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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개요>

우리 현실문화로서 주목되는 문화 가운데 하나가 축제이다. 축제의 기원을 설명하고
축제를 확산시키며 발전시키는 데 구비문학은 긴요한 구실을 할 뿐 아니라, 구비문학의
구연 자체가 곧 축제를 이루기도 한다. 따라서 구비문학이 지닌 축제성을 발견하고 축제
에서 발휘되는 구비문학의 기능과, 구비문학에 의한 축제 만들기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구비문학 가운데 설화의 축제적 기능으로는 사회적 관계와 윤리를 뒤집어엎는 전도
기능과 커뮤니타스의 조성에 의한 해방 기능이 있다. 민요에도 윤리적 전도에 의한 도발
과 정서적 해방으로 난장을 즐기는 축제성이 있을 뿐 아니라, 모내기 노래와 같은 교환
창 민요에는 젊은 남녀가 마음껏 사랑을 나누는 축제의 짝짓기 기능과, 풍요다산을 기원
하는 축제의 주술적 기능이 있다.
탈춤과 별신굿의 축제적 기능은 더 다양하고 적극적이다. 제의적 반란의 전도와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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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타스를 조성하며 성행위굿을 통한 풍요다산의 주술적 기능 외에, 직접 마을주민들을
굿판에 끌어들여서 축제다운 밀도를 높인다. 하회별신굿처럼 주민들에 의한 굿놀이와 탈
놀이의 비중이 높은 굿일수록 축제적 성격이 더 강하다. 그러므로 하회별신굿은 곧 하회
마을 축제라 할 수 있다.
풍물의 잡색놀이 사설과 극적 연행도 변혁적 전도와 인간해방의 신명풀이를 실현하
는 훌륭한 축제의 모습이다. 서사무가는 축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구비문학
갈래이다. 서사무가가 불려지는 굿판은 바로 전통적인 축제 공간이다. 신화가 축제를 가
능하게 하는 씨앗이라면, 전설은 축제의 성장을 돕는 거름이다. 전설을 통해서 축제의 의
미가 확산되는 까닭이다.
크게 보면 구비문학은 축제에서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신화와 전설처럼 축제에 의미
와 전승력을 부여해주는 구비문학과, 민요와 탈춤, 판소리처럼 축제의 소재와 내용을 결
정해 주는 구비문학이 있다. 따라서 구비문학은 축제의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므로 구비
문학은 축제에 의미를 부여하고 전승력을 확보해 줄 뿐 아니라,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내
는 소재를 제공하는 구실까지 하는 것이다.
주제어 : 축제, 구비문학, 커뮤니타스, 제의적 반란, 주술적 기능, 인간해방, 성행위굿,
윤리적 전도

1. 구비문학 속의 축제와 축제 속의 구비문학

우리는 축제라고 하면 세 가닥의 축제를 떠올린다. 하나는 동맹( )이
나 영고( ), 무천( )과 같은 고대 국중대회를 떠올리고, 둘은 브라질
의 삼바축제나 지중해의 니스 카니발, 프랑스의 아비뇽 페스티벌, 일본의 기
온마쯔리 등 외국의 유명축제를 떠올리며, 셋은 최근에 만들어낸 지역 단위
의 향토축제를 떠올린다. 고대축제와 외국축제는 사실상 만나기 어려운 축
제이며,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지역의 향토축제는 대부분 이벤트로 기획
된 것이어서 진정한 축제로 보기 어렵다.
최근 10년 전후에 만들어진 지역축제들은 축제라는 이름을 붙이고 축제
를 표방하지만 축제의 본질과 상관없이 지역홍보와 관광수익 및 자치단체
의 전시행사를 목표로 기획된 것이 많아서 축제다운 축제라 할 수 없다.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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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한 오해도 많아서 카니발과 페스티벌, 엑스포, 이벤트를 분별하지
않는가 하면, 아예 우리 탈춤을 카니발에서 기원했다는 턱도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카니발은 가톨릭 문화권에서 사순절의 금육과 종교적 절제에 들어가기
전에 술과 고기를 마음껏 즐기는 잔치이다. 따라서 카니발은, 민중이 주도하
며 일정한 제의적 의식을 행하는 페스티벌과 달리, 가톨릭 문화권에서 제한
적으로 전승되는 독특한 축제이다. 그런데도 “탈춤은 서구의 민속축제인 카
니발이나 카니발과 관련된 축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1) 우긴다.
가톨릭 문화에서 형성된 것이 카니발이고, 우리 굿문화에서 형성된 것이 탈
춤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카니발과 탈춤은 그 종교문화의 뿌리부터 다르
다. 비교연구의 방법이나 전파론의 이론을 떠나서, 모든 축제는 일정한 종교
적 전통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이런 억지 주장은 할 수 없다. 굿
이 카톨릭에서 발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자명하지 않은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지역축제를 굳이 변별하자면, 축제문화 가운데 카니
발이나 페스티벌의 범주에 귀속되지 않는 이벤트라 할 만하다.2) 따라서 공
동체의 제의적 전통과 생업의 주기에 따라 세시풍속으로 형성된 강릉단오굿
이나3) 은산별신굿, 제주입춘굿, 하회별신굿과 같은 전통축제가 제대로 전승
되는 경우가 아니면, 진정한 축제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전통축제도 점차 이벤트처럼 변화되고, 기획된 이벤트도 축
제성을 지향하지만, 축제의 본디 정신과 한참 빗나가거나 축제다운 전통성
이 크게 약화된 상태이다.
1) 김욱동, 탈춤의 미학, 현암사, 1994, 204쪽.
2) 임재해,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역할 , 지역문화, 그 진단과 처방, 지
식산업사, 2002, 244-248쪽에 ‘축제와 이벤트, 사육제의 변별적 인식’에서 이 문제를 자세하게 다
루었다. 다음 각주부터 임재해의 글과 책을 전거로 들 때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3) 강릉단오제가 공식 명칭이되, 여기서는 강릉단오굿이라 일컬었다. 단오굿이 유교식 제사가 덧붙
여지기 전부터 공동체굿의 원류가 되었을 뿐 아니라, ‘제( )’ 또는 ‘제의’의 우리말이 ‘굿’이기 때
문에 ‘단오제’를 ‘단오굿’으로 바꾸어 일컬은 것이다. 다음의 은산별신굿도 마찬가지이다.
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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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우리 주위에는 늘 축제가 차고 넘친다. 그 이전에 없던 지역축제는
물론 국제적 규모를 표방하는 축제들이 많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경쟁
적으로 축제를 만들기 시작하여, 시군 단위에서는 크고 작은 지역축제가 일년
에 서너 차례 이상 열리고 시도 단위에서는 국제적 참여를 표방하는 세계축제
가 매년 또는 격년제로 열리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에 축제 사태가 난 것이다.
지역축제를 표방한 경우는 수백 개가 넘고4) 세계축제만 하더라도 세계소
리축제, 세계불꽃축제, 국제탈춤페스티벌, 세계야외축제, 세계도자비엔날레,
세계섬문화축제, 세계무술축제, 세계연극제, 세계무용제, 국제영화제, 국제
마임축제, 국제아트페스티벌, 국제공예비엔날레 등 끝이 없다. 지역에 따라
구분하면 국제영화제만 하더라도 10개나 족히 된다. 부산, 부천, 전주, 광주
등에서 제각기 국제영화제를 하는가 하면, 서울에는 서울영화제 외에 여성
영화제, 인권영화제, 노동영화제를 제각기 국제영화제 수준으로 하고 있다.
아마 국제 규모의 축제도 그러려니와 국제영화제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
라가 된 셈이다.
불과 10여 년 사이의 일이다.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마쯔리의 나라인 일본
보다 국제축제나 국제영화제가 더 많다. 다시 말하면 축제문화의 전통이 단
절된 상황에서 지역축제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축제공화국을 방불할 뿐
아니라, 국제규모의 세계축제는 그야말로 세계적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
로 축제문화가 가장 빈곤한 나라에서 갑자기 세계적인 축제왕국으로 성장한
현상에 대한 학문적 진단이 필요하다.
축제 못지 않게 최근 한 세대 사이에 우리 문화가 세계적으로 두드러진
현상을 보이는 것이 적지 않다. ‘한 세대만에 최고 수준의 출산율이 세계 최
저 출산율로 바뀌고, 이혼율이 최저에서 최고로 바뀌는가 하면, 신체발부(
)는 수지부모(
)라 하여 머리도 함부로 자르지 않던 나라에서
최고의 성형수술 국가로 바뀌었다.’5)
身

體髮膚

受之父母

4) 통계에 따라 작게는 600개 많게는 1200개로 추정될 정도로 축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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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새마을사업으로 초가의 지붕 개량이 한창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아파트 보급율은 세계 최고이며, 일본에서 들어온 노래방
보급율도 세계 으뜸이고, 1인당 술 소비량도 세계 최고로 파악된다. 대중문
화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비약하여 한류열풍을 일으키는가 하면, 우리 영
화의 국내보급률이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우리 여성골퍼들이 미국과 함께
세계대회를 휩쓸고 있다. 2002년 붉은악마들의 월드컵 거리응원은 단숨에
피파(FIFA) 공식선정 서포터즈 세계최강으로 평가되었다. 2006년 월드컵에
서도 붉은악마들의 응원열기는 단연 압도적이었고 독일의 거리 응원문화에
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축구는 거꾸로 가도 응원문화는 앞으로 나아간다.
축구는 기적의 4강이므로 지속될 수 없지만,6) 붉은악마의 거리축제는 문화
적 역량이므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물론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인 것은 새삼 말할 것도 없지만, 이것은
세계 각국이 모두 새로 출발한 분야여서 문제가 조금 다르다. 그러나 위에서
보기로 든 여러 가지 문화현상들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늘 뒤쳐
져 있었던 부분이다. 그런데 길게는 한 세대만에 짧게는 최근 10여 년 사이
에 세계 최고 또는 최강을 자랑하기에 이르렀다. 오랜 역사를 생각할 때 아
주 짧은 기간에, 머리 자르는 일조차 금기로 여기던 사람들이 성형수술에 앞
장서고, 누대로 초가집에 살다가 다투어 아파트생활에 적응하는 일들은 압
축성장한 경제문제와 또 다른 현상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와 견주어 볼 때, 이처럼 비약적 변화를 보이는 문화양상은 예
사롭지 않고 또 그 원인도 쉽게 해명하기 어렵다. 나는 이러한 문화적 비약
5) 이태주, 문명과 야만을 넘어서 문화읽기, 프로네시스, 2006, 174-175쪽.
6)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축구가 4강에 오른 사실을 두고 ‘기적의 4강’ 또는 ‘4강 신화’로 나타내며
환호했다. 그런데 2006년 월드컵을 앞두고 ‘4강 신화는 계속된다’는 구호를 내걸고 다시 한번 4강
진출을 꿈꾸었다. 그러나 신화나 기적은 거듭되지 않는다. 초월적이거나 신비한 현상을 신화나 기
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일상이거나 상식이어서 기적이나 신화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4강에 오른 사실을 실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나 신화로 인식하면서 거듭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므로 ‘4강 신화는 계속된다’는 표현은 형용모순이라 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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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특히 문화적 전도( ) 현상 또는 추월( ) 현상이라 일컫고자 한다.
문화의 전도현상은 아예 반대 상황으로 뒤집어지는 충격적 양상을 말하고,
추월현상은 뒤쳐진 채 따라 가다가 느닷없이 앞서는 상태로 발전하는 양상
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적 전도나 추월의 현상을 두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쉽
게 포기하고 타자와 서구를 너무 의식하기 때문”이라거나 “식민지 정신의
근원인 따라하고 흉내내기에 과도하게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은7) 온당하지 않다. 우리 문화의 본디 전통을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남을 따라해서는 결코 남을 앞지를 수 없다. 흉내내기 문화
는 아무리 잘 해도 최고가 되기 어렵다. 문화의 힘은 창조력과 독창성에서
비롯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나는 한류현상을 비롯한 우리 문화의 추월현
상을 문화적 전통의 유전인자에 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현상은 고대부터 노래 부르고 춤추기를 잘한 굿문
화의 전통에서 비롯되었으며,8) 아파트 보급률이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것은
고대부터 집을 짓고 정착생활을 누려온 농경문화의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고9) 할 수 있다. 단숨에 세계최강으로 도약한 붉은악마들의 응원축제도 고
대 국중대회와 같은 민족굿의 문화적 DNA가 되살아난 현상으로 해석하였
다.10) 최근에 갑자기 지역마다 향토축제가 벌어지고 대도시에는 너도나도
국제축제를 기획하여 일시에 축제가 번성하는 것을 보면, 이 또한 고대 나라
굿의 전통에서 갈무리되어 있던 문화적 유전인자가 나타남새 구실을 한 것
이 아닌가 한다.
顚倒

追越

7) 이태주, 앞의 책, 175쪽.
8) 굿 문화사 연구의 성찰과 역사적 인식지평의 확대 , 한국무속학 11, 한국무속학회, 2006, 136137쪽 및 무형문화재의 문화적 가치 재인식과 창조적 계승 , 무형문화재의 원형 전승과 창조적
계승, 한국민속학회 제173차 학술발표회(2006년 4월 29일, 중앙대학교), 4-9쪽.
9) 주거문화 인식의 성찰과 민속학적 이해 지평 , 
 32,
, 2006, 51-52쪽.
10) 경북의 문화인프라 구축과 세계화 전략 , 새천년 경북발전의 비전과 전망, 경북새천년연구원
심포지엄(포항공대 산업과학연구원 강당, 2002년 7월 19일), 78-79쪽.
比較民俗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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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 동안 단절되었던 축제가 되살아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되, 알
맹이는 사라진 채 축제의 탈을 쓴 껍데기 행사만 드센 것이 문제이다. 축제
의 진정성은 축제라는 이름으로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축제를 표방하
지 않더라도 생활세계 속에서 마음껏 신명풀이를 하며 인간해방의 변혁성을
추구하게 되면 사실상 축제를 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축제의 형식
이 아니라 축제의 본질이다. 축제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문화 속에서도 축제
의 본질이 담보되어 있는 것이 많다. 그러한 대표적인 문화영역이 바로 민속
놀이와 구비문학이라 할 수 있다.
구비문학은 그 자체로 축제성을 지니며 축제적 기능을 발휘할 뿐 아니라,
축제의 전통 속에도 다양한 구비문학이 더불어 있다. 구비문학과 함께 가지
않는 축제는 축제로서 온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해도 좋을 만큼 구
비문학 없는 축제는 의미 없는 신명풀이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축제와 구비문학의 관계는 제의와 신화의 관계와 같다. 신화없는 제의가 정
체성이 불분명하고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듯이, 구비문학 없는 축제는 그 정
체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지속성과 확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구비문학은 축제의 기원과 내력, 기능을 설명해 줄 뿐 아니라 축
제의 전승을 지속시키고 축제 경험을 확대하는 데 긴요한 구실을 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 논의에서는 구비문학 속에 갈무리되어 있는 축제성을 찾아
내고 축제와 더불어 가는 구비문학의 기능들을 포착함으로써, 축제와 구비
문학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고, 구비문학을 자산으로 한 창조적 축제 만들
기의 가능성까지 모색하고자 한다.
축제와 문예작품의 상관성에 관해서는 고전적이 논의가 있다. 독일학자
헬무트 쿤(H. Kuhn)은 예술작품의 축제성을11) 비롯한 일련의 글에서 문
예작품이 생활 속에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축제를 주목해 왔다. 다시 말하면,
11) Helmut. Kuhn, Die Festlichkeit Kunstwerks(in: Hochland 53, 1961), , 축제의
,
엮음, 놀이문화와 축제,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8, 183-197쪽 참조.
金文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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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은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축제적 기분에 빠질 수 있다는 심리학적 또
는 사회학적 해명이 아니라, 예술작품의 존재양식 가운데 특히 예술활동을
수렴하는 축제의 공간을 문제삼은 것이다.12)
그러나 여기서는 쿤이 주목하지 않았던 문예작품이 지닌 축제성을 주목
한다. 일반적으로 문예작품이 발휘하는 축제적 기능은 독자들에 의해 수용
될 때 나타난다. 연행예술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능이 한층 역동적으로 발휘
될 뿐 아니라 두 가지 국면에서 동시적으로 나타난다. 예술작품의 내용이 축
제성을 띠는가 하면 연행상황이 축제성을 띠기도 한다. 구비문학은 다른 문
예작품과 달라서 구연되는 까닭에, 일종의 연행예술로 주목되기도 한다. 따
라서 구비문학 또한 작품내용의 축제성은 물론 구연되는 상황의 축제성도
함께 지닌다. 그러므로 두 국면의 축제성이 함께 논의될 것이다.
2. 축제의 본질과 설화에 갈무리된 축제성

구비문학은 그 자체로 축제가 아니다. 탈춤이나 무가처럼 갈래에 따라서
축제에 상당히 가까운 구비문학이 있긴 하되, 형식적으로 축제라 할 수 없
다. 탈춤이 연행되는 별신굿은 축제의 형식과 내용을 다 갖추어서 축제의 우
리말은 곧 별신굿이라 해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탈춤 자체만으로는 곧 축제
라 하기 어렵다. 제의적 전통 속에 신화가 포함되어 있듯이, 축제문화 속에
도 구비문학이 더불어 있다. 구비문학이 축제와 더불어 있다고 해서 곧 축제
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으로 구비문학은 축제가 아니지만 구비문학의 내용이나 기능, 향유
방식을 뜯어보면 축제성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축제성이란 쿤이 앞에서
주장한 것처럼 예술작품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축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의 본질적 성격을 말한다. 구비문학도 축제를 통해서 존재하고 전승되는
12)

金文煥

, 위의 글, 185-187쪽에 헬무트 쿤의 ‘예술작품의 축제성’ 내용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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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구비문학을 곧 축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축제라고 할 수 없는 문예작품 속에서 축제의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 구비문
학의 경우에도 작품의 형식은 축제가 아니지만 내용상의 성격을 보면 축제
다운 알맹이가 보인다. 구비문학 속에 갈무리되어 있는 축제의 알맹이를 밝
혀내는 작업을 하려면 축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축제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로 규정된다. 하나는 제의적 반란(ritualized
rebellion)이며, 둘은 커뮤니타스(communitas)의 조성이다. 제의적 반란은
제의적 형식을 빌미삼아 상하, 노소, 남녀, 반상, 빈부 등의 상하질서를 뒤집
어엎는 변혁적 전도를 일으키는 것이며, 커뮤니타스는 기존의 사회질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이완시키고 무화시켜서 모든 규범으로부터 해방되며
공감적 신명풀이로 일체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제의적 반란을 공동체굿에서
벌이는 변혁적 전도의 신명풀이라고 한다면, 커뮤니타스는 공동체놀이에서
즐기는 공감적 해방의 신명풀이라 할 수 있다.
제의적 반란과 커뮤니타스는 대립적 개념이 아니다. 공감적 해방의 커뮤
니타스에 이르기 위해서 변혁적 전도의 제의적 반란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
서 두 개념은 함께 짝을 이루면서 이어져 있다. 상하, 남녀, 빈부 등 각종 차별
을 뒤집는 변혁적 전도를 거쳐야 모두 대등하게 하나되는 우리로서 일체감
을 가지며 마음껏 인간해방의 신명풀이를 누릴 수 있다. 전도에 의한 반란은
축제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축제의 목적은 인간해방의 대동세상을 실
현하는 것, 달리 말하면 커뮤니타스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
해서 반란이 필요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커뮤니타스에 이르기 위해서는 제
의적 반란의 축제만이 아니라 허구적 반란의 구비문학도 기대되는 것이다.
제의적 반란은 제의를 전제로 한 까닭에 현대사회의 일상에서 맞닥뜨리
기 어려운 변혁적 전도이지만, 커뮤니타스는 공동체놀이를 통해서 상당히
빈번하게 즐기게 되는 정서적 해방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제의적 전통이
약화되었는 데다가 종교주술적 사회도 아니다. 그리고 사회가 민주적으로
9

10 구비문학연구 제24집 (2007. 6. 30)

성장했기 때문에 굿을 빌미로 한 변혁적 전도는 긴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사
회적 불만에 대해서 얼마든지 시위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의 현실적인 반란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의에 기대지 않고도 민중의 집단적 시위활동이 그
러한 반란을 대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커뮤니타스는 다르다. 딱딱하고 팽팽한 사회질서의 긴장과 통제에
서 해방되는 일은 민주사회라고 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회적
규범의 속박으로부터 정서적으로 해방되고 굳어진 일상의 질서로부터 잠정
적으로 일탈할 필요는 여전히 계속된다. 인간해방이 보장된 대동세상은 끊임
없이 추구되어야 하는 이상사회이기 때문이다. 자연히 일상의 규범에서 일탈
되고 사회적 의무에서 해방되는 커뮤니타스의 조성이 지속적으로 추구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놀이 속에서도 커뮤니타스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노래방에서도 지위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는 가운
데 적당히 망가지면서 신명풀이를 즐기게 되며, 고스톱판에서도 사회적 지
체와 상관없이 대등하게 놀이를 즐기면서 정서적 일체감을 느끼고 해방적
신명풀이를 하는 까닭에 일정한 수준의 커뮤니타스를 조성하게 된다. 노래
방과 고스톱이 유난히 번성하게 된 것도 이러한 커뮤니타스의 축제성과 연
관되어 있는 셈이다. 노래방이 커뮤니타스가 실현되는 작은 축제판이라면,
붉은악마들의 거리응원은 노래방의 커뮤니타스가 확대된 거대한 축제판이
라 할 수 있다.
구비문학에서도 축제의 본질적 기능인 제의적 반란이 일어나고 커뮤니타
스가 조성된다. 굿판에서 연행되는 무가나 탈굿 또는 굿놀이, 그리고 별신굿
에서 연행되는 탈춤을 통해서 제의적 반란의 신명풀이를 누리게 되며, 이야
기판이나 노래판에서 연행되는 이야기와 노래를 통해서도 커뮤니타스의 해
방을 누리게 된다. 수수께끼 놀이를 할 때나 속담을 주고받을 때도 전도와
해방의 축제성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구비문학의 갈래에 따라서 제각기
독특한 축제성을 발견할 수 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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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야기판을 보자. 이야기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듣는 사람들이 작
은 공동체를 이룬다. 이른바 전승공동체인 지역사회 안에서 다시 또래끼리
혈연끼리 둘러앉아 설화의 연행공동체를 이룬 것이 이야기판이다.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야기판을 이루되, 이야기가 이어져서 좌중이
이야기 내용에 몰입하게 되면 이상적인 공동체로서 커뮤니타스가 조성된다.
우선 지금 여기의 현실을 떠나 이야기 속의 가상 세계로 빨려들게 되는 까닭
에 현실적인 분별개념에서 일탈하여 현실과 가상 세계의 경계상황(liminal
states) 곧 모호한 중간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커뮤니타스가 발생한다. 이야
기판의 공동체 성원들은 모두 이야기의 재미 속에 빠져들어 일체적 공감대
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도에 의한 신명풀이와 해방에 의한 신
명풀이가 두루 이루어진다. 며느리마다 구박해서 쫓아난 독한 시어머니에게
자진하여 시집간 가난한 딸이 며느리 노릇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때려서 혼
을 내준 뒤에 시집살이를 편하게 한 이야기는13) 시집살이의 복종적 질서에
며느리가 반란을 일으킨 전도의 신명풀이라 할 수 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의 무능한 가장권을 차지하여 집안을 통솔하고 시아버지와 남편을 부려서
가난한 집안을 부자로 만든 이야기에서도14) 가부장적 권위를 뒤집어엎은
전도의 신명풀이가 실현된다.
가난한 머슴이 주인집 딸을 속임수로 차지하여 부잣집 사위가 되고,15) 슬
기로운 머슴이 주인인 과부를 꾀여내 혼인함으로써 스스로 주인이 되는 이
야기가16) 있는가 하면, 하인이 상전을 욕보이는 이야기나17) 무식한 떡보가
13) , 
 4-3,
, 1982, 231-234쪽, ‘못된 시어머니 버릇
고치기’.
14) 
 7-10,
, 1984, 333-334쪽, ‘가난한 며느리의 지혜’.
15) , 
 5-5,
, 1987, 146-147쪽, ‘주인 딸과 결혼한 머
슴의 꾀’.
16)
, 위의 책, 297-299쪽, ‘과부와 머슴’.
17) 
, 7-9,
, 1982, 1016-1021쪽, ‘상전을 욕보인 하인 떠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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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 선비를 제압하는 이야기도18) 있다. 한결같이 상하, 주종, 유식과 무식
의 지위를 전도시키는 충격적 재미를 준다. 모두들 잘된 이야기로 공감하는
까닭에 널리 전승된다.
며느리가 시집올 때 데려온 하님을 홀아비 시어른에게 시집가게 하여 시
어머니로 섬기는 이야기나,19) 며느리가 장모되고 시아버지가 사위가 되는
이야기는20) 더 파격적이다. 앞의 이야기에서는 홀아비 시어른의 문제를 무
난하게 해결하고, 뒤의 이야기에서는 홀아비 시어른과 청상과부 며느리의
결손가정을 기발하게 해결하게 된다. 모두들 며느리의 슬기와 역량에 감탄
하며 이야기를 즐긴다.
이 이야기들은 한결같이 도덕적 규범과 사회적 질서를 뒤집어엎는 반란
같으나 이야기를 하고 듣는 사람 누구든 문제해결이 잘 되었다고 여기며 공
감대를 이룬다. 굿판에서 벌어지는 제의적 반란과 다른 허구적 반란이라 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이야기는 허구적인 양식이므로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
상 속의 반란을 마음껏 누리며 이상적인 공동체사회를 꿈꾼다. 굿을 빌미로
한 제의적 반란이 허용되는 것처럼, 이야기에 의한 허구적 반란도 허용된다.
제의적 반란이 세속성을 넘어서는 굿의 신성성에 의해 허용되지만, 허구적
반란은 현실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구비전승의 문화양식인 까닭에 허용되지
않을 수 없다.
더 적극적인 반란은 미천한 신분의 포수나 남의 집을 사는 빈천한 머슴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에서 이루어진다. 왕조체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인데도 신분의 장벽을 넘어서 미천한 백성이 임금을 쫓아내고 왕좌에 올랐
18)
,
 7-8,
을 이긴 떡보’.
19) , 
 2-9,
며느리’.
20) 외, 
 7-3,
시애비가 사위된 이야기’.
崔正如․千惠淑
金善豊
趙東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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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야기들을 태연하게 한다. ‘왕이 된 새샙이’는21) 마치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와 거의 같은 이야기이다. 왕자와 거지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가 서로 처지를 바꾸어 경험하는 마크 트웨인의 소설과 달리, 이
설화는 미천한 신분의 새잡이 총각이 슬기로운 처녀를 만나 왕위에 오르는
이야기이다. 왕이란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량만 있으면 왕좌에 앉아
왕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서, 신분 중심의 세습제 왕을 부정하
고 학습에 의한 역량 중심의 능력제 왕을 긍정하는 것이다.
왕조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남의
집 살다가 죽어서 왕이 된 이야기’,22) ‘아버지 묘를 잘 써서 왕이 된 이야기’,23)
‘효도하여 왕이 된 아들’,24) ‘왕이 될 부친의 유언’25) ‘우렁이 색시 덕에 왕
된 이야기’26) 등 적지 않다. 미천한 인물을 왕좌에 오르게 하는 것은 거의
혁명적 수준의 반란이라 할 수 있다.27) 민중이 역량을 기르면 왕을 몰아내고
대신 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널리 전승되는데, 하물며 다른 벼슬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야기에 의한 허구적 반란은 변혁적 전도를 시도할 뿐 아니라 정서적 해
방의 공감대도 형성한다. 커뮤니타스는 모든 권력의 억압과 도덕적 제약에
서 해방된 최상의 공동체 상태를 뜻한다. 허구적 반란의 이야기들은 주종 사
이의 상하질서나 가족 사이의 규범적 윤리에서 해방되어 무규범과 무정부
상태인 최상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서 마무리된다. 따라서 이야기는 사회적
21) , 
 2-7,
, 1984, 524-527쪽. 서원면 설화 3, ‘왕이
된 새샙이’.
22) , 
 5-2,
, 1981, 218-221쪽, 서서학동 설화 2.
23)
,
 8-5,
, 1981, 329-332쪽, 거창읍 설화
71.
24)
, 위의 책, 560-570 쪽, 웅양면 설화 1.
25)
,
 5-2,
, 1981, 726-737쪽, 삼례읍 설화 9.
26)
,
 7-16,
, 1987, 119쪽.
27) 유교문화 속의 설화 수용과 설화에 수용된 유교문화 , 유교민속의 연구시각, 한국국학진흥원,
2006, 375-378쪽에서 이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었다.
徐大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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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와 통념을 무너뜨리는 자유로운 창조력과 인간해방의 상상력으로 커뮤
니타스를28) 조성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공동체는 커뮤니
타스를 만들어내고 규범적인 체제와 조직의 질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다.
이야기는 이처럼 구연되는 순간 좌중과 더불어 변혁적 전도와 커뮤니타
스의 해방을 추구하는 축제적 기능을 발휘한다. 그것은 이야기판의 공동체
와 이야기 줄거리의 내적 체계 속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들의 논쟁적 구연을 통해서도 이루어진
다. 특정 이야기가 설득력을 지니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들은 이야기에 맞서는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앞의 이야기의 내용을 반대로
뒤집어엎는 구실을 한다. 다시 말하면 이야기의 축제적 기능은 이야기 내부
에서도 실현되지만, 이야기와 이야기의 대립과 논쟁을 통해서도 실현된다
는 것이다.
부부 사이의 역할 문제나 부모자식 사이의 효도 문제도 일방적인 통념
을 허용하지 않는다. 남편이 ‘남편은 아내 하기에 달렸다’는 내용의 이야기
를 하면, 듣고 있던 아내가 이에 맞서서 ‘아내는 남편 하기에 달렸다’는 내
용의 이야기를 한다. 집안의 일을 바람직하게 이끌어가는 주체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떠넘기는 셈이다. 남편은 아내가 잘하면, 반대로 아내는 남편
이 잘하면 집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며 논쟁을
벌이는 것이다.
이와 달리 ‘집안의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남편 손에 달렸다’는 이야기를
남성이 하면, 여성이 나서서 ‘형제간의 우애는 아내 손에 달렸다’는 이야기를
하여, 앞의 이야기를 뒤집어 엎어버린다. 앞의 이야기를 완전히 역전시키지
28) Victer W. Turner, The Ritual Process; structure and anti-structure(Penguin Books), 1969,
pp.82-83에 의하면, 축제는 일상의 구조적 상태를 뒤집어엎고 반구조(anti-structure)의 상황을 이
루는 가운데, 상하 우열 대립의 장벽을 무너뜨림으로써 모두 평등하고 자유로운 상태에 이르
는 무규범 또는 무정부 상황의 커뮤니타스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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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못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구실은 충분히 한다. 집안
경영의 주체를 남녀가 서로 자기 덕분이라고 맞서면서 다툼을 벌이는 것이
다. 두 이야기는 다 설득력이 있어서 반드시 어느 쪽이라고 선택하기 어렵
다.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규범에 의한 주장과, 이러한 사회구조에 반기를 드
는 실질적 주장이 논쟁을 벌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두 가치 사이에
서 이도 저도 아닌, 그래서 어느 쪽에도 분명하게 속하지 않는 모호한 의식
의 경계에 빠져들게 된다.
빅터 터너(Victer W. Turner)는 이러한 의식의 경계에 빠져드는 것을 커
뮤니타스라고 했다. 반 게넵(Van Gennep)의 통과의례를 설명하는 리미날
리티(liminality) 개념에서 차용한 것이 커뮤니타스 개념이다. 리미날리티는
분리(separation)와 격리(margin), 통합(aggregation)의 통과의례 세 단계
가운데 가장 핵심인 격리 개념을 라틴어로 표방한 것이다. 따라서 격리된 국
면의 실체는 규범이나 관습, 관행, 의식에 의해 가지런하게 정리된 지점들
사이에 있어서 어정쩡한 상태, 곧 이도 저도 아닌 상태를 말한다.29) 통과의
례를 역동적으로 파악한 터너는 이 격리 상황을 발전적 무규범 상태 또는
생산적 혼돈 상황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야기판은 현실과 가상 세계를 드나드는 경계 공간에 있다. 이야기판에
서 이야기꾼이 “옛날에 ”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현실에서 분리되어 이야
기의 가상 세계 속으로 들어가 격리되었다가 “그래서 잘 살았단다” 하고 이
야기가 끝나면 다시 현실 속으로 되돌아와서 재통합된다. 이야기에 몰입하
여 듣는 동안에 현실에서 분리, 격리, 재통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다. 이야
기들이 구연될 때마다 이러한 과정은 되풀이된다. 그러므로 이야기판에서는
저마다 현실로부터 격리되어 잠정적인 커뮤니타스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서 현실인식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

29) Victer W. Turner, 앞의 책, 80-8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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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레노동과 민요의 축제적 기능

축제를 벌이는 것을 흔히 난장 튼다고 하며, 축제마당을 난장 또는 난장판
이라 일컫기도 한다. 축제의 신화적 카오스상태를 난장판으로 인식하는 것
이다. 따라서 “난장판의 역할도치, 질서의 뒤집힘, 성의 범람으로” 신화적 카
오스를 재현하는 일을 곧 축제라 하는 것이다. 축제는 제의의 성스러움을 속
된 놀이로 탈바꿈시키는가 하면, 엄숙한 경건함을 경쾌한 장난으로, 귀한 ‘말
씀’을 욕지거리로, 높은 것을 낮은 것으로 뒤집는30) 까닭에 난장을 이루면서
의도적으로 무규범의 혼돈 상황을 조성한다.
따라서 터너의 커뮤니타스를 우리 굿의 ‘난장’과 같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커뮤니타스와 난장을 동일시하기도 한다. 난장은 이성적 질서에서 해방된
감성적 신명이 조성한 격렬한 혼돈 상태를 말한다. 축제의 난장은 사회 질서
안에서 일시적으로 조성한 의도적 혼돈 상태이자 자유롭게 즐기는 해방공간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난장은 ‘터너가 사회구조를 유지하면서 일시적으
로 반사회적인 혼돈을 조성함으로써 생산적인 사회 변화를 동반하기 위한
메카니즘으로 정의한’ 커뮤니타스 개념과 만나는 것이라31) 할 수 있다.
커뮤니타스 또한 통과의례의 구조처럼 3 단계의 과정이 반복된다. 첫 단
계의 실존적 자발적 커뮤니타스(existential or spontaneous communitas)
는 사람들끼리 서로 아무런 제약 없이 직접적으로 만나 개별적 특수성이 공
동체의 보편성으로 거듭 나게 되는 상황이다. 사회 문화적으로 규정된 역
할 지위 명성 계층 계급과 같은 구조적 장애물들에서 벗어나 하나의
문제의식(issue)으로 일체감을 공유하는 단계이다. 이야기판이 그러한 커뮤
니타스와 닮은 상태라 할 수 있다.
․

․

․

30)
31)

․

․

․

, 놀이와 , 놀이문화와 축제,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8, 130-131쪽.
, 축제의 ‘난장’에 대하여 - On the Communitas of the Festvals in Korean and Japan , 
,
2006년
(2006년 7월 29일,
),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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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단계의 규범적 커뮤니타스(normative communitas)는 첫단계의 커
뮤니타스에 속한 성원들이 사회적 체계를 갖춘 지속되는 조직을 목표로 사
회적 통제와 자원의 조직 및 이동을 규범화하려는 단계이다. 일과 놀이를 함
께 하는 두레가 규범적 커뮤니타스의 한 보기라 하겠다. 그러므로 전통축제
의 기호( )로서 굿과 걸립, 신기( )행렬, 두레, 풋굿, 탈놀음 등이 함께
거론된다.32)
셋째 단계의 이념적 커뮤니타스(ideological communitas)는 제의 또는
종교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인데 서구적 개념으로 유
토피아를, 동양적 개념으로 대동세상을 뜻한다고 하겠다. 세속적인 이해관
계를 떠나 하나의 이념 아래 공동체적 목표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종교적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신앙공동체가 아니면 실재하기 어려운 커뮤
니타스이다.33)
모든 공동체는 규범적 커뮤니타스로 진화하며, 공동체 고유의 상징체계를
가지면서 무엇보다도 일과 놀이가 하나되는 세상을 구현한다.34) 일과 놀이
를 하나되게 하는 중요한 구비문학이 일노래로서 민요이며, 민요공동체로서
축제적 기능을 발휘하는 규범적 조직이 두레이다. 두레는 공동체의 노동력
을 조직하고 이동하며 사회적으로 통제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이야
기판과 달리 규범적 커뮤니타스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두레노동을 하면서
일노래를 부르는 경우에 민요만 구연하는 경우보다 축제적 기능이 한층 더
역동적으로 발휘된다.
이야기판에서 이야기되는 설화가 앉아서 상상력으로 즐기는 사유에 의한
記號

神旗

32) , 앞의 글, 132쪽. “전통사회의 축제적 기호가 제의이며 굿이며 걸립이며 신기( ) 행렬
이며 두레이며 풋굿이며 호미씻이굿이며 탈놀음이었다.”
33) Victer W. Turner, 같은 책, p.120.
34) 이대영, 인터넷 권력이 <네트워크국가> 만든다 ,  , monthly.chosun.com 2006년 5월
2일자. http://monthly.chosun.com/ept/view.asp?C_IDX=177&C_CC=E&tbKey=animorni. 이글에서
는 커뮤니타스의 3 단계를 빅터 터너의 책에서 밝힌 것과 달리, 자발적 커뮤니타스와 이념적 커
뮤니타스, 규범적 커뮤니타스로 순서를 달리하여 정리하고 있다.
李相日

神旗

月刊 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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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적 축제 상황이라면, 두레노동의 현장에서 부르는 민요는 서서 움직이
며 즐기는 온몸에 의한 역동적 축제 상황을 만들어낸다. 풍물을 잡히고 여럿
이 공동으로 노동하는 두레조직의 경우 민요를 부르는 방식도 바꿈소리나
메김소리로 노래 부르는 방식이 일정하게 조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과 놀
이, 춤과 행진 등이 서로 어우러져 있어서 축제의 역동성은 더욱 높아진다.
‘두레노동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노래하며 일하는 것”이었다.’35) 두레
패들이 농기를 앞세우고 풍물을 잡히며 일터로 나가거나 돌아올 때 풍물에
맞추어 신명나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상황은 작은 축제판이나 다름없
다. 일꾼들이 일하는 모습과 전혀 딴판이어서 마치 광대들이 놀이하는 놀이
판이자 일종의 난장처럼 보이는 까닭이다. 일할 생각은 전혀 없고 신명나게
놀기나 할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러한 놀이판은 일시적인 것이고 의도된 것
이다. 고된 일을 하기 위한 사전 신명풀이이면서 일을 마치고 나서 굳은 몸
을 푸는 마무리 신명풀이이기도 하다. 축제의 레크리에이션(recreation) 기
능으로 해석해도 좋다.
일터에 이르러 모내기나 논매기가 시작되면 모내기 소리와 논매기 소리
가 어우러진다. 흔히 말하듯이 일노래가 일을 놀이로 전환하는 구실을 한다.
노래를 더불어 부르는 동안에 일의 고됨을 놀이의 신명으로 바꾸어 놓는 까
닭이다. 노래를 부르다가 흥이 오르면 ‘이후후후!’ 하면서 논바닥에서 몸을
날려 재주를 부리기도 하고 팔을 벌려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한다. 새참으로
마신 막걸리 몇 사발이 목청을 돋우게 하고 어깨춤을 절로 나게 만든다. 따
라서 기계적인 동작으로 질서정연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리듬을
타고 자유분방하게 한다. 모내기가 반듯하지 않고 비뚤비뚤하게 되기도 한
다. 논매기의 경우도 꼼꼼하게 김을 매지 않고 신바람으로 논바닥을 휘저어
나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지주들 가운데는 두레로 하는 일의 방식을 못마땅
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35) 신용하, 두레 공동체와 농악의 사회사 ,

, 공동체 이론,

愼鏞廈 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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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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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판이 자발적인 커뮤니타스라면, 민요를 부르며 일을 하는 두레의
현장은 규범적 커뮤니타스라 할 수 있다. 민요가 구연되는 사람들의 조직과
현장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민요의 내용도 이야기 내용처럼 사회적 질서
와 도덕적 규범을 뒤집어엎어서 난장을 만들기도 한다. 특히 모내기 소리를
들어보면 사설의 내용이 노골적인 사랑노래가 많다. 남녀 사이의 성 윤리를
단숨에 무너뜨리고 자유로운 사랑을 구가한다. 자유로운 사랑이 보장되고
성이 개방된 요즘 사회에서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표현들을 적극적
으로 하는 것이다.
‘분통 같은 저 젖 보소’라든가, ‘쥔네 마누라 거기 꽂고’라고 하여 성적 묘
사를 과감하게 하는가 하면, 남녀 사이의 야합 또는 야반도주에 관한 노래도
예사로 한다. “알곰삼삼 고운처녀 뒷골짝으로 넘어가네” 또는 “유월이라 새
벽달에 처자 둘이가 난질 가네” 하고 앞소리를 메기면, “석자 수건 목에 걸
고 총각 둘이 뒤따르네” 하고 뒷소리를 받는다. 처녀총각이 새벽달 아래 만
나 야합을 하는 일이나, 서로 눈이 맞아서 야반도주하는 일은 모두 도덕적
규범을 깨뜨리는 일이다. 그러므로 윤리적 전도에 의한 도발과 정서적 해방
에 의한 난장을 즐긴다는 점에서 축제성을 잘 갈무리하고 있다.
노래를 주고받으면서 자유로운 사랑을 표현하며 성적 일탈을 꿈꾸는 것
은 오랜 축제의 전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운남성의 소
수민족들은 미혼 남녀들이 명절에 마을 숲에 모여서 노래를 주고받으며 사
랑을 고백하고 야합을 하는 축제를 즐겼다. 대리 지역 백족( )의 사례가
좋은 보기인데, ‘화파절( )’이나 ‘호접회( )’와 같은 명절에 사람
들이 마을 광장이나 숲에 모여들면 처녀 총각들은 마음 속에 품고 있었던
연인에게 노래를 불러 구애를 하는 오랜 전통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구
애의 노래는 즉흥적인 화답 형식으로서 경상도 지역 모내기 소리 양식과 흡
사하다. 처녀가 자기보다 위인 총각을 대상으로 노래하는 사례를 보자.
白族

花把節

蝴蝶會

19

20 구비문학연구 제24집 (2007. 6. 30)

오빠는 높고 큰산 나는 큰산 위에 자라는 나무이어요.
나는 나는 넓은 바다 너는 바다 속에 떠있는 배이어라.36)

처녀의 구애를 총각이 받아들여서 화답한 경우이다. 노래의 상징적 표현
을 통해서 구애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내용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다.
물론 총각이 먼저 구애를 하고 처녀가 화답하는 경우도 있다. “나는 나그네
그대 집에서 머물고 싶어요. 그대 집의 그릇을 함께 쓸 수 없나요.” 하고 총
각이 노래하면, “우리 집은 네 식구 그릇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개의 그릇을
누구 줄까요.” 하고 처녀가 노래하면 구애를 거절하는 뜻이다.37)
그런데 이런 사랑노래를 축제 때는 물론 모내기를 하거나 절에서 재를 올
릴 때도 부른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터의 들판이나 시원한 나무그늘에서,
또는 산골짜기에서 노래를 주고받으며 구애하고 사랑을 확인하며 혼인으로
까지 간다는 것이다. 총각이 먼저 “오빠의 가락은 책장 하나를 얻으려는데/
애석하게도 화답할 사람을 만나지 못했네”하고 구애를 했는데, 구애를 받은
처녀가 이미 연인이 있는 까닭에 “산에 오신 님이여 한발 늦었구려/ 물을 모
두 길어버리니 다리만 창공에 떠 있구나.” 하고 거절한다.38) 이런 경우에는
노래로서 끝나버리고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처녀가 먼저 “예쁜 꽃이 높은 언덕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네/ 꿀
벌은 꿀을 따려면 여기까지 와야 하오.” 하고 구애의 노래를 부르면, 총각
은 기다렸다는 듯이 “꿀벌은 꽃으로 훨훨 날아가서/ 꽃은 꿀벌을 향해 살
짝 웃어만 보이네.” 하며 화답하는데, 이때는 두 남녀가 사랑을 확인하고
혼인에 이른다.39) 중요한 사실은 모내기 할 때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는 것이다.
36)
37)
38)
39)

, 소수민족의 명절과 신앙 , 
, 앞의 글, 374쪽 참조.
, 소수민족의 노래문화 , 
, 위의 글, 4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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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내기도 품앗이 형식으로 서로 도우며 공동노동을 하는데, 주인이 비단
으로 만든 붉은 기를 논에 꽂아두면, 청춘남녀들이 예쁜 옷으로 치장하고 논
에 모여들어 함께 모를 심는다. 처녀들은 특히 화려한 옷으로 성장을 한다.
총각들은 모를 나르며 쉬는 틈에 처녀에게 다가가서 이러한 구애의 노래를
부른다. 서로 몸을 때리면서 장난도 한다. 따라서 모내기철은 논밭 곳곳에
홍기가 펄럭이고 구성진 노래 소리가 울려 퍼져서 그야말로 잔치판이자 축
제 분위기를 이룬다.40)
우리 모내기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다. 두레패들이 풍물을 앞세우고 모내
기 할 논에다가 농기를 꽂아두면 남녀가 더불어 모내기를 하며 모숭기 소리
를 주고받는다. 노래 내용은 대부분 사랑에 관한 연가이자 문답형식의 교환
창이어서 사랑을 묻고 확인하는 구실을 한다. 근래에는 집단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까닭에 구애의 기능은 사라졌지만, 유교적 도덕률이 일반화되기 이
전에는 구애의 기능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자취가 노래 속에 고스란
히 남아 있다.
상주 함창 공갈못에 연밥 따는 저 큰아가
연밥 조큰 내 따 주께 요내 품에 잠을 자지
잠자기는 어렵지 않지만 연분 아닌데 잠을 잘까
연분이라 따로 있나 같이 자면 연분일세41)

총각이 먼저 처녀에게 구애의 노래를 부르니, 처녀가 연분이 아님을 들어
거절을 한다. 그러자 총각이 물러서지 않고 거듭 구애를 하는 셈이다. 사설
에서 노래되는 공갈못이나 연밥은 모두 여성의 성적 상징성을 지닌 은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상주 함창의 공검못에 연밥을 따는 처녀를 대상
40)
, 위의 글, 401-402쪽 참조.
41) 김익두 편저, 전북민요, 전북애향운동본부, 1989, 87쪽, ‘무주군 민요’.
金榮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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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애를 한 노래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 상주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널리 불릴 뿐 아니라, 공갈못은 여성을 상징하며 연밥은 여성이 남성에게 주
는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이다.42)
지나가는 선보님네/ 꽃을 보고서 그냥 가나
꽃을 보니 곱거마는/ 남의 꽃에다 손을 대리
담장 안에 핀 꽃가지/ 담장 밖으로 늘어졌네
지나가는 선보님이/ 꽃을 보고 길 못 가네43)

앞의 노래는 여성의 구애에 남성이 거절하는 노래이며, 뒤의 노래는 여성
의 구애에 남성이 수용하는 노래이다. 다만 앞의 노래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며 대화체로 주고받는 까닭에 구애의 화답가와 일치하
는데 비하여, 뒤의 노래에서는 시적 자아가 여성과 남성의 처지를 객관화하
여 노래한 것이다. 담장 안에 있는 여성이 길 가는 선비를 보고 길게 목을
빼서 구애의 표시를 하고 있는데, 길 가던 선비가 그 여성을 보고 길을 가지
못하는 상황을 관찰자의 시각으로 읊었지만, 남녀의 주체가 바뀌면서 사랑
의 감정을 확인하는 구실을 한다.
일노래의 일반적 기능을 넘어서서 남녀가 더불어 화답가로 주고받으며
부르는 모숭기 소리에는 두 가지 축제 기능이 있다. 하나는 젊은 남녀가 마
음껏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축제의 짝짓기 기능이며, 둘은 풍요다산을
기원하는 축제의 주술적 기능이다. 일노래의 두 기능은44) 우리 전통 축제 양
42) 허난설헌의 ‘ ’ 곧 연밥 따는 아가씨라는 한시에 보면, “물 건너 임을 만나 연밥 따서 던지고
는(
) 행여 남이 알까봐 반나절 부끄러웠네(
)” 라는 구절이 있다.
여성이 남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징표로서 연밥이 중요한 구실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3)
,
 8-12,
, 1986, 185-187쪽.
44) 노래의 생명성과 민요 연구의 현장 확장 , 
 1, 한국구비문학회, 1994, 53-101쪽에
서 일노래가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는 기능도 있다는 사실을 다루었다.
采蓮曲

逢郞隔水投蓮子

鄭尙圤․柳鍾穆

或被人知半日羞

韓國口碑文學大系

韓國精神文化硏究院

口碑文學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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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라 할 수 있는 마을의 풍물굿이나 장승굿, 별신굿에서도 잘 나타난다.
남녀 동신이 만나 혼례굿이나 성행위굿을 하고, 굿의 전통을 이어받은 탈춤
에서도 남녀 사이의 성행위굿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 데, 풍요다산을 기원하
는 주술적 기능으로서 성행위굿과, 남녀 사이의 자유로운 사랑을 마음껏 표
현하는 짝짓기 기능이 함께 갈무리되어 있다.
주술적 기능으로서 남녀 신의 모의적 성행위를 통해 풍요다산을 기원하
는 것이 축제의 제의적 전통이라면, 남녀 사이의 사회적 윤리와 성적 금기를
깨고 자유로운 사랑과 성행위를 표현하는 양식은 축제의 변혁적 전통이라
할 수 있다. 굿판이라고 했을 때 신성한 제의적 국면과 가무오신의 난장적
국면이 함께 짝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축제에서도 풍요다산을 기원하는 제
의적 주술의 국면과, 인간해방을 추구하는 해방적 일탈의 국면이 함께 짝을
이루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모숭기 소리에서 성적 금기를 넘어서는 노골적
사랑의 표현이 허용되는 것은 풍요다산을 기원하는 제의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자, 남녀간의 자유로운 사랑을 통해서 인간해방을 꿈꾸는 변혁적 전도
의 난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루의 공동 노동이 끝나고 농청으로 돌아올 때에는 아침에 출역할 때와 마
찬가지의 순서로 농기를 앞세우고 농악을 울리면서 돌아왔다.45) 그러나 이때
에는 하루종일 고된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레꾼들은 피로한 줄을 모르
고 아침보다 더 흥에 겨워서 농악에 맞추어 힘차게 소리 높이 노래를 합창하면
서 어지러이 춤을 추며 돌아왔다.46)

일노래의 축제적 기능은 두레노동의 체계 속에서 날마다 순환적으로 반
복된다. 일을 하기 전에도 풍물과 민요를 곁들여 일터로 가면서 일종의 거리
45)
,
と
,
の
237쪽에서 재인용.
46) 
,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편, 426쪽 참조.
인용.
久間健一

勞動隊制度繪

韓國土地調査報告

雇只隊制度
․

朝鮮農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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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代的樣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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愼鏞廈

24 구비문학연구 제24집 (2007. 6. 30)

축제를 벌이지만,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더불어 노래 부르며 풍요다산과 인
간해방을 추구하는 현장축제를 벌이며,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물론, 마을
에 돌아와서도 다시 풍물을 치고 ‘쾌지나 칭칭’을 부르며 마당축제를 벌인다.
일을 시작하기 전의 거리축제가 고된 일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껏 신명풀이
를 함으로써 순조롭게 일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카니발다운 성격이 있다
면, 일을 마치고 나서 하는 마당축제는 일을 종일 하면서 굳어진 몸과 마음을
풀어서 일로부터 해방시키는 신명풀이로서 페스티벌다운 성격이 있다고 하
겠다. 왜냐하면 커니발은 사순절의 고난을 앞두고 즐기는 잔치인 반면에, 페
스티벌은 계속되는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일탈을 즐기는 잔치이기 때문이다.
두레축제의 이 두 가지 성격은 날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있을 뿐 아니
라, 두레 조직의 시작과 끝에도 있다. 두레를 처음 조직하고 ‘호미모둠’ 의식
을 하면서 두레노동을 시작하는 전야에 농청에 모여 간단한 향연을 벌이고
밤이 늦도록 풍물을 울리며 춤을 추었다.47) 그런가 하면, 두레로 하는 공동
노동을 끝낸 마지막 날도 ‘호미걸이’, ‘호미씻이’ 또는 ‘두레장원( )’을 하
며 축제를 즐긴다.
두레에 참여한 일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일꾼을 두레장원으로 뽑아서 머
리에 꽃이나 버드나무잎으로 만든 관을 만들어 씌우고 먹물로 얼굴을 꾸민
다음에 흰 천으로 장식한 황소 등에 태워서 거리축제를 벌인다. 풍물을 잡히
고 노래를 부르며 농청으로 돌아와 두레장원 집과 마을을 한 바퀴 돈다. 이
때 두레장원으로 뽑힌 머슴의 주인은 장원례로 주연을 크게 베풀었다. 두레
꾼들은 장원례에서 풍물을 치며 밤이 깊도록 어지러이 춤추고 노래하였
다.48) 머슴들은 가무를 즐기며 마음껏 흐드러지게 놀고 주인은 주연을 베풀
어 머슴들을 대접하느라 바쁘다. 역할 전도와 난장 속에서 해방의 신명풀이
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壯元

47)
48)

愼鏞廈
愼鏞廈

, 같은 글, 233쪽.
, 같은 글, 237-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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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탈춤과 굿놀이의 축제적 성격과 기능

두레와 일노래의 축제에서도 노래와 춤, 이른바 가무( )가 중심을 이
룬다. 대부분의 표현과 기록에서는 ‘가무’라 하였으되 사실은 가무 속에 풍물
중심의 ‘악( )’도 내포되어 있다. ‘악가무( )’를 줄여서 흔히 ‘가무’라
하는 셈이다. 국중대회와 같은 고대의 나라굿에서도 여기저기 ‘가무’를 즐겼
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른바 ‘군취가무(
)’ 또는 ‘연일 음주가무(
)’라는 열쇠말이 고대문헌에 거듭 기록되어 있다.
굿은 가무오신(
)의 난장과 신명을 동반한 축제형식의 제의이다.
무당굿도 그러하지만 광대굿의 경우는 더욱 축제적 난장성의 비중이 높다.
신들린 무당굿에서 대물린 무당굿, 신오른 광대굿으로49) 갈수록 제의에서
난장의 비중의 커진다. 강신무의 도당굿보다 세습무의 어촌별신굿, 광대무의
농촌별신굿이 축제적 경향성을 더 짙게 보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들린
무당이 주체가 된 서울의 도당굿보다, 대물린 무당이 주체가 된 동해안별신
굿이, 그리고 신오른 무당이 주체가 된 하회별신굿이 더 축제적이란 뜻이다.
하회별신굿의 주요 역할을 하는 민중들은 일시적으로 신명이 오른 탈광
대들이라 할 수 있고, 이들도 굿을 하는 주체이자 탈놀이를 하는 광대이다.
따라서 강신무나 세습무와 달리 광대무 또는 신오른 무당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굿은 샤먼들이 하는 샤머니즘과 주체부터 다른 양상을 보인
다. 신들린 무당이 하지 않는 굿들이 더 풍부하다. 공동체굿은 대부분 풍물
잡이나 광대들이 중심을 이룬다.
앞에서 다룬 두레굿도 무당과 상관없는 일꾼들의 일굿이다. 세벌 논매기
를 끝내고 하는 호미씻이나 백중굿, 또는 풋굿도 머슴들의 놀이굿이다. 무당
없는 공동체굿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다. 정월 대보름 전후에 마을 단위로 하
歌舞

樂

樂歌舞

群聚歌舞

飮酒

歌舞

歌舞娛神

49) 굿문화의 정치적 기능과 무당의 정치적 위상 , 
 26,
, 2004, 284쪽에
서 우리 굿의 주체를 강신무와 세습무 외에 광대무를 설정하고 “강신무를 신들린 무당, 세습무를
대물린 무당, 광대무는 신오른 무당”으로 일컬었다.
比較民俗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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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신신앙의 마을굿 또는 당산굿에서부터, 집돌이로 지신밝기를 하는 풍
물굿, 모내기나 논매기 등 공동노동을 하며 풍물을 치는 두레굿, 논매기를
마치고 일꾼들끼리 호미씻이로 하는 풋굿 등은 무당이 하는 굿이 아니다.50)
두레꾼이 하는 일굿이나 마을의 풍물잡이들이 하는 공동체굿일수록 제의적
성격의 비중이 낮다. 구비문학 자료도 제의적인 노래 중심에서 극적인 놀이
중심으로 이동한다.
자연히 도당굿이든 별신굿이든 모두 마을 단위의 공동체굿이되 굿을 하
는 주체에 따라 제의의 비중이 다르고 구비문학의 갈래별 비중도 다르다. 도
당굿에는 신들린 무당에 의해 구연되는 무가들이 중심을 이룬다면, 어촌별
신굿에서는 대물린 무당에 의해 풍부한 서사무가들과 굿놀이들이 연행되며,
농촌별신굿에서는 신명이 많은 광대들에 의해 극적 성격을 띤 탈놀이들이
연행된다. 소리굿 중심에서 이야기굿과 놀이굿, 그리고 다시 극적인 굿이 이
루어진다. 가무( )의 축제에 이야기의 요소와 연극의 요소들이 더 보태져
서 마침내 탈춤이라 할 수 있는 극무( )의 축제로 발전하며, 제의적 반란
과 커뮤니타스와 같은 축제의 요소들이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세 유형의 무당과 굿의 성격에 따라 다
르다. 신들린 무당의 도당굿에서는 무당이 주체이고 주민들은 객체이다. 주
민들은 무당들이 하는 도당굿을 구경하며 즐기는 데서 머문다. 대물린 무당
이 하는 별신굿은 몇 년 만에 한번씩 하되 사흘 이상 여러 날 할 뿐 아니라,
마을사람들이 굿의 연행주체로 참여한다. 맞이굿 또는 문굿을 할 때 마을의
풍물잡이들이 무당들과 함께 굿을 치는가 하면, 실제 연행을 할 때에도 내용
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거의 무당들과 공동연행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탈굿이
나 굿놀이에서 주역은 무당이 하지만 단역이나 보조역은 마을주민들이 담당
한다. 그러므로 축제적 기능이 더 적극적으로 발휘된다.
歌舞

劇舞

50) 공간적 범주로 본 굿의 존재양상과 현실인식 논리 , 민속문학과 전통문화, 도서출판 박이정,
1997, 241-274쪽에서 이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었다.
26

구비문학의 축제성과 축제에서 구비문학의 기능 27

실제로 2004년 울진 후포읍 금음3리의 별신굿에서 탈굿을 보자. 할미는
무당이 하지만 새영감은 마을 이장 또는 제관을 끌어들이며, 간호사로는 부
녀회원을 등장시킨다. 시누이나 시동생 등은 주민들 가운데 즉흥적으로 끌
어들인다.51) 거리굿의 굿놀이에서도 서당의 학동이나 할미의 사위를 구경꾼
들 사이에서 동원한다. 미리 연습하거나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
로 주민들이 동원되어도, 굿판의 분위기에 따라 무당들을 따라 하는 까닭에
순조롭게 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장이나 제관들처럼 경험 많은 주민들은 한층 능동적으로 연행에 참여
한다. 금음리 별신굿의 탈굿에서 할미역을 하는 무당이, 이장을 불러내서 사
타구니 사이를 아래위로 쓰다듬다가 이장을 안고 넘어지면, 이장은 할미를
안고 성행위를 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배꼽을 잡게 만들었
다.52) 주민들은 늘 안면을 트고 지내는 이웃사람이 탈굿의 배역을 맡아서 적
극적으로 연행하는 상황을 보면 감흥이 새로울뿐더러, 뜻밖의 우스꽝스러운
행위에 폭소를 터뜨리게 마련이다.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사회적
통념을 뒤집어엎는 전도 행위를 하는 까닭이다.
거리굿의 굿놀이에서도 다양한 축제적 성격이 나타난다. 거리굿의 내용
가운데는 성적 금기를 깨뜨리고 상하질서를 뒤집어엎는 것이 많다. 짚이나
새끼를 이용하여 상투 모양을 3개 만든 다음, 나이 든 어른을 불러내서 ‘사장
( )’ 또는 ‘사돈’ 어른이라 일컬으며, 제일 작은 것은 머리에 매어 제대로
상투 노릇을 하게 하지만 큰 것은 허리 앞에 매어 성기를 노출시킨 것처럼
하고 다시 뒤로 메어 뒤에도 성기가 달린 것처럼 분장을 한다. 그리고는 이
것을 잡고 춤을 추게 만든다.53) 구경꾼들은 폭소의 도가니로 빠져든다.
위와 같이 ‘사장거리’로 하기도 하지만 ‘관례거리’로 다루기도 한다. 관례
는 유교의례 가운데 가장 엄숙한 의례로서 3가례를 거칠 만큼 의례 형식도
査丈

51)
, 동해안 탈굿의 변화양상과 축제성 ,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89쪽.
52)
, 앞의 글, 90쪽의 실제 사례 참조.
53) 거리굿 , 
 7-7,
, 1981, 261-263쪽 참조.
金信孝

金信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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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복잡하다. 그러나 굿판에서는 한갓 성희( )의 하나로 다루어진다.
무당이 구경꾼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내어 새끼로 만든 상투(또는 남근)
형상을 사타구니에 차게 만든다. 상투를 틀어 올리는 것이 관례의 중요한
절차이지만, 남모르게 먼저 성인이 되는 부분이 남근이라는 뜻으로 머리를
제쳐두고 사타구니에 상투 모양을 차게 한다. 그러고 보면 상투와 남근이
닮았다는 사실을 새삼 발견하게 된다. 결국 아래위로 상투 또는 남근을 차
고서 구경꾼들에게 부조를 받으러 돌아다니도록 한다.54) 물론 사촌이라며
불러내서 관례를 올리도록 한 사람은 마을의 젊은이가 아니라 점잖은 노인
이다. 점잖은 어른을 과도하게 성적 웃음거리로 만들어 커뮤니타스를 조성
하는 것이다.
상하질서의 전도는 여러 모로 나타나는데, 골매기 할매 거리에 사위를 불
러내는 장면에서 이른바 장유유서의 서열을 뒤집어 버린다. 할매가 사위를
여럿 봤다고 하면서 구경꾼 가운데 어린 소년을 불러들여 맏사위라 하고, 둘
째부터 점점 나이 많은 사람을 지목하여 불러들이다가 마지막에는 점잖은
노인을 불러들여 막내사위라 하는 것이다. 그러고서 막내사위를 두고 “어머
이 세사아! 사우야 사우야 사우야, 내보다 더 늙었데이!”라고 하여 좌중을 웃
음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
性戱

“무당: (한 할아버지를 손으로 가리킨다.) 하이구! 저 우리 막내이 사우.”
“반주자: 사우는 왜 그래 치봤노?
무당: 어머이 세사아 우리 왜, 딴 집에는 가면 사우는 마카 내리보제? 나는
우리 집이 사우는
만날 치봤다.
반주자: 왜 그랬노?
무당: 왜서? 저 막내이 딸, 저래 나 많은 데 준동 모르제?55)
54) 서대석, 거리굿의
55) 거리굿 ,
외, 

演劇的 考察

趙東一

,

의 ,
 7-2,

韓國 巫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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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263쪽.
, 1980, 8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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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소년이 맏사위고 늙은 어른이 막내사위라고 함으로써 나이를 거꾸
로 사위를 봤다는 말이다. 이 때도 주무 외에는 모두 구경꾼들을 등장인물로
출연시켜 웃음거리를 만든다. 주민들이 구경꾼 노릇을 하다가 직접 등장인
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예사 연극과 다른 축제다운 연극이자 마당극의
특성이다.
축제는 저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제의적 반란과 커뮤니타스를 누리는
주체가 되는 것이 본질인데, 별신굿판의 탈굿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주민
들이 직접 탈굿이나 굿놀이를 연행하는 등장인물이 될 뿐 아니라, 등장 인물
노릇을 하는 무당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놀이의 현장으로 끌어들인다. 따
라서 굿놀이를 하는 무당과 구경을 하는 주민들 사이에 아무런 거리가 없다.
구경꾼들도 자유롭게 굿판에 뛰어들어 무당들과 함께 연행을 할 수 있는데
다가, 가끔씩 무당이 구경꾼들 사이로 뛰어들어 모든 주민들이 탈굿을 하는
주체가 되도록 탈마당을 확대해 나간다. 이것은 마당굿의 기법이자 굿을 축
제답게 만들어 가는 전략이다.
구경꾼을 등장인물로 끌어들이는 방식을 연극학적으로 보면, 희극미를 발
생시키며, 모자라는 배우의 숫자를 충원하고 개방적인 연극을 만드는 수단으
로 해석된다.56) 희극미와 열린 연극을 지향하는 연극 기법이라는 말이다. 거리
굿이나 탈굿을 연극이라는 전제로 보고 하는 해석이다. 별신굿을 하는 무당들
은 두셋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0여 명씩 무리지어 하는 까닭에 배역을 맡을
사람이 부족해서 주민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적절한 해석이라 할 수 없다.
무당들은 연극한다는 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굿을 한다는 의식으로
하는 것이며, 나아가 주민들과 더불어 굿을 해야 하고 또 사회적 질서와 고
정관념을 뒤집어야 더 신명나는 굿이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다. 무당들
만이 아니라 주민들과 더불어 체제와 규범을 뒤집어엎는 굿판이야말로 난장
이자 축제 상황이다. 주민들을 굿놀이의 등장인물로 끌어들이는 별신굿의
56)

李均玉

, 동해안 지역 무극 연구, 박이정, 1998, 330-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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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은 곧 축제의 본디 모습이다. 더 근원적으로는 주민들 스스로 주체가 되
어 연행했던 축제이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등장인물을 맡도록 하는 것은 연
극기법이라기보다 축제적 기법이라 할 수 있고, 연극에서 보이는 이러한 기
법은 축제적 기법을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굿이거나 놀이일수록 축제적 성격이 더 강하다. 반
대로 주민들을 객체로 소외시키는 굿이거나 놀이일수록 축제적 성격이 약하
다고 할 수 있다. 어촌별신굿의 주체인 대물린 무당들이 주민들과 더불어 공
동으로 굿놀이를 하거나 탈놀이를 하는 데 비하여, 농촌별신굿의 주체인 풍
물잡이나 탈광대들은 아예 주민들로 구성되어 주민들끼리 탈놀이를 한다.
농촌별신굿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하회별신굿의 경우 탈놀이를 하는 주체
는 바로 주민들이다. 강릉단오굿이나 자인단오굿의 경우에도 탈놀이는 초빙
된 무당들이 아니라 주민들이 연행주체가 되어서 한다. 풍물도 주민들이 치
고 탈광대도 주민들이 담당하는 것이다. 제의의 영역은 무당들이 담당하지
만, 놀이의 영역은 전적으로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까닭에 제의적 전도와 커
뮤니타스의 축제다운 기능이 잘 실현된다.
어촌별신굿에서는 굿판이 일정한 장소에 정해져 있다. 굿을 주도하는 사람
들도 다른 고장에서 초빙되어 온 무당들이다. 마을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굿을
하되, 마을을 두루 누비지 않고 일정한 굿판에서 머물며 할 따름이다. 구경꾼으
로서 굿판에 참여하지 않으면 굿의 축제적 분위기를 공유하기 어렵다. 그러나
농촌별신굿의 하나인 하회별신굿탈놀이를 보면 사정이 다르다. 굿판이 따로
없다. 마을 전체가 두루 굿판이다. 일정한 장소에 한정하지 않고 집돌이 지신밟
기처럼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탈놀이를 한다. 때로는 이웃마을까지 가서
탈놀이를 하기도 한다. 커뮤니타스의 세계를 공유하며 확대하는 것이다.
하회별신굿의 탈놀이가 조성하는 제의적 반란은 극중에서 탈놀이의 갈등
구조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연행 공간인 굿판의 실제상황에서도 드러난다.
그 동안 탈놀이 내용의 전도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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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양반과 선비를 풍자하여 비판적 웃음거리로 삼는 계급적 전도, 승려의
성적 타락을 해학적으로 인식하는 성속의 전도, 남편의 가부장적 권위를 뒤
집어엎는 남녀차별의 전도 현상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축제에서 중요한 것은 허구적으로 창조된 극적 내용이 아니라, 실
제로 축제를 하는 동안에 조성된 인간해방의 커뮤니타스이자, 사회적 질서
의 전도에 의한 난장의 형성이다.
평소에는 지체 높은 양반들과 문중의 종가가 공동체의 중심을 이루지만,
별신굿을 하는 동안에는 서낭당을 섬기는 종신 제관인 산주( )와 탈놀이
를 하는 광대들이 공동체의 중심을 이룬다. 평소에는 양반들이 쇳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했지만, 별신굿을 하는 동안에는 광대들의 풍물소리가 마을을
연일 들뜨게 만든다. 따라서 평소에 강고했던 사회적 질서와 도덕적 규범,
유교적 가치관이 뒤집어지거나 무력화되고, 별신굿을 통해 구현되는 제의적
질서와 인간적 본성, 무교적 가치관이 주류를 이루며 관철된다.
별신굿이 벌어지면, 양반들의 정신적, 혈연적 중심을 이루는 종가 큰 마당
에서 탈놀이를 하며 양반 선비들을 조롱하는가 하면, 양반 선비들도 탈을 쓴
광대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비록 탈을 쓴 광대들이 미천한 신분이라도
양반탈을 쓰면 양반으로, 선비탈을 쓰면 선비로 인정하고 깍듯이 예우를 해
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회마을에 별신굿이 벌어지면, 유교문화의 권위
를 상징하는 종가 마당이 난장의 굿판으로 뒤집어지고, 양반들이 부리던 하
인들은 자기가 쓴 탈에 따라 양반 또는 선비로 대접을 받게 되어 계급적 상
하관계도 역전되는 것이다.
탈마당에서는 광대들이 양반들에게 대거리도 하고 맞담배도 피울 수 있
다. 아랫사람으로서 언행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양반 선비들과 대등한 관계
에 놓이는 것이다. 광대들은 평소에 넘볼 수 없는 대청마루에 오르거나 사랑
출입도 가능하다. 주인들은 광대들을 위해 주안상을 차려내고 서낭대에 옷
감도 바치며 금품도 내놓아야 한다. 종가에서는 아침저녁으로 음식상을 잘
山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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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려서 광대들이 합숙하는 동사에 보내야 한다. 따라서 광대들의 처지에서
보면, 평소의 상하관계가 뒤집어지고 인간해방의 새로운 세계가 조성되었다
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양반들의 처지에서 보면 제의적 반란이자 난장이며,
커뮤니타스의 혼돈 현상인 것이다.
탈춤은 그 자체로 기존 질서의 전도와 혼돈으로 축제적 성격을 지니는 구
비문학 갈래이다. 따라서 탈춤은 가면극이자 민속극이며 축제극이라 할 수
있다. 탈춤이 연행되는 별신굿은 극중에서 상상력으로 하는 축제가 아니라,
실제로 축제 그 자체이다. 자연히 별신굿을 하는 동안이 축제기간이며 굿을
벌이는 공간은 곧 축제공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축제가 실현되
는 가장 실감나는 현장이 농촌별신굿이자 신오른 광대들이 중심이 된 주민
주체의 별신굿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가와 굿놀이, 탈놀이 등이 어울
려서 굿이 이루어지는데, 주민들에 의한 굿놀이와 탈놀이의 비중이 높은 굿
일수록 축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축제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행물이거나, 남들이 보여주는
것을 즐기기 위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인간해방의 꿈을
마음껏 실현하며 자유롭게 신명풀이를 즐기는 자족적 구조의 공동체놀이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여주는 일과 구경하는 일의 역할구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누구든 연행의 주체가 될 수 있어서 주체와 객체의 분별이 없다. 주체
이면서 객체이고 객체이면서 주체이다. 그러나 무당 중심의 굿은 사정이 다
르다. 굿을 하는 사람과 구경하는 사람의 역할이 분별되어 있다. 구경꾼이
굿을 하려들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굿은 일종의 종교의식이기 때문이다.
굿에는 종교의식으로서 제의적 성격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연행적 성격,
스스로 신명풀이를 즐기는 축제적 성격이 공존한다. 이 세 가지 성격 가운데,
상대적으로 신들린 무당의 도당굿이 신에게 가무를 바치는 종교제의적 성격
이 두드러졌다면, 대물린 무당이 주체가 된 어촌별신굿은 마을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볼거리로서 연행적 성격이 두드러졌고, 신오른 광대들이 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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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농촌별신굿은 마을사람들 스스로 즐기는 축제적 성격이 더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세 유형의 굿에 세 가지 굿의 성격이 모두 갈무리되어 있되,
상대적 비중을 두고 하는 해석이다.
신을 대상으로 한 제의적 굿거리는 한 차례로 족하다. 같은 시기에 같은
신에게 같은 굿을 거듭하지 않는다. 굿거리가 열 두 거리 정도로 정해져 있
다. 하지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여주는 어촌별신굿의 굿거리는 더 풍부하
다. 구경거리는 풍부할수록 좋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촌별신굿은 예사로 사
흘씩 해야 할 정도로 굿거리가 많다. 때로는 5일 동안 30 거리의 서로 다른
굿을 하기도 한다. 놀이굿 외에는 같은 굿거리를 거듭 하지 않는다. 구경하
는 사람들이 흥미를 잃기 때문이다. 놀이굿은 주민들이 굿판에 나서서 가무
를 즐기며 신명을 푸는 거리이므로 되풀이되어도 상관없다.
축제로 하는 탈놀이도 되풀이 공연된다. 스스로 축제의 주체가 되어서 즐
기는 까닭에 거듭해도 할 때마다 신명이 난다. 같은 탈놀이를 거듭 연행해도
상관이 없다.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까닭이다. 하회별신굿에서
탈놀이는 보름동안 계속하는데 같은 탈놀이를 반복해서 공연하는 것이다. 만
일 하회탈놀이가 한갓 연극으로서 구경거리라면 보름 동안 연행될 수 없다.
마을 안에서 집돌이를 하는 까닭에 하루에도 몇 차례 연행되므로 주민들이
두세 번 보면 식상하게 된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축제로서 하는 탈놀이는 거듭될수록 신명이 난다. 그것은 자기신
명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르기 좋은 꽃노래는 몇 번이고 불러도 좋
다. 자기 신명풀이를 하는 까닭에 평생 같은 노래만 부르는 사람도 있다. 탈
춤도 같은 내용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 백 년에 걸쳐서 전승되고 있다. 따
라서 공동체 성원들은 탈춤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다 아는 탈춤을 해마다
거듭 연행하는 것은 구경하는 볼거리가 아니라 스스로 즐기는 신명풀이 축
제이기 때문이다. 남 들으라고 부르는 꽃노래가 아니라 내가 부르고 싶은 꽃
노래는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계속 신명나게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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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춤이 축제적 성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주민들 모두 탈마당의 광대 노릇
을 직접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늘 구경꾼 노릇만 하는 주민들도 많다. 그래
도 이미 다 알고 있는 탈춤을 구경하기 위해 거듭 구경꾼으로 나서는 것은
탈광대들과 자신이 동일시되어 사실상 같은 신명풀이를 하는 까닭이다. 탈
광대들은 낯선 구경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 성원으로서 이웃이자, 또 다른
자기이다. 따라서 구경하면서도 구경꾼으로서 객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광대와 같은 주체로 더불어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한 주체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부분이 춤대목이다.
물론 극대목에서도 주민들이 등장인물과 대화도 나누며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춤대목은 주민들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열어 놓은 대목이다.
따라서 탈춤에서는 춤의 비중이 높다. 탈춤의 시작도 풍물에 맞추어 등장하
는 인물의 춤으로 시작할 뿐 아니라, 극대목 사이사이에 ‘그럼 우리 다 같이
춤이나 한 번 춰볼까’ 하며 등장인물들과 구경꾼들이 더불어 춤을 추는 대목
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춤대목으로 끝이 난다. 극대목에는 장단과 춤이
멈추고 말과 몸짓으로 참여하여 극적 갈등을 조성하지만, 춤대목에는 흐드
러진 반주음악에 맞추어 마음껏 신명나는 춤을 추어 여럿이 하나되는 대동
춤판을 실현한다.
길놀이를 오랫동안 하는 것도 축제다운 춤판을 조성하는 일이며, 극대목을
끝내고 뒤풀이를 밤새도록 하는 것도 춤을 즐기기 위한 까닭이다. 이때는 탈
광대와 반주자, 구경꾼의 분별이 없다. 서로 역할을 바꾸어가며 가무를 즐기
는 것이다. 과거에 탈춤을 날이 어두울 무렵에 시작해서 새벽에 동이 틀 때까
지 밤새도록 놀 수 있었던 것은 춤대목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자취는 어촌의 별신굿판에서도 확인된다. 무당들의 굿거리 속에도 춤대목이
들어 있는 것은 물론, 굿거리와 굿거리 사이에도 주민들의 놀이굿이 들어 있
다. 그리고 밤새도록 굿판을 지키는 것 또한 가무를 즐기는 주민들의 놀이굿
이다. 가무가 어우러진 놀이굿에서 축제다운 커뮤니타스를 형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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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춤의 극대목에서는 주민들이 비록 탈판 안에 직접 뛰어들지 않아도 탈
광대들과 하나가 되어 광대 노릇을 하는 셈이다. 추임새를 넣으며 거들먹거
리는 것이다. 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의 분별은 있어도 차별이 없는 것이 축
제판이다. 축제가 차별을 극복하고 자유와 평등이 지배하는 민중의 변혁적
열망을 끓여내는 도가니일 뿐 아니라 자아실현의 해방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하는 자와 보는 자가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상 하나가 되
어 즐기는 공동체놀이는 그 양식이 무엇이든 축제다운 것이라 할 수 있다.
5. 축제에서 풍물의 기능과 잡색놀이의 축제성

구비문학이 축제다운 것은 작품 내적 자아는 물론 작품 외적 자아가 세계
를 전도시키고 인간해방의 신명풀이를 실현할 수 있는 매개 구실을 하기 때
문이다. 작품 자체로 축제적 성격을 지녔을 뿐 아니라 작품을 구현하는 현장
또한 축제적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현장의 구연상황은 이야기판에서 소
리판, 놀이판, 굿판으로 갈수록 축제적 기능은 더욱 강화된다. 그러므로 탈춤
과 같은 놀이판이나 굿놀이와 같은 굿판에서 구연되는 구비문학은 축제 양
식과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사실상 축제적이다.
현장에서 발휘되는 구비문학의 축제적 기능의 차이는 입으로 하는 구연(
) 중심의 갈래와, 몸으로 하는 행연( ) 중심의 갈래에서 두드러진다.57)
행연이 중심을 이룰수록 축제적 기능은 더욱 높아진다. 입말에 의한 구연중
심의 옛말이나 수수께끼, 이야기 등에서 행연 중심의 민요, 판소리, 무가, 굿놀
이, 잡색놀이, 탈춤 쪽으로 갈수록 축제적 기능이 더 적극적으로 발휘된다.
행연에는 반드시 음악이 따른다. 민요나 판소리, 무가도 음악적 가락을 필
수적으로 동반하지만, 굿놀이나 탈춤의 행위도 음악의 반주 없이 연행이 불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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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구비문학의 연행론, 그 문학적 생산과 수용의 역동성 , 
1998, 37쪽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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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왜냐하면 행연의 몸짓에는 사실상 음악의 반주에 의한 극적 몸짓
과 함께 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까닭이다. 따라서 신명나는 음악이 있
는 곳에는 항상 흥겨운 몸짓이 창출된다. 풍물가락이 지닌 음악의 힘이 춤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풍물 반주에 의한 가면극의 양식도 탈춤으로 일
컬어지고 춤사위가 탈춤 연행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다.
음악적 가락이 말과 몸짓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흥을 돋우고 억눌린 정서
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해방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음악과 춤은
축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악무 또는 가무가 축제의 기본을 이루는 까닭
도 ‘가무오신’의 제의적 전통과 더불어 인간해방의 신명풀이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가무일체라고 했지만 사실상 악무일체라 할 정도로 춤에 앞서서 춤
을 추게 만드는 음악이 선행한다. 음악에 따라 춤이 결정되는 것이다. 건강
한 춤이야말로 인간해방의 몸짓이다. 그러므로 음악이 건강하면 춤도 건강
해지고 축제도 건강해질 수 있다.
자연히 음악이 없는 축제는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축제음악은
풍물이다. 풍물은 민속음악이면서 놀이와 춤, 연극 등을 가능하게 하는 선행
예술이자, 사실상 이러한 축제요소들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복합예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풍물잡이들이 치배 노릇만 하는 것은 아니다. 악기만 연
주하는 악사로 만족하지 않고 소리꾼과 춤꾼을 겸하며, 나아가 판굿으로 잡
색놀이까지 한다. 치배가 잡색놀이를 하게 되면 광대가 되는 셈이다. 결국
풍물잡이들은 치배와 춤꾼, 광대로 다양한 변신을 하면서 풍물을 한갓 민속
악이 아닌 역동적인 축제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동안 잡색놀이 연구는 연극성을 밝히는 데 치우쳐 있었다. 치배들의 도
둑잡이잡희나 일광놀이와 같은 판굿의 잡색놀이들을 연극적 양식으로 해석
하거나, 아니면 양식상의 결함을 들어 연극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한갓 판놀
이로 해석하기 일쑤였다. 자연히 잡색놀이 연구는 한결같이 연극적 연구에
매몰되어 극적 구조와 공연 형식을 따지는 데 진력했을 따름이다.58) 탈춤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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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성격을 넘어서서 축제적 성격을 지니듯이, 잡색놀이도 풍물의 축제적
요소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 풍물의 연주는 음악 양식이지만, 노래와
춤, 잡색놀이를 더불어 하는 풍물굿은 훌륭한 축제 양식이다. 그러므로 잡색
놀이는 풍물굿에 연극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기보다59) 축제적 성격을
부여하는 데 기능적인 구실을 담당했다.
잡색놀이에도 구비전승되는 사설이 있다. 사설의 내용은 구비문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설을 채록하고 연행내용을 분석하면서 잡색놀이의 축제성
을 주목하지 않은 것은 한결같이 잡색놀음의 연극성 여부에만 관심을 기울
였기 때문이다. 잡색놀음이 비록 훌륭한 연극이라 하더라도 축제로서 풍물굿
의 한 종목이자 풍물굿을 축제답게 하는 긴요한 요소라는 사실은 지나칠 수
없다. 치배들끼리 역할을 나누어 놀이를 즐기는 잡색놀이는 풍물굿의 축제성
을 한층 풍부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하나의 축제적 기능을 한다.
잡색놀이는 성행위와 출산, 투전놀이, 도둑잡기, 파계승, 양반 풍자 등을
소재로 공동체 성원들이 경험한 일상의 사건들을 집약적으로 표현하여, ‘영
감할미놀이’, ‘안놀음’, ‘비비새놀음’, ‘조리중과 각시놀이’, ‘일광놀이’, ‘도둑잡
이’ 등을 하는데, 한결같이 축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놀이의 일부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놀이를 통해 표현되는 공동체의식은 크게 두 층위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생식과 생존을 추구하는 본능의 충족과 더불어 공동체의 평안과 풍
요다산을 주술적으로 기원하는 제의적 의식이라면, 둘은 계급갈등으로 조성
된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방공간으로서 커뮤니타스를 실현하는 사회
적 의식이다.60)
58) , 호남지역 풍물굿의 ‘잡색놀이’ 연구 ,
박사학위논문, 2006, 2-5쪽 및
16-21쪽의 연구사 검토 참조.
59) , 위의 글, 173쪽에서, “잡색놀음의 고유한 기능은 풍물굿에 연극적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다.”고 했다.
60) , 위의 글, 173쪽에서 두 가지 공동체의식 가운데 제의적 의식을 1차적인 것으로 사회적인
의식을 2차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李永培

全北大學校 大學院

李永培
李永培

37

38 구비문학연구 제24집 (2007. 6. 30)

따라서 경제적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적 의식과 인간해방을 추구하는 사
회적 의식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공동체굿이 바로 축제라면, 잡색놀이는
그 자체로도 축제로서 요건을 충분히 갖춘 셈이다. 더군다나 ‘대포수 양
반 조리중 사이에서 벌어지는 각시 쟁탈전은 파계와 풍자, 전복의 수사적
기법을 통해 유희적 쾌락적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서로 다투는 과정
에서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고 기존 가치를 부정하며 새로운 질서를 상징적
으로 수립함으로써 기성사회의 질서와 가치를 전복시키는 기능을 한다.’61)
그러므로 잡색놀이는 변혁적 전도와 인간해방의 신명풀이를 실현하는 훌륭
한 축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잡색놀이는 풍물을 반주로 연행되는 다양한 놀이 가운데 하나이되, 탈춤
처럼 풍물의 신명과 역동성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니다. 잡색놀이든
탈춤이든 풍물의 음악적 기능 못지 않게 구비문학적 창조력이 중요하다. 신
명나는 춤사위의 역동성은 음악이 결정적이지만, 등장인물들끼리 다투며 기
존질서를 뒤집어 버리는 풍자의 묘미는 창조적 상상력이 결정적 구실을 한
다. 잡색놀이를 통해 표현되는 사회적 모순의 풍자와 갈등의 극복의지는 구
비문학에 의해 형상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구비문학의 창조적 기능도 잡색
놀이 해석의 한 과제이다.
․

․

․

6. 축제에서 구비문학의 비중과 신화의 기능

구비문학의 상상력과 자유로운 창조력은 세계의 질서나 규범을 마음껏 뛰
어넘는다. 이야기 속에서는 이룰 수 없는 꿈이 없고 실현할 수 없는 목표가
없다. 천지창조신화를 창조하는 것이 바로 이야기의 상상력이다. 이야기는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고 우주를 정복하기도 하며 천지를 개벽시키기도 한다.
태초에 천지를 개벽하고 우주를 창조했듯이 이야기는 현실세계도 뒤집어서
61)

李永培

, 같은 글, 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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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 전도를 시도하며 해방세상을 창조한다.
이야기는 형식적 기제로서 서사적 반전을 시도할 뿐 아니라, 내용상의 의
미를 통해서 인간해방을 추구하는 것이다. 서사적 반전이 제의적 반란의 양
식과 만난다면 인간해방의 내용은 커뮤니타스를 조성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
다. 따라서 이야기의 창조적 양식과 변혁적 수준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기본
적인 동력이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어떤 사회도 이야기가 그리는 세계의
수준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야기의
창조력이야말로 세상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수준이자 힘이라 할 수 있다.
이야기는 세상을 창조했을 뿐 아니라 축제도 창조했다. 축제를 창조하는
이야기가 바로 신화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축제는 항상 신화를 동반한다. 신
화만 남고 축제가 사라졌거나 축제만 남고 신화는 잊혀진 경우가 있긴 해도
온전한 관계는 신화와 축제가 함께 가는 것이다. 신화의 내용이 축제의 성격
을 규정하고 신화의 전승력이 축제를 역사적으로 지속하게 만든다. 그러므
로 신화는 축제를 생산하고 축제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며 역사적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신화 없는 축제는 진정한 의미의 축제라 하기 어렵다. 더불
어 하는 공동체놀이라 하는 것이 옳겠다. 축제와 공동체놀이를 변별하는 기
준이 신화의 유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축제는 단순한 오락적 기
능의 공동체놀이와 다른 제의적 신성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
화가 없는 동채싸움은 한갓 공동체놀이라 할 수 있으되, 신화와 더불어 전승
되는 하회탈놀이는 공동체놀이를 넘어서는 마을축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축제를 축제답게 살아 있도록 하는 것이 신화와 같은 구비문학이다.
원래 신화는 노래되었다. 신을 내림 받아 굿판에 좌정시켜야 굿을 할 수
있는데, 모시고자 하는 신의 본풀이를 구송해야 굿판에 모실 수 있다. 본풀
이는 신의 내력담으로서 신화적 서사로 이루어져 있다. 본풀이는 서사무가
로서 신화의 본디 모습이자 노래되는 신화였다. 신화를 노래하기 위하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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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반주는 필수적이다. 굿판에서 신화가 음악적 가락에 따라 노래되며, 노
래되는 신화와 짝을 이루는 몸짓이 춤이었다. 그러므로 신화와 노래, 음악,
춤이 축제의 기본 양식이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오래된 신화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서사무가는 구전신화로서 굿을 굿답
게 만들며, 축제의 제의적 기능과 신명풀이 기능을 함께 발휘한다. 서사무가
를 통해 천지도 창조되고 인류도 창조되었듯이 가무오신 형식의 제의인 축
제도 창조되었다. 창세가로 전승되는 천지개벽 신화는 천지개벽을 통해 우
주와 세계를 창조했고, 인류시조 신화는62) 금벌레와 은벌레의 진화를 통해
인류의 시조도 창조했다. 따라서 서사무가야 말로 세계와 문화를 창조하는
조물( )의 신화이자 문화창조의 신화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사무가는
축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구비문학 갈래이다. 서사무가가 불려
지는 현장은 바로 전통적인 축제의 공간인 셈이다.
축제와 관련된 구비문학은 신화나 전설의 이야기에서부터 축제의 영험을
이야기하는 구비전승의 풍문(rumor)에 이르기까지 그 진폭이 다양하다. 하
회별신굿탈놀이는 하회마을 서낭신의 당신화와 연관되어 전승된다. 만일 서
낭당의 당신화가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탈이나 탈춤도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화의 내용에 따라 축제 양식도 달라진다. 이웃마을이면서도 하회별
신굿과 수동별신굿은 그 양식이 크게 다르다. 그것은 모시는 서낭신이 다르
기 때문인데, 서낭신의 정체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당신화이다.
하회별신굿에서는 처녀 서낭신인 각시신을 모시고 혼례굿과 성행위굿을
하여 서낭신을 위로하는 탈놀이가 중심을 이루는 데 비하여, 수동별신굿에
造物

62) 창세가에 의해 노래되는 무속신화를 일컬어 ‘창세신화’라 하는데, 나는 무속신화의 내용에 따라
천지개벽 신화, 인류시조 신화, 일월조정 신화, 물과 불의 신화, 세상차지 신화, 홍수신화 등으로
분별해서 일컫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서구의 천지창조 신화와 다른 천지개벽 신
화의 독창성이 포착될 뿐 아니라, 다양한 우리 신화의 유산을 유형별로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
와
,
( )- , 단국대학교출판부,
1998, 72-74쪽에 이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었다.
韓國 神話

敍事 構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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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동서부로 나뉘어서 군사적 각축을 벌이는 진법놀이가 중심을 이룬다.
별신굿의 중심이 탈놀이와 진법놀이로 다른 까닭은 동신의 성격을 규정하는
당신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회마을 서낭신은 탈을 깎는 총각과 관련되어 한을 품고 죽은 처녀신이
다. 하회탈을 깎던 허도령을 사모하여 금기를 어기고 탈막을 엿본 탓에 허
도령이 죽게 되자, 그 충격으로 죽은 처녀가 서낭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
회탈의 유래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흔히 허도령전설이라 하지만, 서낭신이
좌정한 내력을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당신화라 할 수 있다. 당신화의 내용에
따라 처녀로 죽은 서낭신을 위로하기 위해 총각을 정해서 혼례를 올리고
초야를 치르는 성행위굿의 탈놀이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회탈의 제
작자인 허도령의 원령과 허도령을 사모하던 처녀의 원령을 사후 결혼시켜
위로하는 것”이63) 별신굿의 중요한 목적으로 해석되는 것도 당신화의 내용
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수동의 국신당에는 홍건적의 난을 피해 안동으로 몽진해 온 공민
왕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공민왕이 홍건적을 잡으려고 공략하는 모의적
전쟁으로 진법놀이를 한다.64) 신화가 제의의 양식을 결정하고 제의적 진법
놀이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다른 별신굿의 양식과 만난다. 풍물에 맞추어 굿
패들이 군사 대형으로 국신당까지 행진하고 진법놀이를 하는 것은 은산별신
굿의 군사행렬 및 진법놀이와65) 퍽 닮았다. 군복을 입은 대장과 사령( ),
통인( ), 군마 등의 행렬이 각종 깃발을 앞세우고 풍물에 맞추어 행군하
는 모습은 전쟁의 역사를 반영하는 놀이임을 알 수 있다. 수동에서는 홍건적
에 쫓긴 공민왕의 신령을 위로하기 위해 홍건적을 포위하는 모의적 놀이를
하는 것처럼, 은산에서는 전쟁에 패해서 죽은 백제군사들의 혼령을 달래기
위한 위령굿으로서66) 군사적인 행군과 진법놀이를 하는 것이다.
使令

通引

63) 박진태, 탈놀이의 과 , 새문 , 1990, 139쪽.
64)
,
,
,
, 1981, 412쪽.
65)
, 과 협동의 ,
, 김수남, 은산별신굿, 열화당, 1986, 77-79쪽 참조.
起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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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놀이를 통해서 서낭신들이 품고 있는 패전의 한을 제의적으로 풀어
주고 모의적으로 만회시켜 주는 것은,67) 탈놀이의 혼례마당을 통해서 처녀
서낭신의 성적 결핍의 한을 제의적으로 풀어주고 모의적으로 회복시켜 주
는 것이나 다름없다. 총각을 사모하다가 죽은 처녀 서낭신에게는 총각을 구
해 혼례를 올려주는 것이 최고의 제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녀서낭신으
로서 정체가 같은 안인진의 해랑당에서는 혼례를 올리는 탈놀이를 하는 것
이 아니라, 남근을 잔뜩 깎아 바친다. 서낭신의 정체가 같아도 당신화가 다
른 까닭이다.
강릉 안인진리 서낭신은68) 미역을 따던 처녀가 아름다운 청년이 배를 저
어가는 모습을 보고 상사병이 나서 죽은 처녀서낭신이다. 처녀가 상사병으
로 죽은 뒤로 마을에 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하루는 꿈에 처녀가 나타나서
남근을 깎아바치도록 일러서 그렇게 하였더니 고기가 잘 잡혔다고 한다.69)
따라서 해랑당에는 남근 꾸러미가 줄줄이 바쳐진다. 그러나 탈을 깎는 허도
령을 사모하다 죽은 하회마을 서낭신은 처지가 다르다. 남근이 아니라 탈을
쓴 총각만이 처녀 서낭신을 위로할 수 있다. 따라서 탈놀이에 의한 혼례굿과
성행위굿의 탈춤축제를 벌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화가 축제의 내용과 양
식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70)
당신화에는 성 또는 혼례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다. 미혼 남녀신의 경우 원
한을 달래기 위해 혼례굿과 성행위굿을 하지만, 서낭신이 부부신으로 양립
하거나 본처와 작은 마누라를 함께 거느리고 있는 경우에 남녀신이 만나는
66)
, 위의 글, 75쪽.
67) 하회탈놀이의 제의성과 예술성, 그리고 민중적 창조력 , 안동학연구 2, 한국국학진흥
원, 2003, 48쪽.
68) 안인진의 해랑당처럼 동해안에는 처녀서낭신에게 남근을 바치는 당제가 더러 있다. 삼척시 근덕
면 신남리 해신당에도 정월 대보름에 향나무로 남근을 깎아서 당나무에 매달아두고 당제를 올린
다. 처녀가 미역을 따러 가서 사랑하는 총각을 기다리다가 풍랑에 휩쓸려 죽었다는 당신화도 비
슷한 유형을 이룬다.
69) 장주근, 한국의 향토신앙, 을유문화사, 1998, 9-10쪽.
70) 하회탈놀이의 제의성과 예술성, 그리고 민중적 창조력 , 44-50쪽.
任東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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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굿을 한다. 그리고 장승굿의 경우에도 남녀 장승을 제각기 깎아서 혼례
를 올리고 초야를 치르는 성행위굿을 한다. 그러한 혼례굿과 성행위굿을 하
는 데에는 일정한 내력이 있다. 그 내력이 전승력을 지니고 있든, 아니면 잊
혀졌든 처음에는 서낭신과 장승의 혼례굿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적 구실을
감당했다.
장승굿도 우리 축제문화의 독특한 양상을 잘 간직하고 있는 마을축제의
좋은 보기이다. 장승굿의 유래에서 장승신화의 면모를 찾을 수 있다. 어떤
마을에서 아이들이 일찍 죽었는데, 지나가는 도사 중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
고 사람 모습을 조각한 나무를 당나무 앞에 세운 뒤에 매년 보름마다 음식을
차리고 빌어라 한 것이 유래가 되어 장승제가 비롯되었다는 것이다.71) 장승
제의 기원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장승신화라 할 만하다. 거꾸로 장승굿의 유
래를 설명하기 위한 전설로 후대에 지어진 것이라 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든 장승굿은 자녀의 성장과 마을의 평안,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목적과 만
난다. 그러므로 마을굿에서 서낭신의 성행위굿이 이루어진 뒤에 다시 서낭
당에 모시듯이, 남녀 장승을 새로 깎아서 혼례굿과 성행위굿을 한 다음 마을
들머리에 세우는 것이다.
장승굿이 독특한 축제인 것은 가무오신 양식의 축제를 넘어 남녀의 성행
위를 연출하는 놀이굿이 있는 까닭이다. 민요의 축제성에서 잘 드러나듯이
자유로운 성행위의 표현은 탈춤에서든 장승굿에서든 축제성을 강화하는 구
실을 한다. 풍요다산을 기원하는 제의적 주술기능과 더불어, 성적 금기를 깨
뜨리고 자유로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인간해방의 신명풀
이 활동이 바로 성행위이다. 성행위 순간에는 세상의 모든 질서와 규범이 일
시 정지되고 둘이 하나가 되는 커뮤니타스의 상황이 조성되는 까닭이다. 따
라서 어떤 의미에서 성행위야말로 축제적이라 할 수 있다. 카니발의 전통에
서도 그러한 사례들이 보고된다.
71)

,

朴桂弘

韓國口碑文學大系

4-2,

韓國精神文化硏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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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카니발의 경우를 예로 들면, 사람들은 도심의 작은 프라자의 의자에
서 잠을 자고, 용변을 보고,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일부 줄임) 거리의 모든 사
람들은 카니발 기간 동안 ‘행복’, ‘미소’, ‘음악’, 그리고 ‘성적 쾌락’을 추구한다
는 점에서 모두가 하나로 된다.72)

브라질의 카니발 연구자인 로베르토 다마타(R. Damatta)의 보고를73) 참
조한 것이다. 도시축제에서조차 여전히 성적 쾌락이 축제에서 추구되는 중
요한 요소이다.
실제로 전통적인 축제는 성행위굿이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
라, 축제의 현장에서는 평소에 금기로 삼았던 남녀 사이의 성적 접촉이 허용
되었던 것이다. 모의적인 성행위굿의 주술적 목적 못지 않게 실제적인 사랑
의 표현과 성행위를 즐기는 일이 인간해방의 현실적 목적을 추구하는 축제
의 중요한 기능이었다. 축제성이 강한 어촌별신굿이나 농촌별신굿일수록 성
적 담론이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모의적으로 연행되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
다. 그러므로 굿놀이와 탈놀이에서 과도한 성적 담론과 성행위의 몸짓들이
풍부한 것은 주술적 기능과 변혁적 기능을74) 넘어서서 축제적 기능을 강화
하는 구실을 하기 위해서라 하겠다.
7. 축제를 전승하는 구비문학과 구비전승의 기능

신화가 축제의 씨앗이라면, 축제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전설이다. 축제의
영험성을 알리는 전설은 축제를 한층 풍요롭게 만든다. 이를테면, 생전에
72) , 축제에 대한
,
엮음, 놀이문화와 축제, 성균관대학교출판
부, 1988, 180쪽.
73) R. Damatta, "Carnival in Multiple Planes", G. MacAloon, ed., In Rite, Drama, Festival,
Spectacle(Philadelphia: ISHI), 1984, pp.208-240. , 위의 글, 참조.
74) 탈춤에 나타난 ‘성’의 민중적 인식과 변혁적 성격 , 한국문화인류학 29, 한국문화인류학회,
1996, 35-96쪽에서 탈춤에 나타난 성의 변혁적 기능을 다루었다.
姜信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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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회별신굿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저승에 가도 극락에 가지 못한다.
‘살아생전에 어찌 별신굿조차 보지 못했느냐’는 염라대왕의 질타를 받고 축
생으로 되돌아온다. 강아지로 다시 태어나 아들 등에 업혀서 별신굿을 구경
한 뒤에 비로소 극락으로 간다. 이 전설은 곧 하회별신굿의 영험을 말하는
것이다. 전설을 통해서 별신굿의 영험을 믿는 사람들은 하회별신굿을 보기
위해 하회마을로 밀려든다. 그러므로 하회마을에서 별신굿을 하면 이웃마
을은 물론, 멀리 강원도나 충청도에서 구경꾼들이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루
었다고 한다.
축제는 직접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연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주체이지만,
구경꾼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확보도 중요하다. 이야기판에 이야기하는 사
람만 있고 듣는 사람이 없으면 이야기가 구연될 수 없는 것처럼, 축제마당에
서도 연행하는 주체만 있고 이것을 구경하는 사람이 없다면 축제답지 않다.
연행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족적으로 즐기는 축제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구경하며 호응할 뿐 아니라 끼어 들어서 더불어 연행할 때 신명이 한층
살아나고 축제로서 요건을 제대로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끌
어들이지 못하는 축제는 사실상 축제라 하기 어렵다.
축제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구실을 하는 것이 구비문학이나 구비전승이다.
하회별신굿에 관한 전설처럼 살아 생전에 별신굿을 보지 못하면 죽어서 극
락에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여자들이 시집 와서 10년 두리
대진별신굿을 3번 보면 죽어서 극락 간다는 구술담론도 있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물론 이웃사람들과 마을에서 출가한 딸네들도 별신굿을 할 때는
모두 찾아온다. 평소에는 여행 온 손님들에게 민박용으로 방을 내어주지만,
별신굿을 할 때는 손님들의 민박을 받지 않는다. 이웃마을의 일가친척들이
굿구경을 하러 오면 잠자리로 제공하기 위한 까닭이다.
굿구경을 해야 내세를 보장받는다는 속신은 하회별신굿이나 대진별신굿
에 한정되지 않는다. 은산별신굿의 경우도 굿을 봐야 죽어서 좋은 데 간다는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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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신이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속신들은 모두 이야기 형태로 전승된다. 축제
의 흡인력을 강화하는 일종의 광고카피 구실을 한다. 축제로서 전승력을 지
니고 사람들을 축제의 도가니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담론 전
략이 전승되어야 한다. 구비전승의 담론이나 속신에 해당되는 관용구들이
축제의 흡인력을 매개하며 인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구실을 하는 것이다.
성공한 축제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한다. 사람들만 많이 모여서 북적거
려도 축제의 장이 서고 난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통축제에서 사람을 끌
어들이는 기능을 하는 문화적 매개물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축제 내용의 신
명풀이 기능이다. 축제 내용이 재미있고 흥미로우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마
련이다. 그러자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
용을 갖추어야 한다. 한갓 보여줄 거리가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신명
풀이 할 거리가 다양할 필요가 있다.
둘은 축제의 제의적 기능이다. 축제에 참여하면 경제적 풍요나 집안의 평
안과 같은 제의적 목적이 실현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영산3.1문화제의
여러 종목 가운데 특히 줄당기기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은 이기
는 쪽이 풍년이 든다는 믿음과, 줄당기기 줄을 잘라 가서 집안에 걸어두면
재수가 있으며, 공부방에 걸어두면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한다는 속신이 있기
때문이다. 신앙적 믿음이 축제의 흡인력을 담보하는 것이다.
셋은 축제의 사회적 기능이다. 제의적 목적이나 신명풀이 욕망이 없어도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공동체 성원으로서 사회적 유대감을 가지기 위해서이
다. 축제에 더불어 참여함으로써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공유하게 되는 것
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는 소속감을 느끼고 인정을 받기 위해 축제에 능동
적으로 참여하며, 소극적으로는 주민들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신명풀이 기능과 제의적 기능은 직접적인 기능이지만, 사회적 기능은 간
접적인 것이다. 따라서 즉각 발휘되거나 현장에서 바로 검증되지 않는다. 현
46

구비문학의 축제성과 축제에서 구비문학의 기능 47

장에서 즉각적으로 발휘되고 체험되는 것은 신명풀이 기능이다. 신명풀이는
축제에 참여하는 개개인이 온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중
심으로 우리가 더불어 공유하는 것이다. 신명풀이를 하는 데에는 노래와 춤
이 가장 적극적인 매체 구실을 한다. 각자, 그리고 더불어 노래 부르고 춤
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함께 부를 수 있는 구비문학으로서 민요가
축제의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이다.
제의적 기능은 현장에서 즉각 체험되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 나를 중심으
로 가족과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된다고 믿는 주술 종교적 믿음이
있다면, 축제에 참여하는 동기로 작용하는 것이다. 초월적 이적을 믿는 신앙
생활처럼 제의적 믿음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흡인력이
있다. 결과가 확인되지 않아도 제의적 기대 속에서 주술적 행위를 했다는 사
실 자체가 마음에 안정을 주기 때문이다. 제의활동이란 원래 결과를 기대하
며 원인행위를 하는 것으로 위안을 받는 문화이다.
제의를 통해 기대하는 결과에 이른다고 믿도록 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이 신화이다. 신화를 통해서 제의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신화에 따
라서 제의의 의미가 부여되고 신성성이 확보된다. 신화와 관련된 속신도 제
의적 믿음을 확산시킨다. 그러므로 신화와 그에 따른 속신은 제의적 효과를
믿게 하는 중요한 기제이자, 사람들을 축제 속으로 끌어들이는 흡인력 구실
을 한다.
그런데 최근에 기획된 축제들에는 제의적 기능이 거의 없다. 요식으로 하
는 서제( )가 있을 따름이다. 자연히 축제의 신성한 유래를 설명하는 신
화도 없으려니와 제의적 믿음을 담보하는 속신도 전승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통축제는 구전되는 신화와 속신들에 의한 제의적 흡인력을 확보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흡인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신화적 전통을 창출하고 제의
적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그럴듯한 구비 담론들이 축제 기획과 더불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序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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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의 사회적 기능도 약화되었다. 주로 전문가들에 의해 보여주기 중심
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까닭에 주민들은 한결같이 구경꾼으로서 객체화되어
있기 일쑤이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참여의 통로가 막혀 있고, 참여했다고 하
더라도 초빙된 사람들과 어울린 셈이어서 공동체의식을 공유하거나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지 않는다. 이미 공동체생활을 하지 않는
도시사회에서는 더욱 발휘되기 어려운 기능이다. 저마다 고립된 개인생활을
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능을 검증할 기회도 없다. 그러므로 축제를 기획
해도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여드는 축제가 있다. 입소문이 사람들을 끌어들인
다. 입소문으로 밥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듯이, 입소문이 나면 관광지도
북적대고 축제마당도 흥청거린다. 입소문이 가장 훌륭한 광고 구실을 한다.
입소문의 일차적 자료는 축제의 유래와 영험을 알리는 신화와 전설 같은 구
비문학 자료이다. 이야기가 있는 그림이 캐릭터 구실을 하듯이, 전설이 있는
문화유적지나, 이야기가 있는 축제는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축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어 전승해야 축제가 살아난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축제의 다
양한 기능을 널리 공유하는 데 실질적인 구실을 하는 것도 구비문학이다.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금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신명풀이를 즐기는 것
이 축제이다. 따라서 축제공간에서는 평소에 듣지 못하던 이야깃거리가 많
다. 축제를 통해 입소문으로 널리 알려질 만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이야
깃거리를 많이 제공해야 성공적인 축제가 된다. 축제후일담이 다음 축제에
대한 기대를 걸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음악과 춤은 경계가 없고 국경이 없듯
이 입소문에도 경계가 없다. 기록문학과 달리 구비문학이 세계적인 분포를
이루는 것도 국경을 넘어서는 전승력 때문이다. 세계적인 축제는 세계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일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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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축제의 성격과 구비문학의 축제성 재인식

구비문학에는 축제의 정체성을 확보해주는 두 기능이 있다. 하나는 신화
와 전설처럼 축제의 주제와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이며, 둘은 민요와 탈춤,
판소리처럼 축제의 소재와 내용을 결정해 주는 것이다. 단양 온달문화제나
자인단오제, 울산 처용문화제, 밀양아랑제, 진주논개제는 제각기 온달전설
과 한장군전설, 처용전설, 아랑전설, 논개전설이 축제의 제의적 기원과 역사
적 의미를 부여해 준다면, 정선 아리랑제나 전주 대사습, 진주탈춤한마당, 안
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각각 민요와 판소리, 탈춤이 축제의 소재와 내용을
제공해준 경우이다.75) 그러므로 구비문학은 축제에 의미를 부여하고 전승력
을 확보해 줄 뿐 아니라 전승되는 구비문학을 소재로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
내는 구실까지 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구비문학을 즐기는 일 자체가 축제라는 사실이다. 축제는
신명풀이로 하는 제의이자, 변혁성을 띤 놀이이며, 합의된 일탈이 보장된 난
장의 해방공간이다. 제의기 때문에 세속적 질서를 넘어설 수 있고, 놀이이기
때문에 마음껏 신명풀이를 할 수 있으며, 난장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축제는 인간의 본성을 제약하는 엄숙
한 제의를 극복하고,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정서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놀이와 맞서며, 지배층 중심의 정연한 질서와 획일화된 행사공간을 부정한
다. 민중이 주체가 되어 인간해방을 추구하는 변혁적 신명풀이 활동으로 난
장을 이루는 것이 곧 축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비문학의 구연은 곧 입심으로 하는 축제라 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판이나 소리판은 작은 축제이다. 구비문학은 말이 가지는 주
술적 힘이 있어서 기록문학과 다른 제의적 기능을 지닌다. 신화나 무가가 제
75) 구비문학에 의한 현실문화 만들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 구비문학과 현실문화 만들기(1), 한국
구비문학회 2005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06년 2월 17일, 국립남도국악원),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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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장에서 구송되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어떤 내용이든 기록으로 바쳐져
서는 제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소리내어 읽거나 노래로 불러야 제의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구비문학은 소리와 이야기로 풀어내는 신명풀이이
되, 말이 지닌 주술적 힘에 의해 특별히 제의적 기능도 발휘하는 것이다.
구비문학은 문학 일반이 그렇듯이 오락적 기능을 발휘하는 놀이이되, 기
록문학과 달리 민중의식에 의한 변혁적 내용이 풍부하게 갈무리되어 있다.
따라서 구비문학의 향유는 곧 변혁성을 띤 놀이를 즐기는 일이나 다름없다.
구비문학은 기존질서를 뒤집는 풍자문학다운 성격이 특히 두드러진다. 구비
전승되는 까닭에 저작권이 없는 한편 도덕적 검열이 작동하지 않고, ‘들은
이야기’라는 전제로 하는 구비문학의 ‘풍문효과’에76) 의해 떠도는 이야기를
내세워 사실상 자기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구비문학은 말로 하는 의사소통의 자유로움과, ‘카더라’고 하는 전달자로
서 진술의 자유로움 때문에 외설과 폭력, 부도덕성, 반규범성 등 모든 사회
적 제약의 문제에서 해방되거나 면책 대상이 된다. 사실과 허구, 진실과 거
짓의 경계를 끊임없이 넘나들며 이야기하는 사람의 의도와 듣는 사람의 상
상력에 의해 구비문학이 풍문처럼 점차 커져가는 ‘눈덩이 현상’도77) 나타난
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구비문학의 구연을 통해 검열 없는 풍자와 비판을 과
감하게 할 수 있는 변혁적 놀이를 자유롭게 즐기는 셈이다.
구비문학을 구연하고 듣는 동안 사람들은 현실에서 일탈된다. 일정한 구연
형식이 틀지어져 있지 않다. 누구나 자유롭게 하고 들을 수 있다. 순서가 짜여
져 있거나 사람에 따라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야기판에서는 이야기 잘
하는 사람이 좌장이고, 소리판에서는 소리를 잘 하는 사람이 앞소리꾼을 한다.
상일꾼이 곧잘 풍물잡이 상쇠를 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 사회적 지체와 혈연
적 신분, 경제적 빈부를 넘어서서 모두가 구비문학 향유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76) 사이버공동체의 소통양식과 설화 전승양상의 재인식 , 구비문학연구 22, 한국구비문학회,
2006, 29-31쪽에 구비문학의 풍문효과를 다루었다.
77) 위의 글, 30쪽에 구비문학이 전승과정에 풍문처럼 침소봉대되는 ‘눈덩이 현상’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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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야기의 내용이나 소리의 가락은 들쑥날쑥해도 상관없다. 사회적인
규범과 도덕적 금기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이 가능하다. 축제마당에서 제
의를 빌미로 반란이 가능하듯이, 이야기판에서는 허구적 상상력을 구실로
사회풍자나 체제비판이 자유롭다. 따라서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일탈이
보장된 해방공간이 이야기판이자 소리판이이서, 사실상 축제마당이라 해도
좋다. 그러므로 구비문학을 즐기는 것은 나날이 작은 축제를 즐기는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잘난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파격적인 우스개를 들
으며 박장대소를 하는 순간은 그야말로 합의된 일탈이 보장된 난장의 해방
공간이 아닌가.
축제는 기록문학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가변적으로 전승되는 문화라는
점에서 구비문학과 닮았다. 구비문학의 구연은 기록문학의 글쓰기와 다른
연행활동이어서 신명풀이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축제를 닮았다. 그러
나 축제가 세시풍속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승되는 비일상의 문화인 반면에,
구비문학은 틈이 날 때마다 수시로 즐기는 일상의 문화이다. 따라서 축제가
몸으로 발산하는 역동적 신명풀이의 주기적 체험이라면, 구비문학은 입으로
풀어내는 상상적 신명풀이의 일상적 체험이다. 그러므로 축제의 빈곤에서
비롯된 축제정신의 결핍을, 일상 속에서 수시로 누릴 수 있는 구비문학의 향
유를 통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구비문학을 통해서 축제정신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인간해방
의 길이 있기 때문이다. 축제정신은 제도화된 지배질서와 통념으로 굳어진
가치를 뒤집어엎고 지배체제에 도전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의 전망과, 더불
어 누리는 대동세상에 대한 희망을 부추겨 내며 일시적으로 해방공간을 만
들어 내고 공동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축제야말로 인류역사를 진보
시키는 변혁적 민중문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대중
문화의 일방적 석권이 축제 전통을 단절시키는 한편, 새롭게 살아날 만한 현
대축제의 싹은 관변단체에서 선점해 버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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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전통축제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강압적으로 찬탈
되는가 하면, 민중의 현대축제는 지방정부의 관제축제로 귀속되면서 제도적
으로 찬탈된 되어버렸다. 바흐친이 말하는 이른바 찬탈된 축제(usurped
festival)를78) 극복하기 위해서도 구비문학에 의한 일상적 축제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공동체 성원들이 온몸으로 하는 대규모 축제는 앗아갈 수 있어
도 삼삼오오 또래끼리 입심으로 하는 소규모 구비문학의 축제는 누구도 앗
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찬탈된 축제를 되찾는 길도 구비문학 속에
서 발견해야 할 것이다.

78) Renate Lachmann, "Bakthin and Carnival-Culture as Counter Cult", Cultural Critique 11, 1988,
한양명, 안동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모색 , 안동지역사회의 세계화 전략, 안동대학교 안동지역
사회개발연구소, 15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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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Festivity of Oral Literature and a Function of Oral literature for
Festival

Lim, Jae Hae(Andong National University)

One of the modern trendy culture is a festival. Oral literature not only
explain the origin of festival and behave its function to development of
festival but also performance of oral literature just could be festival itself.
Therefore this article's purpose is to find a festivity of oral literature, a
function of oral literature for festival and possibility of festival making by
oral literature.
A festival function of folk tales is a liberation function that reform
social relation and morals and make communitas. In the folk song we can
also find several functions that not only create emotional release and
festivity by moral falling down, but also as like sorcerous function,
promote making love and pray abundance in the folk song as like
exchange form.
A festivous function of mask dance and Byulsin-gut is more various
and spontaneous. These make a falling down of ritual rebellion and
communitas, and make high sorcerous function pray abundance by means
of a Gut of sexuality and density of festival. A festivous intensity is more
powerful in the Gut that has many Gutnori and mask dance by village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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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abitants as like Hahoe Byulsin-gut. Therefore Hahoe Byulsin-gut is
the very the festival of Hahoe village.
The poetic diction of Poongmuel Jabseknori and dramatic performance
are a figure of festival that realize human release and communitas. A
narrative shamanic song is the most similar oral literature with festival.
A space that perform a narrative shamanic song, that is, Gut-pan is the
very traditional space of festival. If myth is a seed that make possible to
festival, legend is a basis that help growth of festival. Because the
meaning of festival is spreaded by legend.
A oral literature work on two functions in festival. One is to give a
meaning and handing down power as like the myth and legend, the other
is to decide a subject matter and content as like folk song, mask dance
and Pansori and so on. So oral literature is a very important resource of
festival. Therefore oral literature not only give a meaning to festival and
ensure a power of handing down, but also supply a subject matter.
Key words : festival, oral literature, communitas, ritual rebellion,
sorcerous function, human release, a Gut of sexuality,
moral falling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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