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녹잇당신본풀이>의 전승 유형 연구
－지역 유형과 광포 유형의 하위 유형 비교를 중심으로－
1)김헌선*

<논문개요>

<조녹잇당신본풀이>는 두 가지 전승 자료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당매인
심방을 중심으로 전승하는 당신 본풀이이다. <조녹잇당신본풀이>의 핵심적 내용은
‘조녹잇한집’이 한라산에서 솟아나서 여러 곡절을 거친 끝에 마침내 조녹잇궤에 정착
했다는 것이다. 당신의 출생, 대결, 혼인, 좌정 등이 제주도 남제주군 일대에 널리
전승되는 당신본풀이의 전승 문법을 대체로 답습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심방이 아니라, 예사 전승자들이 전하고 있는 하위 유형이다. 그
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마을의 노인들이거나 때로는 당을 관리하는 심방의 언저리에
있는 인물로 나타난다. 이 본풀이는 핵심적 내용이 보목리 마을 세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외눈백이들이 사는 땅에 갔다가 그 곳에서 ‘백하르방(흰 할아버지)’
의 도움으로 탈출해서 그 할아버지를 당에다가 모셨다는 내용이다. 요점은 세 어부
의 특이한 체험 끝에 외눈백이 괴물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그 위험을 넘어서게 한 인
물을 당신으로 섬겼다는 것이다.
본고는 <조녹잇당신본풀이>의 본풀이 전승 유형을 구실 삼아 하위유형의 상관성
을 전승론적 각도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두 유형을 연구한 결과, 광포 유형의 본풀이는 본래 조녹잇당과 관련이 있는 대상
일 가능성이 있다. 지역 유형의 본풀이에 나타난 당신이 좌정처를 옮기다가 합쳐
졌을 개연성이 높은데, 그러한 경과가 구비 역사나 본풀이에 등재되어 있음이 확
인된다.
<조녹잇당신본풀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천을 가지고 있으나, 당신 본풀이 자
체에서 그러한 경과를 명시하고 있다. 본래 조녹잇궤에 광포 유형의 서사적인 본풀
이가 전승되었으나, 다시금 이동해 온 조녹잇 한집의 본풀이가 합쳐졌을 가능성이
있다.

* 경기대 한국․동양어문학부 국어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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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녹잇당신본풀이>는 제주도 당신 본풀이 가운데 특별한 본풀이이다. 조녹잇 한
집이 조녹잇궤에 자리 잡는 과정이 주된 내용인데, 한쪽은 한라산에서 솟아나서 좌
정했고, 다른 쪽은 먼 바다에서 들어 와서 좌정했다고 했으니 이질적인 본풀이의 주
인공이 양립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가닥의 주인공은 제주도의 본풀이에 등장하는 전
형적인 인물인 점에서 변함이 없다. 땅이나 산에서 솟아나거나, 바다 건너서 들어오
는 것이 동일한 면모라고 이해된다.
주제어 : 당신본풀이, <조녹잇당>, 광포유형, 지역유형, 좌정처, 식성 갈등, 당

매인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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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녹잇당신본풀이>의 문제점
조녹잇당은 제주도 서귀포시 보목동에 있는 본향당이다. 조녹잇당은 조
녹잇내 옆에 있는 조녹잇궤에 본향당신이 자리잡고 있으므로 당신의 명칭
이 여기에서 유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1) 하천을 끼고 ‘조롱낭(구실잣밤나
무)’가 ‘궤(동굴 또는 굴)’ 옆으로 울창하게 자라고 있어서 신의 좌정지로 적
합하다. 그러나 전승되는 당신본풀이에 입각해서 보면 현재의 당은 본디부
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조녹잇당신의 정착 과정에 관
한 추적과 경위 해명이 요구된다.
조녹잇당신의 내력에 관한 본풀이 역시 한 가지 유형이 아닌 점도 눈여겨
보아야 할 사실이다. <조녹잇당신본풀이>는 두 가지 전승 자료를 가지고 있
으며, 두 가지 하위 유형을 이루고 있음이 확인된다. 첫 번째 유형은 당매
인심방을 중심으로 전승하는 당신본풀이이다. <조녹잇당신본풀이>의 핵심
적 내용은 ‘조녹잇한집’이 한라산에서 솟아나서 여러 곡절을 거친 끝에 마침
내 조녹잇궤에 정착했다는 것이다. 당신의 출생, 대결, 혼인, 좌정 등이 제
1) 이 조녹잇내와 조녹잇궤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2004년 6월 12일의 제주도 신화 읽기 모임에서
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었다. 좌혜경은 조롱낭이 서귀포에서 보목리까지 다수 분포하
고 조녹잇궤에 당목 역시 조롱낭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이에 대한 의미가 ‘구실잣밤나무’라고 해
석하였다. 이에 대해서 강정식은 조롱낭이 ‘조녹잇내’와 ‘조녹잇궤’ 등으로 복합되어서 사용된다
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여 말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말한다면 조롱낭이 타당하고 그 의미
가 복합되어서 사용된다는 말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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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 남제주군 일대에 널리 전승되는 당신본풀이의 전승 문법을 대체로 답
습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첫 번째 유형은 남제주군 전체에 뿌리박고 있는
당신본풀이의 전승 과정을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는 하위 유형임이 확실
하다.
두 번째 유형은 심방이 아니라, 예사 전승자들이 전하고 있는 하위 유형
이다.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마을의 노인들이거나 때로는 당을 관리하는
심방의 언저리에 있는 인물로 나타난다. 당매인심방과는 다르게 독자적인
본풀이를 전승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 본풀이의 핵심적 내용은 보목리 마
을 세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외눈백이들이 사는 땅에 갔다가
그 곳에서 ‘백하르방(흰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탈출해서 그 할아버지를 당
에 모셨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요점은 세 어부가 특이한 체험 끝에 외눈백
이 괴물의 위협에서 벗어난 후에 그 위험을 넘어서게 한 인물을 당신으로
섬겼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본풀이는 조녹잇당에 얽힌 두 갈래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각별
하게 비교될 필요성이 있다. 비교의 근거는 조녹잇당의 본풀이라는 공통점
에 근거하면서도 왜 이렇게 성격이나 서사의 내용이 판이한 자료가 전승되
고 있는가 하는 차이점에 관한 것이다. 차이점은 내용의 차이만을 의미해서
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차이점의 근거가 더 중요하다.
첫 번째 하위 유형의 특색은 서사 문법이 제주도에서만 별견되는 토착적
인 서사구조로 본풀이가 짜여져 있다는 사실이다. 서귀포 인근의 서사구조
적 특색을 가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제주도의 서사문법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첫 번째 하위 유형은 제주도 토착의 지역유형이라고 일컫고자 한
다. 지역유형은 특정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유형이다.2)
2) 지역유형에 관한 착상은 다음의 저작에 근거한다.
Carl Wilhelm von Sydow, Geography and Folk－Tales oicotypes Alan Dundes ed.
Inyernational Folkloristics,(Maryland : Rowman＆Littlefield, 1999)
지역유형이라는 말은 설화의 비교 연구를 논리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제안 개념이었으나 특정
4

<조녹잇당신본풀이>의 전승 유형 연구 523

두 번째 하위 유형은 내용상 제주도에서도 발견되나 전반적으로 확장해
서 보면 전 세계적 차원에서 거듭 확인되는 유형의 본풀이이다. 제주도에
인접하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의 서남 소수 민족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이
태리와 그리스 등지의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내용의 유형이다. 이러한 각도
에서 이 유형은 특정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광포
유형이다. 이 유형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면서 떠
돌아다니는 유형임이 확인된다.
제주도 보목리에 전승되는 당신 본풀이에 이 두 가지 상반된 유형이 전승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못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단 한 마을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각기 다른 경로를 가지고서 전승되던 것을 채록했다는 점
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두 가지 전승 경로에 의해서 두 가닥의 본풀이가
각기 전승된다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본래 다르게 유통되다가 하나로 합쳐
졌든가 아니면 각기 별도의 전승이었는데 하나로 합쳐졌든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보목리에 전승되는 두 가지 하위유형의 비교는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된다.
본고는 <조녹잇당신본풀이>의 본풀이 전승 유형을 구실 삼아 하위유형의
상관성을 전승론적 각도에서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과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문제를 규명하기로 한다.
첫째, 심방에 의해서 전승되는 <조녹잇당신본풀이>의 서사구조를 살펴보
기로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본풀이는 신의 出自, 다른 지역 신
과의 대결, 신의 혼인, 신의 좌정, 신의 이동 등이 핵심적 단락소로 나타나
는데, 이러한 서사구조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심방들의 각편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 북제주군의 동편과 제주도 남제주군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형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서 반대되는 개념은 광포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시도프의 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를 굳이 영어로 하자면
widespread type이 되겠으나 이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널리 분
포하는 유형이라고 이해하면 되리라 예견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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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편 당신본풀이가 어떻게 같고 다른가 논의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3)
특정 지역의 당신본풀이는 다른 지역의 본풀이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계 양상이 밝혀지면서 제주도 당신 본풀이의 지역유형
이 지니는 토착성을 해명하리라 기대된다. 게다가 이 당신본풀이는 예촌,
상효리, 하효리, 토평리, 보목리 등과 본향당신이 동일하게 모셔지므로 이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되는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사 사람에 의해서 전승되는 <조녹잇당신본풀이>의 서사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본풀이는 예사 사람인 어부가 겪는 신성한 체험에 근
거를 두고 있다. 외눈백이 괴물에게 잡아먹힐 뻔 했는데, 신성한 존재가 나
타나서 어부들을 구해 주고서 그 자신은 신으로 대접받는 내용이다. 외눈백
이 괴물은 응징의 대상이고 바다 밖에서 만나는 괴상한 나라의 주체가 된

3) 지역유형이라는 말을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당신본풀이를 지역유형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논자가 이미 다른 글에서 제주도 당신본풀이가 지역적으로 존재한다고 한 차례
논한 바 있다. 참고삼아 이를 예시하고 이러한 견해는 논자만의 것이 아니라, 현용준, 강정식
등 선학들의 견해에 이미 논의된 바이다. 필자의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지역유형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濟州

<松堂神話系區域>

<丑․戌日堂神話系區域>
翰林

朝天
涯月
舊佐

翰京

城山
大靜

表善
安德

<下猊七日堂神話系區域>

南元
中文

<兎山七․八日神話系區域>
西歸浦

<好近七日堂神話系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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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 괴물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의 풍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식인
의 위기에 몰린 어부들을 구해주는 백하르방은 영웅신의 면모까지 아울러
갖추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제주도, 중국 서남 소수민족, 몽고,
일본 등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양상이 어떠한 의의가 따져
보기로 한다.4)
셋째, 두 가지 하위유형이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는가 논의하기로 한다.
<조녹잇 당신본풀이>로 두 가지 하위유형이 있다는 것은 이 지역에 관한 당
신 본풀이의 생성과 전개에 적지 않은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말이 된다.
두 가지 하위유형의 상관성을 비교하면서 <조녹잇당신본풀이>의 생성과 변
이를 밀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의 증명이 상이한
서사 내용의 하위유형이 어떠한 경로로 구체적으로 결합했는가 밝힐 수 있
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일한 제주도 남제주군 보목리에 상이한 두 가지 유
형의 당신본풀이가 전승된다는 사실은 제주도 당신본풀이에서 커다란 의의
가 있는 사례이다. 이 사실이 중요하므로 연구하고자 한다.
<조녹잇당신본풀이>는 구비 전승의 단계적 변이를 보여 주고 있는 구비
역사적 측면에서도 요긴한 자료이다. 구비 전승에 구비 역사를 기록해서 전
승하는 의의를 재발견할 수 있다.

2. <조녹잇당신본풀이>의 지역유형과 광포유형 비교 분석
<조녹잇당신본풀이>는 지역유형과 광포유형이 있다고 전제했으므로 이
4) 김헌선, 제주도 외눈백이 이야기의 동심원적 확장과 변형 연구, 2002. 12. 이에 관한 논문을
한 차례 쓰고 난 뒤에 다시금 여러 지역의 자료의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 글을 위 글에 관한 보
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글에서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보목리에서 채록된 한안순
심방의 자료가 세 편 추가되었으며, 중국 서남 지역의 외눈백이 괴물 이야기가 상세하게 논의
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위의 글이 부족했는데, 재론해서 이 글을 통해서 보완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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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각해서 다루기로 한다. <조녹잇당신본풀이>는 그 자체로 독립되어 있
지 않고 다른 당신 본풀이와 공유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한 마을이 아니라
여러 마을이 다면적으로 얽혀 있음이 확인되는데, 그것이 지역 유형의 특색
이다. 그 구체적 당신본풀이의 예증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보자.
조녹잇당은 신효 하효 동상효/서상효 퇴평/다 슬 삼백홀/
 지 한집이우다.5)

조녹잇본향한집이 신효리, 하효리, 동상효리, 서상효리, 토평리 등 다섯
마을을 모두 거느렸다고 되어 있으니 결국 같은 본풀이를 여러 군데서 공유
하고 있으며, 조녹잇 한집을 중심으로 다른 마을이 얽혀 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좀 더 따져 보면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면
신예리와 하예리의 본향 당신 역시 <조녹잇본향당신본풀이>와 깊이 관련되
어 있다. 그렇다면 조녹잇 본향 한집은 신예리와 하예리, 그리고 서귀리까
지 합쳐져 본다면, 모두 여덟 개 마을의 본향 당신과 관련이 있음이 드러
난다.6)
비교적 풍부한 서사 단락을 가진 <조녹잇당신본풀이>를 선택해서 조녹잇
당신의 내력을 살펴보면 위에서 말한 신의 경위가 다른 마을과 어떻게 연관
되는지 알아 볼 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먼저 현용준 교수가 채록한 <조녹잇
5) 진성기,《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0, 496쪽. 서사 단락은 결락된 채로 신들의 관
계와 차지한 영역이나 판도만 예시되어 있는 각편이다. 여자 심방인 이봉천이 구연한 자료이다.
6) 인근의 당신본풀이와 핵심만 견주면 얼개는 같고, 미세한 부분은 다르다. 토평리 본향은 막동골
또는 박동골본향이라고 해서 산신백관과 조녹잇한집은 형제로 한라산에서 솟아났다고 되어 있
으며, 형제가 대결을 할 때 두 가지로 결정하게 된다. 하나는 바둑 장기를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라산에 가서 활을 쏘는 것이다. 다른 본향본풀이에는 나타나지 않는 특별한 요소이
다. 또한 조녹기 각시가 아이를 일곱 뱄다고 하는 것이 다른 요소이다. 아이를 일곱 가지고 돗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제주도 북제주군 일대의 당신본풀이와 설정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하효리의 효돈본향신은 새금상과 바람운님이 혼인하고 자리잡은 사실만 강조된다. 진성기, 같
은 책, 496~5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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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본풀이>를 서사 단락 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예촌 본향신은 할로 영산에서 솟아난 백관님이 한 분이고, 강남천
국에서 솟아나신 도원님이 한 분이고, 칠오름서 솟아나신 도병사가
한 분이어서 모두 세 분이다.
(2) 조노기 본향은 할로 영산 서남목의 백록담에서 솟아난 못님이다.
(3) 못님이 신중부인을 데리고 백록담에서 내려오다가 ‘제완지홀’에
오다가 ‘칠오름’에 기와집이 있어서 신중부인을 ‘퇴평’허칫 과수집에다
머쳐 두다.
(4) 못님이 기와집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할로 영산 벡관님, 강남 천
 도원님, 칠오름 도병서임이 확인되어서 서로 통성명을 한다.
(5) 나이가 못님 조노기가 위이고, 예촌 본향은 아래이다.
(6) 예천 본향 삼신과 조노기가 바독 장기를 두어서 내기를 하여 이기는
쪽이 위를 차지하고, 지는 쪽이 아래를 차지하기로 하다.
(7) 조노기가 지게 되어서 볼목리 조노기를 내려 와서 좌정하고, 예촌은
‘성의 국’이 되어서 ‘배야기뒌밧’으로7) 좌정하게 되다.
(8) 예촌 본향 셋이서 앉아 바둑을 두는데 밀양 박씨가 앞으로 지나간다.
(9) 예촌 본향이 밀양 박씨에게 누구냐고 묻고 자신들이 좌정할 곳이 있
는지를 묻는다.
(10) 밀양 박씨가 알아보고 와서 ‘배이야기뒌밧’이 좌정할 만 하다고 하자
그 곳으로 좌정한다.
(11) 예촌 본향이 ‘당하니로 그엉허여 그네’라고 하면서 ‘상여촌 하여촌 상
여돈 하여돈’을 차지해서 먹으라고 했으며, 밀양 박씨가 대대손손 ‘당
하니’로 위하는 신당이 된다.
(12) 조노기한집이 못돈 부인에게 내려 와서 보니까 부인이 기다리다
가 ‘돗고기’를 먹고 싶어서 물명주를 손에 감고서 돼지 밑구멍으로 손
을 넣어서 간회를 빼서 먹었으므로 ‘존경내’가 나는 것을 확인한다.
(13) 조노기한집이 신중부인을 더럽다고 하면서 ‘퇴평 막동골’로 좌정하여

7) ‘배야기된밧’이나 ‘배이야기된밧’은 ‘잘 보이는 밭’ 또는 ‘잘 드러나는 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에 관한 말은 제주도 신화 읽기 모임에서 좌혜경을 비롯한 학자들이 한 말이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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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냥꾼에게 ‘설레산적’을 얻어 먹으면서 ‘네 발 탄 것’을 먹도록 점
지하다.
(14) 조노기한집은 새금상 님애기를 소첩으로 문화적 능력이 우수해서
삼싱으로 그늘 루고 제수 받게 되었으며, 조노기한집은 군사적 권능
으로 일반 군사와 삼천 군벵을 ‘도숙이들게’ 하는 한 집이 된다.8)

강태옥이 구연한 이 당신 본풀이는 여러 마을의 본향신이 다층적으로 얽
혀 있음을 보여준다. 본향신인 본향한집의 출자가 예촌리와 보목리의 경우
가 모두 제시되어 있다. (1)과 (2)의 단락이 그에 해당한다. (1)에서 예촌
리의 세 신위 출생과 출자가 명시되어 있다. 세 신위의 출자가 각기 다르다.
백관님, 도원님, 도병서 등이 세 신위이다. 백관님은 할로 영산에서 솟아났
다고 했고, 도원님은 강남 천자국에서 솟아났다고 했으며, 도병서는 상효리
의 칠오름에서 솟아났다고 했으니 이상하게 결합되어 있다.
제주도 당신 본풀이의 경우에 남제주군에서는 한라산에 솟아났다고 하는
것이 흔하고, 북제주군에서는 솟아난 남신과 외지의 강남 천자국에서 솟아
난 여신이 바다를 건너와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조녹잇당신
본풀이>에서 세 신위가 남신이고, 북제주군의 남녀신 결합화소가 거세되
고, 세 신위가 각기 다른 출자로 된다. 백관님과 도병서는 위계가 갈라졌
다. 하나는 할로 영산이고, 다른 하나는 칠오름이니 산과 오름의 위계가 다
르다. 세 신위는 교묘한 방법으로 함께 엮여져서 신으로 좌정하고 있다.
(2)는 조녹잇 한집의 출자를 말하는 단락소이다. 조노기 본향이 할로 영
산 서남목의 백록담에서 태어났다고 했으니 백관님과 흡사하나 백록담이
강조되어 있으므로 차별성을 지닌다. 신의 명칭에서도 독자성이 드러나고
있으니 ‘못님’이라고 한 사실이 그 것이다. 한자 어휘가 아니라 ‘람운
8) 현용준,《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735~738쪽. 이 당신 본풀이는 서귀읍 하
효리의 남무인 강태옥이 구연한 것이다. 당신 본풀이의 서사 내용이 비교적 풍부하고 표현이 다
채롭게 장식된 각편으로 의의가 있으며, 예촌리와 보목리의 관계가 선명하게 예시된 각편인 점
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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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등의 계열과 통하는 제주도 고유의 신격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1)과 (2)를 견주어서 말한다면, 세 신위와 조노기 한집님은 외지신과
토착신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세 신위는 외지에서 들어온 신인데, 제주
도에서 태어난 것처럼 꾸미고 있다. 그 흔적을 온전히 지울 수 없으므로 둘
째는 강남 천자국에서 솟아 났다고 시인하고 있다. (11)단락에서 ‘당하님’
으로 밀양 박씨가 지정된 사실도 이들 세 신위가 외래 출자임을 인정하게
하는 요소이다. 조노기 한집은 할로 영산의 백록담을 표방했으므로 떠돌이
신이 아니라 붙박이 신임을 명시하고 있는 셈이다.
(3)단락은 못님과 신중 부인의 소종래를 말하는 것이면서 갈등을 일
으킬 소지를 확인하는 단락이라고 할 수 있다. 못님과 신중 부인이 백
록담에서 함께 내려 왔다고 되어 있다. 부인의 출자는 이 문맥대로라면 백
록담의 계통일 것 같은데, 과연 그런지 의문이다. 게다가 신중 부인을 토평
리 허씨의 과수집에 맡겨 두었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면모가
다른 자료에는 다르게 나타나기에 해석을 유보하기로 한다.
다만 조녹이 한집이 백록담→제완지홀→칠오름→‘퇴평’허칫 과수집의 이
동 경로를 분명히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신의 이동은 본향한집이 거쳐온
경로를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신의 이동경로가 당신본풀이의 신앙
민 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신의 경로와 당신본풀이의 생성은 불
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완지홀은 서귀읍 상효리의 지명이고,
칠오름은 역시 상효리의 지명이고, ‘퇴평’은 토평리를 일컫는 말이다.
칠오름은 조녹이 한집과 삼신위의 갈등이 생기는 곳이다. 칠오름에는 이
미 예촌 삼신위 가운데 칠오름 도병서가 솟아난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칠오름에 ‘지와집’이 있는 특이한 면모 때문에 조노기 한집이 그 곳으로 가
게 된다. (4)단락에서는 세 신위와 조노기 한집이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
다. 세 신위와 조노기가 서로의 신분을 확인해 보니 (5)단락의 결과가 생
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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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락에서 핵심은 나이가 조노기가 위이고, 예촌 세 신위는 아래라는
점이다. 나이가 위 아래로 층하가 지고, 조노기가 우위에 있다는 사실이 이
신이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계가 높은 신임을 말해주는 증거가 된다.
세 신위가 떠돌이로 들어 왔어도 게다가 제주도 출신인 것처럼 말했어도 본
질은 변하지 않는다. 위와 아래가 층하가 졌어도 좌정처를 다투지 않을 수
없다.
(6)과 (7)단락에서 바둑과 장기를 둔다. 신들의 다툼이 내기로 되어 있
으며, 내기의 방식이 바둑과 장기인 것은 동일한 방식이다. 직접적 싸움이
아니라, 지혜 겨루기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도 주목되는 방식이다. 이 내
기의 결과 (5)단락의 나이 층하가 뒤바뀌고 다스리고자 하는 장소가 뒤바
뀌어서 결정된다. 예촌 신위가 ‘성의국’이 되어서 ‘배야기뒌밧’을 차지하고,
‘아시국’이 되어서 ‘불목리 조노기’를 차지하게 된다. 좌정처가 뒤바뀌게 된
다. 그래서 오늘날의 본향 당신이 좌정했다.
(8)(9)(10)(11)은 당신 본풀이의 전형적인 서사 구조에 해당한다. 신
이 좌정하려고 해도 신을 맞이하고 신의 정체를 확인해 주는 존재가 없이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예촌 세 신위가 좌정할 장소는 신의 의지 표명이
고, 이를 받아들이고 신의 강림 좌정을 인정하는 당하님이나 단골이 있어야
한다. 신과 단골의 이러한 관계가 곧 당신 본풀이에 예시되어 있는 ‘맞이’의
핵심적 절차에 해당한다.
이 맞이는 예촌 당신의 좌정 경위이다. 밀양 박씨가 예촌 세 신위가 바둑
두는 곳을 지나가다가 신들의 부름에 의해서 밀양 박씨가 선택된다. 부름의
핵심은 좌정할 장소의 모색이다. 밀양 박씨가 이 부름에 응했으므로 신들의
좌정처를 정하게 된다. 신의 부름에 의해서 밀양 박씨는 ‘상여촌 하여촌 상
여돈 하여돈’ 등을 거느리게 되는 ‘당하님’이 된다. 당하님이라는 것은 당맨
심방으로 신의 소명을 받고 선택된 특별한 사제자이다.
(12)단락은 조노기한집과 신중 부인 사이에 생긴 식성 갈등의 문제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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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있다. 식성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둘은 한라산 백록담에서 함께 내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갈라서게 된다. 신중 부인이 돼지 밑구멍을 통해서 간회
를 꺼내어 먹은 돈경내 또는 존경내가 원인이 된다. 조노기 한집은 다소 문
화신적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존경내를 좋아하는 신중부인과 함께 모셔질
수 없는 야성의 자연신적 면모가 있다.
(13)단락에서는 식성 갈등이 생기기는 했어도 자신의 아내를 버릴 수는
없는 처지이다. 좌정처를 정하니 그곳이 토평리의 ‘막동골’이라고 하는 곳이
다. 그곳을 차지하게 하고, 그 곳 주민들에게 맞이의 계약 형식을 맺도록
한다. 단골은 산쟁이인 사냥꾼이고, 사냥꾼들이 네 발짐승의 육고기를 바치
도록 계약한다. 그것 또한 맞이의 형식을 빌었으나 조녹잇 한집의 배려로
이루어졌다.
(14)단락에서는 조노기 한집과 새금상 님애기가 함께 볼목리 조노기
에 좌정한 과정을 그리고 있다. 새금상 님애기는 삼싱할망으로 자리 잡
고, 조노기 한집은 군사적 권능을 발휘해서 여러 군사신들을 제압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부부신이 맞이의 형식을 통해서 좌정하고 계약 맺는 대목을
함께 살펴 보기로 한다.
님애긴 어심이 쎄고 투심이 쎄여 아늠 득 금첵 이 득
서붓 일천장의 베릿돌 삼천장의 진연 먹 상단궐엔 중벨 문서
하단궐엔 하벨문세 낳은 날은 셍산을 받고 죽는 날은 물고를 
리고 저승 이승 오가 일통을 지야, 아길 나민 여리 불법도
삼싱으로 려 그늘루고 열 다섯 십오세가 넘으민 호옹지웅니
홍포사리 적자오치 일곱자 통개걸이 받아 그늘루는 한집입네다.9)

새금상 님애기의 행위에 관한 서사는 없으나, 신의 성격, 단골, 신의
직능 등은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다. 새금상 님애기는 시기와 질투심이
9) 현용준, 같은책, 737~7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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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고 했으니 소첩으로 자리했기 때문에 변덕스러운 성격을 지니고 있음
이 확인된다. 또한 새금상 님애기는 문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
로 이승의 호적과 저승의 장적 문서를 다룬다고 되어 있다. 곧 신과 신을
섬기는 단골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 셈이다.
여성신이기 때문에 구체적 직능이 필요하다. 신의 직능은 아기를 다스리
는 삼승할망의 구실도 한다. 더 나아가서 여성들의 혼인 시에도 신의 직능
이 관련되어 있어서 혼서지 보자기와 통개걸이끈을 예단으로 바쳐야 하는
신의 직능을 갖는다. 마을도 다스리거나, 구체적으로 여성들의 예단을 받는
신임이 분명하다. 변덕스러운 신의 성격, 마을의 단골 관장, 아이에서 여자
까지 바치는 예단 등으로 맞이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조노기 한집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신들의 맞이 형식을 갖
추고 있으니 그 점이 주목된다.
조노기 못돈 산쉐털 촉전립에 운문대단 안을 받저, 주웅새
둘림 독상미 허우래비 허튼짓 냄비단 짓 궁이 바듯 활을 받고
궁이 바듯 쌀을 받고,  쌀끗을 털리민 일만군가 도숙어 들고
 쌀끗을 털어리민 삼천 군벵이 도숙어 나고 르못도웨다.10)

이 인용문에 의하면 조노기 한집은 군사신이다. 전복과 벙거지를 쓰고
있으며,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으므로 군웅신의 성격이 온전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화살을 쏘게 되면 일만 군사와 삼천 군사가 제압당하여 도숙
어 든다고 했으므로 이 신의 성격이 군사신의 직능을 행하고 있음이 확인된
다. 이 신의 성격이 이렇다면 앞에서 예촌 신들과 다투는 방식이 바둑과 장
기로 내기하는 것은 일정한 변형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본
래 군사 신이었는데, 여기서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10) 현용준, 같은책, 7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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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옥구연본의 핵심적 서사 단락을 정리해서 보면, 그 얼개가 간추려
진다. 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신의 출자
(나) 신의 이동과 대결
(다) 맞이 1
(라) 여신과의 식성 갈등
(마) 맞이 2
(바) 맞이 3

예촌 세 신위와 조노기 한집이 출자가 비슷한 데도 불구하고 다른 출생의
요소가 강조된 것은 따지고 보면 별도의 계통이므로 출자가 각기 강조되어
있다. 신의 출자가 한라산에서 솟아 났다고 하면서도 신들이 병렬되어 있는
이유가 신들 사이의 대립이 있기 때문이다. 신의 이동과 대결에서 그러한
사정이 분명해진다. 각기 다른 출자이기에 세 신위와 조노기 한집이 대결한
다. 조노기 한집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결이 이루어졌다. 당신이 좌정하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기존의 신과 대결하는 단락소는 당신 본풀이의 필수 요
소이다.
맞이1은 예촌 세 신위인 할로 영산 벡관님, 강남 천 도원님, 칠오름 도
병서 당신이 바둑을 두고 있다가 밀양 박씨를 만나서 자신의 좌정처를 정하
는 과정이다. 신의 부름이 있었고, 밀양 박씨는 신의 부름에 응답해서 좌정
처를 정해서 바쳤다. 그러자 둘 사이에는 신과 신을 섬기는 ‘당하니’의 관계
가 성립되었다. 이것이 맞이의 핵심이다. 맞이의 형식에 이어서 당신의 판
도가 정해진다. 당신의 판도는 ‘상여촌 하여촌 상여돈 하여돈’이다. 맞이는
고대 신화, 민담 등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인데, 이 당신 본풀이에서
도 확인된다. 이 것은 <예촌리당신본풀이>이다.
식성 갈등 역시 당신 본풀이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신화소 가운데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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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성 갈등은 당신인 남신과 여신 사이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는 중대
한 신화소이다. 식성 갈등의 요체는 미식과 육식 사이에서 육식이 배척되는
갈등을 일컫는다. 남신과 여신 어느 쪽에 관계 없이 미식을 하는 쪽이 주도
적 노릇을 해서 육식을 하는 쪽을 배척한다. 신중 부인과 조노기 한집 사이
에 발생한 갈등 속에서 조노기 한집이 신중부인을 배척한다.
식성 갈등에 있어서 맞이2가 이루어진다. 맞이2에서는 신의 존재를 맞는
주체가 구실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조노기 한집이
좌정처와 의례 및 단골을 정한다. 좌정처는 토평리 막동골이고, 의례는 네
발 달린 짐승 고기를 정하는 것이고, 단골은 ‘산쟁이’인 사냥꾼이다. 조노기
한집의 본처 노릇을 청산하지 않았으므로 부부 관계를 통해서 토평리를 판
도의 하나라고 간주한다.
식성 갈등이 각별하다.11) 북제주군의 남녀신의 식성 갈등은 남신이 육
식을 하고 여신이 미식을 한다. 여신의 권유에 의해서 남신이 미식으로 식
성을 바꾸었다가 특별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다시금 육식으로 회귀하는
내용이 전개된다. 그런데 세화리나 몇 가지 북제주군 당신본풀이의 내용에
서 남녀신의 식성 갈등의 양상이 바뀐다. 여성이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 해
서 그것이 빌미가 되어 여신과 남신이 갈라서게 된다. 조녹잇 한집의 경우
에는 여신이 더욱 적극적이서 돼지의 간회를 먹은 것으로 되어 특별한 변형
이 생긴다.
맞이3에서는 조노기 한집과 새금상 님애기가 단골들을 다스리면서 자
신의 좌정처를 정하고 있다. 신의 권능을 보여주면서 단골들을 장악하고 그
들에게 예우 받고자 하는 내력이 선명하게 집약되어 있다. 단골과의 관계가
미약하나 맞이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세 가지 맞이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

11) 이 문제에 관해서 필자는 한 차례 상세한 논의를 한 바 있다.
김헌선, <세화리당신본풀이>에 나타난 식성 갈등 문제, 제주도 신화연구 모임에서 2004년 5월
1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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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맞이의 형식은 1이고, 2와 3은 다소 후퇴된 느낌을 준다.
당신본풀이는 풀이라는 서사적 전개 속에서 신의 출생, 신들의 갈등, 신
들을 모시는 과정 등이 갖추어져 있는 각별한 형식임이 새삼스러이 확인된
다. 당신본풀이는 맞이를 도달점으로 삼아서 신들의 출생, 활약 등을 갖추
는 것이다. <조녹잇당신본풀이>에 세 번의 맞이가 있다는 사실은 이 당신
본풀이가 여러 지역과 단골들을 두루 거느리며 다양하게 얽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예촌리에서부터 토평리, 상효돈리, 하효돈리,
보목리 등이 조녹잇 한집과 다층적으로 얽힌다. 성의국과 아시국이라는 관
계 속에서 예촌리와 관련되고, 본처라는 점에서 토평리와 관계되며, 새금상
과 보목리 조노기가 함께 좌정했다고 함으로써 다양한 관계의 실마리가 잡
힌다.
<조녹잇당신본풀이> 가운데 보목리에 전승되는 각편에 위의 각편과 다른
자료가 있으므로 서사 단락 비교를 위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조노궤 한집이 할로 영산에서 솟아나다.
(2) 조노궤 한집이 문서를 가득 안고 태어나고, 치장이 화려하다.
(3) 못도가 ‘제완지 허리’에 좌정하다.
(4) 좌정처가 몹시 어둡다.
(5) 조노궤 한집이 다시 ‘칠오름 상봉지’에 좌정하다.
(6) 이미 그 곳에 삼백관이 좌정하고 있으므로 바둑 장기를 두다.
(7) 예촌 삼신 백관은 성님국으로 차지하고, 조녹잇 한집은 아시국으로
차지한다.
(8) 조녹잇 한집이 토평 서웃동네 허씨 과무집을 정주인하다.
(9) 허씨 과무집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상돗통에 가서 강명지를 감아서
항문으로 손을 넣어서 간과 회를 먹다.
(10) 웃도 조녹잇 한집이 와서 보니 죈경내와 야광내가 나서 살 수 없
어서 조녹잇 한집이 막동골로 좌정하여 침단, 속대전, 은설, 단설 등
을 먹으라고 제법을 마련해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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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녹잇 한집은 돈서 신임신중또 말젯 애기를 후처삼다.
(12) ‘신효 당팟’에 좌정하려고 하니 그 곳에 매감내와 냇내로 인해서 다시
금 ‘제지기’위 ‘새가름’에 좌정하다.
(13) 갑인년 숭년에 개와씨가 당집에 불을 내서 당을 태우다.
(14) 조녹잇 한집이 단골인 고씨 하르방과 상의하여 조녹이 냇창에 갔다가
조녹잇궤에 좌정하다.12)

강태옥 심방 구연본과 다른 사실만 집중적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신의
출자가 조노궤 한집만 예시되어 있으므로 보목리 전승본임을 명시하고 있
음이 확인된다. 신의 출자와 더불어서 신의 능력이 예시되어 있는데, 문과
무 양측면에서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나타난다. 강태옥 본에서는 새금상 따
님애기가 문의 능력을 지니고 있고, 조노기 한집이 무의 능력을 갈라서 쥐
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조노궤 한집이 좌정처를 정하는 과정이 이 구연본에서는 상당히 복잡하
게 되어 있다. 좌정 경위를 살펴보면 강태옥 구연본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
실을 확인하게 된다.
A. 제완지 허리에 좌정하다.
－A. 어두워서 좌정할 수 없다.
B. 칠오름 상봉지에 좌정하다.
－B. 삼백관이 있어서 좌정할 수 없다.
C. 토평 서웃동에 정주인하다.
－C. 돈경내 때문에 좌정할 수 없다.
D. 신효 당팟에 좌정하다.
－D. 매감내, 냇내 때문에 좌정할 수 없다.
12) 제주대 국어교육학회, 조노궤당,《백록어문》9집, 제주대 국어교육과, 1992, 432~433쪽. 이
본풀이는 김난생이 제공한 각편이다. 동일한 내용의 각편이《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에 서귀
읍 보목리 남무인 고문팔에 의해서 전승되었음이 확인된다. 이 글에서는 김난생 구연본을 중심
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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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제지기 뒤 새가름에 좌정하다.
－E. 개와씨가 불내서 좌정처를 잃다.
F. 조녹잇 한집이 고씨 하르방과 상의해서 조녹이궤에 좌정하다.

좌정 과정을 보면, 좌정하고자 하는 과정이 제시되고, 좌정을 부정하는
행위가 거듭 제시된다. A/－A, B/－B, C/－C, D/－D, E/－E 등의 대
립적 문맥이 이러한 사실을 말한다. 그런데 좌정할 수 없는 이유가 각기 다
르다. －A에서는 어두운 것이 문제가 된다. －B에서는 예촌의 삼백관신이
있어서 좌정할 수 없게 된다. 신들의 갈등이 생기고 그 결과 내기를 해서
성님국과 아시국의 관계가 성립된다. －C에서는 부부 갈등이 생기고 조녹
잇 한집이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 －D에서는 매감내와 냇내로
인해서 좌정하지 못한다. 이 요소는 강태옥 구연본에는 없는 단락소이다.
E와 －E는 강태옥 구연본에 없을 뿐만 아니라, F까지도 없는 것으로 나타
난다.
강태옥구연본에 견주어 김난생 구연본이 조직적으로 짜여져 있음이 확인
되고, 좌정처의 이동이 비교적 조리정연하게 짜여져 제시되어 있음이 드러
난다. 좌정 행위와 좌정 부정의 연쇄적 의미가 선명하게 나타난다. 변증법
적 강화에 의해서 조녹잇궤까지 이동하는 것이 제시된다. 서귀읍 상효리의
제완지 허리→서귀읍 상효리의 칠오름→서귀읍 토평리 서웃동→서귀읍 신
효리 당팟→서귀읍 보목리 제지기 뒤의 새가름→서귀읍 보목리 조녹잇궤
등이 좌정처의 이동 상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신의 이동 경로
가 되지만, 다른 한편에서 당의 이동 경로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공동
체와 주거공동체가 마련되는 과정을 선명하게 집약하고 있다.
F는 임의적인 맞이가 아니라, 온전한 맞이의 면모이다. 개와씨가 당에다
불을 낸 인위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은 당의 역사이므로 구비역사
로 전하고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조노궤당>이라는 구비 전승은 당이 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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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에 의해서 불탄 내력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으며,13) 이 사건의 일단이 축
약되어서 －E와 F로 간추려지고, 그 내용이 당신 본풀이에 기입되어 전한
다. 단골인 고씨 하르방과 협약해서 마침내 조녹잇당을 조녹잇궤로 옮기게
되었다고 하는 맞이의 완결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의 이동과 여러 마
을을 다스리게 된 것도 밝혀 진다.
－C와 D사이에 맞이가 개입된다. 허씨 과무집이 고기를 먹어야 하므로
그 신을 위해서 산제를 개설한다. 신중 부인이라고 한 사실과 다르게 그 소
종래는 이 구연본에는 없고 단지 조노기 한집이 허씨 과부집에 정주인해서
이러한 사단이 나고 제법이 마련되었다고 했으니 이 점이 분명하지 않다.
아무튼 이 점에 두 구연본에는 불분명하게 처리되어 있고, 고문팔본에는 처
가 허씨 과부집에 주인을 정했다고 되어 있다.14) 사리가 이와 같다면 부인
은 한라산 백록담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맞을 터이고, 퇴평 서웃동네 허씨
과부집에 잠깐 좌정했다는 뜻일 가능성이 있다.
D와 －D 사이에 후처를 들였던 사건이 삽입된다. 후처는 강태옥구연본
에서는 새금상 님애기라고 했으나, 김난생 구연본에서는 신임신중또말쩻
애기라고 되어 있다. 명칭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고, 강태옥 구
연본에는 아예 이 사건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은 김난생 구연본에
만 있다. 조녹잇 한집과 첩 사이에 일어난 사단은 신효 당팟 좌정에 실패하
는 것으로 연결된다. 그러한 사실이 김난생 구연본의 특징이다.
요컨대 강태옥구연본과 김난생구연본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어느
한 각편이 짜임새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기 단점은 있다. 짜임새가 있는 각
편은 김난생구연본이나, 김난생구연본에도 다소 미흡한 면모가 있다. 따라
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는 두 각편은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과 서귀포

13) 제주대 국어교육학회, 조노궤당, 같은책, 396~397쪽. 오순삼이라고 하는 구연자가 조노궤당
에 얽힌 구비역사를 고담처럼 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4) 진성기, 위의 책, 4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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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의 마을이 당신 본풀이에 의해서 연결되는 각별한 특색을 드러내는 지
역 유형의 전형적 각편이다. 제주도 당신 본풀이에 의해서 서사 문법의 공
질성이 발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조녹잇당신본풀이>로 전승되는 각편인 위 자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놀
랍게도 조녹잇당에 관한 전승이 네 편이 더 있는데, 이 전승은 예사 사람의
이야기로 전승되기도 하고, 조녹잇궤를 관리하는 한안순심방에 의해서 본
풀이로 전승되고 있어서 주목된다.15)
(1) 배를 부리는 동사 셋이서 바다에 나갔다가 바람에 휩쓸려 표류하다.
(2) 세 어부가 외눈백이 땅에 표착하다.
(3) 외눈백이 집에 주인을 정하다.
(4) 세 어부가 밥을 얻어먹다.
(5) 외눈백이 남자가 집에 돌아와서 여자와 더불어 사냥감 구한 내력을
말하다.
(6) 세 어부 가운데 눈치 빠른 사람이 있어서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도망
가다.
(7) 도망치다가 높은 언덕에서 ‘백하르방’을 만나다.
(8) 백하르방에게 자신들이 표류해온 사실을 이르고 왕돌 밑에 숨다.
(9) 백하르방이 외눈백이를 따돌리다.
(10) 백하르방이 세 어부에게 타고온 배를 타고 도망가라고 하다.
(11) 백하르방이 고향에 가서 끝에 오르기 전에는 뒤 돌아 보지 말라고 금
기를 주다.
(12) 세 어부가 포구가에 와서 안심하고 뒤 돌아 보니 다시금 외눈백이 땅
에 표류해서 가다.
(13) 백하르방이 다시 잘못을 꾸짖고 함께 와서 당에 좌정하다.
(14) 살아 돌아온 어부 세 사람이 백하르바지를 숭배해서 당에 섬기다.16)
15) 제주대 국어교육학회, 당 모시게 된 유래, 위의 책, 424~426쪽. 김헌선 채록, 조녹잇 당신본
풀이 1ㆍ2ㆍ3, 제주도 남제주군 서귀포시 보목동 한안순 심방, 2003. 2. 10. 한안순 심방은
조녹잇당의 당맨심방 노릇을 하는 인물인데, 그녀에게 거듭 세 번에 걸쳐서 당신 본풀이를 구
송하게 채록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뒤에 부록으로 첨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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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녹잇당신본풀이>의 내용은 제주도에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의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흔히 영등하르방의 이야기로 전하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보목리 조녹잇당본풀이로 정착되어서 전승된다. 어부들이 바다
에 나갔다가 괴물인 외눈백이 땅에 정착했다가 그곳에서 죽음의 위험을 벗
어나는 이야기이다. 이 위험을 벗어나게 하는 인물이 곧 백하르방인데 이
인물은 나중에 어부들에 의해서 신으로 좌정되는 특성을 지닌다. 외눈백이
는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인데 이 괴물과 맞서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영웅적
인 모습을 하고 있는 인물이 당신으로 좌정한다.
이 본풀이는 좁게는 제주도에 전하나 범위를 넓게 잡으면 일본이나 몽고,
중국 등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광포유형이다. 지역적으
로 한정되어 전승되지 않고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이 본풀이의 특징이다. 제
주도의 당신본풀이 가운데 이러한 유형은 흔하지 않아서 광포유형으로 상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도에 당신본풀이가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
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광포유형으로 이 본풀이를 정의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이러한 내력이 <조녹잇당신본풀이>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따져
보아야 한다. 본향 당신 이외에도 마을의 다른 당신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러한 당신의 내력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아쉽게도 이 각편에는 그러한
사실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으로 된 한안순 심방의 자
료에는 이 각편의 유형이 분명하게 조녹잇 당신본풀이임을 명시하고 있는
대목이 있어서 주목된다. 해당 부분을 인용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드디 좌정했다가 이제 조녹잇 본향을 해여서 이젠 말한거니까. ‘웃조녹이
알조녹이 찍신 착 다갱이칩 본향한집’이라고그렇게 말합니다.17)
16) 이 각 편의 요약은 강창현의 구연본을 통해서 했다. 일단 공개된 자료이므로 이 자료를 활용해
서 논의하고, 그것의 차이점을 논의하면서 보완하고자 한다.
17) 한안순 심방 구연, 조녹잇당신본풀이,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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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조녹이 알조녹이 찍신착 벌갱이칩 고지국 본향한집이라고 경헙니
다.18)

이 문면에 조녹잇본향으로 할아버지가 자리잡는 과정이 분명하게 제시되
어 있으므로 이 유형의 이야기가 <조녹잇당신본풀이>의 다른 하위 유형 가
운데 하나임을 명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더구나 관용구처럼 윗 조노기 아
랫 조노기 짚신 한 짝 다갱이칩 본향한집이라고 하는 관용구까지도 붙어 있
다. 그러한 점에서 이 유형의 서사적 내용은 당신본풀이임을 부인하기 어려
울 듯하다. 그런데 각편마다 차이가 있어서 ‘벌갱이칩 고지국 본향한집’이라
해서 일정하지 않다. 짚신 하나로 섬기는 당신이라고 할 수 있다. 조노깃당
의 본격적으로 모시기보다는 곁에서 섬기는 당신이라는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과연 그런지 알기 어렵다.19)
이 유형의 자료는 각편이 많지 않아서 상세하게 논의해야 마땅하겠으나,
각편의 상세한 비교가 목적이 아니므로 전체의 대강만 제시하고 각편의 구
조적 차이점만 논의하고자 한다. 이 유형의 자료는 제주도에서 크게 세 군
데에서 채록된다. 첫째는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에 전승되는 것으
로 영등당의 내력을 말하는 것으로 모두 두 편이 채록되어 있다.20) 김승은
구연본은 위의 내용과 일치하나, 결말 부분에서 외눈백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소섬, 한수리, 성산 등에 몸체가 해체되는 비극을 겪는다. 그래서
그의 주검을 위하여 영등제를 지낸다고 하는 것이 결말이다.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가 다른 자료에도 전승되고 있음이 확인된다.21)
18) 한안순 심방 구연, 조녹잇당신본풀이, 2쪽.
19) 이에 관한 토론은 2004년 6월 12일에 있었던 제주도 신화 연구 모임에서 한 것이다. 짚신 하
나로 모시는 신이 과연 적절하게 당신본풀이로 자리잡힌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하위유형의
하나로 논의하는데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 사람만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러 제보자가 함께 전승하므로 이에 관한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다.
20) 진성기, 영등당 1－2, 위의 책, 578~580쪽. 김승은 구연본과 양태옥 구연본이 있는데, 이 가
운데 김승은 구연본이 위의 자료와 일치한다. 이 자료는《제주도전설》에 다시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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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난산리에 전승되는 것으로 영등하르방을
위한 영등제가 있는 곳에서 전승되는 자료이다. 이 자료는 종래에 밝혀져
있지 않다가 현지 조사를 통해서 우연히 밝혀진 것으로 결말 부분에서 차이
가 있다. 영등하르방이 표류해 온 세 사람을 두 번에 걸쳐서 구원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영등제를 거행한다. 영등제는 첫 번째 자료와 동일하게 마련되
나, 차이는 오조리 사람을 위해서 영등 하르방이 죽거나 시신이 토막 나는
경우를 당하지 않는다. 차이점이 있다면 대축낭(사탕수수)를 가지고 외눈
백이를 따돌린다는 사실이다.
셋째는 제주도 남제주군 서귀읍 보목리에 전승되는 자료로 위에서 예시
한 <조녹잇당신본풀이>이다. 두 번째 자료 유형과 흡사하나, 조녹잇 당신의
좌정한 사실이 차이가 있다. 두 가지 자료가 제의를 받는 점에서 동일하나,
두 번째 자료에서는 떠돌이 신격으로 외지에서 들어 와서 일정 기간 머물다
가 다시 본래적 위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의례를 받으며 영등제
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 번째 자료에서는 외지에서 들어 왔으나 당신
으로 자리 잡아 정기적 의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 차
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세 곳에 전승되는 자료는 각기 의의가 있으며 동일한 내용의 자료가 각기
별도의 경과를 통해서 신으로 모셔진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신화적으로
오랜 내력을 가진 것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 본풀이의 핵심적 대립은 사
람을 잡아먹는 식인귀의 외눈백이, 잡아먹힐 운명에 놓인 어부들, 어부들을
구하는 하르방 등의 사이에서 발생한다. 하르방은 외눈백이 괴물에 맞서서
싸우는 신이다. 사람이 잡아먹힐 운명을 대신하기 때문에 영웅적 속성도 갖
추고 있는 셈이다.
어부 세 사람이 태풍에 휩쓸려서 이상한 섬에 표착해서 생기는 기이한 체
21) 이에 대해서는 한 차례 상세한 논의를 편 바 있으므로, 그 쪽으로 논의를 돌리기로 한다. 김헌
선, 제주도 당제의 신화 생명 체계 연구, 2002. 10. 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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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 상상력 전개의 당연한 절차이다. 그런데 기이한 섬에 도착한 어부들이
영웅이 아니고 평범한 인물이고, 장차 식인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영웅이
나 신의 존재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그러한 신이 곧 하르방이다. 이 하르
방은 외눈백이 나라에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점에서 대등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선과 악의 양면을 담당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하르방이 세 사람을 구해 주면서 금기를 준다. 금기는 마을에 가서 뭍에
오르기 전까지는 뒤를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금기는
세 사람에 의해서 어겨진다. 외눈백이 나라에 다시 돌아오고 거듭 하르방이
구해주는 동기가 된다. 금기는 하르방을 신으로 받드는 장치인 동시에 신의
구원을 입어서 섬김을 받는다는 것이 요점으로 된다. 그렇게 해서 금기를
어긴 결과, 신으로 섬길 수 있었다.
이 유형은 광포 유형의 각편임이 확인된다. 제주도 지역에서 세 곳에 전
승되는 이 이야기는 이웃하고 있는 일본, 몽고, 중국, 그리스, 이태리 등에
서 전승되고 있다. 전승의 양상은 구비 전승과 문헌 전승 등의 양차원에서
,《太
모두 확인된다.22) 특히 중국 쪽에 풍부하게 전하고 있어서《山海經》
,《聊齋志異》등에서 동일한 이야기가 확인된다. 전승되는 자료 가
平廣記》
운데 거인의 면모에 차이가 있다. 오로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귀로 존재하
는 경우가 있고, 이와는 다르게 하나의 눈을 가진 거인으로 존재하는 경우
도 있다.
게다가 거인이 사는 곳도 일정하지 않다. 대체로 바다에서 태풍으로 표
류한 배가 외딴 외눈백이섬에 다다라서 그 곳에서 외눈백이 거인을 만나는
것도 있고, 이와는 다르게 깊은 산 속의 동굴 속에서 외눈백이 괴물을 만나
는 것도 있어서 환경에 따라서 거인의 면모가 다른 장소로 설정되어 나타난

22) 戴臺廈, 獨眼巨人及其故事的流變,《中國民族語語文學硏究論集》, 民族出版社, 2001, 216
~239쪽. 이 논저에서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외눈백이 거인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다루어서 이
유형의 자료 이해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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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인이 그 동굴에서 신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가 단순한 귀신의 모습으
로 변모되는 것도 각별한 현상이다.23)
세계적인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영웅과 식인제의 食人祭
儀의 상관성이다.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에게 사람이 선택되어서 바쳐지는
것은 식인의 전통의례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식인귀에게 사람을 바치는 전
례는 이야기에 허다하게 전한다. 예컨대 <지네장터>, <김녕사굴 金寧蛇窟>
등에서 식인의 전통이 의례로 구체화되어 있다. 식인의례를 무너뜨리기 위
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인물이 곧 영웅이다. 이 영웅은 동물이기도 하고 문
화적 영웅이기도 한데, 이들이 나서서 지네나 뱀을 퇴치해서 식인귀와 그에
관한 의례가 사라졌다고 하겠다. 영웅이 등장해서 식인귀나 외눈백이 괴물
을 퇴치하는 것은 구비전승 속에서 기재되어 있다.
영웅에 대한 신앙적 추모 행위가 다시금 의례화되면서 제주도는 당신본
풀이로 정착시켜서 <조녹잇당신본풀이>를 전하고 있는 셈이다. 어부 세 사
람이 백하르방을 모셔 와서 그를 신으로 섬기는 것 역시 일종의 맞이이다.
신은 좌정하고, 어부들은 신을 선택하여 섬긴다. 그러한 형식이 좌정과 맞
이라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다른 민족에서는 신앙 행위가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는다. 구비서사시 역
시 전하지 않는다. 오로지 문헌서사시로《先祖闊爾庫時書》에 수록된 여
덟 번째 자료인 <巴薩特斬除獨眼巨人之歌>는 풍부한 서사시의 내용을 갖추
고 있으나, 문헌으로 전승되는 자료일 따름이다. 신화적 사실은 풍부하나,
신앙적 행위는 전승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조녹잇당신본
풀이>가 중요한 것은 구비 전승의 서사시로 아직 전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
이다.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고 전승되는 동일한 유형의 이야기가 당신 본풀
23) 김헌선, 제주도 ‘외눈백이’ 괴물 이야기의 동심원적 확장과 변형 연구, 12~13쪽. 환경에 따라
서 괴물이 있는 곳이 다르게 나타남을 상세하게 기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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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결합되어서 섬겨지는 것은 <조녹잇당신본풀이>이다. 다른 제주도 지
역에서는 영등제와 관련이 있거나, 영등당의 본풀이로 전하고 있음에 차이
가 있다. <조녹잇당신본풀이>는 특별하게 제의까지도 확보하고 있다. 조녹
잇당신의 제일은 1월 12일, 2월 12일, 11월 14일 등으로 되어 있어서 꼭
같이 다른 제주 지역의 영등제와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2월 12일은
영등제와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북제주군 한림리와 시흥리 등의 당
에서는 영등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영등제는 일년에 한 번 있는 의례이며,
바람신과 생업이 연관된 특별한 의례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녹잇당신
본풀이>만큼은 독자적인 당제임을 확보한 사례에 해당한다. 광포 유형의
본풀이가 특정 지역신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조녹잇당신본풀이>는 조녹잇당의 유래에 관한 내력을 말하는 본풀이인
데, 이처럼 두 가지 유형의 본풀이가 전승되는 것은 각별한 현상이다. 제주
도에서만 발견되는 지역적 독자성을 갖춘 지역 유형의 본풀이와 제주도를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광범위한 보편성을 갖춘 광포 유형의 본
풀이가 한 지역의 본향 당신 내력담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일이
다. 이 두 유형의 본풀이가 있는 현상을 어떠한 각도에서 이해해야 하는가
의문이 생긴다.
그것은 보목리의 지리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 보목리는 산에서 내려오
는 산세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한 편에서 바다에서 밀려드는
파도의 끝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다. 보목리의 웃당과 알당이 각기 있어서
웃조노기와 알조노기라고 되어 있으나, 산에서 내려 오는 웃조노기신과 바
다에서 건너온 알조노기신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한안순심방
에 따르면 웃조녹이당, 조녹잇내의 근처에 있는 조녹잇당에 모셔진 당신이
바다에서 건너온 신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웃조노기와 알조노기
로 갈라서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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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풀이와 광포유형의 본풀이는 전혀 이질적인 신의 출자라 하겠다. 하나
는 산에서 솟아났고, 다른 하나는 먼 바다에서 왔다. 산과 바다의 이원적
속성이 작동하면서 각기 조녹잇당신의 내력을 해명하려고 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산에서 솟아난 조녹잇한집은 곳곳을 거쳐 오면서 다른 신과 다투
고 신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판도를 확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서 바다에서 온 신은 어부들의 목숨을 구해준 대가로 그들에 의해서 섬
겨지는 양상을 띤다. 산에서 솟아난 신이 내려 와서 자신의 좌정처를 정하
면서 조녹잇괴의 장소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산에서 솟아난 신과 바다에서 온 신이 충돌하지 않고 별도의 전승 유형을
이룬 것을 어떠한 각도에서 이해해야 하는가?24)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추론을 전개할 수 있다. 하나는 산에서 솟아난 신이 바닷가 쪽으로
이동해 오면서 결과적으로 공유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녹
잇한집이 웃도라고 하면서 여러 곳을 거쳐서 내려 왔다가 개와씨(거
지)가 불을 내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조녹잇괴에 동거하면서 생긴 복합 현
상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구비 운문 전승과 구비 산문 전승의 별도 경로 속에서 빚어
진 복합 현상일 수 있다. 본풀이 전승은 당매인심방 또는 당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녹잇 당신본풀이>의 전승 형태 가운데 하나라면, 이
야기 전승은 예사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전승 형태일 수 있다. 가락의
제약을 받는 것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이다.
두 가지가 별도의 전승 경로가 있어서 유지되고 이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24) 제주도의 신이 출현하는 방식은 의례 살피면 세 가지 양상으로 정리된다. 신이 외지에서 들어
왔다고 한 유형이 있다. 이 유형은 보통 여성이 바다를 거쳐서 들어온다. 그러나 이 유형에서
영등하르방이나 백하르방은 예외적이다. 두 번째 유형은 땅에서 솟아난 유형이다. 이 유형이
당신본풀이나 일반신본풀이에서 흔하다. 남성주인공이 산이나 땅에서 솟아났다고 한 것이 일반
적이다. 세 번째 유형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일반적인지 의문이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신이 결합하는 방식이 근본적인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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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유형이 별도로 전한다고 하더라도 조녹잇당의 본향당을 중심으
로 하는 전승이라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역 유형과 광포 유형
이 공존하면서 산과 바다, 당맨 심방과 예사 사람, 제주도와 먼 바다의 대
립을 창출한 사실은 매우 의미가 있는 전승이라고 간주된다. <조녹잇당신
본풀이>가 여러 마을을 거느리고, 남제주군의 당신 본풀이를 대표한다고
할 정도로 요긴한 것인데, 이 연구를 통해서 지역 유형과 광포 유형의 본풀
이가 공존하는 현상을 비로소 처음 밝혔다. 연구는 있는 사실의 재발견이
고, 전혀 소개되지 않았던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각도의 이 글
이 의의가 있다.

3. <조녹잇당신본풀이>의 의의
<조녹잇당신본풀이>를 연구한 결과 몇 가지 의의를 규명할 수 있었다.
우선 <조녹잇당신본풀이>는 두 갈래의 당신 본풀이가 있어서 하위 유형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제주도에 전승되는 당신 본풀이가 차이
가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조녹잇당신본풀이>의 특성은 두 가닥
의 이야기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서 특성이 규명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두 갈래의 당신 본풀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쉽사리 해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
두 갈래의 본풀이가 있는 것은 이질적 집단에 의해서 전승되는 것이 오늘
날까지 남아 있는 현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광포유형의 본풀이는 본래
조녹잇당과 관련이 있는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견주어서 지역유형의
본풀이는 좌정처를 옮기던 당신의 이동에 의해서 갈등이나 대립이 있는 것
은 아니다. 지역 유형의 본풀이에 나타난 당신이 좌정처를 옮기다가 합쳐졌
을 개연성이 높은데, 그러한 경과가 구비 역사나 본풀이에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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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유형의 본풀이는 독자적인 당신의 혼인, 당신의 좌정, 당신의 이동
등이 핵심적인 골자를 이룬다. 당신의 출생은 할로 영산에서 솟아났다고 했
으므로 제주도 남제주군의 당신 본풀이적 문법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난다.
그렇게 태어난 당신이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능력은
문화적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문자를 다룰 줄 아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
러한 능력 때문에 결국은 당신의 혼인 과정에서 여성신과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의 대결은 효촌리에 있는 삼백신과 조녹잇한집이 대결하는 데서 확
인된다. 신들의 대결은 자신들의 좌정처와 판도를 정하는 과정이므로 불가
피한 다툼이다. 조녹잇한집이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체적인 다툼은 문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답게 장기와 바둑 내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녹잇한집은 이 내기의 승패와 관련이 제시되지 않은 채
형들은 효촌리를 차지하고, 자신은 보목리 일대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
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당신의 혼인이 신들의 결혼 화소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
녹잇한집은 두 차례에 걸쳐서 혼인했다. 첫 번째 혼인은 허씨집 과무집에서
혼인한 것으로 이 혼인은 원만하게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허씨집 아기씨
가 다소 엽기적인 방법으로 돼지의 똥구멍으로 손을 넣어서 간이나 창자를
꺼내어 먹어서 돈경내가 나기 때문이다. 조녹잇 한집은 허씨집 애기씨를 갈
라서서 허씨집애기씨에게는 산돗제를 받아먹도록 조치한다.
두 번째 혼인은 신중또말쨋애기씨와 이룬다. 신중또말쨋애기씨는 부
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으나, 그 곳이 부정한 지역이므로 다른 곳으로 이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독자적인 행보를 하면서 깨끗한 곳을 찾아 가
는 좌정처 이동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다. 당신이 문화적 능력이 있기 때문
에 식성 갈등이 발생하고, 식성 갈등에서 문화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 조녹
잇 한집이 이에 따른 주도적 구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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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목리 당신 본풀이 가운데 지역유형의 본풀이는 구조적 치환의 결과물
임을 중시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북제주군의 당신 본풀이
에 나타난 식성 갈등의 주체는 다르게 나타난다. 대체로 외지에서 들어온
여성이 미식을 하는 주체이고, 붙박이로 머물러 사는 남성이 육식을 하는
주체로 되어 있다. 그런데 보목리에서는 남성이 문화적 미식을 하고, 여성
이 자연적 육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식성의 주체가 전도된 것은 기이
한 일인데, 이러한 식성의 주체가 전도되는 현상은 세화리를 지나서 남제주
군에 이르는 과정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남제주군 보목리에 이르러서 본격
화된다. 게다가 보목리에서는 처첩간의 갈등도 아니고, 두 여성 모두가 남
성과 대립하고 있어서 식성 갈등이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환기한다.
광포유형의 본풀이는 특정한 인물들이 외눈박이섬에 표착했다가 그들에
게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본풀이의 내용
은 제주도 지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균등하게 발견되는 내용이다.
주인공들이 외눈백이 괴물에게 잡혀 먹힐 뻔 했는데, 영웅이 나타나서 그
인물들을 구해 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본디 영웅이 괴물을 응징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제주도의 광포 유형 내용에서는 괴물을 피해서 가도록 할
아버지가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영웅이 당신으로 변형되어 있는 셈
이다.
지역유형과 광포유형의 당신 본풀이가 공존하고 있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담당층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하위 유형의 본
풀이가 공존할 개연성이 있다. 당맨 심방은 제주도의 전반적인 서사 유형을
전승한 것과 다르게, 예사 사람은 그 것과는 다르게 제주도에 표류해서 떠
들어 온 본풀이를 전승했을 가능성이 있다. ‘외눈백이 괴물 이야기’유형은
당신 본풀이와 일반적 이야기 두 가지 형태로 전승된다. <조녹잇당신본풀
이>와 결탁되면서 이러한 이야기가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
야기가 북제주군 애월면에서도 역시 당신 본풀이로 전승되나, 기본적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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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떠돌이 신이 특정 마을에 정착해서 당신으로 좌정하는 것이 공통점이
다. 떠돌이 신으로 된 사례 가운데 영등신의 유래담으로 바뀐 사례는 각별
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다.
한 지역에 있는 당신 본풀이가 다면적 의의를 갖기란 그다지 수월한 일은
아니다. <조녹잇당신본풀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천을 가지고 있으나, 당
신 본풀이 자체에서 그러한 경과를 명시하고 있다. 계와씨의 잘못으로 원래
당에서 불이 나자, 현재의 조녹잇궤로 본향당을 옮겼다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본래 조녹잇궤에 광포 유형의 서사적인 본풀이가 전승되었으나,
다시금 이동해 온 조녹잇 한집의 본풀이가 합쳐졌을 가능성이 있다.
<조녹잇당신본풀이>는 제주도 당신본풀이 가운데 특별한 본풀이임이 확
인된다. 조녹잇한집이 조녹잇궤에 자리 잡는 과정이 주된 내용인데, 한쪽은
한라산에서 솟아나서 좌정했고, 다른 쪽은 먼 바다에서 들어 와서 좌정했다
고 했으니 이질적인 본풀이의 주인공이 양립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가닥의
주인공은 제주도의 본풀이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인물인 점에서 변함이 없
다. 땅이나 산에서 솟아나거나, 바다 건너서 들어오는 것이 동일한 면모라
고 이해 된다.
<조녹잇당신본풀이>는 제주도 당신 본풀이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하위
유형의 내용에 있어서는 각기 별도로 전승하는 지역유형과 광포유형을 결
합시켰다고 하는 데서 특별한 면모가 발견된다. 지역유형과 광포유형이 결
합하면서 별도의 경로를 간직하고 있는 점이 이 자료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와 유사한 자료가 있는가 하는 점은 좀 더 논
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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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Jonokit－Dangshinbonpuri>

Kim, Heon Seon(Kyongg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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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maein－

<Jonokit－Dangshinbonpuri> is

the settlement of the ‘Jonokithanjip’. He risk his life to settle in
Jonokitkwae. This bonpuri own birth, showdown, marriage, sit
jointly many other bonpuris in south area of the jeju－do.
Second type handing down not a simbang but a peoples. They
are an old persons or the people who is related to simbang. This
bonpuri

tells that

three fishermen worship ‘Baekharbang’

who

defeat the one－eyed monster to save the three fisherme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relationship of the
low type of the <Jonokit－Dangshinbonpuri>. The result of a
comparison,
Ther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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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

possible

to

type
put

bonpuri
together

is

related

regional

to
type

Jonokitdang.
bonpuri

in

moving the sit－place. These process appears the bonpuri and
oral history.
<Jonokit－Dangshinbonpuri> have a various source. Originally,
wild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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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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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ng, Jonokit hanjip bonpuri is possible put together.
<Jonokit

Dangshinbonpuri>

is

special

bonpuri

in

Jeju－do

Dangbonpuri. The contents of this bonpuri is to put down roots
in Jonokitkwae. One rise from Mt. Hanra. The other is join from
the sea. So, alien heros is opposite to each other. But these
heros nothing if not a character in Jeju－do bonpuri. It is same
to rise from to mountain or join from the Sea.
Key word : Dangshinbonpuri, <Jonokitdang>, A widespread Type,

A Regional Type, Sit－place, A taste trouble, Dangmaein
－sim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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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3년 2월 10일에 한안순심방을 방문했다. 방문한 이유는 제주시의
양창보심방에게서 한안순심방이 제주도의 전통적인 악기인 울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찾아 보았기 때문이었다. 한안순심방은 울쇠는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신이 조녹잇괴를 담당하는 당매인심방 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다. 본래 자신의 남편이 당하님이었으나, 얼마 전에 작고하여서 자신이
본향당의 열쇠를 관장한다고 하였다. 조사자가 방문하자 대담 끝에 이 말을
하였다. 필자가 네 차례에 걸쳐서 거듭 요구하자 이야기 한 것이고 내용이
구연의 기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 마지막에는 보목리당에 가서 당
앞에서 구연하도록 했다. 동영상으로 제작했다. 기억이 정확하고 내용이 신
뢰성이 있어서 함께 제공하기로 한다.
아울러서 제주대학교 사범대학교에서 간행되는 자료도 제공하고자 한다.
번다한 것할 수 있으나 자료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자료이므로 이를 함께 제
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모두 세 가지 자료이므로 학계에 일정
한 기여를 하리라고 판단된다.＊

1. <조녹잇당신본풀이> 1
옌날 저 외국 외눈백이가 어디산디 외눈백이 땅이 갔다고 합니다. 서이
가. 배타고 름질에 불려간 것이. 그디 갔다가,  어디 그디 머 사램을
잡아서 반찬하고 먹낸 마을인디. 들어갔단 이제 어디서 막 가서 잘 대우해
주고 허니까. 어두니까 밥을 해준 거 보니까 머 손가락도 귀차논 것도 있고,
해연 주니까 ‘이거 이상허다’ 영 허여시니까. 또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오
늘은 머 사농을 못했다.”고 어 그렇게 들어왔는디. “우린 아잣어도 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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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농을 했는디” “사농을 오늘은 재수없어 못했다.”고 헌디. 아 그땐 사람
들이 저 혼겁을 먹을 거 아닙니까.
경헌디 막 밤이, 이른 옌날엔 이런 세멘집이 아니니까 막 구녕 롸서 나
와 이제 서이가 빠져 나와서 이젠 배탄 나와난디 오니까. 그거 머 사름이
아니지 머. 이녁 구신이나 산 할으방이나 기지. 막 이젠 그 사람 일러부니
까 찾으래 올거 아닙니까. 찾으래 오니까 막 그 참 큰 할아버지가 나와서
‘너네 이 방들 밑에 숨으라고.“ 이제 허여신가 그 사람들 찾으러 왔다가 ”이
디 이제 어떵헌 사람 못 보젠“ 허나난 ”이디 안댕이젠.“ 허니까 기냥 돌아가
부니까. 그 사람네가 이제 내산 ”이 배타네 집이 들어가기 전일랑으네 뒤트
레 돌아보지 말랜.“ 허여서 보내니깐. 인젠 갯맡디까장 다 들어와지니까 이
젠 ”아 살았다“고 뒤트레 배래부니까 그 배가 또 돌아간거라 거기. ”왜 이제
집이 다 너르기 전이 뒤트레 돌아보지 이리 돌아보지 말래는 걸 돌아 봤느
냐.“고 해서 또 막 야단치면서 이젠 또 돌려보내신디. 이리와 내려서 그 산
에가 이 어딜로 이제 좌정했다가, 거꾸라 거 무신, 나도 그 무신동산 여기
살아도 잘 모릅니다. 그디 좌정했다가 이제 조녹잇본향이라고 해서 그딜 좌
정했다고 헙니다.

2. <조녹잇당신본풀이> 2
우리 들은 말대로 는 말이지 뭐, 다른 거시긴 없고. 우리  옌날에 거
배가 이제는 막 기계로 배질을 허고 댕겜지마는 옌날엔 풍선배 아닙니까.
이 그냥 영 내젓고 댕이는 거. 그 밸 타고 새 사름을 탔는디, 름에 쳐서
불려간 것이 외눈백이 땅에 갔다고 헙니다 게. 거기 가서 이젱 너르니까,
사름들이 오라서 막 대우허면서 집이 따라가니까, 밥을 해 주는 디  국,
이제 국 끓인것에 보니까 손가락 겉은 거 그치룩헌거 기차나서 국을 끓인
거 보니까 금착헐 거 아닙니까. 경허니까 “이거 큰일났다”고 이제 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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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신디 저낙 이때 되난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 “아 오늘은 재수 엇어서
사냥을 하나도 못했다.”고 영허니까 집이 이신 사람은 “우린 만히 아자도
세 사람을 사농을 했다”고 그런 말을 듣고서 이 사람들은  그날 밤이 을
안 자고 막 벽을 롸 갖고 구녕 롸놔서 참 글로 밤이 몰르게 튀어나완
또 개맡이 와서.
오니까 이제 어뜩허민 좋거니 허니까 참 큰 산신할아버지 될거지 마시.
저거땜에. 산신할아버니가 나와서 너네 이제 이 돌 밑에레 빨리곱으랜 허니
까 곱았다가, 곱아서 보니까 그 또 사람들이 쳐들어 와니까. 이제 “이디 사
람 댕이는 거 못봤넨.” 허난 “그런 사람 이디 엇댄.” 해서 돌아가부니까 “너
네 이 배를 타고 따시 이래 돌아보지 말고 집에 내리기 전일랑 돌아보지 말
라.” 허니까. 아 이디꺼장 와서 갯맡이꺼장 막 부두 안에꺼장 들어오니까
“이젠 살았다”고 해서 해였는디 그냥 그 배가 또 너리기 전이 또 돌아가분거
라마스. 게난 또 그디 가니까는 “너네 왜 집이꺼장 가기 전이랑 뒤트레 보지
말래는 걸 뒤트레 봤느냐.”고 해서 막 또 그 산신할아버지가 욕해면서 또
돌려 보내니까 여기와서. 나도 이디 살아도 그 동산을 일름을 몰르니까. 그
디 좌정했다가 이제 조녹잇본향을 해여서 이제 말헌거니까. ‘웃조녹이 알조
녹이, 찍신 착 다갱이칩 본향한집’이라고 그렇게 말헙니다.

3. <조녹잇당신본풀이> 3
(제주도 말로 읍서.) 제주도말로. 그것이 제주도 말이지 무신 말이꽈
게. (그럼 이제 그 세 사람이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풍선에서.) 게 그것도
나가 모른디 여기서가 어 그 는 말만 내가 들은말이지 말시 여기서. 어
풍선밸 세 사름이 탄디. 름에 막 불려난 것이 그 외눈백이 땅에꺼장 불려
갔다고 헙니다 게. 경헌디 그디서 가 사램이 나와서 우리 겉으민 들어오십
서 허는 식으로 막 지네집이 아간거 아니꽈. 아간거 저낙에 밥을 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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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보니까 사름 이 손가락겉은 거 막 그런 거 그차난 밥을 해주니까 그 사람
네가 겁날 거 아닙니까. 이거 사람 손 아니냐고. 이젠 경핸 이신디 저낙에
는 그 사람들이 들어완 “어 오늘은 재수가 하나도 엇어네 하나도 사농 하나
못해연 들어왔다”고. 영헌디 거기서는 “우린 만이 있어도 세 사람을 사농
했는디 너넨 뭘 간 했느냐”고 허멍 욕허니까 이 사람들은 막 금착해여네.
그날 밤에 잠을 못자고 막 벽을 른거 아니우꽈. 롸서 그 구녕으로 나
와서 갯맡이 또시 달려오란 이신디. “이거 어떵허면 졸거니” 허멍 허는디,
산신할아버니가 나와서 큰 돌 밑으레 숨으라고 허난 이 숨으니까 이젠 그
사람들 막 일러분 사람들은 찾이레 오니까 “이디 영헌 사람은 엇어연나네.”
“이디 그런 사람 못봤다”고 경허니깐 이제 그 사람네가 또 돌아가부니까 배
탄 돌려보내지 마쓰. 돌려보네니까 “너네들 집이 들어가기 전이랑 뒤트레
보지 말랜.” 헌건디 뒤트레, 갯맡디 들어오니까 어 뒤트레 돌아보니까 그냥
배가 또시 또 그 나라에 또 간거라 마스. 게 그 할으방이 나오란 막 참 휘웅
말갈허멍 “뒤트레 배리지 말랜헌건 뭘허래 봤느냐”허멍. 이제 너네 여 참 뒤
트레 배랬당 너네 살 수가 엇디네 돌려 보내여네 에 어느 동산에 완 좌정했
다가 이제 헌 것이 그것이 참 웃조녹이 알조녹이 찍신착 벌갱이칩 고지국
본향한집이라고 경헙니다.

4. 조노궤당
제보자 : 오순삼(남 ․ 67세)
조사일시 : 1991년 8월 4일 2시 30분
조사장소 : 서귀포시 보목동 568번지 원광사
저 보목리 북쪽에 가면은 조노기 본향(本鄕)이라는 당(堂)이 있어. 신당
(神堂). 조노궤당이 있는디, 그 당은 원래가 어디 있었냐 그러면 저 절오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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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에 밭에 옛날 불목리 조상들이 여기 부락을 건설해 살 때에 거기 집을
지어서. 당을 모셔서 병자(病者)가 누가 나면은 그디 가서 집에 가서, 당집
에 가서 굿을 허고, 또 여기 어부(漁夫)와 잠수(潛嫂)들이 가서 절하고 해
서 바당에도 가고 허였는디, 허다가선 어떵허영 그 때 마침 엄동설한 추운
때가, 어떠한 거지가, 얻어먹는 거지가 보목리까정 얻어 먹으레 들어오다가
선 날이 추우니까 아마도 당집 앞에 이렇게 추그령25) 앉았지. 해 발르니
까26). 추그령 앉았다가 보니까, 아마 그 때도 그 사람이 담배사 먹었든 어
떵 했든 불을 <××××> 오꼿27) 당집을 카부렀단(타버렸다) 말이여. 당집을
카부니까 불목리28) 사람들이, 불목리 민중이 모다 집을 내가지고 그럼 당
집은 카비였으니 여기 있었던 당신(堂神)은 어디 갔는고. 당신 도망가비였
는가(도망가버렸는가) 아낫는가(달아났는가) 행(해서) 걱정헐 거지. 심
방들 해다가 굿을 허는디. 어디 가수과(갔습니까), 어디 가수과. 거기 가서
신을 아(찾아) 보는데, 저 보목리 저 북쪽에 가믄 조노기라는 거기 굴이
있어. 그 당신이 그디 들어갔다는게라. 거기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조노
리당. 일름을 지었단 말이여. 조노깃당이라 허는디 당 구신(鬼神)은 뱀인
모양이라. 아까 저 용 모양으로. 내가 어떻게 뱀인 줄 아는고 허니까 조노
기 굴 속에 가서 불목리 민중이 정성을 허고 굿을 허는디. 여기 보목리 유지
가 분이 어서 나서. 나오랑 보니까. 부락유지로 해가지고 그 당을 수축
(修築)허게 되였어. 그 당안에 모다29) 알래30) 앉는 자리던지 모두가 추접
허다(더럽다) 말이여. 몬지(먼지)도 있고, 풀도 나고 허니까. 그러고 또 거
기다가 주민들이 가서 떡이든 밥이든 행 올릴랴면 올리는 디가 자리 없어서
못허니까 이제는 거기 올려놀 탁자를 만들려고 말이여. 세면(시멘트) 공살
25)
26)
27)
28)
29)
30)

쭈그리고.
햇빛이 바로 비추니까.
어쩌다가 그만.
이 쪽 사람들은 보목리를 보통 ‘불목리’라고 부른다.
모두.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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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事를) 할려고. 할려고 해서, 할려믄, 심방 빌고(청하고) 이렇게 하겠수
다(하겠습니다), 공사허겠수다 비는디, 그러니까 그 나도 저 직접 그 어른
은 안(말해주니) 내 들었주. 그 어른 말씀을 들어서. 아 심방허고 빌레
강 보니까 그 굴 속 앞에다가 그 밥 올린 앞에다가 큰 구렝이가 아마도 이보
다 살진 놈 <××××> 누웠다 말이여. 사람이 어시니까(없으니까). 심방이 굿
을 허면서 솔허게31) 손으로 씰어(쓸어) 보고설랑 그 종훈씨라는 보목 유지
보고도 이걸 씰어 보라고 아무토(아무렇지도) 않은다고 이거 여기 당지기
니까, 당 직허는32) 귀신이니까 아무토 안헌다고 그러니까 그 나도 직접 그
어른은 안 말씀을, 종훈씨라는 분이 아무토 안허더라고 거면서 ‘거 완전
히 신은 신이더고.’ 헌 말 내 들어봤주. 제주도 당은 모다가 배염이라.33)34)

5. 조녹잇당 모시게 된 유래
제보자 : 강창현(남 ․ 64세)
조사일시 : 1991년 8월 4일
조사장소 : 서귀포시 보목동 619번지
당 모시게 된 유랜데, 여기서 바당에 어로 작업을 가는디 동서 셋인가 해
가지고 먼 바당에 가는디 태풍 만나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격인
디. 외눈백이 땅에 표류되었던 모냥이라. 그 어부가 외눈박이 땅에 표류되
었는데 남양(南洋)의 어디 외눈백이 땅이 식인종들이 있젠 허니까 사람고
기 먹는 저 남양 어디 표류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디. 그 외눈백

31)
32)
33)
34)

살살.
지키는.
사실과는 다르나, 뱀신앙이 깊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듯하다.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회, 백록어문9, 1992, 396~3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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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이 여기서 말허문 외눈백이 땅이옌 허는디 외눈이옌 헌 건 눈 나 가
진 거주게. 외눈이난 어디 요디사 박아졌는지 어디사 박아졌는디. 땅에 표
류되었는디 거기 가 보니까 집주인을 정하는디. 땅에 표류되었는디 거기 가
보니까 집 주인을 정하는디 표류되어 가지고 배는 포구에 매고. 굶고 허니
까게 밥이라도 얻어먹곡 허젠 집에 주인을 정하는디,
“이렇게 되가지고 표류되어 가지고 왔는디 좀 밥이라도 해 달라.”
고 허니까,
“아, 어서 들어오라.”
고. 남잔 어섰고 여자만 있었는디 밤에 아잤는디 그 방에 강 있으니까 조
금 있으니까. 사람 들어오는 소리가 뚜벅 뚜벅 발자국이 나거든. 하니까 무
슨 소린가 해가지고 귀 <××> 가지고 들어 보니까 남자가 들어오면서,
“아, 오늘은 재수 어성 사냥 나도 못허고.”
이렇게 얘기 허난에 부인 허는 말은,
“아이, 난 만이35) 앉아도 사냥 세 개나 핸게.”
그 말 들어보니까 외국하고 말 통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전해 오는 말이
그렇게 허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서 생각해 보는 건디 만이 앉아도 사냥을
세 개 했다  거는 <×××> 사람이 세명 갔으니까 사냥 세 개 했단 말이고
재수 어성 못했다고. 그디서 조금 눈치빠른 사람이 있었는디,
“그거 수상하다.”
고.
“도망가자.”
고 해 가지고 도망을 가는디 도망을 막 가다 보니까 높은 언덕에 백하르
방이 탁 허게 앉아 있어 가지고 있으니까.
“아, 어떻게 표류되엉 온 사람인디 살려 달라.”
고 이렇게 허니깐 그디 강 언덕 아래 어디 숨었는디 어디 왕돌 밑으로 
35)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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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치멍,
“그기 들어가라.”
허니까, 그 뒤에 개 고 해가지고
“사람 세 사람 안 지나갔냐.”
고. 그 할으방안티 물었댄. 물으니까 할아버지는, 어디 있지만은
“저 다른 방향으로 저래 갔다.”
고 거짓말…… 저래 가부니까 그 하르방은
“빨리 나오라그네 타고 온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고향 가가지고 물에 육지
에 올라가기 전에라그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아무말도 말고 그대로 가라.”
이렇게 지시했던 모양이라. 경허니까
“그렇게 허겠다.”
고는 했지만은 고향 이디 들어와 가지고. 포구 바로 바닥 옆에 와지니까
아 이젠 안심해 가지고.
“아, 그 할아버지 덕분에 살아졌다.”
고 말이지. 허니까 또 파도가 쳐 가지고 역시 또 그곳에 표류(漂流) 당행
간 모양이라. 가서 백하르바지가 있으니까,
“내가 뭐라고 말허드냐.”
허면서 어떤 말에 들으민 그 할으바지가 같이 오니까 그 할아버지를 모셨
다 이런 말도 있고, 그 할아버지 덕분에 살아지니까 그 할으버지를 숭배허
겐 헤여서 저기 당팟이옌 허는디 당을 모셔가지고 했는데 어느 말이 맞는디
모르지만 그런 말이 잇는디. 그건 저 쪽에 살던 사람인다.36)

6. 조노궤당
1) 당명 : 조노궤당
36)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회, 백록어문9, 1992, 424~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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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일 : 11월 14일, 1월 12일, 2월 12일
3) 위치 : 처음에는 절오름 동쪽에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정술냇가 다리건
너 동굴로 옮겼다.
4) 제물 : 양단 석자, 맹죄, 종이(백지) 석장, 지전, 초2, 생꼬, 메, 바다고
기 2, 과일, 떡(시루떡, 돌레떡)
5) 제의 집행자 : 대대로 고씨집안에서 매인심방을 했다. 지금은 그집 며
느리가 매인심방을 하고 있다.
6) 본풀이

조노궤 한집이 솟아나긴 할로영산 솟아났수다. 솟아날 적이 안음득 금
책, 좀이 득 서뭇, 일천장의 배릿돌, 상단골에 상달문세, 중단골에 중별
문세, 하단궐에 해뱉문세, 저승 장오적, 이승 오개일통 지 람웃또.
산 쇠털 흑절입언 문대단 안을 받져, 미남쌀 오니 주끈 물려. 번을 털
또리면 삼천 굴맹이가 도 려오고, 이제는 제완지 허리에 죄정였더니 침
침고 야심여 걸영소 낙인판 놓아서 보니 칠오름 상봉오지에 청지애, 백
지애, 황지애 치여 좌정호니 삼신전 삼백관이 좌정여 이제는 바둑 장귀를
두어 예촌 삼신백관은 성님국으로 캐지고 조녹잇한집은 아시국으로 
지여. 이젠 조녹잇 한집 처씨를 토평서웃동네 허씨 과무집이 정주인을 잡
았더니 괴기를 팟싹 먹고 펀 상톳통에 기여들언 보니 되야지가 공베겔 베와
용좀을 자고 이서. 갱맹지를 손에 감아죄고 항문으로 손을 드리몰아 간내식
양외식식을 빼여먹어 부정고 서정고, 경호연 이시난 름웃도가 조녹
잇 한집이 그 올래에 갔더니 죈경내 나고 야광내 나서 “이게 어떤 일이냐?”
니 “괴기를 먹고펀 이만저만 게 죈경내가 납니다.” “경민 우리 묽은
도광 디 살 수가 엇이니 막동골로 좌정라. 좌정여서 상단궐에 상뱉문
세 받아서, 삼잔 모싯잔 비단 괴단 침단을 받아라. 이역가 속대전을 받아
라. 리목 산쟁이 오리목 산쟁이 불산쟁이 은설단설 받아 먹어라.”
이제는 한집이 돈서 신임신중또 말젯똘애기 후처를 삼아서 신효 당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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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정여서 “아지민 매감내 사민 냇내 나 추접다. 개 돼야지 발 씻인 물이
이시니 추접호다.” 이제 제지기 뒤에 새가름을 오라 좌정였더니, 제지기
동녘편 당팥제 무어 제 닦아 당집을 지었더니, 한집이 거기 좌정여 개문
년(갑인년) 숭년에 얻어먹는 개와시가 당기다가 당집이 불 지더비여 한집
이 간 디 온 디 몰라서 고씨 할으방이 불러다가 을에서 삼드렛상을 받아
서 상청릴 매여서 정신의 지남석 걸령쐬 낙이판을 놓며 올라가더니 이제
는 조녹이 냇창에 가서, 거기 갔더니, 한집이 조녹이궤에 좌정여, 이제는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에 제명을 받으며 누만년을 상을 받습니다.
7) 금기
－ 돼지고기는 당에가기 3일전부터 먹어서는 안된다. 당 주위의 나무도
함부로 베어서는 안된다.
－ 고씨집안 작은 며느리가 정포제 지낸 후 돼지고기 먹고 당에 다녀와
서 즉사했다는 이야기와 일제시대 때 누군가가 당 주위의 나무에 손
을 댔다가 병들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8) 기타
－ 제일 외에도 외방나갈 때나 대입 시험치를 때, 취직할 때 등 주민들
이 꼬박꼬박 찾는다고 한다.
－ 운수가 좋지 않을 때는 닭 한 마리를 가지고 가기도 한다.
－ 교인만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조노궤당의 효험을 믿고 있어
서 제일에는 젊은 새댁부터 노인층까지는 물론, 일본에서도 많이 찾
아온다고 한다.37)

37)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회, 백록어문9, 1992, 432~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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