상복의 ｢강원도 영동·서 교

차 지역 문화 조사 보고(Ⅰ·Ⅱ)｣(1984~1986)·｢태기산, 치악산 주변지역 문화조사｣
(1986·1987)·｢철원군 지역 문화 조사｣(1988)·｢춘천, 춘성지역 문화조사｣(1989)·｢섬강

유역 향토문화 문화조사｣(1990)는 강원도 여러 지역의 답사를 통해 방언조사를 하였는

데, 이 연구도 앞의 전성탁이나 원훈의의 발표와 마찬가지로 지역대학의 학술지인 강원

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강원문화연구에만 실림으로써 학계에 널리 읽힐 기회가 적었

다.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1986~1987)에서는 강원도 홍천군 방언 학술조사를 하여 1, 

2차에 걸쳐 보고서를 냈다.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는 1983년부터 강원도 전역의 

방언을 조사를 실시하여 양양군(1988)·인제군(1989)·원주군(1990) 학술답사에 대한 조사

내용을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강원문화연구에 수록하였고, 이외 시·군들에 대한 

3)  1982, ｢고성군 지역 향토문화조사 보고(방언 부문)｣, 강원문화연구 제2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박종철, 1984, 

｢강원도 방언연구 : 고성군을 중심으로｣, 숭실어문 1집,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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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답사 자료들은 2002년에 남기탁 외 3인이 강원문화총서 : 방언을 편찬하였다. 이 

저서에서는 강원도 18개 시·군의 방언조사 자료와 이들 자료를 토대로 방언사전의 형

식으로 가나다순으로 정리해서 18개 시·군들의 방언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

으며, 강원도 지역 방언에 대한 논문 3편이 실려 있다. 

강원도 방언에 대한 문법론적 측면에서의 연구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적지 않은 편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언어 단위가 문장이라고 할 때 

방언 연구에서 해당 방언의 통어구조를 밝히고 그 규칙들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그러나 은상현의 ｢강원 지역어의 사동·피동 연구｣(2006) 외에는 강원도 

방언에 대한 통사론적인 측면의 연구는 거의 안 되어 있으며 어휘론적인 측면의 연구

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의 내용마저도 조사, 용언의 어미, 불규칙 용언 등

에 국한되어 왔으며, 주로 그들의 목록 작성, 간단한 용법 제시 정도에 머물고 체계화

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의 강원도 방언 연구는 통사론적인 측면에서 더 활발하

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일한 형태의 방언형이라 하여도 지역에 따라서 동일한 의미자질을 갖지 않고 상이

한 의미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리적인 방언차를 전제로 하는 방언 연구

에서는 의미에 대한 연구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강원도 방언에 대한 의미론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익섭·박종철의 연구4) 정도가 있을 뿐이며 이들

도 강원도 방언에 대한 본격적이고도 체계적인 의미론적 연구는 아니다. 곧, 이익섭은 

‘아재’라는 방언형을 중심으로 해서 친족관계의 단어들이, 그리고 박종철은 몇 몇 특정한 

어휘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지역에 따라 의미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기술함으로써 동일

한 방어형이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더라도 의미 자질이 다를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현

상은 방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강원도 방언의 자료는 이제까지의 강원도 방언에 대한 관심과 논의에 비해서는 상대

적으로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음성전사를 하면서, 음성 기호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독자를 위한 것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하였으나, 지역별 방언형 위

에 한글로 방언형을 전사해 놓음으로써 한 조사 항목의 방언형들의 전사가 음성·음운 

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강원도 방언의 통사구조의 특징, 문법형태소들의 통사

4)  이익섭, 1976, ｢｢아재｣고-방언조사방법의 한 반성-｣, 동아문화 제13호,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이익섭, 1980, 

｢방언에서의 의미 분화｣, 방언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종철, 1984, ｢강원도 방언연구 : 고성군을 중심으로｣, 숭실어
문 1집,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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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능·의미 등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은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강원도 방언에 대한 연구성과를 살펴보았다. 강원도 전역에 공통되는 방언의 

특징을 기술하는 일은 쉽지 않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사정이지만 강원도 전역에 공통

되면서 다른 지역 방언에는 없는 특징을 강원도에서는 찾아보기가 매우 드물다. 그래서 

여기서는 강원도 전체의 공통성을 찾아서 특징을 기술하기가 어려움으로 앞에서 살펴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그 특징이 나타나는 방언형들에 지역을 밝히어 기술하고자 한다.

2. 음소

강원도 안에서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이는 음소는 많지 않다. 음소는 고저장단의 음소

를 모두 가지고 있는 언어가 있지만 한국 방언에서의 음소는 음장과 성조를 들 수 있

다. 강원도는 성조가 음소로 쓰이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다. 즉 강원

도는 우선 성조에 의해 크게 둘로 나뉠 수 있다. 성조의 대립이 있는 지역은 대개 삼

척·강릉을 비롯하여 영월·정선·평창 등지이며 나머지 지역은 성조의 음소가 쓰이지 

않는다. 평창에 관한 성조 연구는 최영미의 연구가 있기도 하다.5)

강원도 방언에는 ‘ㅐ·ㅔ·ㅚ·ㅟ’를 모두 단모음으로 발음되고, ‘ㅘ·ㅝ·ㅙ·ㅞ’ 등의 

이중모음도 비교적 충실히 실현된다. ‘없다, 어른’ 등의 ‘어(ə)’가 ‘으:(ɨ:)’로, ‘영감, 여드름’ 

등의 ‘ㅕ(jə)’가 ‘jɨ’로 바꾸어 길게 발음하고 있어 그 수가 어느 방언 보다 많은 편이다. 

그러므로 강원도 방언에서는 성조와 음장이 모두 음소의 자격을 가진다. 

3. 음운

1) 자음

강원도의 자음체계는 표준어와 같이 19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으며, 구개음화, 경음화, 

격음화 등과 같은 음운변화로 인해 형태음운의 교체에서 표준어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

5) 최영미, 2015, ｢평창방언의 성조연구｣, 한글 308호, 한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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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만 자음의 체계에는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체계는 다음과 같으며 음운의 

전사는 IPA기호를 따르되 조금 차이를 둔다.

 ㅂ(p)  ㄷ(t)  ㅈ(c)  ㄱ(k)

 ㅍ(p )h   ㅌ(th )  ㅊ(ch )  ㅋ(k )h

 ㅃ(p)̓  ㄸ(t̓)  ㅉ(c̓)  ㄲ(k)̓

        ㅅ(s)                     ㅎ(h)

        ㅆ(s̓)

 ㅁ(m)   ㄴ(n)                ㅇ(ŋ)

            ㄹ(r)

강원도 방언의 자음의 교체현상은 모음에 비해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지역에 따라 여

러 유형으로 실현된다. 자음교체의 경우에는 의미 변화는 없고 단지 자음 교체로 발음

되는 것들을 의미한다. 

강원도 방언에서는 동화현상의 하나인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구개음화는 끝소리

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i ]’나 ‘ㅣ[ j ]’계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

이 구개음 ‘ㅈ’·‘ㅊ’이 되는 현상이다. 강원도 방언에서는 연구개음인 ‘ㄱ’이 구개음인 ‘ㅈ’

으로 되거나, 후두음 ‘ㅎ’이 구개음에 가까운 치경구개음인 ‘ㅅ’으로 교체되는 현상까지를 

포함한다. 강원도 방언에서는 ‘ㄱ’이 ‘ㅈ’으로 변하는 현상은 경상도 방언이나 전라도 방

언처럼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특히 ‘겨우’와 ‘겨울’의 구개음화는 강릉·삼척·양양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특히 삼척에서는 ‘겨’를 ‘제’라고 하고 있다. ‘ㅎ’이 ‘ㅅ’으로 변하는 현

상은 영서방언보다는 영동방언이 더 강하게 나타나며, 삼척지역은 경상도 방언에 가까

워 다양하게 나타난다.  

ㄷ → ㅈ 교체

   미닫이 → 미다지(midaʤi)   해돋이 → 해도지(hɛdoʤi)   맏이 → 마지(maʤi)

   밭이 → 바치(bach i)         같이 → 가치(kach i)     

ㄱ → ㅈ 교체  

   김매다 → 짐매다(cimmɛda)   키 → 치(ch i)             밀기울 → 밀지울(milʤiul)

   기둥 → 지둥(ciduŋ)        겹옷 → 접옷(cəpot)       겨드랑 → 저드랑(cjədɨraŋ)
   기미 → 지미(cimi)          기지개 → 지지개(ciʤigɛ)  곁 → 젇(cjət)

   겨우 → 제우(ceu)          겨울 → 져울(cəul)        겨 → 제(ce, 삼척) 

   깁다 → 집는다(cibnɨnda)     번데기 → 번데지(pəndəʤi)  깊다 → 집다(ci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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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 ㅅ 교체 

   혀 → 세(se)         혁대 → 석대(səkt̓ɛ)       현몽 → 선몽(sənmoŋ)

   형 → 성(səŋ)       형님 → 성님(səŋnim)     효자 → 소자(soʤa)

   휴지 → 수지(suʤi)   흉년 → 숭년(suŋnjən)     흉물 → 숭물(suŋmul)

강원도 방언에서는 평음이 경음으로 변하는 경음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파열음 계

통의 평음 ‘ㄱ·ㄷ·ㅂ’이 어두에서 된소리로 발음된다. 이 현상은 현대국어의 일반적인 

경향이면서도 지역 방언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강원도 방언에서는 첫음절에서만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둘째, 셋째 음절에서도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이 있다. 

첫째 음절에서의 교체

 가시 → 까시(ka̓si) 고갱이 → 꼬갱이(kogɛŋi)     곡괭이 → 꼭깽이(k̓ok̓ɛŋi)
 구기다 → 꾸기다(k̓ugida) 도 → 뙤(t̓ø)              도랑 → 또랑(t̓oraŋ)

 두꺼비 → 뚜께비(t̓uk̓ebi) 볼 → 뽈 / 뽈태기(pʼol / pʼolth ɛgi) 

 불리다 → 뿔기다(p̓ulgida) 사례 → 싸레(s̓are) 

둘째 음절에서의 교체

 풀비 → 풀삐(pʰulpi̓) 세수대야 →세수때(sesut̓ɛ)  

‘도랑’의 경우는 영동방언에서는 ‘도랑’으로 주로 나타나고 영서방언에 ‘또랑’으로 많이 

나타난다. ‘두꺼비’는 영동방언에서 주로 ‘뚜꺼비’로 나타난다. ‘볼’은 원주·정선 등에서는 

‘뽈’로 발음되며, 영동지역에서는 ‘뽈태기’의 형태로 나타난다. ‘사례’는 ‘싸레’의 형태로 영

동방언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강원도 방언에서는 평음 ‘ㄱ’·‘ㄷ’·‘ㅂ’·‘ㅈ’이 격음 ‘ㅋ’·‘ㅌ’·‘ㅍ’·‘ㅊ’으로 바뀌는 격음

화가 나타난다. 어두보다는 어중에 ‘ㅎ’음과 ‘ㄱ·ㄷ·ㅂ·ㅈ’이 결합하여 ‘ㅋ·ㅌ·ㅍ·ㅊ’

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음운현상과는 달리 초성에서 평음이 격음으로 발

음되는 경우가 있다.

갈치 → 칼치(k ahlch i)    고린내 → 코린내(kʰorinnɛ)   구린내 → 쿠린내(kʰurinnɛ) 
덩굴 → 넝쿨(nəŋkʰul)   두렁이 → 투렁이(th ureŋi)      

강원도 방언에서도 경상도 방언이나 충청도 방언에 나타나는 소실문자 ‘ㅿ·ㅸ’의 흔적

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영서지역보다는 영동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강원도 방

언에서는 ‘ㅿ’과 ‘ㅸ’이 각각 소실되거나 반모음 /w/으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영동방언에서는 ‘ㅿ’과 ‘ㅸ’이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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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지역에서는 ‘누에’를 경상도나 함경도 방언처럼 ‘누베(nube)’라고 한다. 예전에, 여

자들의 머리숱이 많아 보이라고 덧붙였던 딴 머리를 ‘다리’라고 하는데, 춘천·평창·홍

천·횡성 등지에서 ‘달비(talbi)’로 쓴다. 짐을 머리에 일 때 머리에 받치는 고리 모양의 

물건인 ‘똬리’는 강원도 전역에서 ‘또바리(t̓obari)’로 쓰인다. 

ㅿ>ㅅ이 반영된 경우는 ‘냉이→나생이(naseŋi)’, ‘가위→가새(kasɛ)’, ‘아우보다→아시보다

(asiboda, 태백·고성)’, ‘아우타다→아수타다(asuth ada, 영서지역)’ / ‘아시타다(asilth ada 영

동지역)’, ‘마을→마실(masil, 삼척·양양·춘천)’ / ‘마슬(masɨl 삼척)’, ‘마을간다→마실간다

(masilganda)’ 등이 쓰인다. 이러한 어형들은 강원도 지역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중세국어에 ‘ㄱ’ 곡용의 형태였던 것이 ‘ㄱ’이 소실되었다가 방언형에서 쓰이는 경우

도 있다. 예를 들면 ‘나무’를 삼척·강릉지역에서는 ‘낭구(naŋgu)’·‘낭기(naŋgi)’로 쓰인

다. 이러한 유사한 예는 ‘어레미→얼개미(əlgemi)’, ‘고무래→고물개(komulgɛ)’, ‘맵다→매

굽다(mɛgupt̓a)’, ‘짜다→짜굽다(cʼagupt̓a)’, ‘냅다→내굽다(nɛgəpta)’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양상들이 다른 방언에 비해 미약하고 단어에 따라서도 변화의 양상을 달리하는데 이

러한 현상들이 자생적인 음운 변화의 양상인지 아니면 인접 방언의 차용된 결과인지

를 밝히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외에도 자음이 첨가되는 변화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

다. ‘언청이’를 강원도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헤쳉이(hech eŋi)’로 쓰이면서 ‘ㅎ/h/’을 첨가한

다. ‘아궁이’를 강릉·정선·양양 지역에서 ‘아궁지(aguŋʤi)’로 쓰이면서 ‘ㅈ/ʤ/’음이 첨가

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자음 첨가 현상은 고어의 유지라는 면에서 강원도에 많이 나타

나는 현상인데, 남부방언권에 있는 방언들보다는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외에도 ‘복

사뼈’를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복상뼈(poksaŋpy̓ə)’로 ‘ㅇ(ŋ)‘이 첨가되어 나타나며, 평

창·강릉·동해·속초·영월·정선·춘천·태백·홍천·횡성의 지역에서는 ‘부추’를 ‘분추

(punch u)’로 ‘ㄴ(n)’이 첨가되어 쓰인다.

위처럼 자음이 첨가되는 경우와는 반대로 자음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 둘 이상의 

음절이나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에 음절이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으로, 음절이나 음운

이 탈락되어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다. 예를 들면, 대·싸리·버들 따위를 재료로 하여 

바닥은 둥글고 촘촘하게, 전은 성기게 엮어 만든 그릇인 ‘광주리’를 양구·원주·춘천·

홍천·화천·횡성 등의 영서방언에서 ‘광우리(kwaŋuri)’로 쓰인다. 

2) 모음

전국적으로 모음체계는 방언권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상도 방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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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ㅔ[e]와 ㅐ[ɛ]가 /E/로 실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강원도 방언의 모음은 ‘ㅣ·ㅔ·ㅐ·

ㅟ·ㅚ·ㅡ·ㅓ·ㅏ·ㅜ·ㅗ’와 같이 주로 10개의 단모음으로 되어 있다. 일부 강릉·삼

척 지역에서는 반모음 ‘ㅣ’와 단모음 ‘ㅚ’가 결합한 특이한 이중모음이 나타나기도 한다. 영

동방언에서는 원순모음인 ‘외, 위’의 경우는 서남방언만큼이나 원순성이 강한 특성을 보인다. 

전설모음 후설모음
비원순 원순 비원순 원순

고 ㅣ[i] ㅟ[y] ㅡ[ ɨ ] ㅜ[u]
중 ㅔ[e] ㅚ[ø] ㅓ[ə] ㅗ[o]
저 ㅐ[ɛ] ㅏ[a]

이중모음의 경우는 반모음 /w/, /j/와 단모음이 상승적 방향과 하강적 방향에 의하여 결

합하여 나타난다. 이중모음으로 ᆜ[jɨ ]가 극히 제한된 어휘에서 장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j계 상승적 중모음 : ㅑ[ja]   ㅕ[jə]   ㅛ[jo]   ㅠ[ju]   ㅒ[jɛ]  ㅖ[je] 

 w계 상승적 중모음 : ㅘ[wa]  ㅝ[wə]  ㅙ[wɛ]  ㅞ[we]

  j계 하강적 중모음 : ㅢ[ɨ j]

모음의 변화를 보면 앞의 단어 또는 어절에 있는 ‘ㅏ·ㅓ·ㅗ’ 등의 후설모음이 다음 음

절에 오는 ‘ㅣ’나 ‘ㅣ’계 모음의 영향을 받아 전설모음 ‘ㅐ·ㅔ·ㅚ’ 등으로 변하는 움라우트 

현상(모음에 의한 모음의 동화현상)이 나타나는데, 강원도 방언에서도 이러한 방언형이 나

타난다. 이 현상은 뒤 음절의 ‘ㅣ’나 ‘ㅣ’계 모음의 영향으로 앞의 모음이 변하므로 ‘ㅣ’모음 

역행동화라고도 한다. 이 현상은 중부방언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강원도 방언도 역시 

여러 어휘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들은 노인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청소년층에서

는 ‘소경, 구경’과 같은 단어들에서는 움라우트 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표준어 교육

이나 대중매체의 보급 등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다.

 잠방이 → 잠뱅이(cambɛŋi)  누더기 → 누데기(nudegi)     

 정강이 → 정갱이(cəŋgɛŋi)  엉덩이 → 엉뎅이(əŋdɛŋi)

 두드러기 → 두드레기(tudɨregi) 장끼 → 쟁끼(cɛŋk̓i)

 홀아비 → 홀애비(horɛbi)  피라미 → 피래미(ph irɛmi)

 구더기 → 구데기(kudegi)  지렁이 → 지렝이(cireŋi)

 고기(肉) → 괴기(køgi)  고비 → 괴비(købi)

 도련님 → 되련님(tørjənnim)  도배 → 되배(tøbɛ)
 소경 → 쇠경(søgyəŋ)  구경 → 귀경(kygjə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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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동형이나 피동형을 만드는 선어말어미 ‘-이-, -히-, -리-, -기-’ 등이 붙은 사

동사들이 이러한 움라우트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먹이다 → 멕이다(megida)  먹히다 → 메키다(mekh ida) 

 맡기다 → 맽기다(mɛtkida)  아끼다 → 애끼다(ɛk’ida)

영동방언에서는 주격조사 ‘-이’가 붙는 경우 움라우트 현상이 일어난다.

 밥 + 이 = 뱁이(먹을 뱁이 읍따.)

 법 + 이 = 벱이(너 그러는 벱이 아니여.)     

강원도 방언에는 경상도 방언이나 충청도 방언에서 일어나는 ‘어:(ə:)’의 장음들이 ‘으:(ɨ:)’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어:(ə:)’가 단어의 첫째음절 위치에 오면 ‘으:(ɨ:)’로 실현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후설중모음인 ‘어:(ə:)’가 후설고음인 ‘으:(ɨ:)’로 변화하는 현상인데, 한자어에서도 나타

난다. 이러한 변화는 영서방언보다 영동방언에서 더 많이 보인다.

 언제 → 은제(ɨ:nʤe)   얼마 → 을마(ɨ:lma) 

 거머리 → 그마리(kɨ:mari)   더럽다 → 드럽다(tɨ:rəpta)

 덤 → 듬(tɨ:m)    섣달 → 슫달(sɨ :ttal)
 설 → 슬(sɨ:l)    써레 → 쓰레(sʼɨ:re)
 어른 → 으런(ɨ:rən)   없다 → 읍따(ɨ:pt̓a)

 점심 → 즘심(cɨ:msim)   헝겊 → 흥겊(hɨ:ŋgəp)

 꺼내다 → 끄내다(kʼɨ:nɛda)

 정(鄭)씨 → 증씨(cɨ:ŋs’i)   성미(性味) → 승미(sɨ:ŋmi)  

장모음 ‘여:/jə:/’도 고모음화인 ‘/jɨ:/’로 발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한자어를 중심으로 나

타난다. 

  

 영감(令監) → /jɨ:ŋgam/   경상도(慶尙道) → /kjɨ:ŋsaŋdo/

경상도 방언이나 충청도 방언에서 나타나는 전설반고모음인 ‘에/e/’가 어두에서 장모음일 

때 전설고모음의 장모음인 ‘이/i:/’로 실현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강원도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데, 영서방언보다는 영동방언에 집중된다. 삼척에서는 ‘저+-가(주격조사)’의 형태가 ‘지:가’로 

나타나기도 한다.



690  강원도사

제4장 | 강원의 방언

 베개 → 비:개(bi:gɛ)   제비 → 지:비(ci:bi)

 제사 → 지:사(ci:sa)    셋(三) → 싣(si:t)  

 베다 → 비:다(bi:da)   세다 → 시:다(si:da) 

 제가 → 지:가(ci:ga)

모음교체는 대다수의 방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강원도 방언의 경우도 다양하게 교체현

상이 일어난다. 먼저 대다수 후설모음 ‘우(u)·오(o)·으(ɨ)·아(a)·어(ə)’ 등이 전설모음 ‘이(i)· 

에(e)·외(ø)·애(ɛ)’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후설모음 ‘우(u)·애(ɛ)·으(ɨ)·오(o)·아(a)·에(e)’

가 전설고모음 ‘이(i)’로 교체되어 실현된다.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경우와 저모음

이면서 개모음이 고모음이면서 폐모음으로 교체되어 실현되는데, 영서지역보다는 영동지역

이 더 강하다.

[우(u) → 이(i)] 

골무 → 골미(kolmi)     국수 → 국시(kuksi)     과줄 → 과질(kwaʤil) 

[애(ɛ) → 이(i)]

보조개 → 보조기(poʤogi)     재채기 → 재치기(cɛch igi) 

[으(ɨ) → 이(i)]

쇠스랑 → 소시랑 / 쇠시랑(sosiraŋ / søsiraŋ)     그냥 → 기냥(kinjaŋ) 

진드기 → 진데기(cindegi) / 찐디기(c̓indigi)     부스럼 → 부시럼(pusirəm)  

[오(o) → 이(i)]

화로 → 하리 / 화리(hari / hwari)

[아(a) → 이(i)]

살강 → 실겅(silgəŋ) / 실궝(silkwəŋ)

[에(e) → 이(i)]

게 → 기(ki : 영동지역)

[예(jə) → 이(i)]

계집 → 기집 / 지집(kiʤip / ciʤip)     사례 → 사리(sari : 영서지역)

둘째 ‘여(jə)·아(a)·이(i)·야(ja)’가 ‘에(e)’로 실현된다. ‘여(jə)’가 ‘에(e)’로 교체되는 경우는 대

부분 첫음절에서 이루어지며, 다른 경우는 2음절 이하에서 실현된다. 

[여(jə) → 에(e)]

겨 → 게(ke)     며느리 → 메누리(menuri)     벼락 → 베락(perak)

벼룩 → 베루기(perugi) / 베룩(peruk)     벼 → 베(pe) 

[아(a) → 에(e)]  

얼마 → 얼매(əlme)  

[이(i) → 에(e)]   

어디 → 어데(əde)     글피 → 글페(kɨlph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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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ja) → 에(e)]
뺨 → 뻼(p̓em)  

셋째 단음절인 경우에 움라우트 현상처럼 ‘도(윷놀이)’를 영월·홍천·평창·고성·속초·

정선·태백·동해·강릉 지역에서는 ‘뙤(t̓ø)’로 실현되어 ‘오(o)’가 외(ø)’로 교체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넷째 ‘아(a), 여(jə)’가 ‘애(ɛ)’로 실현된다. ‘가자미’가 ‘가재미’로, ‘마디’가 ‘매디’로 교체되는 것

은 움라우트 현상이지만, ‘이(i)’나 ‘이(i)’계 모음의 영향도 없이 ‘아(a)’가 ‘애(ɛ)’로 교체되어 실

현된다. 강릉·삼척·양양 지역에서는 ‘감자’를 ‘감재(kamʤɛ)’로, ‘나중’을 ‘내중(nɛʤuŋ)’의 방

언형으로 모음이 교체되어 나타난다. 강원도 방언에서는 ‘질경이’를 ‘질갱이(cilgɛŋi)’로 교체하

여 여(jə)’가 ‘애(ɛ)’로 실현된다.

위의 모음 교체의 예를 보면, ‘이(i)·에(e)·외(ø)·애(ɛ)’로 교체된 모음은 대다수 후설모음

‘아(a)·어(ə)·오(o)·우(u)’인데 전설모음으로 교체된 경우가 많고, 같은 전설모음이라도 개

구도가 큰 개모음이 개구도가 작은 폐모음으로 바뀌는 것이 특징이다.

다섯째 중설모음 ‘으(ɨ)’나 ‘어(ə)·아(a)’로 교체된 것으로 이들 모음 교체도 대다수 후설모

음이 중설모음으로 교체된 경우가 많고, 같은 중설모음이라도 개구도가 큰 개모음이 개구

도가 작은 폐모음으로 바뀌는 것이 많다. ‘오(o)’가 ‘어(ə)’로의 교체는 원순모음인 ‘오(o)’가 비

원순모음인 ‘어(ə)’로 변하는 예라 하겠다. 예를 들면, ‘보습’을 ‘버섭(pəsəp)’으로, ‘보리’는 ‘버

리(pəri)’로 나타난다. 또한 삼척·정선·강릉에서는 ‘배추’를 ‘배차(pɛch a)’로 발음하여 ‘우(u)’가 

‘아(a)’로 실현된다.

여섯째 전설모음이나 중설모음이 후설모음인 ‘우(u)’나 ‘오(o)’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 강

원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위(y)’가 ’우(u)’로 교체되어 나타난다. 또한 ‘이(i)·오(o)·으(ɨ)·아

(a)·어(ə)·애(ɛ)’가 후설고모음 ‘우(u)’로 교체되어 나타난다. ‘이(i)’가 ‘우(u)’로 교체되는 현상

은 영서지역보다는 영동지역이 더 많이 나타난다. 

 

[위(y) → 우(u)]

기저귀 → 지저구 / 기저구(ciʤəgu / kiʤəgu)  까마귀 → 까마구(k̓amagu)

당나귀 → 당나구(taŋnagu)                돌쩌귀 → 돌쩌구(tolc̓əgu)

방귀 → 방구(paŋgu)                          사마귀 → 사마구(samagu)

[이(i) → 우(u)]  

오디 → 오두(odu)      공기 → 공구(koŋgu)       고치 → 고추(koch u)

낚시 → 낙수(naksu)     도리깨 → 도루깨(toruk̓ɛ)   모기 → 모구(mogu)

[오(o) → 우(u)]

기계총 → 기계충(kigjech uŋ)           꽃봉오리 → 꽃봉우리(k̓otpoŋ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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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ɨ) → 우(u)]

며느리 → 메누리(menuri)    

[아(a) → 우(u)]

손가락 → 손꾸락(sonk̓urak)

[어(ə) → 우(u)]  

먼지 → 문지(munʤi)

[애(ɛ) → 우(u)]  

담뱃대 → 담붓대(tamputtɛ)

일곱째 중설모음 ‘으(ɨ)·어(ə)·아(a)’가 후설모음인 ‘오(o)’로 교체되어 실현된다. ‘버선’이 

‘보선(posən)’으로 ‘어(ə)’가 ‘오(o)’로 교체된 것이고, ‘바구니’가 ‘보구니(poguni)’로 ‘아(a)’가 ‘오(o)’

로 교체되어 쓰인다.

강원도 방언의 모음의 교체현상은 이 이외에도 상당수가 있으나 그 교체현상의 특징이 

뚜렷하지 않거나 일정한 경향을 크게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 강원도 방언에서의 모음교체 

이외에도 모음이 첨가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멸치’를 양구·영월·철원·춘천에서는 

‘메루치(meruch i)’로, 정선·태백·평창·화천·동해·홍천·고성·속초에서는 ‘메르치(merɨch i)’

로 ‘우(u)’나 ‘으(ɨ)’가 첨가되어 쓰인다. ‘섧다’를 강원도의 대다수 지역에서 ‘서럽다(sərəpt̓a)’로 

길게 발음한다. 모음첨가는 발음상 길게 하려는 습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강원도 방언에는 자음이나 모음의 음운 첨가가 아닌 어휘에 음절을 더하여 발음하는 것

들도 있다. 

 

겨드랑 → 져드랑이(cədɨraŋi) 노루 → 놀갱이(nolgɛŋi)

다리 → 달비(talbi)  담 → 담장(tamʤaŋ) / 담벽(tamp̓ek)

돌 → 돌맹이(tolmeŋi)  짚신 → 짚세기(ciph segi)

음운이 첨가되는 현상과는 반대로 음운이 탈락되어 나타난다. ‘두루마기’를 ‘두루막

(turumak)’으로, ‘시누이’를 ‘시누(sinu)’로 발음하면서 ‘으(ɨ)’가 탈락되어 나타난다. ‘새암’을 ‘샘

(sɛm)’으로, ‘세수대야’를 ‘세숫대(sesut̓ɛ)’로, ‘복숭아’를 ‘복상(poks̓aŋ)’으로 모음이 탈락되어 나타

난다. 둘 이상의 음절이나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에 음절이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으로, 

음절이나 음운이 탈락되어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다.

두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에 앞뒤 형태소의 두 음소나 음절이 한 음소나 음절로 되는 

현상으로 음절 수가 줄어든다.

누나 → 누(nu)     고욤 → 굄(køm)     노을 → 놀(nol)

사닥다리 → 사다리(sɛdari)     누에나방 → 나방(naba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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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받침

강원도 방언에서의 받침은 다른 방언권과 마찬가지로 음절말에서 중화를 이루어 /ㄷ·

ㅌ·ㄸ·ㅅ·ㅆ·ㅈ·ㅊ·ㅎ/이 /ㄷ/으로, /ㄱ·ㅋ·ㄲ/이 /ㄱ/으로, /ㅂ·ㅍ·ㅃ/이 /ㅂ/으로 

발음됨으로써 받침에서는 7자음이 실현된다. 받침에서 격음 /ㅋ·ㅌ·ㅍ·ㅊ/ 등이 중화하

여 /ㄱ·ㄷ·ㅂ/으로 평음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화되지 않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부엌 : 부엌+이 = 부어기 / 부어키,   부엌+에서 = 부어게서 / 부어케서

꽃 : 꽃+이 = 꼬시 / 꼬치  꽃+에 = 꼬테 / 꼬체

솥 : 솥+이 = 소시 / 소치  솥+을 = 소슬 / 소츨 / 소틀    

밭 : 밭+이 = 바시 / 바치  밭+에 = 바세 / 바체 / 바테

‘부엌’의 경우에는 ‘부억’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부엌’으로 보수적으로 유지하기도 한다. 그

런데 ‘꽃’은 조사 ‘-에’와 결합하면 ‘꽃’이 유지되든지 ‘꽅’으로 재구조화하여 쓰이기도 한다. 

‘솥’은 ‘솟’이나 ‘ㅌ’이 뒤에 ‘이(i)’나 ‘이(i)’계 모음과 결합하면 ‘치’로 구개음화되어 나타나는 것

이 한글맞춤법에 맞는 것이지만 조사 ‘-을’과 결합하면 ‘솟/솣/솥’ 등이 임의적으로 쓰인다. 

‘밭’도 ‘밧’이나 ‘밫’으로 중화되어 쓰이는데 조사 ‘-에’와 결합하면 보수적으로 ‘밭’이 쓰인다.

겹받침인 경우에는 단어 경계나 형태소 경계를 선행시키는 자음 앞의 환경에서 어간말 

겹자음 가운데 하나의 자음을 탈락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어의 공통적 특징

인데 강원도 방언에서 ‘값·넋·몫’ 등은 형태소 경계에서는 하나의 자음이 탈락되지만, 모

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와 연결되면 겹자음이 모두 나타나지만, ‘흙·닭’은 ‘흑·닥’처럼 자

음 하나가 탈락된 형식으로 굳어져 쓰인다.  

강원도 방언에는 표준어 발음과 다른 받침의 발음이 나타난다. 표준발음법 규정에 겹받

침 ‘ㄳ’·‘ㄵ’·‘ㄼ’·‘ㄽ’·‘ㄾ’·‘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ㄴ·ㄹ·ㅂ]으로 발음하

며, ‘ㄺ·ㄻ·ㄿ’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ㅁ·ㅂ]으로 발음한다고 되어 있다. 강

원도 방언에서는 ‘맑다·묽다·읽다’는 모두 받침이 ‘ㄺ’이므로 /makt’a/, /mukt’a/, /ikt’a/가 되

어야 하지만 /l/로 발음이 되며, ‘밟다’도 받침이 ‘ㄼ’이므로 /papt’a/로 발음해야 한다. 그러나 

강원도 방언에서는 대부분 ‘ㄹ(l)’로 나타난다.  

굵다 → 굴따(kult̓a)     늙다 → 늘따(nɨlt̓ a)     맑다 → 말따(malt̓a)

묽다 → 물따(mult̓a)     밝다 → 발따(paltʼa)     붉다 → 뿔따(p̓ul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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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다 → 발따(palta) 떫다 → 떨따(th əlt̓a)
 훑다 → 훌따(hultt̓a) 읊다 → 을따(ɨlt̓ a)

4. 문법

강원도 방언의 특징은 대부분 음성학과 음운론에 치중되어 있고 문법적인 특징은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하더라도 강원도 지역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격조사의 변화를 보면, 삼척에서는 주격조사 ‘-가’가 ‘-이’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모(苗)이(-가) 잘 자라거든”처럼 ‘-가’가 쓰일 자리에 ‘-이’가 쓰이는 경우가 있다. 처소격 

조사의 ‘-에’가 ‘-애, -에다/-에다가’를 쓰는 경우가 여러 지역에서 보인다. 목적격조사 ‘-

을/-를’을 영동방언에서는 ‘-으/-르’로 쓰기도 한다.

활용어미에서도 강원도를 양분하는 현상이 보인다. 의문어미 ‘-니’가 강릉·삼척·평창·

정선 등의 지역에서는 “니 어데 가나?”처럼 ‘-나’가 쓰이며 나머지 지역은 ‘-니’가 쓰이는 

것이다. ‘-니’는 강원도를 동남 지역과 서북 지역으로 양분하는데 중요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상태가 서로 맞서는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면서’가 ‘-민서’의 방언형으로 나타난다.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가정

하여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 ‘-면’이 ‘-문’의 형태로 쓰인다. 

 
 너는 모르민서 아는 척하나?
 눈이 오문 좋을 텐데.

문법적인 특징에서 논의되는 것이 상대경어법의 화계에 대한 차이이다. 강원도 방언에서

는 상대경어법을 ‘하십시오체·하오체·하게체·해라체·해요체·해체’의 6화계를 모두 사용

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 상대경어법의 ‘해요’체의 ‘-요’가 ‘-유/-슈’로 쓰인다. 부정형의 ‘안, 

못’이 모두 사용되지만, 속초·양양·고성 지역에서는 부정소 ‘안’이 “나는 아이 가겠슈”처럼 

‘아이’로 나타난다.

5. 어휘

1) 특이한 어휘

강원도 방언에서만 관찰되는 어휘상의 특징을 지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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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어휘들이 강원도 전체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도 있지만 특정 지역에서만 쓰이는 

편협성도 보인다. 

표준어 방언형 표준어 방언형
가부좌 책상다리 / 올방지 / 올방구 개상 챗돌 / 탯돌
거울 색경 / 맨경 / 민경 곁두리 참 / 새참
고명 꾀미 / 꾸미 고무래 곰배 / 불곰배
곰보 얼금배기 귀얄 풀솔 / 솔
김치 짠지 넓적다리 심다리
놉 일꾼 / 품팔이 누룽지 소쩨이 / 소디끼 /소꼴기

도깨비바늘 귀사리 / 까막사리 / 까치바늘 디딜방아 발방아
모두 마카 목말 무등 / 목말 / 동고리

버마재비 오줌싸개 / 사마구 / 황개미 볏(닭) 면두 / 멘두
부삽 비뎅이 / 불비뎅이 부엌 정지
상추 불기 / 부루 새알심 옹심이
서랍 빼닫이 솔가리 검불 / 솔검불 / 갈비 /솔갈비

쇠죽바가지
구박 / 여물구박 / 여물박 / 
쇠물구박 / 쇠물박 

아궁이 보강지

애꾸눈이 외통배기 / 외통쟁이 언청이 허쳉이 / 째보
외양간 마구 / 마구깐 이끼 바우옷 / 물이끼
자두 꽤 / 고야 잠자리 소금쟁이

진달래 참꽃 회충 거시 / 거우 / 거이

여기서는 모음이나 자음의 교체로 인한 어휘변화가 아닌 음운변화와는 전혀 다르게 

쓰이는 어휘들을 정리해 본다. 

‘가부좌’는 부처나 중의 앉음새의 하나로 두 발을 구부려 각각 양쪽 허벅다리 위에 얹

거나 한쪽 발만 얹고 앉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강원도 

방언에서는 ‘책상다리·올방지·올방구’로 쓰고 있다.

‘개상’은 볏단을 메어쳐서 이삭을 떨어내는 데 쓰던 농기구로 굵은 서까래 같은 통나

무 네댓 개를 가로로 대어 엮고 다리 네 개를 박아 만드는 것으로 강원도 횡성·속

초·양구에서는 ‘챗돌(cʰɛt̓ol)’이라 하고, 화천·고성·태백·양구에서는 ‘탯돌(th ɛth ol)’로 나

타나는데, 표준어에서 ‘챗돌’은 ‘개상 위에 얹어 놓고 태질할 때 쓰는 돌’을 가리키는 것

이다. 

‘거울’을 춘천·양양·화천·고성·속초·양구·철원에서는 ‘색경(sɛkkjəŋ)’이라고 하고, 

강릉·인제·삼척·횡성에서는 ‘맨경/민경(mɛnkjəŋ/mingjəŋ)’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얼굴을 비추어 보는 작은 거울’인 ‘면경(面鏡)’을 가리키는 것이다.

‘곁두리’는 ‘농사꾼이나 일꾼들이 끼니 외에 참참이 먹는 음식’인데, 강원도에서는 ‘일을 

하다가 잠깐 쉬면서 먹는 음식’인 ‘참(ch am)’ 혹은 ‘새참(sɛch am)’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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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은 음식의 모양과 빛깔을 돋보이게 하고 음식의 맛을 더하기 위하여 음식 위에 

얹거나 뿌리는 것을 말하는데, 태백·강릉·삼척 지역에서는 경기도 방언에서 쓰이는 

‘꾀미(kømi)’와 춘천·홍천에서는 ‘국이나 찌개에 넣는 고기붙이’인 ‘꾸미(kʼumi)’로 나타난

다. ‘고무래’를 강원도 강릉·삼척·정선·양구·철원·영월 지역에서는 ‘곰배(kombɛ)/불
곰배(pulkombɛ)’가 쓰인다.

얼굴이 얽은 사람을 이르는 ‘곰보’를 원주·양구·속초·평창·삼척·횡성에서는 ‘얼금

배기(əlgɨmbɛgi)’라고 하는데, 이것은 ‘얼굴이 얼금얼금 얽은 사람’을 이르는 ‘얼금뱅이’의 

방언형이다. ‘귀얄’을 강원도 여러 지역에서는 ‘풀솔(pʰulsol)/솔(sol)’로 쓰인다. ‘김치’는 ‘무

를 통째로 소금에 짜게 절여서 묵혀 두고 먹는 ‘김치’인 ‘짠지(ca̓nʤi)’와 강원도의 대다수 

지역에서 공존한다.

‘넓적다리’를 영동지역인 고성·동해·삼척·속초에서 ‘심다리(simdari)’라고 부르는 특이

한 형태의 방언이 나타난다. ‘하루하루 품삯과 음식을 받고 일을 하는 품팔이 일꾼’을 

말하는 ‘놉’을 고유어인 ‘놉’보다는 ‘일꾼(ilkʼun)’과 ‘품팔이(pʰumpʰari)’로 많이 쓰인다. ‘누룽

지’에 해당하는 방언형으로 영동지역에서는 ‘소쩨이(soc̓ei)/소디끼(sodiki̓)/소꼴기(sok̓olki)’의 

특이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소디끼’는 ‘솥+이끼’에서 온 듯하다.

‘도깨비바늘’은 다른 방언형에 비해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영월·정선·평창 지역에

서는 ‘귀사리(kysari)’로, 양구·철원·홍천 지역에서는 ‘까막사리(ka̓maks̓ari)’로, 춘천에서는 

‘까치바늘(kʼach ibanɨl)’의 방언형으로 쓰인다. ‘디딜방아’는 강원도 대다수의 지역에서 ‘발방

아(palbaŋa)’의 방언형으로 나타난다. 명사와 부사로 쓰이는 ‘모두’를 삼척·강릉 지역에서 

‘마카(mak ah)’의 방언형이 쓰이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조금도 남김없이 모두 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끔’의 방언형으로 나타난다.

‘목말’에 해당하는 강원도 방언으로는 ‘무등/목말/동고리’가 있는데 이 중 ‘동고리’는 강

릉시에만 분포되는 형태이다. 이처럼 강릉에만 분포되는 방언형은 ‘동고리’ 이외에도 몇 

개 더 있다. ‘버마재비’를 가리키는 강원도 방언은 ‘오줌싸개(oʤums̓agɛ)/사마구(samagu)’ 

등이 대표적인데 ‘어응가시’라는 특이한 형태가 홍천군의 두 면에 나타나고 영월군 일부

에서는 ‘황개미(hwaŋgɛmi)’라는 특이한 형태가 나타나는데, ‘사마귀(samagy)’의 방언형으로 

쓰인다.

닭이나 새 따위의 이마 위에 세로로 붙은 살 조각으로 빛깔이 붉고 시울이 톱니처럼 

생긴 닭의 ‘볏’을 양구·철원·춘천·화천·인제·홍천에서는 면두/멘두(mjəndu/mendu)‘의 

방언형으로 쓰인다. ‘부삽’은 충청도와 경상도 방언에서 ‘비뎅이(pidɛŋi)’로 형성되는데,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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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양구·평창·홍천 등에서도 ‘비뎅이(pidɛŋi)’의 방언형이 쓰이며, 고성·속초에서는 ‘불

비뎅이(pulbidɛŋi)’의 형태도 나타난다.

‘부엌’의 방언형으로는 영동지역에서는 ‘정지(cəŋʤi)’가 쓰인다. ‘상추’를 강릉·양양·정

선에서는 ‘불기(pulki)’로, 평창·영월에서는 ‘부루(puru)’의 방언형으로 나타난다. 팥죽 속

에 넣어 먹는 새알만 한 덩이로 보통 찹쌀가루나 수수 가루로 동글동글하게 만든 ‘새알

심’을 강원도 대다수의 지역에서 ‘옹심이(oŋsimi)’이라고 한다.

‘서랍’에 대해 경상도·전라도·충청도 방언에서 쓰이는 ‘빼닫이(pʼɛdaʤi)’의 방언형이 

강원도 영동지역에서 쓰인다. ‘말라서 땅에 떨어져 쌓인 솔잎’이나 ‘소나무의 가지를 땔

감으로 쓰려고 묶어 놓은 것’을 ‘솔가리’라고 하는데, 이에 고성·속초·홍천에서는 ‘검불

(kəmbul)’의 형태로 쓰이며, 춘천·인제·양구·철원에서는 ‘솔검불(solgəmbul)’로 쓰인다. 

강릉·동해·정선·삼척에서는 ‘갈비(kalbi)/솔갈비(solgalbi)’가 쓰이는데, 사전에서는 ‘갈비’

는 ‘솔가리’의 잘못이라고 나타난다.  

‘쇠죽바가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구박(kubak)’으로 쓰이는데, 조금씩 변형된 형태들

이 나타난다. 속초·인제·정선에서는 ‘여물구박(jəmulkubak)/여물박(yəmulpak)’의 방

언이 쓰이며, 춘천·홍천에서는 ‘쇠물구박(sømulgubak)’으로, 영월·태백에서는 ‘쇠물박

(sømulbak)으로 나타난다. ‘아궁이’에 대하여 경기도 방언이나 충북 방언에 쓰이는 ‘보강

지(poganʤi)’를 영월·삼척·속초·철원·정선·홍천·횡성·인제·춘천·원주·고성·강

릉 등의 강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다.

‘애꾸눈이’는 원주에서는 ‘외통배기(øth oŋʤɛŋi)’로 쓰이고, 춘천·철원에서는 ‘외통쟁이

(øth oŋʤɛŋi)’를 쓴다. ‘언청이’는 강원도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허쳉이(hecʰeŋi)’를 쓰고, 동

해·횡성·정선에서는 ‘째보(c̓ɛbo)’가 쓰이는데, 이 ‘째보(c̓ɛbo)’는 ‘언청이’를 놀리는 말로 

표준어에서는 되어 있다. ‘외양간’은 ‘마소를 기르는 곳’인데, 속초·양구·철원·태백·홍

천·화천·춘천 지역에서는 ‘마구깐(magutkʼan)’이라 하고, 고성·삼척·인제·정선에서는 

‘마구(magu)’라고 하는데, 이것은 ‘외양간’에서 말과 소를 모두 키우기 때문인 것이다. ‘외

양간’과 ‘마구간’을 같이 통용해서 쓰는 지역도 있다. 

‘이끼’는 동해·양구·정선·철원·태백·홍천·화천 지역에서는 ‘바우옷(pauot)’의 형

태로 쓰이는데, 이것은 ‘바위’에 나는 ‘옷’의 의미로 볼 수가 있다. 화천에서는 ‘물이끼’라

고도 한다. ‘자두’에 대한 강원도의 방언형으로 정선·고성·속초·강릉 지역에서는 ‘꽤

(kʼø)’가 쓰이는데, ‘꽤’는 자두의 재래종으로 자두보다는 조금 작다. 이것을 춘천에서는 

‘고야(koja)’라고도 쓴다. ‘잠자리’에 대하여 강릉·삼척·속초·정선 지역에서는 ‘소금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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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umʤeŋi)’의 형태를 쓴다. 

‘진달래’를 동해·정선·태백·속초·영월·인제·양양·홍천·평창 지역에서는 ‘먹는 

꽃이라는 뜻’의 ‘참꽃(ch amkʼot)’으로 쓰고 있다.

‘회충’을 영월·고성·동해·양구·인제·정선·철원·태백·평창·홍천 지역에서 ‘거시

(kəsi)’의 방언형을 쓰는데, 이 ‘거시’는 경기·충청·경상·전라도 지역에서도 쓴다. 동해

에서는 ‘거시’의 변이형 ‘거우(kəu)’, 화천에서는 ‘거이(kəy)’가 쓰인다.

이상의 어휘는 강원도 지역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어휘들인데, 표준어에 비해 의미상

으로 더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어휘들이 있다. 

2) 의미영역의 차이로 인한 어휘

 강원도 방언의 언어적 차이는 지역적인 측면에서 많이 나타난다. 지역적·계층적 환

경에서 동일한 언어기호가 그 의미 영역을 달리 가지기도 한다. 방언조사 시 이러한 현

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제보자의 방언일 수도 있고, 조사자의 질문을 잘못 인식

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동일한 형식이 강원도 방언에서는 의미영역의 차이

로 방언형이 혼동되어 나타난다.

 쟁기 → 연장(yenʤaŋ)   보습 → 버섭(pəsəp)  극젱이 → 보구레(pogure) 

이 어휘들은 거의 비슷하여 방언 조사 시 제보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만 방언

형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쟁기’는 논밭을 가는 농기구로 술·성에·한마루를 삼각으로 

맞춘 것으로 술 끝에 보습을 끼우고 그 위에 한마루 몸에 의지하여 볏을 덧대고 성에 

앞 끝에 줄을 매어 소에 멍에를 거는 것이다. 이것을 영서지역에서는 ‘연장’이라고 한다. 

‘연장’은 어떠한 일을 하는 데에 사용하는 도구로 모든 농사의 도구들을 의미한다. ‘보

습’은 땅을 갈아 흙덩이를 일으키는 데 쓰는 농기구로 삽 모양의 쇳조각으로 쟁기나 극

젱이의 술바닥에 맞추어 끼우는 것이다. ‘극젱이’는 땅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로 쟁기와 

비슷하나 쟁깃술이 곧게 내려가고 보습 끝이 무디다. 이 ‘극젱이’를 ‘보구래’라고 하는데, 

강원도에서는 ‘쟁기’와 ‘극젱이’의 방언으로 보구레가 많이 쓰인다.

 살강 → 선반(sənban)      시렁 → 선반(sənban)  

이들 어휘는 대체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모두 선반이라고 부르고 있다. ‘살강’은 그

릇 따위를 얹어 놓기 위하여 부엌의 벽 중턱에 드린 선반이고, ‘시렁’은 물건을 얹어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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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방이나 마루 벽에 두 개의 긴 나무를 가로질러 선반처럼 만든 것인데 이것

을 모두 선반으로 부른다. 

 발채 → 소쿠리(sokʰuri)

‘발채’는 짐을 싣기 위하여 지게에 얹는 소쿠리 모양의 물건으로 싸리나 대오리로 둥

글넓적하게 조개 모양으로 결어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끈으로 

두 개의 고리를 달아서 얹을 때 지겟가지에 끼우는 것이고, 정선·화천·춘천·태백·

동해 지역에서는 ‘소쿠리(sokʰuri)’의 방언형으로 쓰이는데, ‘소쿠리’는 ‘대나 싸리로 엮어 

테가 있게 만든 그릇’으로 ‘발채’의 종류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성·속초·양구·

인제·철원·평창·홍천 지역에서는 ‘소쿠리’의 방언형인 ‘소고리(sogori)’가 쓰인다. 영월에

서만 ‘밭소구리(patsoguri)’의 방언형으로 나타난다.

 보늬 → 속껍데기(sokkʼəptegi)

‘보늬’는 밤이나 도토리 따위의 속껍질이고, ‘속껍데기’는 겉껍데기 안에 겹으로 있는 

껍데기를 말하는 것으로 아주 유사하다. ‘보늬’보다는 ‘속껍데기’가 일반적으로 쓰인다.

 

 다슬기 → 골뱅이(kolbɛŋi) / 달팽이(talp ɛhŋi)

‘다슬기’를 고성·양구·영월·정선·철원·태백·홍천·인제에서는 ‘골뱅이(kolbɛŋi)’, 화

천·춘천에서는 ‘달팽이(talpʰɛŋi)’라고 한다. 그러나 삼척·고성·속초·정선에서는 ‘우렁

이’를 ‘골뱅이(kolbeŋi)’라고도 한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다슬기/달팽이/우렁이/골뱅이’가 혼

동되어 방언형으로 나타난다. ‘다슬기’와 ‘골뱅이’는 크기가 다른 것이다. 

 사다(sada)  ↔ 팔다(p ahlda)

강원도 방언에서 표준형인 ‘사다’를 영월·속초·태백에서는 ‘팔다(pʰalda)’로 사용한다. 

이 ‘사다’는 ‘사다’가 쓰이는 지역에서는 ‘팔다’에 대해서도 그대로 ‘팔다’가 쓰여 표준어와 

차이가 없지만, ‘사다’에 대하여 ‘팔다’가 쓰이는 지역에서는 ‘팔다’에 대하여 반대로 ‘사다’

가 쓰이는 특이한 양상이 보인다. ‘사다’를 ‘팔다’로 쓰는 지역에서는 ‘쌀 팔아 온다’고 하

면 ‘돈을 주고 쌀을 사온다’는 뜻이 되고 ‘쌀 사온다’고 하면 ‘쌀을 주고 돈으로 바꾸어 

온다’는 뜻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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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혜 →  감주(kamʤu) / 단술(tansul)

‘식혜(sikhje)’는 ‘쌀밥을 엿기름으로 삭혀서 설탕을 넣고 차게 식힌 음료’이고, ‘감주

(kamʤu)’는 ‘엿기름을 우린 물에 밥알을 넣어 식혜처럼 삭혀서 끓인 음식’으로 ‘단술’이

라고도 한다. ‘식혜’와 ‘단술’은 다른데, 횡성·고성·동해·속초·양양·영월·인제·정

선·춘천·태백·홍천·양구 지역에서는 ‘감주(kamʤu)’의 방언형을 쓰고 있고, 영월·양

구 지역에서는 ‘단술(tansul)’이 쓰인다.

이처럼 의미의 영역에 차이가 있는데도 강원도 지역에서 쓰이는 것은 혼란을 가져오

기도 한다. 

최홍열(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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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방언권역과 방언의 분화

1. 방언권

언어는 지역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 한다. 국어도 역시 그러하여 방언적 특징에 따라 

몇 개의 대단위 방언으로 나뉜다. 방언이라 함은 표준어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예가 많으나, 각 지역의 언어 체계 전부를 일컫는 용어로 한 언어가 시간과 지역적 특

성에 의해 분열된 결과로서, 현대 언어학에서는 언어의 계통과 지역성에 밀접한 관련을 

맺는 개념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 언어를 형성하고 있는 언어체계의 정확한 

기술을 위해서는 각 지역사회의 구체적 언어인 지역 방언 체계를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또한 타 지역 방언과의 비교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즉 방언학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일은 하위 지역별로 방언의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방언 구획이란 어떤 지역을 몇 개의 방언권으로 구획하는 일을 말하며 이러한 방언 

구획은 등어선에 의해서 나누어진다. 등어선은 언어 구조의 여러 층위와 관련된다. 등

어선이 관여하는 언어 특징이 언어 구조상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발음등어선·음성

등어선·음운등어선·어휘등어선·형태등어선·통사등어선·의미등어선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강원도 방언은 다른 지역의 방언에 비해 별로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는

데, 그 이유는 강원도 방언이 중부 방언권에 속해 있으면서 강원도 방언만의 독특한 특

징이 별로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의 모든 지역에 공통되는 전체적인 강원도 방언의 특징을 기술하기는 결코 쉽

지 않다. 그것은, 종래의 강원도 방언에 대한 조사·연구는 거의 대부분이 특정 지역의 

특정 분야에 관한 것으로 강원도 방언의 모든 층위에 걸친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강원도의 전 지역에 공통되면서 다른 방언에는 없는 강원도 방언만

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알려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지역에 따라 심한 방언적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방언구획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그를 토대로 하여 강원도 방언

은 어느 방언권에 소속시켜왔는가, 국어에서의 강원도 방언의 위치, 다른 방언과의 관례

를 살펴보아야 하겠다. 기존의 국어방언권에 구획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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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방언

     (강원도방언은 함경·황해·경기·충청·경상도 방언에 둘러싸여 독특한 방언

권을 이루지 못함.)

④ 김형규, 1983, 국어학개론(증보판), 일조각.

 ● 경상방언 : 경남북

 ● 전라방언 : 전남북

 ● 함경방언 : 함북과 정평 이북의 함남

 ● 평안방언 : 평남북

 ● 중부방언 : 경기·강원·황해·영흥 이남의 함남

 ● 제주방언 : 제주도

⑤ 이숭녕, 1981, ｢국어방언사｣, 한국문화사대계9-언어·문학사(상)-, 고려대 민족문

화연구소.

 ● 함경도방언 : 오늘의 행정구역 외에 동해안으로 고성까지 내려옴

 ●  평안도방언 : 황해도 사리원 이북과 강원도 접경 지역을 포함한 이북의 방언. 

중강진·원창지역은 함경도 방언으로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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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방언 : 황해도 사리원 이남, 강원도 고성 이남, 그리고 충남의 논산·금산 

이북과 충북 포함.

 ●  전라도방언 : 전라의 행정구역과 거의 일치하는 방언. 논산·금산 포함. 소백산

맥 이서의 지역

 ●  경상도방언 : 경상도 행정구역과 거의 일치함. 금천·죽령·조령을 통하여 중

부방언의 침투가 가해지고 있음.

 ● 제주도방언 : 제주도와 인근에 붙은 도서의 방언. 추자도 제외.

⑥ 최학근, 1986,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 북부방언 : 평안방언·함경방언

 ●  중부방언(하위방언의 구분) : 충남의 온양·천안과 충북의 진천·음성·충주·

제천 이북지역으로부터 경기·황해의 전지역, 강원도의 영서지방, 함북의 원

산·영흥 이남지역 포함.

 ● 남부방언 : 전라방언·경상방언

 ● 제주방언

⑦ 김병제, 1959, 조선방언학 개요. 
 ● 중부방언(경기도 방언·강원도 방언·황해도 방언·충청도 방언)

 ● 동북방언(함경도 방언) / 서북방언(황해도 방언·평안도 방언)

 ● 동남방언(경상도 방언) / 서남방언(전라도 방언)·제주도 방언

⑧ 한영순, 1967, 조선어 방언학.
 ●  평안도 사투리, 황해도 사투리, 중부조선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

리, 경상도 사투리

 ● 함경도 사투리, 륙진 사투리

⑨ 김영황, 1982, 조선어 방언학.
 ●  서북방언(평안도·자강도), 동북방언(함경도·량강도), 륙진방언, 중부방언(경기

도·강원도·황해도·충청도), 서남방언(전라도), 동남방언(경상도), 제주방언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국어의 방언구획을 보면 적게는 4개의 방언권에서 많게는 8개의 

방언권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방언권의 크기를 정하기가 어려운 

데 따른 것보다는 방언구획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방언구획은 오구라 신페이나 고노 로쿠로의 구획 분류 방법처럼 처음부터 

6등분 또는 5등분하는 것보다는 일차적으로는 2등분 또는 3등분하고 그것들을 다시 

등분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것이 더 체계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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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언구획에서의 다른 한 어려움은 방언권의 크기를 정하는 문제다. 우리나라를 오구라 

신페이는 경상방언·전라방언·함경방언·평안방언·경기방언·제주도방언의 방언권으

로 나누었다. 강원도·황해도·충청남북도는 경기방언권에 소속되었고 나머지는 대체로 

행정구역과 일치한다. 그 후 고노 로쿠로는 대체로 위의 구획을 따랐으나 다만 경상방

언과 전라방언은 남조방언(南朝方言) 하나로 묶어 5대방언권을 정하였다. 고노 로쿠로는 

네 가지의 음운적 특징만으로 등어선을 방언구획의 근거로 하였으며, 오구라 신페이은 

이보다는 많은 언어 특징을 동원하였지만 각 방언권을 가를 때 동원된 언어 특징이 그

때그때 달라져 일관성 있는 기준에 의해 각 방언권을 정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널

리 통용되는 방언구획은 오구라 신페이의 것이나 이들 이후에 위와 다른 체계의 구획이 

몇 가지 더 시도되었다. 그 중 하나는 한국을 북부방언군과 남부방언군의 2대 방언권으

로 양분하고 전자를 경기도방언·강원도방언·황해도방언·충청도(북부)방언·평안도방언

으로 하위분류하고, 후자를 경상도방언·전라도방언·함경도방언·충청도(남부)방언·제

주도방언으로 하위분류한 최학근의 방언구획 체계다.

이들의 방언 구획에서 강원도 방언의 위치는 대다수 경기도·황해도·충청도를 포함

하여 중부 방언권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것은 지리적으로 강원도가 경기도·황해도·충

청도와 접해있거나 이웃하고 있어 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중부 방언권의 방언들

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강원도 방언이 다른 방언과 비교해볼 때 두드러진 특징이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강원도 방언은 음운·문법·어휘에 있어서 그 나름대로의 체계와 특징을 갖고 있다. 또

한 강원도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서로 구분되어 영서와 영동으로 나뉘고, 영동지

역은 영서지역과 달리 중부방언에서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 방언이 국어 방언에서 정확하고 올바른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강원도 

방언에 대한 연구가 시·군 단위별로 다양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강원방언은 큰 방언권으로 나누면 중부방언권에 속하며, 강원방언은 다시 태백산맥을 

분수령으로 동서로 나누어 영서방언과 영동방언으로 나뉘며, 영서방언은 표준어에 가깝

지만 영동방언은 표준어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 교통의 편리함, 매스컴 보급 등의 원인으로 지역적 방언차가 급속히 

좁혀져 방언자료들이 소멸되어 가는 현상이 나타나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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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언의 구획

한 방언이 상당한 크기의 지역을 지리적 조건이나, 사회적·문화적 차이 등으로 말미

암아 그 지역 안에서도 상당한 언어적 분화가 있게 마련이고, 각 방언들은 고립되어 있

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다. 한 방언 구역 안에서도 상당한 언어적 변화

가 일어나 그것이 다시 작은 구역으로 나뉠 수 있으며, 서로 인접해 있는 방언 사이에

는 항상 접촉이 이루어져 서로 영향을 주게 된다.

강원도를 몇 개의 하위 방언권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할지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

다. 이것은 방언구획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과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무엇

을 방언구획의 기준으로 하고 무엇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방언구획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더구나 강원도는 다른 행정구역에 비하여 넓이도 크고 상당한 부분이 

휴전선 이북에 속해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까지 포함하는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

로 방언구획을 하는 일은 불가능한 형편이다.

방언의 영향은 하천이나 산맥 등으로 교류를 하지 못하게 되어 같은 방언권에 있으

면서도 방언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강원도는 태백산맥이라

는 큰 준령이 놓여 있어서 동서의 교류가 거의 불가능하였고, 영동지역의 경우는 동서

의 교류보다는 남북의 뱃길의 교류가 더 활발하였다. 그래서 독특한 특징을 지닌 형태

가 되었고 영서지역의 언어와 영동지역의 언어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강원도 방언권은 태백산맥을 분계선으로 하여 강원도를 동서로 양분하는 연구들이 많

이 있다. 그에 따라 강원도는 크게 영서방언권과 영동방언권으로 나뉜다.

그러나 방언을 태백산맥을 분계선으로 하여 영서·영동으로 나누지만, 태백산맥의 줄

기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영동방언권과 영서방언권을 군별로 소속시키면 다음과 같다.

● 영서방언권 : 철원·화천·춘천·양구·인제·홍천·횡성·원주

● 영동방언권 : 고성·속초·양양·강릉·삼척·동해·태백·평창·정선·영월

위의 구분에서 영서방언권에 속한 군들의 언어는 거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

나 영동방언권에 속한 군들은 방언적 차이를 보여 북단영동방언권·강릉방언권·삼척방

언권·서남영동방언권으로 구분된다. 북단영동방언권은 고성·속초·양양이 속하며, 휴전

선 이북까지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 방언권은 굉장히 넓어질 것이다. 강릉방언권은 강

릉·명주를 묶은 지역으로, 이 지역은 때로는 양양과 가까운 관계를 보이기도 하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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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방언 특징에 의해 이웃 지역들과는 구별되는 독자적 방언권을 형성한다. 삼척방언

권은 삼척·동해·태백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방언 형태를 보이

고 있으며 경상도 방언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서 영동의 한 방언권으로 다루어져야 한

다. 서남영동방언권은 평창·정선·영월의 세 군을 묶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영동방언

과 영서방언권의 요소가 뒤섞여 나타나는 지역으로 영동방언권에서 영서방언권의 특징

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방언권이다.1) 이익섭2)은 순수 영서 방언권을 영서방언권으로, 

나머지 지역을 하나로 묶어 영동방언권으로 하여 강원도를 우선 크게 두 개의 하위 방

언권으로 구분하였다. 강원도가 지리적으로 영서지역과 영동지역으로 갈려 기후며 풍속

이 구분되는 것과도 부합하고 언어적으로도 가장 두꺼운 등어선속이 이 두 방언권 사이

에 놓이는 것으로 계산되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이익섭3)은 휴전선 이남만을 대상으로 강원도를 최대한 작은 방언권으로 나눈다면 대

개 5개의 소방언권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삼척군이 그 중의 하나인데, 강원도 내

에서는 특이한 특징들을 많이 보여 주지만 그 중 많은 것은 경상도 방언의 특징으로 

이어지는 것으로서 그만큼 삼척은 강원도 중에서 경상도 방언의 요소를 가장 많이 가

지고 있는 지역이다. 예를 들면, 주격조사의 중복형인 ‘-이가’가 쓰이고, ‘영갬이’와 같은 

역행동화가 심하며, ‘춥당가’처럼 회상시제의 하게체 의문문 어미로 ‘당가’를 가지고 있

는 점에서 강원도의 다른 지역에서는 발전되지 않은 특징을 여러가지 가지고 있고, 하

여 하나의 하위방언권으로 묶었다. 강릉·명주는 ‘동고리·느르배기’ 등의 방언형이 나타

나며, 이 이외의 여러 특징에 의해 이 지역은 분명히 다른 시·군과 구별되는 독자성

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양양과 고성의 두 군을 묶어서 하나의 방언권으로 설정하

였다. 양양과 고성은 현재 강원도에서 함경도 방언의 요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지

역이기도 한데, 강릉 이남과는 여러 면에서 구획이 되는 지역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쟁기’를 ‘옌장’이라 하고 ‘극젱이’를 ‘가데기’라고 하는 것을 비롯하여 ‘아이 가겠다’의 부정

사 ‘아이’ 등이 다 특이하며, 성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강릉 쪽과 크게 구분된다

고 하였다. 또한 영서지역은 크게 두 개의 하위 방언권으로 가를 수 있다고 하였다. 하

나는 평창·정선·영월 세 군을 하나로 묶는 방언권으로,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영서

에 속해 있지만, 영동방언의 영향을 크게 입고 있는 지역이어서 춘천·원주 중심의 순

수 영서 방언권과 여러 면에서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 예로 성조를 가

1) 강원도사편찬위원회, 1995, 강원도사 전통문화편, 제8장 방언.

2) 이익섭, 1981, 영동·영서의 언어분화-강원도의 언어지리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3) 이익섭, 1987, ｢강원도 방언의 특징과 그 연구｣, 국어생활 제10호, 국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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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는 점, 영동방언권과 영서 방언권에서 차이를 보이는 어휘들이 지역에 많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도 이 지역은 순수 영서방언권의 것과 공통되는 특징도 많이 

가지고 있어 강릉이나 삼척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는 방언권이라 하였다. 

김봉국4)은 어휘를 중심으로 한 방언 구획에서는 ‘부분 등어선속’의 두께에 의하여, 

강원도 방언을 크게 영동방언과 영서방언(철원·화천·양구·인제·춘천·홍천·횡

성·원주), 2개 방언권으로 구획하고, 다시 영동방언을 4개의 하위 방언으로 구획하여, 

북단영동방언(고성·양양), 강릉방언, 삼척방언, 서남영동방언(평창·정선·영월)으로 나

누었다.

강원도 방언을 하위 구획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방언 구획의 기준으로 삼느냐의 문제

인데, 어떤 지역을 몇 개의 방언권으로 구획하는 일은 등어선에 의해서 나누어진다. 등

어선은 언어 구조의 여러 층위와 관련된다. 등어선이 관여하는 언어 특징이 언어 구조

상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발음등어선·음성등어선·음운등어선·어휘등어선·형태등

어선·통사등어선·의미등어선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강원도 방언에서 방언구획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음소로는 장음과 성조의 유무를 들 수 있다. ‘언제’가 ‘은제(ɨ:nʤe)’로 발음되거나 ‘없다’

가 ‘읍따(ɨ:pt̓a)’로 발음되어 ‘어:(ə:)’가 단어의 첫째음절 위치에 오면 ‘으:(ɨ:)’로 실현되어 쓰

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영서방언과 영동방언을 구획하는 좋은 특징이다. 삼척에서는 ‘저

+-가(주격조사)’의 형태가 ‘지:가’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강원도 방언에서는 성조가 음

소로 쓰이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다. 즉 강원도는 우선 성조에 의해 크

게 둘로 나뉠 수 있다. 성조의 대립이 있는 지역은 대개 삼척·강릉을 비롯하여 영월·

정선·평창 등지이며 나머지 지역은 성조의 음소가 쓰이지 않는다. 

음운으로는 ‘ㅎ’이 ‘ㅅ’으로 변하는 현상은 영서방언보다는 영동방언이 더 강하게 나타

나며, 삼척지역은 경상도 방언에 가까워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 중세국어에 ‘ㄱ’ 곡용의 

형태였던 것이 ‘ㄱ’이 소실되었다가 방언형에서 쓰이는 경우도 있다. ‘나무’를 삼척·강릉

지역에서는 ‘낭구(naŋgu)’, ‘낭기(naŋgi)’로 쓰인다.

어휘로는 영동방언에 특이한 어휘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넓적다리’를 영동지역인 

고성·동해·삼척·속초에서 ‘심다리(simdari)’라고 하고, ‘누룽지’에 해당하는 방언형으로 

영동 지역에서는 ‘소쩨이(soc̓ei)/소디끼(sodiki̓)/소꼴기(sok̓olki)’의 특이한 형태로 나타난다. 

‘도깨비바늘’을 영월·정선·평창지역에서는 ‘귀사리(kysari)’로, 양구·철원·홍천지역에서

4) 김봉국, 2001, ｢강원도방언｣, 방언학사전, 태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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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까막사리(ka̓maks̓ari)’로, ‘상추’를 강릉·양양·정선에서는 ‘불기(pulki)’로, 평창·영월에

서는 ‘부루(puru)’로 쓰인다. ‘잠자리’에 대하여 강릉·삼척·속초·정선 지역에서는 ‘소금

쟁이(sogumʤeŋi)’의 형태가 쓰인다. 

문법을 보면, 삼척에서는 주격조사 ‘-가’가 ‘-이’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모(苗)이(-가) 

잘 자라거든”처럼 ‘-가’가 쓰일 자리에 ‘-이’가 쓰이는 경우가 있다. 주격조사의 중복형

인 ‘-이가’가 쓰인다. 삼척에서는 “날씨가 춥당가”처럼 회상시제의 하게체 의문문 어미로 

‘-당가’가 쓰인다. 그리고 해라체 의문문 어미로 ‘-니’를 사용하느냐 ‘-나’를 사용하느냐

에 따라 방언권의 경계를 이룬다.

의미로는 강원도 방언에서 표준형인 ‘사다’를 영월·속초·태백에서는 ‘팔다(pʰalda)’로 

사용한다. 이 ‘사다’는 ‘사다’가 쓰이는 지역에서는 ‘팔다’에 대해서도 그대로 ‘팔다’가 쓰여 

표준어와 차이가 없지만, ‘사다’에 대하여 ‘팔다’가 쓰이는 지역에서는 ‘팔다’에 대하여 반

대로 ‘사다’가 쓰이는 특이한 양상이 보인다.

위의 예들을 중심으로 방언 구획의 기준

을 둔다면 강원도 하위방언권은 크게 영서

방언과 영동방언으로 나누고, 다시 영동방

언권을 강릉을 중심으로 북쪽인 고성·속

초·양양의 영동북부방언권과 강릉시 중심

의 영동중부방언권, 삼척·동해의 영동남부

방언권으로 나누고, 영서방언권은 다시 중

부 방언권에 속하는 경기도와 충청도의 영

향을 받은 지역인 철원·화천·양구·인

제·춘천·홍천·횡성·원주의 영서방언권

과 영동방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평창·정선·영월의 영동서남방언권으로 나눌 수 있다.

강원도를 5개의 소방언권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이 다섯 방언권이 완전한 방언권 분류

라고는 볼 수는 없다. 더 정확한 방언측정법을 개발하여 만족스러운 강원도 방언의 구

획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최홍열(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강원도 방언권 지도



제24권 민속[구전·예술]  709  

민속어 | 제3절

제3절 민속어

민간의 모든 문화가 ‘민속’에 포함될 수 있으며, 여기에 나타는 모든 언어가 ‘민속어’이

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먼저 의식주에 관련된 어휘를 간단히 소개한 후에 주로 전승에 

의한 역사성을 토대로 하여 ‘세시풍속·일생의례·민속신앙·민속놀이’ 등의 네 범주로 

나누어 강원도에 나타나는 민속어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강원의 의식주 관련 어휘는 산

악이 많은 지형적 요소에 따른 작물 재배, 그리고 추위가 심한 기후적 조건 등에 영향

을 받았다. 전통적인 의식주 관련 어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의복용어 : 저고리, 회장저고리, 드렁저고리,1) 겹저고리, 누비저고리, 땅콩섶,2) 항아

리치마,3) 장옷천의,4) 바지, 홑바지, 단속곳,5) 솜바지, 십자바지,6) 도포, 토수,7) 감발,8) 

복건,9) 갓, 버선, 짚신, 나막신, 미투리,10) 남바위11)

●  음식용어 : 막국수, 총떡,12) 감자떡, 감자전, 감자수제비, 올챙이묵,13) 올챙이국수, 도

토리묵, 상수리묵, 도토리떡, 댑싸리떡,14) 옥수수술, 식해,15) 오징어호, 오징어순대

● 구황식품 : 도라지, 고사리, 둥글레, 송피, 버섯, 달래, 참나물, 더덕, 두릅, 칡

●  가옥용어 : 움집, 귀틀집,16) 너와집(너새집),17) 굴피집,18) 돌능애집,19) 저릅집(겨

1) 남녀 어린이 옷이며, 돌띠로 둘러매며, 소매는 색동으로 되어 있다.

2) 깃을 뾰족하게 달았으며, 섶의 소매는 다른 저고리보다 넓다.

3) 통치마를 말한다.

4) 여자들이 외출할 때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머리에서부터 쓴 옷이며, 강원도에서는 길이가 좀 짧다.

5) 여자 속옷의 하나. 양 가랑이가 넓고 밑이 막혀 있으며 흔히 속바지 위에 덧입고 그 위에 치마를 입는다.

6) 어린이가 입으며 바지통이 좁다.

7) 추위를 막기 위하여 팔뚝에 끼는 것. 저고리 소매처럼 생겨 한쪽은 좁고 다른 쪽은 넓다.

8) 버선이나 양말 대신 발에 감는 좁고 긴 무명천. 주로 먼 길을 걷거나 막일을 할 때 쓴다.

9) 머리에 쓰던 건(巾). 검은 헝겊으로 위는 둥글고 삐죽하게 만들었다

10) 삼이나 노 따위로 짚신처럼 삼은 신.

11) 추위를 막기 위하여 머리에 쓰는 쓰개. 겉의 아래 가장자리에 털가죽을 둘러 붙였고 앞은 이마를 덮고 뒤는 목과 등을 덮는다.

12) 메밀로 부치기를 하여 돼지고기나 김치양념 등을 속에 넣고 만든 떡이다.

13) 풋옥수수 알맹이를 곱게 맷돌에 갈아 솥에 넣고 끓여 만든다. 국수로 뽑으면 올챙이국수가 된다.

14) 10㎝ 내외로 자란 댑싸리 잎을 쌀가루와 버무려 만든다.

15) 북어나 가자미 등의 생선에 약간의 소금과 밥을 섞어 숙성시킨 식품.

16) 큰 통나무를 ‘정(井)’ 자 모양으로 귀를 맞추어 층층이 얹고 그 틈을 흙으로 메워 지은 집.

17) 너와(너새)로 지붕울 올린 집.

18) 참나무의 두꺼운 껍질로 지붕을 올린 집.

19) 점판암을 얇게 벗겨 지붕을 올린 집으로 평창·영월·정선 등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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릅집),20) 까치구멍,21) 샛집22)

세시풍속 관련된 언어는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원도에서 사용되는 세시에 따른 민속어를 정리하여 보이면서 특이한 용어에 대

한 설명을 주석하면 다음과 같다.

[달에 따른 분류]

● 정월 : 설날, 연날리기, 윷놀이, 12지일,23) 열나흘, 대보름, 용물뜨기,24) 복물뜨

기, 복쌈,25) 쥐불돌리기, 어부식,26) 망우리,27) 더위팔기, 달점,28) 콩점,29) 걸립(乞

粒),30) 귀신날(귀신닭이날),31) 입춘(立春)

● 2월 : 머슴날(일꾼날),32) 좀생이의날,33) 영등제,34) 수부제,35) 경칩(驚蟄)

● 3월 : 삼짇날, 한식(寒食), 곡우(穀雨)

● 4월 : 초파일, 영갈36)

● 5월 : 단오(端午)

● 6월 : 유두(流頭), 삼복(三伏)

● 7월 : 칠석(七夕), 칠석받이,37) 호미씻기/호미씻이38)

20) 삼베의 원료인 대마껍질을 벗기고 난 후, 속대궁이인 저릅(겨릅)을 이엉으로 엮어 지붕을 올린 집.

21)  겹집에서, 용마루 양쪽에 환기구로 뚫어 놓은 구멍. 실내의 연기를 뽑아내기 위한 것이어서, 지붕이 낮은 너와집
이나 굴피집에 많다.

22) 억새풀을 엮어서 이엉을 한 집.

23)  상자일(上子日), 상축일(上丑日) 등으로 12지의 첫날에 행하는 민속이다. 예를 들어 상자일에 방아를 찧으면 쥐
가 없어진다고 하여 이날 부인들이 헛방아를 찧었다.

24) 새벽에 우물물을 뜨는 것이며, 여기에 찰밥을 띄우면 복물뜨기이다.

25) 오곡밥을 김이나 배춧잎에 싸서 먹는 것.

26)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와 밥을 물에 띄워 보낸다. 어촌에서 주로 하며 액막이 행사이다.

27)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행위.

28) 보름달의 상태로 길흉을 점친다.

29) 수수깡 안에 콩 12개를 넣고, 콩을 물에 불려 불기에 따라 길흉을 점친다.

30) 마을의 농악대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지신(地神)을 밟아준다. 주인은 곡식이나 돈을 내놓는다.

31)  음력 정월 16일, 이날에는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가 지면 대문간에서 냄새가 독한 목화씨·고추씨·머리
카락 등을 태운다. 잠자기 전에는 신을 엎어 놓거나 방에 들여놓기도 하며, 마당에 불을 피워 놓기도 한다.

32) 2월 초하루에 머슴에게 아홉 그릇의 밥을 주고 쉬게 한다.

33)  음력 2월 6일, 묘성인 좀생이가 이 달의 앞뒤에 서는 것을 보아 농사의 길흉을 점친다. 좀생이가 달과 나란히 가
거나 좀 더 앞서 있으면 흉하고, 반대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길하다고 한다.  

34) ‘영등’은 바람신이다. 동해안 지역에서 영등을 위한 제사를 지낸다.

35) ‘수부’는 영등신을 보시고 다니는 부하이다. 어촌에서는 수부를 위하여 부엌 시렁에 음식을 올린다.

36)  주로 강원도에서 행해지는 민속이다. 날짜가 지정되면 산의 소유주와 관계없이 ‘갈’을 꺾어서 농사에 쓰일 거름
을 삼았다. 이날 특별히 고용되어 일하는 것을 ‘갈품’을 판다고 한다.

37) 칠석에 지내는 조상제사이다. 

38)  농가에서 농사일, 특히 논매기의 만물을 끝낸 음력 7월쯤에 날을 받아 하루를 즐겨 노는 일. 강원도 농가에서는 
‘깐깐 5월, 미끈 6월, 어정 7월, 건들 8월’이라고 하여 농사와 관계된 농부들의 심정을 나타낸 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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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 추석(秋夕)

● 9월 : 중양절(重陽節, 또는 구중절)39)

● 10월 : 상달, 안택(安宅),40) 시제(時祭)

● 11월 : 동지(冬至)

● 12월 : 섣달, 납향, 샆놓기,41) 제석(除夕), 백미속(白眉俗)42)

● 윤달 : 윤달은 ‘군달, 남은달, 썩은달’이라고 하여 평소에 꺼려서 하지 못하던 일을 
해도 무방하다고 한다. 집고치기, 수의 만들기, 묘지 손질 등을 한다.

일생의례(一生儀禮)는 출산의례·혼례·상례·제례 등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에 사용되

는 어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출산·혼례·상례·제례의 일생]
● 출산의례(出産儀禮) : 삼신,43) 돌잡이,44) 기자속(祈子俗), 기자점(祈子占), 바위에 돌던지기45)

● 혼례(婚禮) : 의혼, 납채, 연길, 전안례, 납폐, 친영, 함팔기, 함진애비,46) 함잡이, 신
방지키기, 신방엿보기, 현구고례(見舅姑禮), 동상례(東床禮)47)

● 상례(喪禮) : 초종(初終), 초혼(招魂), 부고(訃告), 염습(殮襲), 반함(飯含),48) 치장(治
葬), 대돋음,49) 발인(發靷), 회다지,50) 흉제(凶祭),51) 사잣밥,52) 반혼제(返魂祭),53) 우제
(虞祭),54) 졸곡(卒哭)55)

● 제례(祭禮) : 사당제(祠堂祭), 기제(忌祭), 차례(茶禮), 시제(時祭)

39) 음력 9월 9일, 강원도에서는 이날 당제나 성황제를 지내는 곳이 있다.

40) 떡시루를 놓고 집안과 가족의 무사태평을 빈다.

41) 계곡이 있는 마을에서 통발을 놓아 물고기를 잡는 일.

42) 제석에 잠을 자지 않는 것을 ‘수세(守歲)’라 하고,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된다는 ‘백미속’이 있다.

43) 아기를 점지하고 산모와 산아(産兒)를 돌보는 세 신령.

44)  첫돌에 돌상을 차리고 아이에게 마음대로 골라잡게 하는 일. 흔히 실ㆍ돈ㆍ곡식ㆍ붓ㆍ책ㆍ국수ㆍ활 따위를 돌상에 차
리는데, 어느 것을 고르는가로 그 아이의 장래 운명을 점친다.

45) 축원을 한 후에 기자암(祈子岩)에 돌을 던져서 얹히면 아들이고, 빗나가면 딸이라고 하는 점을 치는 방법이다.

46) ‘함진아비· 혼수아비’가 표준어이며, 혼인 때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보내는 함을 지고 가는 사람이다.

47)  혼례 후 신랑·신부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신랑을 짓궂게 다루는 풍속. 발바닥을 때리는 등의 장난을 치고 음식을 대
접한다. 강릉 지역에서 이 풍습이 특히 심하다.

48) 염습할 때에 죽은 사람의 입에 구슬이나 쌀을 물림. 또는 그런 절차.

49) 장례를 치르기 하루 전에 상두꾼들이 빈 상여를 메고 마당을 돌면서 발을 맞추어 보는 일.

50) 하관한 후에 횡대로 덮고 회(灰)로 다진다. 이때 ‘회다지’ 노래를 부르며 달구질을 한다.

51)  장례를 지낸 다음 삼년상을 마칠 때까지 지내는 제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에는 초우제(初虞祭)· 삼우제(三虞祭)· 
졸곡(卒哭)· 소상(小祥)·대상(大祥)·담제(禫祭) 따위가 있다.

52)  초상난 집에서 죽은 사람의 넋을 부를 때 저승사자에게 대접하는 밥. 밥 세 그릇, 술 석 잔, 벽지 한 권, 명태 세 마리, 짚
신 세 켤레, 동전 몇 닢 따위를 차려 담 옆이나 지붕 모퉁이에 놓았다가 발인할 때 치운다.

53) 시신을 묻고 신주나 혼백만을 모시고 지내는 첫 제사이다.

54) 초우(初虞)·재우(再虞)·삼우(三虞)를 통틀어 이르는 말.

55)  삼우제를 지낸 뒤에 곡을 끝낸다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 사람이 죽은 지 석 달 만에 오는 첫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
을 택하여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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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신앙은 민간에 전승되는 자연적이면서도 종교적 의미를 갖는 정신 작용이다. 한국

인의 대표적인 민간신앙으로는 구성원 성격에 따라 부락 단위와 가정 단위의 신앙을 들 

수 있고, 신앙의 성격에 따라서는 무속(巫俗)이나 풍수지리(風水地理) 등을 들 수 있다. 

민속신앙은 다시 각 지역마다 성격과 형태에 차이가 있어서, 이로부터 해당 지역의 특

수성이 나타난다.

[구성원과 성격에 의한 분류]

● 마을신앙 : 산신제(山神祭), 서낭당,56) 감바리,57) 마로기루,58) 솟대, 짐대, 진또배기, 

오릿대, 왜가리, 수살대, 따와기, 까와기,59) 심마니/심메마니,60) 기우제(祈雨祭), 방뇨

기우(放尿祈雨),61) 기설제(祈雪祭),62) 장승제,63) 탑제(塔祭), 돌탑제, 탑고사, 탑거리제, 

천제(天祭), 단군제(檀君祭), 용수제(湧水祭),64) 용왕당(龍王堂), 용물달기,65) 용알뜨

기,66) 풍어굿거리, 보제(洑祭), 무후사제(無後嗣祭)67)

● 가정신앙 : 안택제(安宅祭, 텃제사), 성주,68) 조상(祖上), 삼신, 조왕(竈王), 터주, 문

신, 뒷간신, 칙신,69) 쇠구영신(마부신, 군웅), 장군신(굴뚝신), 대감신,70) 풍신(風神), 

영등/영동,71) 쇠구영신,72) 귀신단지,73) 산멕이74)

56)  ‘서낭’은 한자어 ‘성황(城隍)’에서 온 말이며, 산정에 있는 것을 ‘영마루서낭당’, 장승은 ‘골매기서낭’, 해신(海神)은 ‘여서낭’
이라고도 한다. 

57) 강릉의 죽도 앞 바닷가에 있는 바위로서, ‘신바위’란 뜻이다.

58) 강릉에서 사용되는 말로서 ‘으뜸이 되는 배우자’란 뜻이다.

59)  ‘짐대·진또배기·오릿대·왜가리·따와기·까와기’ 등은 솟대의 다른 명칭이다. ‘진또배기·오릿대’는 강릉에서, ‘왜
가리·수살대’는 홍천군에서, ‘따와기·까와기’는 춘성군에서 사용하는 솟대의 용어이다. ‘솟대’의 음성 변이형으로는 
‘솔대·소줏대·수살이·수살목’ 등을 열거할 수 있다.

60) 강원도 산간에서 활동하는 ‘산삼채취인(山蔘採取人)’을 말한다.

61) 한 무리의 부녀자들이 산상에서 방뇨함으로써 기우하는 풍습이다.

62) 평창군 도암면에서 ‘기설제’를 지낸다.

63) ‘장승’은 한자어 ‘장생(長栍)’에서 온 것이다.

64) 대관령 산신당 뒤쪽의 샘에서 지내는 용수제가 유명하다.

65) 명주군에서 지냈던 ‘용수제’를 말한다.

66)  정월의 첫 용날 첫닭이 울 때, 아낙네들이 다투어 정화수를 길어 오던 풍속. 그 전날 밤에 용이 내려와 우물 속에 알을 낳
는데, 남보다 먼저 그 물을 길어서 밥을 해 먹으면 그해 농사가 잘된다고 한다.

67) 후손이 없는 귀신에게 올리는 마을 제사이다.

68) 집의 건물을 수호하는 신이다.

69) 한자어 ‘측신(厠神)’의 구개음화된 말이다.

70) 벼슬을 한 조상신이다.

71) ‘풍신’과 같은 뜻이다. 비가 오면 ‘물영등/물영동’이라 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영등/바람영동’이라고 한다.

72) 농촌에서 귀하게 여기는 ‘소’를 수호하는 신이다.

73) 집안의 우환을 일으키는 악귀를 단지 속에 가두어 둔다는 민속에서 생긴 말이다. 주로 강원도에서 사용된다.

74)  삼척군에서 행해지는 산신제의 일종이지만, 마을 공동체의 신앙인 산신제와는 달리 가정 및 문중 단위로 행해지는 가정 
신앙의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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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속신앙 : 무당, 강신무, 세습무,75) 만신(또는 보살), 박수, 별신굿,76) 양중(또는 화랭

이),77) 화랭이패, 앞상쟁이패,78) 개인굿(시왕굿, 재수굿, 병굿, 신굿, 화도굿,79) 살풀이, 

푸닥거리,80) 안택굿, 혼신굿,81) 오구굿,82) 수살굿, 고사),83) 마을굿(서낭굿, 별신굿, 당

굿, 풍어굿, 용신굿, 단오굿, 가면굿84))85)

● 풍수지리(風水地理)86) : 양기(陽基), 음택(陰宅), 간용(看龍), 장풍(藏風), 득수(得水), 

점혈(占穴), 진산(鎭山)87)

민속놀이는 향토적 역사성을 바탕으로 하면서 공동체 문화의 생성과 전승에 이바지

한다. 마을공동체의 문화적 기능이 우선이기 때문에 단순한 오락보다는 제의적(祭儀

的) 요소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민속놀이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하여 편차가 

있기 때문에 민속놀이는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민속놀이의 명칭 

자체가 일반 언어와 구별되는 민속어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명칭 중심으로 소개

하기로 하겠다.

[강릉]

● 용물달기 : 성산면에서 정월 대보름에 용에게 제사하여 풍요를 비는 놀이이다. 제

1과장 새쫓기와 용만들기, 제2과장 용천제, 제3과장 용물달기, 제4과장 횃불놀이의 

순서로 진행된다.

● 좀생이날 억지다리뺏기놀이 : 강릉의 초당과 송정마을에서는 마을 사이의 다리를 

두고 영산홍가를 부르며 다리를 빼앗는 놀이를 한다.

75) 강원도는 무당의 유형 중에서도 강신무(降神巫) 계통이지만, 별신굿은 ‘강신’의 경험이 없는 세습무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6) 동해안 일부와 충남 은산에서 전하여지는 복합적인 형식의 부락제. 유교식으로 제관이 축문을 읽은 뒤, 무당이 나와 굿을 한다.

77) 별신굿을 연희하는 무당 중에서, 여자는 그냥 ‘무당’, 남자는 ‘양중(또는 화랭이)’라고 한다. 

78)  세습무당인 ‘화랭이패’는 별신굿이나 서낭굿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화도굿이나 신굿은 하지 못한다. 화도굿·신굿·
병굿 등은 강신무 계통의 무당이 하기 때문이다. ‘앞상쟁이패’는 강신무이다.

79) 주로 정신병에 행하는 굿이다.

80) 무당이 하는 굿의 하나. 간단하게 음식을 차려 놓고 부정이나 살 따위를 푼다.

81) 죽은 남녀를 혼인시키는 굿이다.

82)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여 극락왕생을 하기를 비는 굿. 대개 죽은 지 한 해나 두 해 뒤에 한다. ‘수살굿’도 오구굿의 일종이다.

83)  강원도의 개인굿은 대개 12거리로 진행된다. ①부정굿, ②서낭굿, ③산신/칠성굿, ④조상굿, ⑤세존굿, ⑥망자굿, ⑦대
감/장군굿, ⑧성주굿, ⑨뱃놀이, ⑩꽃놀이, ⑪길가르기, ⑫뒤풀이 등의 순서이다. 

84) 동해안의 ‘별신굿’이 대규모로 치러질 때에 ‘가면굿’이 곁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가면굿’에는 ‘탈굿·범굿/호탈굿’ 등이 있다.

85)  동해안에 많이 하는 풍어굿은 ①부정굿, ②골맥이청좌굿, ③당맞이, ④화해굿, ⑤세존굿, ⑥조상굿, ⑦성주굿, ⑧천왕굿, ⑨
심청굿, ⑩놋동이굿, ⑪손님굿, ⑫계면굿, ⑬용왕굿, ⑭거리굿 등의 순서이다. 특히 이 중에서 ‘거리굿’은 훈장거리·과거거리·
귀신물열기·관례거리·골맥이할매거리·봉사거리·해녀거리·어부거리·군대놀이·출산거리 등의 토막거리로 이루어져 있다. 

86) ‘풍수’라는 말은 ‘장풍득수(藏風得水)’에서 온 말이다.

87)  도읍지나 각 고을에서 그곳을 진호(鎭護)하는 주산(主山)으로 정하여 제사하던 산. 춘천-봉의산, 강릉-대관산, 원주-치악산, 삼척-갈
야산, 홍천-석화산, 영월-발산, 정선-비봉산, 횡성-마산, 철원-고암산, 양양-설악산, 인제-복룡산 등이 각 고을의 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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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또배기 : 강릉의 강문에서 장대 끝에 세 마리의 새를 만들어 달고서 바닷가에 

나가 용왕굿과 뱃노래를 부르는 놀이이다.

● 관노가면극 : 강릉 단오제 때에 연희된다. 장자마리·양반·소매각시·시시딱딱이 

등이 등장인물이다.

● 오독떼기 : 학산에서 김을 매면서 합창으로 부르는 농요이다.

● 답교농악 : 사천에서 음력 초엿새에 좀생이별을 보면서 하는 다리밟기 농악이다.

[고성]

● 돌다리놓기 : 현내면 명파리를 중심으로 돌다리를 놓는 놀이이다.

● 지정다지기 : 죽왕면 삼포마을에서는 집을 지기 위해 땅을 다지는 지정다지기(또는 

지경다지기)를 놀이를 한다. 저녁에 횃불을 켜 들고 농요를 부르면서 한다.

● 무곡(貿穀)놀이 : 현내면 마직마을에서는 바다에서 잡은 어류를 영마루 너머의 타

지역의 곡식과 바꾸는 행위를 놀이로 만든 것이다.

[삼척]

● 기줄다리기 : 오십천을 중심으로 서북과 부내로 나뉘어 어린이들은 속닥기줄, 소년

들은 중기줄, 어른들은 큰 기줄다리기를 한다.

● 오금잠놀이 : 목신에게 오금잠(비녀)를 꽂아 세우고 제사하는 놀이이다.

● 너와집짓기 : 산촌에서 행해지는 너와로 집의 지붕을 올리는 놀이이다.

● 무쇠판장부리 : 쇳돌을 녹여 판장쇠를 만드는 놀이이다.

● 실직국 철쭉놀이 : 화전놀이이다.

● 토염놀이 : 근덕면에서 바닷물에 비토(肥土)를 섞어 소금을 만드는 놀이이다.

● 살대세우기 : 근덕면에서 살대(솟대)를 세우고 풍년을 비는 놀이이다.

● 술비놀이 : 줄다리기에 필요한 ‘기줄’을 만드는 놀이이다.

● 황장목 목도꾼놀이 : 근덕면 사금산에서 황장목을 베어 목도를 하여 운반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놀이가 되었다.

[양구]

● 가리통성놀이 : 얼굴 익히기에 해당하는 ‘가리통성(街里通姓)’이라는 문답(問答)하는 

놀이이다.

● 지게놀이 : 지게를 지고 지게걸음으로 상대편을 떨어뜨리는 놀이이다.

● 동두보제놀이 : 방산면 송현리에서 동두보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놀이화한 것이다.

[양양]

● 패다리놓기 : 계곡천을 사이에 두고 양쪽 마을이 패를 지어 다리는 놓는 놀이이다.

● 귀애파기놀이 : ‘귀애’는 통나무의 속을 파서 만든 수관(水管)이다. 가뭄에 대비하는 

‘귀애파기’라는 노작(勞作)을 놀이로 만든 것이다.

● 탁장사놀이 : 조선말기에 황장목을 잘 나르던 탁구삼 씨를 ‘탁장사’라고 하며, 탁장

사의 후계자를 뽑는 놀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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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달계놀이 : 마을의 처녀가 시집을 가면 왁달계를 만들어 신랑을 다루는 놀이를 

한다. 동상례의 일종이다.

[영월]

● 띠놀이 : 12지에 해당하는 띠 자랑을 하는 놀이이다. 성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

두 가지 동물의 탈을 쓰고 동물의 흉내를 내면서 한다.

● 도깨비놀이 : 단종의 묘를 도깨비들이 돌보았다고 하는 데서 생긴 놀이이다.

● 쌍다리놓기 : 장릉에 참배하러 오는 관찰사 일행을 위하여 주천강(酒泉江)의 양쪽 

마을에서 다투어 다리를 놓으면서 생긴 놀이이다.

● 칡줄다리기 : 칡으로 줄을 만들어 뗏목을 매는 데서 유래한 놀이이다.

[원주]

● 두레싸움 : 논매기를 하면서 패를 지어 농기를 빼앗는 놀이이다.

● 넋풀이 : 읍무현이란 고장에서 행해지는 무속놀이이다.

● 터다지기와 성주풀이 : 흥업면에서 주로 행해지며, 집터를 다지면서 성주풀이(고사

의 일종)를 하는 놀이이다.

[인제]

● 숯굽기 : 남면의 숯둔골에서 행해지는 놀이이다.

● 뗏목놀이 : 합강에서 치성을 드리고 뗏목을 운반하는 놀이이다.

● 보습굽기 : 철광석이 생산되던 서흥리 무쇠점골에서 하는 놀이이다. 풍구 주변에 

술을 붓고 보습이 잘 구워지도록 기원한다.

● 채독만들기 : 귀둔리는 옛날에 군량을 저장하던 곳이다. 군량을 저장하기 위해 싸

리나무로 채독을 만드는 놀이이다.

● 바지게선질꾼놀이 : 영동과 영서의 교역을 담당한 사람을 ‘선질꾼’이라고 하였다. 

‘바지게’에 물건을 지고 오가면서 교역을 하던 풍습을 되살린 놀이이다.

● 갈이남박만들기 : 산중 생활에 익숙한 기린면 조경동 지역은 나무를 파서 각종 생

활도구로 쓰이는 ‘남박’을 만들었다. 이러한 풍습을 되살린 놀이이다.

[정선]

● 정선아라리 :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호이다. 아리랑의 원조에 가깝다.

● 낟가리대놀이 : ‘낟가리대’는 장대 끝에 벼이삭 짚단을 묶고 사방을 상징하는 네 

가닥의 줄을 늘여뜨린다.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이다.

[철원]

● 거화대령 : 철원 추린의 용장 김응하의 추모제에서 비롯된 놀이이다. 대보름에 행

해지며 횃불전을 벌인다.

● 머슴날놀이 : 음력 2월 초하루의 머슴날(또는 일꾼날)의 습속을 놀이로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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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년낟가리놀이 : 토성마을에서 대보름날에 당굿을 곁들여 낟가리를 채우며 풍년

을 기원하는 놀이이다.

● 자등농요 : 김화의 산간마을에서 다랑논 농사를 품앗이로 짓던 풍습이 있었다. 이

때 부르던 메나리타령이 자등농요이다. ‘자등’은 마을 이름이다.

[태백]

● 탈놀이 : 단군신화를 모티브로 하여 황지에서 행해지는 태백산 탈놀이이다.

● 갈풀썰이 : 비료로 사용하기 위한 갈풀썰이를 놀이로 한 것이다.

● 멧돼지사냥놀이 : 몰이꾼과 창꾼으로 나누어 멧돼지를 사냥하던 풍습이 놀이가 되었다.

● 사시랭이 : 동점동(銅店洞)은 동광(銅鑛)이 있는 지역이다. 여기에서 생긴 ‘사시랭이’

는 철퇴의 일종이며, 이 ‘사시랭이’를 엽전으로 삼아 재미로 노름하는 놀이이다.

[평창]

● 대방놀이 : 마을의 제일 어른인 영좌를 보좌하는 젊은이를 ‘대방’이라고 한다. 마을

의 대방을 뽑는 놀이이다.

● 탑돌이 : 평창의 가장 유명한 사찰인 월정사에 하는 불교 민속놀이이다.

● 삼굿놀이 : 삼농사를 짓는 방림면에서 하는 놀이로서, 삼굿을 하고서 삼을 찌던 

풍습에서 유래하였다.

[홍천]

● 물통방아놀이 : 산간 지역에서 사용하던 물통방아찧기를 재현한 놀이이다. 통나무

의 한쪽에 귀애를 파서 물통방아를 만든다.

● 연자매놀이 : 주로 화전민촌에서 사용하던 연자방아찧기를 재현한 놀이이다. 바닥

돌과 웃돌을 만들어 연자방아를 만든다.

● 석전다리놓기 : 석전(石戰)을 벌여 패한 마을은 다리를 놓고, 이긴 마을은 풍악을 

울려 다리놓는 작업을 독려하는 놀이이다. 주로 화양강의 상류 지역에서 하는 놀

이이다.

● 장승깎기 : 북방면 화동리(웃범골)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초나흘에 장승과 수살(솟

대)을 깎아 세우면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 동창보제놀이 : 내촌면 물걸리 동창마을은 예로부터 바위를 깎아 수로를 낸 ‘동창

보’가 유명하였다. 여기에 제사를 지내던 풍습이 놀이로 발전하였다.

[횡성]

● 옹기굽기 : 정금리 인근에 위치한 점말의 옹기굽기를 놀이로 만든 것이다.

● 육례놀이 : 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納吉)·납폐(納幣)·청기(請期)·친영(親迎)

의 혼인 절차를 놀이로 재현한 것이다. 정금리에서 행해지는 놀이이다.

● 다리뺏기놀이 : 두어 사람 이상이 마주보고 앉아 노래를 부르며, 정해진 곡조에 

다리를 빼는 놀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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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다지놀이 : 장례의 과정인 ‘회다지’를 놀이로 발전시킨 것이다. 회다지를 하면서 

행하는 율동과 노래가 놀이의 요소로서 중요하다. 선소리꾼이 선소리를 주면 회다

지꾼이 그 소리를 받아서 율동하며 부른다.

산이 깊은 강원도에는 예로부터 산삼을 캐는 심메마니(심마니)가 활동하였다. 특히 강

원도의 설악산 일대는 심메마니의 주요한 활동 영역이다. 심메마니의 언어는 은어(隱語)

에 해당하며, 이것은 산삼을 캐는 일이 신비성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메마니의 언어는 잘 통용되지 않는 은어에 속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따른 변화

가 생긴다. 따라서 원래의 뜻에 몇 종류의 은어가 함께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주요

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설악산의 심메마니 은어]

  <표준어>   <심메마니 언어>

  안개   더퍼리/더펭이/덤펭이

  바람   아재비/건들개/풍이

  비   센다/줄팽이/줄메/줄멩이

  불[火]   꽃/딸/달

  태양   노래기

  달[月]   괭과리

  눈[雪]   히기/히드기/희제비

  바위   쩍/찌기

  길[道]   도술깨/도술

  변소   진개간/진대간

  옛심자리   구광자리/구관자

  사람   마니

  우두머리   어이/어이마니

  소년채취자  애기마니/천동마니/소장마니/소동마니

  동행인   원앙내

  여자채취자  개장마니

  손[手]   쥐아미

  눈[眼]   부루치

  피[血]   논다리

  발[足]   설피

  호랑이   말/산개/눈큰마니

  곰   넙대/넙대기/넙대마니/늑개마니

  멧돼지   쿨쿨이/산재/산적/쿨쿨마니

  뱀   진대/진대마니/진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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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귀   흑조/흑저구

  다람쥐   돌제미/다리미

  개[犬]   마당너구리

  닭[鷄]   마당꿩

  쌀   모래/모래미

  술   곡차/흘림/흘리미

  밥   고양/무림/무리미/무름이/메

  제삿밥   노구메/무리메/제사무름이

  소금   백사

  담배   연초

  고기   부치/육

  간장   흑물/질

  물[水]   숨/흘림

  점심   참/낮무름이

  산막   모둠/모돔/모딤

  도끼   잘메/밤눈이/잘맹이

  낫   감재비/감잡이

  바가지   넌추리/논추리/너추리/나추리

  솥   새용/정자/우렁기

  숟가락   올림대

  젓가락   올림대/산재/산재까치

  지팡이   마다/마대

  돈[錢]   쩔렝이

  성냥   당황/진가지

  종이   소지/소지지

  땔나무   부치미/자래/달낭구/딸자래

  나무   들미/자대

  낙엽   초산이/낙진잎/허집

  덤불   쐐기/덤펭이

  꿈   몽사/몽

  휴식   안치미/안침

  담배피우다  그실는다/실른다/올린다/실은다

  자다   찌그리다

  간다   잰다  

  캐다   돋구다

  앉다   안침하다/주침하다

  다른 산에 가다  목네미하다/전산

  행방불명되다  구싯는다/구실르다

  비가 온다  하늘이 센다/곤는다/고친다

  은어를 쓰다  변쓰다/변말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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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어 | 제3절

민속은 해당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의 성격이므로, 민속어 역시 역사성과 지역성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강원도의 민속어는 전통적인 의식주에 

관련된 언어를 시작으로 하여, 민속의 주요한 부문인 세시풍속·일생의례·민속신앙·민

속놀이 등의 언어에 대하여 개관하였다. 세시풍속, 일생의례는 강원도 이외의 지역과 비

교할 때 두드러진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민속신앙과 민속놀이는 지역적인 환경과 결부

되어 해당 지역만의 특수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는 강원도 산간 생활에

서 발생한 민속의 특수한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심메마니의 은어를 소개하였다.

여기에 소개한 민속어 가운데는 이제 더 이상 현대사회에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듯하여, 우리 전통문화의 전승이 단절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

이 민속어에 대한 정리와 보존을 촉구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앞으로는 좀 더 광범위하

고 면밀한 현장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강원의 민속어가 집대성되기를 바란다.

김무림(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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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민속예술경연대회

1. 연혁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는 2017년까지 제27회를 개최하였다. 제1~16회까지는 ‘민속예술

경연대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제17회부터는 ‘민속예술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민

속예술경연대회가 시작된 것은 1983년이다. 그 해 원주치악체육관에서 6월 19~20일 양

일 간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열렸다. 강원도가 주최한 이 대회의 대회장인 김형배(金亨培) 

강원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대회사를 통해 이 행사의 개최 의미를 밝혔다. 

“오늘 도내 21개 시·군을 대표하여 고장마다 가꾸어 온 고유의 민속예술을 재현, 

경연해 봄으로써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확산을 통해 향토애와 주인의

식을 함양해 나감은 물론 이는 우리 향토 민속예술의 한 차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는 중앙정부의 전통예술진흥정책에 따라 강원도가 추진했기 때문

에 이 대회에는 당시 21개 시·군이 모두 작품을 출연했을 뿐 아니라 해당 시장·군수

와 문화원장이 개막식에 전원 참석했다.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의 첫 출연 작품 수는 모두 21개 종목이었는데 농악 4, 민속놀

이 13, 민요 3, 민속무용 1개 종목이었다. 21개 시·군의 출연 작품을 보면 농악부문에 

강릉 ｢홍제농악｣, 인제 ｢기룡베틀농악｣, 춘천 ｢석사농악｣, 철원 ｢토성농악｣이 출연했다. 

민속놀이 부문에는 원성 ｢매지지경다지기｣, 홍천 ｢팔봉산 당굿｣, 평창 ｢방림 성황굿｣, 
고성 ｢거진어신제｣, 화천 ｢거줄싸움｣, 양구 ｢밭갈이놀이｣, 춘성 ｢당산 거리제｣, 태백 ｢

제1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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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 탈놀이｣, 동해 ｢망상 고청제 횃불놀이｣, 영월 ｢쌍용놀이｣, 삼척 ｢성북 슬비놀이｣, 
양양 ｢패다리놓기｣, 원주 ｢풍년맞이 기줄당기기｣가 선보였다. 민요부문에는 횡성 ｢정금 

미나리타령｣, 정선 ｢정선아리랑｣, 명주 ｢학산 오독떼기｣가 불리었다. 민속무용으로는 속

초의 ｢고풀이｣가 소개됐다.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는 강원도의 민속예술의 발굴 진흥뿐 아니라 전국민속예술경연대

회에 강원도 대표로 출연할 작품을 선별하는 과업도 안고 있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

회는 1958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서울 장충체육관과 육군체육관에서 열린 것

이 시초이다. 광복 이후 서구문물의 홍수 같은 유입 속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 하는 열망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전통과 민속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어 이

와 같은 행사가 계획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대회에는 전국의 시·도가 의무적으로 작

품을 출연할 것을 권장했다. 

제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는 농악·민속극·민속놀이·민속무용·민요부문에서 경

연이 이루어졌다. 당시의 심사기준은 ①고유의 원형을 어느 정도 정확히 왜곡 없이 변

개하지 않은 채 의상 장단 내용 등에 이를 보유해 왔는가. ②이러한 작품을 무대에 반

영시킴에 있어 소리·춤·연기가 어느 정도 예술적으로 형상화했는가 하는 점이었다. 

이와 같은 심사 기준은 ‘고유의 원형’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고유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일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됐다. 

1967년 제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때부터는 종래 서울에서만 열던 행사를 지역 순회

를 위해 부산에서 개최함으로써 이 행사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려 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지역의 축제와 공동개최를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1976년 제17회 대회는 진주

에서 지역축제인 개천예술제와 함께 열었고, 1977년 제18회 대회는 수원에서 화홍문화제

와 함께 열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1978년 제19회 대회가 강원도 춘천에서 열기로 결정되

자 강원도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개최에 앞서 1977년 가을에 태백문화제를 춘천에서 새

롭게 열고 곁들여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시킬 작품을 선정하는 경연대회를 열었다. 

강원도는 행정조직을 동원해 민속예술 자원을 조사하는 한편 이 해 6월 20일에는 지

역 민속예술에 관한 최초의 학술발표회인 ‘강원도 향토민속 예술보존 쎄미나’를 춘천에

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향토 민속예술의 보존방안｣(최승순 강원대 교수), ｢민요 채

집에 관하여｣(박재훈 춘천교대 교수), ｢강원 농악의 특징과 보존｣(정의윤 도문화재 위원), 

｢민속예술의 발굴과 재현의 실제｣(이기원 강원일보 문화부장)가 제시돼 민속예술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제24권 민속[구전·예술]  727  

민속예술경연대회 | 제1절

강원도는 1977년 9월 23~24일 제1회 태백문화제를 춘천에서 열고 문화예술행사와 함

께 처음으로 민속예술경연대회를 벌였다. 강원도에서 처음 시도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예선 대회인 태백문화제 민속예술경연대회에는 도내 21개 시·군에서 농악·민요·민속

놀이·민속극 등 4개 분야에서 23개 종목이 출연했다. 출연종목은 농악부문에 양구 ｢양
구어린이농악｣, 삼척 ｢조비리농악｣, 명주 ｢옥계농악｣, 고성 ｢교동농악｣, 원성 ｢매지리농

악｣, 영월 ｢주천농악｣, 평창 ｢백옥포농악｣, 철원 ｢철원농악｣, 춘천 ｢우두농악｣, 원주 ｢오
리골농악｣, 횡성 ｢횡성농악｣이 출연했다. 민요부문에는 정선 ｢정선아리랑｣, 강릉 ｢오독

떼기｣, 명주 ｢명주민요｣, 속초 ｢속초미나리｣, 양양 ｢양양미나리｣, 횡성 ｢횡성미나리｣, 양

구 ｢밭갈이소리｣, 홍천 ｢홍천선소리｣가 선보였다. 민속극부문에는 강릉 ｢관노가면희｣가 

출연했고 민속놀이 부문에는 평창 ｢월정사 탑돌이｣, 춘성 ｢거리제｣가 경연에 나섰다. 

<제1회 태백문화제 민속예술 경연대회 시·군별 출연현황>

부문 출연종목 소요시간 출연인원 시·군

농악 양구어린이농악 10 54 양구
민속놀이 강릉관노가면희 30 25 강릉

민요 정선아리랑 10 13 정선
농악 삼척조비리농악 30 58 삼척
농악 명주옥계농악 30 37 명주
농악 고성교동농악 33 32 고성

강원도 향토민속 예술보존 쎄미나(1977년)

제1회 태백문화제(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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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출연종목 소요시간 출연인원 시·군

민요 오독떼기 10 8 강릉
농악 원성매지리농악 30 31 원성
농악 영월주천농악 30 52 영월
민요 명주민요 10 5 명주
농악 평창백옥포농악 30 50 평창
농악 철원농악 30 35 철원
농악 평창선소리 10 11 평창
민속 월정사탑돌이 30 50 평창
민요 속초메나리 10 3 속초
민요 양양미나리 10 3 양양
민요 횡성미나리 10 3 횡성
민요 양구밭가리 10 3 양구
농악 춘천우두농악 30 26 춘천
농악 원주오리골농악 30 30 원주
농악 횡성농악 30 33 횡성

민속놀이 춘성거리제 30 30 춘천
민요 홍천선소리 10 10 홍천

1978년 제1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예정대로 춘천시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시상

금이 대폭 인상되어 대통령상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국무총리상이 80만원에서 300

만원으로, 문공부장관상이 50만원에서 100만원이 됐다. 강원도는 민속놀이 ｢북평 원님놀

제1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1978년)

제1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강릉관노가면희 및 정선아리랑(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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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요 ｢정선아리랑｣, 농악 ｢평창백옥포농악｣, 민속극 ｢강릉관노가면희｣ 등 네 종목

이 출연해 ｢평창백옥포농악｣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1983년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가 열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할 작품을 선정

하기 이전에는 강원도의 담당부서가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출연 종목을 추천받아 이를 

다듬어 전국대회에 내놓는 것이 관례였다. 이때까지 강원도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품한 종목은 다음의 표와 같다.

<1958~1982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강원도 출연 종목>

전국대회년도 회차 종목구분 참가종목 수상내역

1958 1

무용 효자무
민요 정선아리랑
놀이 성황신제

놀이 강릉무당춤

1961 2 농악 강릉농악 공로상
1962 3 농악 강릉농악
1963 4 농악 강릉농악
1964 5 농악 강릉농악
1965 6 민속극 가면극 장려상
1966 7 놀이 춘성수레싸움 장려상
1967 8 민속극 강릉관노가면희 장려상

1968 9 민속극 강릉성황제가면희 문공부장관상

1969 10 농악 강원농악 장려상
1970 11 민요 정선아리랑 문공부장관상
1971 12 민요 강릉오독떼기 공로상
1972 13 농악 강릉농악 공로상
1973 14 농악 강릉농악 공로상
1974 15 놀이 춘성거리제 문공부장관상
1975 16 놀이 영동해랑제 장려상
1976 17 놀이 강릉단오굿 장려상
1977 18 농악 평창백옥포농악 문공부장관상

1978 19

농악 평창백옥포농악 국무총리상
놀이 북평원님놀이

민속극 강릉관노가면희

민요 정선아리랑

1979 20 놀이 강문진또배기 문공부장관상
1980 21 민요 정선아리랑
1981 22 농악 강릉대보름농악 장려상
1982 23 놀이 춘성수레싸움 공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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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열거한 종목들이 경선을 거치지 않고 강원도를 대표하는 민속예술 작품으로 전

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한 것들이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초창기에 ｢강릉농악｣과 

｢강릉 단오굿｣에 연계된 작품이 지속적으로 참여한 것은 새로운 민속예술의 소재를 발

굴하려는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는 전국민속예술경

연대회가 늦가을에 열리는 것을 감안해 대개의 경우 농촌의 일손이 뜸한 이른 여름에 

열려 그 해 도 대회에서 선발된 작품이 같은 해 전국대회 경선에 나섰다. 1983년 제1회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종합우수상을 받은 민속놀이 양양 ｢패다리놓기｣가 이 해 전

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민속놀이부문 1위인 문공부장관상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지하다시피 제1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가 원주에서 열렸는데, 실제적인 강원민속

예술경연대회 첫 대회는 1977년 태백문화제 민속예술경연대회로 간주하고 도청소재지인 

춘천에서 1차 경선대회를 했으므로 시 지역을 순회한 다음 군지역에서도 순회 경연대회

를 연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제2회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는 1984년 강

릉시, 제3회 1985년 대회는 속초시, 제4회 1986년 대회는 삼척시, 제5회 1987년 대회를 

홍천군에서 열어 도내의 전 시·군을 순회하면서 경연대회를 갖는다는 의지를 보였다. 

1984년 강릉에서 열린 제2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는 횡성 ｢회다지소리｣가 종

합최우수상을 받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았다. 횡성 ｢회

제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강릉농악(1964년) 제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강릉성황제가면희(1968년)

제2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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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소리｣는 느린 가락과 자진 가락이 환경에 맞게 조화를 이루고 상두군의 회다지는 

두발차기와 세발차기가 특색을 이루어 주목을 받았다. 제3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는 

1985년 속초시에서 개최되었다. 총 21개 종목이 출전하여 민속놀이인 인제 ｢뗏목놀이｣
가 종합최우수상을 받았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해당 지역의 시·도가 이듬해의 전국대

회를 개최한다는 관례에 따라 1985년 제2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강릉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는 제3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의 종합최우수상 수상작인 민속놀이 인제 ｢
뗏목놀이｣를 비롯하여 명주 ｢하평답교농악｣, 민속놀이 양양 ｢귀애파기｣, 민속극 강릉 ｢
관노가면희｣ 등 네 개 종목의 출연했다. 

제4회 1986년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는 삼척시 공설운동장에서 열렸는데 종합최우수

상에 양양 ｢상복골농요｣가 뽑혔다. ｢상복골농요｣는 이 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

해 강원도 산간지역의 다락논에서 일하는 농민들의 정서가 유감없이 담겨있다 해서 주

목을 받았다. 문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제3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1985년)

제2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강릉,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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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1987년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는 홍천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려 인제군에서 출연

한 민속놀이 ｢숯둔골 숯굽기｣가 종합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작품은 제28회 전국민속예

술경연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출연했다. 

제6회 1988년 경연대회는 영월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려 고성군에서 출연한 민속놀이 

｢명파다리놓기｣를 종합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명파다리놓기｣는 1989년 제30회 전국민

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했으나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공로상에 그쳤다.

제4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1986년)

제5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1987년)

제6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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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1989년 경연대회는 동해시 공설운동장에서 열려 정선군이 출연한 민속놀이 ｢지
게춤 물박장｣이 종합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작품은 한 해 건너 1990년 제31회 전국민속

예술경연대회에 출연했다. 이와 같이 한 해가 밀린 것은 1988년 제29회 전국민속예술경

연대회에 제4회 1986년 강원도 대회에서 2위인 종합우수상을 받은 홍천군이 출연한 민

속놀이 ｢물통방아놀이｣를 출연시켰기 때문이다. 이로써 강원도 예선대회에서 종합최우수

상을 받은 작품을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가다듬어 다음 해 전국대회에 출연시킬 

수 있게 됐다. 

제8회 1990년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는 춘천에서 열려 민속놀이 횡성 ｢우밀어러리타

령｣이 종합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작품은 제32회 1991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해 

공로상을 받았다. 농사철의 민요모음을 소리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놀이로 구성한 것은 

민요연주를 마당놀이로 공연해야 한다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의 여건 때문이라 하겠다. 

제9회 1991년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는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서는 

화천군에서 출연한 ｢나무꾼 농목장치기｣가 종합최우수상을 받아 제33회 1992년 전국민

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 부문별 최우수 상격인 문공부장관상을 받았다. ｢농목장치기｣는 

농촌의 젊은이들 사이에 이루어졌던 필드하키와 같은 집단 민속놀이로 민속예술경연대

회에는 첫 선을 보인 전승놀이였다. 

제7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1989년) 

제8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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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1992년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는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려 강릉시가 출연한 

민속놀이 ｢좀상날 억지다리뺏기｣가 종합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작품은 이듬해인 1993년 

제3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 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좀상날 억지다리

뺏기｣는 마을 어른들의 고증을 잘 받아 전래의 민속에 크게 어긋남이 없이 흥을 돋웠

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11회 1993년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는 삼척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양구군에서 

출연한 민요 ｢바람골농요｣가 민요로서는 오랜만에 종합최우수상을 받아 1994년도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할 자격을 얻었다. ｢바람골농요｣는 밭갈이소리·김매기소리·가

을걷이소리·도리깨소리·추수감사제례와 한마당놀이로 구성해 영서지역의 농사소리를 

소박하고 순수하게 잘 구성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제9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1991년) 

제10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1992년) 

제11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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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1994년도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는 태백시에서 열려 양양군이 출연한 민요 

｢입암농요｣가 종합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경연에는 강원도에서 처음 선보이는 호상놀이 

원성군의 민속놀이 ｢매지대도듬｣이 출연했다. ｢임암농요｣는 제36회 1996년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문체부장관상을 받았다. 모찌기·모심기·김매기 등 농사의 소리가 농사의 

과정과 동작을 조화롭게 구성해 농사일에 지친 농민들의 흥을 돋우도록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13회 1995년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는 속초시 공설운동장에서 열려 양구군의 민속

놀이 ｢돌산령 지게놀이｣가 종합최우수상을 받았다. ｢돌산령 지게놀이｣는 1996년 제3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지게를 써서 개별적으로 승부할 수 

있는 지게걸음싸움과 지게로 상여를 꾸며 두 개의 팀이 서로 자웅을 겨루는 상여놀이는 

전승놀이의 특징을 잘 보여줬다. 

제14회 1996년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는 철원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렸다. 강릉시가 출

연한 민속놀이 ｢용물달기｣가 종합최우수상을 받아 제38회 1997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에 출연할 자격을 얻었다.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임경당을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정

월대보름날 우물의 물을 길으며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신앙 행사를 매끄러운 연출 솜

씨로 돋보이게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제12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1994년) 

제13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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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1997년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는 평창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려 삼척시에서 출

연한 민속놀이 삼척 ｢산메기｣를 종합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제16회 1998년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는 인제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려 철원군에서 출

연한 민속놀이 ｢상노리 지경다지기｣를 종합최우수상으로 뽑았다. 이 작품은 1999년 제

주도에서 열린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연하여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지경

다지기란 새 집을 지을 때 터를 다지는 일을 일컫는 것으로 의식과 함께 노동요가 따

르는 우리나라 고유의 작업방식이다. 이를 마당놀이로 재현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1999년 제40회 대회부터 한국민속예술축제로 명칭을 바꾸었

다. 이어 제41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는 공설운동장이 아닌 야외의 공연마당에서 대회를 

제14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1996년) 

제15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1997년) 

제16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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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 공설운동장에서 민속연희가 대형화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려는 시도했다. 이 해 한

국민속예술축제는 전남 순천시 남원읍 민속마을의 야외 마당에서 벌였다. 강원도민속예

술경연대회도 1999년 제17회 대회부터 그 명칭을 ‘강원민속예술축제’로 변경했다.  

제17회 1999년 강원민속예술축제는 속초시 공설운동장에서 열려 춘천시가 출연한 민

속놀이 ｢춘천 외바퀴수레싸움｣이 종합최우수상을 받았다. 춘천지역에서 전승되었다는 차

전(車戰)을 재현한 이 작품은 2000년 제41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강원도 대표로 출연했

으나 주목받지 못했다. 

제18회 강원민속예술축제는 횡성 공설운동장에서 열고 강릉시가 출연한 민속놀이 

｢사천 하평답교놀이｣를 종합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사천 하평답교놀이｣는 이듬해인 

2001년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연하여 영예의 종합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 민속놀이는 강릉시의 하평리를 중심으로 음력 2월 6일 좀생이 날에 행해지는 주민들

이 다리를 밟으며 안녕과 풍년을 비는 다리밟기를 재현하여 작품화한 것이다. 

제19회 2001년 강원민속예술축제는 화천 공설운동장에서 열려 평창군이 출연한 농악 

｢둔전평 농악놀이｣를 종합최우수상으로 뽑았다. ｢둔전평 농악놀이｣는 2002년 제43회 한

국민속예술축제에 출연했다. 

제17회 강원민속예술축제(1999년) 

제18회 강원민속예술축제(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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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2003년 강원민속예술축제는 양구 공설운동장에서 열려 종합최우수상에 속초시

가 출연한 민요 ｢도문 메나리농요｣와 양구군이 출연한 민속놀이 ｢바람골 지게놀이｣를 

종합우수상으로 선정했다. 이 해부터 강원민속예술축제는 격년제로 열려 종합최우수상은 

그 해에 종합우수상은 다음 해에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강원도 대표로 출연시키기로 했

다. 강원도민속예술축제를 격년제로 개최키로 한 것은 도내의 여러 시·군이 출연 작품

의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는데 한계에 와 있다는 호소가 크게 작용했다. 이 대회를 실제

적으로 주최하고 있는 강원도의 입장에서도 전통 민속예술을 발굴·진흥한다는 당초의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발굴의 한계가 있다는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강원민속예술축제 격년제 실행의 첫 번째 대회 종합최우수 수상작품인 ｢도문 메나리

농요｣는 같은 해인 2003년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연,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받았

다. 이 해 종합우수상을 받은 양구군이 출연했던 민속놀이 ｢바람골 지게놀이｣는 2004

년 제45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경연에 나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특히 2003년 제44

회 한국민속예술축제는 동해시에서 열렸는데 경연 장소를 기존의 종합운동장이 아닌 망

상의 오토캠핑장에서 개최했다. 개최 장소를 운동장이 아닌 캠핑장의 마당에서 연 것

은 종래의 민속예술축제가 운동장이라는 넓은 현대시설에서 열려 전승 민속예술의 공연

장과는 동떨어진 장소에서 벌어져 민속예술 본연의 모습을 너무 훼손했다는 자성에서였

제19회 강원민속예술축제(2001년) 

제20회 강원민속예술축제(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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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속예술 연희가 운동장에서 벌어져 대형화가 불가피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

국민속예술축제에 참여하는 민속예술 공연물의 대형화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운동장보다

는 전승 민속예술의 공연장으로 적합한 경연장을 찾으려는 노력은 이보다 앞서 실행되어 

2000년 제41회 대회가 전남 순천시의 낙안읍성 민속마을 야외마당에서 열리기도 했다.

제21회 2004년 강원민속예술축제는 동해시 망상 송림에서 열려 종합최우수상에 화천

군에서 출연한 민속놀이 ｢거북둔치 농목장치기｣를, 종합우수상에 평창군이 출연한 농악 

｢서낭굿농악｣을 선정했다. 민속놀이 ｢거북둔치 농목장치기｣는 2005년 제46회 한국민속예

술축제에 출연했다. 농악부문 ｢서낭굿농악｣은 2006년 제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연하

여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평창군 용평의 서낭굿농악은 빠른 쇠가락에 발걸음이 다른 농

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춤사위의 흥겨움과 소박한 동작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22회 2007년 강원민속예술축제는 홍천군 종합운동장에서 열려 동해시에서 출연한 

｢망상괴란 고청제농악｣을 종합최우수상으로, 화천군에서 출연한 민속놀이 ｢냉경지 어부

식놀이｣를 종합우수상으로 선정했다. ｢망상괴란 고청제농악｣은 2007년 제48회 한국민속

예술축제에 출연하여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망상괴란 고청제농악｣은 영동지역의 

두레농악의 특색을 지니고 있으면서 독자적 가락과 판굿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상모나 복색도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으로 주목받았다. 민속놀이 ｢냉경

지 어부식놀이｣는 2008년 제49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연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제21회 강원민속예술축제(2004년) 

제22회 강원민속예술축제(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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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2008년 강원민속예술축제는 고성군 종합운동장에서 열려 양양군이 출연한 민요 

｢수동골 상여소리｣를 종합최우수상에, 영월군이 출연한 민속놀이 ｢영월 상여놀이｣를 종합

우수상으로 뽑았다. 제50회 한국민속예술축제는 경연을 벌이지 않았으므로, ｢수동골 상여

소리｣는 2010년 제51회에 ｢영월 상여놀이｣는 2011년 제52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연했다. 

2009년 열린 제50회 한국민속예술축제행사는 행사 개최 반세기를 기념하기 위해 경연

을 펼치지 않고 시연 단체를 초청하여 공연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2009년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국립국악원에서 “얼쑤! 민속예술 큰 잔치 좋다! 신명과 화합의 한마

당”이라는 캐치프라이스를 건 잔치에는 16개 시·도와 이북5도 등 모두 21개지역 대표

단체가 시연했는데 강원도에서는 제48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망상

괴란 고청제농악｣이 출연했다. 

2010년 제51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연한 ｢수동골 상여소리｣는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

았다. ｢수동골 상여소리｣는 전통 장례의식에 불리는 장례요를 작품화한 것으로 장례절

차에 따른 민요를 가감 없이 표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동골 상여소리｣는 ①

선드레놀이 ②초초소리 ③이초소리 ④삼초소리 ⑤하직소리 ⑥운구소리 ⑦회다지소리 ⑧

달구질소리 등 상여가 상가를 출발해 봉분을 마칠 때까지의 과정을 소리로 어우러지게 

재현, 구성해 작품화했다. ｢영월 상여놀이｣는 2011년 제53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경선에 

출연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제24회 2011년 강원민속예술축제는 정선군 종합운동장에서 열려 고성군이 출연한 민요 

｢고성 명태잡이소리｣가 종합최우수상을 받았다. 종합우수상에는 화천군이 출연한 민속놀

이 ｢범골 목도소리｣를 선정했다. 민요 ｢고성 명태잡이소리｣는 2012년 제53회 한국민속

예술축제에 출연하여 민요부문 1등 상인 문광부장관상을 받았다. 화천군이 선보인 민속

놀이 ｢범아골 목도소리｣는 2013년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연했으나 높이 평가받지 못했다. 

제23회 강원민속예술축제(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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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2013년 강원민속예술제는 동해시 웰빙레포츠타운에서 열려 평창군이 출연한 

민요 ｢봉평메밀도리깨질소리｣를 종합최우수상으로 뽑고, 종합우수상에는 태백시의 민요 

｢문곡웃벌마을 산간민요｣를 선정했다. ｢봉평메밀도리깨질소리｣는 2014년 제55회 한국민

속예술축제에 출연해 민요부문 1위상인 문체부장관상을 받았다. 

2014년 열린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는 강원도의 정선군 정선읍 아라리공원에서 열

렸다.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출연 작품의 무리한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해 출연 인원을 80명으로 제한해서 이를 초과할 때는 감점한다는 제도를 도입하고 놀

이마당도 직경 40m 이내로 설치키로 했다. 태백시의 민요 ｢문곡웃벌 산간민요｣가 2015

년 제5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연했다. 

제26회 2015년 강원민속예술축제는 영월 공설운동장에서 열려 종합최우수상에 양양군

이 출연한 민속놀이 ｢동호리 멸치후리기｣를 뽑고, 종합우수상에는 원주시의 민요 ｢오리

골 농요｣를 선정했다. ｢동호리 멸치후리기｣는 2016년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오리

골 농요｣는 2017년 제58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연했다. 

제24회 강원민속예술축제(2011년) 

제25회 강원민속예술축제(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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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2017년 강원민속예술축제는 평창 용평체육공원에서 열려 종합최우수상에 평창

군이 출연한 민속놀이 ｢방림삼베삼굿놀이｣를 뽑고, 종합우수상에는 ｢춘천농악｣을 선정했

다. ｢방림삼베굿놀이｣는 2018년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예술축제) 연도별 수상 현황>

개최년도 시상내용 부문 종목 시·군 한국민속예술축제입상

1회
1983년

종합최우수상 민속놀이 양양 패다리놓기 양양 ‘83문화공보부장관상

종합우수상
민속놀이 원성 매지지경다지기 원성

민요 정선아리랑 정선

제2회
1984년

종합최우수상 민요 횡성 회다지소리 횡성 ‘84대통령상

종합우수상
민속놀이 논매기와 두레싸움 원성

민속놀이 양양 탁장사놀이 양양

3회
1985년

종합최우수상 민속놀이 인제 뗏목놀이 인제

종합우수상
민속놀이 양양 귀애파기놀이 양양

민요 속초 산대소리 속초

4회
1986년

종합최우수상 민요 양양 상복골농요 양양 ‘86문화공보부장관상

종합우수상
민속놀이 홍천 물통방아놀이 홍천

‘88MBC사장상
농악 강릉 농악 강릉

제26회 강원민속예술축제(2015년) 

제27회 강원민속예술축제(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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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년도 시상내용 부문 종목 시·군 한국민속예술축제입상

5회
1987년

종합최우수상 민속놀이 숯둔골 숯굽기 인제 ‘87문화공보부장관상

종합우수상
민요 오독떼기 명주

민속놀이 화천 지게행상놀이 화천
6회

1988년
6회

종합최우수상 민속놀이 명파 다리놓기 고성 ‘89문화재보호협회이사장상

종합우수상
민요 삼척메나리 삼척

민속놀이 보습굽기 인제

7회
1989년

종합최우수상 민속놀이 지게춤 물박장단 정선 ‘90문예진흥원장상

종합우수상
민속놀이 영등놀이 동해

농악 명주 하평 답교농악 명주

8회
1990년

종합최우수상 민속놀이 횡성 우밀어러리타령 횡성 ‘91문예진흥원장상

종합우수상
민속놀이 영신 횃불놀이 강릉
민속놀이 반바우후리질소리 고성

9회
1991년

종합최우수상 민속놀이 나무꾼농목장치기 화천 ‘92문화부장관상

종합우수상
민요 김화 자등농요 철원

민속놀이 강릉 용물달기 강릉

10회
1992년

종합최우수상 민속놀이 좀상날억지다리뺏기놀이 강릉 ‘93국무총리상

종합우수상
민속놀이 돌산령지게놀이 양구
민속놀이 명주 학산 농사풀이 명주

11회
1993년

종합최우수상 민요 바랑골놀요 양구 ‘94국무총리상

종합우수상
민속놀이 오금잠놀이 삼척

농악 농사놀이 평창

12회
1994년

종합최우수상 민요 입암농요 양양 ‘95문화체육부장관상

종합우수상
민속놀이 외나무다리놓기 태백

농악 용평 농사놀이 평창

13회
1995년

종합최우수상 민요 돌산령 지게놀이 양구 ‘96국무총리상

종합우수상
민요 김화 화천농요 철원

민속놀이 도원골 길치고다리놓기놀이 정선

14회
1996년

종합최우수상 민속놀이 강릉 용물달기 강릉 ‘97국무총리상

종합우수상
민속놀이 상노·지경 다지기놀이 철원

농악 매지풍물놀이 원주

15회
1997년

종합최우수상 민속놀이 삼척 산메기 삼척 ‘98문예진흥원장상

종합우수상
농악 용평 농사놀이 평창
민요 양양 입암상여소리 양양

16회
1998년

종합최우수상 민속놀이 상노리 지경다지기 철원 ‘99대통령상

종합우수상
민요 숯가마등치기소리 인제

민속놀이 돌산령 지게놀이 양구

17회
1999년

종합최우수상 민속놀이 춘천 외바퀴수레싸움놀이 춘천 ‘00전남도지사상

종합우수상
민요 입암 상여소리 양양

민속놀이 하평 답교놀이 강릉

18회
2000년

종합최우수상 민속놀이 사천 하평 답교놀이 강릉 ‘01대통령상

종합우수상
농악 용평 농사놀이 평창

민요 정금 농가월령가 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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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년도 시상내용 부문 종목 시·군 한국민속예술축제입상

19회
2001년

종합최우수상 농악 둔전평 농사놀이 평창 ‘01문광부장관상

종합우수상
민요 가실 목도꾼소리 삼척
농요 김화 화전농요 철원
농악 낭천 농악놀이 화천

20회
2003년

종합최우수상
농요 도문 메나리농요 속초

‘03문광부장관상
민속놀이 바랑골 지게소리 양구

종합우수상
민속놀이 범암골 목도소리 화천

농악 매지 농악놀이 원주
21회

2004년
종합최우수상 민속놀이 거북둔지 농목장치기 화천 ‘05국립민속박물관장상
종합우수상 농악 서낭굿 농악 평창 ‘06국무총리상

22회
2007년

종합최우수상 농악 망상동괴란고청제농악 동해 ‘07대통령상
종합우수상 민속놀이 냉경지어부식놀이 화천

23회
2008년

종합최우수상 민요 양양 수동골 상여소리 양양 ‘10대통령상
종합우수상 민속놀이 영월 지게상여놀이 영월

24회
2011년

종합최우수상 민요 고성 명태잡이 소리 고성 ‘12문광부장관상
종합우수상 민속놀이 화천 범암골 목도소리 화천

25회
2013년

종합최우수상 민요 봉평메밀도리깨질소리 평창 ‘14년문화체육부장관상
종합우수상 민요 문곡웃벌마을 산간민요 태백

26회
2015년

종합최우수상 민속놀이 동호리멸치후리기 양양 ‘16년 동상
종합우수상 민요 오리골농요 원주

27회
2017년

종합최우수상 민속놀이 방람삼베굿놀이 평창 ‘18년 국무총리상
종합우수상 농악 춘천농악 춘천

2. 성과

강원민속예술축제 개최와 한국민속예술축제는 강원도의 민속을 발굴해 내는데 큰 성

과를 이루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연한 종목들 대부분은 

강원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발전되고 있다. 강원도에서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

연하여 대통령상을 받은 종목은 5개에 이르렀는데, 이들은 모두 강원도무형문화재로 지

정됐다. 또한 오랫동안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연하면서 이 대회에서 큰 상은 못 받았

으나 고유성과 예술성이 주목받아 국가무형문화재나 강원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도 

있다. 강릉농악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정선아리랑, 강릉 학산오독떼기, 평창 황병

산사냥민속 등이 강원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이 경우이다. 강원민속예술축제나 한

국민속예술축제에 출연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 강원도무형문화재가 된 것은 농악 4종목, 

민요 6종목, 민속놀이 5종목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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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릉농악(국가무형문화재 제11-4호) : 강릉농악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초창기인 

1961년부터 1964년까지 4년 연속 출연하데 이어 1969·1972·1973년 지속적으로 

출연했다. 강릉농악은 빠르고 소박한 가락과 춤사위, 다른 지역 농악과는 다른 농

사놀이 판굿과 복색이 차별성이 있어 주목받았다. 강릉농악은 1985년 12월 1일자

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②  정선아리랑(강원도무형문화재 제1호) : 정선아리랑은 1958년 제1회 전국민속예술경

연대회에 출연한 이후 제10회에 출연하여 민요부문 1위상인 문공부장관상을 받았

다. 이어 제18·20회에도 경연에 참여했다. 1971년 11월 16일자로 강원도무형문화

재로 지정됐다. 

  

③  횡성 회다지소리(강원도무형문화재 제4호) : 횡성회다지소리는 1984년 제25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여 종합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달구꾼들이 관을 

묻고 흙은 다지는 회다지소리가 정확 소박한 동작에 잘 어울려 음악성을 돋보였

다고 평가됐다. 1984년 12월 18일자로 강원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강원도가 처음으로 대통령상을 받은 종목이다. 

 

④  강릉 학산오독떼기 : 1971년 제1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했다. 강릉 학산 

일대에 전승되는 김매기 소리이다. 세조실록에 세조가 동해안 일대를 돌아보다

가 강릉의 연곡에서 농요를 잘 부르는 사람을 뽑아 소리를 시켰다는 기록으로 보

아 역사가 오래된 민요로 전해진다. 1988년 5월 18일자로 강원도무형문화재로 지

정됐다. 

⑤  양구 돌산령지게놀이(강원도무형문화재 제7호) : 1996년 제37회 전국민속예술경연

대회에 출연하여 2위인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옛 생활용품인 

지게를 산골의 청장년들이 활용한 전승놀이라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1999년 7

월 31일자로 강원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⑥  철원 상노리지경다지기(강원도무형문화재 제9호) : 1999년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

제에 출연하여 종합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지경다지기란 새집을 지을 때 

지반을 다지는 작업을 일컫는 것으로 주술적인 의식과 함께 노동요가 따르는 우

리나라 고유의 공동노동형태의 하나이다. 2000년 7월 1일자로 강원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⑦  강릉 사천하평답교놀이(강원도무형문화재 제10호) : 2001년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

제에 출연하여 종합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강릉시의 하평리를 중심으로 

음력 2월 6일 좀생이 날 다리를 밟으며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 행사를 재

현했다. 2003년 3월 22일자로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⑧  평창 둔전평농악(강원도무형문화재 제15-1호) : 평창지역의 농악은 1977년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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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평창 백옥포농악으로 출연하여 농악부문 1위인 문공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어 1978년 제1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평창농악으로 출연

하여 종합 2위인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2002년 제43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는 평창 

둔전평 농사놀이로 출연하여 문공부장관상을 받았다. 2006년 제47회 한국민속예술

축제에는 용평 서낭굿농악으로 출연하여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용평 서낭굿농악의 

특징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가락이라는 강릉농악보다 빠른 것으로 들리는데 춤사

위가 흥겹고 소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창농악은 2003년 4월 25일 평창 둔전평

농악이라는 이름으로 강원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⑨  원주 매지농악(강원도무형문화재 제15-2호) : 1977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강원도 

예선대회 역할을 했던 제1회 태백문화제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한 이후 1996년 

제14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여 종합우수상을 받았다. 2003년 제20회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여 종합우수상을 받았다. 매지농악은 강원도 영서지

역 농악의 특성을 전승하고 있는 농악으로 평가됐다. 2006년 1월 6일자로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⑩  평창 황병산사냥민속(강원도무형문화재 제12호) : 1984년 제12회 강원민속예술경연

대회에 출연했다. 강원도 산간지역의 사냥민속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주목받았다. 

2007년 2월 23일자로 강원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⑪  속초 도문농요(강원도무형문화재 제20호) : 2003년 제20회 강원속예술축제에서 최

우수상을 받았다. 같은 해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연해 민요부문 1위인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도문메나리는 소리의 유장함과 곡조 등으로 미루어 불교적 색채

가 배어있는 범패의 영향을 받은 농요로 평가됐다. 2007년 2월 23일자로 강원도무

형문화재로 지정됐다. 

  

⑫  양양 수동골상여소리(강원도무형문화재 제25호) : 1997년 제15회 강원민속예술경연

대회에 출연한 이후 1999년 제17회, 2001년 제19회 대회에 계속 참가했다. 2009년 

제25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서 종합최우수상을 받고 2010년 제51회 한국민속예술축

제에 출연하여 대통령상을 받았다. 2013년 4월 12일자로 강원도무형문화재로 지정

됐다. 

 

⑬  양양 상복골농요(강원도무형문화재 제26호) : 1986년 제4회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에

서 최우수상을 받고 같은 해 제2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경연에 나서 문화공보

부장관상을 받았다. 2010년 한국민속예술축제위원회가 현장 민속예술부문 심사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51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시연을 하는 영광을 누렸다. 2013년 4

월 12일자로 강원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⑭  월정사 탑돌이(강원도무형문화재 제28호) : 1977년 제1회 태백문화제 민속예술경연

대회에 출연한 후 같은 해 제1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경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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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했다. 이후 1992년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했다. 2000년 이후에는 사월 

초파일에 월정사에서 정기적으로 탑돌이를 했다. 불교신앙 행사가 민속예술 행사

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아 2016년 11월 11일자로 강원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⑮  동해 망상농악(강원도무형문화재 제15-3호) : 2007년 제22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출연해 종합최우수상을 받고 같은 해 제48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받

았다. 2017년 11월 17일자로 강원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민속예술축제에 의해 전승이 단절될 뻔했던 많은 민속예술

이 발굴되고 또 이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함으로써 전승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민

속예술축제는 민속예술을 주목하게 하여 이를 활성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민속예술축제가 민속예술 고유의 원형을 왜곡 없이 표현해야 한다는 대전제는 

풀기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었다. 감흥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연활동이 전통을 오롯이 

전승해야 한다는 대전제는 멍에가 되고 이를 언제까지 얼마만큼 메어야 할 것인가는 의

문시됐다. 고유 원형의 개념도 풀기 어려운 과제였지만 이와 같은 대전제를 내세운 민

속예술축제의 취지와 민속예술공연활동은 불행히도 지속적인 갈등을 야기했다. 근본적으

로 고유의 원형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다가 고유의 원형을 훼손하

지 않으면서 그것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여 보여주는 일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 의문이

었다. 

거기에다 민속예술의 경연대회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났다. 첫째로 제기된 

문제는 대형화와 획일화에 따른 부작용이다. 한국민속예술축제가 경연장소를 공설운동장

이 아닌 야외마당에서 연 것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라는 명칭을 한국민속예술축제라고 

명칭을 바꾼 이듬해인 2000년 41회의 전남 순천시 남원읍 민속마을야외마당에서 연 대

회였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한지 40회를 지나서 비로소 공설운동장이 아닌 민

속마을의 마당으로 바꾼 것이다. 마당이나 공터에서 연희된 전승 민속놀이를 현대적 대

형시설인 공설운동장에서 경연을 벌이기를 40여 회를 거듭한 것이다. 공설운동장이라는 

넓은 공간은 필연적으로 공연 규모를 대형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국 경연대회에 출

연해야 하는 강원도의 민속예술 작품도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추세를 따른 수밖에 없

었다. 민속을 소재로 한 마당놀이가 거의 모두가 1백 명을 넘나드는 출연자를 동원했고 

민요의 경우도 대형 마당놀이를 공연하듯 따르게 됐다. 

민속을 소재로 한 민속마당놀이는 천편일률적으로 입장, 인사, 서낭제사, 옛 생활의 관

행 놀이, 대동놀이, 인사, 퇴장으로 구성해서 획일성을 면하지 못했다. 민요 공연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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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속놀이 공연인지 민속무용 공연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 집단화 대형화되어 민요 공

연이 아닌 어정쩡한 공연 형태가 되어버렸다. 민요의 특성상 올바른 소리를 내기 위한 

동작은 필수이지만 보여주기 위한 지나친 안무가 이런 혼란을 빚게 했다. 거기에다 민

속놀이이건 민요공연이건 단체복을 무분별하게 착용하여 단체 매스게임 같은 인상을 줬

다. 이와 같은 복색이 타당한 것인가는 의문이다. 단체복은 집단주의, 전체주의의 표현

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승 복색, 더 나아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체성에 부합되는지

는 깊이 있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제기된 문제점은 고유성의 강조가 빚은 부작용이다.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위한 경쟁은 차별화와 고유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를 과장하면서 부작용을 나타냈다. 

전승 민속 본래의 모습을 변경 왜곡하기에 이르렀다. 지나친 특수성이나 고유성의 추구

는 보편성에서 일탈해 조작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했다. 돌연변이와 같은 보편성을 벗

어난 고유성을 강조한 주제·가락·복색·민속놀이·민요·농악 등의 문제가 모든 분야

에서 노정됐다. 민요의 경우 그 음률이 전승 계보가 확인되지 않은 한 두 사람의 가창

에 의해 차별성이 부각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전파된 것

이 아니라면 그것은 차별성에 문제가 있음을 의심해야 할 것이다. 농악의 가락도 마찬

가지이다. 특정한 상쇠의 창작 가락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가락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는 피하여야만 그 지역 보편적 농악의 전승이 가능해진다. 민속마당놀이 주제의 선택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편성에 충돌하거나 배치되는 것은 당연히 피하여야 한다. 자칫하

면 민속의 왜곡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속경연대회에서 큰 상을 받고 그 성과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차별

성이나 고유성을 강조한 나머지 전승의 왜곡은 없었는지, 지나치게 대형화·획일화되어 

있는 점은 없는지 되짚어 볼 필요는 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민속예술은 다른 민속

예술작품과는 달리 더욱 전통의 올바른 전승이 강조되는 민속예술 종목이기 때문이다. 

이기원(강원도사편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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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 개최기간 : 1983년 6월 19일~20일
● 개 최 지 : 원주시
● 참      가 : 21개 종목 / 1,007명

시·군 출연종목 시·군 출연종목

원성군 매지지경다지기(우수) 태백시 태백산탈놀이

홍천군 팔봉산당굿 철원군 토성농악

인제군 기룡베틀농악 동해시 망상고청제횃불놀이

횡성군 정금미나리타령 강릉시 홍제농악

평창군 방링성황굿 영월군 쌍용놀이

고성군 거진어신제 삼척군 성북술비놀이

화천군 거줄싸움 속초시 고풀이

춘천시 석사농악 양양군 패다리놓기(최우수)

양구군 밭갈이놀이 명주군 학산오독떼기

춘성군 동산거리제 원주시 풍년맞이기줄당기기

정선군 정선아리랑(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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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 개최기간 : 1984년 6월 18일~19일
● 개 최 지 : 강릉시
● 참      가 : 21개 종목 / 1,417명

시·군 출연종목 시·군 출연종목

속초시 만천동나룻배싸움 춘천시 석사농악

철원군 거화대령 홍천군 석전다리놓기

영월군 게줄다리기 원성군 논매기와 두레싸움(우수)

횡성군 회다지선소리(최우수) 평창군 황병산사냥놀이

인제군 백중성황제 정선군 풍년낟가리대놀이

원주시 상원놀이 명주군 학산오독떼기

태백시 탈놀이 양양군 탁장사놀이(우수)

춘성군 금병농악(어머니) 고성군 삼포지정다지기

동해시 질먹기놀이 삼척군 조비농악

화천군 거북둔지농목장치기 강릉시 강문진또베기

양구군 성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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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 개최기간 : 1985년 6월 13일~14일
● 개 최 지 : 속초시
● 참      가 : 21개 종목 / 1,281명

시·군 출연종목 시·군 출연종목

원성군 논매기와 호미씻이 화천군 머슴명절놀이

춘성군 제궁동 산제 거북놀이 양양군 귀애파기놀이(우수)

철원군 토성농악 춘천시 호미씻이놀이

횡성군 정금육례놀이 명주군 하평답교농악

동해시 보역새놀이 태백시 갈풀썰이

원주시 지신밟기와 거화희 삼척군 조비농악

평창군 대방놀이 정선군 앞실삼찌기

양구군 군사농악 강릉시 관노가면희

인제군 뗏목놀이(최우수) 홍천군 청실홍실

영월군 쌍다리놀이 속초시 산대소리(우수)

고성군 삼포혼인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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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 개최기간 : 1986년 6월 13일~14일
● 개 최 지 : 삼척시
● 참      가 : 22개 종목 / 1,102명

시·군 출연종목 시·군 출연종목

원성군 터다지기와 성주풀이 삼척시 기줄다리기

횡성군 정금두레농요 고성군 백촌보리태타작놀이

강릉시 강릉농악(우수) 속초시 뱃소리

영월군 능마을도깨비놀이 홍천군 물통방아놀이(우수)

철원군 김화성황제 춘성군 금병어머니농악

춘천시 석사농악 화천군 냉경지 소금배 오는날

양양군 상복골농요(최우수) 명주군 신령산고비·고사리꺾기소리

태백시 갈풀썰이 평창군 방림삼굿놀이

인제군 심메마니놀이 원주시 오리현농악

양구군 밭갈이놀이 동해시 고주목나르기

정선군 경읽기 삼척군 토염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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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 개최기간 : 1987년 6월 27일~28일
● 개 최 지 : 홍천군
● 참      가 : 22개 종목 / 895명

시·군 출연종목 시·군 출연종목

춘천시 통지게타령 정선군 풍년낟가리대놀이

양양군 잔교농악 영월군 지게행상놀이

삼척군 토염놀이 원주시 읍무현 넋풀이

철원군 토성농요 원성군 매지농악(풍물놀이)

동해시 해신제뗏불놀이 평창군 합놀이

화천군 지게행상놀이(우수) 강릉시 걸립굿

명주군 오독떼기(우수) 삼척시 축성놀이

인제군 숯둔골숯굽기(최우수) 태백시 사스랭이

춘성군 석파령주막놀이 고성군 지정다지기

속초시 든대질놀이 홍천군 연자매놀이

횡성군 어둔골연자방아소리 양구군 밭갈이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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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 개최기간 : 1988년 10월 18일~19일
● 개 최 지 : 영월군
● 참      가 : 21개 종목 / 1,321명

시·군 출연종목 시·군 출연종목

고성군 현내돌다리놓기(최우수) 삼척군 메나리(우수)

철원군 화전농요 동해시 망상동골안농악

춘천시 통지게선길꾼 속초시 끌후릿소리

평창군 다리발비 정선군 삼구팔학놀이

삼척시 너와집짓기 화천군 나무꾼놀이

강릉시 관노가면희 명주군 신령산고비·고사리꺾기

원성군 백중놀이 양양군 복골지게가리싸움

양구군 가창골 베틀놀이 인제군 보습굽기(우수)

원주시 코뚜레 횡성군 우밀연자매소리

태백시 사스랭이 영월군 칡줄다리기

춘성군 거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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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 개최기간 : 1989년 9월 8일~9일
● 개 최 지 : 동해시
● 참      가 : 21개 종목 / 1,099명

시·군 출연종목 시·군 출연종목

태백시 지게 싸움놀이 양구군 가창골삼굿놀이

철원군 농기싸움 양양군 잔교농악

원주시 꼭두상모놀이 속초시 배다리수살굿

평창군 덩골성황제 인제군 갈이남박만들기

강릉시 청춘경노회 화천군 냉경지소금배오는날

춘천시 봉의산축성놀이 삼척군 사금산황장목목돗군소리

영월군 무릉농악 횡성군 점말옹기굽기

정선군 지게춤 물박장단(최우수) 홍천군 메물농사놀이

동해시 영등놀이(우수) 삼척시 너와집짓기놀이

원주군 매지대동제놀이 명주군 하평답교농악(우수)

춘성군 원아리집짓기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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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 개최기간 : 1990년 10월 30일~31일
● 개 최 지 : 춘천시
● 참      가 : 21개 종목 / 1,235명

시·군 출연종목 시·군 출연종목

원주군 매지지경 다지기 원주시 오리현농악

화천군 지게 행상놀이 태백시 멧돼지 사냥놀이

인제군 개운동 배모으기 명주군 학산 봇물 싸움놀이

춘성군 샘밭장타령 양구군 동두보제

철원군 머슴날놀이 삼척군 살대 세우기

평창군 평창아리랑 양양군 써레매기

삼척시 척주동해비입석놀이 속초시 밧독제 용왕수살굿

영월군 승당농악 춘천시 의병행렬

횡성군 우밀어러리타령(최우수) 홍천군 토방집 짓기

강릉시 영신햇불놀이(우수) 동해시 뒤뜰장 걸입패놀이

고성군 반바우 후리질(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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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 개최기간 : 1991년 9월 25일~26일
● 개 최 지 : 원주시
● 참      가 : 21개 종목 / 1,313명

시·군 출연종목 시·군 출연종목

동해시 샘실우물굿농악 춘천시 신용연용신제

홍천군 웃범골장승깎기 양양군 왁달계놀음

양구군 지게놀이 화천군 거북둔지농목장치기(최우수)

명주군 학산봇물싸움놀이 삼척시 무쇠판장부리

속초시 외옹치군웅장군굿놀이 태백시 멧돼지사냥놀이

영월군 안도내들방아타령 강릉시 용물달기(우수)

고성군 애기미용왕굿줄다리기놀이 원주군 매지풍물놀이

춘성군 장절공도이장가놀이 철원군 김화자등농요(우수)

원주시 지신밟기와 횃불놀이 인제군 군량동채독만들기

평창군 청심제 정선군 장승백이토방집짓기놀이

삼척군 농장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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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 개최기간 : 1992년 9월 3일~4일
● 개 최 지 : 강릉시
● 참      가 : 21개 종목 / 1,354명

시·군 출연종목 시·군 출연종목

정선군 토방집짓기놀이 춘천시 우두산 소슬뫼놀이

인제군 승냥간 베림질 횡성군 우밀 점말 옹기굽기

철원군 토성 풍년 낟가리놀이 고성군 순포마을 풍년농요놀이

원주군 매지농악진풀이 원주시 오리현 농악

삼척군 사금산 황장목 목돗군소리 홍천군 웃범골 장승깎기놀이

양구군 돌산령 지게놀이(우수) 명주군 명주학산 농사풀이(우수)

태백시 갈풀썰이 속초시 물치 용왕굿 용떡놀이

춘천군 원아리 집짓기놀이 영월군 서면 광전 농악

삼척시 실직국 철죽놀이 강릉시 좀상날억지다리뺏기놀이(최우수)

평창군 월정사 탑돌이 동해시 선돌말이

양양군 잔교 농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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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 개최기간 : 1993년 9월 16일~17일
● 개 최 지 : 삼척시
● 참      가 : 21개 종목 / 1,153명

시·군 출연종목 시·군 출연종목

철원군 농기싸움놀이 태백시 외나무다리 놓기

원주시 오리현 농악 동해시 원님 답교 놀이

화천군 냉경지 소금배 오는날 삼척시 오금잠 놀이(우수)

춘천시 차전놀이 속초시 설악 산신맞이 놀이굿

양구군 바랑골 농요(최우수) 홍천군 팔봉산 당굿

춘천군 밭치리 거리제 고성군 보령골 풍어기원제

영월군 문산농악 횡성군 우밀 두레농요

평창군 농사놀이(우수) 정선군 삼베 길쌈놀이

양양군 입암농요 명주군 학산농요

원주군 호미씻이 삼척군 선흥(서낭골)농악

인제군 바지게 선질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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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 개최기간 : 1994년 9월 8일~9일
● 개 최 지 : 태백시
● 참      가 : 21개 종목 / 1,083명

시·군 출연종목 시·군 출연종목

인제군 다리골 무쇠점간놀이 삼척시 무쇠판장놀이

춘천시 외바퀴 수레싸움 원주군 매지 대돋음놀이

화천군 솟대배기 거줄싸움 강릉시 저동 달맞이농악

홍천군 동창보제놀이 정선군 성마령 길메기놀이

철원군 화전농요 횡성군 들소리

춘천군 밭치리 거리제 속초시 신흥사 범패

원주시 오리현 농악 명주군 하평 답교농악

양양군 입암농요(최우수) 태백시 외나무다리 놓기(우수)

영월군 두릉들 농사놀이 삼척군 풍신날 등놀이

평창군 용평 농사놀이(우수) 동해시 보역새놀이

고성군 순포마을 들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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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 개최기간 : 1995년 9월 14일~15일
● 개 최 지 : 속초시
● 참      가 : 17개 종목 / 1,024명

시·군 출연종목 시·군 출연종목

춘천시 신용연 용신제 삼척시 산메기

횡성군 정금 농가월령가 강릉시 강릉농요

화천군 마구네미 지게상여놀이 영월군 대동제 용신굿

홍천군 동창보제놀이 고성군 마직 무곡놀이

철원군 김화 화전농요(우수) 동해시 판례뽑는날놀이

원주시 천제 양구군 돌산령 지게놀이(최우수)

태백시 사시랭이 속초시 배다리 수살굿

평창군 가평토주지신 굿놀이 정선군 도원골 길치고다리놓기놀이(우수)

인제군 다리골 무쇠점간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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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 개최기간 : 1996년 9월 19일~20일
● 개 최 지 : 철원군
● 참      가 : 16개 종목 / 942명

시·군 출연종목 시·군 출연종목

원주시 매지풍물놀이(우수) 속초시 만천동 나룻배싸움놀이

영월군 전통혼례 가마길싸움놀이 강릉시 용물달기(최우수)

정선군 도원골김매기놀이 홍천군 동면 좌운 농악놀이

고성군 금단작신가면놀이 인제군 조경동 갈이남박만들기

태백시 사시랭이 평창군 평창아리랑

춘천시 삼절기 춤놀이 동해시 낟갈이대 놀이

횡성군 정금농요 철원군 상노 지경다지기놀이(우수)

양양군 왁달계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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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 개최기간 : 1997년 10월 3일~4일
● 개 최 지 : 평창군
● 참      가 : 15개 종목 / 772명

시·군 출연종목 시·군 출연종목

철원군 토성농악 동해시 뒤뜰장 걸립패놀이

원주시 갈뜯기(소만이영보는것) 고성군 반바우 후리질

삼척시 산메기(최우수) 횡성군 정금 농가월령가

속초시 대포동뱃소리 양양군 입암상여소리(우수)

인제군 갈이남박 물레놀이 홍천군 동면 좌운농악

춘천시 우두 풍물놀이 정선군 낙동농악 농사놀이

영월군 지동마을 단종성황제의
양구군

돌산령 지게놀이
(전승, 보존작품)

평창군 용평 농사놀이(우수)



764  강원도사

제5장 | 강원의 민속축제

<제16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 개최기간 : 1998년 9월 26일~27일
● 개 최 지 : 인제군
● 참      가 : 17개 종목 / 1,104명

시·군 출연종목 시·군 출연종목

태백시 태백산 천제 춘천시 외바퀴수레싸움놀이

횡성군 장타령 인제군 숯가마 등치기 소리(우수)

동해시 망상 질먹기 화천군 냉경지 소금배 오는날

양양군 입암상여소리 철원군 상노지경다지기(최우수)

고성군 애기미 끌후리질소리 정선군 도원골 초동 길먹기 놀이

양구군 돌산령 지게놀이(우수) 영월군 상여대맞이 놀이

평창군 평창 아리랑 원주시 정월대보름 달맞이굿

속초시 도리원농악 강릉시 경포농악

홍천군 와동들기름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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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강원민속예술축제> 

● 개최기간 : 1999년 10월 9일~10일
● 개 최 지 : 속초시
● 참      가 : 16개 종목 / 893명

시·군 출연종목 시·군 출연종목

삼척시 삼대세우기 영월군 토실생화전농요놀이

평창군 무후자영혼위로제 횡성군 농부가

원주시 행구동 농악 고성군 망개마을풍어제

홍천군 와동들기름짜기 강릉시 하평답교놀이(우수)

화천군 냉경지소금배오는날 인제군 숯가마등치기소리

춘천시 외바퀴수레싸움(최우수) 동해시 원님놀이

정선군 지게춤물박장단놀이 속초시 든대질놀이

태백시 태백산호식해원풀이 양양군 입암상여소리(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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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강원민속예술축제> 

● 개최기간 : 2000년 9월 29일~30일
● 개 최 지 : 횡성군
● 참      가 : 14개 종목 / 834명

시·군 출연종목 시·군 출연종목

고성군 대진 든대질놀이 정선군 지게놀이 물박장단

양양군 입암 목도소리 동해시 원님놀이

삼척시 기실 목도꾼 소리 영월군 무릉들 보막기놀이

속초시 물치 용왕굿 용떡놀이 평창군 용평 농사놀이(우수)

강릉시 사천 하평답교놀이(최우수) 인제군 방동리 망대세우기

횡성군 정금 농가월령가(우수) 원주시 매지 풍물놀이

화천군 낭천 농악놀이 태백시 퉁점 사시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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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강원민속예술축제> 

● 개최기간 : 2001년 9월 20일~21일
● 개 최 지 : 화천군
● 참      가 : 16개 종목 / 957명

시·군 출연종목 시·군 출연종목

고성군 교동 농악놀이 양양군 입암 상여소리

삼척시 기실 목도꾼소리(우수) 철원군 김화 화전농요(우수)

동해시 망상 골안농악 인제군 방동리 망대세우기

정선군 하미 섭다리놓기 원주시 행구 농악

속초시 도리원 농악 횡성군 두레농요

영월군 숯가마실 숯굽기놀이 홍천군 좌운 농악놀이

태백시 소도 농악놀이 춘천시 외바퀴 수레싸움놀이

평창군 둔전평 농사놀이(최우수) 화천군 낭천 농악놀이(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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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강원민속예술축제> 

● 개최기간 : 2003년 6월 16일~17일
● 개 최 지 : 양구군
● 참      가 : 17개 종목 / 954명

시·군 출연종목 시·군 출연종목

태백시 소도농악 고성군 거진든대질놀이

정선군 정선아리랑난타, 지게춤 양양군 입암목도놀이

영월군 숯가마실숯굽기놀이 속초시 도문메나리농요(최우수)

삼척시 조비농악 홍천군 팔봉산당굿

동해시 영등뗏불놀이 춘천시 외바퀴 수레싸움놀이

강릉시 용물달기 인제군 방동리망대세우기

철원군 횃불싸움놀이 화천군 번안골목도소리(우수)

원주시 매지농악놀이(우수) 양구군 바랑골지게소리(최우수)

횡성군 우밀어러리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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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강원민속예술축제> 

● 개최기간 : 2004년 9월 17일~18일
● 개 최 지 : 동해시
● 참      가 : 17개 종목 / 902명

시·군 출연종목 시·군 출연종목

철원군 횃불싸움놀이 고성군 백촌농악놀이

화천군 거북둔지농목장치기(최우수) 정선군 정선아리랑물박장단지게춤

춘천시 우두풍물놀이 속초시 도리원농악

홍천군 서석농악 양양군 탁장사놀이

영월군 주천술샘놀이 태백시 소도농악놀이

원주시 오리현농악 강릉시 탈굿놀이

횡성군 두레농요 삼척시 조비농악

인제군 방동리망대세우기 동해시 뒷들장걸립패놀이

평창군 서낭굿농악(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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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강원민속예술축제> 

● 개최기간 : 2007년 6월 1일~2일
● 개 최 지 : 홍천군
●참      가 : 18개 종목 / 1,201명

시·군 출연종목 시·군 출연종목

삼척시 살대세우기 양양군 탁장사놀이

태백시 갈풀썰이 철원군 김화 화전농요

동해시 망상동 괴란고청제농악(최우수) 화천군 냉경지어부식놀이(우수)

강릉시 금산 용물달기 놀이 양구군 바랑골 지게놀이

정선군 낙동농악 인제군 숯가마 등치기 소리

속초시 도리원농악 원주시 매지농악

영월군 칡줄다리기 춘천시 금병농악

고성군 공현진 곰바위 미역따기 횡성군  두레농요

평창군 평창아라리 홍천군 보리울 발방아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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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강원민속예술축제> 

● 개최기간 : 2008년 9월 5일~6일
● 개 최 지 : 고성군
● 참      가 : 17개 종목 / 1,025명

시·군 출연종목 시·군 출연종목

철원군 김화 화전농요 동해시 웅녀제 물지게싸움놀이

춘천시 우두대동천렵놀이 홍천군 보리울 발방아소리

원주시 매지농악 양구군 바랑골 지게놀이

영월군 지게 상여놀이(우수) 강릉시 건금마을 용물달기

태백시 갈풀썰이 인제군 숯가마 등치기 소리

평창군 황병산사냥놀이 양양군 수동골상여소리(최우수)

정선군 낙동농악 속초시 도리원 농악

횡성군 물할머니 모셔오기 고성군 공현진 곰바위미역따기

삼척시 살대세우기 홍천군 보리울 발방아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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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강원민속예술축제> 

● 개최기간 : 2011년 9월 28일~29일
● 개 최 지 : 정선군
● 참      가 : 17개 종목 / 936명

시·군 출연종목 시·군 출연종목

원주시 논매기와 두레싸움 삼척시 메나리

영월군 나래실 두레굿 화천군 범암골 목도소리(우수)

태백시 문곡웃벌마을산간민요 속초시 북청사자놀음

철원군 김화 화전농요 고성군 명태바리소리(최우수)

양양군 쟁기동농악 홍천군 와동들기름짜기

강릉시 대관령 영신 횃불 놀이 평창군 대화 대방놀이

인제군 숯가마 등치기 소리 횡성군 우밀어러리타령

춘천시 스무숲농악 정선군 아우라지 뗏목놀이

동해시 북평원님답교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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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강원민속예술축제> 

● 개최기간 : 2013년 10월 17일~18일
● 개 최 지 : 동해시
● 참      가 : 15개 종목 / 731명

시·군 출연종목 시·군 출연종목

삼척시 조비농악 홍천군 겨리소 밭가는 소리

양양군 쟁기동농악 영월군 김삿갓 해학

철원군 머슴날놀이 속초시 북청사자놀음

태백시 문곡웃벌마을산간민요(우수) 동해시 샘실우물굿 농악

원주시 회촌 지신밟기 정선군 아우라지 뗏목놀이

평창군 봉평메밀도리깨질소리(최우수) 인제군 숯가마 등치기 소리

춘천시 사암리 농악 강릉시 대관령 영신 횃불놀이

횡성군 두레농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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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강원민속예술축제> 

● 개최기간 : 2015년 9월 10일~11일
● 개 최 지 : 영월군
● 참      가 : 17개 종목 / 919명

시·군 출연종목 시·군 출연종목

고성군 공현진곰바위 미역따기놀이 영월군 운학골 박씨댁 상여소리

동해시 가마골 질먹기 놀이 원주시 오리골 농요(우수)

철원군 머슴날 놀이 강릉시 사천 덕실리 질먹기

홍천군 겨리소화전밭갈이 소몰이놀이 춘천시 춘천농악

횡성군 대도둠 정선군 삼굿놀이

화천군 화천농악 속초시 사자놀음

평창군 용평다리굿 농악 양양군 동호리 멸치후리기(최우수)

양구군 목도하는 소리 삼척시 조비농악

인제군 풀써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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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강원민속예술축제> 

● 개최기간 : 2017년 9월 7일~8일
● 개 최 지 : 평창군
● 참      가 : 17개 종목 / 967명

시·군 출연종목 시·군 출연종목

철원군 머슴날 놀이 양구군 백토의 찬란한 여정

동해시 북평원님 답교놀이 태백시 문곡웃벌산간민요

삼척시 술비놀이와 기줄다리기 강릉시 용굿기우제

평창군 방림삼베삼굿놀이(최우수) 인제군 하추리 도리깨질 소리

횡성군 대도둠 고성군 공현진 곰바위 미역따기놀이

속초시 도리원농악 정선군 삼굿놀이

화천군 농목장치기 양양군 쟁기동 민속놀이

영월군 장릉 도깨비놀이 춘천시 춘천농악(우수)

홍천군 겨리소 화전밭갈이 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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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역별 민속축제

1. 영서지역

춘천은 축제가 잘 발달한 곳이다. 오랜 전통을 가진 소양강문화제는 지역민들의 대

동성을 기반으로 근현대를 아우르며 민속축제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 소양강문화제위

원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향토의 전통 민속 문화를 발굴해 계승·보존하고 시민의 화합

을 다지는 향토축제로서 전통 민속 행사와 현대예술이 조화된 종합축제로 성장하고 있

다. 1966년 개나리문화제로 출발하여, 1983년에 소양강문화제로 명칭을 바꾸었다. 오늘날 

춘천을 대표하는 지역문화제로서 전통문화와 체육대회, 소양강처녀가요제 등을 중심으로 

민속·체육·문예·시범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다. 매년 9월 삼천동 의암공원과 

송암스포츠타운 일원에서 열린다. 

2017년 제39회 소양강문화제는 춘천향교를 비롯한 지

역 내 34개 문화예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시민축제

였다. 주요 프로그램은 문예·민속·체육·체험 등이다. 

봉의산 순의비에서 나라와 춘천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

의 넋을 위로하는 유교식 제례인 충의제를 봉행하며 막

을 올렸다. 이어서 강원도청 앞 광장을 비롯 신북 샘밭

장터·명동·춘천역·소양강처녀상·육림고개·우두삼거

리 등에서 농악대 연합 길놀이 공연이 펼쳐지고 공지천 

야외음악당에서는 소양강처녀 가요제가 분위기를 고무시

켰다. 이틀째는 시민의 화합을 다지는 읍면동 체육대회

제1회 춘천 개나리문화제(1966년)

춘천 소양강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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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치러졌다.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시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추구하는 체육대회는 읍

면동 대항 겨루기로 줄다리기·피구·팔씨름·게이트볼·단체줄넘기 등 여러 종목을 펼

쳐 성적에 따라 시상했다. 체험마당에서는 다도, 천연비누 만들기, 추억의 사진관, 한복

체험, 떡메체험 등이 마련되었다. 또한 민속놀이로 제기차기·투호·널뛰기·굴렁쇠굴리

기 등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짚풀 문화 공예품 만들기, 윷놀이, 장기 

대회 등이 펼쳐졌다. 문예행사는 전국 명창대회를 비롯한 한시 외워 쓰기, 휘호대회, 한

글 백일장, 사생실기대회 등이 열리고 당일 현장에서 접수해 참가할 수 있도록 한층 폭

을 넓혔다. 의병주보존회에서는 의병주를 시음 및 판매하고 전통 윷 만들기와 심폐소생

술 등 전통과 현대문화를 아우르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춘천시 문화계가 쏟아 붓는 외바퀴수레싸움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동국세시기1)에 기록된 외바퀴수레

싸움을 복원하기 위해 세미나 등 연구를 거듭하고 있

다. 지난해에는 춘천문화원에서 제작한 새로운 외바

퀴수레가 소양강문화제에서 선보이기도 했다.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서 춘천의 봉의산을 중심으

로 앞뚜루와 뒷뚜루로 나누어 두 마을 사람들이 외바

퀴 수레를 앞세우고 싸움을 벌여 승부를 겨루었던 놀

이이다. 이 놀이는 고려 태조 왕건이 공산성에서 후

백제 견훤군을 맞아 싸우다가 포위되어 생사가 경각

에 달렸을 때 당시의 개국공신 신숭겸장군이 태조

의 어의를 입고 어차를 타고 적군의 시선을 돌려 태조를 구하고 전사한 숭고한 살신성

인의 정신과 끝내 어차를 보존한 충의를 기리기 위한 놀이로 보고 있다. 수레의 모양

을 따서 외바퀴수레싸움이라고도 한다. 네 마당으로 재구성하면서 보다 역동적인 놀이

로 짜여 졌는데 첫째마당은 출진, 둘째는 시위놀이, 셋째는 격전, 넷째는 승전고와 다짐

이다. 수레는 1년 전에 깊은 산중에서 원목을 베어 묻었다가 다음해 보름 전부터 금줄

을 치고 제작할 만큼 지극 정성을 들였다고 한다. 외바퀴수레싸움은 정월대보름을 전후

하여 자기 고을을 대표하는 두 마을 사람들이 각기 외바퀴 수레를 앞세우고 출전한다. 

대장이 기를 휘저으며 동작을 지휘하는데 흥겨운 풍악으로 사기를 돋우고 단합을 과시

하기 위해 전후좌우, 회전 등의 동작을 선보인다. 수레꾼이 수레를 밀고 나가 서로 맞

1)  ‘춘천 민속에 차전이 있는데, 외바퀴수레를 동리별로 편을 나누어 앞으로 밀고 나와 서로 싸움으로써 그해의 점을 친다. 
쫓기는 편이 흉(凶)하다. 가평의 풍속도 또한 그렇다’라고 차전놀이 형식의 외바퀴수레싸움을 증언하고 있다. 

새로 선보인 외바퀴수레(｢춘천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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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 우렁찬 함성과 더불어 상대방의 수레를 일정한 거리에서 서로 밀어붙인다. 수레를 

밀고 나가 서로 겨루다가 격전을 벌여 상대 장수를 수레에서 떨어뜨리는 것으로 승부

를 가린다. 승부가 결정되면 패장은 승장 앞에 나가 항서를 바치고, 승장은 그 항서를 

받아 큰소리로 낭독한다. 이때 이긴 편은 풍악을 울려 춤추며 승전을 자축한다. 승리한 

편은 마을을 누비며 마을의 무고와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고 각 가정에서는 술과 음식을 

대접하면서 온 마을이 한데 어울려 하루를 축제로 즐긴다. 

원주시 강원감영문화제는 해마다 10월에 열리는 시민

들의 종합축제이다. 원주시의 역사를 담고 있는 가장 

오래된 전통 축제의 하나이다. 조선초기 치악산에 동

악단(東岳壇)을 쌓고 조정에서 봄과 가을에 향과 축문

을 보내 원주와 인접한 7개 고을 수령이 모여 국태민안

을 기원하며 봉행했던 산신제인 동악제(東岳祭)가 기원

이 되었다. 동악제는 조선말기에 중단되었다가 1981년부

터 원주치악제(原州雉岳祭)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계승되

면서 원주치악제위원회 주관으로 축제를 치루었다. 원주

치악제는 2002년에 원주 강원감영지가 사적 제439호로 

지정되면서 2005년부터 강원감영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해마다 10월에 열린다.

강원감영제는 강원감영제위원회를 비롯한 원주문화원·예총원주지부·민예총원주지부 

등에서 협업으로 진행하면서 민간 주도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행사로는 치악제·

강원감사행차·취타대행진·토속제·장승및솟대만들기·치악산등반전국대회·숯가마체험

이 있고, 전야제로 대동놀이·불꽃놀이·불글씨 점화가 펼쳐진다. 폐막 행사로는 시민가

요제와 대동놀이가 펼쳐지고, 부대 행사로 향토장터도 열렸다. 강원감영제는 취고수악대

춘천 외바퀴수레싸움(2000년·2003년) 

원주 강원감영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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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두로 역대 감사행렬 및 풍물패, 1,000여명의 관찰사 후손들이 전통복장을 입고 잘 

복원된 거리와 감영을 행진하는 ‘관찰사 순력행사 거리퍼레이드’를 마련, 관광객들과 함

께하는 거리퍼레이드가 볼거리다. 조선시대에서 유래한 지역 고유의 역사적 제의를 현

대의 문화나 가치로 올바르게 살려 전통성과 향토성이 충실한 축제의 모습으로 부활시

켰다는 평을 듣는 이유이다. 원주시는 강원감영제를 통하여 지역문화를 발굴·계승하고 

아울러 재현·발전시켜 역사의 고장이라는 원주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목적과 함께 전통

에 기초한 가치관과 원주시의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또 원주 시민 화합의 한 

마당으로 승화시키며 지역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원주의 새해를 여는 축제로 흥업면 매지리 회촌마을의 정월대보름 축제가 해가 갈수

록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회촌 정월대보름달맞이 축제는 매년 정월대보름날 원주시 흥

업면 매지리 회촌마을에서 열린다. 지역의 고유한 민속문화를 복원하여 지역 민속문화

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부심을 높여 지역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을 공고히 하고 있다. 마을

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던 전래의 당산제와 함께 고유의 전통 민속놀이 등을 접목시켜 

다양한 민속행사를 펼쳐놓았다. 개인 또는 가족단위로 전통음식을 즐기며 스스로 지역

전통 민속문화를 계승하고 지키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

로 승화시켰다는 평을 듣고 있다.

정월대보름날이면 당산제를 시작으로 원주매지농악 공연을 비롯한 지경다지기소리 시

연, 원주아리랑, 대금, 지전무 등 원주국악협회 축하공연도 이어진다. 민속놀이마당은 소

원지 쓰기, 연 날리기, 망우리돌리기, 굴렁쇠굴리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윷점보기,  윷놀

이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밤이 깊어지면 달밤놀이 마당과 난장놀이 마당이 진행된다. 달

밤놀이 마당은 달밤에 소원을 빌며 손을 잡고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으로 농악대를 중심

으로 서낭모시기·달맞이고사·매지농악놀이·회촌대동놀이·달맞이소원빌기·용줄옮기

기·깃발싸움·용줄다리기 등이 이어지며 늦은 밤 달집태우기로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또한 매지지경다지기와 군사놀이·목침빼앗기·수박따먹기 등 다양한 놀이가 전승되고 

있으나 활성화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군사놀이는 가위바위보를 통해 진사람들

이 손을 높이 쳐들어 문을 만들고 나머지는 일렬로 문을 드나들면서 노는 놀이이다. 문

을 만든 사람들은 문지기. 문을 드나드는 사람을 군사라고 하는데 서로간에 문답을 주

고 받으며 놀이를 진행한다. 군사놀이는 군도(軍都)원주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놀

이문화로 관심을 두어야할 놀이 종목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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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 태백제는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

키고자 하는 향토 축제이자 시민축제이다. 태백시는 1981년 시로 승격되면서 산발적으

로 열리던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통합하여 1982년 제1회 태백제(太白祭)를 개최하여 오

늘에 이른다. 주행사인 천제(天祭)가 거행되는 태백산 천제단은 국가민속문화재 제228호

로 지정되어 있다.

1980년대 태백제는 단군제·태백산신

제·산업전사위령제 등의 제례 행사를 

중심으로 백일장·웅변대회·노래자랑·

가장행렬 등의 문예경축 행사, 굿마당·

씨름·윷놀이·갈풀썰이·지게싸움놀이 

등 전통 민속 행사가 주류였다. 매년 새

로운 콘텐츠로 개편을 거듭하면서 문화

회촌 정월달맞이축제 회촌 매지농악 공연(원주매지리회촌달맞이축제위원회) 

태백산 천제단

태백산 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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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체육행사를 강화하고 제례를 비롯한 한밝백일장·주부가요제·국악공연·전국사진

공모전·서예전시회·사생대회 등의 문예 행사, 동별 장기자랑 등으로 확대, 종합민속축

제를 지향하고 있다. 

2017년 태백제는 제례행사·공식행사·시민화합행사·시민참여행사·태백예술제 등 5

개 분야로 펼쳐졌다. 천제를 비롯한 전야제, 개회식, 합동줄다리기, 발원지 물나르기, 각

종 체험부스, 사진전, 미술전, 국악ㆍ클래식ㆍ대중가요 공연 등 35개의 다채로운 프로그

램으로 시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신라의 일성왕이 천제를 지내기 위해 태백을 찾는 

행차가 태백역부터 황지연못을 거쳐 1주공아파트, 태백시청까지 퍼레이드로 펼쳐지고 태

백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8개동 선수단 입장과 함께 주민들 간의 화합 체육행사가 

종합경기장에서 열렸다. 이번 체육행사는 씨름과 마라톤·축구 등을 폐지하고 팔씨름과 

배추 쌓기, 협동공놀이, 줄다리기와 발원지 물나르기, 게이트볼 등 민속놀이와 계주 등

으로 경기를 치루며 화합을 다졌다. 종합경기장 본부석 맞은편에는 페이스페인팅·클레

이공예·천연염색·매직버블·캐리커쳐 등 다양한 무료체험 부스와 함께 태백한우와 오

미자 시음 행사도 마련되었다. 

태백시의 축제 중 눈축제를 빼놓을 수 없다. 1995년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후 매

년 1월에 눈 덮인 태백산을 배경으로 열린다. 2018년 제 25회 태백산 눈 축제는 눈, 사

랑 그리고 환희, 순백의 설레임을 주제로 눈 조각전과 체험과 공연으로 꾸며졌다. 태백

산 국립공원과 문화광장·철암역·구문소 등지에서 열린 눈 조각전은 축제 첫날부터 마

지막 날까지 24시간 개방했고 야간에 조명을 설치해 눈 축제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했

다. 또 체험프로그램으로 은하수터널(소원엽서 달기), 눈 사랑 즉석 사진체험, 눈 미끄럼

틀 타기, 얼음 미끄럼틀, 추억의 연탄불 먹거리 체험, 얼음썰매, 미니 눈사람 만들기 등

을 비롯한 VR영상 체험, 투호놀이 및 팽이치기 체험, 설피·고로쇠스키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했다. 

태백산 눈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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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의 도시로 출발한 태백시는 팔도에서 시민들이 모여들면서 지역 고유의 민속은 

급속히 사라졌고 새로운 문화가 자리한 도시이다. 태백시의 민속축제는 이젠 민속예술

경연대회 등에서나 볼 수 있을 뿐 전승현장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멧돼지사냥놀이와 외나무다리 놓기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놀이이다. 멧돼지사냥놀이는 

화전민들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서로 힘을 합쳐 멧돼지·사슴·노루 등 야생동물

을 사냥할 때의 놀이이고 외나무다리 놓기는 지역의 전설이 깊은 구문소를 배경으로 전

승되는 놀이이다.   

외나무다리 놓기는 태백이 낙동강 상류지역으로 물굽이가 심하고 여울이 많아 강 건너 

마을과의 교통로로 외나무다리를 많이 놓았던 것에서 유래한다. 특히 동점 구문소 앞에 

강폭이 넓어 여러 장의 널판을 잇대어 놓은 외나무다리가 있었다. 구문소 앞의 외나무다

리는 길기로도 소문났고 위태로운 다리였다. 외나무다리는 굵은 통나무를 반으로 갈라 좁

은 계곡에 가로놓아 사람이 딛고 건너가는 아주 원시적인 다리이다. 좁은 하천에서는 긴 

널판 하나면 족히 건너지만 하천폭이 넓어지면 널판을 여러개 잇대어 놓아 밟고 다닌다. 

이 때 널판과 널판이 이어지는 부분에 구멍을 뚫어 삼발 버팀목을 끼워서 세워 다리발을 

삼는다. 강을 사이에 두고 놓여지기에 양쪽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해 함께 다리를 놓는

데 양쪽 강변에서 서로 다리를 놓아 오다가 강 가운데에서 만나 연결하는 놀이이다.

태백 멧돼지 사냥놀이(1991년)

태백 외나무다리놓기(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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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산촌이지만 농업이 발달한 곳으로 태백

산맥의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동학혁명

의 격전지, 3·1만세운동 등 애국 애향 정신이 면면

히 이어져오는 역사성을 근간으로 주민들의 정서적 

문화적 공감대를 나라꽃 축제로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궁화축제는 일제강점기 민족혼을 지키

고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만드는데 공헌한 한서 남궁

억선생의 얼을 기리고 애국 애족 정신을 군민정신으

로 승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군민축제이다. 홍천군은 

1976년 한서 남궁억 선생을 추모하는 기념 사업회를 

태동시키고 이듬해인 1977년부터 한서문화제를 열어 

주민 화합을 다지는 축제로 발전시켜왔다. 2009년 홍천군이 산림청에서 공모한 무궁화 

중심도시로 선정되면서 ‘무궁화축제’로 개칭해 40년 동안 축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

서 군민축제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축제 전날, 전야제 성격을 지닌 모곡리 유리봉제를 

비롯한 무궁화 봉송 등이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조선시대 신임현감이 민생을 살피고자 

행차하는 모습을 재연한 시가행진은 민·관·군 화합 한마당 큰 잔치로 지역 주민 2천

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2017년 무궁화축제의 주요행사는 홍천강가요제, 10개 읍·면 및 군부대 입장식 등 가

장행렬이 볼만했다. 군민들의 흥을 하나로 묶는 읍면, 개인 대항 가요제는 홍천군민들

에게 사랑을 받아왔고, 홍천강변에는 풍물 야시장이 열려 홍천의 맛을 즐길 수 있었다. 

민속놀이로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씨름대회가 토리 숲에서 열리고 종합운동장에서는 

줄다리기·팔씨름·줄넘기·투호·링던지기·장기대회가 열렸다. 체육경기로는 읍면 단

위의 팀들이 참여해 승부를 겨루는 족구·게이트볼·계주 등 다채로운 경기가 펼쳐졌다.

산간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내면서 전통적 요소를 골격으로 한 홍천군의 대표적인 놀

이가 화촌면 구성포리와 동면 노천리 등 물이 적은 험준한 산간마을에 전하는 ‘물통방

아놀이’이다.

현재 동면 삼현리에서 전승되고 있는 물통방아놀이는 전통 농요를 중심으로 노동의 

즐거움과 풍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운목→귀새 설치→물통방아 제

작→물대기→방아찧기→한마당 놀이로 민속예술화 했다. 힘든 일손을 덜기 위해 슬기를 

모아 생활하던 장면을 민속놀이, 예술의 경지로 재해석한 것이다. 물통방아를 만들기 위

홍천 무궁화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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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귀새를 달 통나무를 운반한 후 방아

확과 귀새에 물을 대며 곡물을 방아확

에 넣고 찧기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신명

나게 풍년가를 부르고 춤추는 한마당 놀

이로 승화했다. 산골짜기 물을 이용하여 

밤, 낮 방아를 찧어 인력을 절감하고 많

은 양의 곡식을 찧는 장점을 가진 물통

방아는 구조상 방아의 체대와 물통이 한데 붙어 있는 점이 이 지역의 독특한 특징이다.

홍천문화원은 대보름 민속콘텐츠를 중심으로 홍천강 둔치에서 ‘정월대보름맞이 한마당 

큰 잔치’를 연다. 연날리기·윷놀이·투호·장기

대회 등 다양한 민속경기와 차 나눔, 지신밟기가 

열리며, 귀밝이술, 오곡밥, 나물나누기, 부럼을 나

눠먹으며 정월대보름의 옛 풍습을 재현하고 있

다. 한해의 무사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는 

군수를 초헌관으로 봉행되고 이어 개회식, 초청

공연과 달집태우기, 쥐불놀이로 액을 막는다.

횡성군 한우축제는 외형이 크게 바뀌었지만 민속축제로 봐야한다. 한우축제를 시작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정체성이 비록 민속축제의 한계를 넘나들었지만 오랜 시

간을 지켜온 횡성의 대표축제였던 태풍문화제의 맥을 이은 축제라는 점에서 인정할 수 

있다. 태풍문화제는 1798년(정조 22) 당시 정래승 현감이 지금의 3·1공원에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하며 민막(흉년·괴질·재난·악정 등 온갖 민생고)을 없애고 백성의 편익

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했다는 태풍루에서 유래됐다. 태풍루는 6·25전쟁 중 소실됐으나 

1992년 군민들의 염원 속에 40년 만에 복원되었고 1981년부터 위민정신을 주제로 태풍

문화제가 열렸다. 태풍문화제는 횡성군 최대 문화축제로 매년 10월, 3일간 횡성 종합운

동장 일원에서 개최되어왔다. 2000년대 초에 수해 등으로 무산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2004년부터 횡성한우축제로 이름을 변경하여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군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군의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횡성 한우를 중심으

로 콘텐츠를 마련하고 재구성한 축제이다. 횡성군이 주최하고, 횡성한우축제위원회가 주

관한다. 군민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불꽃놀이, 경축공연 등의 식전·경축행사와 외양간 

체험, 소 밭갈기 체험, 축산농가 팜스테이, 우시장 체험, 한우고기 시식, 소 달구지 체험, 

홍천 물통방아 놀이(1986년)

홍천 정월대보름축제 달집태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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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데오 경기, 횡성 한우 전시 및 판매, 한우요리 경연대회 등이 열려 성황을 이루었다. 

2017년 열린 한우축제의 주요 행사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즐길거리·먹거

리·볼거리이다. 즐길거리는 힐링 족욕장을 비롯한 송

어방사, 소 밭갈이 체험, 고구마 굽기 체험 등이 있

다. 먹거리로는 농협과 축협에서 착한 가격으로 한우

를 맛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전통주무료시음을 

비롯한 된장막장 담그기, 대형 비빔밥퍼포먼스 등이 

펼쳐졌고 볼거리는 횡성한우주제관, 백세주 마을, 빛 

축제 퍼레이드 등이 다채롭게 마련되었다. 부대행사로 

관내 문화예술단체 공연, 군민노래자랑, 전통국악 공

연, 사물놀이 공연, 외국 공연단 공연, 초청가수 공연

을 비롯해 한우캐릭터(그림) 공모전, 학생백일장, 사생대

회와 시대적 흐름을 따라 전국 오픈 걷기대회도 열었다. 

횡성군으로서는 2018년이 특별한 해이다. 한우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로 격상한 것이다. 이로서 한우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서의 위상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등을 통한 

해외홍보 및 마케팅, 축제 예산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더욱이 문화예술의 자

유로운 상상력과 실험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안 축제인 ‘프린지페스티벌’을 마련, 한우

축제에 관심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016년에 큰 호응을 얻은 ‘발골

이벤트’·‘프린지 페스티벌’·‘우폐동전’과 같이 새로운 프로그램과 콘텐츠, 대표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횡성 민속축제의 자랑인 회다지소리는 지난 1984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최우수

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회다

지소리는 장례를 치를 때 망

자를 땅에 묻고 묘를 만들기 

위해 회를 섞은 흙을 다지면

서 부르는 노동요로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남은 

자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

횡성 한우축제 

횡성 회다지소리(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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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리라고 한다. 인간의 일생 중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며 한평생

을 갈무리하는 회다지소리는 죽음에 이은 새로운 삶, 즉 삶과 죽음의 연결고리를 확인

시켜 준다. 회다지소리, 엄숙한 이별의 의식은 횡성에서 문화와 축제로 승화되었다. 횡

성 회다지소리의 앞소리는 대부분 답산가·회심곡·초한가 등이 가장 많이 불려지고 뒷

소리에 해당하는 후렴구는 “에호리 달회야” 등으로 다른 지역과 거의 비슷하다. 긴소리

의 느린 가락으로부터 점점 빠르게 진행하는데 처음의 세 마디는 뒷소리 대신에 산신에 

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횡성 회다지소리의 특성중 하나는 다른 지역의 회다지소리

와는 달리, 느린 가락과 자진 가락이 있고 율동은 ‘두발차기’와 ‘세발차기’가 있다는 점이

다. 회심곡은 망자의 한을 달래고 상자(喪者)를 위로하면서 점점 빨라지는 가운데 산역

군들에게는 점층적으로 흥을 돋구는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자진 가락이 나

오면서 회전식 세발차기 동작으로 움직이는 회다지는 강원도에서도 정금마을뿐이다. 또 

각 동작마다 연회(挻灰)·청회(錆灰)·방회(傍灰)라는 이름의 독특한 과장별로 진행된다

는 점이 구성상의 특징이다. 횡성 회다지소리 공연의 구성은 상여의 행진과 하관 후의 

회다지소리로 양분할 수 있다. 제1과장은 상여 행진으로 방상씨(方相氏)를 선두로 출연

기·만장·명정·공포가 나오고 그 뒤에 요요·상여·백가마를 따라 외나무다리를 건너 

입장한다. 제2과장은 하관이 끝난 후 회를 넣고 다지는 순으로, 여섯 사람의 회다지꾼이 

회작대기를 들고 금정(金井) 안에 들어가 선소리꾼이 앞뒤에 서서 선소리를 주면 회다

지꾼들은 율동과 함께 그 소리를 받는다. 회다지기가 막바지에 이르면 회다지꾼과 금정 

밖의 모든 일꾼들이 한데 어울려 큰 율동과 함께 “에헤라 달회”를 우렁차게 부르며 회

다지를 마무리한다.

횡성회다지소리를 전승하고 있는 우천면 정금마을에

서는 매년 4월 횡성 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를 개최하

여 소리와 장례의식을 다채로운 민속예술 프로그램과 

함께 축제로 승화시키고 있다. 2017년 ‘순간과 영원의 

만남’이란 주제로 열린 민속문화제의 주요 프로그램은 

풍물공연을 비롯한 태기제례·용줄다리기·대도둠놀이 

등이었고 전국 9개 지역의 회다지소리를 소개하는 경

연이 볼거리를 더했다. 부대행사로 사후세계 체험을 

비롯한 소원지 쓰기, 가훈쓰기, 민속놀이, 기록영상상

영회, 문화제사진 뽐내기, 장례용품전시 등이 정금민 횡성 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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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관 일원에서 진행되었다.

영월군은 충효의 고장으로 단종문화제를 통해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단종제

는 조선 제6대 임금인 단종의 고혼과 충신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려는 충의 정신을 축제로 

승화시킨 영월의 대표적인 향토문화제이다. 1698년(숙

종 24) 이후 270년 동안 제향(祭香) 만으로 그치던 것

을 1967년 지역 유지들과 관의 뜻을 합쳐 제향을 올

리던 한식일로 날짜를 잡고 각종 문화행사를 겸한 향

토문화제를 개최했다. 1967년에 ‘단종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1990년 제24회 부터 ‘단종문화제’로 명칭을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사시기는 한식을 전후

하여 3일 동안 열렸으나, 해마다 한식 무렵의 날씨가 

고르지 않자 2007년부터 매년 4월 마지막 주 금요일

부터 3일간 행사를 치르고 있다.  

단종제의 대표적인 행사는 

장릉에서 열리는 단종제례와 

단종국장 재현이다. 단종제례

는 장릉에서 유교적 제례의식

인 단종제향·헌다례·제례악

을 비롯한 소품발표회를 갖는

다. 단종국장은 2007년부터 
영조국장도감의궤를 참조하

여 옛 방식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날에는 단종국장이 재현되는데 동강둔치를 출발하여 장릉까지 조선

시대의 국장의 장엄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영월문화재단에서는 개인·가족·단체 등 관

광객들을 중심으로 단종국장 체험신청을 받아 국장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있다. 민속행

사로는 장기대회를 비롯한 전통혼례 시연, 영산대재, 왕릉제례어가 행렬, 단종제향, 대왕

신령굿, 칡줄행렬 등이 펼쳐진다. 문예행사로 학생 및 일반 백일장, 휘호대회와 한시백일

장이 열리고 전국 칡줄다리기 경연대회가 야간에 펼쳐진다.

영월군 단종문화제 

 단종 국장행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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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문화제에서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민속행사가 칡줄다리기이다. 산촌이라는 지역

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는 칡줄다리기는 2013년부터 야간에 전국에서 출전한 팀들의 

대항전으로 열린다. 칡줄다리기는 지역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

기 때문에 민속축제에서 빠지지 않는 콘텐츠이다. 칡줄다리기에 사용되는 칡 줄은 한쪽

의 길이가 35m, 무게가 무려 6톤으로 비용이 1천만원 이상 든다고 한다. 이것을 옮기

는데 장정 200여명의 힘을 합쳐야 옮길 수 있다. 동강둔치에서 관내 초등학교의 어린이 

칡줄다리기 대회가 열리고 성인

들은 동편과 서편이 시내를 순회

하는 칡줄 행렬을 마치고 고사를 

지낸다. 이어 관광객들이 출전하

는 칡줄다리기 대회가 계속된다. 

행사장 주변에는 칡줄 테마관이 

설치되어 칡줄 제작 과정을 소개

하고 제작도구 및 물품을 전시하

고 있다. 또 직접 칡줄을 제작하

는 체험부스도 운영하며, 10명 내외의 인원이 즉석으로 줄다리기 시합을 할 수도 있다. 

영월 칡줄다리기의 유래는 단종과 밀접하다고 전한다. 단종이 승하한 후 그를 따르던 이 

고장사람들은 태백산으로 가는 길목에다 단종을 모시는 당집을 건립하고 ‘태백산신령’이

라고 쓴 위패를 모시고 당고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당고사

를 지낸 후 미리 준비해 놓은 칡줄을 가지고 동강과 서강을 중심으로 동·서 양편으로 

나누어 동강둔치에서 용두목으로 암·수줄을 결합시킨 후 편장들의 지휘아래 줄다리기를 

벌인 것이 시원이라고 한다. 영월 칡줄다리기의 특징은 칡으로 기줄을 만들고 칡줄이 완

성되면 단종대왕의 위패를 모셔놓고 고사를 올린 후 줄다리기를 시작하는 것인데 칡줄

은 용을 상징하기도 하며, 살을 제거하는 살풀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평창군의 노산문화제는 지역을 지키다가 산화한 의병의 넋을 위로하고 군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민속축제이다. 임진왜란 당시 평창군수 권두문은 군민들을 이끌고 노산성에서 왜

적과 맞서 싸웠다. 이후 이곳에 성황당이 세워져 군민들의 안녕을 비는 성황제로 이어졌고 

1978년부터 노산제라는 축제를 탄생시켰다. 1982년에는 임진노산전적비를 세우고 10월 7일을 

군민의 날로 제정하고 노산제를 개최하여 군민의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영월 칡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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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산문화제위원회가 주관하는 노산문

화제는 첫날 충의제와 성황제가 봉행되

고 향토민속 경연과 청소년 가요제가 서

막을 연다. 이틀째는 개막식을 비롯하여 

임진왜란 노산성전투를 재현하고, 전통민

속경연대회, 군민 노래자랑, 라이브 콘서

트, 야시장 등이 열린다. 민속 행사로는 줄다리기·팔씨름·짚신삼기·윷놀이 등과 읍·

면 대항 민속경기가 열린다. 전시행사로는 한시 백일장, 전국시조경창대회, 수석전, 사군

자전, 서예전, 학생 그림전 등이 펼쳐지며 체육행사로는 축구·배구·게이트볼·배드민

턴·테니스·족구·등산 등 각종 경기로 군민의 화합을 다진다. 향토 먹을거리 장터와 

지역 특산품 전시회도 축제기간 동안 계속된다. 2017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

최를 위해 8개 읍면 218명으로 통합 민속공연단체 ‘평창민속예술단’을 조직하여 ‘평창의 

가(歌)·무(舞)·악(樂) 세계로 날다’를 주제로 공연을 선보여 평창군민의 올림픽 성공 개

최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평창군의 대표적인 민속축제는 ‘황병산사냥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평창군 대관령

면 황병산 주변 마을 일원에서 전승되고 있는 황병산사냥놀이는 겨울에 산간지역의 공

동체 사냥문화를 보여주는 놀이로서, 사냥방법·사냥도구 등의 사냥 관행과 서낭제 등 

공동체 신앙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의식주 문화까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데 의미

를 갖는다. 사냥놀이는 서낭제 제물을 마련하기 위해 멧돼지를 사냥한데서 유래한다. 사

냥도구로서 긴 나무(약 2m)에 창촉(약 50㎝)을 끼운 창대, 눈 위를 걷는 설피, 앞이 올

라간 형태의 긴 나무판인 썰매, 가방 용도의 주루막 등의 사냥도구를 모아놓고 서낭당

에 모여서 고사를 올린 후 산을 오른다. 몰이꾼들은 멧돼지의 발자국을 따라 두 가지 

몰이방법으로 추격한다. 치떨이나 치몰이는 계곡 아래에서 산정상으로 몰이하는 방법이

고 산떨이나 내리몰기는 썰매를 타고 산의 정상에서 계곡으로 모는 방법이다. 궁지에 

몰린 멧돼지가 다가오면 창질을 하는데 상쇠가 “선창이요”라고 소리치며 찌르면, 두 번

째는 “재창이요”, 세 번째는 “삼창이요”라고 외치며 찌른다. 사냥꾼들은 사냥감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와 서낭제에 쓸 고기를 제외한 나머지 고기를 선창부터 차례로 분배한다. 

서낭제가 끝나고 나면, 뒤풀이로서 한마당 잔치를 벌인다. 황병산사냥놀이는 마을공동체

의 협업을 통한 제의와 생산, 그리고 놀이의 총체적인 구조가 잘 드러나 지역의 환경과 

생활상 등 특색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민속놀이로 전승가치가 높다.

평창 노산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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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리랑은 우리나라 아리랑의 시원지로 알려져 있으며 강원도 무형문화제 제1호로 

지정된 토속민요이다. 1976년 9월 제1회 정선아리랑제를 개최한 이후 매년 새로운 콘텐

츠와 노력으로 아리랑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지역에서 이미 5천여 수의 아리랑 가사

가 채록되었고, 지난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현재에도 끊

임없이 창작되고 불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정선아리랑제는 축제의례를 시작으로 학술, 전통문

화 재현, 아리랑경창대회, 공연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의는 남면 거칠현 사당에서 열리는 칠현제

례 및 기로연과 길놀이로 이어진다. 칠현제례는 정선

아리랑의 시원을 기리는 제례이다. 칠현은 정선아리랑

의 근원설화에 등장하는 인물들로 조선초 고려의 충

신 전오륜·김충한·고천우·이수생·신안·변귀수·

김한 등 7인을 일컫는다. 이들의 망국의 한을 노래한 

것이 정선아리랑의 시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칠현제

정선아리랑제(1994년)

정선아리랑제 

평창 황병산 사냥놀이(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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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는 정선아리랑제의 정체성을 드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마당 

길놀이는 9개 읍·면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앞세우고 펼치는 거리

행진으로 지역주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고 정선아리랑의 문화를 계승하겠다는 의지

를 담고 있다. 주제공연으로 오케스트라, 세계 각국의 민요 초청공연 등 다양한 공연물

이 준비되어 있고, 지역주민과 관광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리랑 경창·경연 대회도 

열린다. 전통문화행사로 줄타기, 관노가면극 등 전국의 다양한 무형문화제 행사들이 시

연되며, 삼베길쌈짜기, 전통혼례와 제기차기, 씨름 등 민속놀이도 열린다. 부대행사로 아

리랑포럼, 사진전, 가족과 함께하는 풍광그리기 대회, 한시백일장, 청소년 예술마당, 장승

만들기, 전국궁도대회, 전통의상체험, 다문화음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지역에서 전승되는 전통 아리랑축제로는 지게춤 물박장단놀이를 꼽을 수 있다. 마을 

남정네들이 생활의 고달픔과 농사일에 지친 몸을 이끌고 산에 오를 때 지게장단을 치

며 부르던 아라리이다. 동네 아낙들은 밤새워 길쌈하던 분주한 삶의 피로를 한적한 우

물가에 모여 물바가지 장단을 치며 삭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물박장단놀이는 점차 마

을의 두레나 호무시세(호미씻이) 같은 마을의 경사나 모임에서 남·녀가 어울려 즐기는 

놀이로 발전하여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남정네 대신에 초동을 등장시키는 등 배

역을 수정하여 민속예술로 승화시킨 물박장단놀이는 모두 4과장으로 재구성하였는데 지

게품과 물박장으로 흥겨운 한마당을 펼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기수→괭과리→징→장

구→북→화동→대감→초동(지게꾼)→물박치는 아낙→다딤이 치는 아낙순으로 입장하고 

난 뒤 아낙들은 물동이 앞에 앉아 물박을 치고 일부 아낙네들은 다딤이를 시작한다. 지

게 장단을 치며 원형을 돌던 초동들은 7명이 1개조가 되어 작은 원형을 이룬 다음 지

게를 벗어놓고 어깨춤을 추고 지게 타기를 한다. 지게 타기에서 가장 잘타는 초동을 지

게마에 태우고 무대를 한 바퀴 돈다. 아낙네들의 물박장단과 구성진 정선아라리가 이어

정선 지게춤 물박장단놀이(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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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7개 동작으로 묘사되는 초동들의 지게춤놀이가 펼쳐진다. 정선 아라리24곡이 끝

나면 물박과 다딤이 하던 아낙들은 지게춤과 물박장단을 중단하고 일어선다. 흥에 겨운 

초동들과 아낙네들은 물박장단을 치던 바가지와 막대를 들고 출연자 전원과 함께 어우

러져 지게춤과 어깨춤으로 한마당 놀이가 이어진다.

철원공설운동장을 비롯한 철원군 일원에서 열리는 

태봉제는 철원의 진산인 소이산 정상에서 태봉제례를 

올리고 성화를 채화하면서 시작된다. 철원군의 핵심적

인 문화축제로 민관군 화합과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

는 민속축제이다. 6·25전쟁 때 철원군을 수복한 10

월 21일을 ‘철원 군민의 날’로 정해 1982년부터 개최하

였다. 1991년 제9회 행사부터는 궁예가 철원에 건국한 

국호를 따서 ‘태봉제’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1994년부터 

본격적인 제례절차를 마련했다. 1999년 철원문화원에

서 축제의 시발점인 태봉단을 건립하는 등 지역 문화

계의 노력으로 철원군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2000년 제18회부터 궁예왕 행차가 추가되었고, ‘태봉국과 궁예왕 재조명’

이라는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궁예의 등장을 합리화하였다. 철원군의 역사적 배

경이 되는 태봉국과 궁예왕, 그리고 철원의 현재 모습이 함께 존재하는 지역적·역사

적 가치가 뚜렷한 행사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신철원 시가지에서는 궁예

왕 어가행렬과 6사단 군장비 합동 퍼레이드가 열리며 휘호대회, 명사 초청 토크콘서트 

등이 펼쳐진다. 사흘째에는 철원종합운동장에서 군민한마음 대회가 열리는데 줄다리기를 

비롯한 씨름·줄넘기 등 민속놀이와 축구·계주·오대쌀 지고 달리기 등 체육행사가 계

속된다. 특히 상설로 마련된 태봉국 체험마을에서는 궁예왕 어좌 포토존을 마련, 기념사

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무예체험·주막체험 등 옛 정취를 담아내고 있다.    

철원군의 민속축제로 손꼽히는 상노리지경다지기는 농경생활의 전통적 민속문화와 전

통의 축제적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지경다지기는 새 집을 지을 때 지반

을 단단하게 할 목적으로 집터를 다지는 작업이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함께하는 협동

적 노동이며, 재앙을 쫓고 축복하는 의식이 담겨 있다. 상노리지경다지기는 터다지기의 

단순한 의미를 넘어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생활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노리

지경다지기는 제의·지경다지기·여흥놀이의 세 마당으로 나눌 수 있다. 제의는 지경다

철원 태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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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를 하기 전에 땅을 건드림으로써 생길 수 있는 지신의 노여움을 막고자 하는 주술

적 의식이다. 지신은 밤에만 활동하여 저녁에 횃불을 밝히고, 주인이 제주가 되어 축문

을 읽고 고사를 지낸다. 지신제의가 끝나면 지경다지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경돌을 가

운데 놓고 지경줄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터를 다진다. 지경을 다지면서 지경소리와 가

래질소리 등의 노동요를 부르는데, 노래의 첫 단락은 지역의 유래와 집터의 환경, 집주

인의 내력 등의 내용으로 사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부른다. 지경다지기가 끝나면 여흥놀

이로 이어져 술과 음식을 먹으며 한바탕 논다. ‘상노리지경다지기’는 제40회 전국민속예

술경연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출연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2000년 강원도 무형문

화재 제9호로 지정되었다.

‘산천어 축제’라는 세계적인 축제를 보유한 화천군의 민속축제는 용화축전이다. 수복

기념일인 10월 6일을 축전일로 정하고, 군민의 화합과 번영을 도모하고 있다. ‘용화’라는 

축제명은 화천문화의 맥이며 정신적 지주가 되는 화천군의 진산 용화산에서 비롯된 것

이다. 1983년 화천문화원 주관으로 시작된 ‘용화축전’은 2017년까지 30여년을 지나면서도 

이름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축제이다. 용화축전은 군수를 초헌관으로 삼헌관이 참석한 

가운데 용화산 산신제를 시작으로 이틀간 열린다. 화천생활체육공원·종합경기장 일원에

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화천군민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한다. 화천군에서 산발적으로 계

승되거나 구전하는 고유의 문화를 통합

하고 향토 고유의 전통문화를 발굴, 주

인의식을 바탕으로 주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용화축전의 목적

이다. 용화축전에서는 민속부문, 체육부

문, 문화부문 등 3개 부문 20여개 종목

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철원 상노리 지경다지기

용화축전 입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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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축전 첫날에는 화천체육공원에서 개회식과 함께 읍·면 대항 축구·족구, 단체

마라톤, 800m계주, 배드민턴 등 체육종목의 예선 및 결선과 널뛰기·줄다리기·투호·

씨름·제기차기 등 전통 민속 종목 경기가 진행됐다. 또 선수단 퍼레이드 등 개회식에 

이어 장치기와 널뛰기·씨름 등 민속놀이와 축구·게이트볼·테니스·단체마라톤·계주 

등 다양한 체육경기가 열렸다. 군민 화합을 위한 단체 공굴리기와 단체 줄넘기, 단체 

북치기, 10인 11각 경기 등 단체종목이 인기를 모으며 지역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화천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는 동

네 젊은이들이 농한기에 땔나무를 

하러 다니며 익살과 풍자를 곁들

여 즐기던 ‘거북둔지농목장치기’를 

꼽을 수 있다. 거북둔지농목장치기

는 나무꾼들이 농목(땔감)을 채취

하면서 벌이는 산간민속놀이다. 화

천군 상서면 신풍리 남쪽에 있는 

거북둔지 마을과 옹기점 마을의 

젊은이들은 농사철을 앞두고 함께 

어울려 농목을 하러 다녔다. 농목이 끝나는 날 양쪽 마을의 나무꾼들은 농목더미를 해

놓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한판 장치기를 벌였다. ‘장치기’는 지게작대기로 공에 해당하

는 솔방울이나 칡덩굴을 둥글게 감은 칡꾸리를 쳐서 상대의 골문(지게문)에 넣어야 승

리하는 필드하키와 유사한 공놀이다. 화천군지에는 “농한기에 소년들이 얼음이나 들에

서 많이 하는, 오늘날의 필드하키나 아이스하키 비슷한 놀이이다. 두 패로 나누어 각각 

문을 만들고 나무로 주먹 크기의 ‘짱(공)’을 만들고 막대로 그 짱을 쳐서 상대의 문에 

넣으면 이기는 놀이이다. 인원의 제한은 없고 짱이나 막대가 다 나무로 되어 있어 때로

는 부상자도 생긴다. 나무 하러 갔을 때는 진 편이 이긴 편의 나무까지를 했다”고 밝히

고 있다. ‘얼레공놀이’라고도 하는 장치기는 본래 ‘격구’에서 유래한 놀이로 본다. 격구는 

봉구라고도 하는데 고구려를 비롯하여 통일신라에서 유행했다. 격구는 궁중이나 상류층

의 자제들이 상무정신을 진작하기 위해 벌이던 경기였으며, 조선시대에서는 무과 시험

과목의 하나였고, 정조 때는 무예의 하나로 지정되었다. ‘거북둔지농목장치기’는 이 격구

를 화천의 나무꾼들이 변화시켜 수용한 전통적인 민속놀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구군의 대표 축제인 양록제는 1983년 시작되었다. 양록제는 지역의 전통민속문화·

용화축전 읍면대항전 거북둔지농목장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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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 등의 발전을 이

끌어내는 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군민의 화합과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양록제는 축제 

첫날 양록제례를 시작으로 

타종식에 이어 축구·풋살·배구·테니스·당구 등 체육행사가 이어진다. 더불어 양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 예술단체들의 예술 작품과 공연을 펼쳐놓은 양구문화예술

축제가 열리고 소양강댐관리단과 함께하는 음악회가 마련되어 있다. 이틀째는 금강산가

는 옛길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노래자랑, 전야제 가수축하공연이 있다. 이날 양구군민들

은 양구읍 시가지에서 펼쳐지는 제등행진에 참여한다. 마지막 날, 지역민들과 인근 군부

대원들의 가장행렬과 민속 경기 12개 종목과 체육행사가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고, 지역

의 친환경 우수농산물 품평회도 마련되어 있다. 본 행사는 대회 마지막 날 열리는데 군

민 가장행렬 입장식, 개회식과 더불어 화합의 불꽃점화식 등으로 사흘간의 축제를 축하

한다. 상설로 열리는 부대행사로는 서예전·미술전시회·시화전·군장비전시·군장비체

험 등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양록제는 읍면 대항 군민노래자랑과 농·특

산물 품평회, 민속경기·체육경기 등으로 종목을 나눠 읍면별로 획득한 점수를 최종 집

계해 폐회식에서 종합우승 등을 시상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민간의 화합을 도

모하고 있다.

전통 민속놀이로서 양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놀이는 ‘돌산령지게놀이’를 들 수 있다. 

돌산령지게놀이는 1996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면서 가치를 인

정받은 놀이로 팔랑리 바랑골농요와 함께 양구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알려져 있다. 돌

산령지게놀이는 강원도 산간 민속문화의 특질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산악 민속놀이

의 정수 중 하나이다. 이러한 놀이가 탄생할 수 있었던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배경

은 산악지역인 강원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배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통적

인 장례의식과 지게를 엮어 만든 독특한 산간민속놀이로 강원도 산간에서만 전승되고 

있다. 돌산령지게놀이는 두가지 놀이가 주축을 이루는데 개인적으로 승부를 내는 지게

걸음싸움과 단체로 벌이는 상여놀가 그것이다. 지게걸음싸움은 지게의 두 다리 위에 올

라가 지게 머리를 잡고 걸어가서 상대와 부딪쳐 쓰러뜨리는 놀이이다. 상여놀이는 편을 

양구 양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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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 지게를 서로 묶어서 상여를 만들어 메고 구성진 상여소리를 부르며 어르다가 상대

의 상여를 밀어 쓰러뜨린다. 승부가 나면 진 팀은 이긴 팀의 지게짐을 운반한다. 상여

놀이에는 회다지놀이가 중심이다. 회다지는 장례를 치를 때 망자를 땅에 묻고 묘를 만

들기 위해 회를 섞은 흙을 다지는 풍습을 놀이화한 것으로 회다지소리를 부르고, 지게

작대기를 두드리며 논다. 재미있는 것은 회다지놀이 때 불효하거나 우애롭지 못한 사람, 

마을일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을 회다지의 인물로 정하여 한바탕 놀고 나면 그 사람의 

심성이 고와진다는 개과천선의 교훈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지게와 작대기만을 이용한 

지게놀이는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놀이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소박하지만 여유와 풍류가 

가득한 산간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놀이이다.

인제군의 합강문화제는 1983년부터 시작된 향토문화축제로 합강(合江)이라는 자연지

리적 경관과 역사 지리적인 상징성을 전승시키고 있는 인제군의 대표적인 민속 문화축

제이다. 합강은 인제군 북쪽의 서화천과 동쪽의 내린천이 합류되는 지역으로 조선시대

에 제단을 세워 별여제를 지냈을 만큼 역사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1983년 10월

에 열린 제1회 합강문화제는 합강정에서 인제군 수호지신에게 제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

하여 노래자랑·합창경연대회·사생실기대회·주부백일장등의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였

다. 아울러 지역전통문화의 전승을 위해 합강 뗏목띄우기를 시연하였으며, 목도·그네·

씨름·육상경기·줄당기기·벼섬나르기·불씨만들기 등의 전통민속체험경기와 체육행사

등이 열려 지역문화축제로의 기틀을 잡았다. 군민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

한 제례행사와 문화예술 전시행사, 군민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

통민속놀이를 체험하고 경기로 승부를 가릴 수 있도록 경기를 종목화하여 읍면별 체육

경기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지역전통민속의 보존·전승을 위해 뗏목, 숯굽기, 갈이남박 

만들기 등의 산촌지역의 생업민속을 시연하고 있다.

2017년 제35회 합강문화제는 인제읍 합강정, 인제잔디구장, 인제 하늘내린센터 일원에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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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통문화, 문예·전시, 화합의 한마당, 경축행사, 

연계행사 등 총 5개 분야 19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

다. 축제 첫날 인제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의 한

마당 잔치인 하늘내린 종합 예술제가 산촌박물관, 인

제문화관·목공예전시관에서 펼쳐지면서 서막을 장식

했다. 둘째 날에는 합강정에서 인제군수를 초헌관으

로 합강 제례가 봉행되었고 이어 군민의 종각에서 합

강문화제 타종식을 개최하면서 축제의 열기가 절정에 

달했다. 특히 여초선생 휘호대회와, 박인환 백일장 등

으로 관내 유명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기리고, 인제군 

내 문화예술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표 예술작품을 

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는 ‘연합전시회’와 지난 34년간 합강문화제의 발자취를 담은 

‘합강문화제 추억 사진전’을 새롭게 마련해 주민들을 추억 속으로 인도했다.

인제군도 산악으로 둘러쌓인 지역으로 산간문화와 강을 활용한 문화가 전승되고 있

다. 갈이남박 만들기는 질 좋은 나무를 구하기 쉬웠던 주민들이 이남박과 함지 등을 갈

이틀로 깎아 실생활에 사용하고, 팔기도 하던 민속을 재현하였고, 좋은 숯을 만들기 위

제10회 합강문화제 및 합강제례(1998년)

인제 합강문화제 

인제 갈이남박놀이 인제 숯가마등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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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숯가마 등을 두들기며 부르던 숯가마등치기 소리가 전승되고 있다. 

인제군의 지역적 특성은 ‘합강 뗏목과 뗏목아라리’에 담겨있다. 인제군 산에서 베어낸 

목재는 합강에서 뗏목으로 만들어졌다. 뗏목은 소양강과 북한강을 따라 흐르며 한양으

로 옮겨졌다. 물길로 먼 길을 오가는 뗏목꾼들이 무료함을 달래고 공포심을 잊으려고 

부르던 노래가 뗏목아리랑이다. 강이 풀

리는 봄부터 설악산 등지에서 벌목한 통

나무·땔감·남박 등을 싣고 합강에서 춘

천을 거쳐 서울로 운반하던 인제 뗏목은 

1943년 청평댐이 건설되면서 물길이 끊어

졌다. 노래할 이유가 없어진 뗏목아리랑도 

전승이 중단되었으나 지난 1985년, 뗏목을 

운항했던 고노들의 고증을 통해 “아리 아

리~ 쓰리 쓰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우수나 경칩에 물풀리니 합강정

뗏목이 떠내려간다. 우리 부모가 날 찾거

든~ 떼 타러 갔다고 일러주오”라는 가사

가 담긴 <인제 뗏목 아라리>로 재탄생하

였다. 

2. 영동지역

강릉에서 단오는 큰 명절이다. 단오날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강릉단오제는 신과 인간의 

소통을 주제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상생을 위한 휴먼드라마이다. 역사 문화적 

침탈을 일삼았던 일제강점기, 6·25전쟁 중에도 단오제는 맥을 이어왔다. 노인들과 무녀

들은 시기적으로 어려울 때는 압박의 눈을 피해 중앙시장이나 남대천 변, 성남동 한구

석에서 소규모로 단오제를 치렀다고 증언한다. 이처럼 강릉단오제는 비교적 온전히 전

승되고 있거나 고증을 통하여 원형 복원이 가능할 만큼 면면히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다. 이런 덕분에 강릉단오제는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

정되면서 우리민족 전통 민속축제의 원형성을 간직한 단오축제로서 고유의 가치를 획득

인제 뗏목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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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2005년 11월에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인류구

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재되어 전 세계의 인류가 

보존해야할 문화유산이 되었으며 연간 150만 명의 관

광객이 찾는 축제로 부상했다.

강릉단오제의 프로그램은 크게 지정문화재 행사와 

타시·군의 민속축제에 해당하는 경축행사로 구분할 

수 있다. 강릉단오제의 지정문화재는 유교식 제례, 단

오굿, 관노가면극 등이다. 유교식 제례는 단오제 기간 

중에 산신제 및 국사성황제를 시작으로 국사여성황사 

봉안제·영신제·조전제·송신제 등 총 9번 열린다. 

제례를 지내는 형식은 모두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되

고 신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제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

서 이루어진다. 남대천에서 본제가 시작되면 가설제단에서는 유교식과 무교식이 연이어 

나타난다. 유교식 제의를 마치면 굿판이 열린다. 상극의 이념을 가진 두 제의가 충돌이 

일어날 것도 같은데 한자리에서 연이어 펼쳐지는 포용력을 보여주는 곳이 강릉단오제이

다. 제의를 간단히 보면 신을 청하여 뵙고 인사를 하는 참신례, 즉 청신과 헌관들이 술

과 향을 올려 대접하는 오신, 그리고 신을 하늘로 돌려보내는 송신의 절차가 있다. 단

오굿은 단오제단, 즉 굿당에서 무녀 여러명과 악사들이 함께 진행한다. 굿을 진행하는 

무녀가 악사들의 장구 반주에 맞춰 무가와 춤으로 축원과 군웅장수굿·심청굿 등 매일 

다른 내용으로 10여 가지 굿거리를 진행한다. 굿은 집안 대대로 무업을 계승한 세습무

가 담당하고 있다. 악사들은 반주 외에 해학적인 촌극을 공연하고 제단을 장식하는 각

종 무구와 지화를 만들고 있다.

강릉단오제

강릉단오제의 영신행차 및 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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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노가면극은 관아의 노비

들이 행하던 국내 유일의 무

언가면극으로 양반과 각시, 

두명의 시시딱딱이와 두명

의 장자말이가 10여명의 악사

들이 연주하는 가락과 함께  

춤과 동작으로 펼치는 무언

의 가면극이다. 관노가면극은 

다섯 과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1과장은 장자마리의 

놀이마당 열기, 제2과장은 양반과 소매각시의 사랑, 시시딱딱이의 훼방, 소매각시의 자살

소동, 화해마당 등 다섯 과장이다.

경축행사는 강릉지역민들의 축제이다. 신통대길 길놀이에는 강릉의 읍면동을 비롯한 

사회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리퍼레이드를 펼치고 전통연희한마당에서는 세계무형문

화유산 공연, 국가무형문화재 공연, 강원도무형문화재 공연, 지역무형문화재 공연, KBS 

농악경연대회, 사물놀이 경연대회가 준비되어 있다. 또 문화예술행사로 강릉사투리경연

대회, 대한민국전통주선발대회, 단오깃발사진전, 학생미술대회, 강릉단오제 체험기 및 독

후감 대회,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 전국민요경창대회, 강릉전통혼례시연, 중앙·제일고 축

구정기전 등이 열린다. 씨름·그네·투호·줄다리기 등의 민속놀이와 체험행사로 수리취

떡만들기, 단오신주 맛보기, 창포머리감기, 단오부채그리기, 단오빔 체험, 관노탈 그리기, 

관노 캐릭터 탁본하기, 단오차(茶)체험, 단오등 만들기, 단오컬러링 체험하기에 연간 150

만이 넘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강릉단오제 난장과 불꽃놀이

강릉관노가면극(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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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2월 6일, 사천면 하평

리에서 전승되는 ‘좀상날 하평

답교놀이’는 강릉민속의 특징

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석전과 

쇠절금, 횃불싸움·다리밟기 

등의 대보름 민속놀이들을 통

하여 승부를 갈라 한 해 농사

의 풍흉을 점치는 민속놀이로 

넘치는 역동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좀생이날은 서낭제를 시작으로 부정을 물리치고 다리위에서 두마을의 장정들이 

기싸움을 벌인다. 쇠절금은 상쇠들이 쇠(꽹가리)를 치면서 기세를 올리면 주민들은 돌

싸움·횃불싸움·답교놀이 같은 놀이들을 시작한다. 횃불싸움은 강릉 지역에서 하평

뿐만 아니라 금산·회산·초당·송정·시동마을에서도 유명했으며, 석전과 함께 사상

자가 많이 발생하여 관청에서 금지령을 내릴 정도였다. 답교놀이에서 다리를 밟을 때 

농악대의 상쇠가 “앗따! 이 다리 잘 놓았다. 술렁술렁 건너가자”하고 소리를 메기면 

나머지 사람들이 합창으로 함께 따라 소리를 한다. 또한 상쇠가 다리 중앙에서 이르

러 “술령수, 좀상날 이 다리 밟고 금년 농사 대풍으로 이루어주시오”하고 술령수를 치

면 마을의 남녀노소가 다리밟기를 한다. 주민들이 다리에 모여 횃불을 들고 그 해 농

사가 잘 되기를 빌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좀생이날 풍속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나 좀생이날이 전승되는 현장은 전국에서 하평이 유일하다. 다리밟기가 끝나면 

미리 세워둔 달집을 태우고 사용했던 횃불을 황덕불을 해놓고 뒤풀이를 즐기며 축제

의 밤을 보낸다.

또한 민속축제로 주목받는 행사가 망월제이다. 지난 1991년 첫 선을 보인 망월제는 

(사)임영민속연구회에서 도시화된 삶 속에서 잊혀져가는 강릉의 대보름 민속을 되살리

고, 현존하는 습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취지에서 개최하였고 이제는 시민들이 함

께 즐기고 참여하는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망월제는 1990년대 당시 전무하던 겨울

축제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할 수 있다. 한민족 최대의 명절 축제인 정월 대

보름 풍속을 부각시키고 지역 특유의 고유한 대보름 민속을 재현·발굴하여 시민과 함

께 전승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어린이와 학생들에게는 지역의 전통문화를 익히는 자리

가 되었다. 

음력 2월6일 좀상날 사천 하평 답교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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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1980년 강릉군 묵호읍과 삼척군 북평읍을 중심으로 조성된 신도시이다. 강릉

과 삼척을 반반씩 섞어 놓은 형국이다. 이러한 이질감을 불식시키고 시민의 화합과 번

영을 염원하면서 마련한 한마당 잔치가 무릉제이다. 동해시의 명소인 무릉계곡의 명칭

을 따서 무릉제로 정하고 1984년부터 시작되어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발굴·계승·발

전시켜 향토문화 창달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꾸준히 성장해 동해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제는 향토문화의 전승과 문화시민의 긍지를 높이는 시민 대화합의 장

이 되고 있다.

동해 무릉제는 2000년대 초부터 입장식을 폐지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주도형으로 기획되

었다. 민속예술의 발굴에 주안점을 두었고, 민간 주도

형 가족참여 웰빙축제로 변신하는 등 한층 성숙된 시

민축제로 성장하고 있다. 천곡로터리 일원에서 진행되

는 축제 프로그램은 제전행사·개막행사·민속경기·

체육행사·문화예술행사와 부대행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전행사로 산신제·풍년제가 열리며, 동해문학

축제·시화전과 제등행렬·불꽃놀이가 펼쳐진다. 개막

행사로는 가장행렬단의 시가행진, 원님답교놀이, 취타

대 퍼레이드, 풍물놀이, 국제·국내 자매도시 초청인사 친선경기 등이 열린다. 

민속경기로는 직장·동대항 줄다리기 대회를 비롯한 장기대회, 씨름·농악경연, 체육행

사로는 게이트볼대회, 동해학생체육대회, 도내 남녀 궁도대회가 개최된다. 문화예술행사

로는 학생예술제, 무릉서예대전, 시조경창대회, 풍물놀이 경연, 장승깎기대회, 향토음식솜

씨 자랑대회, 심야연주회, 사생대회, 무릉백일장, 동해가요제, 마임축제, 힙합댄싱경연 등

이 열린다. 부대행사로는 동해안의 특색있는 젓갈문화를 느낄 수 있는 전통 발효식품 

전시회를 마련해 외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명란과 창란, 오징어를 포함한 

다양한 젓갈류와 장류 등을 전시 판매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이밖에도 풍물 야시장, 아

나바다 행사, 시민화합 한마당, 청소년 거리농구 어울마당, 범시민 등반대회 등도 열린다.

동해시에 전승되는 민속놀이는 북평원님답교놀이와 영등제, 해신제 뗏배놀이, 뒤뜰

장 걸립패놀이 등이 있으나 망상농악의 등장은 극적이다. 지난 2007년 경남도 사천에

서 열린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망상농악은 강릉농악과의 변별성 문

제를 지적받았으나 결국 예술성과 민속성을 인정받아 2017년 강원도로부터 무형문화재 

동해 무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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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호로 지정받았다. 망상농악은 정월대보름날 괴란마을 서낭당에서 고청제사를 올

린 다음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한바탕 신명의 놀이판을 펼치는 마을 공동체 농악이

다. 괴란 고청제 농악을 이어받아 쇠, 쩍쩍이, 노는 쇠 등의 장단을 사용하여 타 지역농

악과는 차별화된 장단가락 구성,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지역농악의 특색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담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망상농악의 종류는 

고청제 횃불놀이와 질먹기농악·선돌말이·보역새놀이·망상걸립농악·농사풀이농악이 

있으며 판굿은 서낭굿→지신밟기→놀음놀이→오방놀이→열두발놀이와 동고리받기→똘똘

말이와 황덕굿놀이로 과장이 짜여져 있다. 망상농악의 판굿 순서에 따른 진행내용과 장

단은 모으는 쇠를 시작으로 질꼬내기→부르는 쇠→서낭굿(서낭쇠)→인사굿→지신밟기→

기물놀이(삼쇠 덩덕궁이)→벅구놀이(들놀이쇠)→무동놀이(들놀이쇠)→소고놀이(삼쇠 덩덕

궁이)→합동놀이(들놀이쇠)→가세놀이→쩍쩍이→오방놀이(삼쇠 덩덕궁이)→열두발놀이(삼

쇠 덩덕궁이)→동고리 받기(삼쇠 덩덕궁이)→똘똘말이(똘똘말이 가락)→황덕굿놀이→인사

굿→퇴장(질꼬내기)으로 구성되어 있다.

속초시는 양양군 속초읍이었으나 1963년 속초시로 승격되었다. 설악문화제는 산신제를 

중심으로 열리는 향토축제이다. 설악문화제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삼국시대와 맞닿

으며 국가적 제향의식이 열렸던 유서 깊은 축제이다. 원래의 명칭은 ‘설악제’로 설악산

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보 차원에서 개최된 산악문화행사로부터 출발하였다. 행사 내

용은 전국등반대회를 우선으로 하여 사진전, 미술전, 음악·무용의 밤, 횃불놀이, 취주악

경연, 영화상영 등이 주축이었고, 산악행사에는 당시 전국의 100여 산악단체가 참가하여 

큰 성황을 이루었다. 

1996년 설악문화제로 명칭을 바꾸면서 시선을 안으로 돌려 주민화합과 지역문화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종합축제를 표방하고 있다. 제17회부터는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동해 망상농악(2017년) 동해 북평원님놀이(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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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면서 속초시가 주도하게 되었고, 제24회부터는 설악제위원회가 결성되어 관주도

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였다. 2006년부터는 10만 속초 시민의 화합의 장이 된 설악문화

제는 산악과 해양, 실향민문화를 부각시켜 거리문화축전, 놀이문화축전을 대폭 확대했고 

볼거리를 다양화하였다. 주제 의식을 보다 선명하게 살리기 위해 지역주민과 단풍철 속

초를 찾은 관광객들이 모두 함께 어울리는 한마당 축제를 지향하고 있다. 설악문화제는 

로데오 거리에서 세계 각국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거리 퍼레이드를 비롯하여 설악산의 

공룡능선과 달마봉 산행, 설악산 음악축제, 전국 바다 낚시대회 등 다양한 행사로 축제

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는 축제를 추구하고 있다. 

2017년 제52회 설악문화제는 산악페스티벌과 거리페

스티벌로 나누어 열렸다. 산악페스티벌은 설악산 소

공원 특설제단에서 열린 설악산신대제를 시작으로 설

악산 최고봉 ‘대청봉 오르기’가 열려 오색→대청봉→

양폭산장→천불동계곡→소공원으로 이어지는 산악대회

가 성황을 이루었고, ‘설악에서 놀자’를 주제로 설악자

생식물원을 비롯한 설악산누리길 등 인근에서 스템프 

투어가 실시되었다. 또 갈뫼 설악숲속 시화전이 열려 

소공원에서 비룡폭포 방면으로 시화와 현수막 등으로 

제작된 작품들이 펼쳐졌다. 부대행사로는 산악인 추모

제가 열렸고 등반장비전시회·설악산사진전 등이 이어

졌다. 거리페스티벌에서는 속초시청부터 청학사거리까지 총 1.5㎞의 거리를 통제하고 시

민 모두가 함께하는 뻔뻔한 거리 ‘속초는 하나다’가 열려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소

화했다. ‘거리에서 예술을 만나다’를 주제로 계속된 거리페스티벌은 개막공연을 비롯한 

깨비매직 등 5개 전문퍼포먼스 공연과 런갯마당, 설악드림팝스 등 5개 전문예술인 공연

설악산 산악문화행사(1970년)

속초 설악문화제 



제24권 민속[구전·예술]  805  

지역별 민속축제 | 제2절

과 지역의 9개 문화예술동아리가 참여했다. 또 속초의 향토문화제인 도문농요를 비롯한 

북청사자놀이 등도 공연을 함께 했다. 거리페스티벌 퍼레이드에는 속초지역 예술인과 

시민은 물론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공연단 등 모두 15개 팀이 참가해 색다른 볼거리

를 선보였고,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 싹 잔치, 속초의 대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속초관

광수산시장 먹거리축제, 시민건강대체험 한마당 등 풍성한 연계행사와 거리공연이 펼쳐

져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처음 개최된 속초 둘레길 걷기와 추억의 

5060 설악산 수학여행 행사가 높은 호응을 얻으며 산악행사의 인기몰이를 주도했다. 속

초시민 한마당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오징어 할복대회, 떡메치기, 동대항 줄다리기 

대회와 한궁대회가 열렸고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먹거리 축제, 다문화가족 한마당을 펼

쳐 설악문화제를 풍성하게 했다. 청소년들의 축제인 ‘발악’은 청소년 댄스 30개 팀이 참

가해 버스킹과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갈채를 받았고 ㈜코마린요트는 가족단위의 체

험단을 미리 모집해 세일링 요트로 청초호에서 조도까지 무료 체험을 실시했다. 

속초시에서도 다른 지역처럼 씨름·그네타기·줄다리기·농악놀이·사자놀이 등 다양

한 민속놀이가 연중 이루어지고 있으나 호수·바다의 특징을 갖춘 지역적 특성을 드러

내는 놀이로는 만천동나룻배싸움, 속초 든대질놀이 등이 전승되고 있다. 또한 도리원 농

악, 용갈이, 만천동 나룻배 싸움놀이, 도문농요, 물치 용왕굿 용떡놀이, 대포동 뱃소리 

등이 전해지고 있다.

속초도문농요는 농경사회의 전통이 남아있는 설악산 입구 도문동 지역에 전해지고 있

는 노동요이다. 소박하고 질박한 인정세태를 표현하는 사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특징

이다. 강원지역 소리의 구성음 체계인 메나리소리로 이루어져 다소 정적이며 구성진 가

락을 가지고 있다. 설악산에서 발원하는 쌍천을 따라 형성된 넓은 뜰을 바탕으로 형성

된 농경마을인 도문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는 농요로 영북지역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으

속초 도리원농악(2001년) 속초 든대질놀이(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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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농요들이 사라지는 실정 속에서도 마을주민들에 의해 

잘 보존되어온 농요라는 점에서 보존·전승 가치가 높다. 도문농요는 지난 1991년 속초 

민속조사에서 도문농요 가사와 전승 실태가 드러나면서 관심을 모았다. 2003년 제20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금

상을 수상하면서 속초 도문농요를 전국에 알리게 되었다. 2005년, 안정된 전승기반을 갖

추기 위해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속초도문농요보존회를 결성하고, 문화재 보유단체로서 

향토민속의 보존과 전승에 힘을 쏟고 있다.

삼척시의 정월대보름 축제는 1973년부터 시작되어 죽서문화제, 삼척정월대보름제 등 

명칭은 바뀌었지만 정월대보름 기줄다리기를 주축으로 축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민속성 깊은 축제이다. 

줄다리기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기줄다리기는 시연·동대항전·전

국대회로 확장하면서 지역축제를 벗어나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행사는 크게 제

례, 공연 및 퍼레이드, 전시 및 체험행사, 판매 및 먹을거리 등 4가지 행사로 구분된

다. ‘전통기줄다리기, 희망의 달빛을 품다!’를 주제로 개최된 2018년 대보름축제는 개막

속초 도문농요

제12회 죽서문화제(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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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비롯한 문화제 공연, 민속놀이 등 총 61종의 행

사가 펼쳐졌다. 제례는 지역의 수호신과 하늘과 바다 

그리고 지신을 모시는 산신제를 비롯한 사직제·천신

제·해신제가 열렸고, 문화제 행사로는 술비놀이를 비

롯한 속닥·중·대·기줄다리기 시연회가 열렸다. 특

히 2018년에는 기줄다리기의 원형 복원을 기념해 천

여 명이 참가하는 전통 삼척기줄달리기가 선을 보였

다. 민속놀이는 별신굿을 비롯한 살대세우기·지신밟

기·달집태우기 등 11종의 행사가 계속되었고, 전국기

줄다리기 대회와 전국스포츠줄다리기 대회도 마련되

었다. 체험행사는 민속놀이와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가족 소원쓰기·전통차 시음회를 가졌고 전통의상 및 복고문화체험, 한지공예체험, 다문

화체험, 북한문화체험, 공예품만들기체험, 연만들기 등이 관광객들을 불러모았다. 공연은 

특설무대에서 전통무용·국악·민요·치어리딩·풍물·인형극·마당극·전통무예 등이 

공연되었고 엑스포광장에서는 술비놀이와 기줄다리기 시연이 펼쳐졌다, 부대행사로 사진

전, 스마트폰콘테스트, 시조경창대회, 피노키오 조각대회가 남근조각경연과 함께 병행되

어 시행되었다. 특산품 판매장과 향토별미 장터에서는 삼척의 특성화된 산물과 향토음

식을 판매하였고 푸드트럭과 풍물시장을 운영해 인기를 모았다.

삼척시 근덕면 내미로리 마

을에서 전승되는 산메기는 지

역 공동체 민속축제의 전형

이라고 볼 수 있다. 산메기

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산에

게 무엇인가를 먹이는 신앙으

로 산을 대접하는 의례이다. 

지금의 산메기는 조상을 대접

하고 자손의 발복을 기원하려

는 신앙이 지배적이며 산신과 

삼신 그리고 조상이 복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삼척 내미로리 쉰움산 산메기는 자연마을 

단위의 동족 집단이 무당이나 경을 읽는 복재[卜者] 같은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행하

삼척 정월대보름제

삼척시 내미로리 산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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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보편적 형태이다. 그리고 이렇게 집단으로 행해지는 삼척의 산메기는 단순한 

신앙 의례만이 아니라, 봄에 마을이나 집안사람들이 모여 함께 조상에게 예를 올린 

후 봄나들이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앙 의례이자 화전놀이와 같은 축제

적 성격이 있는 것이다. 쉰움산 산메기는 내미로리 마을에서 당주를 뽑아 대표로 선

정하고 일을 진행한다. 마을에서 보통 서너 명의 무당을 초청하면 이들은 하루 전에 

마을로 들어와서 먼저 당주집에서 조상을 모시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으로 간다. 

쉰움산 초입에서 부정을 가시고 정상을 향해 산으로 오른다. 예전에는 산 정상의 쉰

움바위 부근에 마련된 제단에서 산메기 상을 차리고 제를 올렸으나 근래 들어 산 중

턱의 은선암에서 상을 차린다. 산메기의 시작은 각 가정마다 제상을 차리고 함께 간 

무당들이 굿판을 벌이며 산을 모신다. 굿 몇 석이 펼쳐지고 산신을 청하는 먼산맞이

를 한다. 산신맞이는 산에 올라가면서 바로 산메기를 알리는 목적으로 간단하게 행하

기도 하고, 산령경이나 산신굿으로 멀리 있는 태백산, 쉰음산, 두타산 등 집안에서 모

시는 산을 맞이하기도 한다. 먼산맞이가 끝나면 바로 조상을 모시게 되는데 이 조상

거리가 가장 규모가 크다. 오랜 시간을 축원한 다음에 소지를 올리고 삼베를 갈라서 

조상 옷을 해 입힌다. 그 다음은 삼신을 모시고, 소를 위해 군웅을 모시며, 말명 조

상이 있는 집에서는 말명을 모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뒷전으로 객귀들을 풀어먹이면

서 산메기는 끝이 나고 마을 사람들이 한마당 놀이판을 벌인 후 내려온다. 산메기는 

집단신앙과 개인신앙의 양상이 모두 존재하고, 산에서 이루어지지만 집안의 평안과 

태평을 기원하는 신앙이라는 점에서 가정신앙의 면모도 보이고 있다.

고성군은 향토문화의 전통을 잇겠다는 의미에서 수성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수성

은 고성의 옛 지명이다. 1983년 10월 고성군민의 날과 함께 판을 연 수성문화제는 고

제10회 수성문화제(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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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전통 민속문화를 발굴·계승함으로써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통한 주체적 정신

문화의 지주가 되려는 문화 예술축제이다. 문예행사, 민속행사, 체육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한마당 잔치로 펼치며 군민화합과 번영을 다짐해 왔다. 

2017년 ‘제35회 고성군민의 날 및 수

성문화제’는 고성종합운동장 및 인근 

부대시설에서 열렸다. 간성읍 금수리 

수성제단에서 수성제례를 봉행하며 막

을 올린 이번 문화제는 볼거리와 즐

길거리, 먹거리 등을 확대하면서 프로

그램이 알차졌다. 개회식에 앞서 열

린 5개 읍·면 선수단, 관내학교, 미

수복군민회, 출향군민회 등은 간성초

등학교를 출발 간성시가지~고성종합

운동장에 이르는 시가행진 및 가장행

렬을 펼쳐 주목을 끌었다. 첫날 전야제 행사로 종합체육관 앞 특설무대에서 군민노래자

랑 및 축하공연과 함께 화려한 축하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았다. 이튿날부터는 친선

축구대회 결승, 배구, 그라운드골프, 계주 등의 체육경기와 큰 줄다리기, 물동이 이고 이

어달리기, 긴줄넘기, 큰 공굴려 이어달리기, 씨름, 가마놀이, 제기차기 등 10여개 종목

의 민속경기가 열려 주민들을 열정으로 몰아넣었다. 문화예술행사로 오후1시부터 종합체

육관 앞 특설무대에서 한소리·사물놀이·민요·난타·합창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

되었고, 고성종합체육관 앞 전시장에서는 서예·동양화·서양화·사진·시화·향토사료 

등 작품전시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종합체육관 앞 전시·체험행사 부스에서는 공예

품 전시 및 체험·염색·각자·꽃누르미·도자기만들기·다도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

련되어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고성 8미 맛자랑, 해양심층수 제품 

시음, 옛날음식 체험, 다문화 음식체험, 고성 오대미 시식 등 다양한 먹거리 시식 및 풍

물장터 운영으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어느 때보다 풍성한 축제를 마련했다. 

최근 들어 고성군 죽왕면의 왕곡마을이 민속을 주제로 축제를 마련해 민속마을과 민

속축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왕곡 민속마을 체험축제는 ‘과거로의 시간여행, 옛 

것을 기억하다’를 주제로 옛 향수를 자극하고 있다. 고성왕곡마을은 600년 전 모습을 고

스란히 간직한 곳으로 100년 가까이 된 기와집, 남한에서 보기 드문 민가와 북방식 전

고성 수성문화제 및 왕곡마을 전통민속체험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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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가옥의 원형이 보존되어 시간이 멈춘 이색적인 마을경관이 든든한 배경이다. 지난 

2004년부터 왕곡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성 왕곡마을 전통민속체험축제’의 주요 프로

그램은 전통문화체험·농촌문화체험·옛음식체험·민속놀이체험·생태문화체험과 공연으

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문화체험은 전통주, 짚풀공예, 전통꼭두인형 만들기, 전통다도 체

험, 디딜방아 체험, 천연염색, 솟대만들기, 산죽으로 활만들기 등 10여종의 체험 프로그

램이 있다. 농촌체험은 감따기, 벼베기, 트랙터 타기 체험, 메밀밭 사진찍기가 있고, 옛

음식체험은 수수부꾸미 전병, 전통떡, 뻥튀기, 한과, 왕곡주막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배

려하고 있다. 민속놀이는 외나무다리 건너기(무대 앞마당), 전통 연날리기(마을내 논), 자

치기로 풍선터트리기(무대 앞마당), 제기차기·윷놀이·널뛰기·그네타기·투호, 굴렁쇠 

굴리기(그네터)가 마련되어 있다.

고성군의 민속놀이로는 죽왕면 삼포마을에 전해오는 지경다지기놀이가 있다. 죽왕면은 

일대에 호수가 많았던 탓으로 지반이 약해 집을 짓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집을 짓기 위

해서는 땅을 다져야 했으므로 생겨난 놀이이다. 놀이 방법은 집사의 주도에 따라 먼저 

터주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 소리잡이의 선창으로 흥을 북돋우는 농악과 함께 진행된다. 

징소리와 선창자의 노랫가락에 맞추어 줄을 당겼다 놓으면 돌이 떨어지면서 땅이 다져

지는 것이다. 그 외에도 명화돌다리놓기, 명태잡이소리, 순포 풍년농사놀이 등이 있다. 

양양문화제는 현산문화제의 맥을 잇는 민속축제로 단오를 전후하여 군민 화합과 번영

을 위해 열리는 종합형 향토축제이다. 1979년 시작된 현산문화제는 지난 2013년에 양양

지역 축제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축제명을 양양현산문화제로 교체한 뒤 ‘양양문화제’로 

바꾸어 개최하고 있다. 지역의 풍농과 풍어를 기원하는 장군성황제를 중심으로 향토의 

민속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목적과 취지를 가졌다.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

하고, 선사문화와 불교문화, 호국문화가 공존하는 양양의 문화적 독창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7년 양양문화제는 고치물제와 장군성황제를 시작으로 신석기인 가장행렬과 양주방

고성 명태잡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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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 행차, 대포수군 만호행차 등 

대규모 시가행진과 노래자랑 및 초

청가수 공연이 열렸다. 제등행렬과 

풍물패, 농악대가 함께 참여한 행

진에는 지역 아동과 학생, 각급 기

관, 사회단체, 군부대 등 민관군 700

여명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고, 남대

천둔치에서는 기미년 양양 지역의 3·1만세 운동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행사가 펼쳐져 

호국과 애국충절의 고장임을 재확인했다. 남대천 둔치에서는 전통민속 체험공간을 운영

하여 제기차기·목침뺏기·투호놀이·굴렁쇠굴리기·윷놀이·널뛰기·한궁경기·새끼꼬

기·그네뛰기·팔씨름·민속놀이 등을 즐겼고, 지역 특성을 담은 탁장사놀이와 소동골 

상여소리, 상복골농요, 동호리 멸치후리기 등 다채로운 민속놀이를 경험하도록 했다. 경

축문화행사로 휘호대회·백일장·댄스공연 등이 펼쳐졌고, 체육행사로 축구·배구·족

구·피구·게이트볼·테니스·탁구·배드민턴 대회가 남대천둔치를 비롯한 각 경기장에

서 개최되었다. 부대행사로 장군굿 공연, 옛사진 전시회, 야생화전시회, 서예문인화 전시 

등 각종 전시와 농특산물전시와 향토음식체험 등이 열렸다.

양양군의 대표적인 전통 민속놀이는 상여소리와 동호리 멸치후리는소리이다. 멸치후

리는소리는 모래사장이 발달한 바닷가에서 ‘후리질’로 멸치를 잡으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후리질이란 긴 그물로 고기떼를 둘러친 다음 뭍에서 그물 양 끝을 끌어당겨 잡아내는 

방법이다. 개인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바다에 나아가 멸치를 잡아야 하는 공동 

어업이므로, 협동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멸치를 후리기에 적합한 

선소리와 받는 소리가 노동요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 요즘은 여러가지 환경적인 문제로 

멸치 유입이 없어져 멸치후리기 또한 사라져가고 있다. 멸치후리는소리는 배내리는소

현산문화제(1990년)

양양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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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젓는소리·그물당기는소리·고기푸는소리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주로 그물

을 당길 때 소리를 한다. 후리질은 대개 반복적인 동작이어서 소리도 한 사람이 앞소리

를 메기고 여럿이 후렴을 받는 선후창 방식이 대부분이다. 노래는 후릿그물을 당기면서 

하는 소리로, 노랫말에는 멸치 후리는 과정과 작업 실태가 잘 드러나고 있으며, 축제적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이 특징이다. 근대에 들어 현대적인 어로방식이 도입되면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나 양양군 바닷가의 몇몇 마을에서는 농업을 위주로 하면서 부업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전통적인 후리질로 멸치를 잡았다. 후리질소리는 수많은 마을사람들

이 협동 작업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민요로서, 노랫말을 통해 후

리질의 원리와 현장의 분위기, 어민들의 심정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동호리 마을에서는 

이러한 어업방식을 보존하고자 멸치 후리기 어업방식을 재현하고 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동호리 멸치 후리기의 전통을 보존하는데 

힘쓰고 있다. 멸치후리는소리는 양양문화제에서 전통어업방식 체험으로 승화시켜 주목

을 끌었다. 어민들이 미리 그물을 쳐놓고 관광객들과 끌어 올리는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어민들의 조업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물에 올라온 물고기는 즉석에서 회로 

먹거나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안광선(임영민속연구회 이사)

양양 동호리 멸치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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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변천과 특징

무형문화재는 인류가 삶을 영위하면서 만들어지고 전승되어 오는 지식과 습관 등의 

기·예능을 포괄하고, 문화재로 지정된 것과 지정되지 않은 것을 모두 통칭한다. 다만, 

이 장에 기술되는 것은 국가나 강원도에서 법과 조례에 따라 지정(인정)된 무형문화재

이다. 그러므로 무형문화재의 변천과 특징 또한 제도적 변천과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하

였다. 무형문화재의 법적 정의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2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

고 있다. 

무형문화재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전통적 공

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전

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을 말한다. 

  

무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서 크게 유형문화재와 대별되는 문화재로 정의된다. 무

형문화재의 정의는 지금도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2015년 3월 27일 ｢무형

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이)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 

되어 새로이 제정되고,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지정

하고 진흥시키는 제도가 세분·상세화 되고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는 별도의 법률

에 따라 진흥·관리되게 되었다.

무형문화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한 것은 문화재보호와 관련된 근대법령 제정

과 그 연원을 같이한다. 한국의 문화재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근대법령으로는 1916년 조

선총독부령 제52호 ｢고적 및 유물보존 규칙｣, 그리고 이후 보호대상을 확장하고 문화재 

보호의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1933년 조선총독부제령 제6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

념물보존령｣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보존령｣은 광복 후에도 제헌헌법 제100조의 규정

에 따라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다가 폐지되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전까지의 법령과 규칙에서는 주로 유형의 문화재를 관리해 

온 것이지 무형문화재는 법적 제도권 밖이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공포되면서부

터 무형문화재 제도가 도입되고 관리되기 시작하였다. 

1963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중요무형문화재(현재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고, 1964년 12월 7일 국가무형문화재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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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종묘제례악’,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제3호 ‘꼭두각시놀음’을 처음 지정하였다. 1970년

부터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인정제도가 실시되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

라 지방무형문화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었다. 전국 최초의 지방무형문화재는 

1971년 8월 26일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해녀노래’이다. 강원도에서는 1971년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호로 ‘정선아리랑’ 종목을 지정하고 같은 해 정선아리랑 소리꾼 최

봉출(작고) 등 6명을 정선아리랑 예능보유자로 인정하였다.

1983년에는 국가 주도의 전수교육제도를 실시하여 보유자에게 전승지원금을 지급하고, 

1986년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여 단체지원금을 지원하였다. 1994년에는 보유자와 보유단

체에게 전수교육 실시를 의무화 하였다. 1999년에는 보유자 해제와 함께 자동으로 종목

이 해제되는 절차를 지양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목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

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1999년 국가무형문화재 제도 개선을 실시하여 보유자 

인정 확대, 명예보유자 인정 제도 등을 시행하였다. 

현재는 2016년 시행된 ｢무형문화재법｣의 규정에 따라 무형문화재 제도가 시행되고 있

고, 해당 광역 시·도에서도 ｢무형문화재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례를 제·개정하고, 

지방무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도 ｢무형문화재법｣의 규정을 담아 2016년 6

월 17일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이하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다. ｢무형문화재법｣
의 제정과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용어의 개념도 재정립되었다. ｢무형문화재법｣과 ｢조
례｣에서 규정한 전승자 등의 용어 개념과 그 요건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보유자 :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

1.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 보유단체 :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

1.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

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3.  해당 무형문화재가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 전수교육조교 :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

1.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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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자 :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3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그 기량을 인정받

아 이수증을 받은 사람

● 전승자 : 보유자·보유단체·전수교육조교·이수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

는 단체

● 명예보유자 : 보유자 중에서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인정된 사람

1.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 전수교육 :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

● 전승공예품 :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

작한 것

● 인간문화재 :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를 통칭

특히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의 원칙이 ‘원형(原型)’유지에서 ‘전형(典型)’ 유지로 변

경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전형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라고 ｢무형문화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

라 무형문화재를 지정 할 수 있는 폭도 매우 넓어졌다. ｢무형문화재법｣이 시행되기 전

에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그 밖의 의식·놀이·무예·음식제조 등 역사적·학술

적·예술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무형의 예술과 지식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도

록 되어있었으나, 현재는 지정대상과 기준이 대폭 확대되었다. 국가무형문화재나 강원도

무형문화재의 지정대상과 기준의 원론적인 내용은 같다. 현재 ｢조례｣상의 강원도 무형

문화재의 지정대상과 기준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무형문화재 지정기준(｢조례｣>
1. 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예술 등

  나. 공예, 건축, 미술, 그 밖의 전통기술 등

  다.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

  라. 언어표현, 구비전승(口碑傳承),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

  마. 절기풍속(節氣風俗),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생활관습 등

  바.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의례 등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

2. 도지사는 무형문화재 중에서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에게 정체성과 지속성을 제

공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

을 모두 갖춘 무형문화재를 강원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무형

문화재의 특성상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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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준 중에서 일부 기준만을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하여 강원도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

  나.  강원도의 문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다.  표현미, 형식미 등이 강원도 전통문화의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서 예술적 가치

가 있는 것

  라.  제작 기법 및 관련 지식이 강원도의 전통성과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서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마. 강원도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고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하여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무형문화재의 지정범위가 기존 기·예능 위주에서 현재는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

현, 생활관습 등 그 범주가 매우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

만 지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무형문화재의 기·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

대로 체득·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유자나 보

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반대로 이미 인정된 보유자·보유단체 

외에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과 단체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과 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긴급무형문화재 지정제도도 도입되었다. 이는 기존에 멸실 위기에 처해있어 긴급하게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유형문화재에 적용하는 제도였으나, 이 제도가 무형문화재

까지 확대된 것이다.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할 위험성이 커진 무

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 또는 단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없

는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

려워진 무형문화재 등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긴급

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문화

재청장이 현재 그 무형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

에게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북5도에서 전

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제24권 민속[구전·예술]  821  

변천과 특징 | 제1절

무형문화재를 심의·자문하는 기구도 변경되었다. 기존 문화재위원회 1개분과로 운

영하던 것을 무형문화재위원회로 기구를 확대하고 그 전문성을 더하였다. 강원도의 경

우 2016년 7월 무형문화재위원회를 설치하고 무형문화재·민속문화재 2개 분과를 두었

다. 무형문화재의 종목이나 보유자·보유단체의 인정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

록 되어 있고, 인정되면 무형문화재 전승금 등을 지원받으며 그 대신 전승활성화를 위

한 의무 사항도 부여된다. 

전수교육조교는 ‘선정’에서 ‘인정’으로 제도가 변경되었다. 전수교육조교는 전수교육 이

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추천하

고, 그 사람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과거에는 이수증 발

급여부와 상관없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 선정여부가 결정되었으나, 현재는 

이수증 발급이 전수교육조교 인정신청에 대한 의무로 규정되었다. 이수증은 과거 보유

자나 보유단체가 발급하였으나, 지금은 보유자나 보유단체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 중, 그 기량을 심사하여 국가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장, 강원도무형문화재는 

강원도지사가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등 이수증 발급제도가 엄격해졌다. 

전수장학생은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중 보유단체나 보유자

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수장학생 과정은 총 5년으로 하

고, 이 기간 중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을 경우 이수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전수

장학생 선정 기간은 종료된 것으로 한다.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전수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질병 또는 그 밖의 사

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나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

하게 된 경우에는 전수교육 의무실시가 보류된다. 국가나 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위해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

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고,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

득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전수교육은 보유자뿐만 아니

라 특정 학교를 지정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등은 교육과정, 교육시설 현황 등을 포함

한 전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나 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여기서 선정된 전수

교육학교는 국가나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전수교육학교에서 전수교육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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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전수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다. 전수교육학교의 전수

교육 실태는 국가나 자치단체의 점검과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전수교육 외에 연 1회 공개행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전

수교육과 마찬가지로 질병이나 국외연수의 경우에는 공개행사 의무실시가 보류된다. 무

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의 공개된 장소에

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여야 한다. 공개행사를 실시 할 시 보

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보유자 등이 공개행사를 

마쳤을 경우 공개결과보고서를 문화재청장이나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문화예술교육·사회문화예술교육 강좌 속에 무형문화재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무형문화

재의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전통기술 개발의 지원도 이루어진다.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 공예, 미

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원재료, 제작공정 등의 기술개발 및 디자인·상

품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심사를 거쳐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인증을 위해서는 해당 전승자

가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문화재청에게 신청하면 된다. 인증을 받은 해당 전승자는 자신

이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

한 상품에 전승자의 인증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증 유

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화재청에서는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하여 전승

공예품의 구입·대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승공예품은행”을 운영하고 있고,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정책

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무형문화재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었고, 

2016년 ｢무형문화재법｣ 제정으로 제도가 다변화 되었다. 지금까지 강원도 내에 지정되

어 전승의 맥이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 4종목, 강

원도무형문화재 29종목이다. 2018년 5월 기준 지정종목과 전승자의 상세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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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현황>

종   목 전 승 자

번호 명 칭 지정일 구 분 성 명 성별 인정일자

10 나 전 장 1966.06.29
보유자 이형만 남 1996.12.10

조  교 김옥석 남 1987.07.01

11-4 강릉농악 1985.12.01

보유자 정희철 남 2006.06.19

교육조교

최동규 남 1996.07.01

차주택 남 1992.07.01

김남수 남 2006.04.17

손호의 남 2006.04.17

서수희 여 2014.03.18

보유단체  강릉농악보존회 1986.11.01

13 강릉단오제 1967.01.16

보유자

조규돈 남 2000.07.22

김종군 남 2000.07.22

빈순애 여 2000.07.22

교육조교

이순덕 여 2006.08.16

안병현 남 2006.08.16

김형각 남 2000.07.22

심오섭 남 2000.07.22

박금천 여 2000.07.22

주영건 남 2000.07.22

보유단체 강릉단오제보존회 1986.11.01

126 삼화사 수륙재 2013.12.31 보유단체 삼화사 국행수륙대재보존회 2013.12.31

<강원도무형문화재>

종  목 전 승 자
번호 명  칭 지정일 구 분 성 명 성별 인정일자

1 정선아리랑 1971.11.16

보유자

유영란 여 1971.12.16

김남기 남 2003.04.25

김형조 남 2003.04.25

김길자 여 2003.04.25

교육조교

배귀연 여 2008.03.13

전금택 남 2008.03.13

홍동주 남 2008. 3.13

장석배 남 2014.06.20

신기선 남 2014.06.20

이현수 남 2014.06.20

김순덕 여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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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전 승 자

번호 명  칭 지정일 구 분 성 명 성별 인정일자

2 삼척 기줄다리기 1971.11.16
보유단체 삼척 기줄다리기보존회 1990.05.31

교육조교 안대균 남 2005.07.01

4 횡성 회다지소리 1984.12.18

보유단체 횡성 회다지소리전승보존회 2009.12.24

보유자 양재학 남 2015.05.08

교육조교
김동근 남 2013.04.10

원용재 남 2013.04.10

5 강릉 학산오독떼기 1988.05.18

보유단체 강릉 학산오독떼기보존회 2008.03.21

명예보유자
윤흥용 남 2009.12.24

이상욱 남 2011.04.22

보유자
최삼영 남 2003.04.25

정완화 남 2005.07.01

교육조교

김원기 남 2005.07.01

김근한 남 2011.04.21

권중현 남 2011.04.21

임성규 남 2016.11.11

6 전통자기도공 1989.05.01 보유자 장송모 남 1989.05.01

7 양구 돌산령지게놀이 1999.07.31

보유단체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보존회 1999.07.31

보유자 고순복 남 1999.07.31

교육조교

안동원 남 2009.12.04

김옥희 여 2009.12.04

홍종석 남 2009.12.04

김규호 남 2015.05.04

김덕원 여 2017.09.15

9 철원 
상노리지경다지기 2000.07.01

보유단체 철원 상노리 지경다지기보존회 200.07.01

명예보유자 안승덕 남 2017.11.17

교육조교
서용석 남 2017.09.15

김종일 남 2017.09.15

10 강릉 
사천하평답교놀이 2003.03.21

보유단체 강릉 사천하평답교놀이보존회 2003.03.21

명예보유자 조규복 남 2012.06.29

보유자 박종명 남 2012.06.29

교육조교

허남욱 남 2005.07.01

용기원 남 2005.07.01

허화욱 남 2015.05.04

김관식 남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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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전 승 자

번호 명  칭 지정일 구 분 성 명 성별 인정일자

11-1 원주 옻칠공예
(칠정제장) 2003.03.21 보유자 박원동 남 2003.03.21

11-2 원주 옻칠공예
(칠장) 2003.03.21 보유자 김상수 남 2003.03.21

11-3 원주 옻칠공예
(나전칠기장) 2003.03.21 보유자 박귀래 남 2003.03.21

11-4 원주 옻칠공예
(생칠장) 2005.07.01 보유자 이돈호 남 2005.07.01

14 방짜수저장 2003.04.25 보유자
김우찬 남 2016.11.11

김기찬 남 2016.11.11

15-1 강원도 농악
(평창 둔전평농악) 2003.04.25

보유단체 평창 둔전평 농악보존회 2003.04.25

보유자
최승철 남 2014.06.20

고완재 남 2014.06.20

교육조교

이두한 남 2005.07.01

김철규 남 2005.07.01

최선자 여 2008.03.13

15-2 강원도 농악
(원주 매지농악) 2006.01.06

보유단체 원주 매지농악보존회

보유자 강성태 남 2006.01.06

교육조교 강영구 남 2008.03.13

15-3 강원도 농악
(동해 망상농악) 2017.11.17 보유단체 동해 망상농악보존회 2017.11.17

16 각자장 2004.05.21
보유자 이창석 남 2004.05.21

교육조교 이운천 남 2012.06.25

19 평창 황병산 사냥민속 2007.02.23

보유단체 평창 황병산 사낭민속보존회 2008.03.21

보유자
박제동 남 2007.02.23

최종근 남 2007.02.23

20 속초 도문농요 2007.02.23

보유단체 속초 도문농요보존회 2008.03.21

보유자

오순석 남 2007.02.23

오명현 남 2016.11.11

최도수 남 2016.11.11

교육조교

김환기 남 2016.11.11

박원규 남 2016.11.11

허영희 여 2016.11.11

21 대목장 2009.12.2

보유자 홍완표 남 2009.12.24

교육조교
홍재열 남 2011.04.21

정연문 남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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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전 승 자

번호 명  칭 지정일 구 분 성 명 성별 인정일자

22 영월 단종제례 2011.04.22 보유단체 영월 단종제례보존회 2012.06.29

23 강릉 갈골과줄 2013.04.12 보유자 최봉석 남 2013.04.12

24 춘천 필장 2013.04.12 보유자 박경수 남 2013.04.12

25 양양 수동골 상여소리 2013.04.12
보유단체 양양 수동골 상여소리보존회 2014.06.20

보유자 김용우 남 2015.05.08

26 양양 상복골 농요 2013.04.12
보유단체 양양 상복골 농요보존회 2013.04.12

보유자 조광복 남 2013.04.12

27 고성 어로요 2015.05.08

보유단체 고성 어로요보존회 2016.11.11

보유자
보유자

서재호 남 2015.05.08

손동식 남 2015.05.08

28 월정사 탑돌이 2016.11.11 보유단체 월정사 탑돌이보존회 2016.11.11

29 불교목조각장 2016.11.11 보유자 고윤학 남 2016.11.11

30 전통자수장 2017.11.17 보유자 김순덕 여 2017.11.17

지정된 종목들을 보면 민속놀이·민요·공예종목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희소 분야는 

전통음식인데, 강릉 갈골과줄이 유일하다. 이 현황 외에 2000년 7월 지정된 강원도무형

문화재 제8호 전통활쏘기는 전승자 작고 등으로 전승명맥이 끊어져 2011년 4월 지정이 

해제되었다. 또한 강원도 무형문화재 중 옻칠과 농악 종목은 2017년 9월 ‘제11호 원주 

옻칠공예’와 ‘제15호 강원도농악’으로 종목이 통합되었다. 옻칠 종목은 당초 제11호 칠정

제장, 제12호 칠장, 제13호 나전칠기장, 제17호 생칠장 등 4종목이 제11-1호 칠정제장, 

제11-2호 칠장, 제11-3호 나전칠기장, 제11-4호 생칠장 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농악 종

목은 제15호 평창 둔전평농악과 제18호 원주 매지농악이 각각 별도로 지정되어있었으

나 종목 통합에 따라 강원도농악 제15-1호 평창 둔전평농악, 강원도농악 제15-2호 원

주 매지농악 등으로 각각 변경되었고, 종목통합 후 동해 망상농악이 강원도농악 제15-3

호로 지정되었다. 

강원도무형문화재의 연대별 지정현황을 보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무형문화재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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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된 직후인 1970년대는 정선 아리랑과 삼척 기줄다리기 2종목이 지정되었고, 이후 

1980~1990년 20년 간 4종목 밖에 지정되지 않았다. 2000년대부터 전통문화와 무형문화

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강원도에서도 본격적으로 무형문화재가 지정되기 시작하였

다. 2000~2018년에 총 23건의 무형문화재 종목이 지정되었다.

지정된 종목별로 보면 국가무형문화재는 개인종목이 1개 종목, 단체종목이 3개 종목이다. 

강원도무형문화재는 단체종목이 16개 종목, 개인종목 13개 종목이며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무형문화재 단체종목 : 16종목> 

① 삼척 기줄다리기 ② 횡성 회다지소리 ③ 강릉 학산오독떼기 ④ 양구 돌산령지게놀이
⑤ 철원 상노리지경다지기 ⑥ 강릉 사천하평답교놀이 ⑦ 평창 둔전평농악  
⑧ 원주 매지농악 ⑨ 속초 도문농요  ⑩ 평창 황병산사냥민속 ⑪ 영월 단종제례 
⑫ 양양 수동골상여소리 ⑬ 양양 상복골농요 ⑭ 고성 어로요 ⑮ 평창 월정사 탑돌이 
⑯ 동해 망상농악

<강원도무형문화재 개인종목 : 13종목> 

① 정선아리랑 ② 전통자기도공 ③ 칠정제장 ④ 칠장  ⑤ 나전칠기장  ⑥ 방짜수저장 
⑦ 각자장 ⑧ 생칠장 ⑨ 대목장 ⑩ 갈골과줄 ⑪ 필장 ⑫ 불교목조각장  ⑬ 전통자수장

2018년 5월 기준 보유단체·보유자,·전수교육조교 등 전승자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무

형문화재는 보유단체 3개 단체, 보유자 5명, 전수교육조교 12명이다. 강원도무형문화재

는 보유단체 16개 단체, 명예보유자 4명, 보유자 34명, 전수교육조교 35명이다. 보유자나 

강원도 무형문화재 연대별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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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교육조교 등의 전승자는 사망 등으로 인해 인정이 해제된 경우가 많다. 우선 보유

자를 보면 국가무형문화재의 경우 강릉농악의 박기하·김용현, 강원도무형문화재인 정선 

아리랑의 최봉출·김병하, 횡성 회다지소리의 양중하, 전통활쏘기의 이용달, 강릉 학산오

독떼기의 김철기·손병선, 방짜수저장의 김영락, 평창 둔전평 농악의 이종현·김은영 등

의 보유자가 작고하였다. 전수교육조교를 보면 국가무형문화재의 경우 강릉농악의 최두

길, 강원도무형문화재의 경우 삼척 기줄다리기의 박준달, 강릉 학산오독떼기의 박봉희, 

평창 둔전평농악의 정석화 전수교육조교가 작고하였다.

김남균(강원도 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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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단체종목

강원도무형문화재 단체종목은 앞 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총 16개 종목이 있다. 무

형문화재 지정번호, 지정일자, 보유단체와 전승자 현황 등은 앞 절에서 모두 일별하였으

므로 이 절에서는 기술을 생략하였다.1) 

1. 삼척 기줄다리기 

삼척 기줄다리기는 대보름 민속놀이다. ‘기줄’은 ‘게줄’을 의미하는 말로, 기둥이 되는 

큰 줄에 작은 줄이 매여 줄이 마치 게의 발처럼 보인데서 연유하였다. 줄다리기는 전국

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강원도 지역에서 역사성을 띠고 전승되는 줄다리기는 삼척 기

줄다리기와 영월 칡줄다리기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기줄다리기는 경남 밀양에서도 

전승되고 있지만 형태상의 차이가 있으며, 영월의 칡줄다리기도 삼척의 기줄다리기와는 

상이하다. 기줄다리기는 일제강점기에 전승이 끊겼으나 1973년 음력 정월 15일(양력 3월 

5일)부터 제1회 삼척고유민속기줄대회를 개최하면서 삼척번영회에서 이를 부활하였다. 

제4회와 5회에는 정월대보름제라는 명칭인 삼원제와 각종 민속놀이를 함께 포함하여 행

해졌다. 1978년부터는 정월대보름날 죽서문화제의 일환으로 향토축제로 자리 잡아 꾸준

히 행해지고 있다. 

삼척지역은 1660년(현종 원년)에 군을 12개 면으로 확대했는데, 매곡을 말곡으로 바꾸

어 오늘날과 흡사한 행정구역을 갖게 되었다. 현재 기줄다리기는 말곡과 부내 양 팀으

로 갈라서 행하고 있는데, 이 당시의 지명이다. 기줄다리기는 삼척부사로 왔던 허목(許

穆, 1595~1682)과 연관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허목 부임 후 1662년(현종 3) 6월에 

심한 가뭄이 있자 호구당 1명씩 장정을 뽑아서 세 곳에 저수지를 수축하였다. 저수지의 

축조와 관련하여 자기 면에 할당된 부역을 다른 마을로 떠넘기는 방안의 하나로 기줄다

리기가 행해졌다고 한다. 저수지의 축조에는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장비가 소용되었음

을 감안한다면 땅을 파거나 흙을 퍼 올리고 땅을 다지는 장비에는 짚으로 만든 새끼줄

이 소용된다. 이 때 사용한 짚으로 기줄을 만들어 당겼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1)  이 절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보고서｣(강원도청 내부자료) 및 강원문화재대관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밝
혀두며, 별도의 각주를 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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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다리기는 대부분 암줄과 숫줄로 나누어 경

기를 하기 때문에 성행위의 모방적 주술성을 

엿볼 수 있으며, 짚을 이용하여 줄을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것으로 농경

사회의 지모신(地母神)신앙이 가미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결국 촌락공동체의 축원적 농

경의례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데 삼척지역의 

기줄다리기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생겨났다고 

하겠다.

삼척 기줄다리기는 정월 대보름날의 예방주술적(豫防呪術的) 놀이로서 행해졌다고 볼 

수 있으며, 풍요기원적 유래설과 연관 지어 보면 부내와 말곡이 서로 편을 갈라서 줄을 

당겨 서로 살고 있는 지역, 다시 말해 어촌과 농촌이 한 해 풍어와 풍년을 점쳤다고 할 

수 있다. 부내와 말곡은 지리적 여건이 다르므로 추구한 풍요관이 다르다. 바닷가 부내

마을이 이기면 풍어가 되고, 평아지역인 말곡마을이 이기면 풍년이 든다고 점쳤다. 

2. 횡성 회다지소리 

회다지소리는 의식요의 하나로, 장례 때 하관이 끝난 후 회를 넣고 다지면서 부르던 

민요이다. 인간의 일생 중 가장 마지막인 장례 중에서도 흙으로 돌아가며 한평생을 갈

무리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일생의례에서 죽음과 관련된 장례풍습에는 장례의식요

가 따른다. 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이 ‘회다지소리’이긴 하나 상여를 운반하는 등의 소리

삼척 기줄(복원)

삼척 기줄다리기(1988년) 삼척 술비놀이(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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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겸하고 있어, 일종의 노동요적 요소도 가미되어 있다. 의식절차 마지막에 부르는 회

다지소리에서는 다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노래하여 죽음에 이은 새로운 삶, 즉 삶과 

죽음의 연결고리를 확인시켜준다. 

회다지소리의 앞소리는 대부분 답산가(踏山歌)·회심곡(回心曲)·초한가(楚漢歌) 등이 

가장 많이 불리고, 뒷소리에 해당하는 후렴구는 “에호리 달회야” 등으로 다른 지역과 대

동소이하다. 횡성 회다지소리의 장례의식 하관단계에서는 망자를 금정(金井)에 묻고 회

를 섞은 흙을 넣은 다음에 상여꾼 여섯 명이 긴 막대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 소리에 맞

춰 율동을 곁들여서 회를 다지며 뒷소리를 받는다. 이때 선소리꾼은 밖에서 소리를 메

기고, 상여꾼 두 명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안에 있는 두 사람과 교대로 들어가서 

다지기도 한다. 회를 다지는 인원은 8명이 한 조가 되지만 금정 안에 들어가 회를 다지

는 사람은 여섯 명으로 두 명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안에 있는 두 사람과 교대로 

들어가 다진다. 

회다지소리는 긴소리의 느린 가락으로부터 점점 빠르게 진행하는데, 처음의 세 마디는 

뒷소리 대신에 산신에게 고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긴소리와 자진소리로 구분되며 다

른 지역에 비해 소리 자체에는 큰 특징이 없으나, 자진소리 중간에 몸 동작과 발을 구

르는 방법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특징이 있다. 앞소리 사설이나 뒷소리 형태, 음악적인 

횡성 회다지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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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다른 지역과 비슷하며, 앞소리 사설은 답산가·회심곡·초한가를 가장 많이 부

르지만 가끔 ‘한글뒷풀이’·‘십장가’ 등도 부른다. 뒷소리의 형태는 “에호리 달회야”로 다

른 지역과 차이가 없고, 처음에 다질 때는 긴소리를 부르다가 마지막에 자진소리로 휘

몰아쳐서 끝낸다.

횡성 회다지소리는 노래보다도 율동에서 보여주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졌으

며, 이 지역 사람들은 한평생 장수하고 죽음을 맞는 노인의 경우 특히 호상이라 하여 

슬픔만 보여주었던 것이 아니라 상여꾼들의 신명을 끌어내 또 다른 축제의 장을 만들

었다. 이러한 특징을 배경으로 횡성 회다지소리는 지역의 문화축제로 자리 잡아 2018년 

현재 제32회까지 회다지소리 문화제가 개최되었다. 

3. 강릉 학산오독떼기 

오독떼기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는 다섯 번을 꺾어서 부르기 때문에 오독떼기라는 

설, 동서남북중의 오독을 떼기[開拓]한다는 뜻에서 왔다는 설, ‘오’는 ‘신성하고 고귀하다’

는 뜻이고 ‘독떼기’는 ‘들판을 개간한다’는 뜻에서 생겼다는 설 등이 있다. 

오독떼기는 영동지역에서도 강릉·명주 지역에서만 불려진 독특한 민요이다. 그 중 학

산마을에서 전승되는 오독떼기가 가장 유명하다. 학산오독떼기는 농업노동요 중 벼농사

에서 부르는 모찌는 소리,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 벼 베는 소리, 타작소리, 벼 등짐

소리 등 농사의 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특히 논에서 잡초를 제거하는 김

매기의 대표적인 소리가 오독떼기이며 보통 ‘사리랑’·‘담성가’·‘안선달’ 등의 잡가류와 함

께 부르는 것이 특징이다.

모찌는 소리는 모내기를 하기 위해 모판에서 한 뼘쯤 자란 어린모를 뽑아 묶는 작

업을 하면서 내는 소리다. 사람들이 각자 모를 뽑다가 한 춤이 되면 이를 묶어 내면서 

소리를 한다. 한 춤을 묶어 내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리의 길이도 일정하

지가 않고, 다른 사람의 소리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소리를 하기 때문에 소리가 서

로 섞이고 맞물린다. 모심는 소리는 선후창의 자진아라리를 부르는데, 앞소리는 돌아가

면서 메기고 뒷소리는 모두 함께 받는다. 

논매는 소리는 먼저 오독떼기를 부르다가 힘이 들면 잡가류를 부르고, 논에서 나올 

때는 마무리로 쌈 싸는 소리(싸대소리)를 부른다. 오독떼기나 잡가류의 가창방식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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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소리꼭지를 꺼내면 모두가 따라하는 선입후제창이지만 앞소리는 한 사람이 고정

적으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돌아가며 꺼낸다. 오독떼기는 워낙 부르기가 힘

들어 뒤로 숨을 쉬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며, 모두 어울려 불러야만 한다. 선소리

꾼이 소절을 부르면 모두가 어울려 뒷소절을 부르는데 도중에 ‘어리~꿍’ 하는 부분은 소리

를 길게 뽑는 대목인 ‘진고비’ 마다 옆에서 소리를 받쳐 주어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 

벼 베는 소리는 벼를 베어 볏단을 묶으면서 하는 소리이다. 벼를 벨 때는 보통 낫질 

한 번에 네 포기를 베는데, 세 번 낫질하여 열두 포기면 한 움큼이 되어 땅에 내려놓고 

이렇게 세 움큼을 베어 묶으면 한 단이 된다. 벼를 베어 내는 ‘단내기’를 하면서 부르는 

것으로 이 소리를 ‘단불림’이라고도 한다. 벼 등짐소리도 부른다. 타작소리는 ‘도리깨질소

리’라고도 하며 상도리깨를 든 사람이 선소리를 메기면 함께 참여한 다른 도리깨를 든 

사람들은 후렴을 함께 받는다.

4. 양구 돌산령지게놀이  

양구군과 같이 산이 많고 농로가 좁은 지역에서는 지게가 필수적 운반수단이었다. 지

게는 곡식과 퇴비를 운반하거나 특히 화전농경에서 지게는 절대적인 도구였고, 산에서 

강릉 학산오독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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땔감을 마련하는 필수 도구였다. 양구 지게의 명칭은 알구지(지게눈깔에다 끼우는 나

무)·지게뿔·지게가지·지게다리·지게작대기 등이 있다.

양구 돌산령지게놀이는 6·25전쟁 때 잠시 중단되었고, 그 후 마을에서 계승되다가 보

유자 고순복의 고증에 의하여 1995년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를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전승되고 있다. 양구 지게놀이의 구성은 지게걸음싸움과 상여놀이가 있다. 지게걸음싸

움은 지게의 두 다리 위에 올라가 지게머리를 잡고 걸어가서 상대를 부딪쳐 쓰러뜨리

는 놀이이다. 여러 명이 두 편으로 갈라 서로 상대를 쓰러뜨린다. 이때 쓰러진 쪽은 자

기 대열에 들어가고, 이긴 쪽은 계속적으로 상대를 쓰러뜨려 나간다. 맨 마지막으로 남

는 쪽이 완전히 승리하는 것이다.

상여놀이는 편을 갈라 지게를 묶어서 상여처럼 만들고 그것을 메고 구성진 상여소리

를 부르며 어르다가 상대의 상여를 밀어 쓰러뜨린다. 이긴 팀은 승리의 환호성을 올리

고, 진 팀은 신으로 땅을 친다. 승부가 끝나면 진 팀은 이긴 팀의 지게 짐을 운반한다.

상여싸움이 끝나면 저녁에는 본격적인 회다지 놀이를 한다. 지게작대기를 횟대 삼아 

두드리며 노는 것으로 광중을 회로 다지는 풍속을 놀이화한 것이다. 이때 회다지소리를 

부르고 율동에 맞추어 다지는 발동작을 한다. 이 회다지놀이에는 마을일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불효하고 우애롭지 못한 사람, 또한 인색한 사람 등 마을사람들이 눈 밖에 난 

양구 돌산령지게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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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회다지 인물로 호명하면서 한바탕 놀면 본인이 그것을 알고 개과천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지게놀이는 전통적인 장례의례와 지게를 한데 얽어 독특한 

산간민속놀이로 구성했으며 교훈적 기능도 있다.

5. 철원 상노리지경다지기

상노리가 위치한 철원의 동송읍은 금학산을 주산으로 하여 여러 산봉우리들이 솟아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이 평야로 곡창지대이다. 갈말읍과 경계를 이루며 남북으로 흐

르는 한탄강 유역에 자리하고 있어 산자수명한 곳이다. 상노리 마을은 평야와 산봉우리

로 둘러싸여 풍수적 환경과 생업적 환경이 좋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 마을은 예로부터 

가옥의 건축을 위해 터를 다지는 지경다지기소리가 놀이와 어우러져 전승되어 왔다.

지경다지기에 참여한 인원은 정해진 것이 아니며 동네 사람들이 울력으로 모여서 하

는 협동적 노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순한 의미의 집터 다지기의 노동적 면모만을 지

닌 것은 아니다. 이 놀이 속에는 주술적 축귀의식, 예축의식이 함께 나타나며 나아가 

힘든 노동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노래를 함께 부르는 노동요도 있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집짓는 대사(大事)가 경축적인 일이므로 지경다지기를 통하여 놀이적 성격과 동시

에 이를 지닌 축제적 성격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우리 고유의 민속이다 하겠다.

상노리지경다지기의 내용은 제의·지경다지기·여흥놀이의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는 제의부분이다. 지경다지기 전 땅을 건드림으로써 파생될 수 있는 동티를 막기 

위한 주술적 의식행위이다. 상노리에서는 개토제(開土祭)라 한다. 지경다지기는 낮에 생

업에 종사한 후 저녁에 모여서 횃불을 밝히고 이루어진다. 이는 울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신(地神)은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낮에는 제의의 효과가 없으

며 지명 또한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제의는 술·과일·포로 상차림을 하

여 주인이 제주가 되어 축문을 읽고 고사를 지낸다. 둘째는 지경다지기이다. 지신제의

가 끝나면 지경다지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경돌을 가운데 놓고 지경 줄을 잡고 들었다 

놓았다 하며 터를 다진다. 이때 선소리꾼이 선창을 메기면 지경꾼들이 후렴을 받으면서 

땅을 골고루 다져간다. 이때 부르는 소리가 지경소리와 가래질소리이다. 셋째는 여흥놀

이이다. 지경을 다지면서 부르는 소리와 함께 힘든 노동 그 자체가 하나의 놀이적 요소

가 가미되어 나타난다 하겠다. 이때의 놀이는 지경을 다지며 부르는 노래에 그 의식적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지경소리와 가래질소리의 첫째 단락은 지역의 유래와 집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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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집주인의 내력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노래 묘사는 그때그때 사정

에 따라 즉흥적으로 가창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단락은 종교·신앙·속신적 사상에서 

유래한 신의 가호·은덕·축원·희망 등과 같은 주술적이고 예축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

룬다. 그리고 후렴은 선창자의 구절이 끝나면 후렴으로 “에헤라 지경이야”를 받아 메기

는 소리로 되어있다. 이렇게 지경다지기가 끝나면 밤늦도록 술과 음식을 먹으며 한바탕

의 놀이가 이루어진다.

상노리지경다지기는 전통의 농경마을 생활습속에서 유래한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충

실히 반영하고 있는 민속이다. 지경다지기 속에는 기층민들의 사상과 정서가 나타나는 

바 개토제를 통하여 주술적 축귀의식과 예축의식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다. 지경소리, 가

래질소리 등 전통민요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경축적 의식과 교훈적 메

세지를 담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지경다지기가 끝나면 여흥놀이가 있는바 이 놀이 속

에서 공동체 삶의 질서를 찾고 남녀노소가 한데 어울리는 전통의 축제적 모습을 살필 

수 있다.

6. 강릉 사천하평답교놀이 

강릉 사천면 하평리(荷坪里)는 조선시대의 문인인 교산 허균 선생이 태어난 애일당 터

와 허균 시비가 있으며,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농악의 한 갈래인 하평농악대가 구성되어 

있어 강릉농악의 전승활동을 활발하게 이어 가고 있는 민속마을이다.

이 마을의 답교놀이는 좀상날에 행해지는 세시풍속이다. 좀상날은 음력 2월 6일로서 

옛날부터 한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던 날이다. 좀생이별은 묘성이라고도 하는데 천체 28

철원 상노리지경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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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별자리 중에서 폴리아테스라는 작은 별의 모임이다. 이때 좀생이별이 초승달 근처에 

있게 되는데, 초저녁에 서쪽하늘에 초승달이 뜨면 달 뒤에 있는 한 무리 별들과의 거리

를 보고 점을 친다. 조선시대 세시풍속지인 열양세시기에도 초승달은 밥을 이고 가는 

어머니라 하고, 좀생이별은 어머니를 따라가는 아이들로 비유하여 예년을 기준으로 좀

생이별과 달의 사이가 멀게 보이면 풍년이 들고, 그 사이가 가까우면 흉년이 든다고 점

을 쳤다고 한다. 이것은 아이들이 풍년이 들어 먹을 것이 많으면 어느 때 가도 먹거리

가 있으므로 천천히 떨어져서 가고, 흉년에는 먹거리가 적으므로 빨리 따라가서 밥을 

먹으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평마을의 주민들은 좀상날이 되면 한낮에 모여 잔치를 벌이고, 마을 입구에는 솔잎

문을 세우며 밤에 쓸 횃불을 준비한다. 각 가정마다 가족 수만큼의 홰를 만들고 날이 

어두워지면 마을회관에서 1㎞ 정도 떨어진 사천진리 다리까지 농악대 가락에 맞춰 온 

주민이 함께 횃불을 들고 가는데 예전에는 다리 뺏기 놀이도 하였다고 한다. 다리 위에

서 마을의 어른이 헌관이 되어 하늘에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린 다음 횃불을 들고 

마을회관으로 돌아와 마당에서 횃불을 모두 태우며 한바탕 놀이마당을 펼친다. 이 다리 

밟기를 통해 한 해의 재액을 무사히 건너고 힘찬 새 출발을 다짐한다. 답교놀이의 과장

은 다음과 같다.

● 제1과장 : 영산홍가 과장

양쪽 마을 사람들은 농기와 농악대를 앞세우고 영산홍가를 부르며 춤을 추면서 

솔문을 통과한다. 솔문은 마을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마을 청년들이 만들어 놓는다.

● 제2과장 : 다리굿, 답교 과장

마을의 작은 다리를 놓는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을 상쇠가 막으며, 다리를 놓은 후 

다리굿을 친다. 작은 다리를 건너 큰 다리를 밟기 위해 술령수와 서낭신 모시기인 

성황굿·황덕굿을 한다.

●제3과장 : 쇠절금(채싸움) 과장

양쪽 마을 농악대와 상쇠의 대결이 이루어진다. 강릉농악에는 답교농악이 있는데, 

바로 쇠절금(채싸움)을 말한다. 이 상황에서 양쪽 마을 상쇠는 강릉농악 12가락을 

모두 사용하여 그 기량을 선보이며 승부를 결정짓는다.

●제4과장 : 석전(돌싸움) 과장

쇠절금 과정에서 다리밟기 싸움에 밀린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져 돌싸움을 시작

한다. 매우 격렬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전에는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제5과장 : 횃불싸움 과장

다리굿과 쇠절금 대결, 돌싸움은 해지는 초저녁까지 행해지며, 승부를 가르지 못한 

경우에는 밤중까지 계속하여 횃불싸움이 전개된다. 젊고 용감한 청년이 선두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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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상대편을 향하여 뛰어들면서 시작된다. 이 과장에서도 매우 격렬하게 전개된다.

●제6과장 : 답교놀이

횃불싸움이 끝나면 양쪽 마을 사람들은 함께 다리밟기를 하여 각질을 예방하며 

풍년과 안녕을 기원한다.

7. 평창 둔전평농악  

둔전평농악은 과거 용평농악으로 널리 알려졌었다. 둔전평은 용평면의 중앙지점에 위

치한 넓은 농토로 이곳은 둔전평(屯田坪)이라는 지명처럼 옛날 태기왕의 군사가 머물러 

이곳을 수비하면서 농사를 경작하던 곳이라고 전한다. 자연발생적으로 인근 마을과 같

이 농악이 자생했는데 그 가운데 백옥포농악과 둔전평농악이 명성을 얻었다.

둔전평농악은 옛 노인들의 구전에 따라 ‘구벅구 팔미동’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즉 

법고가 9명, 무동이 8명으로 편성된다. 아울러 이들이 쓰는 벙거지와 상모, 고깔은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든 것이다. 이곳 농악대가 쓰는 벙거지의 경우 주민들이 겨울동안 직

접 짚으로 새끼를 꼬아서 둥글게 감아서 직접 만들고 가에는 한지를 풀로 붙이는데 이

것이 차츰 마르면서 벙거지 끝이 말아 올라가면 보기 좋은 벙거지가 된다. 그리고 소고

강릉 사천하평답교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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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이가 쓰는 벙거지 끝에 매다는 ‘퍽상(퍽상모)’도 끝에 한지를 가늘게 썰어 붙이고 그 

끝에 붉은색 종이꽃을 단다. 이러한 벙거지 모습은 주민들이 손수 만들어 정성이 들어

간 것으로 다른 지역 농악대에서는 기념으로 사가기도 한다. 또한 농악대원들의 신발도 

겨울동안 대원들과 이목정 노인회원이 직접 만든 짚신을 이용한다. 아울러 판굿의 연

행내용 가운데 한 명의 대원 위에 다른 한 명이 어깨위로 올라타는 단동고리받기와 한 

명씩 어깨위로 올라타서 3층을 만드는 삼동고리는 매우 독특한 것이고, 특히 단동고리

위에서 열두 발 상모를 돌리는 것과 삼동고리 받으면서 어린이가 높은 데에서 상모를 

돌리는 것도 독특한 점이다.

농악대는 신목잡이·농기수·태평소·상쇠·부쇠·열두발상모·징수·장고수·북수·법

고·소고·무동 등으로 편성되며 법고와 소고가 구별된다. 복색은 기본적으로 삼베 또

는 흰색 광목바지저고리를 입는데 농기수와 새납은 여기에다 양어깨에 청·홍색 띠, 허

리에 황색 띠를 두르고 고깔을 쓴다. 상쇠는 기본 복색에 삼색 띠를 매고 상모지가 달

린 채상에 벙거지를 쓰며 부쇠의 복색도 마찬가지이다. 징수·장고수·북수는 퍽상을 

쓰며, 소고수와 법고수는 수건을 머리에 쓰고 퍽을 단 벙거지를 쓴다. 법고는 벙거지 

앞에 흰색 꽃을 고정시켜 달고 꼭지에 채상을 쓰며, 소고의 경우는 위로 곧게 뻗친 퍽

상 끝에 붉은 색칠을 한 종이꽃을 장식하는데 남근형상과 유사한 이 장식은 둔전평농

악의 독특한 복색이다. 무동은 종이꽃으로 장식한 고깔을 푹 눌러 쓰고 붉은 색 동정이 

달린 녹색저고리, 분홍치마에 남색쾌자를 걸친다.

구성은 서낭굿놀이·지신밟기·농사놀이·십자놀이·풍년놀이·황덕굿마당 등으로 이

루어진다. 서낭굿놀이는 둔전평 마을 수호신인 서낭신을 모시는 놀이이고, 지신밟기는 

정초에 가정의 액을 물리치고 한 해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것으로 마당에서 지신을 

밟은 다음에 고사반을 해준다. 

농사놀이는 논갈이·모찌기·모심기·김매기·벼베기·탈곡마당·볏가마나르기 등으로 

구성된 모의 농사놀이인데 김매기에서는 농업노동요 중 논매는 소리의 일종인 ‘단호리’

를 부르기도 한다. 십자놀이는 농사일로 생긴 마음의 앙금을 풀고 화합을 다짐하는 마

당이며, 풍년놀이는 마지막 마당놀이로 추수가 끝난 후 한해의 풍년 농사를 서낭신에게 

감사하고 다시 마을의 안녕과 무사함을 빌게 되는데 멍석말이·열두발상모·동고리받기 

등으로 구성된다. 황덕굿마당은 풍년놀이의 마무리 마당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멍석말

이를 노는 것인데 한해 농사의 피로를 풀고 풍년을 감사하는 마당으로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축제의 장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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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주 매지농악 

원주 매지농악은 원주시 흥업면 회촌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다. 회촌마을은 행정구역상

으로는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이며 원주시 서·남쪽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 산간마을

이다. 백두대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태백의 명산인 치악산과 백운산이 마을을 감

싸고 있는 산간마을이다. 마을에 서낭당과 서낭나무인 삼성목(엄나무)·칠성목(피나무)의 

500년 된 수령으로 보아 오래전에 마을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외지와 단절된 폐쇄적인 지형적 특성은 이 고장에서 대대로 

전승되어 오던 옛 풍속 본래의 소박성을 원형대로 계승할 수 있는 자연적인 여건이 되

었으며,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오는 서낭제를 중심으로 한 마을 공동체의식은 고유의 전

통을 중요시 하고 전통 민속 문화를 지금까지 계승해 오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회촌마을은 1970년대 이전에는 약 80여 호에 100여 명으로 조직된 두레를 가지고 있

었다. 두레노동에는 으레 농악이 따랐고, 회촌마을에서는 서낭제(동제)·지신밟기·기줄

다리기·단오제·백중놀이 등의 행사도 크게 벌여왔는데 이들 행사에서도 농악놀이를 하였다.  

평창 둔전평농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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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지농악은 인사굿·질굿·긴질굿·덩덕궁이·자진가락·이채·품앗이가락 등의 가락

을 다양하게 사용하며, 새납의 가락은 메나리조이다. 메나리조 는 강원도 고유의 가락

이다. 또한 36방 진풀이는 매지농악의 특이한 진법이다. 인사굿은 인사할 때 치는 가락

으로 3분박 4박자이며, 처음과 마지막에 친다. 끝에 꽹과리의 “객” 소리가 난 후에 징을 

친다. 질굿은 길굿·질구락·길군악 등으로 불린다. 주로 행진할 때나 춤출 때 연주하

는 질굿은 3분박 4박 한 장단으로 되어 있으며 다른 가락들과 비교해 좀 느린 가락이

다. 매 박자마다 어깨를 들썩이며 걷거나 춤을 춘다. 긴질굿은 길군악 7채로 행진할 때 

치고, 오방으로 멍석을 말 때 친다. 3분박 1박과 2분박 1박이 혼합되어 한 장단을 이루

는 혼합박 장단이다. 제1박은 3분박, 제2박은 2분박, 제3박은 3분박, 제4박은 2분박, 제

5·6·7박은 3분박, 제8박은 2분박, 제9박은 3분박, 제10·11박은 2분박, 제12·13박은 3

분박, 제14박은 2분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제14박은 쉬어가는 때도 있고 가락이 

진행됨에 따라 약간 빨라지면서 박자를 채워서 다음 가락과 이어줄 수 있게 치기도 한다. 

품앗이가락은 상쇠와 나머지 악기들이 가락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2분박 

1박과 3분박 2박과 2분박 1박으로 구성된 혼합박이다. 어느 정도 가락이 진행이 되면 

상쇠와 모든 악기들이 같이 연주하며 가락의 진행이 약간 빨라지면서 강하게 친다. 품

앗이가락을 치다 자진가락으로 넘어간다. 넘어가는 가락을 꺾음쇠라 한다. 3분박 2박자

로 자진가락의 3분박 4박자의 절반을 쳐서 가락변화의 신호를 준다.

덩덕궁이는 어느 고장에서나 널리 쓰이는 쇠가락이다. 3분박 좀 빠른 4박자(8분의 12

박자)다. 자진가락은 덩덕궁이를 치다가 가락을 빠르게 몰아갈 때 주로 쓰이며 3분박 4

박자(8분의12박)이다. 자진가락의 “갱 지개”와 “갱-개”의 쓰임새가 약간 다른데 “갱 지개”

는 가락을 약간 약하게 치며 장단을 이어가는 형식으로 치다가 “갱-개”는 가락을 올릴 

때 주로 사용하며 크게 친다. 자진가락을 치다 주로 다시 덩덕궁이로 가락의 변화가 이

루어지는데 자진가락으로 1~2박까지 치고 덩덕궁이로 3박과 4박을 치고 덩덕궁이로 넘

어간다. 또한 덩덕궁이를 치다 자진가락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덩덕궁이의 3박과 4박

을 4번정도 치고 꺾음쇠로 자진가락으로 넘어간다.

이채는 “아랫마당 윗마당 정첨지 뱃가죽”이라고 구음하며 샘굿이나 주로 축원농악을 

할 때 사용하고 상모놀이 중 세골잡이를 할 때 이 가락을 친다. 이채를 맺을 때 “아랫

마당 윗마당 정첨지 뱃가죽”을 치고 신호가락으로 넘어가 경기이채와 같이 “갠 지갠 지”

로 짧게 치고 가락을 털어서 맺는다. 새납은 연주되는 풍물의 장단에 따라 변화되는데 

질굿과 같이 비교적 느린장단을 연주할 때는 주로 ‘시·미·솔’이 등장하는데 볶는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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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자진가락 등 빠른 장단을 연주할 때는 ‘미·솔·라·도’ 등 상대적으로 높은 음역

에서 연주되었다. 즉 매지리의 새납 선율은 장단의 느리고 빠름에 따라 음역이 달라진

다. 새납선율에 등장하는 ‘시·미·솔’로 완전4도와 단3도의 간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와 같은 음의 구성은 강원도의 특징적인 음구성으로, ‘메나리조’라고 하는데 매지리 풍물

의 새납 선율도 메나리조임이 당연하다.

농악대 구성은 쇠·징·장구·북·소고·기수·무동·잡색으로 구성되어있다. 복색은 

오방색을 기초로 하여 흰바지에 저고리에 청색 조끼를 입고, 삼색띠는 어깨에 파랑색과 

노랑색을 거는데 노랑색이 보이게 착용하고 배에는 빨강색을 착용한다. 

9. 속초 도문농요

속초 도문농요가 전해지는 도문면은 속초지역의 3대 하천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쌍

천을 중심으로 하여 마을이 형성되어 왔다. 도문면 지역은 생활권을 크게 3권역으로 나

눌 수 있는데, 바다와 근접하여 있어 어업문화가 주를 이룬 대포동, 설악산에서 발원하

원주 매지농악(1987년·1997년)

원주 매지농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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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길게 늘어진 쌍천을 따라 마을이 형성되고 농경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는 도문동, 설

악산이 있어 산간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는 설악동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문농요는 서낭굿, 논삶는 소리, 모찌고 심는 소리, 김매는 소리(메나리), 벼베기와 한

단소리, 마댕이와 볏가리지우는 소리로 구분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소리인 김매기 소리

는 김을 맬 때 부르는 소리로서 다소 정적이며 구성진 가락을 지니고 있다. 주로 오전

에 부르는데 시조 창법과 유사하지만, 다른 농요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인근에 위치한 

설악산 신흥사의 불교문화권역에 속해 있어 자연적으로 염불이나 범패소리의 영향을 받

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김매기(메나리) 사설은 김을 매는 하루의 일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르게 구성되어있눈

데, 처음에는 김매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이후 점심때가 되니 점심참을 먹자 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그 외 삶의 여러 모습들도 그 가사 속에 담겨있다. 김매기 소리는 메

나리와 동강소리로 구성된다. 나른한 오후에는 좀 더 호흡이 짧은 동강소리를 한다. 점

심참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므로 김을 세게 매주기 위해 메나리보다는 빠르고 경쾌한 

가락으로 동강소리를 부른다. 창법은 메나리와 비슷하다.

양양메나리를 보면 4·4조의 음수율이 가능한 한 지켜지고, 특히 동강소리는 거의 철

저하게 지켜지면서 불린다. 이에 반해 도문농요의 김매기(메나리)는 4음보의 음수율

을 내재적으로 지키려고 하나 표면적으로 가사에서 약간의 일탈이 엿보인다. 도문농요

의 김매기(메나리)는 후렴이 없으나 양양 메나리는 ‘이~히~’라는 후렴이 있고, 동강소리

도 물론 후렴구와 더불어 소리를 끝맺을 때는 ‘우겨라 우겨라’는 추임새로 끝을 맺는다. 

이때 ‘우겨라 우겨라’하는 것은 논김을 다 매자는 뜻이다. 여름철 한창 뙤약볕 아래에서 

일을 하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기자는 뜻으로 하는 추임새다. 김을 맬 때는 처음에는 일

렬 형태로 김을 매다 마지막 논에서 김을 맬 때에는 양쪽 끝에서는 ‘우겨라’ 하며 오무

리면서 원형 형태로 김을 매면서 소리를 한다. 이때 ‘우겨라’라고 추임새를 넣는다.

김을 맬 때 강릉에는 오독떼기를 부르는데 속초와 양양에서는 김매기(메나리)를 부른

다. 가창방법·음역·리듬·형식·선율형·음조직·종지형·가사 등은 상당히 다른 것으

로 파악된다. 강릉 이남 지역인 삼척은 속초와 양양처럼 ‘메나리’ 보다는 ‘미노리’·‘미너

리’·‘미눌이’라는 방언을 쓴다. 

삼척미노리는 가사나 부르는 창법이 속초보다는 양양지역과 유사하다. 가능하면 지키

려고 한 4음보나, 또 ‘이-후-’라는 후렴구를 붙이는 것 등은 양양하고 비슷한 점이 있

다. 삼척메나리 주요 음이 ‘라’와 ‘도’로 선율은 이 주요 음을 바탕으로 오르고 내리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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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보이는데 메나리의 4마디가 각각 2마디씩 묶여 ‘라’로 시작하여, ‘도’로 올라가서 ‘미’

나 ‘솔’로 내리는 흐름으로 이는 도문농요의 김매기(메나리)도 동일하다.

도문농요는 농민의 삶의 애환이 담겨 있다. 노동의 힘듦, 지루함을 이겨내기 위한 그

들만의 방법으로 일이 더디면 소리를 빠르게 함으로써 일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또 일

이 지루하면 경쾌하게 소리를 함으로써 분위기를 밝게 전환한다. 

김매기(메나리) 소리는 대체로 오전에는 느리면서 차분하게 소리를 하나 오후에는 빠

르고 쾌활하게 소리를 한다. 점심참을 먹고 나서 새로 시작하자면 아무래도 오전만큼 

활기차지 않기 때문에 기분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밥에는 반찬이 날개요, 일에

는 소리가 날개’라고 하듯이 소리꾼의 역할이 그만큼 강조된다. 소리를 못하면 진짜 일

꾼이 아니라 꼴꾼이라는 말도 그것을 반증한다.

속초 도문농요는 도문동이라는 특수한 불교문화권역의 농촌에서 불려졌으며, 일제강점

기 도천면 시절에도 불려서 ‘도천농요’라는 이름으로도 전승된다. 도문농요가 삶의 소리

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은 농경문화가 차츰 사라져가는 오늘날에 민속문화의 전승과 보

존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속초 도문농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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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평창 황병산사냥민속

황병산사냥민속은 평창군 도암면 차항리 일대에 전승되는 민속이다. 이 지역은 험준한 

백두대간 태백산맥에 위치하고 있어서 예로부터 ‘하늘아래 첫 동네’라 하여 지금도 ‘청뚜

루’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히 이곳은 겨울이면 교통이 두절될 만큼 눈이 많이 내리는 곳

으로 알려져 있다. 이 민속은 정초에 신성한 마을 제사인 서낭제에 쓸 제물을 위해 멧

돼지 사냥을 한 것에서 유래한다. 또한 겨울철에는 산짐승이 먹이를 구하기 위하여 마

을로 내려와 가축과 곡식을 해치므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창을 들고 곰이나 멧돼지 

사냥을 하였다. 

사냥은 보통 나이가 45세에서 55세 이상이 되어야 참가할 수 있다고 한다. 보통 5~6

명이 조를 짜고, 상쇠가 있어서 첫 번에 돼지가 있으면 상쇠가 “돼지 보았다”하고 찌르

면 부쇠가 다음에 찌른다. 제일 먼저 찌른 사람은 토시목(돼지목)을 갖는다. 그리고 남

은 것은 동네에 가지고 와서 잔치를 하였다.

창 상쇠는 “선창이다”하고 소리를 지르며 찌르는데 제일 먼저 찌르면 뒤에 재창·삼창 

사람이 찌른다. 창질 방법은 바로찌르기·가로찌르기·올려찌르기·막찌르기·던짐창 등

이다. 이 마을에서는 “엄나무 창대와 벚나무 썰매에 말의 피를 바르니 산신(山神)이 징

징 우는구나”라는 재미있는 속신이 있을 정도로 사냥이 유명하다.

돼지를 잡으면 여럿이서 둘러매고 온다. 창 이외에는 칼을 들고 가는데 칼은 산에 갈 

때 필수적인 도구로 사냥하고 그 자리에서 사냥감을 해체하여 구워 먹기도 하므로 작은 

칼은 필수이다. 사냥은 남자들만 간다. 사냥을 하고 나면 바로 산신제를 지내는데 황병

산을 보고 지낸다. 다른 음식은 진설하지 않으며 술 한 잔만 부어 놓는다. 산에서 내려

와서는 동네마다 서낭이 있는데 거기다 사냥한 짐승을 놓고 집에서 막걸리를 가지고 와

서 간단한 감사의 예를 올린다. 이후 서낭제는 좋은 날을 택일하여 지내고 사냥을 가면 

산신제를 지낸다.

사냥할 때의 금기는 부정한 사람들이 참가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창은 반드시 앞 쪽

을 향하도록 한다. 어깨에 가로 질러 매고 다니면 재수가 없다고 한다. 여자는 사냥에 

참가하지 않았다. 보통 아침을 먹고 사냥을 나가는데 짐승을 많이 잡을 경우 눈에 묻어

놓고 또 잡거나 아니면 운반해서 마을에 내려놓고 다시 사냥을 하기도 한다.

사냥을 나갈 때 엿을 주루막에다 넣어 가는데 사냥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먹었다. 식

량인 것이다. 왜냐하면 사냥을 가서 자고 올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어서 항상 

지니고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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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장비는 창대·썰매·설피·주루막 등이다. 창대는 일반적으로 ‘멧돼지창’이라고 한

다. 창대의 쇠창부분은 과거 차항리 대장간에서 만들었다. 과거 이 쇠창은 집집마다 장

정이 있는 집에서는 5~6개씩 마련해 두었다. 쇠창의 길이는 50㎝ 내외의 길이로 앞부

분은 뾰족하게 항아리 형태로 날을 세우도록 되어 있다. 뒷부분은 긴 나무자루를 끼우

도록 되어 있다. 자루는 대체로 물푸레나무로 만들고 나무자루는 길이가 150㎝ 내외로 

창주인의 키에 맞게 연결하여 만든다. 쇠창과 나무 자루 사이에는 반드시 연결고리를 

만들어 두는데 이는 창질 후에 쇠창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다. 이러한 쇠창의 모습

은 우리나라에서 평창을 중심으로 강원도 산간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

썰매는 전통 방식으로 만든 일종의 알파인 스키와 같은 것이다. 길이는 1m 안팎이며, 

넓이는 12~15㎝, 두께는 5㎝이다. 주로 벚나무로 만들며 중간지점에 네 군데 구멍을 뚫

어 끈을 달아서 발을 묶도록 하였다. 앞쪽은 불에다 굽거나 큰 솥에다 삶으면서 휘는

데, 스키의 부리처럼 약간 들리게 한다. 이렇게 해야만 많이 쌓인 눈 위를 잘 달릴 수 

있다. 탈 때에는 발 앞부리만 끈으로 잡아매고 발뒤꿈치는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회전이나 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양의 스키보다는 

폭이 넓고 길이가 짧아 속도는 느리지만 가파른 산에서 사냥을 할 때의 기동력은 탁월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썰매는 해발 700m 이상의 고산지역과 겨울철 적설량 1m 이상

의 지역에서 볼 수 있다.

설피는 신발에 매어 눈 위에서 신는 눈 신이다. ‘살피’라고도 한다. 이것을 신으면 눈

이 많이 쌓여 있어도 눈 위를 다니기가 수월하며 잘 미끄러지지도 않는다. 노간주나

무·물푸레나무·다래넝쿨 등을 재료로 한다. 나무껍질을 벗겨 다듬어 뜨거운 물에 넣

고 타원형의 형태를 만들고 타원형으로 연결해 놓고 겹치는 곳을 칼로 깎아내고 싸리나

무 가지를 쪼개어 겹친 곳의 두 부분에 가로 질러 붙들어 맨다. 그 다음 삼으로 끈을 

꼬아 만들어 둥근 태 복판을 엮어 맨다. 삼으로 끈을 하기도 하지만 소가죽으로 하기도 

하였다. 설피의 길이는 대체로 40㎝ 내외이며 폭은 14㎝ 정도이다. 사람의 체중을 고려

하여 크기의 작고 큼이 있다. 설피는 산간의 겨울 생활용품이기도 하지만, 겨울철 사냥

에 있어서도 중요한 필수품이기도 하다. 사냥감을 산 뒤쪽에서 아래로 내리몰이를 할 

때에는 썰매를 타지만 먼 거리까지 사냥감을 뒤쫓아 가거나 비탈을 오를 때에는 설피를 

신어야 기동력을 높일 수 있다.

주루막은 짚을 꼬아 만든 배낭이다. 주루막 밑의 양끝에 멜빵끈을 매달고 다른 쪽 멜

빵끈은 주루막 고리에 끼워 멜빵을 지면 주둥이가 조여지도록 되어 있다. 가볍고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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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메면 등에 착 붙어 산에 오르내릴 때 간편하다. 이때 고리는 산에서 나는 칡 

줄기나 닥나무 껍질 같은 질긴 재료를 사용하여 촘촘히 감아 힘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고급스러운 것은 왕골이나 노끈, 특히 종이를 비벼서 만든 것도 있다. 크기는 일정하지 

않고 감자 한 말들이가 보통이고 곡물이나 감자 등을 나르는데 쓴다. 산에 약초를 캐러 

가거나 사냥을 나갈 때에도 점심이나 휴대용품 등을 여기에 넣어 짊어지고 간다. 산간

마을 사람들이 출입할 때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도구이다.

평창군의 황병산사냥민속은 과거 겨울철 수렵문화 유산을 보여주는 중요하고도 유일

한 자료다. 단순히 사냥의 흔적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산간에 사는 사람들의 마을

공동체 생활과 금기·습속 등이 드러나 있으므로 현대화가 된 지금도 과거를 되돌아보

게 하는 의미를 갖는다. 전승상의 특징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황병산사냥민속은 겨울철 집단적 ‘몰이사냥’과 사냥습속을 재현한 유일한 것으로 

수렵기술과 도구, 금기를 고증하고 있다. 곰·사슴·멧돼지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몰아넣

어 잡는 몰이사냥과 바로찌르기·가로찌르기·올려찌르기·막찌르기·던짐창 등의 기술

을 보여주고 사냥도구에 있어 “엄나무 창대와 벚나무 썰매에 말의 피를 바르니 산신이 

징징 우는구나”라고 하여 액막이를 수반하는 민간 의료적 속신들이 재현되었다. 둘째, 

황병산사냥민속은 원시시대 먹거리 준비와 달리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롭게 시작 할 즈음

에 궁궐에서 종묘제례에 사용하기 위해 납육을 공물 받았던 제도에서 비롯되었으며, 민

간에서는 마을 서낭제의에 사용하기 위해 공동사냥을 추진한 것에서 유래 되었다. 이러

한 행위는 국가나 마을공동체의 안녕과 짐승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어기재 역할을 보여

주는 것으로, 황병산사냥민속이 단순한 사냥행위가 아니라 기원제로서 천지만물의 덕에 

감사하기 위하여 산짐승을 사냥하여 제물로 드리는 전래의 납향(臘享)이라는 점에서 주

목된다. 산으로 둘러싸인 청뚜루 주민들의 산신제와 서낭제라는 민간 신앙적 기저를 보

여준다. 셋째, 황병산사냥민속은 놀이화를 통해 산짐승 보호의식을 높이고, 밀렵을 방지

하며, 일정한 관습과 집단적 수렵문화유산을 잊지 않게 하는 의미를 갖는다. 산간수렵 

행위에는 금기가 철저히 지켜주고 일정한 분배와 분여(分與)라는 수렵의 법칙이 존재하

고 이러한 사회관습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넷째, 황병산사냥민속은 겨울철 산간지역

문화와 주민들의 축적된 경험세계를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썰매와 설피·주루막·

털귀마개·볏짚각반 등을 비롯하여 겨울철 주민들의 수렵과 월동 장구 등은 현대의 동

계스포츠 방한도구로 적용 활용함에 있어서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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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월 단종제례 

단종제는 영월의 대표적인 향토문화제이다. 1967년에 ‘단종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축제는 1990년 제24회 때부터 ‘단종문화제’로 명칭을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사시

기는 원래 매년 4월 5일 한식을 전후하여 3일 동안 계속되었으나, 2007년부터 매년 4월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3일간의 행사를 치르고 있다. 단종제는 영월·평창·정선 주민들

은 물론 인근 경상북도·충청북도 군수들까지 참배를 오며 수많은 인파가 찾는다. 

1698년(숙종 24) 이후 270년 동안 제향만으로 그치던 것을 1967년 지역 유지들과 관이 

뜻을 합쳐 각종 문화행사를 겸한 향토문화제를 거행하기로 하고 날짜는 제향을 올리던 

한식일로 잡았다.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봉(降封)·사사(賜死)된 뒤 국가적 차원에서 그의 

무덤에 치제(致祭) 방식으로 제사가 지속되었다. 국가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단

종의 슬픈 넋을 위로하며 기리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1698년 단종으로 복위된 뒤 

매년 한식에 장릉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단종 복위 뒤 매년 한식에 장릉에서 제

례를 거행하여 현재까지 단종 제향을 봉행해 왔고, 구한말을 거쳐 일제강점기에도 제향

을 폐하지 않았으며, 1967년 제1회 단종제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에도 영월군 유림과 정

평창 황병산사냥민속(1984년)

평창 황병산사냥민속에 사용되는 주루막·설피·창·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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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평창·충북·경북지역의 유림까지 참여하는 제례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장릉 배식단제례는 단종을 위해 충절을 지킨 충신들의 넋을 달래고 그들의 충절을 기

리는 제향이다. 1791년(정조 15) 배식단을 건립하였고, 배식단의 건립 이후, 매년 한식에 

단종제례와 함께 현재까지 배식단 제례를 봉행하고 있다. 배식단의 구조는 크게 정단

(正壇)인 충신단(忠臣壇)과 별단(別壇)으로 나누어져 있고, 별단은 다시 조사단(朝士壇)과 

남·북 혹은 동·서 별단으로 구성되어있다.

장릉 단종제례 의식 및 절차, 진설에 대한 것은 숙종 때 단종이 최종적으로 복위된 

만큼 조선후기를 시점으로 삼았다. 그중에서도 이 시기를 가장 잘 기록하고 장릉에 배

식단을 설치토록 한 정조 때 편찬한 춘관통고(春官通考) 길례(吉禮) 능침(陵寢) 자료를 

본으로 삼아 단종제례의 절차, 진설 등을 다음과 같이 복원하였다. 

제사 지내는 시기는 한식(寒食)에만 제향하고 삭망(朔望)에 분향례(焚香禮)를 행한

다. 재관(齋官)은 헌관(獻官) 이품(二品) 강원도관찰사(영월군수가 초헌관을 대행), 전

사관(典祀官)은 봉상시 정(奉常寺正), 능사(陵司 : 참봉이 집사를 겸행한다), 대축(大祝), 

찬자(贊者), 알자(謁者), 감찰(監察)로 구성된다. 축판(祝版)은 개오동나무[檟]로 만들고 

전체 칠(漆)을 한다. 길이는 1자[尺] 2치[寸], 넓이는 8치, 두께는 6푼[分]이다(조례기척

(造禮器尺)을 사용한다). 축식(祝式)은 “維年號幾年歲次某甲某月某朔某日干支 孝曾孫嗣

王臣諱【遣官則稱謹遣臣某官某】 敢昭告于 端宗恭懿溫文純定安莊景順敦孝大王 伏以節序

易流當玆令辰罙增感慕聊蕆明禋 謹以淸酌庶差 式陳明薦 尙饗”이다. 재계(齋戒)는 제사

지내기 4일 전, 예조에서 아뢰어 재계를 청하면, 전하가 2일 동안 별전(別殿)에서 산

재(散齊)하고 1일 동안 정전(正殿)에서 치재(致齊)한다.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기

일에 앞서 재계를 청하되 모두 법식대로 한다. 산재에는 조상(弔喪)이나 문병(問病)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유사는 형살문서(刑殺文書)를 아뢰지 않는다. 치재에

는 오직 제향에 대한 일만 아뢴다. 모든 향관(享官) 및 근시(近侍)의 관원과 응당 따

라 올라오는 자들은 모두 산재 2일을 하는데 정침(正寢)에서 자고, 향소(享所)에서 1

일 치재하였다. 배향관(陪享官) 섭사(攝事)일 때에는 전하의 재계하는 의식과 배향관

이 없다) 및 여러 위(衛)의 소속, 전문(殿門)을 수위(守衛)하는 자들은 문(門)마다 호

군(護軍) 2인, 모퉁이[隅] 마다 대장(隊長) 2인이 담당한다) 섭행일 때에는 모두 대장

이 담당한다(산릉에는 여러 위(衛)의 소속만 있다). 각각 본사(本司)에서 청재(淸齊)하

고 하루를 잔다.

제사지내기 하루 전, 능사(陵司)는 그 소속 인원을 거느리고 능침의 안과 밖을 청소

한다. 찬자(贊者)는 헌관(獻官)의 자리[位]를 능침의 계단 아래 동남쪽에 서향으로, 모

든 집사(執事)의 자리를 헌관의 뒤 약간 남쪽에, 찬자와 알자(謁者)의 자리를 집사의 

남쪽에 모두 서향으로 하되 북쪽을 윗 자리로[北上], 감찰(監察)의 자리를 집사의 동남

쪽에 서향으로 설치한다. 제삿날 당일 행사하기 전, 능사는 그 소속 인원을 거느리고 

능침의 안과 밖을 청소하고, 신좌(神座)를 능침의 북쪽 호(戶)의 안에 남향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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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전사관(典祀官)과 능사는 각각 그 소속 인원을 거느리고, 축판(祝版)을 신위(神

位)의 오른쪽에 들여서 올리고, 향로(香爐)와 향합(香合)을 촛대와 함께 신위 앞에 설

치하고, 다음으로 제기(祭器)를 법식대로 진설한다.

제삿날 당일 축시 5각전(축시 5각 전은 곧 삼경(三更) 삼점(三點)이며, 행사는 축시 

1각에 한다)에 전사관과 능사가 들어가 제기에 음식을 담고 갖추기를 마친다. 알자가 

감찰을 인도하여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진설한 것을 점검한다(삭망에는 그렇지 않

다). 3각전에, 모든 향관은 각각 그 제복을 입고 모두 능침의 남쪽으로 나아간다. 찬

자와 알자는 먼저 계단 사이의 절하는 자리[배위(拜位)]로 들어가서 북향으로 하되 서

쪽을 윗자리로 하여 사배(四拜)를 한다. 마치면, 제 자리로 나아간다[就位]. 1각전에, 

모든 향관이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다. 마치면, 알자가 감찰·전사관·대축(大祝)·

축사(祝史)·재랑(齊郞)을 인도하여 들어가 계단 사이의 절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겹줄

로 북향으로 하되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선다. 찬자가 “사배(四拜)”라고 말하면, 감찰 

이하 모두 사배한다. 마치면, 알자가 감찰을 인도하여 제 자리로 나아가고, 모든 집사

도 각자의 자리로 나아간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로 나아간다[就位]. 

찬자가 “사배”라고 말하면, 헌관이 사배한다. 전사관과 전사(殿司)가 찬(饌)을 올리고 

마친다.

찬자가 “초헌례(初獻禮)를 행한다”라고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쪽 계단

으로 올라와서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으로 선다. 집준자(執尊者)가 보자기[羃]를 들

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

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알자가 (헌관이) 꿇어 앉아 홀을 띠에 꽂는 것을 돕는다. 

집사자 1인이 향합을 받들고 1인은 향로를 받들고 무릎을 꿇고 올린다. 알자가 세 번 

향을 올리는 것을 돕는다. 집사자가 향로를 안(案)에 올린다.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잡고 작을 올린다. (헌관이) 작을 집사자에게 주면 (집사자가) 신위 

앞에 올린다. 향을 받들고 작을 주는 것[봉향수작(捧香授爵)]은 동쪽에서 서향으로 하

고, 향로를 올리고 작을 올리는 것[전로전작(奠爐奠爵)]은 서쪽에서 동향으로 한다). 홀

(笏)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북향으로 꿇어 앉는 것을 돕는다. 대

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읽는다. 마치면, 알자가 부

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하는 것을 돕고, 인도하여 내려서 제 자리로 돌아온다[복

위(復位)]. 

찬자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한다”라고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

아가 서향하여 선다. 집준자가 보자기[羃]를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알자가 헌관이) 

꿇어 앉아 홀을 띠에 꽂는 것을 돕는다.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잡고 작을 올린다[집작헌작(執爵獻爵)]. (헌관이) 작을 집사자에게 주면 (집사자가) 신위 

앞에 올린다. 알자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하는 것을 돕고, 인도하여 내려

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찬자가 “종헌례(終獻禮)를 행한다”라고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예를 행하기

를 모두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한다.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찬자

가 “사배”라고 말하면, 헌관이 사배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알자가 감찰 



제24권 민속[구전·예술]  851  

단체종목 | 제2절

및 모든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절하는 자리로 돌아온다. 찬자가 “사배”라고 말하면, 

감찰 이하가 모두 사배한다. 마치면, 알자가 인도하여 나간다. 찬자와 알자가 절하는 

자리로 나아가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능사가 각각 그 소속 인원을 거느리고 예

찬(禮饌)을 거둔다. 대축이 축판을 가져다가 구덩이에 묻는다.

제기(祭器)는 은시(銀匙)1, 은저(銀箸)1, 산뢰(山罍)3, 용작(龍勺)3, 작(爵)3, 향로·향합

(香爐香盒)각1, 촉대(燭臺)3쌍, 축판(祝版)1, 축서전(祝書塡)2, 약과기(藥果器)4, 중계기(中

桂器)5, 다식기(茶食器)5, 실과기(實果器)6, 식합(食盒)1, 시탁(匙托)12, 전촉도(剪燭刀)1, 

전촉기(剪燭器)1 이다.

찬품(饌品)은 찬탁(饌卓)을 2행으로 하되 남쪽을 윗 자리로 한다[南上](제1행에는 약

과(藥果) 4기(器), 제2행에는 각색 실과(實果) 4기, 채(菜) 3기·개장(芥醬) 1기는 실과

의 사이에 있다). 협탁(俠卓)은 3행으로 한다(제1행에는 각색 병(餠) 3기가 왼쪽에 있

고, 소탕(素湯) 3기가 오른쪽에 있다. 제2행에는 반(飯) 1기, 갱(羹) 1기, 시접(匙楪) 1

좌(坐), 자(炙) 1기는 서쪽을 윗 자리로 하여[西上] 나열한다. 제5행에는 작(爵) 3개를 

한가운데에 배열한다). 

찬품 진설은 밥은 흰쌀밥, 갱은 소고기 맑은 국, 시첩은 은수저와 은젓가락을 올려

놓은 접시, 적은 생치·연계·소고기·전복·해삼을 택하여 꽂이에 꿰어 참기름과 간

장을 발라 구운 것, 백증은 방형으로 자른 두부를 참기름에 살짝 지져내어 만든 찜, 

찬품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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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증은 방형으로 자른 두부를 참기름으로 노릇노릇하게 지져내어 만든 찜, 잡탕은 방

형으로 자른 두부에 표고버섯·죽순·다시마·녹두가루·잣·후춧가루·간장·육수를 

넣어 만든 탕, 절병은 멥쌀가루로 만든 절편, 상화병은 밀가루로 만든 찐빵, 자박병은 

기름으로 지진 찹쌀 지짐떡에 콩고물을 묻힌 것, 도라지채는 기름에 소금을 넣고 볶

은 것, 표고채는 표고버섯에 간장을 넣고 참기름으로 볶은 것, 고사리채는 고사리에 

간장을 넣고 참기름으로 볶은 것, 약과는 밀가루에 참기름과 꿀을 넣고 반죽하여 네

모지게 잘라 기름에 튀겨내어 꿀에 담갔다 꺼낸 것, 청주는 맑은 술이다.

제기진설은 작은 작받침인 점(坫)을 갖추어 점 위에 놓은 형태, 식합·갱기·시첩접

시·적기 모두는 유기로 만든 굽다리그릇, 식합과 갱기는 뚜껑을 갖춘 굽다리주발과 

굽다리사발, 시첩접시·적기는 굽다리 접시. 수저는 은수저와 은젓가락, 탕기는 유기

로 만든 굽다리 사발, 뚜껑을 갖춤, 병첩기는 유기롤 만든 굽다리 접시, 실과는 유기

로 만든 실과우리, 약과기는 유기로 만든 약과우리, 축문을 올려 놓은 축점(祝坫 : 받

침) 역시 유기로 만듬, 종지기는 유기로 만든 종지우리, 채기는 유기로 만든 굽다리접

시이다.

제복(祭服)은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종묘의궤(宗廟儀軌)·사직서의궤(社

稷署儀軌)·춘관통고(春官通考) 등을 참고하여 복원하였다.

협탁

찬탁

협탁

찬탁

제기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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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식단의 정단(正壇) 제의는 배식인 32인, 제례일시는 단종제를 지낼 때 함께 지낸다. 

문헌기록처럼 오전 1시에서 3시 사이 새벽 무렵에 지내는 것은 무리가 있어 현실에 맞

게 2010년 4월 5일 한식날 제례일 변경에 대한 사유를 고하는 고유제(告由祭)를 지낸 

후 영월 장릉 단종제 축제 때 단종제의와 병행하여 배식단에서 지내는 것으로 하였다. 

사판(祠版)은 충신지신(忠臣之神)이다. 축문은 장릉의 한식 때 향(香)을 받을 때 함께 가

져간다. 제품(祭品)은 밥 한 주발, 소탕(素湯) 한 대접, 나물과 과일 각 한 소반, 술 한 

잔(盞)이고, 제관(祭官)은 부근의 찰방(察訪) 혹은 수령(守令)으로 한다. 별단 제의는 배식

인 236인, 지방(紙牓)은 “계유병자정축사사인지신(癸酉丙子丁丑死事人之神)”이다. 조사(朝

士)·산원(散員)·환관(宦官)·맹인(盲人)·군노(軍奴)·여인(女人)은 하나의 지방으로 묶는

다. 조사의 지방은 조금 앞으로 내어다 붙이고, 산원·환관·맹인·군노의 지방은 조금 

내려다 붙이며, 여인의 지방은 오른쪽에 붙인다. 제품(祭品)은 정단과 똑같이 하되 나물

과 과일이 없다. 장릉 배식단(정단·별단)의 축문(祝文)과 절차, 사목은 다음과 같다.

유세차 간지 모월 모일에 신(臣) 무슨 벼슬 아무개를 보내어 안평대군(安平大君) 장

소공(章昭公) 이용(李瑢), 금성대군(錦城大君) 정민공(貞愍公) 이유(李瑜), 화의군(和義

君) 충경공(忠景公) 이영(李瓔), 한남군(漢南君) 정도공(貞悼公) 이어(李), 영풍군(永豐
君) 정렬공(貞烈公) 이천(李瑔),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이양(李穰), 예조 판서 충장공

(忠莊公) 권자신(權自愼), 행 병조판서 삼군도진무사 일성부원군(日城府院君) 정효전(鄭

孝全), 증 의정부 영의정 영양위(寧陽尉) 헌민공(獻愍公) 정종(鄭悰), 증 영돈녕부사 여

량부원군(礪良府院君) 행 판돈녕부사 정민공(貞愍公) 송현수(宋玹壽), 돈녕부 판관 권

완(權完), 의정부 영의정 충정공(忠定公) 황보인(皇甫仁), 의정부 좌의정 충익공(忠翼公) 

김종서(金宗瑞), 의정부 우의정 충장공(忠莊公) 정분(鄭苯), 이조판서 충정공(忠貞公) 민

신(閔伸), 병조판서 조극관(趙克寬), 이조판서 충의공(忠毅公) 김문기(金文起), 증 의정

부 좌찬성 행 도총부 도총관 충숙공(忠肅公) 성승(成勝), 증 병조판서 별운검 충강공

(忠剛公) 박정(朴崝), 증 의정부 좌찬성 행 형조판서 문민공(文愍公) 박중림(朴仲林), 

증 이조판서 행 승정원 우승지 충문공(忠文公) 성삼문(成三問), 증 이조판서 행 형조

참판 충정공(忠正公) 박팽년(朴彭年), 증 이조판서 행 집현전 직제학 충간공(忠簡公) 

이개(李塏), 증 이조판서 행 예조참판 충렬공(忠烈公) 하위지(河緯地), 증 이조 판서 행 

성균관 사예 충경공(忠景公) 유성원(柳誠源), 증 병조판서 행 도총부 도총관 충목공(忠

穆公) 유응부(兪應孚), 증 사헌부 지평 하박(河珀), 의정부 좌참찬 정간공(貞簡公) 허후

(許詡), 증 홍문관 부제학 행 집현전 부수찬 허조(許慥), 증 이조참판 박계우(朴季愚), 

증 이조판서 행 순흥부사 충장공(忠莊公) 이보흠(李甫欽), 증 공조참판 영월군 호장 

엄흥도(嚴興道)의 신위(神位)에 고하나이다.

   예로는 함께 제향되어야 하고 / 禮䙡與享

   의로는 묘정(廟庭)에 배향되어야 하니 / 義取配庭

   서른 명 남짓한 사람이 / 餘三十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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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와 별처럼 밝게 빛나도다 / 炳烺日星

   갈사가 먼 것을 꺼려서 / 嫌遠葛祠

   가까이 있는 모옥으로 나아가니 / 就近茅屋

   서로 돌아보며 흠향함이 / 相將顧歆

   매년 한식 때일세 / 每年寒食

   임금과 신하를 일체로 제향하여 / 一體君臣

   위에는 각이고 아래는 단이니 / 上閣下壇

   천추만세에 이르도록 / 萬歲千秋

   길이 옥란을 보호하소서 / 長護玉欄

계유년(1453, 단종1), 병자년(1456, 세조2), 정축년(1457, 세조3)에 죽음으로 섬긴 평안도 

관찰사 조수량(趙遂良) 등 236명의 종사(從祀)하는 신위와 함께 흠향하소서.

능에서 제향을 지내기 전 알자(謁者)가 단소(壇所)의 헌관(獻官) 및 모든 집사(執事)

를 인도하여 신실(神室)로 나아간다. 헌관(獻官) 이하가 모두 신실(神室)에서 재배(再

拜)한다. 대축(大祝)·단사(壇司)·축사(祝史)·재랑(齋郞)이 각자 신위(神位)를 받들고 

나와서 단소(壇所)로 나아간다. 능향(陵享)과 동시에 진설(陳設)한다. 알자(謁者)가 헌

관(獻官) 및 모든 집사(執事)를 인도하여 정자각(丁字閣) 앞뜰의 절하는 자리[배위(拜

位)]로 나아가 능향관(陵享官)과 함께 사배례(四拜禮)를 행한다. 대축(大祝) 이하가 먼

저 단소(壇所)의 관세위(盥洗位)로 나아가 각자의 자리[위(位)]로 나아간다. 능향(陵享) 

초헌(初獻)을 마치면, 알자(謁者)가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단소(壇所)의 관세위(盥洗位)

로 나아가고, 준소(尊所)로 나아가고, 충신단(忠臣壇)의 신위(神位) 앞에 가서 선다. 세 

번 향을 올리고, 작(爵)을 잡고 작을 올린다. 축문을 읽는다. 다음으로 조사단(朝士壇)

의 신위(神位) 앞에 가서 선다. 작(爵)을 잡고 작을 올린다. 다음으로 동별단(東別壇)

의 신위(神位) 앞에 가서 선다. 작(爵)을 잡고 작을 올린다. 다음으로 서별단(西別壇)

의 신위(神位) 앞에 가서 선다. 작(爵)을 잡고 작을 올린다. 알자(謁者)가 헌관(獻官) 

및 제집사(諸執事)를 인도하여 정자각 앞뜰 배위(拜位)에 나아가 능향관(陵享官)과 함

께 사배례(四拜禮)를 행한다. 알자(謁者)가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망료위(望燎位)에 나

아간다. 대축(大祝)이 지방(紙牓) 및 축문(祝文)을 받들고 간다. 사의(司儀)가 “태운다

[가료(可燎)]”라고 말한다. 알자(謁者)가 헌관(獻官) 및 제집사(諸執事)를 인도하여 신위(神

位)를 신실로(神室)로 봉환(奉還)한다. 헌관(獻官) 이하가 (神室에) 재배(再拜)하고 나온다.

배식단(配食壇)과 3별단(別壇)은 홍살문 남쪽 수보(數步)에 있으며, 가까이로는 능상

(陵上) 정자각(丁字閣)과 서로 바라봄. 충신단(忠臣壇), 남쪽에서 북향, 높이는 3자(尺). 

조사단(朝士壇), 동쪽에서 중앙에 있음, 높이는 2자(尺). 동서별단(東西別壇), 조사단(朝

士壇)의 조금 뒤, 높이 1자(尺) 5치(寸), 모두 서향. 사판(祠版)은 태상시(太常寺)의 밤

나무[태상율목(太常栗木)]를 사용. 정단(正壇), 사판(祠版)의 면(面)에 기록함. 3별단(別

壇), 각각 사판(祠版) 앞에 하나의 탁자를 놓고 탁자 위에는 지방(紙榜)을 설치함. 매

년 영월부 유생 중에 글씨 잘 쓰는 사람을 택하여 베낌. 홍살문 북쪽에 기둥 3개인 

옥(屋)을 세우고, 가운데에 4감실(龕室)을 설치하여 사판(祠版)을 보관함. 위차(位次) 좌

향(坐向)은 한결같이 단의(壇儀)와 같이 함. 제신(諸臣)의 성명(姓名)을 사판(祠版)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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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여 보관하고, 매년 그 순서를 따라 지방(紙榜)에 베낌. 향축감(香祝龕)은 2층을 설

치하여 위에는 능향축(陵香祝)을 보관하고, 아래에는 단소축문(壇所祝文)을 보관함. 금

년의 단향(壇享)은 도신(道臣;관찰사)이 헌관(獻官)이 되고, 참반(參班)한 사람들이 집

사(執事)가 됨. 이후로는 처음 하교한대로 수령(守令) 찰방(察訪)이 헌관(獻官), 제집사

(諸執事)는 향교(鄕校) 창절사(彰節祠)의 재유(齋儒)에게 맡김. 도신(道臣)이 봉심(奉審)

하는 것이 한식(寒食)과 겹치면 도신(道臣)은 능헌관(陵獻官), 본관(本官;영월군수)은 단

헌관(壇獻官)이 됨. 단(壇) 위에서 제사지낼 때 풍우(風雨)를 만나면, 시렁을 설치하고 

점(苫;거적)을 덮으며 앞에 유역(帷帟;장막)을 둠. 제사가 끝나면, 그 기구를 거두어 

보덕사(報德寺)에 보관하여 뒤에 쓸 데를 대비함. 제기(祭器)·상탁(床卓)·유역(帷帟), 

능관(陵官)이 일체를 전수(典守)하며, 손상이 있으면 도신(道臣)이 살펴 신칙[찰칙(察飭)]

함. 단소(壇所) 및 장판옥(藏版屋), 도신(道臣)이 계문(啓聞)하여 수리함. 단(壇)을 설치하고 

누(樓)를 건립하라는 윤음(綸音)은 새겨서 장판옥(藏版屋)과 자규루(子規樓)에 걸어 놓을 것.

단종제례 

단종제례 

제25회 단종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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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양양 수동골상여소리 

수동골상여소리가 전해오는 수동골은 양양군 현남면 화상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월

천리·하월천리·입암리·임호정리·원포리·지경리 등의 마을을 함께 일컫는 이름이다. 

예로부터 수동골 사람들은 일손이 부족하면 서로 교류 하면서 품앗이를 하거나 함께 질

(두레)을 짜서 농사일을 했다. 그리고 장례 또한 ‘밀양두’라는 상두계를 만들어 계원 중 

한 집에서 상을 당하면 계원 모두가 참여하여 슬픔을 함께 나누며 장사를 도왔다. 아울

러 수동골 사람들은 인접한 주문진장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수동골은 행정상의 분리에

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동일한 생활문화권의 마을이다.

한편 이들 수동골 마을 중에서 상여소리 및 농요의 중심을 이루는 마을은 입암리이

다. 현재 수동골상여소리 또한 입암리 마을 분들이 중심이 되어 상원천리·하월천리·

임호정리·원포리·지경리 마을 분들에게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수동골상여

소리는 1997∼1999년 강원민속예술축제에 민요 부문으로 출연하였던 ‘입암상여소리’ 및 

2001년에 민속놀이 부문으로 출연했던 ‘입암상여소리’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밀양두(상장계)에 의하여 아직도 잘 보존 전승되고 있는 수동골상여소리는 밀양두의 

상두꾼에 의하여 장례의 모든 절차가 진행된다. 드장날 저녁 상두꾼들이 선드레놀이를 

시작으로 망자를 애도하고 상주와 가족을 위로해준다. 절차마다 불려지는 소리는 망자

의 명복과 내세를 기원해주는 소리로 초초소리(초초아뢰는소리)·이초소리·삼초소리·

하직소리로 이어지며, 상여가 이동할 때 부르는 상여가는 소리, 회를 섞어 다지는 달회 

소리, 봉분을 다지는 달구질 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초아뢰는 소리를 보통 ‘초아룀’이라고 하는데, 초초소리와 이초소리 그리고 삼초소리

로 구분된다. 이 노래는 발인 전날인 드장날 밤에서부터 출상하는 날 아침까지 세 번에 

걸쳐 부른다. 수동골에서는 초초소리를 하기 전에 ‘선드래놀이’를 하였다. 선드래놀이는 

드장날 호상일 때 주로 사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사위에게 약간의 신체적 불편함을 주

어 담배나 술을 더 내놓도록 하는 놀이다. 그런데 이 놀이는 단순히 사위들로부터 술이

나 담배를 뜯어내기 위한 장난이 아니다. 사위를 마치 허수아비처럼 만들어 손을 움직

일 때마다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연출시켜서 슬픔에 잠긴 상주에게 잠시나마 웃음을 선

사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러한 놀이를 상주가 받아들임은 상두꾼들에게 장사를 잘 치

러 달라는 부탁의 의미도 담겨있는 것이다. 

선드래놀이가 끝나면 자리를 정리한 후 초초소리를 시작하는데, 시간상으로는 보통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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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경이다. 수동골에서는 염습이 끝나면 시신을 관에 넣어 밖에 모시고 병풍으로 가리

어 그 앞에 상을 차리어 간단한 제물과 더불어 향을 올린다. 초초소리는 시신이 있는 

곳에서 진행되는데, 이때는 병풍 앞을 중심으로 해서 상두꾼들이 좌우로 늘어서고 상주

는 시신이 있는 병풍 쪽을 바라보며 곡을 한다. 그러면 상두꾼들은 선소리꾼의 요령소

리와 선소리에 맞춰 후렴을 부른다. 

이처럼 선소리꾼이 요령을 흔들며 “초초 아룁니다”를 세 번 읊은 후 선소리를 메기면 

상두꾼들은 “아어~ 미리미리 타불”을 받으며 시신을 향해 반절로 머리를 조아린다. 이

렇게 선소리꾼이 세 번의 선소리를 주고 상두꾼들이 세 번의 후렴을 받는 것으로 끝낸

다. 초초소리를 마치면 상두꾼들은 모두들 집에 돌아가 잠을 잔다. 그리고는 다음날 즉, 

출상하는 날 식전에 상가에 모여 같이 아침을 먹은 후에 이초소리를 아뢴다.

이초소리도 초초소리를 아뢸 때 하던 방법이나 장소가 같다. 다만, 그것을 아뢰는 시

간만 다를 뿐이다. 그리고 위의 초초소리 사설과 이초소리에서와 같이 사설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선소리꾼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은 삼초소리에서도 다르지 

않다. 삼초소리는 이초소리를 끝낸 후 망자의 시신을 상여에 모시고 떠날 채비를 마친 

후에 한다. 따라서 삼초소리는 상여 앞에서 진행되는데, 아뢰는 방식은 상여를 중심으

로 해서 상두꾼들이 좌우로 늘어서서 초초소리·이초소리 때와 같이 한다. 삼초소리가 

끝나면 바로 상두꾼들은 상여를 메고 출상준비를 한다. 하직소리는 망자가 살았던 집과 

이별을 고하고, 상주에게도 떠남을 알리는 소리이다. 이러한 까닭에 사설은 헤어짐과 관

련된 사설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여를 멜 적에는 동작을 맞추기 위해 상두꾼 전체가 ‘와~’하면서 상여를 멘다. 상여

를 맨 후 선소리꾼이 요령을 흔들며 ‘하직이오’를 세 번 외치는데, 이때 상주는 상여를 

향해 재배할 준비를 한다. 이어서 선소리꾼의 “아어~ 우여~” 소리를 주면 상두꾼들은 

“아어~ 우여~”의 후렴을 받으며 상주와 맞절을 한다. 상두꾼들이 맞절을 할 때에는 앞

구잽이들이 한쪽 무릎을 굽힌다. 이와 같이 상두꾼들의 “아어~ 우여~”에 맞추어 하직

인사를 세 번 반복한다.

하직소리가 끝나면 바로 출상을 한다. 수동골에서는 운상할 때 ‘어이넘차소리’를 부른

다. 운상하는 소리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평지를 갈 때와 언덕을 갈 

때, 그리고 서둘러 갈 때와 천천히 갈 때 부르는 소리가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

지만 수동골에서는 언덕을 갈 때나 끊어진 다리를 건널 때에도 노래는 어이넘차소리 하

나만 존재한다. 이는 수동골상여소리의 특징 중 하나라 하겠다. 아울러 장지가 먼 곳에 

있을 경우에는 중간에 소리를 안하고 요령만 흔들어 발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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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상을 알리는 신호는 “어허 어허어 어호 어이넘차 어호”의 후렴을 선소리꾼이 요령을 

흔들며 선창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사설은 선소리꾼에 따라 다르지만 수동골에서는 보

통 회심곡을 많이 부른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망자가 살아왔던 이야기와 그 가족

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서 구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선소리꾼이 상가에 대해 자

세히 알 때이다. 상여가 중간에 쉬거나 장지에 도착하여 상여를 내릴 때에는 ‘어~’ 라

는 구호에 맞춰 내려놓는다.

수동골상여소리의 특징 중 하나는 묘다지는소리가 달회소리와 달구소리로 엄격히 구

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강원도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시신을 광중에 모시고 

그 위를 횡대로 덮는다. 그리고 횡대 위에 횟가루가 섞인 흙을 알맞게 얹은 후에 발이

나 달굿대로 다지면서 부르는 소리를 회다지소리 또는 달구소리라고 한다. 그런데 수동

골에서 회다지소리는 광중 밖에서 회를 버무릴 때 부르는 소리인 달회소리를 가리킨다. 

즉, 수동골 회다지소리는 봉분을 다지면서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모래흙에 횟가루와 적

당량의 물을 섞은 것을 발과 연춧대로 반죽하면서 부르는 소리이다. 그리하여 후렴도 

‘달회’라고 한다. 선소리꾼이 달구꾼들 한쪽 옆에서 요령을 흔들며 선소리를 주면 달구꾼

은 다질 흙을 가운데 두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돌면서 발과 연춧대로 횟

가루와 모래흙이 잘 섞이도록 다진다. 

수동골 달회소리는 회반죽을 하면서 부르는 소리이기 때문에 봉분을 다지면서 부르는 

달구소리보다 구연의 양이 적다. 아울러 달회소리 사설은 따로 있지 않으며 달구소리 

사설과 공유한다. 노래를 마무리하는 신호나 노랫말은 별도로 있지 않으며, 선소리꾼이 

보통 “숨도 차고 목도 마르고 이만 저만 그만두세”라고 사설을 메기는 것으로 대신한다. 

달회소리가 끝나면 반죽한 회를 광중 위 횡대에 얹는다. 그리고는 그 위에 약간의 흙

을 더 덮고 달구소리를 시작한다. 달구소리는 평토된 봉분 중앙에서 선소리꾼이 요령을 

흔들며 소리를 메기면 달구꾼들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둥그런 원을 그리며 돌면서 발과 

연춧대로 다진다. 이때 인원이 제한 된 것은 아니나 달회소리 때보다는 더 많다. 달구

꾼에 비해 연춧대가 모자랄 것에 대비해 보통은 여벌로 더 가져가지만, 그렇지 못한 경

우에는 장지에서 만들어 사용한다.

달구소리는 달회소리와 같이 처음에는 느리게 진행되다가 빨라진다. 사설은 주로 옥설

가의 내용을 활용하며, 마무리하는 사설 도한 “숨도 차구야 목도 마르고 이만 저만 그

만두세”의 달회소리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달회소리는 회반죽을 위하여 부르는 노래이

기에 한 번으로 끝맺으나, 달구소리는 봉분을 쌓으며 떼를 입혀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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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를 하게 된다.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다섯 번 또는 일곱 번에 걸쳐 

달구소리를 하기도 했으나, 요즘음 보통 세 번으로 끝낸다. 

복색은 상주와 복인(服人)은 삼베로 만든 상복을 입고 짚신을 신는다. 선소리꾼과 상

두꾼들은 광목으로 만든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삼베로 만든 건을 쓰며, 왼쪽 허리춤에

는 담배 등의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검은 주머니를 매고 짚신을 신는다. 

만장을 드는 사람들 역시 광목으로 만든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머리에는 흰색 광목을 

두르며 짚신을 신는다. 제수를 준비하는 아낙들은 광목으로 만든 검은색 치마와 저고리

를 입고 흰색 광목으로 머리 전체를 감싸며 앞치마를 두른다. 

수동골상여소리 중 선소리꾼이 부르는 선소리는 창자가 오랜 세월 동안 혼자 계속 불

러 가락과 사설이 변함없이 잘 보존되어 지금까지도 전해진다. 특히 제갈량이 죽어 장

사 지내는 대목을 잘 부르기로 소문난 유대근계의 소리계보를 이어 왔는데, 그 사설은 

주로 <초한가>와 <회심곡>에서 인용해왔다. 호상(好喪)과 악상(惡喪)에 따라 상주와 복인

(服人)을 더욱 슬프게 하고 위로하는 등의 선소리꾼의 즉흥적 사설도 가미한다. 아울러 

묘다지는소리에서 모래흙과 횟가루를 섞어 반죽하며 부르는 달회소리와 봉분을 다지면

서 부르는 달구소리의 기능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음은 다른 마을과 다르다. 이처럼 어

이넘차소리 하나만으로도 운상 중 맞닥뜨리는 여러 상황을 다 소화하여 운상에 전혀 지

장이 없이 진행할 수 있음은 수동골상여소리의 특징 중 하나이다. 그리고 회를 반죽하

면서 부르는 소리와 봉분을 만들면서 부르는 소리에서와 같이 기능에 따라 소리를 구분

하고 있음은 다른 마을과 비교할 때 이 또한 수동골상여소리의 특징이다.

양양 수동골상여소리(1997년) 양양 수동골상여소리(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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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양양 상복골농요 

상복골농요가 전해지는 강현면 상복골은 설악산 화채봉 자락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마

을 가운데로 계곡이 흐르는 깊은 산골짜기 마을이다. 상복리는 본래 양양군 강선면의 

지역으로서 복골 위쪽에 자리잡고 있어 상복골 또는 상복동이라 했는데 1916년 행정구

역의 통폐합에 따라 상복리라 하여 강현면에 편입되었다. 자연마을은 개울말·둔덕말·

양지말·장제터·핏골 등이 있고, 복골은 상복리·중복리·하복리에 걸쳐있는 큰 골짜기

를 말한다. 이외에도 산지골·지골·사시나무골·큰재골·작은재골·골세골 등의 골짜기

가 있다. 마을을 흘러가는 계곡물은 6㎞ 쯤 되는데 산지골에서 내려오는 물이다. 따라

서 설악산에서 발원하여 내려오는 물과 산지골 계곡물 등을 마을의 다락논에 끌어들여 

농사를 지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상복골농요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산지골

은 마을사람들이 땔나무를 해오거나 소를 먹이기 위해 늘 찾던 곳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상복골은 이른 시기부터 농악이 있어왔다. 지금도 농악대가 있고, 마을의 중요 일을 

할 때에는 두레 품앗이를 한다. 상복골농요는 산간지역의 농요로 평야지역의 농요와는 

다른 점이 많다. 소하천 주변의 좁은 들이나 골짜기의 다락논에서 불려진 농요다. 가락

은 정적이나 사설은 지역의 명소나 명물들이 나오는 토속적이고 해학적이다. 권농을 중

심으로 한 충효애향 근면과 애정 등의 사설내용이 많다. 논에서 일하며 불리는 양양지

역의 대표적인 상복골농요는 일의 과정과 동작에 알맞고 다락논에서 일하기 적합하게 

짜여 있으며 향토색이 짙다.

상복골농요는 1986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마을

에서 논농사를 중심으로 일과 함께 불렸던 농업노동요는 크게 소 모는 소리, 모찌는 소

리,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 벼베는 소리 등이 전승되고 있다. 이외에도 벼타작 소리

와 검불날리는 소리, 볏단 세는 소리 등에 대해서 일부 조사되었으나 워낙 앞의 5~6곡

에 편중된 전승양상으로 인해 이 민요들은 그동안 구연할 기회가 없었고 지금은 기억으

로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소모는 소리는 논밭갈이를 할 때와 논을 삶을 때 소를 부리며 불렀던 소리로 상복골

농요에서는 논삶는 소리가 널리 알려져 있다. 모찌는 소리는 영동지역의 논매는 소리

인 오독떼기, 미나리 등과 분포권을 같이 하며 이 지역에서만 불려졌던 민요이다. 모심

는 소리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민요 아라리를 부른다. 논매는 소리는 미나리와 동강소리

가 전승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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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삶는 소리는 ‘성군소리’·‘성에소리’라고도 하며 모를 심기 전에 논을 고르기 위해 

소를 부려 써레질을 할 때 부르는 소리이다. 소모는 소리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소를 부리기 위한 지시적 기능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밭갈애비들이 마음속의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정서적 기능으로도 작용한다. 

농사철이 다가오면 논밭을 써레로 간다. 흔히들 논을 삶는다고 하는데, 바로 소를 몰

고 논밭을 가는 소리를 이름이다. 써레는 한스레가 있고, 쪽스레가 있다. 한스레는 소 두 

마리로 논밭을 가는 것이고, 쪽스레는 소 한 마리로 논밭을 가는 것이다. 상복리에서는 

논에서 써레질을 할 때 소리를 하면 소가 힘을 내어 일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한

다. 마을에서 모내기를 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가 하는 일도 늘어나서 나중에는 네발

이 다 닳아 기어가다시피 하는데 이때 성군은 소의 힘을 돋궈주기 위해 소리를 한다. 

상복리를 포함하여 강원도 영동지역에서 전승되는 벼베는 소리와 모찌는 소리는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경쟁으로 진행하는 직접적인 놀이기능을 가지고 있어 주목된다. 이

것은 일과 놀이를 구분하지 않았던 모습이 잘 반영되어 있는 사례로 특이한 점은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주인이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 스스로 유발한다는 것

이다. 이들 스스로가 유발하여 서로 경쟁하는 사이에 일이 능률도 자연히 오르는데, 이

는 남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의식이 배제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의식을 엿 볼 수 있다. 

상복리에서는 모심기를 할 때 20명에서 25명 정도의 규모로 ‘질레’(두레패)를 조직하여 

진행했다. 보통 오전 7시 무렵이면 논에 나가 모를 쪘고, 새참을 먹은 다음에 9시부터 

심기 시작하여 하루 평균 이천평 정도 심었다. 모심는 소리는 새참으로 나온 술을 한잔 

마시고, 어느 정도 심다가 힘이 들면 했는데 주로 점심 무렵에 배도 고프고 힘이 들어 

소리를 했다. 상복골농요의 모심는 소리는 아라리를 부른다. 아라리는 강원도의 대표적

인 민요로 양양군에서도 널리 분포되어 있는 소리이다. 

상복골농요의 논매는 소리는 미나리와 동강소리가 있다. 먼저 미나리를 구연한 다음에 

동강소리를 부르게 되는데 상복골농요의 미나리는 속초시 도문동 메나리와 함께 이 지

역의 특징을 잘 드러내 주는 중요한 민요이다. 미나리 또한 강원도의 대표적인 민요로

서 고성군·양양군·삼척시 등의 영동지역과 횡성군·춘천시·원주시 등의 영서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민요이다.

동강소리는 미나리 보다 좀 더 빠른 곡조의 민요로서 미나리를 부른 다음에 구연하게 

된다. 타 지역의 농업노동요에서도 논매는 소리는 대부분 긴소리와 자진소리로 구분되

어 있어 먼저 긴소리를 부른 다음에 어느 정도 신명이 오르면 자진소리로 넘어가는 경

우가 많은데 동강소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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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베는 소리는 모찌는 소리와 같은 유형이다. 다만 사설에서 모찌는 소리는 ‘한춤’으로 

표현하고, 벼베는 소리 ‘한단’으로 표현한다. 벼베는 소리는 모찌는 소리와 같다는 가창

자들의 생각 때문에 실제의 노동현장을 벗어나서 제대로 구연하는 사례는 드물다. 벼타

작소리는 도리깨로 벼를 털면서 하는 소리이다. 상복리에서는 현재 전승이 거의 끊겼다

고 볼 수 있는데 가창자들이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다. 벼타작소리는 도리깨질소리와 검

불을 날리는 소리가 있었다고 한다. 

복색은 김을 맬 때는 삼베적삼을 대체로 입었는데, 머리에는 수건 같은 것을 둘렀으

며 삼베적삼을 입고 팔다리는 시원하게 걷고 김을 맨다.

14. 고성 어로요  

고성군의 어업사를 살펴보면, 1900년 초기부터 제일 많이 잡힌 것이 명태·정어리·

고등어였다. 명태어업은 일제강점기인 1934년에는 1911년에 비해 17배나 달하는 18만 7

천470톤의 명태를 잡았다. 일제의 어업침략이 본격화된 것은 조선말기부터였는데, 1920

양양 상복골농요(1986년) 

양양 상복골농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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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초기 어민들을 착취하기 위하여 어업조합, 수산조합, 조선수산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

었다. 1923년 1월 ｢조선수산회령｣을 발표하고 4월에 각 도에 ｢수산회｣를 조직, 5월에 그 

상급조직으로 조선수산회를 조직하였다. 일제는 1911년 한일합방 후 어업령을 발포하고 

1912년 면단위로 어업조합, 군이나 지구를 단위로 수산조합을 조직하였다. 또한 1929년 

개정한 ｢조선어업령｣을 실시하면서 1930년 5월 조선어업조합 연합회를 조직하고 1936년 

5월에는 도 단위로 수산조합연합회를 조직하여 약탈을 일삼았다.

특히 동해안의 큰 어업기지의 하나였던 강원도 고성지구 어민들은 일제의 약탈이 강

화되어 어업활동이 어려워지자 수산물을 가지고 산간지대에 가서 삼을 사다가 그것으로 

실을 뽑아 그물을 만들었으며, 산에 가서 피나무 껍질과 칡을 벗겨다 밧줄을 만들었다. 

배의 돛을 만들 천도 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고성지역에서 불려지는 어로요는 몇 가지 다른 명칭으로 사용하는데 배 내리는 소리

를 ‘든대질소리’·‘자아소리’라 하고, 배를 올리는 소리를 ‘든대질소리’·‘야하소리’라고 한

다. 또한 고기뜯어내는소리를 ‘베끼소리’라 하고, 명태를 가래로 떠넘기면서 부르는 소리

를 ‘배지우는소리’ 노 젓는소리를 ‘어기여차소리’·‘에이야소리’라고 한다. 고기푸는 소리를 

‘가래소리’·‘산대질소리’·‘에이야소리’라 하고 그물당기는 소리를 ‘에샤소리’, 그물터는소리

를 ‘도리깨질소리’, 명태세는 소리를 ‘장자요 부자요’라 한다. 배내리고 올리는 소리(든대

질소리), 노젓고 그물내리는 소리, 그물 당기고 푸는 소리, 명태 베끼고 세는 소리, 상덕

하기와 관태소리로 구성되고 전승되고 있는데, 이처럼 다양한 명태소리가 존재하고 있다.

영동지역 대부분 어촌 마을이 있으나, 명태의 주산지인 고성군 거진마을과 같이 소리

를 이어오는 곳은 거의 없다. 이렇게 잘 짜여진 고성의 어로요의 체계는 영동의 다른 

지역에서 쉽게 발견하기 어려우며, 이를 바꾸어 말하면 영동지역에서 유일하게 명태 어

로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1940~1950년대에 이르러 동력선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의 힘으로 배의 노를 저어야 

했으므로 ‘노젓는 소리’를 비롯한 뱃노래가 생겨났다. 대개는 풍선(風船)이라 하여 돛을 

달아 바람을 동력으로 삼았지만 바람이 불지 않거나 불리한 날은 노를 저었다. 먼 바다

로 나가는 큰 배일수록 오랫동안 노를 저었으므로 노젓는 소리도 장중하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

어로요의 내용은 작업의 단계마다 달라진다. 닻감는소리나 든대소리에 이어 노젓는 소

리를 하면서 바다로 나간다. 그 뒤에는 어로방식에 따라 노래가 달라지는데, 미리 쳐두

었던 명태그물을 걷어 올리는 경우는 바로 그물당기는 소리를 하지만, 배에 장착한 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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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로 멸치를 잡을 때에는 그물지르는소리, 그물당기는소리, 고기푸는 소리가 연속으로 

이어진다. 반면에 후릿그물로 멸치를 잡을 때는 그물지르는 소리는 하지 않고 그물당기

는 소리와 고기푸는소리를 했다.

고성군 명태잡이소리의 매기는소리는 다양하지 않은 반면 여러 어부들이 함께 받는 

소리는 일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다양

한 편이다. 그리고 어휘와 선율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한 내용은 없다. 어업노동요는 

단순하다. 파도와 싸우면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들에게 사실상 소리를 할 여유는 없다

고 봐야 한다. 따라서 어로노동요는 단순하면서도 힘을 요구하는 반복적인 후렴으로 지

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명태잡이소리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명태를 잡는 과정에서만 불리는 것 뿐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과 마무리하여 덕장에 너

는 과정까지에서 불려지는 소리를 전체적으로 포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고기잡이

요라는 대범주에 넣기도 하며, 어로요·어촌노동요로 나누기도 한다. 따라서 명태잡이 

배를 바다에 내리는 과정의 설망소리와 배올리는소리, 배가 바다에 나가서 명태를 낚시

나 그물로 잡아 올리는 과정의 다리어소리, 그물에 잡힌 명태를 퍼서 올리는 과정의 산

대(가래)소리, 잡아온 명태를 그물에서 베끼는 과정의 베끼소리, 명태를 항구에서 세는 

과정에서 부르는 세는 소리 등을 포함한다.

고성군 명태어로요는 선후창 방식(메기고 받는)이 가장 많으나 독창으로 하는 명태세는

소리도 있다. 이 소리는 숫자를 세는데 치중하지만 일정한 운율을 가지고, 어획의 기쁨에 

따른 흥미성을 보여준다. 대부분 선후창은 노래할 때 가사를 선택하는 권리가 선창자에게 

있고 후창자는 후렴만 따라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선창자는 운율만 벗어나지 않으면 가

사를 임의로 늘이거나 줄이거나 다른 가사를 넣기도 한다. 선후창은 한 사람이 앞소리를 

메기면 다른 여러 사람이 뒷소리를 받는 방식이다. 교환창은 선창의 가사와 후창의 가사

가 문답식이나 댓구식으로 되어 있어 선창자나 후창자가 의미있는 말을 변화있게 하며 

후렴이 없다. 고성 어로요에서는 이런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은 독창인데, 이것은 명

태세는 소리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어로요로 볼 수 있다. 제창은 같은 선율과 가사를 

여러 사람이 같이 소리내는 방식으로 어로요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고성 지역에는 명태잡

이소리 외에도 반암리 반바우 후리질소리와 공현진 곰바위 미역따기 소리 등이 있다. 

고성 어촌마을의 후리는 대부분 멸치를 잡을 때 사용하였으며 이때 그물당기는 소리

를 한다. 과거 멸치를 많이 잡을 때에는 ‘망쟁이’가 기를 가지고 해변가에 나무로 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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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아 설치한 대위에 올라 5척 구간마다 정해진 지점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자신의 해당 

배를 향해 지시를 했다. 이웃마을의 경계까지 뻗어있는 멸치잡이 배는 대체로 5명의 선

원이 타고 5명은 육지에서 그물을 당겨올리는 역할을 한다. 이 때 멸치후리질 소리를 

하며 서로 협동을 통해 일을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다. 해변에는 후리막을 쳐놓고 여자

들은 음식을 날라와서 이곳에서 술과 음식을 먹었다.

멸치는 봄부터 늦가을까지 바닷가로 들어오는데 가을 이후 찬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본격적인 멸치잡이가 시작된다. 대체로 음력 10월 이후 저녁 무렵에 잘 들어오며 파도

가 조금 치고 날씨가 추울 때 잘 들어온다고 한다. 

멸치후리 과정은 먼저 마을에서는 선주가 멸치잡이 고사를 지낸 다음에 망대를 설치

한다. 보통은 바다가 잘 보이는 곳인 산위에 설치하는데 높은 산이 없는 경우 바닷가에 

망대를 설치한다. 망대를 설치한 후에 망지기를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눈이 밝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며 두세 달 동안 매일 망대로 출근하여 멸치떼가 오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식전부터 갈매기가 짖어대면 멸치가 많다는 것이다. 갈매기는 멸치를 잡아먹기 위해 낮

게 비행하면서 우는 습성이 있다. 

멸치가 바닷가로 몰려 들어오면 망지기는 망대에서 “나오너라”로 소리를 지르며 빨간

기를 흔들면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사공과 선원들이 모두 뛰어나와 배에 올라탄다. 멸

치후리 시기가 되면 언제나 출항이 가능하게 배를 미리 준비해 놓는다.  

사공이 뛰어나가면서 “배낼쿼라(내려라)”라 하면서 배를 내린다. 그러면 선원들은 “지-

자- 자- 자”하면서 배를 내린다. 사공은 “뱃사람들 준비해라, 타라, 타”하고 소리친다. 

사공은 육지에서나 바다에서나 망지기가 흔드는 깃발을 보고 멸치떼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파악하고 노를 저어 나갈때는 노젓는 소리를 한다.

배를 몰아 멸치떼가 있는 곳으로 가면 수시로 “배겨라, 세 개 배겨라”고 하는데 이것은 

멸치가 많은 곳으로 가서 빨리 그물을 놓자는 뜻이다. 멸치가 품안에 들어오면 “아구 질

러라”고 하는데 빨리 그물의 입구를 막으라는 뜻이다. 멸치를 싣고 사공은 바닷가로 돌아

와 선원과 멸치를 내려놓고 다시 그물을 보러 나간다. 그물을 살핀 후에 고기가 가득 들었

다고 생각하면 깃발을 올린다. 깃발은 바닷물에 살짝 적신 다음에 좌에서 우, 우에서 좌로 

바닷물을 스치듯이 적신 다음 두세번 흔들고 장대에 묶어 배에 꽂는데 이것이 만선기다. 

멸치가 그물에 가득하면 사공이 “야, 빨리 댕겨라”·“어사어사”하거나 “지어사”라는 그

물당기는 소리를 합창으로 하면서 멸치를 그물에 담아 바닷가로 간다. 후릿배에 만선기

가 꽂히면 육지에서는 모두 바닷가로 나가 후리그물 당길 준비를 한다. 그물이 거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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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면 산대(쪽대·가래)를 이용하여 고기를 퍼낸다. 이것은 무거워서 혼자 사용하기 

힘들고 보통 두세명이 함께 힘을 쓴다. 이때 산대소리를 한다. 멸치를 퍼내면 백사장에 

가마니를 깔고 그 위에 멸치를 말리게 된다. 말리는 동안 갈퀴로 멸치를 뒤집는데 보

통 7일정도 건조시킨 후 가마니에 퍼 담아서 집에서 젓갈을 담거나 시장에 내다 팔기

도 하고, 산촌으로 가서 식량이나 현물교환을 하였다고 한다.  

고성에서는 공현진 곰바위를 일명 미역바위라고도 하는데 매년 7월에서 8월사이 어한

기에 날을 택하여 마을사람들이 동원되어 갈구리나 틀개, 낫대로 말품, 뜸북이 등 바다

풀을 제거한다. 이것을 기서작업(穊抒作業)이라고도 하는데, ‘기(穊)’는 베어낸다는 뜻이

며, ‘서(抒)’는 제거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바위에 붙어있는 잡풀을 베어서 제거하는 ‘미

역바위 매기’ 작업을 칭하는 것이라 하겠다.

고성지역 어민들은 이듬해 미역이 잘 자라도록 가을철이 되면 곰바우·옵바위·불근

바위 등 미역바위에 붙어서 자라는 잡풀을 제거하는데 노젓는 작은 배인 전마선을 타고 

이용하여 잡풀을 자르거나 뽑아낸다. 큰 배를 타고 나가면 잠수도 하고 틀개로 작업을 

하면서 서로 잡풀채취를 많이 채취하는 내기도 하였다.

어민들은 미역이 자라는 곰바위에서 성장기에 있는 미역을 일정기간 따는 것을 금하

는데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금했던 것을 해제하게 된다. 대체로 봄철 

3∼4월경부터 미역따기를 시작하며, 가을부터 날을 잡아 미역바위의 바다 잡풀을 제거하

는 기서작업에 들어간다. 따라서 미역이나 다시마같이 식용이 가능한 해조류는 ‘바다나

물’이라 칭하고, 식용이 불가능한 해조류를 ‘바다풀’로 구분한다.

미역 등 해조류를 채취하는 어구와 어법은 틀이류·걸이류·집게류·호미류가 있으며, 

써레류와 틀방류도 여기에 속한다. 고성 공현진 해안에서는 주로 틀이류를 이용하여 미

역을 채취하며 바다에서 채취 후에는 곧바로 입항하여 바닷가에 널어 말린다. 바다에서 

부는 서풍인 하늬바람으로 건조하여야 색이 검도 맛이 달게 잘 마른다고 하며, 직접 채

취한 미역의 한오리 한오리를 직접 손으로 잘 펴고 여러 개를 포개서 20올을 한단으로 

만든다. 고성의 건미역 길이는 150㎝정도에 폭은 40㎝의 크기로 만들어서 상품화한다.

미역따기는 7~8월 사이 주민들이 기서작업을 마치고 난 다음 해, 소만바람이 부는 

5~6월경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바다로 나가 채취한다. 공현진의 미역따기는 낫대

각과 수심각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세 가지로도 나누기도 한다. 첫째는 소형의 나무배

에서 미역낫이나 틀개를 이용하여 미역을 베어낸 다음 그것을 배로 끌어올리는 방법인

데 이것을 ‘낫대각’, 혹은 ‘낫질’이라 한다. 두번째는 배위에서 끌개를 잡아당기면서 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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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긁어내는 방법인데 이것을 ‘끌개각’, 또는 ‘끌개각질’이라 한다. 세번째는 영세한 어민

들이 오래전부터 행하고 있는 자맥질(머구리)방법이다. 바닷가에서는 조상 대대로 이러

한 방법을 많이 이용해 왔는데, 지금도 해녀들이 하는 대표적인 것이 미역따기다.

바다에서 불려지는 민요는 어로작업과 어촌노동요로 나뉜다. 어로 민속은 생업민속의 

하나로 분류된다. 어로작업에서 어로는 물속에 사는 생물 즉 어류·패류·조류(藻類) 등

을 채취하는 것을 지칭한다. ‘미역싣는소리’는 해물채취요로서 한국민요대전의 분류에 

따르면 ‘미역따는소리’는 바다에서 미역을 따 배에 실으면서 하는 소리로 정의하였다. 고

성 공현진의 ‘미역따는소리’는 기서작업인 ‘잡풀걷는소리’로부터 시작되고 본격적인 미역

따기와 미역널기로 진행되면서 어로작업요가 불린다.

15. 평창 월정사 탑돌이 

 탑돌이의 전승지인 월정사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이다. 643년(선덕여왕 12) 7년간의 중국유학을 마친 자장율사(慈裝律師)가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오대산에 들어와 초암(草庵)을 지으면서부터 월정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고성 어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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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불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절이 있는 곳에 탑이 있어야 한다’는 관념이 깊

었다. 중국 주서(周書)·수서(隨書)에서는 백제를 일컬어 ‘절과 탑이 매우 많은(寺塔甚

多) 나라’라 하였고, 삼국유사에는 “절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펼쳐져 있고 탑들은 기러기

처럼 줄지어 늘어섰다(寺寺星張 塔塔雁行)”고 기록하였다. ‘석탑의 나라’라는 말처럼 현재에 

이르기까지 절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탑을 조성하여 중요한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온 

것이다. 따라서 탑에 대한 예경과 기원신앙으로 탑돌이가 번성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탑돌이는 승속(僧俗)의 구분 없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의식으로 우리나라의 탑돌이에 대

한 기록은 신라시대부터 등장한다. 따라서 월정사 팔각구층탑이 고려시대에 조성된 점을 

고려하면 1천년의 세월 동안 무수한 이들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 탑돌이를 행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의 질곡을 거치면서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던 월정사 

탑돌이를 본격적으로 재조명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이다. 근대에 접어들면서 

오대산불교는 한암(漢巖)스님과 제자 탄허(呑虛)스님으로 이어졌는데, 근대불교의 대표적인 

두 선승은 월정사 탑돌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암스님은 1925년 봉원사(奉元寺) 조

실로 있던 중 고향인 강원도 오대산으로 들어와 27년간 주석하며, 밖으로는 자주독립과 

안으로 월정사 복원에 전념하였다. 수행승으로 이름이 높지만 평소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

한 한암스님은 당시 불교계에서 몇 안 되는 의식에 밝고 범패에 능한 봉원사 대하(大河) 

스님을 오대산으로 청하였다. 따라서 오대산 월정사·상원사는 의식불교를 소홀하게 여기

던 근현대기에 대하스님을 어산(魚山)으로 모시고 범패(梵唄)와 작법(作法)을 이어갈 수 있

었다. 1969년에 주지로 부임한 만화(萬化)스님은 대하스님과 함께, 월정사 조실로 주석하

던 탄허스님을 모시고 예전에 행하던 탑돌이를 고증하여 체계화시켜 나갔다. 

월정사 탑돌이는 모두 다섯 단계의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과장은 준비와 입장이

다. 설단과 장엄은 탑 앞쪽에 단을 차려 육법공양물과 참여자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공

양물을 올려둔다. 공양물은 등·향·차·화·과·미(燈·香·茶·花·果·米)의 육법공양물

의 범주에 드는 것을 중심으로 올린다. 탑신에 청·적·토·백·흑의 오방색 천을 연결하

여 신앙의 대상으로서 탑을 장엄한다. 이는 오방(五方)을 활짝 여는 것으로 오방의 모든 

상서로운 신을 도량에 강림케 하고, 탑돌이가 걸림 없이 원만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하는 

종교적 장치이다. 또한 1970년대 이후 복원한 자장·사명·한암 스님의 번(幡)과 오여래 

번, 인로왕보살을 상징하는 보산개(寶傘蓋), 참여자의 소원을 담은 각종 등을 갖춘다.  

참여자의 복장은 자유롭게 입되, 준비된 공동체 축제의 마음가짐을 담아 법복과 한복

을 입도록 권장하고 있다. 탑돌이 주위 사방에서 바라무와 나비무를 시연하는 재가불자



제24권 민속[구전·예술]  869  

단체종목 | 제2절

의 경우엔 작법(作法)을 위한 법복(法服)을 격식에 맞춰 입도록 한다. 사물놀이와 연주

를 맡은 풍물패 또한 이에 걸맞은 복식을 갖춤으로서 승속 모두가 스스럼없이 탑돌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탑돌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대중스님들이 나각(螺角 : 명라·고동)·나발(喇叭)·

범종(梵鐘)·법고(法鼓)를 울리면, 모두 탑 주위로 운집한다. 범종·법고·운판·목어의 

불전사물을 울리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의식의 시작을 알리는 데는 길게 울려 퍼지

는 나각과 나발이 보다 많이 사용된다. 사물의 울려 퍼짐과 함께 탑돌이에 참여할 이들

이 탑 주위로 입장한다. 선두에는 대중스님들이 대열을 인도하고 이어 인로왕보살을 상

징하는 보산개가 앞장선다. 그 뒤를 신도들이 따르는데 저마다 경전을 적은 번, 지혜를 

상징하는 등, 발원을 적은 축원문 등을 들고 행렬을 이룬다. 입장은 상단의 불보살, 중

단의 일체성현, 하단의 일체중생의 강림을 나타내듯이 순해 3회와 역행 3회로 이루어진

다. 이는 불교의 전형적인 영청(迎請)의 형태를 재현한 것이다. 모든 참여대중이 운집을 

마치고 나면 탑돌이를 시작한다. 

제2과장은 정화와 공양이다. 본 행사는 탑과 도량을 정화하는 의식에서부터 출발한다. 

불교의 모든 의식은 도량을 정화(淨化)하여 일체 마장(魔障)을 소멸시키고 스스로의 몸

과 마음을 점검하여 번뇌와 업을 씻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월정사 탑돌이에서

의 정화의식은 향탕수를 동·서·남·북·중앙의 오방(五方)에 뿌리는 쇄향수(灑香水)로 

진행한다. 탑돌이를 진행하는 법주(法主)스님이 솔가지에 향탕수를 찍어서 오방을 향해 

뿌리며, 법주의 왼쪽과 오른쪽 뒤에는 각기 정근목탁을 치는 인도승2)과 향탕수를 받쳐 

든 시자가 따른다. 이러한 쇄향수는 도량을 정화할 뿐만 아니라, 오방의 모든 상서로운 

신을 도량에 강림케 하고 탑돌이가 걸림 없이 원만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하는 종교적 

장치이다. 이어 부처님[佛], 부처님의 가르침[法], 승가[僧]의 삼보(三寶)에 귀의하는 삼귀의

(三歸依)를 행한다. 탑돌이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탑에 예경을 올

리는 것은 불자로서 갖춰야할 기본적인 자세이다. 모두 합장한 채 전통방식의 운율로 

삼귀의를 염송한다. 삼귀의와 육법공양을 행할 때 탑 주변에 자리한 재가불자들은 모두 

한쪽 무릎을 꿇은 채 합장한다. 이는 탑전공양상(塔前供養像)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앞에는 한쪽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기원하는 

보살상이 자리하고 있다. ‘탑과 기도 올리는 이’의 형상은 절대자를 향한 중생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어 간절한 소망을 지닌 이라면 누구든 탑을 향해 기도 올리고 탑돌이를 

2)  불교 의식을 진행할 경우 증명스님을 보좌하는 시자가 늘 함께 하고 있다. 특히 의식을 진행하는 어산승이나 법주스님이 
이동할 경우엔 이들을 보좌할 수 있는 범음 범패 등의 인도(咽導)가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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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탑 앞에 마련된 공양단에 여섯 가지 공양

물로 육법공양을 올린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육바라밀, 보시(布施)·지계(持戒)·인

욕(忍辱)·정진(精進)·선정(禪定)·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을 상징하여 공양물로 승화시킨 

등·향·차·꽃·과일·미 등이 주류를 이룬다. 

제3과장은 석가모니불 정근이다.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정근(精勤)을 하며 탑을 오른

쪽으로 세 차례 돈다[右繞三匝].3) 본격적인 탑돌이를 시작함에 있어 중생들의 서원을 성

취하기 위해 ‘석가모니불’의 명호를 염송하며 정근을 이어감으로써 참여자는 초심을 잊

지 않고 정진할 것을 서원하며 탑돌이를 행한다. 원을 크게 그리며 모든 참여자들이 탑

돌이를 하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탑을 둘러싼 사방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바라무를 춘

다. 탑돌이에서 바라무를 행하는 것은 부처님과 그 가르침에 귀의하는 호법(護法)의 마

음과 찬탄의 의미를 담고 있어, 중생의 간절한 소망과 성현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함이다. 바라무의 시연은 전문 범패승이 아닌 월정사 신도들로 구성하여 행하고 있다. 

지원자들을 중심으로 몇 년간 수련을 거쳐 월정사만의 독특한 작법을 완성하였다. 즉, 

양손을 합쳐 위아래로 들고 내리는 동작과 양손을 번갈아가며 돌리는 기존 요잡바라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는 가운데, 두 사람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동작을 넣음으로써 승속

을 초월한 화합과 염원을 담고 있으며 불교에 귀의한 초심을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재

가불자들의 작법을 통해 스님들이 인도하는 가운데 신도들이 보다 적극적인 기원의 주

체가 되는 탑돌이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제4과장은 관세음보살 정근이다. 석가모니불 정근에 이어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며 탑

을 오른쪽으로 세 차례 돈다[右繞三匝].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지장보살과 함께 한국

불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보살로, 중생의 근기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 대자대비를 베푸

는 보살로서 인식된다. 관세음보살은 지물(持物)로 연꽃을 들고 있는데 이는 모든 중생

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불성(佛性)을 상징한다. 월정사가 자리한 오대산은 신라시대에 

다양한 불보살이 상주한다는 오대산 성지신앙이 확대되었고, 다섯 봉우리에 관음보살·

지장보살·대세지보살·오백아라한·문수보살이 각각 1만 분씩 상주한다는 오만진신(五

萬眞身)의 사상이 형성된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성지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현행 월

정사 탑돌이에서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며 탑을 도는 것은 자연스러운 전승형태이다. 원

을 크게 그리며 모든 참여자들이 탑돌이를 하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탑을 둘러싼 사방

에 작은 원을 그리며 나비춤인 작법무를 춘다. 나비춤은 양손에 연꽃을 들고 춤을 추게 

되는데, 월정사 탑돌이에서는 관세음보살이 들고 있는 연꽃을 상징하는 뜻이 된다. 나비

3) 석가모니부처님의 강림을 상징하기 위해 오른쪽(순행)으로 맞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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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또한 재가불자가 직접 나비무용을 시연한다. 월정사 신도들이 시연하는 나비춤은 육

도를 윤회하는 모든 중생의 고통이 여의고 성불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몸짓으로 구성되

어 있다. 관세음보살과 같이 모든 중생의 고통을 끌어안듯 양손을 벌려 시작하고 서로

의 위치를 번갈아가며 자리를 바꿔 이동해 자타불이(自他不二) 사상을 상징하고 있다. 

제5과장은 반야심경과 회양이다. 탑돌이 노래로서 탑돌이의 환희로움을 마무리하고 회

향의 과장으로 이어간다. 회향은 대승불교의 반야사상의 핵심을 담은 반야심경(般若心

經)을 다함께 염송하면서 시작한다. 회향단계에 이르러 반야사상을 독송하는 것은, 민속

적 성격을 지닌 재가불자 중심의 탑돌이라 하더라도 삼보에 귀의하며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반야심경 염송에 이어 참여대중은 일정한 대열을 

이루며 자연스럽게 퇴장한다. 

월정사 탑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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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동해 망상농악

망상농악은 정월대보름날 괴란마을의 서낭당에서 고청제사를 올린 다음, 그 날 아침

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오신(娛神)하며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한

바탕 신명의 놀이판을 펼치는 마을 공동체의 농악인 고청제(告請祭)농악이다. 400여 년

이 넘는 마을 형성 이래 지역농악의 특색을 잘 유지해 오고 있으며 해방 전·후 시기

에 상쇠를 했던 유상준에서 비롯하여 직전의 상쇠 최종하에 이어 심상길 상쇠로 이어지

는 전승계보를 통해 놀이 형태와 장단 등이 옛 모습대로 전해지며 마을 공동체의 서낭

굿농악으로서 전통을 유지해오고 있다.

망상농악은 영동지역의 다른 농악과 마찬가지로 세시민속놀이인 질먹기놀이와 선돌말

이, 횃불놀이 등에 농악이 연주되고, 그런 민속놀이를 할 때 질꼬내기 가락을 길군악으

로 하여 행진을 하고 외가락을 아주 빠르게 반복하여 치며, 상모를 돌리는 벅구와 퍽을 

쓰고 소고를 치는 소고잽이로 나누어 진 악대 편성 등, 구성면에서 살펴볼 때 영동농악

의 일반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영동농악의 일반적 특징과 더불어 마을의 시조를 기리며 마을의 번영과 개인

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세운 서낭당의 역사와 그 시간만큼의 마을제의를 있게 한 민

속신앙에 기인하여 서낭굿농악이 오래토록 행해져 왔으며 괴란마을의 지리적 환경적 배

경을 바탕으로 하여 이 마을만의 독특한 음악형태를 갖추고 있다. 고청제농악을 중심으

로 하는 망상농악은 영동지역의 주요 농악대에서 연희되는 서낭굿농악과 진행 내용에 

비슷한 점이 있으나 놀이에 사용되는 장단과 가락은 독자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쩍쩍이 가락’·‘춤추는 쇠’·‘노는 쇠’ 등 타 지역과는 다른 장단과 놀이가 망상농

악만의 특징으로 연주되고 있어 음악적·민속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으며 문화재

적 가치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장단들의 가락 구성과 분박은 음악적으로 독창

적이며 지역적인 독자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무동과 소고의 춤은 비록 투박하고 단순한 

동작으로 세련미는 없지만 크고 활달한 동작으로 다른 지역의 농악과는 차이가 있는 특

수한 춤사위로 이어져내려 온 것으로 보인다. 

망상농악의 과장은 서낭굿→지신밟기→놀음놀이→오방놀이→열두발상모놀이→동고리받

기→똘똘말이→황덕굿놀이 등 6개의 과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역할별 개별놀이와 

짝을 지어 노는 놀이, 그리고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서 신명풀이를 하는 놀이 등 다양한 

형태의 놀이가 지역만의 독특한 장단과 함께 지역의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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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각의 놀이에 사용되는 장단에 있어서는 영동지역의 다른 농악과 다소 차이

를 보이는데 서낭쇠의 경우 강릉농악이나 평창 둔전평농악은 ‘서낭님 서낭님 동네 밖

의 서낭님’하며 가락을 치는데 망상농악은 ‘서낭 서낭 서낭님 동네 밖의 서낭님’하며 친

다. 둔전평농악의 장단을 살펴봤을 때 일채나 이채의 경우 한 장단에 다양한 변주 가락

이 사용되고 있다. 길군악 칠채의 경우도 같은 영동농악이라고 하기에는 가락의 운용에 

차이가 많다. 둔전평농악은 ‘갠지개개개’하며 한 호흡구간을 5박의 소분박을 분할하여 3

분박+2분박(5/8)으로 가락을 연주하는데 강릉농악이나 망상농악은 ‘갠지개갱--’ 하며 3분

박 2박자로 연주한다. 지역별로 지리적 여건에 따른 음악의 변화와 자체적인 발전이 있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망상농악대의 악대 구성은 크게 태평소와 기수가 앞에 서고 악기를 치는 기물패와 상

모를 돌리는 벅구(법고), 퍽을 쓰고 소고를 연주하는 소고잡이, 치마저고리에 고깔을 쓰

고 무용을 하는 무동으로 편성이 된다. 편성면에서 다른 지역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잡색이 없다는 것이다. 화동을 하는 어린아이가 있으나 판굿이 진행되는 동안 기수와 

같이 한자리에서 춤을 춘다. 다른 지역의 농악놀이의 진행에 있어 잡색은 놀이의 보조

수단으로 판의 진행을 돕는다든가 연극적 유희적 놀이로 주변의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

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농악판에 개입을 한다. 망상농악에는 그런 역할의 잡색놀이 없이 

동해 망상농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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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굿의 내용만 연희를 하는데 이는 판의 진행이 급박하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잡색의 기

능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된다. 인원구성 면의 특징 중 하나는 9

벅구, 9무동, 9소고의 편성이다. 보통은 8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는데 망상농악은 9명으로 

구성된다. 

몸짓은 매우 역동차다. 부르는 쇠에 맞추어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좌우로 뻗어 다소 

딱딱한 듯 소고를 힘 있게 당기며 치는 소고의 몸짓은 참으로 활달하다. 제자리에서 호

흡(굴신)을 하며 소고를 앞뒤로 밀고 당기며 ‘퍽퍽’ 소리나게 힘차게 치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신명이 일게 한다. 이런 동작은 다른 영동지역권의 소고 동작이 호흡

과 더불어 상체를 좌우로 조금씩 흔들며 팔과 소고를 아래로 흔들 듯이 치는 동작과는 

명확한 차별성을 갖고 있다. 무동의 춤사위 또한 손목의 관절운동을 이용한 고운 선의 

사위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걸음으로 뛰어다니며 좌우와 위아래로 팔을 크게 휘둘러 

만들어내는 춤사위이기 때문에 치마저고리의 여성스러움보다는 투박한 남성적 멋이 묻

어나는 춤사위라고 할 수 있다.

김남균(강원도 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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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개인종목

강원도무형문화재 단체종목은 앞 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총 13개 종목이 있다. 그

러나 여기서는 지정이 해제된 전통활쏘기를 포함하여 총 14개 종목을 기술하였다. 무형

문화재 지정번호, 지정일자, 보유단체와 전승자 현황 등은 앞 절에서 모두 일별하였으므

로 이 절에서는 기술을 생략하였다.1) 

1. 정선아리랑 

정선아리랑은 강원도의 대표적인 민요이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아리랑’의 원형으로, 

풍부한 사설을 갖추고 있어 문학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이다. 2012

년 대한민국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아리랑 콘텐츠였다. 

정선아리랑은 누구든지 쉽게 부를 수 있는 단순한 곡조와 풍부한 사설로 이어지며, 

사설에서 드러나는 민중들의 애환과 정서가 소박한 곡조와 어우러져서 나름대로 독특한 

멋과 개성을 지닌다.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산간

노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생활터전이 산이

었던 강원도 사람들은 늘 ‘아라리’를 불렀는데 산에서 

나물을 뜯던 처녀와 땔나무를 하던 총각이 서로 주고

받던 사랑의 노래에서부터 김매기·모심기·풀베기 등 

일판에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불렀던 아라리까지 매

우 다양하다. 

정선아리랑의 노랫말은 아우라지 전설에 등장하는 

처녀총각의 사랑, 물레방아에 비유되는 부부의 사랑, 

깊은 산골짜기 조밭을 임과 둘이서 김매기하고 싶다는 

내용 등의 남녀간의 애정을 표현한 것과 남편에 대한 

원망, 시집살이의 서러움, 고부간의 갈등, 산골의 가난

1)  이 절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보고서｣(강원도청 내부자료) 및 강원문화재대관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밝
혀두며, 별도의 각주를 달지 않았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정선아리랑을 부르는 
김남기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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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삶, 떼 타는 일의 고단함 등 일상생활에서 겪어야 하는 삶의 애환을 노래한 것이 훨

씬 많은데 이 지역 사람들은 온통 산으로 이루어진 척박한 생활환경을 아라리에 담아 노

래로 풀어내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2,천수가 넘게 전

승된다는 정선아라리의 풍부한 사설은 어느 노래보다도 뛰어난 문학성을 지닌 민요이다.   

정선아리랑과 관련된 문헌기록에 의하면 조선초기 고려가 망한 후 불사이군(不事二君)

의 충절을 다짐하던 선비들이 송도에서 은신하다가 그 중 일곱 명이 정선 남면 거칠현

동으로 은거지를 옮겨와 지난날 고려왕조에 대한 충절을 맹세하여 일생동안 산나물을 

뜯어먹으며 생활을 했는데, 그때 입지 시절의 회상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한시로 지

어 율창으로 부르던 것이 이 지역 아라리의 노랫말로 자리잡았다고 전한다.

현재 강원도 전 지역과 경기도 동부지역, 충북, 경북 북부지역 등에 분포되어 있는 아

라리는 특히 정선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달하여 정선아라리로 널리 알려졌으며, 이 노

래를 노동요로 부르던 시기에는 후렴구 없이 혼자 독창으로 부르거나 여러 명이 돌아가

면서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노동요로서의 기능보다 창민요로 즐겨 부르

면서 명칭도 ‘정선아리랑’으로 통용되었고, 가창방식도 여러 명이 한 소절씩 돌아가며 부

르다가 함께 후렴구를 부르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2018년 평창동계올릭핌 개막식에서 정선아리랑 예능보유자 김남기 선생이 정선

아리랑을 불러 찬사를 받았으며, 정선아리랑을 세계에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전통자기도공 

우리나라에서 도기를 만드는 도기공은 이미 신석기시대부터 있었다. 신석기시대 사람

들은 흙을 빚어 불에 구운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그 제작기술이 발달하여 삼국

시대에는 고도로 발달한 토기를 만들 수 있었다.

정선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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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기 초에는 당나라의 도자기 제작기술을 수용하여 초기청자를 만들 수 있었고, 그 

기술이 점차 발달하여 고려청자를 발달시켰으며, 12세기에 들어와서는 새롭게 고안된 문

양이 조화를 이루는 세련된 상감청자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몽골의 침략으로 고려청자 

제작기술이 쇠퇴하면서 15세기 고려청자에서 변형된 분청사기와 명나라의 영향을 받은 

조선백자의 제작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1592년 임진왜란의 발발로 전국 자기소가 파괴되고 조선의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갔다. 다행히 경기도 광주관요는 피해가 적어 조선후기에 광주 분원리를 중심으로 

전국의 가마를 대략 복원하고 조선백자를 생산함으로써 전통자기 도공들이 그 맥을 계

승하게 되었다.  

보유자인 장송모 도공은 1973년 강원도 원주에 조선도요를 설립하고, 전통자기 제작 

전반에 관한 것을 연구하였으며, 1989년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지금은 횡성에서 

활동하고 있다.

3. 전통활쏘기

활쏘기는 생계의 수단으로 사냥이 목적이었으나 전쟁에서 생존을 보장하는 무기로써

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특히 삼국시대 이후 활을 잘 쏘아 전쟁에서 큰 위력을 나타내면

서 역대 어느 왕조를 막론하고 궁술을 장려하였으며, 국가적인 대사로 대회를 자주 열

었다. 또한 무과(武科)에서는 중요한 시험과목이었고, 각 지역의 관아에서도 궁술을 자주 

익히도록 하였다.

전통자기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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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총포의 발달로 퇴화되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운동으로 변화되어 

국궁(國弓)으로서의 행사만을 갖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처럼 활쏘기는 오랜 기간동안 

다양한 목적에서 장려되어 왔으며, 신분상을 넘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계층이 함

께 즐긴 국민적 무예로서 그 전통을 유지해왔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종류의 활이 있었다. 정양궁(正兩弓)·예궁(禮弓)·목궁(木弓)·철궁

(鐵弓)·동개활[弓古]·각궁(角弓) 등이 전하나 현재 국궁(國弓)으로 불리는 활은 각궁이

다. 각궁은 장궁이라고도 하는데 뽕나무·대나무에 보강재인 물소뿔·소심줄·민어부레

풀로 접착시켜 만든다.

현재 각궁은 36~60파운드의 활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여성은 36~49파운드, 남성은 

47~50파운드를 사용한다. 작고한 보유자 이용달 선생이 사용했던 각궁은 53파운드의 활

이었다. 사대에서 과녁까지의 거리가 145m로 통일되어 있으며, 과녁크기는 6척 6촌(약 

200㎝)×8척 8촌(약 267㎝)이다. 보유자였던 고(故) 이용달은 1958년 영월 금호정에서 집

궁하고, 1959~1964년 국가무형문화재 궁시장 보유자 김장환 선생의 문하생으로 수련 받

으면서 각궁 제작 및 전통활쏘기를 집중 전수하였으며 사범·코치 및 대한궁도협회 임

원을 역임하고 강원도 국궁훈련원(대관정)의 초대 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전통활쏘기는 

이용달 선생의 작고 이후 전승명맥이 끊어져 이후 강원도무형문화재 지정이 해제되었다.

4. 칠정제장 

칠(漆)은 옻나무과의 수액이다. 각종 공예품의 표면에 옻을 입히는 재료다. 칠은 옻나

무진과 생칠(生漆)·정제칠(精製漆)·화칠(火漆)로 구분되며, 1차 가공된 것을 생칠, 2차 

가공된 것을 정제칠이라고 하는데 정제칠이 더 양질의 것이다. 정제칠의 경우 생칠을 

햇볕에 노출시킨 상태로 수 시간 동안 저으면서 생칠 자체의 수분을 증발시킨 뒤에 걸

전통활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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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사용하는 것으로 정제방법에 따라 본칠(本漆)·가합칠(加合漆)·흑칠(黑漆) 등으로 나

누어진다. 

보유자인 박원동 선생은 원주시 판부면 단구동에서 태어나 1963년 성균관대 화학과를 

졸업하였고, 1964년 원주칠공예주식회사 실험실 기원으로 입사하면서 칠정제에 입문한 

후 현재까지 칠정제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왔다. 또한 옻 묘목생산 및 재

배관리, 생칠 채취 및 품질시험을 통해 원주지역 옻칠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5. 칠장 

칠기의 종류는 백골을 나무로 한 목심칠기(木心漆器)를 비롯하여 대나무로 한 죽심칠

기(竹心漆器)와 남태칠기(藍胎漆器), 가죽에 옻칠을 칠한 칠피칠기(漆皮漆器), 금속에 녹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칠한 금태칠기(金胎漆器), 토기나 도기 표면에 옻칠을 한 도태

칠기(陶胎漆器) 등이 있다. 칠기를 장식하는 종류에 따라 옻칠에 광물성 안료를 배합한 

채화칠기(彩畵漆器)를 비롯하여 나전무늬를 가한 나전칠기(螺鈿漆器) 등이 있다.  

칠정제장 

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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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인 김상수 선생은 1975년 나전칠기 분야에 입문한 이후 1979~1987년까지 국가

무형문화재인 김태희 선생의 지도를 받아 나전칠기·목칠기·건칠·조칠·칠화칠기 등 

옻칠 제작기능을 전반적으로 전수 받았다. 그는 칠기 품목들을 전반적으로 제작할 수 

있지만 주로 다루는 작품은 목칠기와 건칠기이다. 그의 작품에 대한 정통성과 예능의 

수준은 매우 우수하다.

6. 나전칠기장

나전칠기 칠공예 장식기법 가운데 하나로 칠기에 나타내는 문양을 자개, 즉 조개[貝

殼]를 이용하여 장식하는 것을 말하며, 한국·중국·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등 여러 곳에

서 제작되어 왔다. 자개를 어디에 장식하느냐,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전체적으로 다

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나전기법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보이고 있으나, 고려사 등의 기록과 현존하는 작품들을 살펴보면 고려시대에 이르러 

도자공예, 불화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공예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가 되면 나전칠기는 앞 시대의 의장을 계승하였지만 복잡한 구도에 대칭이 

흐트러지고 회화적인 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다가 임진왜란 후 대중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나전칠기공예는 일본의 침략과 새로운 문물 도입에 따른 혼란, 

산업화 추세에 의한 수공예의 낙후성 등으로 인하여 크게 퇴보한다. 그러나 이후 전통

공예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등 현재 국가적으로 나전칠공예를 

보호 육성하고 있다. 

보유자인 박귀래 선생은 1978년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이형만 선생의 권유로 나전칠기

에 입문하였다. 보석함·서류함·혼수함·문갑·탁자 등을 나전칠기로 제작하고 있는데, 

나전칠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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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칠기의 주요 기법인 줄음질·끊음질은 물론 채화칠까지 완벽하게 구사하여 좋은 작

품을 제작하고 있다. 

7. 방짜수저장 

방짜의 제작방법은 주물(鑄物)·방짜(方子)·반방짜(半方子)로 나뉜다. 주물은 경기 안

성유기가 유명하며, 경북 경주(황남동)·봉화, 충북 충주(충인동), 전북 남원(운봉) 등지에

서도 제작되고 있다. 방짜는 양대(良大)라고도 부르며 평북 정주(납청)가 유명했다. 현재 

남한에서는 경남 함양과 경북 김천에서 많이 제작되고 있는데 전 공정이 수제작업이다. 

반방짜는 절반은 주물로 절반은 수제 방짜식으로 만드는 것인데 전남 순천지역에서는 

‘궁구름옥성기’라고도 부르며, 전북 임실·남원·정읍·전주 등지에서 많이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주로 순천지역에서 제작되고 있다.

강원도에서 방짜수저의 전승은 강릉의 고(故) 김영락 선생에 의해서였다. 김영락 선생

이 강원도 내 방짜분야의 최초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김영락 선생은 부친 

방짜수저장(양구)

방짜수저장(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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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근(金致根)에게서 방짜수저를 전수받았다. 부친은 방짜유기 명산지 경북 봉화에서 

출생하여 평생을 방짜수저 제작에 몸 바친 장인이다. 

광복 후 가정에서 취사와 난방의 원료로 무연탄을 사용하고 그에 따라 산화되기 쉬운 

유기제품 대신에 주로 양은류 식기와 수저를 사용하면서 방짜수저장을 비롯하여 방짜유

기장들은 호구지책으로 대부분 다른 직종의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고, 유기산업은 명맥

을 잇기조차 힘들게 되었다. 1982년 강릉에 정착한 김영락은 1987년 입암동 자택에 방

짜수저공방을 만들고 다시 방짜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1997년 선교장에 공방을 만들고 

전통 방식으로 방짜를 제작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1997년부터는 김영락 선생의 아들 김우찬 선생이 가업을 이어받아 예능을 연마하여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양구의 김기찬 선생이 보유자로 인정되었는데, 강릉의 김

우찬 선생과 사촌 지간이다. 김기찬 선생의 아버지는 김용락 선생으로 김영락 선생의 

동생이다. 김용락 선생은 김영락 선생과 함께 아버지로부터 방짜수저 예능을 전수받고 

양구 등지에서 평생 방짜수저를 제작해온 장인이었다.

8. 각자장

세계최고의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우수한 각자(刻字) 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진술과 인쇄술의 발달로 이러

한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 보유자 이창석 선생은 강원도에서 각자문화의 명맥을 계승해 

오고 있는 장인이다.  

이창석 선생은 목판·목활자·편액 등을 제작하는 솜씨가 특히 뛰어나다. 그가 제

작한 목판으로는 월인석보 권22(1997)·권21(2002), 훈민정음해례본 및 언해본

(2001·2002·2003), ｢무구정광대다라니경｣(2003), ｢반야바라밀다심경｣(2003), 퇴계선생문

집(2003), ｢부모은중경｣(2003) 등이 있다. 

목활자 작품으로는 훈민정음 해례본(2002), 동국정운(2003) 등이 있고, 편액 작품으

로는 양양 ‘동해신묘(東海神廟)’(1995), 고성 송지호의 ‘송호정(松湖亭)’(1997), 속초 신흥사

의 ‘향성선원(香城禪院)’(2000), 고성 건봉사의 ‘범종각(梵鐘閣)’(2000), 동해 남구만 사당의 

‘약천사(藥泉祠)’(2003) 등이 있다.

이창석 선생은 목수 집안의 후손으로 초등학교 졸업 후 부친 이동각으로부터 목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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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웠고, 19세 이후로는 상일가구 등 6~7개소의 가구회사와 삼익악기 하청업체 등을 

전전하면서 목제품 제작, 나무 조각 등의 기술을 익혔다. 그러나 그의 각자 기능은 거

의 독습(獨習)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각자문화를 완

벽에 가까을 정도로 복원했다. 현재 고성의 공방에서 작품 활동과 각자복원에 진력을 

다하고 있다.

9. 생칠장 

조선시대에는 옻칠이 사양길로 접어들었다가 일제강점기에 옻칠의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원주, 평안도 태천, 함경남도 신흥, 충청북도 옥천, 경상

남도 함양 등지에서 옻액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시험재배를 하였다. 이들 지역 중

에서 강원도 원주에서 옻나무의 개량종을 재배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그 외의 지역은 

광복 이후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보유자 이돈호 선생은 1975년에 원주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77~1980년까지 이

성구(대한통보)에게, 1980~1983년까지 신중현(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호 생옻칠장)에게, 

1984~1988년까지 최한창(행자목기)에게 생옻칠 기능을 전수받았다. 1988년에 원주에 대

정공방을 설치하고 옻공예에 전념하고 있다.

이돈호 선생의 주요 예능은 생옻칠이다. 옻칠은 생옻칠·정제옻칠·색옻칠 등으로 구

별되는데, 생옻이란 7년생 이상의 옻나무의 몸에서 채취한 옻액을 솜이나 베에다 걸러

서 이물질을 제거한 원액을 말한다. 생옻은 생산 시기에 따라 초칠·성칠·말칠·지

칠·화칠 등으로 구분된다. 양질의 생옻을 목기에 칠하면 처음에는 검은색의 칠기제품

각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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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원래 무늬가 서서히 나타나 은은한 광이 살아나 오래될수록 

아름다워진다. 이돈호 선생의 주 제작종목은 책장·농·의걸이장·문갑·머리장함·서류

함 등이다. 

10. 대목장 

나무를 깎고 다듬어 기물이나 건물을 세우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목수(木手) 또

는 목장(木匠)이라 통칭한다. 그 가운데 작은 부재의 목재를 이용하여 건물의 내장재나 

창호·가구 등을 만드는 목수인 소목(小木)과 구분하여 전통 목조건축물을 짓거나 큰 

부재의 목재를 치목·조립하는 일을 하는 목수를 따로 대목(大木)이라 부른다. 대목들 

중에서도 건물의 크기에 따라 적게는 십여 명에서 많게는 수십 여명의 목수를 이끌어나

가는 대목의 수장을 도편수라 부른다.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는 목조 건축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노후되거나 자연

재해·인재 등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효율적인 유지·보수와 전통 

건축문화의 계승 차원에서도 그 기능을 보존·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예로

부터 산 높고 골 깊은 강원도에서 산출되는 질 좋은 목재들이 궁궐·사찰건축 등에 많

이 사용되면서 강원도만의 특성을 지닌 전통 건축문화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전통 건

축문화의 체계적 전승·보존을 위해 대목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보유자 홍완표 선생은 1947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에서 출생하여 1963년 이광규 도

편수 밑에서 오대산 월정사 법당 닷집공사 잡부로 참여한 이후 1965년 오대산 월정사 

대적광전 복원공사에서 도편수 김명성, 부편수 정대기에게 본격적으로 목수일을 사사받

생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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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1972년 군 제대 후 오대산 월정사 사천왕문·서별당 공사(도편수 조승환)로 다시 

목수일을 시작하면서 1976년 문화재수리기능자 대목 자격 취득하고 1977년 강릉 관음사 

대웅전 신축공사이후 현재까지 도편수로 활동을 하고 있다. 

홍완표 선생은 오랜 기간 강원도의 사찰건축 복원 현장에서 도편수로 활동해 오고 있

으며 전승계보와 전통 대목장의 기능을 온전히 보유하고 있는 등 그 기량이 매우 우수

하다.

11. 강릉 갈골과줄 

강릉지역은 유학을 숭상하여 전통적인 유교적 절차인 관혼상제 때마다 가문에 전승되

는 상차림에 산자(과줄)를 빠지지 않고 고임으로서 전통문벌의 가문사를 계승하였다. 강

릉은 예향으로서 예의를 무엇보다 서로 먼저 챙기는 예의상선(禮義相先)의 미풍양속이 

전승되어 전통문벌의 가정마다 접빈객(接賓客)과 봉사(奉祀)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긴 

유학의 정신적 맥락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점에서 강릉과줄은 지역문화사와 전통음식

문화가 상호 연계된 전승물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예법을 강조한 강릉 지역

대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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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과줄은 집안 각종 대소사에 예의를 갖추는데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다른 어떤 

것 보다 높고 신성한 음식의 반열에 놓았다.

강릉지역에서는 1950년대까지 몇몇 집안에서 과줄을 만들어서 대소사나 명절에 사용

하였다. 그러나 만들기가 번거롭고 한두접씩 시장에서 사다가 쓰는 집이 늘어 나면서 

한과제조가 아예 사라렸다. 강릉에서는 과거 50년 전에 식품허가를 받은 곳이 두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비싼 한과를 만들지 못하고 뻥튀기 한과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

나 1960년부터 사천지역의 최봉석 선생을 중심으로 기름이 귀한 시절에 모래과줄을 만

들다가 점차 콩기름으로 튀기는 기름과줄로 전향되면서 고급스럽고 맛도 좋은 한과가 

만들어졌다. 

보유자인 최봉석 선생 집안은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에 있는 현재의 집터에서 16대를 

거쳐 500년째 살아 왔다. 집안의 대소사를 치를 때 만들어 오던 산자 제조법은 최봉석 

선생 4대조인 최광철(1846~1884) 때 이르러, 가세가 기울자 아내 풍천임씨(1846~1914)

가 선대로부터 이어져 오던 수백 가지의 한과제조법을 망라하여 고관대작들로부터 주문

을 받아 만들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산자제조의 뿌리가 되었으며 후대로 자연스럽게 이

어져 내려왔다. 최봉석 선생이 본격적으로 산자를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이지만 이미 

집안에서의 시작은 증조부 때부터 5대째 가업을 이어 왔다. 

강릉 갈골과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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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갈골 모래산자는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든 한과로 현재 최봉석만이 할 수 있는 

한과라 할 수 있다. 처음 한과를 만들던 시절에는 기름이 귀해 기름으로 산자를 만들 

수 없었다. 모래산자는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지역에서 굵고 둥근 모래만을 채취해 이

를 불에 달구어 한과를 일구어 내는 방식이다. 기름에 비해 일구어지는 정도는 적지만 

그 단백함이 일품이라 할 것이다. 건강을 생각하는 요즘세대에도 잘 맞는 산자라 할 수 

있으며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한과라 하겠다.

또한 갈골 찹쌀산자는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납작하게 만든 조각(바탕)을 말려 두 번 

기름에 튀기고 꿀이나 조청을 발라 각종 고물(튀밥·깨 등)을 앞뒤에 붙인 유과로서 찹

쌀산자는 속이 꽉 차 있고 벌짚처럼 형성되어 있어 그 맛이 일품이다. 산자는 지금도 

잔칫상·회갑상·돌상·제사상 등에 널리 사용하고 있다. 

12. 춘천 필장 

붓은 단순히 글씨를 쓰는 필기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붓에는 권력에 맞서 바른 소

리를 마다하지 않는 선인들의 기개가 들어 있으며 시와 그림을 즐기는 이들의 멋과 기

품이 녹아 있다. 우리나라에 붓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늦어도 기원전 1세기 때

이다. 1932년 낙랑(樂浪) 왕광묘(王光墓) 북쪽 현실에서 붓촉이, 1988년 경남 다호리 제

15호 고분 발굴에서 붓자루 5점이 출토된 바 있다. 특히 다호리 유물은 형태가 매우 특

이하거니와 중국 붓과는 다른 형태와 공법으로 제작된 것이다. 나무를 깎아서 만든 붓 

자루에는 매우 발달된 솜씨로 묵칠(墨漆)이 되어 있고, 붓촉이 양쪽으로 설계되어 있는 

점이 중국의 것과 다르다. 

 보유자 박경수 선생은 전라도 광주시 백운동 진다리에서 전통공예의 붓을 매는 양모 

붓의 창시자인 고 박순 선생의 추천과 권유로 제자로 들어가 붓 매는 기술을 전수받게 

되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필에 주력하고 있을 때, 박순 선생은 양모(흰 염

소털)를 이용한 독창적인 기술로 새로운 제품을 창조한 장인이었다. 박순 선생으로부터 

예능을 전수 받은 박경수 선생은 전통을 지켜내는 붓 제작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수없이 좌절을 겪기도 했지만, 전통을 이어가는 붓 제작에 애정을 갖고 묵묵히 지켜냈

다. 결혼 후, 가족과 함께 춘천시 삼천동의 작은 다락방을 얻어 춘천의 새 터전에서 붓 

매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 후 춘천시 요선동·교동·효자동·혈동리·퇴계동 등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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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춘필방을 계속 운영해 오다가 2003년 현재의 자리인 춘천 서면 금산리에 공방과 전시

장을 마련하여 붓을 제작하고 있다. 

박경수 선생은 붓에 흰 염소털을 사용한다. 흰 염소털을 사용해야 붓 끝이 살아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붓 제작 과정 중 기름을 빼는 방법의 경

우 대부분 예전에 내려오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기름을 빼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박경수 선생은 전통을 고수하며 어렵고 고된 과정이지만 예전부터 내려오는 방법으로 

기름 빼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태모필(胎毛筆 : 세상에 하나뿐인 붓으로, 100일 전

후 신생아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붓) 제작에도 힘쓰고 있다. 붓을 오랜 시간 동안 끊임

없이 제작하며 연구하여 염소 털의 특징을 알아내었다. 그는 염소의 부위별 털의 사용

이 다르다고 말한다. 염소의 나이와 털의 부위에 따라 붓 제작하는 방법을 달리해 현재 

제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13. 불교목조각장

강원도 지역의 불교문화는 신라말기부터 유입되어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거치며 지

역 곳곳에 대형 사찰이 자리 잡을 만큼 화려한 번성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조선시대부

춘천 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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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점점 쇠락하기 시작하여 조선후기에는 몇몇 사찰만 남아 그 명맥을 유지할 정도였

다. 그마저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전쟁·화재·도난 등 숱한 사건 사고로 인해 불상 

등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었고 남아있는 것도 심하게 훼손된 것이 많다. 이러한 문화재 

중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불상이고, 목불(木佛)이 대부분이다.  

보유자인 고윤학 선생은 일찍이 한국의 목불에 관심을 가지고 복원에 힘써 왔다. 특

히 목불이 많은 강원도에 정착하여 불상의 형태를 연구하여 조각으로 복원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고윤학 선생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대목수인 부친을 도

와 대패나 자귀, 끌 등 연장을 갈거나 심부름을 하면서 나무와 첫 인연을 맺었다. 넉

넉지 않은 형편으로 인해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1975년 서울의 아세아 공예사에 취직

하게 된다. 이후 1976년 역촌동의 한국토우사를 거쳐 1978년 마포의 서울공예사에 들어

가는데 이때 평생의 스승인 석우일 선생을 만나게 된다. 당시 서울공예사는 현재 이름

이 잘 알려진 소목장들이 일을 구하러 올 정도로 수준이 높은 공예사로 직원 수가 백

여 명이 넘는 곳이었다. 서울공예사 대표였던 석우일 선생과 공장장이었던 김명철은 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고윤학이 우수한 기술과 재능, 근면한 자세를 갖고 있었다

고 평가했다. 고윤학은 스승인 석우일의 지도아래 1992년까지 불상과 전통 조각 기술을 

발전시키는 한편 장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갈고닦으며 배움에 정진했다. 1994년 강릉에 

정착하여 보물 제1292호 동해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좌상 원형복원 작업을 맡게 되는데, 

이 일을 계기로 강원도 지역의 전통조각과 불상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게 된다. 

현재 고윤학 장인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목조각장으로서 강원도 지역 대다수 전통사찰의 

불상·수미단닫집 등을 작업하며 작품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불상을 만들며 깎고 다듬는 입체조각이란 전·후·좌우·사방에서 바라보아도 적절한 

비례와 구도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 불단위에 모셔져 있을 때의 시선 각도를 고려해서 

두상을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한다. 입가에 미소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칼질

이 달라진다. 웬만한 눈썰미와 솜씨를 갖지 않고선 부처님의 그윽한 눈매와 미소를 감

히 흉내 낼 수 없다. 부처의 미소는 대중들에게 편안한 안식을 준다. 그래서 경직되고 

위압적이지 않은 불상 상호를 묘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이 눈매와 입가의 

미소 처리다. 온화한 미소를 띠지만 나름 위엄이 있어 보이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지 않고선 감히 흉내 낼 수 없다.

불상을 제작하기 위해선 불상 종류를 택하고 크기와 불상양식을 정한 후 밑그림인 초

본을 그린다. 주재료인 나무를 택하는데 비자나무·느티나무·홍(적)송·전단향·침향



890  강원도사

제6장 | 강원의 무형문화재

목·피나무·은행나무·박달나무 등을 사용한다. 백골로 자연 그대로의 색으로 완성하

거나 채색, 개금작업을 하는 불상의 재료로 은행나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은행나무

는 좀이나 벌레에 강하여 수명이 길다. 나무를 제재하고 필요한 크기만큼 재단한 재목

을 가 접목 시킨다. 접목시킨 재목을 대충 크게 쳐내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나면 가 

접목 시켰던 부분들을 분리 후 속을 파내는(복장을 파낸다는 표현을 사용)작업을 한다.

다시 아교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접착시킨 후 세부조각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100여개

가 넘는 조각칼을 사용한다. 불상의 상호를 가장 먼저 표현하고, 신체를 다듬은 후에는 

좌대와 광배를 제작한다. 원형이 제작되면 모시를 입혀 옻칠을 하는데 모시발이  없어

질 때까지 옻을 입히고 사포질하는 과정을 10여회 반복한다. 금을 입히는 작업을 한 후

에 붓으로 얼굴의 형태를 그리는 개안작업을 하고나면 완성이 된다. 

14. 전통자수장

강릉민속공예품 중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그 애호가들에게 큰 감동을 주어 화제가 

된 것은 자수로 만든 강릉수보이다. 강릉수보는 현재까지 강릉지역에서만 수집된 것으

로서 강릉의 토착적 자생문화의 산물로 알려지고 있다. 강릉수보는 미혼 여성들이 혼

수용으로 만들었다고 하며, 그 소재나 문양이 특이하고 용도가 다양하여 패물함을 싸

는 패물함보, 혼례용 기러기보, 떡목판을 덮는 목판보, 밥상 덮는 밥상보 등 여러가지

가 있다. 

강릉수보의 제작 시기는 재료, 바느질 법, 문양 등으로 보아 구한말 무렵으로 추정되

불교목조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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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강릉수보는 면직물이나 명주를 바탕천으로 사용하는 점이나 투박한 바느질 법, 

징금수 법에도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문양의 표현 양식에서 전대 자수품에서 보이는 사

실적 표현에서 벗어나 무작위적인 자유로운 표현 양식을 추구하고 있는 점이 가장 뚜렷

한 특징이다. 수화문을 예로 보면, 줄기와 가지, 잎사귀도 암시적으로 도식화하였고 꽃

이나 새, 풀벌레 등도 그 형태가 뚜렷하지 않다. 즉 수보의 문양은 자연에서 이끌어내 

것이지만 추상화 단계를 거쳐 세세한 부분을 생략하고 필요한 요소를 남겨 표현하고 있

다. 이러한 도식적 반추상적 표현은 색상의 구성면에서도 보여준다. 사실적으로 표현하

는 전대의 자수품과는 달리 하나의 도안에도 여러 종류의 색실을 보석을 박은 듯이 복

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채우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잘 어울리고 짜여 진 구성이다.

강릉수보의 바느질법은 투박한 바느질로 금사 징금수로 선수를 돌렸다. 바탕천은 명주

이고, 안감으로는 면직물을 많이 썼다. 끈은 대부분 안쪽 면과 같은 천, 같은 색으로 만

든 것이 많고, 안쪽 면의 네 귀에 붙어 있는 것, 한 귀에만 붙어있는 것, 대칭으로 두 

개 달린 것 등이며, 끈에는 대체로 수를 놓지 않으나 화문 등으로 작성한 것도 있다. 

끈의 모서리를 잇는 자리는 각 색실로 귀갑치기를 하여 꾸민다.  

수(壽)·복(福) 등의 문자문양이 많은 것도 강릉수보의 특징이다. 밑그림(수본)은 두터

운 한지에 붓으로 문양을 그린 다음, 그것을 바탕천에 붙이고 그 위에 수를 놓았다. 문

양 부분의 한지는 수의 심이 되어 수를 도드라지게 한다. 

문양의 배치는 보자기 중심부의 원형문이나 화문을 중심으로 또는 두 개의 대각선이

나 십자가형으로 만드는 두 개의 직선을 중심으로 사방이 대칭되게 문양을 배치한다. 

그 밖에 좌우 상견형이나 팔방 대칭형, 또는 보자기 전면에 방사상으로 퍼진 배열도 있

고, 자유로운 배치 형식도 있다. 문양의 표현 양식은 전반적으로 비사실적이다. 기본적

으로 전통적인 동·식물의 자연물을 소재로 하나, 그 형태가 뚜렷하지 않아 새로도 보

이고 꽃으로 보인다. 자연물의 최소한의 표현 요소만을 남겨놓은 추상화된 표현 양식을 

취하고 있다. 문양의 색상은 청·적·황·백·흑 등 오방색과 금·은색을 적절하게 혼

용하고 있다. 

보유자인 김순덕 선생은 강릉 선교장 종부인 성기희 선생으로부터 예능을 전수 받았

다. 전형적인 조선시대 사대부가문의 규수로 어린 시절을 살아온 성기희 선생의 자수는 

조선시대 말 민수의 계보에 속하는 것이며, 강릉지역의 토착적인 자수보자기와 조각보 

제작과 사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정통적 전승자로서 여겨진다. 광복이후 조선시대 

전통자수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 자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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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고조되면서 전통자수를 되살려야 한다는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

다. 이러한 시기에 성기희 선생이 강릉의 관동대학교 가정학과 교수로 부임하였고, 강

릉 여성동호회 모임인 <꽃 수예>와 <예림회>를 창설하여 조선시대 전통복식(자수보·조

각보)을 본격적으로 가르쳤다. 김순덕 선생은 여기에 참여하여 성기희 선생의 보조강사 

역할을 하면서 전통자수 기법을 전수 받고, 또 주부들에게 자수를 가르쳤다. 보유자의 

자수품 제작 및 배접기술은 푼사·반푼사·꼰사를 활용하여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데, 

특히 강릉지역의 토착적 자생문화로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강릉수보 제작에 필요한 

숙련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자수공예품을 제작한다. 자수품의 전통적 디자인은 꽃·

새·수목·십장생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현세의 복을 비는 것이 대부분이나 강릉

수보는 이러한 사실적 표현에서 벗어나 자유스러운 표현양식을 추구하고 있는 점이 그 

특징이다. 

 

김남균(강원도 학예연구사)

전통자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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