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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개요>

본 논문의 목적은 강릉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여서낭신화를 분석하여 지역문화의
특징을 밝히는데 있다. 강릉에는 다양한 층위의 여서낭이 존재하고 풍부한 신화가 전승
되고 있어 지역의 역사와 삶의 내용, 가치관을 살피기에 적절하기 때문이다.
조선조 강릉시내에 있던 대성황사에서 모시던 여성황들과 강릉단오제의 주신(主神)인
대관령국사여성황, 그리고 해사(海事)를 돕는 어촌의 여서낭들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
를 통해 드러난 내용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성황사의 여성황중 연화부인 신
화는 자연신에서 인격신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고 동시에 지역내 권력구조의
갈등을 보여준다. 전형적인 영웅신화의 면모를 보이는 연화부인은 수신(水神)의 흔적을
지닌 인격신인데 신라말 경주에서 이주한 김주원의 후손들이 강릉에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강릉단오제의 수호신인 국사여성황은 호환에 간 여인으
로 무속적 성격을 보이는 신이다. 하지만 국사여성황의 신격화 과정에는 조선조에 들어
와 강릉단오제를 주관했던 향리(鄕吏)계급의 권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어촌의 여서
낭은 바다에서 떠들어온 서낭과 원혼형 서낭으로 나뉜다. 바다에서 떠들어온 여서낭신화
는 새로운 문명의 유입과 일정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억울한
죽음의 원한을 풀어주고 공동체와 화해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여서낭 신화들이 있다.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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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원인은 자연재해와 권력과의 갈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한풀이를 중시
하는 무속적 심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신화라는 공통점이 있다.
주제어 : 대관령국사여성황, 강릉단오제, 당신화, 주문진 진이서낭, 원혼형 서낭, 해랑
당, 연화부인전승, 한풀이

1. 머리말

강릉은 조선조 읍치성황제였던 단오제가 아직도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고
상당수 마을에 서낭당이 남아있어 동제를 지내는 지역이다. 또한 어촌에서
는 정기적으로 서낭굿이나 별신굿을 하면서 공동체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
는 등 비교적 마을신앙의 전통이 살아있다. 이러한 의례의 중심에는 지역수
호신이 있는데 이 신들은 강릉지역의 역사와 지역민의 생활, 가치관을 반영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중 당에서 모시는 여서낭신화를 통해 강릉지역의 문화적 특
징을 살펴보려고 한다. 강릉지역의 당신화는 마을수호신인 서낭이 당신으로
좌정하기까지의 내력담이다. 제주도를 제외한 본격적인 육지의 당신화 연구
는 전남의 94개 당신화를 대상으로 분석한 표인주의 논문이 있다.1) 이 논문
에서 표인주는 당신화의 유형에 따른 서사구조, 신화소를 분석하고, 전승집
단의식과 당신화의 기능을 살폈다. 그 외 이승철은 “동해안지역 어촌의 당신
화연구”에서 202편의 당신화 자료를 토대로 집단의식을 분석하였고,2) 조선
영은 전국을 대상으로 원혼형 여신 당신화를 연구하였다.3)
본 논문에서 특별히 여서낭신화에 천착하는 이유는 강릉지역에 다양한
층위의 여신이 존재하고 풍부한 신화가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1) 표인주, 전남의 당신화연구 , 공동체신앙과 당신화연구(서울: 집문당, 1996), 133-426쪽.
2) 이승철, 동해안 어촌 당신화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2004) 참조
3) 조선영, 여신 당신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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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낭은 대관령 국사서낭( 師 隍)인 범일국사와 강릉시내에 있던 대창
리 서낭당의 육서낭(肉 隍) 창해역사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신화가 없다.
강릉지역에서 신앙하는 공동체의 여신들은 세가지 층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조선조 강릉부 대성황당에서 모시던 여성황들이다. 강릉시내
에 위치한 성황당에서는 모두 12성황을 모셨다고 하는데 여성황은 4분이다.
이 중 기록이 남아있는 연화부인 신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둘째로는 강
릉단오제의 주신인 대관령 국사여성황이 있다. 강릉단오제는 서민들의 참여
로 이루어지되 이속이 주관하는 행사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마을굿과 구분
된다. 마지막으로는 각 어촌에서 당신으로 모시는 여서낭들이 있다. 특히 동
해안 지역의 어촌은 지금도 해사를 돕는 여서낭이 남서낭보다 많고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다.4) 이상 여서낭들의 신화를 분석하여 각 신화가 반영하고
있는 강릉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國

城

城

2. 여서낭 신화 자료의 분석
2.1. 대성황사 연화부인신화

강릉의 대성황사는 조선조 관청이었던 칠사당이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있
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사를 세웠다. 단오제
기간에는 대성황사 안에 대관령에서 모시고 내려온 국사성황신을 안치하고
제사와 굿을 했다.
대성황사에서 모신 12성황신을 보면 송악산지신, 태백대왕신, 남산당제형
태상지신, 감악산대왕지신, 성황당덕자모지신, 武 성황신, 김유신지신,
神

堂

4) 이승철(2004), 동해안 어촌 당신화연구 , 29쪽. 각주 54)에서 연구자가 채집한 202편의 강원도 동해
안 어촌의 당신화 가운데 좌정장소를 산, 마을입구, 바닷가로 나누어 분석해본 결과 동산형 31편,
동구형 51편, 해변형 129편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해변에 있는 서낭은 거의 여서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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異斯夫지신, 초당리부인지신, 西 婦 , 부인지신, 泛 師지
신이 봉안되었다고 한다.5) 그렇지만 1933년에 출간된 [증수 임영지]에는 연
화부인지신이 없다.6)
이중 여신은 성황당 덕자모지신, 서산송계부인지신, 초당리부인지신, 연
화부인지신으로 네분이다. 김경남에 의하면 성황당 덕자모지신과 서산송계
부인지신은 개성과 관련된 신들이라고 한다.7) 강릉은 건국초부터 고려와 관
련이 깊은 고장이다. 원래 강릉 김씨였으나 후에 사성을 받은 왕순식이 왕건
을 도와 고려 개국공신으로 활약했고, 고려 말 공양왕이 피신을 온 곳도 강
릉이었다. 강릉시 구정면 왕산에 있는 왕고개는 공양왕이 피난길에 넘어간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개성출신의 여신들은 이러한 강릉지역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초당리부인지신은 원래 충청도 출신인데 강릉 초당리에 시집와서 처음
벼농사 짓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8) 높은 산과 바다에 면
한 영동지역은 논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동해안에 인접한 초당은 강문이나
송정의 어촌민들이 쌀을 꾸러가던 풍요한 농촌이었다. 지금도 초당은 부자
마을이라는 말이 전한다. 바다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농사를 생업으로 하던
강릉의 경제문화적 특징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하겠다.
연화부인지신은 고려사 에 나오는 강릉지역 노래 “명주가” 전설의
주인공으로 성은 박씨이다. 연화부인은 강릉김씨의 시조 김주원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는데 임영지에 실려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山松桂

人之神 蓮花

日國

樂誌

5) 장정룡(1991), 강릉의 민속문화(원주: 대신출판사), 104쪽.
6) “증수임영지번역본(임영지서-풍속), 임영문화 제14집(강릉문화원, 1990), 147쪽에서 인용, 성황
사 강릉부 서쪽 백보되는 곳에 있다. 여기에는 성황의 신과 송악의 신, 태백대천왕의 신, 남산당
제형태상의 신, 성황당덕자모왕의 신, 신라 김유신의 신, 강문개성부인의 신, 감악산대왕의 신, 신
당성황의 신, 신라장군의 신, 초당리부인의 신 등을 모셨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7) 김경남, 강릉단오제의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6), 45-54쪽.
8) 김선풍, 한국시가의 민속학적 연구(대구: 형설출판사, 1977),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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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략.. 평창군의 옛 기록에 의하면 신라 진평왕 때에 무월랑이 강릉에서
벼슬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연화라고 하는 아가씨를 보고 둘 다 마음이 움직
여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연화아가씨를 보고 말하기를 만일 그대와 전생
에 인연이 있다면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연화의 집은 남대천 부근에 있었으며 집 북쪽에는 깊은 연못이 있어 연화는
늘 이곳에서 고기에게 먹이를 주곤 하였는데 그중에 신통하게 생긴 고기 한 쌍
이 물위에서 놀고 있었다. 연화의 부모는 딸을 무월랑과 혼인을 시키고자 하였
다. 연화는 그 고기에게 편지를 써서 주며 무월랑에게 전해줄 것을 부탁하니
고기가 알아들었다는 듯이 하고 드디어 3일동안 연못에 나타나지 않더니 동해
를 헤엄쳐 신라 무월랑이 고기를 잡는 곳에 도착하였다. 무월랑은 신기하게 생
긴 고기를 얻자 고기는 편지를 토해냈다. 무월랑은 즉시 답장을 써서 고기에게
주고 연화아가씨를 맞아들여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연
화의 본 집은 지금 하천 남쪽 별은사였다고 하며 신라 명주때에 연화사를 처음
지었다고 하였다. 주원이 부득이 명주군왕에 오르면서 말하기를 명주는 나의
어머니의 본향이라 하고 하천 북쪽 마을 사람들을 함께 거느리고 돌아와 이곳
영주가 되었다고 하니 이로써 명주가 주원공 어머니의 본향임을 알 수 있다.9)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연화부인이 물고기를 부리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물고기와 대화를 하고 심부름을 시킬 수 있다면 연화부인은
수신의 성격을 띤 인격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연화부인의 집이 남대천
부근이라는 사실이 수신계 인격신으로서의 모습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남
대천은 강릉시내 중심부를 관통하면서 동해바다로 흘러가는 강이다. 이로
써 연화부인은 연못만이 아니라 동해바다까지 관장하는 수신의 면모를 갖
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연화부인이 12성황의 하나로 좌정한 것은 강릉김씨의 시조 김주
원의 어머니이기 때문일 것이다. 무월랑의 아들 김주원은 왕위경쟁에 밀린
후 외가인 강릉으로 와서 강릉김씨의 시조가 되었다. 강릉김씨는 국사성황
신인 범일국사의 속성으로 강릉단오제와 관련이 깊은 지역의 대성이다. 고
9) 증수임영지번역본(임영지서-풍속)(1990), 204-205쪽 참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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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개국공신 왕순식도 강릉김씨 출신이고, 강릉시내 대창리 성황당에서 素
隍으로 모시는 김시습 역시 강릉김씨이다. 이처럼 지역에 뿌리내린 강릉
김씨의 정치적 세력에 힘입어 자연신인 수신이 연화부인이라는 인격신으로
대치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연화부인 이야기는 전형적인 영웅신화이다. 즉 일반적인 남성신화가 그렇
듯이 연화부인 역시 남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등장하고, 고
난을 겪지만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낸다. 물고기로 등장하는 신비한 조력자
가 있다는 점도 유사하지만, 궁극적 목표가 결혼에 있다는 점에서 여성적 특
징이 보인다. 하지만 연화부인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목적을 달성한 뒤
그 결과로 사후에 신이 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남성영웅 신화와 유사성을
갖는 것이다. 시기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연화부인 신화는 후에 분석할 다른
여서낭신화에 비해 이처럼 자족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城

2.2. 대관령 국사여성황신화

대관령 국사여성황은 강릉단오제에서 모시는 신격이다. 강릉사람들은 해
마다 4월 보름이면 대관령에 올라가 국사성황을 모셔온다. 두 신은 강릉시
내 홍제동에 있는 여성황사에서 합사하였다가 단오제가 되면 남대천 가설굿
당으로 모셔져 제의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원래 여성황당은 강릉시내를 통
과하여 바다로 흘러가는 남대천 물가에 있었다. 을축년(1925년) 포락에 떠내
려가서 1954년 현재의 자리로 옮긴 것이다. 국사여성황은 호환에 간 정씨처
녀로 알려져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력담이 전승되고 있다.10)
옛날 강릉, 현 최씨네 집에 정씨가 살고 있었다. 과년한 딸이 있었는데 정씨
꿈에 대관령 성황신이 나타나 장가오겠다고 했다. 정씨는 사람이 아니기에 거
절했다. 그후 정씨네 딸이 툇마루에 앉아있는데 호랑이가 업고 달아났다. 가족
10) 최철, 영동민속지(서울: 통문관, 1972), 111-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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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대관령 국사성황을 찾아가보니 성황과 함께 서있는데 죽어 정신은 없고
몸만 비석처럼 서있었다. (그러나 몸이 떨어지지 않아) 가족들이 화공을 불러
화상을 그려 세우니 비로소 몸이 떨어졌다. 이처럼 국사성황이 호랑이를 사자
로 보내 처녀를 데려가 처로 삼은 날이 바로 4월 15일이므로 이 날 대관령에
올라가 국사성황님을 모셔다가 여성황사에 모신다.

신화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드러난다. 첫째 국사여성황이 신
으로 좌정과정에는 한풀이를 중시여기는 무속적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
이다. 국사여성황이 신이 된 까닭은 비참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다. 결혼하
여 아들을 낳은 사람이라야 제사의 대상이 되는 유교와 달리 무속은 비정상
적인 죽음을 중요하게 여겼다. 한많은 죽음을 달래주는 것을 자신의 영역으
로 삼았던 것이다. 집안에서 굿을 할 때에도 비정상적인 죽음을 당한 가족이
있으면 특별히 상을 차려 달래주는 것이 상례이다. 그리고 죽은 이의 한이
깊어 많은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이 이루어지면 집안을 떠
나 마을공동체의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 이는 15세에
죽었다는 하회의 김씨여인이 마을서낭신으로 좌정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둘째 국사여성황이 철저하게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정씨녀는 전형적인 가부장제도 속의 여인이다. 정씨녀는 일방적으로 국사성
황의 아내로 선택되었고 결국 친정아버지의 동의하에 국사여성황으로 좌정
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국사성황이 아내
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은 상대도 본인이 아니라 아버지였다. 결국 국
사여성황은 아버지가 신의 뜻을 거부한 탓에 호랑이에게 물려죽는다. 이처
럼 국사여성황은 본인의 의지가 철저히 배제된 가운데 남자들에 의해 운명
이 결정된 수동적인 캐릭터라고 하겠다.
셋째 국사여성황 신화에 나타난 국사성황은 호랑이를 사자로 부리고 있
는데 이 사실을 통해 국사성황의 본래적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낭은 말을 타고 다닌다. 영동지역의 서낭당에서는 신위 앞에 놓여진 토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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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마를 볼 수 있다. 연곡면 송림리와 왕산면 대기리 서낭당의 철마는 모
두 앞다리가 부러진 모습인데 이는 서낭을 보호하는 말이 호랑이와 싸우다
가 다쳤기 때문이라고 한다.11) 이처럼 서낭을 수호하는 동물은 말이고 말은
호랑이와 대적적 관계를 갖는 것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사여성황 신화에 나타난 국사성황은 호랑이를 부리
는 신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호랑이를 부리는 신은 서낭이 아니라 산신이
다. 이는 산신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산신도에 나타난 산신은 모두 호
랑이를 거느리고 있다. 대관령 성황사 화분속의 국사성황 역시 호랑이를 데
리고 있는 모습이다. 산신과 호랑이의 관계는 강릉에 부임한 관리가 호환을
막기위해 산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12)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대관령에서 모시던 신은 원래 산신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관령에 올라가보면 성황사보다 산신당이 더 위에 있다. 허균역시
단오제가 산신을 위한 제의라고 밝힌 바 있다.13) 그렇지만 강릉단오제의 주신
이 어느 시점에서 산신에서 국사성황으로 바뀌었는지는 현재까지 알 수 없다.
이처럼 정씨녀는 호환에 간 한많은 원혼을 달래려는 무속적 심성을 기반
으로 하여 국사여성황으로 좌정했다. 하지만 정씨녀가 호랑이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연스럽게 국사여성황으로 좌정했다고 생각
하기는 어렵다. 험준한 백두대간 아래에 사는 영동지역에서는 호환이 적지
않았기에 가장 두렵고 험한 죽음으로 취급했다. 심지어 호랑이에게 물려죽
으면 무덤을 쓰지 못하고 시신위에 시루를 엎어놓는 호식장을 했다. 시루는
하늘을 상징하는데 쇠꼬챙이인 물레가락으로 자물쇠를 채워 영혼이 세상밖
으로 나오지못하게 했던 것이다. 이는 호환에 간 영혼은 가까운 사람을 불러
11) 장정룡(1991), 61쪽.
12) 최철(1972), 332쪽 호랑이를 죽인 제문
김판서 添慶이란 사람이 처음 부임하던 날에 화비령에 이르니 호랑이가 나타나서 횡포가 심했다.
이에 글을 지어 산신에게 제사를 지냈더니 호랑이가 쫒겨가서 죽었다고 한다. 그 글이 임영지
에 지금도 기록되어 있다.
13) 김선풍(1977), 37쪽에서 이 점을 중시하여 분석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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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인다는 믿음때문에 영혼조차 원천봉쇄하는 잔인한 장례법이다. 이런 상황
을 고려해볼 때 만약 정씨녀가 평범한 집안의 여인이었다면 호식장의 대상
이 될 뿐 국사여성황으로 좌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정씨녀는 강릉단오제에서 중요한 신격인 국사여성
황이 되었을까? 가장 가능성이 있는 추론은 초계정씨가 지역사회에서 강릉단
오제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있는 집안이었으리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 강릉단오제와 가장 관련이 깊은 혈연집단은 강릉김씨이다. 강릉김씨는 신
라왕손 김주원의 후손이고, 지역의 대성 가운데 하나로 강릉단오제를 통해
확고한 입지를 지켜왔다. 대관령 국사성황으로 좌정한 범일국사의 속성이 바
로 강릉김씨이고, 고려의 개국공신인 왕순식 역시 원래는 강릉김씨 출신이다.
흔히 천년이 되었다는 강릉단오제의 연원은 왕순식이 왕건을 도와 신검을
토벌하러 갈 때 대관령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다.14)
초계정씨는 강릉김씨와 달리 강릉사회에서 뚜렷한 대성은 아니다. 하지
만 국사여성황이 호랑이에 물려갔다는 초계정씨의 집은 조선조 수령을 보
좌하는 관속과 향리세력의 집단마을이 있었던 읍성주변에 위치해있다.15)
그런데 조선조에 단오제를 주관한 계층은 호장을 중심으로 한 향리들이었
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초계 정씨는 단오제를 주관하던 세력과 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사여성황의 성이 정씨녀라는 것과 관련하여 정씨 집안에서는 여성황
이 실존인물임을 주장하고 있다. 초계정씨 경방파 정상순씨에 의하면 종손
10대 위에 해당되는 고모가 단오구경을 하다가 호환에 죽었다는 것이다. 대
관령 국사성황사 앞에서 깨끗한 시신을 발견, 홍제동 산 303번지 생모 안동
권씨 묘 아래에 안장했다고 하며 그 시기는 숙종무렵(1674-1720)으로 짐작
하고 있다.16)
14) 앞글, 36쪽.
15) 김흥술, 강릉의 도시변천사 연구(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6, 6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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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단오제를 주관하는 계층의 딸이 호랑이에 물려간 사건이 지역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은 어렵쟎게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곧 신
의 노여움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정씨가 신의 부탁을 거절
하고 딸을 주지 않았다는 전승의 의미는 바로 무엇인지 신의 뜻을 거스렸다
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여서낭좌정
설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곱게 자란 규중처녀가 호랑이에게 물려죽었다
는 이야기는 더욱 그 죽음을 안타깝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강릉은 고대
부족국가 시대부터 호랑이를 신으로 숭배했던 지역이다. 호랑이에 대한 두
려움과 경외감이 여성황을 신으로 모시는 과정에 민중들의 공감을 살 수 있
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특정 성씨가 지역사회의 공동체의례를 독점함으로써 세력을 과시하는 현
상은 어렵지않게 볼 수 있다. 덕수장씨 동족마을인 부천시 장말에서는 반드
시 장씨 집안중의 사람이 도당할아버지가 된다. 도당할아버지는 도당굿의
꽃반을 주제하고 굿전체를 주관함으로써 의례를 통해 장씨 집안이 마을안에
서 중요한 존재임을 각인시키고 있다.17)
초계정씨 역시 국사여성황을 배출시킨 집안으로 강릉지역사회에서 상당
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초계정씨 경방파 가계가 기울어 강릉
을 떠난 후 여성황의 친정집은 강릉 최씨가 사들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
금도 여전히 5월 3일 단오제가 시작하는 날이면 남대천의 가설굿당으로 국
사서낭 부부신을 모셔가기에 앞서 반드시 여서낭의 친정인 이 집에 들려 굿
을 한다. 굿이 끝난 뒤 나눠주는 떡을 아이들이 먹으면 공부를 잘한다는 속
신이 전승되어 수많은 인파들이 모인다. 강릉최씨가 여서낭의 집을 차지함
으로써 집안의 위상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좋은 계기를 만든 것이다.
원래 여성황당은 강릉시내를 관통하여 바다로 흘러가는 남대천 물가에
16) 황루시, 강릉단오제 설화연구 , 구비문학연구 제14집(한국구비문학회, 2002), 460쪽.
17) 황루시, 한국인의 굿과 무당(서울: 문음사), 83-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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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을축년 포락에 떠내려가서 현재의 자리로 옮긴 것이다. 여성황당이
물가에 있었다는 사실은 여성황의 본래 성격이 수신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
다. 수신은 자연신이다. 그러나 정씨녀라는 인격신이 등장하면서 현재의 여
성황으로 대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대관령에는 성황사를 비롯하여 산신당
과 용왕당, 그리고 칠성당이 있다. 단오제에서 산신은 그 위세가 약화되기는
했지만 국사성황으로 대치되지 않고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신의례
는 사라지고 여성황당의 위치를 통해 그 흔적만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처럼 여서낭신화는 강릉단오제와 관련한 지역사회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2.3. 어촌의 여서낭 신화

어촌에서 여서낭은 중요한 신격으로 모신다. 대부분 어촌에는 남서낭과
여서낭이 있는데 남서낭이 마을 전체의 안과태평을 지켜주는 존재인데 비해
여서낭은 주로 해사를 담당한다. 현재 여서낭의 좌정담이 전승되는 곳은 심
곡, 강문, 주문진, 소돌, 안인진 등이다. 이 곳 어촌의 여서낭들은 서로 층위가
다른 내용의 신화를 전승하고 있어 다양한 문화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2.3.1. 바다를 통해 떠들어온 여서낭

바다를 통해서 떠들어온 여서낭들의 좌정담은 강동면 심곡리와 강릉시 강문
두 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다. ‘떠들어온 서낭’이라는 용어는 ‘떠들어온 섬’ 또는
‘浮 ’처럼 강릉지역 주민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을 가져온 것이다. 그 외
삼척시 근덕면에는 덕봉산이 있는데 역시 바다를 통해 떠들어왔다고 전한다.
1) 심곡리 여서낭신화
심곡(深谷)은 어촌이지만 육지에서 가려면 매우 가파른 고개를 넘어가야
하는 외진 마을이다. 그래서 깊은 곳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지필(짚은
來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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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이라고 불렀다. 마을입구 버스종점에 있는 바다를 향한 널찍한 기와집이
바로 여서낭당이다. 해마다 정월 보름과 단오날 자정에 동제를 지내고 지금
은 없어졌지만 짐대서낭(솟대)도 모셨다고 한다. 또한 심곡은 단오날 날이
밝기 전에 집집마다 제물을 차려 산에 올라가 산메기를 지내는 마을이기도
하다. 심곡은 논밭이 전혀 없어 순전히 어업으로 살아간다. 자연산 미역과
김이 유명하고 최근에는 관광지가 되어 횟집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심곡리의 여서낭이야기는 서로 성격이 약간 다른 내용 두개가 전승되고 있다.
자료 1
200여년전 이돈형씨의 선조인 이학도씨의 꿈에 한 여자가 나타나 자신은 함
경도 길주 명천에서 왔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자신이 심곡과 정동사이의 부채
바위에 표류하고 있으니 구해달라고 현몽했어요. 다음날 새벽 부채바위에 배
를 타고 나가보니 바위 끝에 나무궤짝이 걸려있었어요. 그래서 궤짝을 건져 열
어보니 여자 화상이 그려진 종이가 나왔지요.
이 화상을 부채바위에다가 그래도 안치했는데 다시 현몽하여 외롭다고 해
서 마을 숲속으로 모시고 1897년에 성황당을 개축하여 모셔서 지금에 이르고
있지요.18)
자료 2
부처바우(부처끝)- 문바우 북쪽으로 바닷가에 부처처럼 생긴 큰 바위. 옛날
함경도 명천으로 다니는 장사배가 이곳에서 파선되었는데 그 때 파선된 배안
에서 조그마한 상자가 나와 파도에 밀려 포구에 떠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이 그
상자를 열어보니 여인의 형상이 그려진 그림이 있고, 그 양옆으로 여인을 호위
하는 여자 종자 두 명이 있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마을 서낭에 모시고 매년 정
월 보름과 단오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런 다음부터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한다.
또 서낭제를 지내고 나서부터 매년 상인들이 배를 타고와 이곳 바위에서 고사
를 지냈다.19)
18) 강릉문화원(1996), 강릉시사(강릉문화원), 889쪽.
19) 김기설(1992), 강릉지역 지명유래(서울: 인애사),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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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모두 바다에서 여서낭이 떠내려와 모셨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자
료 1은 현몽모티프를 통해 여서낭의 신성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료 2는 여서
낭이 마을에 온 경위를 장사배의 파선에 둠으로써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
는 믿음을 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서낭의 신적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 어선에서는 배서낭(또는 배성주라고 한다)을 모
신다. 배서낭은 여신이다. 그래서 지금도 배서낭을 모시는 배는 물색 댕기나
화장품, 거울같은 여성용품을 담아 기관실이나 선장실에 안치하고 있다. 이
런 사정을 미루어볼 때 아마도 파선된 배에서 나온 상자는 배서낭의 신체였
을 가능성이 크다.
심곡은 불과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기계배가 한 척도 없던 작은 어촌
이었다. 이런 외진 마을에서 뱃길로 함경도를 오가는 커다란 상선은 꿈같은
존재였다. 주민들은 앞으로 심곡에서도 대규모의 어업이 이루어지기 바라
면서 난파선에서 나온 신을 모셨을 것이다. 실제로 심곡에는 신을 모신 후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는 영험설이 전한다. 한편으로는 파선한 배에서 나
온 신물을 소중하게 모셔 마을에서는 그런 흉한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심리
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발달한 문명에 대한 소망과 어업하는 사
람이라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바다에의 공포감이 심곡 여서낭신앙의 바탕
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심성이 마을신앙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신성의 후광
이 필요하다. 현몽모티프의 차용은 여서낭 신화의 신성성을 보장해주는 장
치로 기능하고 있다. 표인주는 당신화속의 신화소로서 꿈을 들고 그 기능을
분석한 바 있다. 꿈은 예시성, 영험성, 신성성이 있는데 당신화에서는 예시성
과 영험성을 바탕으로 신성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20) 심곡에서도 같은 현
상을 볼 수 있다. 바다에서 떠들어온 여서낭이 마을과 맺게 된 인연은 노인
의 꿈을 통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신의 계시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여서
20) 표인주(1996), 301-305쪽.
13

494 구비문학연구 제24집 (2007. 6. 30)

낭을 모신 후 마을에 풍어가 들었다는 영험성은 결국 신성성을 담보하게 되
어 마을신앙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꿈을 꾼 노인과 여서낭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 수 있을까. 지역
에서는 이런 노인을 흔히 수부라고 부른다. 대부분 영동지역 서낭당에는 마
당에 수부당이 따로 있다. 그리고 당제사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수부를 대접
한다. 수부는 마을에서 서낭당 제사를 극진히 모시던 사람의 넋이라고 한다.
이처럼 꿈을 꾼 노인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신격으로 모심으로써 현몽모
티프는 더욱 신성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2) 강문 여서낭신화
강문은 강릉시내를 관통하는 남대천이 동해로 흘러가는 어귀에 있다. 지
금도 여서낭당, 숫서낭당, 그리고 진또배기를 모시고 있는 강문은 원래 반농
반어의 전통적 어촌이었지만 최근에는 횟집들이 모여있는 관광지가 되었다.
여서낭당은 죽도봉 아래 바닷가에 있는데 정월 보름과 4월 보름에 제사를
지내고 3년마다 4월 보름날 서낭굿을 한다. 여서낭당에는 평소에도 배사업
을 하는 사람들이 치성을 드린다. 전승되는 신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문에 죽도봉이 있고 그 봉 동쪽 낙맥 숲에 암서낭당이 있다. 아주 오랜 옛
날 죽도봉이 마을 서쪽에 있는 오죽헌 뒤에 있었다. 어느 해 포락에 물에 떠내
려와 이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때 궤짝 하나가 같이 떠내려오다가 나뭇가지
에 걸렸다.
어느 날 마을에 사는 노인이 꿈을 꾸었는데 신령이 나타나 “내가 있는 여기
가 내 자리니 집을 지어주시오” 하고 사라졌다. 꿈을 깬 노인이 죽도봉에 가보
니 궤짝 하나가 나뭇가지에 걸려있었다. 노인이 그 궤짝을 열어보니 빨강색, 노
랑색, 파랑색의 헝겊에 글씨가 쓰여져 있었다. 그래서 노인은 그 자리에다 집을
짓고 그것을 모셨는데 이곳이 현재의 암서낭이다. 마을 사람들은 고기가 잘 잡
히지 않으면 암서낭에 와 치성을 올린다. 그러면 고기가 잘 잡혔다고 한다.21)
21) 김기설(2000), 강릉에만 있는 얘기(서울: 민속원), 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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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화는 죽도봉이라는 산이 포락으로 오죽헌에서 떠내려왔다는 이야기
로 시작된다. 하지만 신이 머물고 있던 궤짝이 어디서 떠내려온 것인지는 분
명하지 않다. 궤짝의 신성성은 심곡의 여서낭이 그랬듯이 노인의 현몽으로
증명된다. 하지만 심곡과 달리 강문의 서낭은 글씨가 쓰여진 빨강, 노랑, 파
랑 헝겊을 신체로 한다. 이런 물색 헝겊은 배에서 모시는 서낭에게 바치는
천과 유사하다. 이런 점에서 이 신화는 심곡의 여서낭과 궤를 같이 하는 것
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여서낭이 정착한 죽도봉과 관련해서는 보다 복잡한 이야기들이
전승되고 있다. 죽도봉은 용처럼 생겼다고 한다. 이에 관한 자료를 보면 다
음과 같다.
“죽도봉은 원래 용의 형국이라고 한다. 후에 철도를 놓을 때 용허리를 끊어
사람들이 다쳤고 또 현대호텔을 지을 때도 그곳이 바로 용아가리인지라 짐승
의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22)
“죽도봉은 강문교 북쪽에 있다. 옛날 이 봉에 대나무가 많이 있어 생긴 이름
으로 나라에 진상했다. 일본 사람들이 용이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곳 바
위 세군데에 철을 박았다.”23)

죽도봉이 용처럼 생겼다는 것은 곧 수신의 성격을 지녔다는 의미이다. 어
촌에서는 용왕을 중시하여 흔히 용왕제나 용왕굿을 한다. 하지만 물은 농사
에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용은 농촌과 어촌에서 모두 중요한 신격인 것이다.
그런데 죽도봉은 젠주봉이라고도 부른다. 젠주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마을
앞의 큰들(前洲, 앞뚜르)이 와전된 것이라는 설과 전라도 에서 왔기때
문이라는 두 개의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全州

22) 장정룡(1991), 112쪽.
23) 김기설(1992),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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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는 강릉시 견소동 남대천 하류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하고 넓은 들 아래
높이 솟은 봉을 젠주봉(죽도봉, 견조봉)이라 한다. 전설에 의하면 젠주봉과 젠
주들은 전라도 전주에 있다가 포락에 바다로 떠내려와 조류에 실려 이곳까지
왔다고 한다. 그래서 전주사람들이 매년 도지를 받아갔다. 어느 해 가뭄이 들
어 도지를 줄 수 없게 되자 도로 전주로 가져가라고 하여 그 후로 도지를 면했
다고 한다. 예전에 젠주에 염전이 있었다. 파도에 저절로 바닷물이 흘러들어
마르고 소금을 구어내어 지금도 쉽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 ‘젠주 염전
되듯’ 이라고 한다.24)

전라도 전주에서 왔기에 젠주봉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어딘가에서 떠들
어온 봉우리라는 점에서 앞의 죽도봉 전승과 일치한다. 거기에 울산바위 설
화처럼 도지를 받는 설화가 끼어들었다. 이 전승에서 젠주봉 앞의 들은 농토
이다. 이는 앞뚜르가 와전되었다는 젠주봉 전승과도 일치하고 있다. 두 전승
에서 모두 젠주봉앞의 젠주뜰은 농사를 짓는 농토인 것이다. 하지만 설화의
뒷부분은 젠주봉 앞뜰이 논에서 염전으로 바뀐 것을 말해준다. 가뭄이 들어
도지를 줄 수도 없을만큼 어려워지자 주민들은 농사를 접고 그 땅을 염전으
로 바꾸었다. 그리고는 소금을 구워 기대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여기에는 소
금굽는 법등 해사와 관련한 새로운 방법을 전해준 발달한 외래문화의 영향
이 있었을 것이다. 그 덕분에 풍요로운 앞뜰에서 농사대신 소금도 굽고 고기
도 많이 잡게 된 것이다. 바다에서 떠들어와 죽도봉에 좌정한 여서낭 신화는
이 문화유입의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꿈에
여서낭이 현몽했다는 전승은 심곡여서낭과 마찬가지로 신성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24) 김기설(2000), 1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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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원혼형 서낭

원혼형 서낭은 억울하게 죽은 여인의 혼이 사후에 신으로 좌정한 경우이
다. 외부의 원인에 의해 인간으로서 풍족한 삶을 살지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여인이 해원과정에서 당신으로 좌정하여 제의를 받는 것이다. 안인진리, 소
돌, 주문진의 당신화를 살펴본다.
1) 안인진리 해랑당신화
안인진리는 전형적 어촌이다. 마을에 있는 해령산에는 서낭당과 해령사(흔
히 해랑당이라고 부른다)가 있다. 서낭당은 영동지역에서 흔히 보이는 바 서
낭지신, 여역지신, 토지지신을 모시고 정월 보름과 9월 9일에 제사를 지낸다.
그렇지만 해령사는 특이하다. 해령사는 특별히 해랑지신과 김대부지신을 모
시고 있는데 과거에는 김대부지신이 없고 대신 나무로 남근을 깎아 모셨다고
한다. 해령사는 영험하기로 유명하여 임영지에도 그 기록이 남아 있다.25)
안인진리는 조선조 성종때까지 안인포 수군만호영이 있던 곳이고, 해령산
은 봉화를 올리던 군사요충지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동남으로
20리에 안인포진이 있고 수군만호를 두었는데 성종 21년에 양양대포로 옮겼
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안인에는 현 영동화력 자리에 염전이 있어 소금
을 구웠다고 한다.26)
그동안 해랑당의 여신신화는 상당히 많이 수집되었다. 서로 내용이 유사
하지만 주인공의 성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본이 있어 두 종류를 소개
한다.
25) 해령산 강릉부 동쪽 20리되는 곳에 있으며 화비령에서 동쪽으로 산줄기가 뻗어내리다 이곳 바닷
가에 솟은 곳으로 위에는 해령사가 있는데 뱃길로 장사를 떠날 때에는 반드시 이곳에서 빌고 떠
났으며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곳 이름은 안인진구라고 불렀다. 임영지, (임영문화, 제14집,
강릉문화원), 158쪽 참조
26) 김기설(1993), 지명유래 , 임영문화 제17집, (강릉문화원), 100-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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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1. 혼기를 놓친 가난한 어부의 딸이 있었다.
2. 마침내 어부를 만나 약혼하였다
3. 약혼한 다음날 어부는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죽고 말았다
4. 처녀는 매일 봉화산에 올라가 어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지쳐 죽었다.
5. 그 후 마을에 흉어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6. 죽은 처녀의 원혼때문이라고 생각한 마을주민들이 사당을 짓고 남근을
깎아 바쳤다.
7. 마을의 모든 재앙이 사라지고 풍어가 되었다.27)
자료 2
1. 4백여년전 강릉부사가 봉화산(해령산)이 명산이라고 해서 기생들을 데리
고 놀러왔다
2. 기생중 하나가 그네를 뛰다가 추락하여 죽었다
3. 부사가 마을주민들에게 제사를 지내 기생의 넋을 위로해주라고 명했다
4. 마을주민들이 해령산에 해령사라는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다.
5. 기생에게 남편이 없어서 대신 나무로 신을 깎아 모셨다
6. 남근을 모신 후로 해사가 잘 되어 다른 지역 사람들도 와서 신을 바쳤다.
7. 1930년경 마을구장 부인이 신들려 미쳐서 설악산 김대부에게 시집간다고
하였다.
8. 마을주민들이 해랑지신위 옆에 김대부지신위를 만들어 함께 모셨다.
9. 구장부인의 병이 나았다
10. 김대부지신을 모시는 것을 모르고 있던 울진 사람 하나가 해령사에 와서
신을 깎아 모셨다.
11. 울진 사람이 당에서 내려오는 길에 즉사했고 함께 온 어민들도 망했다.
12. 그 후 일체 남근을 모시지 않고 다만 해랑지신위와 김대부지신위를 함께
봉안하고 있다.28)
27) 김기설(2000), 137-138쪽.
28) 강원도(1995), 강원도 어촌지역 전설민속지(강원도), 372-3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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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은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하지 못하고 죽은 민가의 여인이 신으로
좌정한 이야기다. 평범한 바닷가 처녀의 안타까운 죽음을 위로한다는 점에
서 삼척시 신남의 여서낭 전승과 유사하다. 신남의 경우는 미역을 따러갔던
여인이 풍랑에 휩쓸려 죽은 뒤 마을에 흉어가 들자 남근을 깎아 바친다는
내용의 신화가 전승된다. 그 외 고성군 문암리에서도 여서낭에게 남근을 봉
헌하고 있고,29) 강문여성낭당에서는 제물로 반드시 소의 신을 올린다. 모두
본능을 인정하면서 남녀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심성이 만든 신화이고
의례들이다. 또한 가난으로 혼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렵게 약혼한 배우자
가 바다에서 조업 중 죽는다는 안인진 해랑당신화는 경제적인 고난속에 살
아가는 어민들의 애환을 진솔하게 증언하고 있다.
자료 2는 가장 많이 알려진 해랑당 전승이다. 내용은 두개의 이야기로 나
뉜다. 1번에서 6번까지는 기생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당을 짓고 남근제의
를 올렸더니 해사가 잘 되었다는 것이고 7번부터 12번은 어떤 경위로 남근
제의가 중단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분석해본다.
강릉부사가 안인진에 기생들을 데리고 놀러왔다고 한다. 이야기에는 단지
경치가 좋아서 왔다고 했다. 그렇지만 안인진은 조선조 성종 때까지 안인포
수군만호영이 있던 곳이고 해령산은 봉화가 있어 봉화산이라고도 불렀다. 즉
안인진은 조선초기까지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지역인 것이다.
만약 4백년 전이라는 이야기속의 연대를 믿을 수 있다면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부사가 기생들을 데리고 놀러온 목적을 단순한 경치감상이라기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군사적 요지를 시찰하러 왔다고 봐야할 것이다. 특별히 기생
을 대동한 이유는 젊은 군사들을 위로하려는 목적 때문일 수 있겠다. 집을
29) 이승철(2004), 262쪽. ...(중략) 암서낭은 일명 부신당이라고 하는데 노처녀신으로 알려져있다. 문
암일리 김정신(61) 할머니에 의하면 어떤 현감과 기생이 놀러왔다가 기생이 실족하여 죽은 신이
라고 한다. 남쪽을 향하고 있는 바위에는 수없이 많은 구멍들이 뚫려있는데 그곳에 남근을 꽂아
놓고 치성을 올리면 풍어가 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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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 남자들끼리 외롭게 살아가는 군인들을 위로하는데 아름다운 기생들을
대동하는 방법은 상당히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기생들은 그네를 뛰면서 아름
다움을 과시했다. 그네를 뛰면 먼곳에서도 누구나 잘 볼 수 있기에 군인들을
위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었을 것이다. 영동지역 전통사회에서 그네를
가장 많이 매는 곳은 서낭당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바다나 강같은 물가의 절
벽에서 허공을 향해 뛰었다고 한다. 해령산은 바다와 면해있다. 기생이 추락
사한 것으로 봐서는 바다를 향해 그네를 뛰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름다운 기
생들이 그네를 뛰는 장면은 마을주민은 물론 바다를 지키는 군사들에게 상
당한 구경거리였을 것이다. 그리고 구경이 장관이었으면 그럴수록 그 와중에
일어난 처참한 사고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기생은 젊은 여성이다. 젊은 여성의 예기치 못한 죽음은 마을 전체를 불안
하게 만드는 사건이다. 죽음 자체가 부정한 것인데 특히 외부에서 온 젊은
여성의 사고사는 무속적 사고에 익숙한 어민들에게 큰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집안에서 그런 사고가 생긴다면 반드시 오기굿을 했을 것이고 평
소 집안굿을 할 때에도 따로 상을 차려 한을 달래주어야 할 특별한 대상이
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객지에 나와 있는 군사들도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기생에게 그네를 뛰게 했던 부사는 어떤 식으로든
지 해결책을 마련해야 했던 것이다. 부사의 명에 의해 기생을 위로하는 사당
을 세웠다는 것은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마을주민과 군사의 불안을 잠재우려
는 방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로써 주민들의 공포를 해소하고 군사들의
소요도 진정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 후 해랑당에서 특별히 남근을 깎아
바치는 것은 자료 1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는 혼인하지 못하고
죽은 처녀를 위로하는 것이지만 생전에 기생이었던 여서낭에게 봉헌하는 것
역시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자료 2의 후반부 이야기는 어떻게 하여 남근제의가 중단되었는가를 설명
하는 내용이다. 신들린 부인의 남편은 구장으로 마을의 책임자이다. 신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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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주로 여자에게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구장의 부인은 곧 마을주민들
의 정서와 의사를 대변하는 존재로 해석할 수 있다. 신들린 구장부인이 스스
로 해랑이 되어 김대부와 혼인을 청하는 것은 더 이상 남근제의를 지속하고
싶지않은 주민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일제강점기는 전통신앙을 미신
으로 여겨 타파하던 시기였다. 이 와중에서 남근을 깎아바치는 원시적인 행
위는 미신으로 지탄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해랑을 혼인시키는 합법
적인 방법으로 남근봉헌을 중단한 것이다. 마지막 10번에서 12번까지의 내
용은 남근봉헌의례를 결정적으로 중단시키는 동시에 김대부의 위치를 공고
하게 해준다. 이 신벌은 이미 혼인한 여자가 남근을 받는 것은 일종의 외도
임으로 간과할 수 없다는 윤리적 해석에 근거한다.
2) 주문진 진이서낭
주문진에는 1리, 2리, 5리, 6리에 각각 서낭당이 있다. 이중 현재 진이서낭
을 모시고 있는 1리 서낭당은 큰서낭당이라고 부르는데 영동지역 전체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원래 진이서낭을 모셨던 서낭당은 8리에 있었으나 옮겼
다고 한다.30)
큰 서낭당은 동해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널찍하게 자리잡고 있다.
1954년 신축한 건물인데 세분의 신상과 동자상을 함께 모셨다. 중앙에는 이
지역 출신으로 현감을 지냈다는 정우복 선생, 오른 쪽에 진이서낭, 왼쪽에는
해수여신의 화상이 있다. 진이 서낭 옆에는 동자상이 있는데 진이가 낳은 아
들이라고 한다. 서낭당에서 20여미터 층계를 내려오면 왼쪽으로 작은 터가
있는데 여기에는 서낭지신위를 모신 비석을 모셔놓았다. 일설에 의하면 원
래 정우복현감의 사당도 주문진 6리에 있었는데 후대에 현재 서낭당으로 옮
겼다고 한다.31) 진이서낭 신화는 다음과 같다.
30) 앞 책, 313쪽.
31) 김경남, “주문진 진이성황 설화의 구조”, 강원민속학 7,8집, 1990, (강원도민속학회, 강릉무형문
화연구소),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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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2)
1. 주문진에 진이라는 처녀가 살았다
2. 현감이 보고 미색에 반해 수청을 요구했다
3. 진이가 불응하자 아버지와 오빠를 옥에 가두었다
4. 진이가 고방에 들어가 삭발하고 아들을 낳은 뒤 자살했다
5. 마을에 사고가 잦고 흉어가 들었다
6. 주민들이 진이의 넋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주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6.1. 정경세(정우복) 현감이 부임하여 마을이 황폐한 원인을 알아내어 제사
를 지내주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7. 진이와 정우복은 마을의 서낭이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억울한 죽음을 한 젊은 여인의 넋이 해사를 관장
하는 서낭신으로 좌정하는 것은 동해안지역에서 어렵지않게 볼 수 있다. 하
지만 진이서낭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권력층과의 싸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신으로 좌정한 경우이어서 매우 특별하다.
현지주민들은 진이서낭의 진이라는 이름을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
사로 인식하고 있다. 즉 진이는 특정인의 이름이 아니라 갯가처녀라는 의
미의 津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감이 진이에게 수청을 강요했다는 사
실은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주민들의 생각처럼 진이가 바닷가
에 사는 여인의 상징이라면 이는 권력층이 민가의 여인에게 부린 부당한
횡포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감은 진이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오
빠까지 옥에 가두고 괴롭혔다. 결국 현감에게 고통을 당한 진이가족은 힘
없는 민중전체를 대표하는 셈이고 이들의 갈등은 민중과 권력층의 대립으
로 확장되는 것이다.
결국 현감을 이길 수 없었던 진이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죽음을 택한다. 죽
기전 진이는 머리를 자른다. 흔히 삭발은 승려가 되기위해서 하는 행동이다.
32) 이승철(2004), 310-318쪽에 6개의 신화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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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진이의 삭발은 종교적 귀의라기 보다는 여성이기에 당했던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진이는 여자이기 때문에 현감의 무리한 요구를 듣게
되었다. 여자가 아니라면 그럴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진이의 삭발은
여자로서의 자신의 존재성을 포기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항거를 드러내
는 행동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진이는 죽기 전에 아들을 낳는다. 진이는
여자를 거부하고 죽었지만 어머니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다른 지역 원혼형 당신화에서 대부분의 여서낭들은 나무로 깎은 남근이
나 소의 신(腎)을 제물로 받는다. 하지만 진이서낭은 이러한 제물을 받지 않
는다. 남녀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여인이 아니라 자식을 낳은 어머니이기에
스스로 풍요의 여신이 된 것이다.
6-1 전승에서는 진이가 서낭으로 좌정하는 과정에 정경세 현감이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우복(愚伏) 정경세( 經 , 1563-1633)는 실존인물로써
후에 역시 이 당의 서낭신이 되었다. 조선영은 원혼형 당신화의 주인공은 자
신의 한을 공론화시키기 위해 해코지를 하게 되는데 이는 억울한 죽음의 원
인이 사회현실의 부당성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코지를 하는
원혼은 마을공동체와 대립하게 된다. 이 둘이 화해하기 위해서는 매개자가
필요한데 이는 대개 마을에 영향력을 가진 남성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33)
정우복은 여기에 해당한다.
진이서낭 신화는 전형적인 관탈민녀형 설화에 속한다. 또한 신으로의 좌
정과정을 고려한다면 김종철이 밝힌 춘향전의 근원설화와 유사하다. 김종철
은 조재삼의 기록을 통해 춘향전의 근원과 발생설화를 밝힌 바 있다.34) 내용
을 보면 남원부사의 아들 이도령이 동기 춘양을 좋아했는데 뒤에 춘양이 이
도령을 위해 수절하자 새 사또 탁종립이 죽였다는 것이다. 호사자가 이를 슬
퍼하여 타령을 지어 춘양의 원을 풀고 그 정절을 표창했다고 한다. 특히 마
鄭

世

33) 조선영(2007), 81쪽.
34) 김종철, 춘향전의 근원설화 , 한국문학사의 쟁점(서울: 집문당, 1986), 511-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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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에 호사자가 타령을 지었다는 내용은 춘향전의 발생설화라고 보았다.
김동욱도 비슷한 내용을 춘향전의 근원설화로 밝힌 바 있다. 박색인 퇴기
의 딸 춘향이 이도령을 위해 수절했는데 춘향이 죽은 뒤 남원에 흉재가 들었
다. 양진사가 백지 3장에 춘향사설을 지어 광대로 하여금 노래부르게 하고
기우제를 지냈더니 비가 왔다고 했다.35)
진이서낭의 좌정담과 춘향전의 근원설화 구조는 상당히 유사하다. 먼저
인물구도를 보면 진이가 현감이 수청을 요구하기 이전 다른 남자를 좋아
했다는 것은 이야기 속에 밝혀져 있지 않다. 하지만 후에 아들을 낳은 것
으로 보아 이미 사랑한 남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춘향전처럼 삼각관계
를 이루는 인물구도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진이와 현감이 만나기
전부터 다른 남자가 존재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진이는 춘향이
와 일치하는 인물이고 진이에게 수청을 강요한 현감은 변사또, 그리고 이
도령에 해당하는 인물은 숨어있지만 나중에 진이가 낳은 아들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다.
김종철이 춘향전의 발생설화라고 했던 이야기의 뒷부분도 같은 구조를
보인다. 타령을 지어 춘양의 넋을 위로한 호사자, 그리고 백지 3장에 춘향사
설을 지어 읽었던 양진사는 진이서낭 신화속의 정우복과 일치하는 것이다.
실제 강릉지역의 이름난 유학자로써 현감을 지냈다는 정우복은 진이의 억울
함을 신원하고 서낭신으로 좌정케 한 인물이다. 세 사람 모두 여주인공의 한
을 풀어주고 그 억울한 내용을 널리 알려 사회적 재판을 받게 한 존재들인
것이다. 이들은 또한 식자층이고 지배계층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춘
향이의 내력이 판소리 광대들에 의해 민간에 퍼져 알려진 것처럼 진이서낭
의 억울함과 해소과정은 해마다 지내는 제사를 통해 민중의 삶 속에서 재생
산된다는 점도 유사하다고 하겠다.
35) 김동욱(1976), 증보 춘향전 연구(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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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돌 해당화당신화
소돌의 서낭당은 여서낭이라고 하는데 건물이 없고 돌로 쌓아놓았다. 그
안에는 해당화가 우거져있고 해당화를 신체로 섬긴다. 마을에는 해당화를
신체로 섬기는 유래담이 전승되고 있다.
1. 마을의 처녀와 총각이 몰래 만나다가 들키게 되었다.
2. 둘이 바위에 가서 바다에 빠져 죽었다.
3. 그 후 동네에 고기도 안잡히고 농사도 안되었다.
4. 마을에서 처녀의 혼백을 위로하는 제사를 올렸다.
5. 그 후 마을이 번성했다.
6. 당 안에 해당화가 피어 신으로 모신다.
6.1. 제사때면 봉황새가 한 마리 날아와서 보곤 했다. 처녀 이름에 , 총각
이름에 鳳 자가 들어있었다. 당 안에 붉은 꽃이 피었는데 처녀의 이름을
따서 해당화라고 부르고 신체로 모신다.
7. 우리 마을은 당집을 짓지 않는다.36)
海

이야기 속에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남녀 둘이다. 그렇지만
마을주민들은 여자만 서낭신으로 모시고 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성취될 수
없었던 이유는 애매하다. 단지 몰래 만나다가 들켰다고 하니 남녀의 만남이
자유롭지 못했던 당시의 사회규율을 어긴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관습은
매우 완강하여 결국 두 사람은 죽는다. 둘은 자살했지만 실제로는 타살이라
고 볼 수 있다. 그들을 용납하지 않은 사회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
문이다. 하지만 그 후 마을에 변고가 일어나자 주민들은 생존을 위협하는 흉
어와 흉작이 두 사람의 억울한 죽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흉어의 원인을 이
둘의 한으로 보는 것은 죽음이후 주민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
을 말해준다. 곧 두 사람의 자유로운 사랑이 정당했다는 사회심리적 평가가
36) 이승철(2004), 305-3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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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진 것이다. 결국 주민들이 제사를 지내주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이들의
사랑을 사회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인 것이다.
여인은 바닷가의 붉은 해당화로 다시 태어났다.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면
서 모랫벌에서 자라는 해당화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여인의 거침없는
사랑을 상징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화는 거칠고 강인한 어민들의 정서에 부
합하는 꽃이기도 하다. ‘우리 마을은 당집을 짓지않는다’ 는 전승은 뜨거운
태양과 바람앞에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사는 어민들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다. 어민들이 그러하듯 어민을 보호해주는 신 역시 거센 비바람을 맞으
면서도 강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해당화는 바로 그 이미지에 적합한 꽃
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자유롭고 강한 기질은 유교적 사고방식과 판이하게 다른 부분이
기도 하다. 두 사람의 죽음이 유교적 관습, 사회질서와 관련이 있다면 해당
화신화는 결국 이와 반대되는 삶의 내용을 긍정하는 이야기인 셈이다. 즉 있
는 그대로의 본능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사랑을 추구하는 삶의 찬가이다. 인
위적인 구속없이 바람을 맞으면서 바닷가 모랫벌에서 강한 생명력을 피우는
해당화는 결국 어민들의 이상형이다. 따라서 해당화 신화는 유교적 질서속
에서 살아가는 어민들의 집단무의식이 투영된 신화라고 하겠다. 해당화는
소돌만이 아니라 사천진리에서도 여서낭으로 모시고 있어 어민들의 보편적
심성을 반영하고 있다.
봉황새는 남자의 혼이라고 볼 수 있다. 봉황새는 마을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제사때 날아옴으로써 정기적인 만남을 성취하고 있
다. 각각 떨어져있는 마을의 남녀 서낭이 서낭고사를 지낼 때에만 합사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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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릉지역 여서낭 신화의 특징

3.1. 강릉지역 여서낭 신화의 유형

이상으로 살펴본 여서낭 신화는 서낭을 모신 치제집단의 성격에 따라 유
형이 다르게 나타난다. 연화부인은 조선조 강릉부의 대성황사에서 모셨던
신이다. 관이 주관하던 제사에서 향응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지만
연화부인은 기록으로만 남아있을 뿐이고, 현재는 당신화로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다. 국사여성황은 단오제를 강릉부의 향리들이 주관하였다는 점에
서 일반 마을의 당신과 구분된다. 행사의 규모와 치제집단의 성격이 일반적
인 마을의 여서낭과 다르기 때문이다. 어촌마을의 당신화는 다시 외부에서
떠들어온 여서낭신화와 원혼형신화로 나눌 수 있다.
연화부인신화는 전형적인 영웅신화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신화들과 구분된다. 국가시조신화의 주인공처럼 연화부인은 탁월한 능력으
로 문제를 해결하고 신으로 좌정한다. 그 과정에서 연화부인은 보조자의 도
움을 받는다. 마치 대관령 국사성황이 호랑이를 사자로 부리듯이 연화부인
은 물고기를 부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연화
부인의 성격은 다른 여서낭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차이점이다.
국사여성황 신화는 호랑이에 물려죽은 원혼이 신으로 좌정했다는 점에서
원혼형 신화와 유사하다. 하지만 국사여성황은 공동체에 해코지를 하여 원
혼을 풀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원혼형 서
낭과 구분된다. 또한 국사여성황은 신으로의 좌정과정에서 철저히 남성에
게 종속된 양상을 보인다. 죽음의 원인과 신으로의 좌정과정이 모두 남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매우 수동적인 성격인데 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하는 연화부인이나 공동체의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는 원혼형 서낭하고도
상당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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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곡과 강문의 여서낭은 모두 외부에서 떠들어와 어촌에 정착한 신들이다.
신물들이 상자에 담겨있었다는 점, 현몽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는 점, 풍
어를 주는 신으로 좌정한다는 내용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심곡은 발달된
조업방식과 멀리 나갈 수 있는 큰 배에 대한 소망을 품고 여신을 모신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강문은 농사만으로는 살기어려워진 농촌이 바다를 새로운 생
활의 터전으로 삼는 과정에서 여서낭을 모시게된 과정을 보여준다. 염전과
어업을 통해 새로운 삶을 개척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모두 바다를 통해 발달
한 외부 문명이 유입된 과정과 일정한 관계를 갖는 신화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원혼형 여서낭신화는 안인의 해랑, 소돌해당화, 주문진 진이
서낭등이 있다. 이들은 마을에 해코지를 함으로써 자신의 죽음이 억울하다
는 사실을 알리고 신원하는 과정에서 신으로 좌정한다. 풍랑에 희생된 여인
이 신으로 좌정한 안인의 해랑신은 자연재해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 만든 신
화이다. 그렇지만 그네를 뛰던 기생이 신으로 좌정했다는 또 다른 전승은 권
력에 희생당한 죽음을 기억하는 신화라고 볼 수 있다. 소돌의 해당화 신화,
주문진 진이서낭 신화는 인간사회의 부조리와 일정한 관계를 갖는다. 주문
진 진이서낭 신화는 권력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부각되어있고 해당화 신화는
유교적 사회관습에 대한 항거가 민중들에게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사실
을 보여준다.
3.2. 원혼형 여서낭신화에 나나탄 무속적 성격

원혼형 여서낭들은 비참하고 억울한 죽음을 통해 서낭신으로 좌정한다.
즉 비정상적인 죽음을 달래주려는 무속적 심성이 이들을 공동체에게 신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지만 신화는 억울한 죽음의 성격을 매우 다양한 층위로 반
영하고 있다. 국사여성황은 호환이라는 자연재해와 가부장적 권위를 중시하
는 사회제도에 희생당한 인물이다. 안인진리 해랑의 경우 자연의 위협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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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비로 노출되어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가난한 어촌여인의 죽음을
달래준다. 그네를 뛰다 추락사한 기생은 화려해보이지만 지배계층 명령 한
마디에 목숨이 오가는 무자비한 신분갈등을 드러낸다. 동민들의 제사는 기
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돌의 해당화서
낭은 자유로운 삶을 구속하는 봉건적 사회제도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주문
진 진이서낭은 권력에 대항하였지만 결국 패배한 여인이다.
무속에서는 작고 보잘 것 없는 존재가 신으로 좌정하여 신앙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사령(死靈)가운데서는 최영장군이나 사도세자처럼 억울하게 죽
어 한을 품은 영혼을 중시하여 신으로 모신다. 억울한 죽음으로 한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영혼에 대한 예의는 공포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
다. 그렇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역사의 뒤편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관심이 만든 것이다. 역사는 대부분 승리자의 편에서 기술된다. 하지만
무속은 승리의 그늘에 가려 잊혀지는 실패한 자를 기억하는 신앙이다. 그렇
게 함으로서 사회는 건강해지고 역사는 균형을 잡는 것이다.
무속신화의 주인공 역시 특별한 능력이나 지위가 없는 보잘 것 없는 존재
가 대부분이다. 낳자마자 딸이라는 이유로 부모에게 버려지는 바리데기나
여성수난사의 주인공인 당금애기가 대표적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절대 희생
과 성심으로 부모와 나라를 구하고 자식을 키워냄으로서 고난을 극복하고
무속의 신으로 좌정한다. 작고 힘없는 존재의 중요성을 부각함으로서 소외
된 존재가 희망이 되고 대접받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강릉지역 여서낭들 역시 힘없는 존재의 힘을 주목하는 무속적 세계관을
드러낸다. 이들은 실제 삶에서 실패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존재들이다. 그
렇지만 주민들은 이들을 서낭으로 모시고 정기적인 의례를 베풀면서 이들의
삶을 기억한다. 이처럼 작고 보잘 것 없는 존재들이 쌓아간 실패한 역사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은 무속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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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역사를 반영하는 서낭들

강릉지역의 여서낭신화들은 일정부분 지역사를 반영하고 있어 또 하나의
역사서이기도 하다. 특히 연화부인 신화와 국사여성황 신화는 특정 성씨나
집단이 지역사회에 자리를 잡거나 세력을 확보하는 경위를 증언하고 있다.
연화부인 전승은 강릉김씨의 시조 김주원이 강릉에 정착한 경위와 당위성을
확보해주는 신화이다. 강릉김씨 집안은 후에 왕건으로부터 사성을 받은 왕
순식이 고려건국에 깊이 개입함으로써 강릉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세력을 구
축하게 되었다. 또한 신라말 고려초 영동지역의 정신적 지주였고 후에 강릉
단오제의 서낭신으로 좌정한 범일국사의 속성은 강릉김씨이다. 김주원의 어
머니 연화부인이 대성황사의 신이 된 것은 이러한 정치적 세력변화와 무관
하지 않을 것이다. 강릉출신이면서 동시에 강릉김씨 시조의 어머니인 연화
부인을 공동체의례에 편입시킴으로써 혈연집단의 사회적 지위를 공고하게
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국사여성황 신화는 당시 초계정씨가 속했있던 계층의 정치적 수완을 보
여준 사례이다. 정씨녀의 친정이라고 알려진 집의 위치로 보아 초계정씨는
조선조때 단오제를 주관한 향리계층과 가까웠던 것으로 짐작된다. 정씨녀가
국사여성황으로 좌정함으로써 초계정씨의 지역사회내에서의 위치가 확고
해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초계정씨가 강릉을 떠난 후 역시 지역의 대성중
의 하나인 강릉최씨 집안이 여성황의 친정집을 소유함으로써 단오제라는 공
동체의례와 관계를 맺게된다. 최씨집안은 이미 집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
하고 단오제의 제차중 하나로 여성황의 친정집에서 개인굿을 포함시킴으로
써 지역사회 안에서 영향력을 과시하게 된다.
바다에서 떠들어온 강문과 심곡의 여서낭 신화는 발달한 외래문화가 유
입된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조업방법과 염전개발 등 어업과
관련된 문명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안인의 해랑신화는 믿을 수 없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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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민들의 고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
다. 동시에 그네를 뛰다가 죽은 뒤 해랑신이 되었다는 또 하나의 전승은 군
사적요충지였던 안인의 지역사를 반영한다. 소돌의 해당화서낭은 자유로운
인간의 본성을 긍정하는 어민들의 정서가 만든 신화이다. 신화를 통해 어민
들은 봉건적 유교 질서에 반기를 들고 억압된 삶을 풀어내는 것이다. 주문
진 진이서낭은 관의 횡포에 죽음으로 맞선 용감한 여인이다. 진이의 용기는
나중에 서낭신으로 좌정하는 것으로 보상받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같은
통치계급에 속하는 정우복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당시 시대적, 현실적 한계
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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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Female Deity Shrine Myths of Gangneung Area

Hwang, Ru Shi (Kwand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cultural traits in Gangneung area
by analyzing the female deity shrine myths. In Gangneung, various forms
of female deity exist and many more myths carry on today reflecting
much of its history, life and values.
The analysis will be made on main Female deity worshiped in nearby
village shrines of Gangneung, namely Degwalryung guksa female deity,
and female deity who have provide aid with maritime affairs during
Chosun period. The information found by analyzed them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parts.
First of all, female deity myth present in village shrines and female
deity myth in Gangneung Danoje festival both display the transformation
from nature deity into character deity and at the same time exhibits
regional power conflict.
The 'Lady Yeon-Hwa' myth originally has water god character, but in
Chosun dynasty, as guksa female deity myth rose to the fore representing
Hang-ri (someone who inherently works under a government officer)
power, it no longer reveals such character.
Secondly, the influence of foreign female deity myths have been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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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d to have brought forth a certain level of influx of new civilization.
Lastly, there are several female diety myths present in the process of
relieving them from falsely accused deaths and reconciling with the
village community. The cause of death can be separated by the conflict
between nature disasters and authority. All of these are myths formed by
placing great value in the relief of rancor through shamanistic nature.
Key words : Degwalryung guksa female deity, Female Deity Shrine
Myths, Gangneung Danoje festival, Hang-ri, 'Lady
Yeo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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