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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머리말

음악에만 전념(全念)한 생활(生活)도 어느새 15년이 지났다. 그 동안, 우리 음악의 맥을 

짚을 수 있는 기회라면 어디든지 쫓아 다녔다. 이론으로 따지기 전(前)에 먼저 몸으로 체험

하기 위해서 다.

통 의 굿음악에 반하여 금년(1984년) 음력 정월에는 거제도의 수산․양아․구조라별신

(別神祭)에 다녀오고, 삼월엔 징잽이 노릇도 해 가며 치리섬 별신제(別神祭)에 참여했다. 이

제는 남해안 별신제(통 굿)의 모습이 조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며 손에 잡히는 듯 하다. 

이리하여 위의 네 마을중 가장 고풍(古風)이 남아 있는 치리섬별신제(別神祭)의 이름으로 

이 졸고(拙稿)를 내어놓는 바이다.

二. 치리섬 별신제(別神祭)의 배경(背景)

(1) 지리적(地理的) 배경(背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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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섬의 공식(公式)명칭은 ‘갈도(葛島)’로, 경남 통 군 욕지면에 소속되어 있다. 치리섬은 

충무항(航)에서 보통 속도의 배로 2시간 반정도 걸리는, 지도상 경상남도쪽의 남해안으로는 

제일 남단에 위치해 있는 외딴 섬이다. 삼․칠․구일에 한번씩, 그러므로 한달에 아홉번 정

기(定期)여객선의 내왕이 있을 것이나, 풍랑이 이는 날엔 숫제 배가 들어오질 않아, 별신제

를 끝내고도 일주일동안이나 발이 묶 던 때가 있었다고 한다.

그림

(2) 치리섬 입주담(入住談)

치리섬에 사람이 들어와 살기는, 이병문이장(里長)의 칠대조(七大祖)께서 하동 만점절에 

불을 내어 이곳으로 도망온 것이 처음이라고 한다.(이들 조상의 무덤이 치리산(山)에 모셔져 

있고, 이장(里長)의 부친(父親)은 현재 통 에서 살고 계신다.) 그러니 200여년 전부터 사람

이 들어 와 산 셈이다. 욕지섬보다 더 먼저 사람이 들어 와 살았다고 한다. 현재 치리섬엔 

15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8가구가 이장(里長)과 같은 전주(全州) 이씨(李氏)라고 한

다. 치리섬의 주민수(住民數)는 94명(名)인데 절반 가까이가 도시로 나가 있고 50여명만이 

섬에 남아 있다한다. 한집에 부부와 아이 하나가 살고 있는 셈이다. 갈도 분교(分校)엔 학생

수(數)가 15명이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니고 있는데 상급(上級)학년이 되면 보통, 도시로 

내보내어 공부를 시킨다고 한다.

주민(住民)의 주업(主業)은 어업이며, 치리섬 주변은 해물(海物)이 풍부해 아이들이라도 

낚시를 던지기만 하면 고기를 낚게 마련이라 한다. 집집마다 고깃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여유도 있으나 이 섬을 하나의 어업적 근거지로 삼을 뿐이고 충무․마산․부산등 도

시에 따로이 집과 사업체(事業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 주거지를 개량(改良)하지 않

아 통싯간(변소)있는 집이 없을 정도 다1). T.V.를 들여놓은 집도 있었지만 육지의 T.V.방

은 안 되고 V.T.R tape을 사다가 볼 뿐이었다. 전기는 자가발전해서 쓴다. 또한 제일 산

(山)기슭 높은 집에 전화시설을 해 놓고 “여기는 갈도다. 충무시 ○○번 부탁한다”하여 육지

와의 중계소를 불러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1) 겨우 한 집에 있는 거라곤, 구덩이 파서 뚜껑덮은 정도이고 발판도 없었다. 그래도 동네가 깨끗한 것은 해변가

로 내려가 용변을 보면 물이 들어와 씻어가기 때문이라고 누가 귓띔한다.

   초등학교가 들어오고 부터는 교실옆 뒷마당에다 통싯간 두 개를 만들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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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리섬 주민(住民)의 신앙심(信仰心) 및 성격

치리섬 주민(住民)들 모두가 치리산신(山神)님을 믿으며 마을엔 청소년 하나가 이따금 교

회나가는 것을 제외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이장(里長)의 부친인 이 식씨

(氏)는 충무시에 거주하는데, 매일 아침, 치리산(山)을 향(向)하여 치리산신(山神)님께 집안 

및 마을의 평온과 늘 축복있기를 빈다고 했다(이 식씨(氏) 대담). 치리주민(住民)들 중에 

아직 배사고로 죽은 사람 없고, 전쟁나가서 죽은 사람 없는 것은 치리산신(山神)님이 험하

시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다.

치리섬 주민(住民)들의 성품(性品)은 거칠고, 별일 아닌 것 가지고 여인네 남정네 할 것 

없이 고함지르며 잘 싸우는 한편, 무척 흥이 많아 북만 두둥실 울려도 나와서 덩실 덩실 춤

을 추고 놀기를 좋아 했다. 대잡기(대를 잡아 신의 의사를 물어봄)도 마을 사람들이 하는데, 

이번엔 청년 둘이 해 내었다. 10년 전까지 남해군(郡)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행정적(行政的)

관여도 거의 없었던 듯하다.

二. 치리섬 별신제(別神祭)의 명칭․유래(由來)

 

치리섬에서는 별신제(別神祭)라 하지 않고 “위만제(爲滿祭)”라고 한다는데(이병문 이장(里

長) 대담), 이는 마을의 평온도 빌지만 풍어를 기원하는 바램이 내포되어 있는 어휘다. 실제

로 굿마당에서 동네사람들이 상돈을 내며 하는 소리가 대개 “우짜든지 고기 많이 잡히게 해 

주이소” 다.

이 식씨(氏)(70재(才))의 부친(父親)은 이수범씨(氏)인데 90재(才)에 작고하셨고 이 식씨

(氏)의 할바시이신 이원석씨(氏)는 88세에 작고하셨다. 이원석씨(氏)는 섬에 왜놈들이 못 들

어오게 할려고 해변가에 똥을 좍 뿌려 놓았던 일도 있는 어른으로, 참봉벼슬을 받으셨는데 

위만젱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여 손수 대를 잡기도 하 으며, 위만제 행사(行事)때는 참봉벼

슬옷을 잘 차려입고 나오셨다고 한다(이 식씨(氏) 대담).

악사(樂士)인 박복률(朴福律)님의 선친(先親)은 세습무계(世襲巫系)인 박경규씨(朴景奎氏)

인데, 친척이 거제도에도 있을꺼라는 풍문은 있지만 웃대로부터 찾지말라는 부탁이 있었고 

8대조(大祖)까지 조상을 더듬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8대조(大祖)부터 무업(巫業)을 해 온 

것으로 보여지는데(박복률(朴福律) 및 그의 친형인 박복개(朴福開) 대담), 박경규씨(朴景奎

氏) 대(代)에도 줄곧 치리섬 위만제를 맡아왔다고 한다.

아무튼, 적어도 100여년 전부터 치리섬별신제(別神祭)가 계속 행(行)해져 온 것만은 틀림

없는 것 같다.

四. 제의(祭儀) 담당자(擔當者)

별신(別神)해가 되면, 음 3月이 오기전에, 이장(里長) 및 마을 어른들이 먼저 대잡이를 정

(定)한다. 대잡이는 대를 잡고 굿장모2)와 위만제날짜 및 장보러갈 사람 3,4人을 뽑는다. 대

2) 굿장모 ; 마을 사람으로, 別神祭의 주역이 되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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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이의 말은 거역할 수 없는 것으로 이번에도 20대(代)의, 젊은 굿장모의 남편인 박씨(朴氏)

는 집에 잠깐 쉬러 들렸다가 화주로 뽑히는 바람에 발이 묶여 사업상(事業上) 백만원의 손

실이 나지만, 치리산신(山神)님에 대한 어릴 때부터 암암리에 베어 온 신앙과 마을 전체(全

體)를 위한다는 거역할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뽑힌날로 부터 위만제에서 맡은 바 임무가 

끝날 때까지 거의 열흘간을 매일 하루 3번씩 찬물에 목욕하고 궂은 것 만졌을 때마다 손을 

씻고 근신해야 하는 어려운 역할을 해 내었다. 이런 일을 처음 맡은 젊은 내외(굿장모와 화

주)가 그날 따라 몹시도 바람이 불고 추웠던 산당(山堂)에서 정성껏 산신제(山神祭)를 치루

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장보러 가는 사람들도 장을 보러가기 전이나 장을 보고 온 

후에 반드시 목욕을 하며, 물건을 사러갈 때는 삿갓을 쓰고 간다고 한다3). 이와같이 마을사

람으로서 별신제의 주역은 굿장모내외, 대잡이, 장보러 가는 사람, 이장(里長)이다. 그러나 

굿을 맡은 대모일행이 일주일간 묵는 동안 매일 3회이상 음식상(床)을 차리고 잠자리를 제

공하며, 무구(巫具)운반․삼한대 세우기․산당(山堂)에서의 굿․바닷가에서의 굿 등의 준비

에 실(實)은 온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어 자연히 축제 분위기를 이룬다.

대모일행으로는 대모(玳母)인 김씨(氏)네(익명․女․62재(才)), 박복률(朴福律)(男, 49재

(才). 무형문화재 제21호 승전무의 예능보유자․피리․젓대․징담당), 배중열(裵仲烈)(男 62

재(才). 장고담당.), 박복개(朴福開)(男. 51재(才). 북담당) 이렇게 네분이었다. 박경규씨(朴景

奎氏)가 생존(生存)해 계실 때만해도 대모外에 소모가 2, 3人 따라 가고, 악사로는 아쟁까지 

곁들여 4, 5人이 출동하므로 대모일행이 10명정도 되었다고 한다(이 식, 박복률 대담)

五. 시기(時期)․제상(祭床)․제비(祭費)

거제도의 수산(水山)․양아․구조라에서는 3年마다 정월(正月)에 별신제를 거행함에 비해 

치리섬에서는 3年마다 음 3月초에 한다. 여기서 3年마다라 함은 격년제(隔年制)를 의미하므

로 다음번 별신제(別神祭)는 86年에 있을 예정이다. 마을에 상사(喪事)가 있는 해는 별신제

를 지낼 수 없으므로, 원래는 작년(昨年)이 별신해 으나 치리섬에서는 이장(里長)의 삼촌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금년에 한다고 했다. 이번 위만제는 3月 7日에 시작해서 3月 10日에 마

쳤다. 보통은 본행사(本行事)가 끝났다고 해서 대모일행을 보내지 않고 흥이 좀 식을 때까지 

2, 3일간 더 노는 것이 상례(常例) 다고 한다. 굿장모댁 아이가 조금 앓아, 예정으로는 3月 

6日에 도착하여 굿장모댁에 굿을 미리 해주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날 풍랑이 있어 배가 떠나

지 못했었다.

제상(祭床)에 미역․콩나물․무채․두부․반지락을 함께 담은 나물그릇을(〈사진 1〉참

조) 내 놓는 것은 거제도의 3마을과 공통이었으나, 반달모양의 큰 흰떡 또는 큰 계피떡을 

내놓는 것은 치리만의 독특한 것이었다.

3) 경남 거창군 양향리의 山祭준비에도 부정을 막기 위해 삿갓을 쓰고 장에 간다고 한다(경남. 鄕土文化 第3券.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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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상(床)차림(양아)

하당(下堂)에서의 굿에서는 집집마다 자기네 조상상(祖上床)을 차려내 왔고, 시석에서는 

자기집 조상상(祖上床)의 음식(〈사진 2〉참조)들을 조금씩 자루에 담아 짜매 가지고 바다

에 던졌다.

<사진 2〉 치리섬 거리굿(뒷건물이 갈도분교(分校)다)

수산(水山)과 양아에서는 대모일행 한분 한분에게 독상(獨床)을 차려왔는데, 치리섬에서는 

겸상(兼床)으로 차려 왔다. 독상(獨床)이거나 겸상(兼床)이거나 간에 집집마다 경쟁이 되어 

정성껏 차려내 오며, 자기집 상(床)이 잘 잡수어 빈그릇으로 나오면 자랑이 된다. 만약 숫가

락이나 밥그릇이 뒤섞이는 날엔 싸움이 날 적도 있으므로 대모일행은 맛있는 반찬들을 서로 

나누어 먹되 한 상(床)의 그릇이 다른 상(床)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 또 조심이다. 독상

(獨床)이 원칙인듯하고, 겸상(兼床)은 제일(祭日)이 더 긴데 비해 전체(全體)가구수(數)는 더 

적음으로 인(因)한 방편인 듯 하다. 구조라에서는 새마을 여회원(女會員)들이 공동작업(共同

作業)하여 식사를 준비했는데 대모일행과 마을임원(任員)들이 한식탁에서 먹었다. 구조라는 

해수욕장으로 알려져 있고 많이 도시화(化)된 곳이다. 경남 일광의 별신제(김석출 담당, 

1979年?)에서도 모두가 한 식탁에서 먹었었다.

기본제비(基本祭費) 결정(決定)은 큰당과 작은당에서의 굿이 끝나고 3月 9日 하당(下堂)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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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잔삭다리를 한 후, 큰 굿 들어가기 전에, 마을 사람들과 대모일행이 죽 둘러앉아 구두(口

頭)로 의견을 말하고 서로 양보하여 정(定)하 다4). 치리섬에서는 몇 년전에 해초밭을 판 

돈 800만원을 예금해 놓고 제비(祭費)등 동네의 공동(共同)경비에 충당(充當)한다고 했다.

六. 제 장(祭 場)

제장(祭場)은 큰당․작은당․하당(下堂)으로 나누인다.

큰당은 치리산정(山頂)에 있다(〈사진 3〉). 그 마을쪽은 동백나무와 잡목으로 둘러있고 

(〈사진 4〉), 그 반대편은 멀리쯤 무인(無人)섬이 내려다 보이는 바다 위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아름다운 경관(景觀)을 이루고 있었다(〈사진 5, 6〉참조). 큰당은 삼한대5)(〈사진 4, 

7, 18〉참조)를 경계로 안당과 밧당으로 나누인다.

〈사진 3〉 치리섬의 큰당․작은당과 치리마을

〈사진 4〉 치리섬의 큰당(안당․삼한대․밧당)

4) 基本금액은 45만원에 하고 그 外는 상돈으로 充當하도록 合意를 보았다. 치리섬에서는 상돈으로 5천원짜리를 많  

   이 썼다.

5) 삼한대 ; ‘솟대’라고도 하는데, 삼한대라고 하는 이유는 삼한시대에 巫儀式이 盛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박복개

대담). 삼한대엔 바라전․쌀봉지․제관이 입던 깨끗한 미  한복을 단다.

311



- 7 -

〈사진 5〉 치리산(山)의 마을 반대켠

〈사진 6〉 치리산(山)의 마을 뒷켠

〈사진 7〉 삼한대(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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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양아의 일월맞이 당산과 삼한대(뒷돌담나무에 걸쳐둔 것)

〈사진 9〉 구조라의 일월맞이 당산옆의 제단

〈사진 10〉 경남, 고성군 우산리(牛山里) 당산(할미신(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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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큰당에 오르기 위해 작은당 가까이 와 있는 모습(치리섬)

〈사진 12〉 일월맞이(양아)

〈사진 13〉 칠성굿(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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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양아마을벅수

〈사진 15〉 양아마을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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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 구조라벅수

〈사진 17〉  구조라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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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용왕굿(양아)과 삼한대

〈사진 19〉 지동궤(마을의 중요문서(文書)를 넣은 함)을 양아마을 이장(里長)이 들고 판  

              석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 20〉 우물굿(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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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당은 치리산신(山神)님을 모신 곳으로, 주위에 널다란 바위모둠이 있는 움푹한 데다 약 

60㎝ 높이의 항아리를 놓고, 그 안에 오색가지 천 조각과 가위등을 넣은 다음, 덮개로 덮고 

짚지붕을 만들어 씌우며, 지붕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돌로 눌러 놓는다. 천조각․가위․

쪽집게․골미․바늘․당사실을 넣는 이유는, 치리산당(山堂)이 ‘부인당’6)이기 때문이라고 한

다(김씨(氏)대모 및 정모연 대담). 이것은 치리산(山)의 주신(主神)이 여신(女神)임7)을 의미

한다.

밧당은 동백나무숲을 울타리 삼아 바람막이 흰 천막을 임시로 걸어 두고 멍석을 깔았다. 

대모는 코고무신을 벗어 두고 버선발로 주로 멍석위에서만 논다. 삼한대를 걸쳐 둔 나무가

지엔 삿갓 하나가 걸려있는데, 이는 부정(不淨)한 사람8)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표시(表示)

라고 한다. 큰당 부근은 3年마다 있는 위만제의 산신제(山神祭) 때가 아니면 누구도 올라올 

수 없는 신역(神域)으로 치리 주민(住民)의 신앙(信仰)의 중심(中心)이 되어 있다. 산신제(山

神祭)때라도 부정(不淨)한 사람은 올라올 수 없고, 올 수 있는 사람이라도 산(山)을 오르기 

전에 반드시 목욕․근신해야 한다고 한다.

작은당의 제단은 산(山)의 중턱에 있는 큰 나무밑이었으며 별다른 특색이 없었다.(〈사진 

3, 11〉참조)

하당(下堂)은 마을앞 해변가인데, 삼한대를 꽂고 임시로 바람막이 천막을 적당히 둘러 제

상(祭床)을 차린다고 한다. 3月 9日이 우천(雨天)이라 초등학교 교실(〈사진 2〉참조)을 빌

려 썼는데, 그 자리가 옛날에 애장터 다고 하여 2가구(家口)는 자기들의 조상상(祖上床)을 

그런 곳에 차릴 수 없다고 끝내 내어오질 않았다. 그리하여 이번 위만제에서는 3月 8日에 

있었던 용왕굿과 3月 10日에 있었던 거리 송신(送神)만 바닷가에서 지냈다(p.378의 그림 참

조).

七. 제의(祭儀)

(1) 남해안 별신제(통 굿)의 일반적(一般的) 재차(祭次)

일반적(一般的) 재차(祭次)는 다음과 같다.

1. 들맞이 당산굿

2. 굿장모댁 부정굿

3. 산신제(山神祭)

4. 일월맞이 칠성굿(〈사진 12, 13〉참조)

6) 부인당으로 항아리 속에 천조각을 넣는 他例를 김氏 대모나 정모연氏는 듣질 못했다. 구조라는 장군당을 모신 

곳이라고 하나(김氏대모 대담), 구조라는 당집 옆에 옛부터 제사음식 놓던 자리가 있고(〈사진 9〉, 당집안에 할

미초상이 祭日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장군당이라 함이 의심스럽다. 사량도에서는 처음에 바위틈을 제단으로 삼

아 제사를 지냈으나 李氏(사량도 주민)의 현몽 후에 당집을 지었다고 한다(정모연 대담).

7) 경남 고성군 牛山里에도 할미神을 모시는 당산(〈사진 10〉)이 있는데, 지금도 고성 오광대가 원거리 公演을 떠

날 때면 이 할미神 제단에 와서 祭를 지낸다고 한다(崔圭七옹 대담). 이곳 堂祭에서는 예전에 거상음악을 연주

했다거나, 충무와 인접한 거리로 보아서 충무의 승방들이 이곳에 내왕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곳의 傳說과 자세

한 얘기는 다른 기회로 미룬다.

8) 不淨한 사람의 例로는 집안에 초상이 났다거나, 喪家에 갔다온 사람, 임신부, 달 것을 하는 여자, 궂은 것을 만

지고 손을 씻지 않은 사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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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골맥이치고 내려오면서 한석(席), 좌우벅수굿, 우물굿(〈사진 14, 15, 16, 17, 20〉참조)

6. 용왕굿(〈사진 18〉참조)

7. 지동굿 ; 판석으로 들어와 지동궤(〈사진 19〉참조) 있는데로 가서 삼현을 잡혀가지고  

  지동궤를 판석에 모셔놓고 판매구를 친다.

8. 잔삭다리 부정굿

9. 잔삭다리  가망굿

10. 잔삭다리 제석굿(사람이 적을 때는 가망굿에 곁들인다)

11. 선왕굿

12. 망석놀림(해미광대와 중광대)

13. 큰굿

14. 군웅굿

15. 거리굿

(2) 1984년도(年度) 치리섬 위만제의 재차(祭次)

1. 개관 

통 항(航)을 떠났던 배가 치리섬에 가까이 오자 더욱 신나게 메구굿을 울리고 이윽고 상

륙하여 별신(別神)대 앞까지 계속 길굿을 치고 가다가 별신(別神)대 앞에서 신고굿을 친다. 

이어 굿장모댁으로 가서 부정굿을 쳐 주고 나면 대모일행은 쉰다. 화주내외는 치리산당(山

堂)엘 올라, 다음날 아침 대모일행이 올라올 때까지 산신제(山神祭)를 지낸다. 아침에 대모

일행이 올라오면, 큰당의 안당에서 일월맞이 칠성굿을 하고, 밧당으로 나와 잔삭다리인 부

정․가망․제석․선왕굿을 하며, 큰굿인 손굿을 하고, 이어 군웅굿과 거리굿을 한다. 대잡이

가 치리산신(山神)님이 잘 받으셨다는 응답을 보내면 모두 하산(下山)한다. 내려오는 길에 

작은당에 이르러 한식을 하고 골멕이굿․우물굿을 치며 바닷가로 나가 용왕굿을 한다. 대모

일행은 또 하룻밤을 쉰다. 아침이 오자 갈도분교(分校)에서 큰당의 재차(祭次)를 다시 되풀

이 한다. 끝날인 네쨋날은 비가 개었으므로 바닷가로 나가 거리굿을 하 다. 이와같이 치리

섬의 위만제는 거제도의 수산․양아․구조라의 별신제차(別神祭次)를 두 번 되풀이 한다.(사

량도의 별신제(別神祭)에서도 치리섬에서처럼 두 번 되풀이 한다고 한다(정모연 대담)

〈사진 21〉 치리섬의 선착장(船着場)(왼편의 배 있는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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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위에서의 메구굿

치리주민(住民)의 배인 종종호를 타고, 충무시에 거주하시는 이 식씨(氏)를 비롯하여 마

산․부산에서 온 치리섬 사람들과 함께 대모일행이 충무항을 떠난 것은 음력 3月 7日 오후 

12시 30분이었다. 선주기(船主旗)엔 ‘축 대어’라 쓴, 적(赤)․흑(黑)․황(黃)․청(靑)․녹색(綠

色)띄의 종종호 깃발이 휘날렸다(〈사진 23〉)9). 배  탄 후 1시간쯤 지나자 악사들은 간간

이 메구노리를 쳤고 젓대는 이따금 청신악(請神樂)을 보냈다.

배위에서의 메구노리채는 3분박(分拍) 4박(拍)장단10)―덩덕궁이―굿거리―덩덕궁이―빠른 

맺음채로 이루어 지는데, 이러한 장단들은 길군악․별신(別神)대 앞에서의 신고(申告)․골멕

이․우물굿등의 메구노리에도 응용되어 쓰 다. (〈악보 1〉 참조)

(〈사진 22〉) 마을앞 해변가에 세워놓은 별신(別神)대 앞에서의 신고(申告)

〈사진 23〉 선주(船主)깃발

9) 배에서는 船王님이 제일이시다.  船王님은 船長室안에 모셔 놓아진다(박복률 대담). 배가 만약 파선되었을 경우, 

뚜껑을 던져 “ 船王님 먼저 타십시오. 우리도 뒤따라 타겠습니다”하고 선왕기를 앞세우고 둥둥 떠가야만 살 수 

있다. 또 구조를 받을 때 선왕님을 먼저 모시지 않고 자기가 먼저 뛰어 내리면 반드시 卽死한다.(박복률 대담)

10) 배중렬氏는 이를 도드리장단이라 표현한다. 속도는 굿거리에 비슷하나 꽹과리는 단순한 3分音(□)이 많아 굿거

리와 조금 다르다. 징은 이채로 친 적도 있지만 대체로 일체로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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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신(別神)대 앞에서의 신고(申告)(〈사진 22〉)

선착장(船着場)(〈사진 21〉)에서 내려 길군악을 치며, 해변가에 대나무를 〈사진 22〉에

서와 같이 세우고, 창호지조각을 끼운 새끼를 두른 별신(別神)대 앞에 이르자 대모일행은 절

을 하고 메구노리를 쳐서 마을에 굿하러 도착하 음을 신고(申告)하 다. 양아에서는 마을 

주변의 산(山)길을, 옛부터 다니던 코스대로 밟으며, 젓대잽이가 청신악을 불면서 한바퀴 도

는 것으로 마을에 굿하러 왔음을 알렸었다.

4. 굿장모댁 부정굿

젓대의 청신악에 이어 장구잽이가 “오늘이야 이 넋이로구나”하고 넋노래를 부르는 동안 

대모는 굿채비를 한다. 준비가 끝나면 대너리 장단에 맞추어 대너리춤을 추고 저너리․폭너

리장단에 얹어 무가사설을 읊는다. 다음에 장구잽이가 제석노리채에 맞추어 “놀고나자 오날

이야”하고 제석노래를 불러 준다. 다시, 덩덕궁이채에 얹어 대모는 무가사설을 읊고 삼현장

단에 맞추어 삼현춤을 춘다. 이어 공사를 하고 수부잔을 돌린 후, 청신악으로 끝을 맺는다. 

(음악․장단․춤에 대해서는 제10장을 참조할 것)

무가(巫歌)사설로는 “서천국 삼와세계, 경상남도 통 군 욕지면 치리섬…”하면서 동네를 

들먹이고, “달로서는 상달받아 3月이요, 날로서는 상날 받아 7日…”하며 날짜를 고(告)하며, 

굿장모, 이장(里長)나이 들먹인 후 “첫째, 굿장모댁에 와서 부정부터 가시리라”한다. 또 천수

경(千手經)가운데 정구업(淨口業) 진언(眞言)인 “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를 외고 

사방찬(四方讚)11)인 “일쇄동방 결도량(一灑東方 潔道場), 이쇄남방 측청량(二灑南方 得淸凉), 

삼쇄서방 구정토(三灑西方 俱淨土), 사쇄북방 구안강(四灑北方 永安康)”을 왼다. 또는 “지암

대장 장덕수…”하면서 명당경도 왼다. 반야심경도 왼다. 위의 무가사설들은 비단 부정(不淨)

굿에서 뿐만 아니고 여러거리에서 두루 쓰인다.

5. 산신제(山神祭)

굿장모내외는 7일 오후 아직 해가 있는 때에 큰당으로 올라갔다. 흰한복 차림이었다. 담배

를 피워서도 안되고 서로 말을 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만일을 위해서 종이와 연필을 가져갔

다고 한다. 굿장모는 얼굴에 화장을 안했다. (3月 10日의 하당굿에 나왔을 때는 화장을 했

다.) 굿장모 내외는 7日밤을 산(山)에서 보내고 8日 아침, 대모일행이 큰당에 도착할 때까지 

산신(山神)님께 정성을 드린다. 만약 비가 와서 대모일행이 못올라 갈 경우에는, 비가 그쳐 

대모일행이 올라오기까지 며칠간이라도 산(山)에서, 미리 가져간 쌀로 밥을 조금씩 지어 먹

어가며 지내야한다고 한다. (이 식씨(氏) 대담)

11) 정모연氏는 ‘도량게’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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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배 위에서의 메구노리

      

   〈사진 24〉 큰머리(양아․칠성굿)         〈사진 25〉 치리섬의 대대로 목욕하는 곳

6. 큰당에서의 굿

a. 안당에서의 굿(일월맞이 칠성굿)

3月 8日 아침, 먼동이 틀 무렵, 대모일행은 옛부터 대대로 목욕하는 곳(〈사진 25〉)인 마

을 뒷켠 바다로 가서 목욕하고, 죽한그릇씩 먹은 후 산(山)엘 올랐다. 안당에서 일월맞이를 

하는데, 대모가 징을 들고 A(괭―, 괭―, 괭―, 괭, 괭, 괭 구갱, 구갱, 구갱, 갱, 개이―)를 3

번 반복함으로써 33천(天)□을 친 후 동서남북(東西南北)을 향(向)해 허배(절)하고 본방(本

方)을 향(向)해 다시 A를 1회 친다. 젓대가 청신악을 불고, 대모는 “천하 부정, 지하 부정, 

동은 청제 부정, 서는 백제 부정, 남은 적제 부정, 북은 흑제 부정…”하며 부정 소지(燒紙)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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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다. 대모는 다시 징을 치며 “수리 수리 마하수리…모지사다바야 마하살…, …일쇄동방 

결도량…, 마하반야 바라 다…삼막 삼보리…시 대신주 시 대명주 시 무상주(是 大神呪․是 

大明呪․是 無上呪)…모찌 사바하”하고 진언한다. 또 약하게 치는(산신(山神)님도 들으시라

고) 조너리․푸너리 장단에 얹어 아왕임금 사설을 읊는다. 불림장단에 맞추어 칠성본12)을 

외우고(이때 피리는 시나우가락을 불었다), 삼와수원 하고나서 쾌자자락을 뒤로 질끈 동여매

고 복지깨(밥뚜껑)를 들고 대너리춤을 추다가 “아가 산주네”하고 부르면 악사가 “네”하고 

대답한다. “대모는 밤에 왔다고 밤중만 여기지 말고, 낮에 왔다고 낮중만 어기지 말고, 돌아 

다니는 땡땡이 중도 아니고…본산에서 왔다” 한다. 이어 악사가 제석노리를 뒷바라지 해주

면 대모는 소지(燒紙)한다. 고인수(장구잽이)의, 채를 채편에 댄채 북편만 동동거리는 장단

에 얹어, 대모는 액막이 무가(삼재팔난을 다 막아가자 정월에 드는 액은 2月풍신이 막아가

고…)를 부른다13). 그러고 나면 덩덕궁이 및 삼현춤 추고 공사․수부잔 돌린후에 청신악을 

불고, 제물(祭物)을 고루 고루 조금씩 떼어 던지기도 하고 몇군데 갖다놓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칠성굿이 끝나면 새 항아리 속에 새 천등 부속물을 넣고, 다음 별신때까지 잘 덮어 둔

다. 지난 별신 때의 부속물들은 나무에 걸쳐 말린 후, 밧당으로 들고 나와 태운다.

b. 밧당에서의 굿

부정․가망․제석굿의 장단변화․절차는 굿장모댁의 부정굿과 같다. 가망․제석굿의 경우

에 사설이 달라질 뿐이다(하당(下堂)굿 참조). 대모가 한 사람 뿐이고, 날이 추워 그 무렵에 

마을 사람이 4, 5人만 올라왔으므로, 제석굿은 따로이 하지 않고 가망굿에 곁들여 했다. 선

왕굿․큰굿․군웅굿․거리굿도 하당(下堂)에서 보다 훨씬 간략하게 하 다(하당(下堂)굿 참

조). 거리굿이 끝난 후, 마을의 대잡이가 대를 잡았더니 치리산신(山神)님이 잘 받으셨다는 

응답이 왔으므로 모두들 하산(下山)할 준비를 했다. (만일 잘받았다는 응답을 얻지 못하면 

재차(祭次)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한다.) 큰당의 재차(祭次)가 끝난 것이 오후 4시 으므로 8

일 아침과 점심식사를 큰당에서 하 는데, 큰당에서 하는 식사는, 마을에서 금방 올려온 것

으로는 할 수가 없고, 산신제(山神祭) 지낼 때 미리 올려온 것으로 부정을 가신거라야만 먹

을 수 있다고 했다.

7. 골멕이를 치며 삼한대를 앞세우고 작은당으로 내려와 큰나무 아래에다, 큰당에서와 같

이 제상(祭床)없이 그냥 바닥에 간단히 제물(祭物)을 차리고 메구굿을 친 후에 ‘악사의 장단

없이 대모 혼자서 무가사설과 경(經)을 외웠다. 치리섬엔 벅수를 세우지 않았으므로 벅수굿

은 없었다. 밭에 세워 둔 별신대에 가서 메구노리를 치고, 우물굿을 하 다.

8. 용왕굿

마을 앞바다의 바위 위, 용왕굿터엔 메구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선주(船

主)몇집에서 차려내 온 상(床)들에 촛불이 켜진다. 청신악을 불고, 고인수가 넋노래를 부르

는 동안, 대모는 큰 머리쓰고 큰옷 입고, 이어 허배장단에 맞추어 사방(四方)에 절한다. 왼손

12) “해돋아 일맞이, 달돋아 월맞이, 사도칠성이 있어 사도칠성이 오신다. 명줄이는 명주고, 복줄이는 복주고 천량

줄이는 천량을 주고…만학 천봉 올라와서…”(제11장에 全載)

12b) 인도 및 중앙아시아의 33神 참조 ; 「Shamanism」, Mircea Eliade, (Translated from the French by Willard 

R.Trask)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1)1974, pp.276․277. 

13) 下堂에서는 이것外에 고인수가 제비난상을 부르고, 고인수의 채를 채편에 붙인체 북편만 “동동동”하는 장단에 

얹어 대모는 “가이 어이 없고, 어이 가이 없습니다. 술이 다 새금 반죽합니다”하며 床한상을 차려놓고 술종자

를 들고 염불했으며, “그러면 그렇지…소원성취하옵소서”한 후에 다시 또 불림장단에 피리의 시나우가락을 타

고 巫歌를 불 다. 덩덕궁이 장단에다 “을하만소 을하대신이야”를 하기도 하는데(정모연), 을하대신의 벼슬판을 

무당의 큰옷에 붙인 이유는 을하대신으로 인하여 무당의 조상들이 생명을 건졌으므로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서라 한다(박복개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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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채를 펴고 오른손에 쥔 방울을 부채위에 얹어, 절하는 모습이 동해안굿이나, 서울굿, 

황해도 굿과 다르다. 다음엔 대너리 춤을 춘다. 고인수가 불림장단을 내며 “사해용왕 거리로

다… 지신거리로구나”하고 바라지를 해 주면 피리의 시나우가락을 타고 대모는 “…짚은 바

다, …대수용왕이 내려 왔다. 동해는 광덕용왕님이 위로하신다. 서해는 광태용왕님네, 남해는 

강여왕 용왕님네, 북에는 강지왕…팔용왕…물아래 금류왕”하고 무가를 부르면 마을 사람들

은 “새이야”14) “상이야” 외치면서 상돈을 들고 나와 “어짜든지 해초도 많이 물고, 고기도 많

이 나도록 시키 주이소”하며 제상(祭床)에다 상돈을 놓는다.15) 불림사설이 끝나면, 악사들은 

“나무로다”를 몇구절 부르고 이어 나무아미타불(법성)을 바라지 해 주면, 대모는 조너리․푸

너리채에 얹어 “…봉지우에다 화자를 지르고 어기야 디기야 가래질 소리”하며 다시 무가를 

부른후, 덩덕궁이춤 삼현춤을 추고, 공사․수부잔․청신악으로 끝낸다. 날도 어두워졌으므로 

다음날의 굿을 의논하며 쉬었다.

〈악보 2〉 용왕굿 매구채 일례(一例)

9. 하당(下堂)에서의 잔삭다리

9日엔 비가 왔으므로 치리분교(分校)의 교실을 임시 제장(祭場)으로 사용하 다. 13가구에

서 제각기 차려내온 조상상(床)엔 모시는 조상수(數)에 맞추어 밥그릇을 놓았다. 처음에 부

정굿(굿장모댁 부정굿 참조)을 하고 칠성굿(큰당굿 참조)․가망․제석․선왕굿을 했다. 지동

굿(p. 374과 〈사진 19〉참조)과 망석 놀음은 하지 않았다.

a. 가망굿16)

청신악―넋노래―허배―대너리(춤)―조너리채―푸너리채―제석노리―덩덕궁(춤)―삼현(춤)

14) 새이야 ; 경사도 사투리로 “언니야”의 뜻으로 보인다.

15) 동해안 김석출氏 굿에서는 머리수건이나 허리관대에다 흔히 상돈을 찔러주는데, 통 굿에서는 대모가 쥔 부채

위에다 얹어주거나 祭床에다 놓을 뿐이다.

16) 가망․제석의 뜻 ; 金泰坤「韓國巫歌集」第2券(서울 : 集文堂, (1971) 1979) p. 284 註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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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부잔 푸너리―소지(燒紙)―청신악으로 끝나는 굿진행(進行)은 부정굿․제석굿․

군웅굿에서와 같다.는 통 굿 한 거리의 기본(基本) 진행형태로 볼 수 있다. 조너리는 한 장

단에 4∼5초정도의 속도로 쳤으며(제10장 참조) 이때 피리는 시나우를 불었다. 푸너리는 한 

장단에 3.8초 내지 3.6초의 속도로 쳤는데 3.8초때는 피리가 시나우가락을 불고 3.6초 때는 

타령곡(曲)을 불었다. (제10장 참조) 덩덕궁에서는 징이 ♩♫♫♪♩♪♩의 형태로 쳤는데, 

한 장단에 약 2.3초 걸렸다. 가망굿에서는 “가망대신이 놀고 놀자, 제석가맹이 놀고 놀자…”

라는 무가를 부른다. 한거리가 끝날 무렵인 소지(燒紙) 때는 장단이 좀 느려진다. 소지가 끝

나면 승방(대모)의 “물러나고 물러나라”하는 신호에 맞춰 장단을 몰아쳐 맺고(이를 “망자심”

장단이라 한다), 청신악을 분다.

공사장면이 특이하다. 큰굿 들어가기 전(前)의 잔삭다리에서는 매(每)거리가 끝날 무렵마

다 공사를 주게 되는데, 대모가 “세상에, 잔술도 안 부어 놓고 굿을 하라 한다. 후년에도 또 

이래 할것까”하면서 “괘씸타―”하고 소리치면, 징집이는 좌수(左手)를, 공사덩덕궁이外에는 

징의 안쪽 중간에다 대고(〈사진 18〉참조) 징소리의 울림을 조절(막았다 뗏다 하며)하던 

것을 공사덩덕궁이에서는 위의 그림과 같이 징의 바깥면 위에다 손가락을 놓고 힘껏 그야말

로 신이 나게 때린다. 이때 꽹과리도 곁든다. 승방은 이장(里長)․화주․마을임원(任員)등 

굿을 준비한 사람들을 앞으로 끌어내다 꿇어 앉히고17) 엎드리게 한 후, 처음에는 ‘북어’로 

장단에 맞춰 때려 주고 다음엔 ‘젓대’로 때려준 후, 소지 종이에 불을 붙여 머리털을 그슬리

는 시늉을 한다. 그런 후에 비로소 바로 앉게 하여 수부잔을 돌리고 마시게 한 다음 들여 

보낸다. 들어가면서 상돈을 제상(祭床)에 놓고 나가는 것이 상례(常例)이다. 이와같이 통

굿의 젓대는 공사주는 방맹이용(用)으로 옛부터 써 왔기 때문에 ‘청’을 붙 다가는 구멍이 

금방 나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아예 손으로 청구멍을 막고 분다.

b. 제석굿□

제석굿의 진행(進行)은 가망굿과 같고, 사설만 다르다. 제석굿의 사설예(例)는 다음과 같

다. “제석할멈님 오실적에, 밤중 밤중 야밤중에, 사경달고 소리듣고, 무습고 성급하신, 제석

할멈님네 오실적에, …2月에는 풍신 제석할마님네가 좌정을 하시고…유월에는 유두제석님네

가 좌정을 하신다(유두제석님네가 전답에 가서 좌정을 하시기 때문에, 유두제석님네로 因해 

들에 농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 ; 정모연대담) 좌정하시던 제석님네가, 노래부르고 춤춰가

자.…달 떠온다, 달 떠온다.…단명자는 명을 주시고, 복줄 이는 복을 주시고, 농사도 장원을 

17) 1984년도 강원도 道直里 풍어제에서도 마을 임원들을 꿇어앉히고 공사주는 장면이 있었으나 ‘젓대’로 때려 준

다거나 하는 모습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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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서, 충재․화재․다 막아서, 수대로 나대로 익은 곡식은 여물을 채서, 각종 곡식도 만발

하고…첫째는 이山 신령님네가 받들어 주시고, 둘째는 제석님네가 받들어 주셔서,…일시 동

참하옵소사, 소원 시키주옵소사”

〈악보 3〉 동살풀이 무가(巫歌)

c. 선왕(船王)굿

청신악후에 첫노래로서, 다른 거리에서와 선율은 같지만 사설이 “오늘이야 이 넋이로구

나…대신에 “선왕이야 이 오실적어…”인 무가를 부른다. 이는 4도(度)에다 3도(度)를 쌓은 

음진행(〈악보 4〉참조․메나리조)이 주(主)가 된다. 첫노래를 맘자심장단(즉, 대너리)으로 

맺음을 하고 고인수는, 장구채는 채편에 그냥 댄체로 북편만 계속 동동동……하며 선왕풀이

(제십일장(第十一章)에 사실 전재(全載))를 왼다. 선왕풀이 무가의 음진행도 역시 4도(度)＋3

도적(度的)이다. 선왕풀이를 맘자심으로 매듭을 지은 후, 조너리 갈모잽이 대너리장단을 거

쳐 동살풀이로 넘어간다. 동살풀이 무가는 선왕굿의 선왕풀이 뒤에서와, 큰굿의 손님풀이 뒤

에서만 나온다. 악사들이 〈악보 3〉의 A를 부르면 대모는 B례(例)를 부르고, 대모의 노래

가 끝나자마자 악사들은 C를 부른다. 이와 같이 악사들은 A와 C를 번갈아 부르는데 이러한 

형태가 되풀이 될 때마다 속도는 자심 자심 빨라진다. 절정에 이르면 노래 속에서 무아(無

我)의 경지를 맛보게 한다.

〈악보 4〉 선왕굿 선왕이야(청신악 후의 첫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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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너리․푸너리채가 나오고, 제석노리․덩덕궁(춤)․삼현(춤)․공사․수부잔․청신악

으로 끝나는 것은 가망굿과 같다.

10. 큰굿

‘큰 굿’이라 함은 ‘잔삭다리’와 대조가 되는 어휘이다.

큰굿을 대표하는 것이 ‘손굿’이지만, 손님풀이 이외에도 열두축문․황천문답․고금역대․

호찬18). 환생탄일이 나온다. 이들 무가는 모두 길어 각각 굿한거리씩으로 취급 받는다. 즉, 

한가지를 읊기 전(前)과 읊은 후(後)에 청신악을 분다. 통 굿 별신제(別神祭)에 나오는 갖

가지 음악과 장단․춤사위가 대부분 이곳에 집합되어 있다.

큰굿부터는 대모일행의 굿이기 때문에 공사를 안하고, 수부잔푸너리때엔 돌아가신 굿선생

님들을 다 들먹인다고 한다. (박복률, 정모연대담)

① 청신악․넋노래․허배 ; 청신악(충무의 이순신 탄신일 때 연주되는 거상악 초장 선율

과 관련됨. 제十장 참조)으로 큰 굿에 들면, 고인수는 넋노래(제十장 참조)를 부른다. 이때, 

승방은 큰 머리쓰고 큰옷 입으며, 굿할 채비를 한다. 채비가 되었으면 사방에 허배한다.(제

十장 참조)

② 올림채춤 ; 허배가 끝나면 “너을이나 〈악보 5〉”의 신호에 따라 올림채 춤에 들어간

다. 올림채는 조너리․갈모잽이(〈악보 6〉)․푸너리․대너리․내림채(〈악보 7〉)의 복합장

단에 불과(不過)하다(제십장(第十章) 참조). “올림채춤”은 큰 굿에서만 일컫는다고 한다(정모

연 대담). 다른 거리에서는 대너리장단에 대너리춤을 간단하게 춘다.

18) 호찬 ; 웅찬미歌로서, 열두축문 다음에 염불굿할 때 읊는다. 오늘날의 祖上이 있기까지는 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읊는다고 한다. 호찬 대신 고금역대(第十一장에 全載)를 불러도 좋다.(박복개 대담)

  나머지 巫歌사설은 文化財管理局, 民俗종합조사보고서 第14冊(巫俗編), 19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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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말미불림채․천근․청신악 ; ‘말미불림채’란 조금 속도가 “느러진 불림채”(정모연씨(氏)

는 진양조 가락이라 표현)로 5박(拍) 1장단에 3.2초 소요되었다. 이때 피리는 시나우와 허튼

타령을 불며, 대모는 “먼날은 후려치고”를 읊조린다. 고인수는 “환생이로구나… 극락갈이는 

극락을 가고”를 뒷바라지 한다. 맘자심으로 매듭을 짓고, 장구의 북편만 동동동 울리는 장잔

에 얹어 대모가 “어시나 어히요 어휘…옥황이 분분하시듯… 천근이야”를 내면, 악사들이 천

근19)아〈악보 8〉를 1회 부른다. 이어 맘자심으로 매듭짓고, 몇번 타(打)징후 청신악을 분

다.    

<악보 8〉 천근아

④ 손님풀이 ; 조너리․푸너리채에 얹어 손님풀이 들어갈 준비사실을 읊다가, 대모는 고

인수의 장고를 받아, 채는 채편에 그냥 둔채(〈악보 9〉참조) 북편만 울리며 손님풀이 무가

(巫歌)를 읊고 맘자심장단으로 매듭지은 후 청신악을 분다. 이어 대잡기를 하는 때도 있다.

〈악보 9〉 손님풀이 예(例)

⑤ 동살풀이(〈악보 3〉 및 p.200 참조)․조너리․푸너리채 후에 북편만 동동…거리는 장

구장단에 얹어 사설을 읊다가, 대모가 “적막강산…천근아”를 내면 악사가 “천근아”를 하고 

이렇게 자심자심 빨라지며 천근아를 4회하고 나면 맘자심을 한다. 제석노리․허배․대너

리․빠른불림(피리는 거상악 1․2․3장의 변주(變奏)가락을 불고, 승방은 열두 축문에 대한 

19) 천근 ; ① 亡人을 저승으로 보내는 것 金泰坤, 「韓國巫歌集」第 3卷 (서울 : 集文堂, 1979. p.409.)

          ② 손님의 망령의 이름(배중렬 대담)

          ③ 天根 : (우리말사전) 하늘의 가장자리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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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설을 읊는다)을 거쳐 “나무로다”를 부르고 청신악을 분다.

⑥ 열두축문; 악사는 쉬고, 대모 혼자서 장구도 가지지 않고 읊어나간다. 끝나면 나무아미

타불(법성)하고 맘자심하여 매듭지은 후 청신악을 분다. 악사들은 다시 쉬고 대모는 같은 방

법(方法)으로 환생탄일․고금역대․ 호찬․황천문답을 읊는다.

⑦ 끝으로 지옥문 무가(巫歌)(…제 9. 도시대왕님아…철산지옥을 면하시고…)를 부르고, 

나무아미타불(법성)을 한 후에 삼현(춤), 수부잔․맘자심․청신악으로써 큰 굿이 끝난다. 수

부잔푸너리와 맘자심(대너리)때엔 악사만 장단을 치고, 대모는 무의(巫衣)를 벗고 부채정리

등을 한다.

11. 군웅굿

공사가 없고, 수부잔 푸너리 때에 군웅장수 대신풀이를 하여 돌아가신 굿선생님들을 다 

들먹이는 점(點) 등을 제외(除外)하면 가망굿에서와 같다.

12. 시석(송신․거리굿)

끝날인 10日엔 날이 개었으므로 갈도분교(分校)의 교실에 어지러진 조상상(床)들을 그대

로 해변가에 내다놓고 삼한대 가져다 세우니 바로 시석의 굿판이 되었다. 대모는 평복차림

을 하고 여러 가지 경(經)들을 읊은 후에 대를 잡게 했다. 거리굿 대잡이는 화주가 했다.

(〈사진 27〉참조) 대가 흔들리며 잘받았다는 응답이 나왔으므로, 대잡이는 대를 잡고 일어

나 제상(祭床)과  그 주변들을 돌았다(〈사진 28〉). 푸너리․덩덕궁이채에 얹어 무가사설을 

읊고, “경오 심미 임신 계유 갑술 을해생, 만일 혼신아왔거든 많이 먹고 돌아가소”하며 제만

수채에 얹어 육갑(六甲)풀이를 했다. 또 지옥문 무가(巫歌)를 불 는데, 장고․징법(法)은 육

갑(六甲)과 같았다. 맘자심하여 맺고, 제각기 자기네 상(床)의 음식들을 조금씩 자루속에 넣

고 짜매서는, 매구노리채를 치며 선착장(船着場)있는 쪽 바다(p.378의 그림)로 나가 던졌다

(〈사진 29 〉) 삼한대를 울러매고 마을로 들어오는 길에(〈사진 30〉) 고깃배에 올라 풍어

를 기원하는 메구를 쳤다.(〈사진 31〉)

〈사진 26〉 치리섬 거리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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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7〉 대잡기(거리굿)

〈사진 28〉 응답이 온 대를 잡고 다니는 모습

〈사진 29〉 바다에 시석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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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0〉 시석하고 마을로 들어옴

〈사진 31〉 시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배에 풍어 기원

이리하여 나흘간의 별신제가 끝났다. 양아에서는 별신제가 끝난 후 일주일 간은 다른 사

람들이 굿장모댁엘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八. 망석(해미광대와 중광대)

치리섬에서는 큰당엘 올라갈 때, 수산(水山)․양아 및 구조라에서는 마을당산(堂山)에 올

라갈 때 미리 탈놀음할 재료들을 가지고 간다. 그곳에서의 굿이 진행(進行)되는 동안, 틈틈

이 탈을 만들어 가지고 (〈사진 32〉참조) 하산(下山)한다. 망석탈놀음은 큰굿 들어가기 전

(前)에, 즉, 잔삭다리의 선왕굿다음에 한다. 보통, 밤에 놀게 된다고 한다. (정모연 대담)

탈의 재료는 아쉬운대로 참종이에다 물감으로 그려 만들지만(〈사진 27〉 참조) 원래는 

바가지로 만든다고 한다. (박복률 대담)20)

20) 동해안 탈굿의 탈도 바가지로 만든다(金泰坤, 「한국巫歌集」第4卷 (서울 : 集文堂) pp.218 ff). 文化財管理局 

報告書 第162號 豊漁祭. 1984.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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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2〉 해미광대(양아)와 손전

해미탈에는 〈사진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붉은점․검은점을 찍는다21). 해미광대를 노

는 목적(目的)은 해미광대의 내용22)에, 할미가 누는 오줌가는데 마다 농사․해옥(김)이 잘 

되고 아이도 잘 낳으며 가정화목도 잘 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풍농․풍어를 기원하고, 가

정화목․동네화목을 기원하는 뜻이 내포(內包)되어 있다고 본다.

21) 해남지역 巫歌의 손굿에 보면, 손님신들은 정성이 지극한 가문에는 붉은 점을 주고, 그렇지 않은 가문에는 검

은 점을 준다고 한다. (김태곤, 「上述書」p.239.)

22)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第14冊(巫儀式篇), 文化財管理局, 1983. pp74 ff.

22a) 배(船)와 巫俗 및 말(馬)과 巫俗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Mircea Eliade의 「Shamanism」(上揭) p.11 및 p.3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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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 적덕이

적덕이는 거리굿에서 쓰는 허새비로, 망석탈에서 처럼 당산에서, 천하궁 도시님이 탈 말과 

함께 만들어 가지고, 하산시(下山時) 지게에 짊어지고 내려와 별신장소로 가서 마지막 거리

굿할 때까지 둔다.

적덕이는 짚으로 여자․남자모양을 두 개 만들고(상게(上揭)그림 참조), 참종이에 남녀(男

女)의 화상을 그려 붙인다. 암놈은 비네를 꽂고 수놈은 상투를 튼다. 암놈을 밑으로, 수놈을 

위로하여 엿장수들이 엿판을 등에 업듯이 등에 맨다. 적덕이는 당나라 당춘각시로, 아리하고 

싸리하여 굴뚝으로 들어갔다가 부석(부엌)으로 나오고, 부석으로 들어갔다가 굴뚝으로 나오

며, 부부간에 싸움도 붙이고, 마을에 병(病)도 주는, 우환 덩어리다. 이러한 적덕이를 천하궁 

도시님이 말을 타고 잡으러 오는 것을 형용하여, 남자 악사가 머리에 수건을 매고 쾌자를 

입고 빨간 관대를 두르며 칼을 쥐고, 머리 뒤 수건 맨 곳에다 손전을 꽂는다. 소모가 손전을 

뜯어 보고, 천하궁 도시님이 확실히 오셨는지 알아본다고 한다. 또, 시석에서 바라전을 대에 

감은 도싯대를 양손에 들고 덩덕궁이 춤에 무가사설을 외우고 난후, 밥을 들고 동서남북으

로 돌면서 손짓을 하고 놓고, 또 도싯대를 든다. 육갑(六甲)을 외우는 동안 제상(祭床)에 있

는 음식들을 골고루 배□에다 얹고 적덕이 두년놈을 자리에다 똘똘 싸가지고, 돛을 달아 왜

놈땅으로 보낸다. 이와같이 적덕이는 마을에 불행(不幸)과 불화(不和)의 씨를 상징하며, 이

를 마을 밖으로 쫓아 보냄으로써 별신제가 끝난 지금부터는 마을에 길운(吉運)과 화평(和

平)만 있어지이다 하는 바램이 담겨 있다고 하겠다.

十. 통 굿 음악․장단․춤

(1) 음악

통 굿음악을 기악곡(曲)과 성악곡(曲)으로 나누면, 전자(前者)엔 청신악․거상악변주곡(變

奏曲)․시나우․타령곡이 있고 후자(後者)엔 넑노래․제석노리․제비난상․손님풀이․선왕

풀이․동살풀이․천근․나무아미타불․나무로다․육갑(六甲) 및 어정소리가 있다.

ㄱ. 청신악 ; 굿 한거리가 시작될 때와 끝날 때마다 젓대가 무반주(無伴奏)로 청신악(請神

樂)을 분다.〈악보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신악의 구성음은 Sol. La. Do. Re. Mi 이다. 

주로 장2도 진행을 하며, 선율의 구(句)(phrase)와 구(句) 사이는 4도(度)음정인 경우가 흔하

다. 기음(基音) 또는 4도윗음에서 종지(終止)하며 평조(平調)에 속한다. a′음이 평균율음보

다 조금 낮다. 청신악은 거상악 조장의 선율과 동류(同類)다(〈악보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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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통 굿 청신악

ㄴ. 거상악 ; 거상악은 매년(每年) 충무의 이순신 탄신일 행사(行事)에서 연주되는 음악이

다. 굿에서는 이를 조금 변주(變奏)하여(〈악보 11〉 참조) 피리가, 긴 무가(巫歌)의 배경음

악으로 이따금 분다. 구성음은 청신악에서와 같으며, 평조(平調)이다. 기음(基音)의 4도(度)

윗음(音)에서 종지(終止)하며, 2도하행(度下行)종지를 한다. 거상악의 장단법은 다음과 같다.

① 매장(每章)의 시작음(音)은 합장단을 두 번 치는데 처음 것은 막는다.(⑪①)

② 피리선율이 끝나고 젓대가 들어 갈 때 합장단①을 치고, 젓대를 불기전(前), 피리선률

이 끝날 무렵에 “기덕 쿵 더러러러 콱”(!○…⑪)을 해준다.

③ 제2․3장이 ⑪①로 시작되므로 제1․2장의 끝은 “기덕 쿵 더러러러(io…)"를 친다.

④ 제2장 피리 끝구(句)와 제3장 피리 끝구(句)(〈악보 11〉 참조)의 부분은 ⑪①이 들어 

가 주의를 요하게 한다.

〈악보 11〉 충무 거상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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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시나우 : 굿진행(進行)도중의 기악곡(曲)으로는 주(主)로 시나우가락을 탄다. 〈악보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구성음은 La(bъʹ)․Re(eъʺ)․Mi(fʺ)․Fa(gъʺ)․Sol(aъʺ)이다. 

La는 요성하고 Re는 음가(音價)가 조금 길 때 약간 요성한다. Mi는 Fa에서 꺾어 내는 적이 

많다. 3도(度)․5도(度)진행도 있지만 4도(度)․2도(度)진행이 더 많다. 기음(基音)의 4도(度)

윗음(音)에서 종지(終止)하며 4도상행(度上行) 종지(終止)를 한다. 그러므로 제(第)2음(音)이 

생략된 계면조(界面調)에 속한다.

〈악보 12〉 충무 피리 시나우 가락

 

ㄹ. 타령곡(曲) ; 〈악보 13〉의 충무 타령곡(曲)은 충무의 승전무와 8검무의 반주음악으

로 쓰이는 外에 굿에서는 삼현춤 〈악보 22〉의 반주 음악으로 쓰이며, 또한 승방이 긴 무

가(巫歌)사설을 욀 때 이 곡(曲)을 응용한 허튼 타령을 불어 주기도 한다. 그런데 박복률씨

(氏)는 〈악보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령장단을 조금 느리게 치면 굿거리장단이 된다하

고, 실제 승전무와 통  8검무에서 ‘타령’과 ‘굿거리’에 모두 타령곡(曲)을 불었다. 승전무와 

8검무에서 ‘시나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장고장단에다 잔가락을 넣어서는 안된다고 웃대로

부터 들어왔다고 하는데, 현재 8검무의 장고장단을 들어보면23), 좀 느린박(拍)에서는(ꁔ♪ꁔ

♪□□♪□)리듬으로 치고(한장단에 약 4.2sec소요) 좀 빠른박(拍)에서는  리듬으로 친다.

타령곡(曲)의 구성음은 eъʹ․f′․a․bъʹ․c″․(dъʺ)eъʺ이다. e□은 요성하며, b□는 구

23)tape 素 84∼21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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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句)의 끝에서 길게 뽑으면서 퇴성(退聲)한다. f′음(音)은 〈악보 13〉에서 모두 8회 등장하

는데 그중 7회는 e□로 진행(進行)하고 나머지 1회는 a□로 진행한다. 또 f′앞에 e□가 있

는 경우는 5회이고 a□이 있는 경우는 3회이다. 이와같이 f′는 e□나 a□와만 연결되어 있

지만, 경과음적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c″는 1장 후반에서부터 d□으로 내는 것이 많은

데 c″나 d□ 다음에는 반드시 b□로 진행한다. c″나 d□ 앞에는 b□나 e□(e□)가 온다. 

기음(基音)에서 5도(度)윗음(音) 또는 기음(基音)에서 종지한다. 2도(度)․3도(度)․4도(度)의 

음진행이 많다. 제2,3장에서는 6도(度) ․7도(度)의 도약진행도 나온다. 충무의 타령곡(曲)은 

계면조적(界面調的) 음진행(4도＋2도진행 b□의 전타음(前打音)등)이 가미된 평조(平調)선법

이라 하겠다.

〈악보 13〉 충무 타령 (승전무․8검무)

 

ㅁ. 성악곡(曲) ; 통 굿의 성악곡(曲)들은 대개 메나리조(調)24)나 계면조의 선법으로 되어 

있다. 전자(前者)의 예(例)로서는 성악곡(曲 〈악보 4〉 및 〈악보 21〉), 손님풀이〈악보 

9〉, 선왕풀이〈악보 14〉와 육갑(六甲)〈악보 15〉을 들 수 있고 후자(後者)의 예(例)로서

는 제석노리〈악보 21〉, 제비난상〈악보 16〉, 어정소리〈악보 17〉, 동살풀이〈악보 3〉,

나무아미타불〈악보 21〉과 나무로다〈악보 20〉를 들 수 있다. 그 밖에 평조의 구성음을 

가진 천근〈악보 8〉이 있다.

(2) 장단

24) 이보형, “메나리調” 「韓國音樂硏究」제2집(서울 : 한국국악학회,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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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굿의 장단명칭으로는 조너리․푸너리․수부잔푸너리․대너리․내림채〈악보 7〉․갈

모잽이〈악보 6〉․맘자심․허배․삼현〈악보 22〉․덩덕궁이〈악보 23〉․제만수〈악보 1

5〉․공사덩덕궁이․불림(빠른 불림과 말미불림)․법성․염불장구(손님풀이 〈악보 9〉 선

왕풀이〈악보 14〉). 동살풀이〈악보 3〉․올림채․메구굿〈악보 1,2〉이 있고, 그밖에 노래

장단으로 넋노래채․제석노리채․제비난상〈악보 16〉등이 있다.

수부잔푸너리는 푸너리장단을 빠른 속도로 몰아치면 된다. 대너리는 덩덕궁이를 몰아치는 

것과 같다. 맘자심은 끝맺음채인데 이는 대너리에다 내림채를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

로 기타의 장단에 대해서만 아래에서 설명할 것이다.

〈악보 14〉 선왕풀이

〈악보 15〉 육갑(六甲)

〈악보 16〉 제비난상

〈악보 17〉 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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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조너리

ㄱ. 조너리 ; 푸너리채의 전제(前提)가 되는 장단이다. 푸너리채와 함께 올림채춤의 첫부

분을 이룬다. 선왕풀이와 손님풀이 뒤에, 동살풀이 넘어 가는 곳에도 나온다. 또한 무가사설

을 푸너리채에 얹어 부를 때 먼저 조너리를 친다. 〈악보 18〉의 징의 구음에 있어서 깽이

나 깨자(字) 부분은 실음(實音)이고, 그外의 “자” “이” “꾸”는 약하게 치거나 막는 소리이다. 

장구채편에 ＋,－ 기호를 붙여 둔 것은 ♩의 소요시간이 동일(同一)하지 않기 때문에 방편상 

0.6sec를 기준으로 더 길거나 (＋), 짧음을 나타낸 것이다.

ㄴ. 푸너리 ; (푸너리채의 용도(用途)에 대해서는 상술(上述) ㄱ. 항(項) 참조). 징의 구음

은 “끼이 끼이 구깨이 깨이”가 된다. 장고장단을 보면 2분박(分拍) 3박(拍)과 3분박(分拍) 2

박(拍)의 조합(組合)으로 이해된다. 징은(♩♩♩□♩ꁜ)으로도 친다.

ㄷ. 허배 ; 청신악후에 고인수가 넋노래를 내는 동안 승방은 굿할 채비를 갖추고 이어 사

방에 절 할 때 쓰이는 장단이다. 〈악보 20〉

ㄹ. 불림 ; 불림장단은 무가사설을 읊을 때만 쓰인다. 〈악보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5

박(拍)(2분박(分拍)) 1장단이 4개 모여 불림채를 이룬다. 그 네 번째 장단에서는 장고가 끝

박(拍)을 “꽉”하고 막아치고, 징은 앞부분과는 달리 두 번을 치기(ꁝꁞ) 때문에 불림채를 쉽

게 구별(區別)할 수 있게 한다.

〈악보 19〉 푸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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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허배장단. 불림

ㅁ. 법성․넋노래․제석노리채 ; 넋노래채는 사설 2박(拍)을 장단없이 보내고, 다음사설 2

박(拍)엔 장구만 두 번 갈라치며, 사설이 끝나면 징이 들어간다. 장고는 “떵 덕덕(□)”으로 

치는 것이 많아 한 유형(類型)을 이룬다. 제석노리채는 징을 4, 6, 4, 2, 4박(拍) 간격으로 친

다〈악보 21〉.

〈악보 21〉 법성․넋노래․제석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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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춤

통 굿에서 나오는 춤을, 장단의 차이에 따라 나누면 대너리춤․올림채춤․덩덕궁춤․삼

현춤을 들 수 있다. 올림채 춤은 큰굿 처음에 허배가 끝난 뒤 “너을이나” 하면서 신호하면 

들어가는 춤이고 대너리춤은 큰굿이외의 굿에서 역시 허배가 끝난 뒤 간단히, 대너리채에 

올려 추는 춤이다(춤가위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편(編) 민속조사보고서 

제14책(상게) pp.55∼61 참조). 삼현춤은 각(各)거리마다 굿이 끝날 무렵, 삼현장단〈악보 2

2〉과 타령곡(曲)〈악보 13․악보 22〉에 얹어 주는 춤이다(〈사진 33〉 및 〈악보 22〉의 

춤사위예(例) 참조). 덩덕궁춤은 삼현춤 들어가기 전(前)에 덩덕궁 채에다 얹어 무가사설을 

읊으면서 자연(自然)스러이 오른팔을 올리고 (무가예(巫歌例) ; 7월 7석), 왼팔 올리는(무가

예(巫歌例) ; 액을 막고) 춤사위를 가리켜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덩덕궁채를 더 몰아

칠 때면 징가락으로 ꁜꁜꁜ□도 많이 쓴다.

〈악보 22〉 삼현춤

덩덕궁이 춤

삼현 춤

十一. 무가(巫歌) 사설(“칠성본” “선왕풀이” “고금역대”)

위의 3본(本)은 모두 정모연(69재(才))씨(氏)가 물려받아 사용하는 본(本)으로 정모연씨

(氏)와 박복개씨(氏)의 협조로 이곳에 싣는다.

340



- 36 -

〈악보 23〉 덩덕궁채

(1) 七星本解詞

西天國 三河世界 王我임금 公心아절하주요 御羅大臣이야 南山은 本이로다 朝鮮은 國이로

다 八萬은 四斗世界 나래도 열두나래 施衛諸國이야 全羅道場은 五十三官이른이 한가오야 安

全道議臣下大道議야 慶尙道場은 七十一條 安全道議 大道議야 昌原은 專門道議 大邱는 大道

議 晋州는 技師道議 固城은 行次道議 巨濟는 副使道議 神殿하던 道議로다 部全하던 道議로

다 南端部州海東朝鮮 大韓民國 慶尙南道 統營郡 山陽面 三德里 院項部落 八九七番地居住 朴

氏家中에 壽命長生을 祝願키로 天地星神에 아뢰나이다. 天降太乙되여 乾下地早從이라 천가

예자 하옵시고 地壁에 築하시고 人生之初를 因하여 聖人이나셨도다 日月星辰 三河諸泉 金木

水火土 五行八卦를 마련할제 九州天下에 푸른나무 붉은불 희고누른 金銀과 붉은황토 精銀水

가 五行이라 五姓之人間들은 五行으로 生我하고 一萬五千六百年이란 말 은 後歲에 남았더

라 植木實時節에는 火食이 未通하여 蹟莫天下되여 있고 仁皇代以後로 有孫氏는 나무얽어 지

짓기를 가르치시고 木實을 따먹더니 守仁氏以後로 나무부벼 火生시켜 火食하기를 가르치시

고 神農氏는 火田하여 農事짓기를 가르치시고 太古라 卜喜氏는 그물맺어 고기잡기를 가르치

시고 戱憲氏는 배를뫃아 機械火通마련하되 日月星神은 十二成宿을 마련할제 東은 甲乙木이

라 白虎三八木하여 地木天皇이 나리시고 南은 丙丁火라 朱雀天皇이 나리시고 西는 庚辛金이

라 廣目天皇이 나리시고 北은 壬癸水라 日陸水하여 多木天皇이 나리시고 中은 戊己士라 毘

沙門天皇이 나리시고 天上에는 어느聖神이 계시는고 天皇天 帝釋天 尊福固天太白聖君 三台

六星 二十八宿 法圭天 十位諸大聖君이 指揮하여 계시되 그 中에 어느분이 먼저 指揮하여 계

시는고 船龍王이 指揮하실적에 頭는 須彌山이요 兩目은 日月이며 毛髮은 偉木草라 骨肉은 

水土石이며 血氣는 山河水요 左手는 동골바지며 石手는 北固土竹이라 四周世界 配設後에 天

皇氏地皇氏仁皇氏三皇氏는 諸天入國하여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生까지 十二成數를 마련

하옵시고 天地衛事는 어느분이든고 天政事는 北固天尊 太白聖君 三台六星이 모시고 구괄연

지 地政事는 四方七星任이 모시드라 三十三天이 降臨하사 昆飛上天 昆非天昆上天 無須遊天 

植霧變天 功霧藩天 西陽宮天 石具井天 福生天 復歸天 善行天 善尊天 無常天 從陰天 爭光天 

水晶天 無量天 小光天 大光天 廣陰天 大梵天 梵胡天 梵仲天 泰和天 還却天 自慈天 □率天 

夜娑天 過光天 道理天 四王天 이三十三天이라 二十八宿이 同參下降하옵소셔 東斗七星任의 

星名은 기모포성 심칠호성 방일토성 처도초성 황금용성 강모고성이시며 南斗七星任의 星名

은 진니청성 계익사성 천부성 장록성 천수정성 마선창성 유창천복성 이시고 西斗七星任의 

星名은 기왕천양성 삼희진성 추호성 필의태음성 부귀태백성 우친신성 유기태양성이시며 北

斗七星任의 星名은 자손만덕 탐랑성 장난언리 거문성 업장소제 록존성 소구개득 문곡성 백

장진멸 염정성 복덕구조 무곡성 수명장원 파군성이시라 東西南北七元星君님과 左補弼星 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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補弼星이 나리시고 四方朱雀星이 나리신다. 東斗七星任은 각항제방신목이요 南斗七星任은 

두여래 이슬백이요 西斗七星은 구무유류 팔지삼이고 北斗七星任은 정기유신 장이지시라 第

次禮로 내리소사 五方神將과 二十四方年神 方位地神이 童子明神과 朱雀神을 거나리고 主山

天龍 堂山天龍 明堂白虎 土地之神將軍 成造 寵王 부루 帝釋神이 弟次禮로 降臨하사 이명당 

이터전에 初心發心처를 닦아 원각정을 지을적에 千手經을 기둥삼고 만호를 쇠를 걸어안대문

에 용그리고 바갇대문에 범그리고 사모에 풍경달아 金剛般若經을 솥을걸어 左右에 벌여놓고 

八萬大藏經을 四方門을 달고 命과 福이 흘러들며 東方에 나는물이 청제수가 되어나고 南方

으로 나는물이 적제수가 되어나며 西方으로 나는물이 백제수가 되어나고 북방으로 나는물이 

흑제수가 되어나며 中方으로 나는물이 황제수가 되어나서 唯願慈悲降臨道場 日德水 月德水

가 흘러들며 東南間 각경반이 완연하고 天龍山이 되었으니 富貴하실 明堂되 으되 확봉에 

정착하여 무량 상상과 암산을 바래보니 노적봉이 비쳤기로 代代장자와 역두산을 바래보니 

노인성이 비쳐있어 白髮創常이 되매 壽明堂 壽福水가 되어 四方으로 솟아든다.

(2) 선왕풀이

천지혼돈 지초에 마연이 미판하여 他國이 본향하고 원기복기 음양시위 팔개를 내실적에 

하느님은 언제 생기시며 땅은 언제 생겼는고 하느님은 자시에 생천하시고 땅은 丑時에 생우

하시고 일월성신을 마련하시고 人間은 寅時에 생기실제 옥설가라 옥설하담 거지없다. 天地

現皇 생간후에 萬物이 繁盛하고 山川이 啓택할제 골룡산 제일봉에 산학지조종이라 산지령이 

흘러들어 天下求圭되여서라 백천이 동유하여 東海가 朝鮮이요 天峰이 장립하니 北極을 고하

있고 백해는 도도하여 六甲을 둘러있고 장천은 호호하여 世界를 덥헛서라 泰山에 올라서서 

中下를 굽허보니 낙양은 천하지풍 명성지지되 서라 靑太山은 靑龍이요 금각산은 白虎로다 

진시왕 萬里城은 別里로 삼아두고 黃河水 양자강은 開天이되여있고 소상강 동정호는 地堂이

되여있고 하학루 낙양류는 구경처 되어서라 남경은 웅천부요 北京은 順天府라 오초는 東南

이요 연지는 西北이라 東西兩京으주실리 어데메요 南北三東에 한실리간데업다 오해는 어데

메요 도당은 어데간고 오게문물은 남가일몽이요 육조변하는 장중에 호접이라 대숭이 운울하

여 호혼이 멜절컷다 天道旺盛하여 대運이 돌아오니 黃河水 다시말가 星君이 나셨도다 요순

의 기생이요 웃탕에 덕택이라 명장양신은 靑天에 구름이 모이듯 웅호걸은 靑山에 안개가 

뫃이듯 山下를 統一하고 四海를 집을삼고 南京으로 都邑할제 國號는 大明이요 건흔은 흥모

로다 시하연풍하고 國泰民安할제 선기일월이요 옷초건곤이라 盛子盛孫이 계계승승하사 先天

地後天地 億萬世世無窮이라 우리나라 돌아들래 용호를 살펴보니 國號는 朝鮮이요 첫째 治國

은 慶尙慶州 김부대왕 治國이요 삼차治國은 全羅全州百제왕 治國이요 사차治國은 송동 송학

산 왕건태자 治國이요 五次治國은 漢陽李氏王의 治國인되 물해연 도음하실제 경동선여장일

하여 인왕산이 주산되고 종남산이 남산이라 왕임이 청용이요 말리자 白虎로다 성자성손이 

계계성성하니 이아니 명산이면 저아니 명산인가 南山은 天然山이요 漢江水는 萬年水라 漢陽

地理 살펴보니 우리금수 만만세라 그 산명지나려올제 白頭山이 생겨있고 그산명지 내려와서 

黃海道九月山이 생겨있고 그산명지 내려와서 삼각산이 생겼는데 한명지 내려와서 동관대궐

터를 잡고 또 한명지 내려와서 불전대궐터를잡고 그명지 내려와 덕수궁터을납고 그명지 내

려와서 경복궁터를잡고 그명지 내려와서 한종로네거리에 관악산터를잡고 南大門밖을 얼른 

넘어 봉라친터를잡고 만이 창선이 삼각장터를잡고 南山을 치치달아 제전국수 백옥산 천거 

부인터를잡고 왕백산 별대왕산 그산명지 떠러져서 朝鮮八道 각산이 생겨온다. 적선이 간백

산 호양은 삼각산 파주는 수 산이요 풍덕은 송학산인되 개성은 불덕물산 장당은 매왕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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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오봉산이며 충조는 조남산이라 해주는 수 산 고산은 만포산이요 길주명청 회령종성 

그산명지 내려와 忠淸道를 들게되면 어느산이 주산인고 계룡산이 주산이라 계룡산서 내린정

기 주침주침 내려와서 거창은 파주산이요 해명은 백수산 산천은 백마산 합천은 오대산 삼개

는 명파산 오령은 자골산이요 현풍은 비들산 창 은 황산이요 산을 축산이며 치련은 짝

대산이라 미량은 소씨당 김해는 안관당 동래는 울산이요 웅천은 천자봉 창원은 천주산 함안

은 조만산 진주는 구름당 하동은 풍집당 남해는 금산이요 사천은 제석당 고성은 개방산이라 

팔도선왕님이 전통 을 들어왔을적에 언문에 풍아하고 애미당에 침매놓고 토성곡을 넘어들

어 새장터를 자리잡고 객사에 자기하고 안또은 배또은 아사각청 시이봉방 터를잡고 뚝지를 

터를잡고 忠烈祠 忠武公터를잡고 남방산 忠武公銅像 터를 잡고 판도를 들어서면 옛날옛적 

불칼매기 날칼매기 신전부전 하시던 불장군터를잡고 龍華山 미륵봉 선거부처님 터를잡고 閑

山島를 들어서면 한산제승당터를잡고 고동산이 주산이요 거제도를 들어서면 대금산이 주산

이요 鷄龍山이 南山이라 무지봉 국사봉 가제도 옥여봉이 多大는 아옵산 둔덕은 산방산 피난

터를 잡고 欲知로 들어서면 天皇峰이 주산이요 그명지 나려와서 박씨가중이 생겨온다. 옛날

천기 박상애 무애나무 쎄를놓고 조용히 살려보니 左天龍 右白虎 南朱雀 北玄武 전후탐랑성

이 완연하다 일삼병이 상대하 으니 대대급제도 날명지요 문필병이 완연하 으니 문신과거

도 날명지라 백발병이 상대하 으니 백발당성 날명지요 부인病이 비쳤으니 婦人가재도 날명

지요 그집을 총창할적에 학에머리 터를딱고 용의머리 집지을제 소산에올라 소목내고 대산에

올라 대목내고 서른세명力軍들이 연기하야 호박을 주치놓고 산호로 기둥세워 만호를쎄를걸

어 안대문에 용그리고 바갓대문에 범그리고 사모에 핑경달아 順風이불면 풍경소리 요란하다 

八道선왕님이 그집에 안접주접하야 온갖 富貴로 부라시드라 부기방위 곶집짓고 새양방위에 

소실걸고 우마방위에 마판짓고 계구방위에 닭집짓고 월득수방위에 세미파고 폐답추수 만석

지기 문전옥답 천석지기 단불단불 부라주시라 어찌아니 좋을손가 선왕님이 오셨다가 온갖제

욱을 받아간다 산세머리 돗국걸려 죽은쇠머리 큰칼꼽고 압다리 선객이며 뒷다리 후객이며 

꽁오베기 양베기 육전 제육을 받아간후에 해어제욱을 받아가실제 동해바다에 동태구면 서해

바다에 서른조기 넙적가오리 질긴상애 소돔대돔 소문어 대뭉어 늘어진 칼치 꽁치 준치 떼많

은 정갱이 수많은 벨치 해어제욱을 모두 바다간후로 온갖살림 부라준다. 방안치리 청능화 

도비에 홍능화 뛰띠고 홍능화 도비에 청능화 뛰띠고 각장장판 소라반죽 샛별같은 오강대에 

발길마다 쳐두고 옹장봉장 게도지 사금달매 깨깨수리 자개함농 반다지며 좌위를 벌렸으니 

어찌아니 좋을손가 안청세간을 부라주실적에 금지애독 은지애독 놋지애독 사지애독 온갖병

이 놓 거늘 목질 다 황새병 목짤랏다 자래병 알송달송 깐치병 희고흰 백병이요 검고검은 

까만병 붉고붉은 홍병에다 황병이오 그병안에 온갖술이 들어거늘 일년을 다보내고 송구 신 

일배주면 산중처사 송림주 죽은사람 살려내는 환생주며 이선여먹던 연엽주요 정제세간을 볼

작시면 다가리솟 발솟민솟 지리솟 통 소반 한성유기 쟁반 접시까지 미역을 부라주시니 어

찌아니 좋을손가 선왕님이 오셨다가 액을막아가는데 어느달이 액달인고 정월에 드는액은 이

월풍신이 막아주고 이월달에 드는액은 삼월삼진이 막아주고 삼월에 드는액은 四월초파일이 

막아주고 사월에 드는액은 오월단오가 막아주고 오월에 드는액은 육월유두가 막아주고 유월

에 드는액는 七월칠성이 막아주고 七월에 드는액은 팔월추석이 막아주고 八월에 드는액은 

九月九일이 막아주고 九월에 드는액은 10월상달이 막아주고 10월에 드는액은 11월동지가 막

아주고 11월에 드는액은 섯달그뭄이 막아준다.

(3) 고금역대(古今歷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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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上을 곰곰히 生覺하니 易以天地에 光陰은 課格이라 日 月이北이되고 死生은 芙有로다 

五行이 主人되고 四方이 時衛할제 東西南北 定한後에 三綱五倫이 밝았더라 四時가 차레하여 

群生이 在我하니 綠故盛衰와 喜悲苦樂은 人間의 事情이라 酒王이 좋타한들 今世밖에 또있는

가 早出某死를 모르고 千萬年을 살줄아니 靑天은 九萬里요 落水는 三千里라 아마도 좋은 것

은 今世上뿐이로다 슬푸도다 죽엄이야 造化로서 살진대면 太古라 天皇氏는 木德으로 王하여 

筮係攝支하고 無偉流河하니 兄弟가 十二人이라 各各 一萬八千歲를 살았으나 죽엄에는 못免

하고 地皇氏는 火德으로 王하여 兄弟十一人이라 易各一萬八千歲를 살았으나 죽엄에는 못免

하고 仁皇氏는 兄弟가 九兄弟라 分長九州하여 凡一百五十歲라 合하니 三萬六千百五十年을 

살았으나 죽엄에는 못免하고 劉素氏는 나무얽어 집짓기를 가르치며 守仁氏以後로 나무를 부

벼 불내여서 人間火食가르쳤으나 한번 죽엄을 못免하고 太後라 卜喜氏는伺寅聘라 八卦를지

어내여 世界政事를 다스리고 家畜을 在酌할새 그血을써서 禮를 삼고 껍질을 綱固翦禦하시되 

그물코를맺어 산양하여 고기잡기를 가르쳤으나 한번 죽엄을 유전하시드라 皇帝憲獻氏는 人

身孟遂하여 三百草하시던 恭遜聖人이요 呼日 摩□姓이라 이름은 許琪요 移雄多來하여 仁君

昭典伊雅達이라 自給自足으로 易山하 으나 한번죽엄을 유전하시고 昭豪今撚氏는 이르믄 善

時오 皇帝의 아들이라 餘曰淸涼이시니 歸立에 鳳鳥積製하여 理造爐琪干하 으나 한번 죽엄

을 못免하고 周文王은 女像을 流水에만나 天下를얻어 萬姓千子되었으되 捌駿馬를타고 天歲

에 遊行타가 西域國에 同樂하 다는 말 은 八仟槌에 有明하 으나 한번죽엄을 못免하고 秦

始皇帝 이름은 精이요 六國을 合政統治하고 天下統一하여 萬里長城 높이쌓고 我防宮을 지으

시사 三千宮女 五百人을 虛送三唇한 연후에 死後坪垈 저문날에 餘山黃草뿐이로다. 향우氏는 

四盛人이요 呼日名은 文明이니 高支之宰요 傳後佼育志孫子라 丘淵進水를막아 天下를 平定케

하 으나 죽엄에는 못免하고 銀王星誕氏는 自星人이요 을 써서 喃水에 내치시고 漆旱에 

비를빌어 萬民을 求助하시니 그에 恩德이 今首에 비쳤으나 한번 죽엄을 못免하고 漢太祖 高

皇帝姓은 劉氏요 自는 弟以라 하시고 豊中養땅 사람이라 絨準이 龍顔이요 美壽椽하고 自古

에 七拾이 黑字라 뜻이 넓어 生業에 일삼지 아니하고 死生으로 出戰에 힘쓰더니 必馬短槍으

로 新楚를 쓰러치시고 捌練의 機業을 얻어 滿生天子 되 으나 한번 죽엄을 못면하고 韓某帝

氏는 臣下를 求하려고 飾路傍白裝台를 四方으로 모았으되 神仙과 不死藥을 못얻어서 餘山我

陵에 帝皇무덤 軻憐하다 韓昭召皇帝이름은 窟陵이라 열네살 때에 三江傀儡灣 싸움을 能히 

하 으되 한번 죽엄을 못免하고 漢昭召降道皇帝이름은 時라 德望이 世上에 널리 덮혀 있고 

漢昭召拾皇帝이름은 飛라 三國은 政治못하 으나 萬古英雄이로되 한번 죽엄을 못免하고 盡

模帝司馬도□은 天下에 重傑이요 南省平城사람이라 家道가 極貧하여 집신장사 하옵다가 萬

生天子되 으되 한번 죽엄을 못免하고 宋太祖 曺관우는 卓群사람이라 仇儒島對敵하니 無量

과 德業이 今世에 比할데 없으시되 한번 죽엄을 못免하고 李太祖惡氣는 峨盧요 今太祖嘛窟

待姓은 안이요 世祖 惚覇□은 키가 天下에 節軟하여 世上에 貴品이 되었으나 한번 죽엄을 

못免하고 昭告皇帝姓은 柳氏요 이름은 言相이라 自는 菊貴씨며 中常固良사람이다. 戊寅年正

月에 他界하여 成寅年五月에 封하시사 슬푸다 죽엄이야 옛부터 聖人에도 잠간 왔다가 돌아

가고 次第生하여 次後去하니 送舊迎新軻憐하다 成勢興忙하실 적에 仁聖支聖大聖人도 代代로 

죽은말 이 古今歷代에 있건만은 어찌 다 記錄하리요 萬古에 없는 大聖人孔子氏도 周遊天下

하여 百花를 總集하고 道德이 强踐한되 한번 죽엄을 못免하고 王聖人 孟子氏도 孟子七篇 지

으시고 自□는 絨準을 지으시사 名明한 妻子와 一男尺歸로 앉아있어도 少年旱死 가련하다. 

行實로 살진대면 美生所技가 죽었으랴 節介로서 살진대면 白衣宿第는 壽養山에 굶어죽고 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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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으로 살진대면 龍房이 悲觀하며 죽었으랴 口辯으로 살진대면 小眞伊도 죽었으랴 文章으로 

살진대면 李太白 頭自尾도 죽었으랴 氣運으로 살진대는 麗□氏는 하늘을 집어쓰고 孟軍五岳

을 已時에 無明케하사 後代에 戰勝力을 開嘉치 못하고 죽었으랴 暴惡으로 살진대면 李王 曺

操가 죽었으랴. 奸惡으로 살진대면 陳나라 曺鷄와 漢나라 朝模祖이 죽었으랴 吳楚사람 吳子

書와 廣東사람 黃常勢는 역發山같은 氣像勢도 墺□에가서 自死하고 職位와 兵法으로 살진대

면 東案에 長子房과 宮안에 제갈공명 죽었으랴 神仙으로 살진대면 上山事後 皇席宮 白落泉 

積送者 安技生 布賞技도 어데가서 幽冥을 하 는가 슬푸다. 죽엄이야 男中一色 寒臣生과 執

枰이도 죽었으랴 女中一色 明花와 舞山樂部仙과 短命의 楊貴妃와 麗浦에 草仙이도 像魂玉骨 

軻憐하다. 人生이야 忠烈 忠誠 忠孝 忠婦 諸神과 萬古靈神任네가 期年期月 期日 期時에 明

密한 說法받아 禦悅身今日亡者와 免魂된 죽엄을 怨을 말고 往生極樂으로 가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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