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신굿과 공동체문화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지역 연구를 통해서-*27)
28)박경신**

<논문개요>
이 논문은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지역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별신굿이나 무가
가 마을공동체문화나 공동체의식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별신굿에 관여하
는 구성원들은 각기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측면에서 마을공동체의식의 공고화에
기여하는가 하는 점을 규명한 것이다.
별신굿이나 별신굿 무가는 공동체문화 가운데에서 신앙공동체문화와 직접적 관
련이 있다. 그래서 구비문학의 다른 갈래에 비해 공동체문화적 성격이 가장 강하고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산동 별신굿은 어촌공동체사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것이 현재에
도 전승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이 마을에는 이 별신굿의 존재기반인 어촌공동체사
회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산동 별신굿은 마을사람들의 공동체의식을 확보하고 그것을 확고하게 유지하
는 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제주(祭主)와 마을임원들은 마을사람들의 역
량을 결집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 마을사람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별신굿에 동참하고 기여한다. 이것은 마을을 떠
나 외지(外地)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도 같다. 당주무당(堂主巫堂)은 별
신굿을 진행할 때에는 물론 그렇지 않을 때에도 사제(司祭)로서의 권위를 가지며,
이 권위를 활용하여 마을사람들의 공동체의식이 단단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골매기신은 마을사람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마음의 고향으로 그들의 공동체의식의
표상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일산동 사람들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별신굿을 통해서 묵은 감정을 해소
하고 공동체의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 별신굿을 새로운 삶의 출발점으로 활용하고 있
다.
주제어 : 일산동(日山洞), 별신굿, 무가(巫歌), 공동체문화, 신앙공동체문화, 공
동체의식, 당주무당(堂主巫堂), 골매기신.

* 이 논문은 2004년 울산대학교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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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고는 별신굿과 거기서 불리는 무가(巫歌)가 그 전승공동체집단(傳承
共同體集團)이나 그들의 문화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울
산광역시(蔚山廣域市) 동구(東區) 일산동(日山洞)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
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아직도 한국에는 많은 마을 단위의 별신굿들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특별히 일산동 별신굿을 검토대상으로 삼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전체 자료가 두 차례에 걸쳐 공간(公刊)1)됨으로써 이 일산동 별
신굿이 현재까지 우리가 가장 풍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마을 단위 별
1) 울산지방무가자료집(제1～5권/총 3,266면),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韓國의 별신굿 巫歌(제1～12권/총 6,951면), 국학자료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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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굿이기 때문이다. 우선 풍부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체계적이고 합리
적인 분석과 평가가 가능하리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자료의 공간 과정을 통해서 이 굿이 동해안(東海岸) 별신
굿2)의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따라서 이 지역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가 한국의 별신굿과 그 전승공동체문화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
게 전승되고 있고 비교적 그 본래의 기능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별신굿
이 동해안 별신굿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일산동 별신굿은 한국의 대표
적인 별신굿 가운데 하나라고 하여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셋째는 그 두 차례의 자료 공간이 필자의 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
자에게 이 별신굿은 매우 친숙하고, 따라서 깊이 있는 고찰이 가능하리라
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자료조사와 공간의 과정에서 이 마을의
당주무당(堂主巫堂)3)을 맡고 있는 김영희(金映希)4) 무녀와 대화를 나눌

2) 동해안(東海岸)의 해안선(海岸線)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자연 마을 단위에서 마을의 평화와
안녕, 풍어(豊漁)와 다산(多産)을 기원하기 위해 행하는 대규모의 굿이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강원도 거진(巨津)에서부터 부산(釜山)지역에 이르는,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자연 마을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무당들을 청해다가 벌이는 대규모 굿판이 동해안
별신굿이다. 이 굿은 마을수호신을 위한 신성한 제의(祭儀)이자 마을사람들 모두가 참여하는
성대한 공동축제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마을 신당(神堂)에서 진행되는 유교식(儒敎式)
제의와 마을 앞의 모래밭이나 공터 등에서 무당이 중심이 되어 벌이는 굿으로 양분화된 형태를
취하는 마을들이 많지만, 굿이 이 제의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이 굿은 한 번에
3～4일 정도로 끝내는 마을들이 대부분이지만, 드물게는 열흘씩 굿을 하는 마을들도 있다.
3) 동해안굿에서 세습무집단(世襲巫集團)의 구성원 가운데 별신굿의 진행을 책임맡은 무당을 마
을사람들이 부를 때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당주무당은 각 마을별로 정해져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바꾸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4) 동해안세습무집단(東海岸世襲巫集團)의 무녀(巫女)들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는 무녀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무녀로,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에 살고 있다.
약간 땅딸막한 체구에 성음(聲音)도 좋으며, 재치도 있고, 설득력도 겸비하고 있는데, 얼굴에
마마 자국이 있어서 동해안 굿판에서는 흔히 ‘꼼보무당’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82호 동해안(東海岸) 별신굿 및 오구굿의 무악부문(巫樂部門) 기능보유자인 김석출(金石
出)씨의 큰딸이다. 남편은 제갈태오(諸葛泰伍)였는데 그는 1997년에 병(病)으로 죽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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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도 많았고,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별신
굿과 공동체문화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공동체문화와의 관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마을사람들,
당주무당, 골매기신(神)5)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들의 역할과 공동체
문화의 관련성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별신굿과 공동체문화와의 관련에서
당주무당의 기능을 특별히 주목한 연구결과는 아직 없었다. 이것은 당주무
당이 별신굿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공동체문화
의 유지나 강화에 매우 중요한 한 축(軸)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별신굿을 주로 마을수호신이나 마을사람들의 측면에서만 고찰
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본고를 통해서 필자가 의도했던 연구
성과를 온전히 거두게 된다면 당주무당이 공동체문화의 유지와 강화에 어
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리라고 본다.

2. 별신굿과 신앙공동체문화(信仰共同體文化)
구비문학은 민중(民衆)들이 공동으로 창작하고 향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공동체문화의 일부라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
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공동체문화로서의 기본적 성격이나 그 강도는 각
갈래마다 다르다. 민속극이나 민요가 설화나 판소리 등에 비해서 양반의식
의 침투를 덜 받았다거나, 민속극이나 민요에 나타난 비판의식6) 내지는
서민의식이 설화나 판소리에 나타난 비판의식 내지는 서민의식에 비해 강
하다는 설명7) 등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경상도지방 무속에서 마을수호신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남신(男神)은 골매기할배, 여신(女神)
은 골매기할매라고 부른다. 부부를 함께 수호신으로 모시는 마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마을
수호신은 골매기할배할매라고 불린다.
6)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홍성사, 1979. 185～198면.
7) 강등학 외,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2. 2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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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문화의 일부로서 별신굿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그것이
신앙공동체문화라는 점이다. 이 점은 별신굿을 다른 공동체문화와 변별시
키는 가장 뚜렷한 징표이면서 동시에 공동체문화 내에서 별신굿이 가지는
기본적 성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연(地緣)을 바탕으로 신앙공동체
문화로 존재하는 것이 별신굿이며 그 별신굿의 핵심적 내용이 별신굿 무가
(巫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별신굿이나 무가는 구비문학의 다른 갈래들에
비해 공동체문화로서의 성격이 가장 강하고 그 역사도 가장 오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신앙이 인간의 삶이나 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
큼 높고 원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무가가 가지는 신성성과 주술성이라는
특성8)은 별신굿이나 무가가 신앙공동체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3. 일산동(日山洞) 별신굿과 공동체문화의 관계
(1) 일산동(日山洞)의 문화적 성격과 별신굿의 제차(祭次)
1) 일산동의 입지조건과 문화적 성격
일산동(日山洞)은 현재의 행정구역상으로는 울산광역시(蔚山廣域市) 동
구(東區) 일산동(日山洞)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행정구역상의 일산
동과는 관계없이 일산동 별신굿을 행하고 있는 바닷가의 작은 자연마을이
본고의 검토 대상이 되는 ‘일산동’이다. 지금도 이 마을의 노인들은 ‘일산
동’이라는 행정구역상의 명칭 대신 자신들의 마을을 ‘일산진(日山津)’이라
는 고유의 이름으로 부르기를 더 좋아하는데, 어찌 보면 그것이 의도적인
것으로 느껴지기까지 한다. 아마도 자신들의 마음의 고향(故鄕)은 행정구
8)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112～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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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상의 일산동과는 관계없이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작은 마을이라는
의식이 이렇게 표출된 것일 것이다. 일산진이라는 마을 이름은 본래 이곳
이 방어진(方魚津)이나 장생포(長生浦)로 드나드는 큰 나루터[津]였기 때
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 나루터는 지금은 흔적도 없다. 그런
데도 마을사람들은 여전히 ‘일산진’이라는 이름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9)
요컨대 이 마을사람들은 심리적으로는 급격히 팽창하는 행정구역상의 일
산동과 자신들의 마을을 구별하려 하고 있고, 외부에서 유입되어 오는 사
람들과 본래부터 이 마을에서 살았던 토박이로서의 자신들을 구별하고 싶
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일산진(日山津)은 현대중공업주식회사(現代重工業株式會社)와 방어
진의 중간쯤에 자리잡고 있다. 남쪽인 방어진쪽 육지의 끝인 울기 등대(燈
臺)에서 시작해서 현대중공업주식회사쪽으로 이어져 나온 육지의 끝이 오
목하게 큰 C자(字)의 모양을 취하고 있는데 그 북쪽 끝인 현대중공업주식
회사쪽 끝자락쯤이 이 마을이 자리잡은 곳이다. 이 C자 모양의 항만(港
灣)은 동해안에서는 달리 찾아보기 쉽지 않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커서, 그
항만에 둘러싸인 해안선(海岸線)의 길이만도 족히 4～5km는 된다. 항만
의 남북 양쪽 끝부분은 바위로 되어 있지만 중앙(中央)부분은 고운 모래밭
으로 되어 있고,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水深)도 그다지 깊지 않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일산동 해수욕장은 일찍부터 울주군의 진하(津下)
해수욕장과 함께 인근에서는 피서객들이 가장 즐겨찾는 좋은 해수욕장(海
水浴場)이다. 또한 방어진쪽 해변의 끝은 울기 등대(燈臺)로 바로 연결되
어 있는데, 이 울기 등대(燈臺)는 해변의 경치가 좋을 뿐만 아니라 탁 트
9) 따라서 ‘일산동(日山洞)’과 ‘일산진(日山津)’을 구별해야만 개념상의 혼란이 생기지 않을 수 있
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무가자료에서 ‘일산진’을 ‘일산동’으로 통용해서 불러왔고, 본고
에서 행정구역상의 ‘일산동’을 가리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행정구역상의 일산동을 가리킬 경
우에만 ‘일산동’으로 구별해서 사용하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개념상의 혼
란이 우려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고에서는 일산진과 일산동을 통용하기로 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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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해(東海)가 한 눈에 들어오고, 울산 사람들이 문무왕(文武王)의 수중
릉(水中陵)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왕(大王)바위가 있어서 사철 내내 관
광객이 끊이지 않는 관광 명소(名所)이기도 하다. 이런 자연조건 때문에,
이 일산진(日山津) 지역은 이십여 년(二十餘年) 전(前)에 이미 집단위락
시설지구로 지정되었고, 현재 그 기반조성사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방어진
쪽의 해변은 구획정리사업이 거의 완료된 단계에 있다.
별신굿을 행하는 일산진 마을은 이 큰 C자형 항만의 현대중공업주식회
사쪽에 모래밭 해변을 따라 일자(一字)로 길게 늘어서 있다. 그러나 이 마
을 역시 집단위락시설지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의 신개축(新改
築)이 금지되어 있다.
여름이면 피서객들이 즐겨찾는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고, 주변 경관도 빼
어나며, 교통도 매우 편리하고, 바로 인접해서 현대중공업주식회사와 미포
조선이라는 세계적 규모의 조선소(造船所)들이 있고, 고개 하나를 넘으면
현대자동차주식회사까지 있기 때문에, ‘일산동’ 지역은 근래에 급격히 상업
지구화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일산동’ 지역의 주된 산업은 상업이라고
해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가
의 일산진 마을은 여전히 두 해마다 한 번씩 음력 10월 초하루부터 3일간
별신굿을 행하고 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이 마을에는 이
별신굿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애호가들인 어민들과 해녀들이 아직도 상당
수 남아있기 때문이다. 산업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어업이나 패류(貝
類), 해초류(海草類) 채취 같은 일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줄어
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인근에는 좋은 어장이 있고 동해안(東
海岸)에서는 드물게 천혜(天惠)의 항만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마
을에는 소형 어선(小型漁船)들이 상당히 있고, 어업(漁業)에 종사하는 사
람들도 아직은 상당수 남아 있다. 또한 근처에는 전복이나 소라 등의 어패
류(魚貝類)나 미역, 우뭇가사리 등의 해초(海草)도 풍부해서 해녀(海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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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상당수 남아 있다. 따라서 어업(漁業)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었던
마을공동체(共同體)가 미약한 상태로나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
이라고 할 수 있다. 근처에 대규모 조선소와 자동차공장 등이 들어섬으로
써 외지(外地)로부터 유입된 인구가 상당수에 이르고 그 비율이 급격히 높
아지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대대(代代)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온 토착민(土着民)들이 많이 남아 있고, 이들이 마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나마 이 별신굿이 명맥을 유
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일산동 별신굿의 제차
동해안(東海岸) 별신굿은 이른바 동해안세습무집단(東海岸世襲巫集團)
이라고 부르는 동일한 세습무집단이 마을사람들의 위임을 받아 진행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이들 세습무집단은 이 별신굿을 주도적(主導的)으로
진행하는 사제집단(司祭集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현
재 이들 집단의 규모는 약 80명 정도인데 실제 무업(巫業)에 종사하는 것
은 대략 그 절반 정도라고 한다.
동해안 별신굿은 그 사제집단은 동일해도 굿의 구체적 진행방식이나 절
차는 각 마을마다 다르다. 각 마을은 ‘몇 년에 한 번씩,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 몇 일간, 몇 거리의 굿을, 어떤 순서로 진행한다’라는, 자기
마을만의 정해진 틀이 있다. 이 틀은 각 마을별로 오랜 세월을 두고 전해
져 내려온 것으로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굿은 이 절차에 따라 진
행되는 것이다.
일산진 별신굿은 일산진 마을에서 만2년에 한번씩 음력 10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24거리의 굿으로 진행되는 별신굿이다. 일산진의 노인들
은 자신들 마을의 별신굿은 24거리로 진행되는 굿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당주무당인 김영희씨나 세습무집단의 다른 무녀들도 그렇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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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행해진 일산진 별신굿에서는 부정거리상하당맞이가망거리세존
(世尊)거리성조(成造)거리군웅(軍雄)거리제석(帝釋)거리내천왕(內天
王)거리일월(日月)맞이산신(山神)거리조상(祖上)거리손님거리대왕(
大王)거리맹인(盲人)거리부인(婦人)거리소(小)가망거리황제거리외
성조(外成造)거리일월(日月)맞이외세존(外世尊)거리우천왕(右天王)거
리용왕(龍王)거리걸립(乞粒)거리장수(將帥)거리월래거리대거리의
26거리가 진행되었지만, 두 번에 걸친 일월(日月)맞이는 일산동 별신굿의
정식 제차에 포함되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10) 이 두 번의 일월(日月)맞
이를 제외한 24거리가 일산동(日山洞) 별신굿의 굿거리 숫자인 셈이다.
이들 거리들 가운데에서 세습무집단과 마을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
는 것은 역시 용왕(龍王)거리인데 이것은 일산동 별신굿이 어촌공동체문
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문화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2) 공동체문화의 측면에서 본 각 구성원들의 역할과 기능
1) 주체(主體)로서의 마을사람들
동해안 별신굿은 세습무집단의 주도(主導)로 행해진다. 그러나 세습무
집단만 굿의 진행에 참여하고 마을사람들은 방관자나 단순한 관중의 상태
에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굿의 진행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
하는 것은 세습무집단이지만, 마을사람들도 적극적으로 굿의 진행에 참여
한다. 동해안 별신굿은 세습무집단이 주도한다고 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는 세습무집단과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연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 일산동(日山洞) 별신굿의 주체는
일산동 마을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 별신굿은 일산동 마을사람들
10) 박경신, 울산지방무가자료집(1),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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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신들 마을의 안녕과 평화, 그리고 풍요와 다산(多産)을 빌기 위해 행
하는 굿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
두가 이 별신굿을 위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을공동체의 안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빈다. 그리고 그들은 개개인의 안녕과 평화와 번영은
마을공동체의 안녕과 평화와 번영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믿는다. 별신굿은
마을공동체가 각 가정이나 개인보다 상위의 가치개념이라는 것을 전제하
고 있다.
① 제주(祭主)와 마을임원들

별신굿을 지낼 때가 다가오면 마을에서는 제관(祭官)을 선정하고, 제물
을 준비하며, 재계(齋戒)에 들어간다. 제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
당하는 사람이 제주(祭主)이다. 제주는 집안에 궂은 일이 없고, 신실(信
實)한 마을사람이어야 한다. 마을에 따라서는 별신굿을 할 때마다 매번 제
주를 따로 정하는 마을들도 있지만, 이곳 일산동에서는 제주를 맡아서는
안될 특별한 사유가 집안에 생겼거나 아니면 본인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들어 제주를 맡지 않겠다고 하기 전에는 제주를 바꾸지 않는다. 제주는 사
생활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심지어는 자신이 제주를
맡아 별신굿을 하고 나서 마을에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제주가 정성이 부
족해서 골매기할배가 화가 나서 그렇게 되었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난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제주를 맡으려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제주는 재계 기간동안 모든 일에 있어 극도로 삼
가고 조심하며, 찬물에 목욕하고 재계하며, 정성껏 제물(祭物)을 준비한
다. 무례한 언행을 삼가고, 궂은일에는 가까이 가지도 않으며, 심지어는
부부간에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는다. 제주의 이러한 근신(謹愼)은 개인적
인 입장에서는 골매기신에 대해 극도의 정성을 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다른 측면에서 보면 마을사람들에게 재계(齋戒)의 모범을 보임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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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제주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나도 힘닿는 데까지
는 정성껏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의식의 강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의 다른 임원들의 경우도 제주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별신굿이 진행
되는 동안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부정(不淨)한 일을 피한다.
제주(祭主)와 마을임원들은 실질적으로, 별신굿의 진행과정에서, 세습
무집단에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이들은 굿을 계획하고, 굿의
진행과정을 당주무당과 협의하며, 굿의 진행과정에서는 무녀와 관중들 사
이의 일체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무극(舞劇) 등의 특정 대목에서는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는 경우까지도 있다. 이들은 마을사람들을 앞에서 이
끌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하며, 때로는 무당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까지 별신굿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한다.
이들 마을임원들은 별신굿의 진행과정에서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자
마을사람들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힘의 구심점이기도 하다. 굿의 진행에 대
한 마을사람들의 의견이나 여론은 이들 마을임원들에게 전달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굿의 진행과정을 당주무당과 협의하거나 통제함으
로써 결과적으로는 마을사람들의 의견을 굿에 반영시키고 굿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별신굿이 궁극적으로는 마을사람 전체의 평화
와 안녕, 풍요와 다산(多産)을 위한 제의(祭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마을사람들이 이 제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
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들 제주와 마을임원들은 공동체의식의 구심점이
라고 할 수 있는 이 별신굿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함으로써 마을공동체
가 유지되고 그 문화가 전승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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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을의 일반 사람들

이러한 극도의 근신(謹愼)은 제주(祭主)나 마을임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러한 근신은 마을사람 모두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다. 제주나 마을임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을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부정(不淨)한 일을 저지르면 골매기신은 노여워해서 제장
(祭場)에 임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무속(巫俗)의 관습이다. 따라서 마을
사람 모두가 일체가 되어 지극한 정성을 드려야만 마을 전체가 골매기신의
축복(祝福)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별신굿이 다가오면 마을에
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돈다. 서로 조심스러우면서도 웬지 불안하고, 누군
가의 부정한 일 때문에 어쩌면 마을 전체가 골매기신의 축복을 받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마을사람들을 긴장시킨다.
이러한 불안감은 별신굿 날짜가 다가올수록 증대된다. 마치 바람을 팽팽
하게 불어넣어서 터지기 직전의 풍선과 같은 상태가 별신굿을 목전(目前)
에 둔 마을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마을사람들은 각자 온 힘을 기울여
마을 전체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근신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마을
전체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성실하게 근신할 것을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 졸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그대로 공동체의식의 강화로
연결된다. 비록 무의식적인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저지른 작은 하나
의 순간적인 부정이나 실수가 마을사람 전체의 노력과 정성을 수포로 돌아
가게 만들고, 더 심하면 마을 전체의 안녕과 평화를 무참히 깨뜨릴 수도
있다는 데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곤혹스러움은 평상시에는 쉽사리 느끼거
나 겪을 수 없는 특별한 감정이고 체험이다. 별신굿 기간 동안 모든 어선
에다 선왕기를 높이 달아두는 것은 물론, 많은 어민들이 생업(生業)인 어
로작업(漁撈作業)도 중단하는 경우까지 생기는 것을 보면 이 별신굿이 얼
마나 굳건한 공동체의식에 바탕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적인 참여 이외에 마을사람들은 물질적으로도 이 별신굿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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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한다. 그것은 이 별신굿이 ‘남의 일’이나 ‘제주나 마을임원들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자 ‘우리 마을 곧 우리 마을공동체의 일’이기 때문
이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체
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별신굿의 진행에 참여한다. 굿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렴하는 일이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이다. 이 경비 추렴은 각
자 능력에 따라 자발적으로 한다. 일을 맡아서 진행하는 마을임원들의 입
장에서 보면 한 세대당 얼마 하는 식으로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일산동에서는 그런 방
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다가는 자칫 본말(本末)
이 전도(顚倒)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징수의 편이성만 고려하여
별신굿의 경비를 가구당 얼마로 강제 부과하였다가 잘못되면 공동체의식
강화를 위해 행해지는 이 별신굿이 오히려 마을사람들 사이의 단합을 해치
고 불화와 반목을 조성할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경비는 전
적으로 자발적 성의 표시에 맡겨져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 어려운 사람은 조금만 낸다. 꼭 돈으로만 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별신굿 기간 동안 마을을 찾는 손님들을 대접할 팥죽이나 밥을 제공하는
사람도 있고 술과 음료수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다. 노력 봉사를 하는 사람
도 있다.
마을에서는 이렇게 돈이나 물건을 기부한 사람과 그 기부 내역을 좁다란
한지(韓紙)에 적어 굿당 안의 벽을 따라 걸어놓는다. 기부자의 숫자가 늘
어날수록 벽에 걸린 이 쪽지도 늘어난다. 마을임원들은 기부 금품을 받으
면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쪽지 한 장을 새로 써서 그것을 앞에 붙였던 쪽
지의 다음 칸에 붙인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특별한 위치를 배정해
주는 법도 없고 금액이 많다고 해서 더 큰 쪽지에 써주지도 않는다. 기부
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기부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철저한 평등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굿판이라고 보아도 좋다. 이 쪽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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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을 하는 동안에는 마을사람들의 공동체의식을 과시하는 당당한 지표로
게시된다. 그리고 굿이 끝나고 나면 마을임원들은 이 쪽지를 순서대로 걷
어서 보관하는데, 이것은 장부상에 기재된 내용과 대조해보는 보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곳 일산동 별신굿에서는 한 번의 굿에서 내걸리는
이 쪽지가 삼백여 장에 이르는 것이 보통이다. 이 마을의 별신굿이 개인
차원의 굿이 아니라 마을 단위의 굿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렇게 온 마을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이다.
③ 고향(故鄕)을 떠난 마을사람들

동해안 별신굿은 골매기신을 위한 제의(祭儀)이자 마을사람 모두가 함
께하는 공동의 축제이다. 마을수호신의 보호를 받아 마을 전체가 안녕과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개인의 안녕과 평화는 이를 통해서만 확보된다는 굳
건한 공동체의식이 이 별신굿을 떠받치고 있는 튼튼한 기둥이다. 일산동
사람들은 별신굿을 통해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겠다는 골매기할배
할매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에 함께 기뻐한다. 그래서 별신굿에는 남녀노
소 없이 마을사람 모두가 함께 참여한다.
이러한 것은 현재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몫도 아니다. 고향 마을
을 떠나 외지(外地)에 나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출신의 사람들도 이 기간만
은 가능하면 마을로 돌아와 합류한다. 조상의 제삿날이나 명절이 되면 전
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던 가족들이 온갖 어려움이나 불편을 무릅쓰고
모두 고향집에 모이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일산동 마을사람들은 한국 사
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명절 이외에 별신굿이라는 또다른 자신들만
의 명절을 만 2년마다 한 번씩 더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일산동 별
신굿은 일산동 사람들에게는 고향을 떠난 친구나 친지를 오랫만에 만나 안
부를 묻고 정담(情談)을 나누며 술과 노래와 춤으로 함께 즐길 수 있는 가
장 확실한 만남의 장(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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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마을에서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교환한다. 그래야 별신굿을 할 때에 그 사실을 별다
른 어려움 없이 알릴 수 있고 참여를 부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별신굿
은 만 2년마다 한 번씩 음력 10월 초하루부터 3일간 진행되기 때문에 고
향을 떠난 사람들도 고향 마을의 별신굿이 언제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날짜에 맞추어 고향 마을을 방문하려는 계획을 마음속으
로 세우고 있다. 사실상 짝수 해에 별신굿을 하느냐 홀수 해에 하느냐 하
는 것만 기억하면 별신굿을 하는 구체적 날짜를 기억하는 것은 그다지 어
려운 일이 아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별신굿을 할 시기가 다가오면 마을에서는
고향을 떠난 마을사람들에게 일일이 별신굿에 대한 안내를 한다. 마을에
형제나 친인척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인편으로 연락을 부탁하기도 하고 마
을임원들이 직접 전화로 연락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도 다시 일일이 안내
장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혹시 실수해서 누락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
고 심할 경우에는 상당한 질책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임원들은 이
안내장 발송과정에 각별한 신경을 쓴다. 안내장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어 충
분한 정보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았다면 마을임원들이나
마을사람들은 당사자에게 왜 너희 마을 별신하는데 알면서도 오지 않았느
냐고 책임 추궁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 안내장 발송과정에서 실수로 알리
지 못했다면 사태가 완전히 역전되어 마을임원들이나 마을사람들이 왜 우
리 골매기할배할매 별신하는데 나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느냐는 항의를 받
아야 하는 궁지에 빠진다. 물론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는 경우는 거의 없
다. 미안한 표정으로 ‘고향 마을을 지키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다. 지난 번
별신 때에는 안내장을 받았는데도 급한 일이 있어서 못와서 미안하다. 앞
으로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다’라는 인사 한마디에 마을임원들이나 마을사
람들은 ‘아, 몸은 마을을 떠나 살고 있어도 이 사람은 여전히 우리 마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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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구나’라는 동질성을 확인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 ‘왜 지난 별신
때는 안 알렸어’라는 가벼운 항의에 ‘정말 미안하다. 하도 바쁘다 보니 안
내장 발송할 때 빠졌던 모양이다. 다음에는 잘 챙겨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
다. 그런 뜻에서 내 술 한 잔 받아라’ 하고 내미는 소주 한 잔에 ‘아, 내가
고향 마을을 떠나 있어도 고향 마을사람들은 나를 여전히 우리 마을사람으
로 인정해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출향인사들의 안도와 기쁨이
있다. 그래서 일산동 별신굿은 마을사람들에게는 외지(外地)에 나가 살고
있는 친구나 친지를 만나게 되리라는 기대와 만남의 기쁨을 선사하고 고향
을 떠나 외지에서 살고 있는 마을사람들에게는 고향의 정(情)을 확인하고
정신적 뿌리를 확인할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이 현
재 살고 있는 공간이 어디냐에 관계없이, 마을사람들에게나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나 자신들이 같은 골매기할배할매의 보호를 받고 있는 공
동운명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
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외지에 나가 살고 있는 마을사람들은 별신굿에
기꺼이 금품을 기부한다. 그것은 이 별신굿이 바로 ‘우리 마을의 일’이고
나아가서는 ‘나의 일’이기 때문이다. 별신굿 기간에 마을을 방문한 출향인
사들은 잔치집에 부조봉투를 들고 가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마을에다 금
품을 기부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마을을 방문할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마을에 살고 있는 친척이나 친지 등을 통해서 금품을 기부한다.
그것도 여의치 못할 때에는 소액환으로 보내오기도 한다. 마을임원들은 이
들이 기부하는 금품도 마을사람들의 경우와 똑같이 장부에 기록하고, 그
기부 내역을 좁다란 한지(韓紙)에 적어서 굿당 안의 벽에 걸어둔다. 그 순
서는 오직 기부금품이 접수된 순서에 따를 뿐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과 외
지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람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 일산동 사람들의
공동체의식은 현재 살고 있는 공간이 어디냐 하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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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도로 공고하다는 것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일산동 별신굿은 현재 일산동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는 장(場)이 아니라, 외지에 나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출신
인사들의 공동체의식을 함께 확인하는 장(場)이기도 하다. 이 별신굿이 있
기 때문에 외지에 나가 살고 있는 이 마을사람들은 이런 별신굿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마을 출신 사람들에 비해 ‘나는 몸은 비록 객지에 나와 있어도
마음으로는 당당한 고향 마을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 줄 것이고 이러한 의식은 그들의 삶에 정신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데에
상당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제(司祭)로서의 당주무당(堂主巫堂)
당주무당은 마을의 별신굿을 맡아서 진행하는 무당을 말한다. 각 마을은
각각의 골매기신을 모시고 있고, 그 골매기신을 위한 독자적인 제차(祭次)
를 가지고 있으며, 그 제차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마을 단위의 당주무당을
가지고 있다. 이론적으로만 말하면 매번 별신굿을 할 때마다 이 당주무당
은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동해안 마을들에서 이 당주무당을 바꾸
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별신굿을
하고 나서 마을에 큰 사고가 있어서 당주무당이 진행한 굿의 효과에 심각
한 의문이 제기되어 마을사람들이 당주무당을 바꾸기로 합의한다거나, 당
주무당이 중병(重病)이 들어 도저히 별신굿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마을의 굿과 날짜가 겹쳐서 원래의 당주무당이 도저히 일정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 당주무당이 장기간 멀리 떠나 있어야 하는 경우 등 아주 특별
한 경우가 아니면 동해안 마을들에서는 당주무당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이곳 일산동 별신굿을 주관하는 당주무당은 제갈태오․김영희 부부였는
데, 1997년에 제갈태오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은 김영희 무녀만 당주무당
으로 남아 있다. 이들이 이 일산동 당주무당을 맡은 것은 30년 정도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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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
동해안 별신굿의 경우 당주무당은 그 마을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동해안의 자연마을의 숫자는 상당히 많고 정기적으로 별신굿을
하는 마을의 숫자도 상당수에 이르나11) 동해안 세습무집단의 숫자는 제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들의 숫자만으로 별신굿을 하는 동해안 자연마을의
숫자를 다 감당할 수가 없다. 가능한 한 넓은 지역을 감당하기 위해 동해
안 세습무집단은 각기 흩어져 사는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 집
단의 숫자는 제한적이고 굿을 하는 마을의 숫자는 많기 때문에 어차피 자
신들의 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무당을 당주무당으로 둘 수밖에 없는 마을이
다수 생기게 마련이다.
일산동의 당주무당인 김영희 무녀는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에
살고 있다. 몇 년 전까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에 살았는데
남편인 제갈태오가 죽은 후 기장읍으로 옮겨서 살고 있다. 그런데 기장읍
에서 일산동까지는 승용차로도 1시간 20분 이상이 걸리는 상당히 먼 거리
이다.
마을사람들이 당주무당에게 보내는 신뢰는 일반적인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수준이다. 별신굿을 진행하는 중에 내리는 공수12)는 말할 것도 없거
니와, 굿을 할 때가 아니더라도 당주무당의 말은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받
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당주무당에 대한 동해안 사람들의 신뢰는

11) 1978년에 나온 최길성 교수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당시에 별신굿을 행하고 있었던 동해안의 자
연마을은 150여 개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최길성, 한국 무속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978.
312～316면 참조). 그러나 1987년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조사했을 때에는 별신굿을
하는 동해안 마을의 숫자가 78개로 줄어들어 있었다고 한다(박경신․장휘주, 동해안별신굿,
화산문화, 2002. 13면). 이는 동해안 별신굿을 하는 마을의 숫자가 10년 사이에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별신굿을 계속하고 있는 마을의 숫자는 78개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짐작된다.
12) 동해안 세습무집단의 무녀들은 흔히 ‘공사’라고 발음한다. 접신된 무당이 굿을 하는 도중에 신
의 입장이 되어 신의 의사를 인간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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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굿과 공동체문화 133

대단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ㅇ말로
학리 할머니 : 아이구 제가
잠깐 한말씀 하겠습니다
……<중략>……
이 양중13)이
큰양중 아잉교?
이랬는데
부락(部落)마당 문중(門中)마당 댕기며 잘 밝히고 잘해주던 사람이
이 굿처에 가 들어서이까네
기가 찹니더
인자 저런 양중도 어데 가서로 만내밨으모도 싶우고
눈물이 눈물굿이고
여러 가지가 참 섭섭한 점이 많습니더
그러나 이 양중이가
자기가 앞에 가서
어～ 좋은 자리 질닦아 가이고
이 보살(菩薩)임네 오모 다 인도(引導)로 할라 컵니다
[할머니의 설명에 관중 할머니들이 유쾌하게 소리 내어 웃는다<소요시간 :
1초>]
ㅇ말로
학리 할머니 : 그래서 우리가 그삼들마 조용히 믿고 있는 거고
관중 가운데 어느 할머니 : 야～……<이하 생략>……

13) 동해안굿에서 굿판에 나서는 세습무집단의 남자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마을사람들이
세습무집단의 남자를 가리킬 때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세습무집단의 사람들 자신도 이 용어를
사용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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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용문은 1997년 11월 18일부터 3일간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에서 진행된 망자(亡者) 제갈태오14)를 위한 오구굿에서 학리15)에
사는 어느 할머니가 한 말을 채록한 것이다.16) 이 할머니는 망자인 제갈
태오를 ‘큰양중’이었다고 회고하고, 그가 죽어 저승에 가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고는 ‘우리는 그 사람들만 조용히 믿
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날 굿의 현장에 있었던 상당수의 할머니
들은 이 학리 할머니의 말에 거의 전적인 동감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
한 사실은 동해안 사람들이 당주무당을 거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당주무당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신뢰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곳 일산동에
서도 마을에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당주무당인 김영희 무녀에게 전화를 해
서 대처 방안을 묻는다. 김영희 무녀가 확인해 준 바에 의하면 마을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 조금만 있어도 자신에게 묻는데, 자신은 당주무당의 입장
에서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데 그냥 듣고만 있을 수가 없어 대부분
의 경우 초와 향(香)과 잔술을 준비하여 일산동까지 가서 골매기할배와 할
매에게 예를 올리고 잘되도록 빌어준다고 한다. 극히 사소한 일이라서 마
을의 제주나 임원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화상으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주 드문 경우
라고 한다.17)
이렇게 마을임원들이 직접 물어오는 경우를 통해서 마을의 정보를 알게

14) 김영희 무녀의 남편이었다. 상당히 재능있는 양중이었는데 1997년 병으로 죽었다.
15)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에서 부산쪽으로 몇 키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바닷가 마을
로 현재도 별신굿을 크게 하는 마을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이 학리의 당주무당도 제갈태
오․김영희 부부였다.
16) 이 자료집은 韓國의 오구굿 巫歌라는 제목으로 곧 간행될 예정인데, 이 인용문 부분은 제 1
권에 실려 있다.
17) 필자가 이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2004년 6월 10일 김영희 무녀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확
인한 내용이다.
20

별신굿과 공동체문화 135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당주무당은 마을사람들과 항상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
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신이 당주로 있는 마을의 정보를 수집한다. 각
마을에는, 웬만한 연예인의 팬클럽에 못지않은, 당주무당을 위한 할머니
팬클럽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열성적인 굿 애호가 할머니들이 있다. 이
들 할머니들은 수시로 당주무당에게 전화를 걸어 구경하러 갈만한 굿판이
없는지 묻기도 하고 자신의 근황을 알리기도 한다. 그리고 당주무당은 굿
판이 있으면 그런 할머니들에게 굿구경을 올 것을 요청한다. 그렇게 해서
굿판으로 할머니들이 오면 자연스럽게 당주무당은 마을 돌아가는 이야기
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김영희 무녀의 경우 일산동을 비롯해서 자
신이 당주로 있는 마을에 관해 매우 소상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누구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파악하고 있을 정도라고 한
다.18) 또한 세습무가 가지는 강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대대(代代)
로 쌓인 역사(歷史)가 있다는 점인데, 이런 점 때문에 마을의 역사나 마을
사람들의 선대(先代)에 관한 일들까지도 마을사람들은 몰라도 당주무당은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19)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당주무당이 자신의 단골판인 마을에 가서 별신굿
을 진행할 때에 아주 유용한 정보로 활용된다. 특히 마을사람들 사이에 반
목이나 알력 등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중도적 입장에 있는 마을사
람들은 이 별신굿이나 당주무당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공동체
에 닥친 심각한 위기를 타개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실제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마을에서는 마을임원들이 당주무당에게 굿판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런 정보를 주면서 잘
화해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 당주무당은 굿
판에서 좋은 말로 깨우쳐주기도 하고, 그 정도로 안될 때에는 공수의 형식

18) 위와 같다.
19)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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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빌어 직접 신의 의사로 말하기도 한다고 한다. 공수로 화해를 명하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고 한다.20)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주무당은 마을공동체가 원만하게 유지되고 그 문
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자연인의 권위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신
의 뜻으로 행해진다고 했을 때에 그 구속력이 상당히 강할 수 있을 것이라
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과정은 결국 별신굿이나 당주
무당이 공동체문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3) 공동체의식의 표상으로서의 골매기신
굿은 무속의례이고 그것은 무속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종교
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것이 윤리
와 철학이라면 종교는 이미 그러한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뛰어넘어 있다.
종교에서 문제되는 것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 대 신(神)의
관계이다.
인간 대 인간의 수평적 관계만으로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상정될 때에 그것을 조정할 존재로서의 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들이 모두 이런 성격만을 가지는 것은 아
니겠지만, 신을 상정할 때에 이 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
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에서는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사람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만든다. 미
우나 고우나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하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불편이나 짜증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마을사
람들은 이러한 불편이나 짜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를 원하게
20)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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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그 효과적인 방편의 하나로 설정된 것이 골매기신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골매기신은 마을공동체가 원만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골매기신은
별신굿의 진행과정에서 공수의 형식을 빌어 마을사람들에게 서로 사이좋
게 잘 의논해서 모든 일을 원만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골매기
신의 공수는 마을사람들을 단합시키고 공동체의식을 공고히 하는 데에 상
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4. 공동체의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서의 일산동(日山
洞) 별신굿
일산동 별신굿은 일산동 사람들에게는 공동체의식을 새롭게 확인하는
자신들의 축제의 장(場)이자 소중한 종교의식의 장(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별신굿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2년에 한 번씩 다시금 태어난다고 해
도 무리가 아니다. 2년을 주기로 치러지는 별신굿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일
산동 사람들은 신앙공동체로서의 동질성을 확인하며 자신들의 마을을 새
로운 공동체로 출범시킨다.
굿은 화해(和解)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한다. 인간들에게 생기는 불행이
나 재앙(災殃)은 신(神)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신의 뜻을 제대로 알
지 못해 인간들이 잘못을 저지름으로써 신이 노여워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 무속(巫俗)의 관습이다. 따라서 인간들은 신과의 의사소통을 통
해서 신의 노여움의 이유를 알아내어 그것을 해소함으로써 불행이나 재앙
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요컨대 인간이 원만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서는 신과의 끊임없는 화해가 필요하며, 그 화해가 깨어져 불행이나 재앙
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신과의 새로운 화해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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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신의 입장에서도 인간과의 화해가 필
요하다. 신도 인간들이 자신을 떠받들고 자신과 화해할 것을 요구한다. 처
음에는 화를 내고 투정을 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잘못을 빌고 용서해 달
라고 거듭 요청하면 신은 이내 노여움을 풀고 앞으로는 더욱 잘 하라는 다
짐과 함께 이번 한 번은 특별히 용서해서 재앙을 거두어 가고 복을 주겠다
고 인간들에게 약속한다. 신이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인간과 자신 사이에
화해의 관계가 복원되었음을 선언하고, 그 화해 속에서 인간과 자신은 모
두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굿판
에서는 신과 인간이 화합하는데, 이것이 굿이 가지는 본원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굿은 신과 인간만의 화해와 화합을 이루는 선에서 더 나아가서 인
간과 인간도 서로 화해하고 화합하게 한다. 특히 별신굿처럼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굿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의 화합 못지않게, 마을 구성원인 인
간들끼리의 화합이 매우 소중한 의의를 가진다. 작은 마을에서 여러 사람
이 함께 모여 살다보면 좋은 일, 즐거운 일,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서
운한 일, 나쁜 일, 언짢은 일도 생기게 마련이다. 오히려 얼굴을 맞대고 이
웃에 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웃에 살
면서도 사이가 서먹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얼굴을 붉히기도 하며,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등을 돌리기도 하며, 더 심한 경우에는 원수처럼
되기도 한다. 이러한 불편한 관계는 좁은 지연공동체사회에서 아침저녁 얼
굴을 맞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아닐 수 없
다. 오늘날 같으면 하다못해 이사라도 가면 해소가 될 수 있겠지만 전통사
회에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자신이 살던 공동체사회에서 이
탈하는 일은 곧 모든 것을 잃고 밑바닥의 삶으로 전락한다는 것과 별 차이
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적절한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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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굿은 바로 인간들 사이의 이러한 불편한 관계를 해소시켜 마을사람들
의 공동체의식과 일체감을 확인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
라고 할 수 있다. 동해안 별신굿 무가 사설에 “인(人)의 마음이 좋으면 신
(神)의 마음도 좋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
로 보여준다. 이 구절은 인간들이 화합해야 신(神)도 즐거워한다는 뜻이
고,21) 달리 말하면 신을 즐겁게 모시려면 인간들이 먼저 화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별신굿에서는 신과 인간의 화합 못지않게 인간과
인간의 화합이 요구되는 것이다.
별신굿을 할 시기가 다가오면 온 마을사람들은 제가끔 정성을 다하여 골
매기신을 맞을 준비를 한다. 마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어느 누구
도 드러내어 말하지는 않지만 과연 올해에도 골매기신이 잘 내려서 우리
마을을 축복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걱정으로 사람들은 노심초사
(勞心焦思)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별신굿이 시작되고 신당(神堂)에서의
신내림을 통해서 이번에도 골매기신이 잘 내렸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팽팽했던 그 긴장은 일시에 풀리고 마을 전체는 환희에 넘친다. 자신이 미
워하고 등을 돌렸던 이웃사람도 자신과 조금도 다름없이 마을 전체의 안녕
과 평화를 위해 함께 온갖 정성으로 골매기신에게 빌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쁨이 넘친다.22) 골매기신을 향한 모든 마을사람들의 마음은 한결같았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소한 묵은 감정 따위는 이미 아무 의미가 없다. 마을 전
체의 안녕과 평화와 화합이라는 더큰 가치가 확보되는 순간 사소한 개인적
감정은 그 속에 용해되어 소멸하고 만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한 세월의
부질없는 오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기억의 저편으로 밀려난다. 그래서
골매기신의 신내림과 함께 마을 전체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로 다시금 태어
21) 박경신, 韓國의 별신굿 巫歌(제2권), 국학자료원, 1999. 286면 주 1007) 참조.
22) 박경신․장휘주, 앞의 책, 37～4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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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 마을은 이미 어제의 우리 마을이 아니다. 골매
기신의 강림과 함께 마을은 어제까지의 부정한 공간에서 신성 공간으로 탈
바꿈한 것이다. 시간은 이미 어제까지의 시간이 아니다. 오늘부터 마을은
새로운 시간을 맞은 것이다. 오늘 이 별신굿 자리에 함께 참여한 옆집사람
은 어제까지 내가 미워하고 등졌던 바로 그 이웃사람이 아니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우리 마을공동체의 소중한 일원(一員)인 것이다. 별신
굿은 바로 마을 전체가 새로운 공동체로 출발한다는 집단적 약속이자 그것
을 확인하는 제의적 절차이며, 동시에 그것은 인간관계의 불편을 주기적으
로 해소하는 매우 효과적인 사회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별신굿의 효능에
대한 회의(懷疑)가 급격히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별신굿이 여전히 그 생명
력을 잃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사
회적 순기능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고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별신굿과
공동체문화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대체로 다
음과 같다.
먼저 별신굿이 신앙공동체문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략히
밝혔다. 별신굿은 공동체문화 가운데에서 신앙공동체문화이다. 그래서 구
비문학의 다른 갈래에 비해 공동체문화적 성격이 가장 강하고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일산동의 입지조건과 문화적 특성 그리고 일산동 별신굿의
구체적 굿거리에 대해 살폈다. 그 결과 일산동 별신굿이 현재도 전승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이 마을에 어촌공동체사회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26

별신굿과 공동체문화 141

다음으로는 일산동 별신굿과 공동체문화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 과
정에서 제주(祭主)와 마을임원들, 마을의 일반인들, 고향(故鄕)을 떠나 외
지에 나가서 살고 있는 마을사람들, 당주무당(堂主巫堂), 마을수호신이 각
각 어떤 방식으로 별신굿에 참여하며 그것들이 공동체의식의 공고화에 어
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폈다.
제주(祭主)와 마을임원들은 마을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때로는 마을사
람들을 설득하기도 하면서 별신굿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특히 제주는 사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제물(祭物)을 준비하고 재계
(齋戒)한다. 마을사람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별신굿의 원만한 진
행을 위해 적극 동참한다. 그들은 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경비를 추렴
하기도 하고 물품을 기부하기도 하며 노력봉사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
들은 마을을 떠나 외지(外地)에 나가 살고 있는 마을사람들도 마찬가지이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같은 골매기신의 보호
를 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다.
당주무당은 별신굿을 진행할 때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제로서의 기
능을 수행한다. 그는 굿을 진행할 때에는 공수나 무가의 사설을 통해 공동
체의식을 강조하고 평상시에는 마을의 어려운 일들에 대한 자문과정을 통
해서 공동체의식의 유지에 기여한다.
골매기신은 공동체의식의 표상으로 기능한다.
다음으로는 일산동 별신굿이 공동체의식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였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일산동 별신굿이 일산동 마을사람들
의 공동체의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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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yulsin-gut and the Culture of a Village Community

Park, Kyeung-Sin(University of Ulsan)

This paper aims at revealing the relation of byulsin-gut(별신
굿) and the culture of a village community. This paper 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field

study

of

Ilsan-dong(日山洞)

byulsin-gut. Ilsan-dong is a small village in Ulsan City(울산시)
in South Korea. Ilsan-dong(日山洞) byulsin-gut is the most well
known byulsin-gut in Korea.
Byulsin-gut

is

a

shamanic

ritual

which

has

long

history.

Byulsin-gut is related with the culture of a village community
of belief. So byulsin-gut is core of the culture of a village
community and it has long history.
For

the

good

performace

of

Ilsan-dong(日山洞)

byulsin-gut,

not only the people who lived in Ilsan-dong(日山洞) but also the
main

shaman(堂主巫堂)

Ilsan-dong(日山洞)

is

do
Kim

their

best.

The

Young-Hee(金映希),

main
she

shaman
is

of

talented

and well known shaman in the Eastsea area of Korea. Also she
is a hereditary shaman(世襲巫). His father is Kim Seuk-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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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most famous hereditary shaman(世襲巫) in Korea.
One of the important meaning of byulsin-gut is to renew and
vitalize the culture of the villag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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