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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에는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지장이나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 집수리, 이사, 이장을 한다거나 수의(壽衣)를 만들어도 아무런 해가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 달을 이용하여 부정이나 액을 타는 일

을 모두 하게 된다. 한편 윤달 곧 공달이 드는 해는 유독히도 그 해가 길게

느껴지며 계절이 늦거나 빨라 계절 감각이 어둡기도 하다.

제5절전통민속놀이

민속놀이란 복잡한 개념의 하나로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하던 놀이를 가리킨다.

놀이란 일정한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서 완료되는 자유롭고 같은 뜻을

가진 그러나 완전히 명령적인 규칙에 따르며, 그 자체 속에 목적을 가지는

긴장과 기쁨의 감정, 일상 생활과는 다르다는 의식을 수반하는 자발적인 행

동 혹은 활동을 가리킨다. 이러한 의미의 놀이에는 주기적으로 행해지는가

하면,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것도 있고, 오락적으로 행해지는 것도 있으며,

개인적인 오락으로 행해지는 것도 있다. 즉흥과 명랑의 원초적 능력도 내재

하고 있다.

1. 가로막기놀이

이 놀이는 민첩성과 단결심을 길러주며 활달한 기상을 심어 줄 수 있는

예부터 전해오는 놀이로서 현 에도 보급될 수 있는 놀이이다.

�공터나 운동장에 아래와 같은 놀이판을 그려 놓는다.

�한편에 5-8명 정도로 두 편을 만든다.

�공격팀과 수비팀을 결정한다.

�공격팀은 출발선상에 서고 수비팀은 한 칸에 한 명씩 선다.

�수비팀은 선 밖으로 나가거나 선에 닿으면 안된다.

�공격팀은 선을 밟아도 되지만 옆으로는 나갈 수 없다.

�수비수에게 신체의 일부가 접촉하거나 옆으로 나가면 아웃된다.

�한 사람이라도 수비팀에 걸리지 않고 마지막 칸을 통과하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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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칸을 찍거나 통과했다가 되돌아 나오면 이기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2. 강치기

어린이들 놀이의 하나로 두 패로 편을 나누어 행한다. 놀이 방법은 비석

치기와 비슷하다. 편편한 마당에 선을 긋고 3미터 정도 떨어진 앞에 상 편

이 세워 놓은 손바닥 크기의 납작한 돌을 그어 놓은 선에 서서 자기의 돌을

던져 넘어뜨리는 놀이이다. 만일 상 방이 세워 놓은 돌을 넘어뜨리지 못하

면 그 벌칙으로 처음 돌을 던진 선에서 뒤로 한 발 물러나 다시 돌을 던져

상 방이 세워 놓은 돌을 넘어뜨려야 한다. 따라서 실패하면 할수록 점점

더 멀리서 상 방이 세워 놓은 돌을 넘어뜨려야 하므로 더욱 어렵게 된다.

3. 깡통차기

술래잡기의 변형으로서 깡통이라는 놀이감을 하나 추가시켜 게임을 재

미있게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는 놀이이다.

�준비물 - 빈 깡통에 돌을 넣을 것

�작은 원을 그리고 그 안에 깡통을 놓는다.

�술래가 눈을 감고 10-20정도의 숫자를 크게 센다.

�그 동안에 숨을 사람 중 하나가 깡통을 차버리고 숨는다.

�술래는 깡통을 제자리에 갖다 놓은 다음 숨은 사람을 찾는다.

�숨은 사람을 모두 찾으면 맨 처음 들킨 사람이 술래가 된다.(들킨 사람

중 가위 바위 보를 하여 결정하기도 함)

�찾는 방법은 술래잡기와 같으며 숨었던 사람이 나와서 깡통을 차면 다

시 술래가 된다.

제2장 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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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누

고누는 이곳 말로는 꼰이라고 부르는데 놀이하는 방법이 비교적 쉽고 어

디서나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우리네 모두에게 받아

온 전통놀이이다.

1) 우물고누(샘고누, 강고누)

고누 중 가장 단순하며 널리 알려져 있다. 둘이서 각각 두 개씩의 말을 가

지고 두며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다.

�㉡과 ㉣사이는 말이 직접 다니지 못한다.

�처음에는 누가 두던지 ㉠이나 ㉢의 말부터 움직여야 한다.(㉡이나 ㉣

말부터 움직이면 단번에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임)

�교 로 한번씩 두다가 상 의 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이긴다.

2) 호박고누(사발고누)

�자기 진 에서 나간 말은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

�교 로 한 칸씩 움직여 나가다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이긴다.

�남의 집에 들어간 말도 나올 수 없다.

3) 줄고누

줄고누는 줄과 말의 수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자기의 말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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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넘어서 상 의 말을 잡는 방법과 자기의 말 두 개로 양쪽을 포위해서 잡

는 방법이 있다.

(1) 넉줄고누 1(업기고누)

�자기 말을 한 점씩 건너 상 말을 잡는다.

�빈자리가 있으면 한 칸씩 이동할 수 있다.

�말이 전부 잡히거나 한 점이 남으면 진다.

(2) 넉줄고누 2

�자기 말 두 개로 상 의 말을 끼워서 잡는다.

�같은 줄에 여러 칸씩 움직일 수 있다.

�전부 잡히거나 한 점만 남으면 진다.

(3) 넉줄고누 3

(4) 다섯줄고누(이사고누)

�각자 7개씩의 말을 아래(그림1)와 같이 놓고 시작한다.

�번갈아 가며 말을 한번에 한 칸씩 옮겨가는데 (그림2)와 같이 가로, 세

로, 각선의 방향으로 말을 움직일 수 있다. 말을 뛰어 넘을 수는 없다.   

�반드시 바퀴를 돌아서 상 말을 잡는다.

�잡을 말이 없을 때는 한 칸씩만 이동한다.

�자기 말을 (그림3)과 같이, 상 방의 말들이 처음 위치했던 점으로 모

두 다 옮겨 놓는 사람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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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고누(자전거고누)

�다섯줄고누와 비슷한 요령으로 한다.

�상 의 말을 따내려면 반드시 바퀴를 돌아야 한다.

�바퀴를 돌 때는 도는 길에 걸리는 말이 없어야 한다.

�줄과 말의 수를 더 늘려서 해도 된다.

(6) 곤질고누(곤지고누, 참고누, 붙일고누, 짤고누, 꽂을고누)

�각각 다른 12개씩의 말을 준비해 가지고 시작한다.

�고누판의 교착점중 아무 곳이나 번갈아 한 점씩 놓아 나간다.

�어느 쪽이든지 말 세 개가 나란히 놓여지면 상 방이 놓은 말 중에서

하나를 들어내고 그 자리에 (×)표시를 한다.

�표가 표시된 자리는 양 편 모두 말을 놓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표 이외의 곳이 모두 놓이면 그 다음 둘 차례부터는 말을

한 칸씩 움직여서 3목(곤)이 되게 한다.

�이때도 3목이 되면 상 방의 말을 한점 들어낸다.

�2개가 남거나 더 이상 둘 수 없으면 진다.

�자기 말이 3목이 되게 하는 동시에 상 말은 3목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므로 합리적인 판단력이 소요되는 놀이다.

(7) 사방고누

�각자 말 4개를 갖고서, 판의 9개점 위의 한 곳에 말 하나씩을 번갈아 가

며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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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말 8개가 모두 판 위에 놓이면, 이제는 번

갈아가며 빈 점으로 자기의 말을 한번에 한 칸씩 옮

겨간다.

�자기 말 4개 중의 3개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란히

놓는 사람이 이긴다.

5. 고무줄놀이

여자 아이들의 전용으로서는 표적인 놀이이며 동네의 골목길, 학교 운

동장의 모서리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노는 모습은 성인들에게도 향

수를 느끼게 한다. 남자 아이들이 살금살금 다가가서 면도칼이나 가위로 고

무줄을 끊어 놓고 도망치곤 하기 때문에 부분의 고무줄은 토막토막 이어

지기가 일쑤이다. 활동적이며 리듬감각의 발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전

한 놀이이다.

6. 공기놀이

다섯 개의 조그맣고 동그란 돌을 가지고 노는 여자 어린이들의 놀이로 둘

이나 셋 또는 그 이상의 어린이가 모여 편을 짜서도 한다. 조선 헌종 때 이

규경(�圭景)의『오주연문장전산고』에 공기(拱基)에 한 기록에 나오고

있어 그 유래가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먼저 도토리알 만한 크기의 공깃돌을 다섯개 준비한다. 다섯개의 공깃돌

을 손바닥에 쥐고 그 가운데에 한 알을 위로 던져 올리는 동시에 나머지 네

알을 위로 던져 올려 나머지 네 알은 얼른 땅바닥에 놓은 다음, 던져 올린

돌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는다. 그 돌을 다시 던져 올리면서 땅바닥의 돌

한 알씩과 내려오는 돌을 같이 잡기를 네 번 한다. 돌을 잡을 때 옆의 돌을

건드리거나 내려오는 돌을 못 잡아서 실수하면 실격이 되어 차례가 다음

사람에게 넘어간다. 한 알씩 성공하면 두 번째로는 두 알씩 잡기를 두 번하

고, 세 번째로는 한 번에 세 알을 잡고 나머지 한 알을 잡는다. 다음 네 번째

로는 다섯 알을 다 쥐어서 던져 올렸다가 떨어지는 것을 다 한꺼번에 채어

잡는다. 그 다섯 번째 채어잡기를 할때, 손등에 얹혔던 돌이 셋이면 3년, 다

섯이면 5년으로 계산하는데, 손등에 얹힌 돌들을 손등을 움직이면서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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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채어잡기 좋게 조절하고 모으느라고 안간힘을 쓰

게 된다. 손등에 공깃돌이 하나도 얹히지 않아도 실격이 되어 역시 공깃돌

을 다음 차례에 넘겨주고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이 순서들을 실수 없이 성

공하면 계속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되풀이해서 점수를 쌓아 올라간다. 이

방법으로 할 때에는 미리 몇 년 내기를 할 것인지 정해 둔다.

7. 구슬치기

두 세명이 가위 바위 보 하여 진 사람이 적당한 곳에 구슬을 던져 놓으면

이긴 사람은 가운데손가락 손톱과 엄지손가락 바닥으로 자기 구슬을 퉁겨

서 상 편 구슬을 맞히거나(장소가 좁을 때) 이에 성공하면 상 편의 구슬

은 자기 것이 되고 또 이를 계속할 수 있으나 실패하면 차례가 바뀌어 상

편의 공격을 받는다. 자신이 없으면 상 의 공격에 비하여 자기 구슬을

일부러 멀리 나가도록 하기도 한다. 여러명이 3�5m쯤 되는 곳에 세모꼴

이나 동그라미를 그려 놓고 그 속에 차례로 각자의 구슬을 퉁겨 보낸 다음,

중심부에 구슬을 보낸 사람부터 다시 본디 위치에서 자기 구슬로 남의 구

슬을 맞힌다. 이때도 물론 상 편의 구슬을 맞히면 자기 것이 된다.

일정한 높이의 벽면에서 구슬을 떨어뜨리거나, 미리 정한 거리에서 벽면

에 구슬을 부딪혀 튀어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가장 멀리 나간 구슬이 이긴

다. 땅바닥에 몇 개의 구멍을 파놓고, 구슬을 튕겨 차례로 넣는 방법으로,

한 지점에서 구슬을 먼저 넣고 본디 자리에 돌아오는 사람이 이긴다. 이 경

우 상 방 구슬을 맞히면, 그 보상으로 한 구멍은 이미 넣은 것으로 인정하

기도 한다.

8. 굴 쇠굴리기

굴 쇠는 쇠붙이 이외에 나무를 쪼개 둥 게 만든 나무통 테나 나무장

군 테를 쓰거나 자전거 헌 바퀴를 쓴다. 굴 쇠의 크기도 일정하지 않아서

어린아이 것은 작게 만들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는 살을 떼어낸 자전

거 테를 굴리기도 한다. 굴 쇠는 철사로 만든 것 보다 자전거의 바퀴가 넓

어 좋다. 이런 것이라야 중도에 쓰러뜨리지 않고 오래 굴릴 수 있다. 옛날에

는 자전거 바퀴를 구하기가 어려워 우리 고장에서는 나무 테를 주로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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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다. 어느 것이나 자루는 90。의 각도를 이루며, 자루의 길이는 키에 따라

달라진다. 굴 쇠는 혼자서도 굴리지만 여럿이 함께 굴리기도 하며, 넓은

길보다는 좁은 골목길이 더 좋다.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어가며 굴리는 재미

가 있기 때문이다.

9. 그네뛰기

그네뛰기는 예로부터 단오와 백중날 많이 거행되어 왔지만, 추석

이나 기타 명절에 행하기도 하 다. 그네뛰기는 널뛰기와 더불어 부

녀자들의 표적인 놀이이긴 하지만, 청소년들도 즐기곤 한다. 단오

에 우리의 전통적인 민속놀이를 표하며 한문으로는 추천( 韆)

이라고 하며 그네뛰기는 고려시 문헌이나 한림별곡과 같은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 연원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그네놀이에는 한 사람이 뛰는‘외그네뛰기’와 두 사람이 함께 마

주서서 뛰는‘쌍그네뛰기’가 있다. 자세는 앉거나 서며, 그네를 뛸

때는 몸이 잘 날도록 앞뒤로 몸을 움직여 구르면서 뛴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한번은 다른 사람이 그네를 어 준다.

그네를 하늘 높이 뛰기 위해서는 온몸의 탄력을 이용해야 하는데, 특히

팔과 다리에 힘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잘 발휘해야 한다. 그네뛰기는 굳센

체력과 민첩성, 그리고 고도의 긴장감이 따르는 체육적 의의를 지닌 경기이

기도 하다.

지난날에 바깥 출입이 거의 없던 부녀자들로서는 널뛰기와 그네뛰기는

오직 여자에게 주어진 좋은 운동이기도 한 반면, 서로 모여 즐겁게 놀 수 있

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던 것이다. 현재도 이 풍속은 남아 있어, 단오날 그네

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동국세시기』의 기록에 의하면“생각컨 고금예술도(古今藝術圖)에 북

쪽 오랑캐들이 한식날 그네뛰기를 하여 가볍게 뛰어오르는 연습을 한다. 그

것을 뒤에 중국 여자가 배운 것이다.

또 생각컨 천보유사(天寶遺事)에는 궁중에서 한식 때가 되면 다투어

그네를 매고 뛰는데, 그것을 반선희(半仙戱)라 한다고 하 는데, 현재는 이

풍속이 단오로 옮겨진 것이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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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널뛰기

음력 정월 초순, 단오절, 백중일, 추석날 등에 젊은 여자들이 즐

기는 전통적인 민속놀이이다. 고운 빛깔의 한복을 입고 치맛자락

을 펄럭이며 널을 뛰는 모습은 이 때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한 폭

의 그림 같은 정경이다. 큰 널판자 하나면 어느 곳에서나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늘날의 명절에는 거의 사라지고 학교에서

간혹 지도 할 뿐이다.

널뛰기와 관련된 유래에는 높은 담장 너머 옥중에 갇혀있는 남

편을 보기 위해서 그 아내가 다른 수인의 아내를 꾀어 둘이서 널을

뛰면서 그리운 남편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기도 하고, 과거 우리의

여인들은 울 안에 갇혀 지내야 했으므로 널을 뜀으로서 높이 올라가 담장

밖 세상을 살피고 외간 남자의 모습을 엿보기도 했다고 한다.

이 밖에 처녀시절에 널을 뛰지 않으면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지 못한다거

나, 정초에 널뛰기를 하면 일년내내 가시에 찔리지 않는다는 속신(俗信)도

있다.

11. 다리세기

다리세기는 주로 여자아이들이 하는 놀이이다. 둘 이상이 양쪽으로 마주

보고 앉아 서로 다리와 다리 사이에 다리를 뻗는다. 이렇게 한 다음“한알

(1) 두알 (2) 삼사(3) 나그네(4) 남(5) 거지(6) 팔 (7) 장군(8) 구

두테(9) 뼝(10) 똥기(11) 땡(12)”이라는 다리세기 노래를 부르면서 다리

를 하나씩 차례로 짚어가다가 노래의 제일 끝마디인“땡”에 해당하는 사람

은 다리를 하나 오므린다. 제일 먼저 두 다리를 모두 오므리게 되는 사람이

이기고, 마지막까지 다리를 오므리지 못하고 남는 사람이 그 판에서 꼴찌가

된다. 맨 나중에 다리 하나가 남을 경우에는 방바닥과 다리를 번갈아 센다.

그리하여“땡”이 다리에 가 닿으면 꼴찌지만, 땡이 방바닥에 닿는 차례이면

꼴찌 중에서도 꼴찌여서 이긴 사람들의 심부름을 도맡아서 해야 된다.

다리세기 놀이를 할 때 부르는 노래는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다.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진주 만주/ 또 만주/ 짝바리 오양금/ 모기밭에 뚝서리”등 부

르는 노래는 약간씩 다르나 그 규칙은 거의 같다.

제9편 민속 및 구비전승

사진9-236 : 널뛰기



583

12. 딱지치기

종이로 만든 딱지를 땅바닥에 놓고 치는 것을‘때기치기’라고도 한다. 가

위 바위 보를 하여 진 아이가 딱지를 땅바닥에 놓으면, 이긴 아이가 자기 딱

지로 땅바닥에 놓인 상 딱지의 옆을 힘껏 내리친다. 이 때 딱지치는 바람

의 힘으로 상 딱지가 뒤집히지 않으면 치는 순서가 바뀐다. 지역에 따라

서는 미리 일정한 선을 그어놓고 딱지가 상 딱지 밑으로 들어가면 따먹

기도 한다. 이때 제 딱지가 상 딱지의 위에 얹히면 도리어 잃게 된다. 딱

지를 칠 때 자기의 발을 상 딱지 바로 옆에 면 딱지가 더 잘 뒤집힌다.

여러 형태의 딱지 중 방석 딱지라 하여 사방을 일정한 길이로 접은 것은 뒤

집힐 확률이 적다. 딱지 종이는 두껍고 클수록 유리하다. 이 놀이에는 승부

가 따로 없으며, 상 의 딱지를 많이 따먹는 것으로 끝이 난다.

13. 땅따먹기

‘땅뺏기’, ‘땅재먹기’, ‘땅빼앗기’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지며 일정한 크

기의 땅을 서로 많이 차지하는 놀이로써 흙을 만지면서 놀 수 있는 흔치 않

는 놀이 중의 하나이며 흙과 친숙해 지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땅바닥에 3m정도의 원(또는 사각형)을 그린다.

�각자 한 모퉁이를 자기 집으로 정한다. (자기 뼘으로 반원을 그린다.)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한다.

�이긴 사람부터 목자(도자기 깨진 것을 둥 게 만든것)를 세 번 튀겨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오면 목자가 지나간 선이 자기 땅이 된다.

�자기 집으로 세 번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실격이다.

�한 사람이 계속하다가 실패하면 교 로 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지만

숙달되면 혼자서 너무 오래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으므로 실패를 하던

안하던 교 로 한번씩 하는 방법이 있다. 

14. 돌아잡기

두 사람이 하거나 또는 두 편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으며 신체의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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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민첩성을 길러주는 놀이이다. 

�운동장에 아래와 같은 놀이판을 그린다.

�시작 신호와 함께 가와 나에서 동시에 출발한다. 

�중간의 만나는 지점에서 가위 바위 보를 한다.

�이긴 사람은 상 방 진지를 향해서 뛰어가고 진 사람은 자기 진지

로 돌아갔다가 뛰어 나온다.

�단체로 할 때는 진 사람은 밖으로 나가고 다음 주자가 출발한다.

�마주치면 다시 가위 바위 보를 한다. 

�계속하여 상 방 진지에 먼저 도달하는 사람(편)이 이긴다.

15. 말타기

남학생에게 적합한 놀이로서 놀이 방법이 간단하고 서로 몸을 접촉하는

동안에 친 감을 느끼며 협동심 배양에도 바람직한 놀이이다.

�5�6명씩 두 편으로 가른다.

� 표끼리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진 편은 말이 되고 이긴 편은 말을 탄다.

�진 편의 표는 마부가 되어 나무나 담을 등에 기 고 나머지는 허리를

굽혀 앞사람의 허리를 붙들고 길게 늘어서서 말을 만든다.

�이긴 편은 시작 신호와 함께 한 사람씩 달려와서 말 등에 올라탄다.

�모두 타고나면 맨 앞에 탄 사람이 마부와 가위 바위 보를 한다. 

�승부에 따라 진 편이 말이 되어 다시 시작한다.

�말을 타다가 한 사람이라도 떨어지면 그 편이 진다. 만약에 말이 넘어

지면 말을 다시 만들어서 시작한다.

16. 봉사놀이

봉사놀이는 어린이 놀이의 하나이다. 놀이를 하기 위해 모인 아이들이 서

로 가위 바위 보를 이기고 짐을 가려 마지막으로 진 어린이는 수건으로 두

눈을 가려 봉사가 되고, 나머지 아이들은 봉사가 된 어린이의 주위에서‘봉

사야 봉사야 날 잡아라’를 외치면서 손뼉을 친다. 그러면 봉사가 된 어린이

는 주위에서 손뼉을 치고 소리를 외치는 어린이 가운데 한 어린이를 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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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손으로 만져 이름을 맞히면 그 어린이가 새로운 봉사가 된다. 만일 붙

들지 못하거나 이름을 맞히지 못하면 계속 그렇게 하게 된다.

17. 비석치기

비석치기는‘돌맞추기’, ‘비사치기’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각자 손바닥

만한 납작한 돌을 갖고 참여하며 간격이 3�5m쯤 되게 두 줄의 평행선을

긋고 공격과 방어의 순서를 정한다. 방어팀은 각자 돌을 한쪽 줄에 세워 놓

고 이긴 쪽은 상 방의 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맞혀 넘어뜨린다.

�제자리에서 돌을 던져서 맞힌다.(돌이 넘어져야 함)

�돌을 던져놓고 한번 뛰어 그 돌을 밟은 다음 한쪽 발로 차서 맞힌다.

�발등에 돌을 얹어놓고 걸어가서 맞힌다.

�무릎 사이에 돌을 끼고 가서 맞힌다.

�가슴에 돌을 얹어놓고 걸어가서 맞힌다.

�겨드랑이에 돌을 끼고 가서 맞힌다. 

�어깨에 돌을 얹어놓고 걸어가서 맞힌다.

�머리 위에 돌을 이고 가서 맞힌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몸의 형태로 돌을 가지고 가서 맞히는 형태이다.

18. 사방치기

마당에 그림을 그려놓고 일정 순서에 따라 한쪽발로 돌을 차는 놀이

이다. 목자나 발이 선에 닿거나 순서가 틀리면 실격이 된다. 

�말(목자)을 ①에 던져놓고 ②에 차 보낸다.

�②에 건너가서 ③으로 차 보낸다.

�③에서는 ④⑤⑥을 차례로 거쳐도 되고 ⑦로 직접 보내도 된다.

�③에서 ⑦로 말을 보냈을 때는 다리를 벌려 ④⑤를 딛고 깨금발로

⑥을 거쳐 ⑦로 가서 목자를 ⑧로 보내면 한 판이 끝난다. 끝까지

간 후 ⑧에서 ①로 돌아 나오는 방법도 있다. 이 외에도‘팔방치

기’‘하늘사방치기’‘통간사방치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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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숨바꼭질(술래잡기)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하면서 동네 안에서 놀던 이 놀이는 숨

바꼭질, 술래잡기라고 부른다. 옛날 통행금지 위반자를 단속하던‘순라군’

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통금시간을 어기게 되면 순라군에게 잡혀 고생을

하게 되므로 눈에 띄지 않게 숨어 다닌데서 연유된 놀이로 추정된다.

�가위 바위 보로 맨 마지막으로 진 어린이가 술래로 정한다.

�술래는 기둥이나 나무등 적당한 곳을 집으로 정하고 눈을 가린 채 집

쪽으로 얼굴을 고 수를 세는데 그 수는 숨을 장소의 범위를 정하고

숨을 수 있는 시간적 수를 정한다.

�다른 사람은 수를 세는 동안 숨는다.

�술래는 수를 세고 나서 숨은 아이들을 찾는다.

�술래가 숨은 사람을 찾으면“○○이 봤다”하고 소리치고 집을 손으로

치거나 그 사람을 손으로 치면 죽는다.

�발견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 술래보다 먼저 집을 손으로 치면 술래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이때“찜”이라고 외친다)

�술래는 숨은 사람을 찾다 찾다 못 찾으면“못 찾겠다”하고 소리친다.

�숨은 사람 모두가 나오면 잡힌 사람 중에서 술래를 뽑아 다시 시작한

다.(제일 먼저 잡힌 사람이 술래가 되기도 한다.)

20. 씨름

씨름은 남성을 위한 체육 경기적 민중오락이며 가장 서민적

인 놀이의 하나로서,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성행하는 놀이이다.

씨름은 샅바를 맨 두 사람이 원형의 모래판 중앙에 마주 하여

무릎을 끓고 상 방의 허리와 다리를 감싼 샅바를 잡은 다음 동

시에 일어나서 힘과 손발의 기술을 발휘하여 먼저 상 방을 넘

어뜨리면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기술과 힘의 결

이 박진감 넘치고 응원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를 뿐 아니라,

장사로 뽑힌 사람에게는 황소 한 마리가 상으로 주어지기 때문

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진행된다.

개 추석이나 단오에 많이 행해지지만, 본래는 백중날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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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씨름판이 가장 성 하 다. 백중은‘머슴날’이라고도 하는데, 이때가

되면 한 해 농사가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 동안 농사짓느라고 고생한 머슴

들을 하루 쉬게 한다. 이 날 머슴들은 즐겁게 놀면서 씨름을 통해 힘 자랑을

하 던 것이다.

21. 연날리기

연날리기는 청소년들의 놀이로 체로 음력 12월쯤에서부

터 시작하여 정월 보름까지 하는데, 요즈음에는 겨울철이

면 아무 때나 아이들이 연을 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농촌의 들녘에도 전봇 가 높게 그리고 너무 많이 박혀 있어

자유롭게 연을 날릴 공간 또한 없다.

연의 종류는 생김새에 따라 가지각색이고 연을 올리는 기

술도 다양하다. 특히 연싸움은 서로 연줄을 걸고 당겼다 늦추

었다 하며 상 편의 연줄을 끊고자 겨루는 놀이이다. 상 편

의 연줄을 끊기 위해 연줄에 사기가루나 유리가루를 풀에 섞어 먹여서 서

슬이 일게 하기도 한다.

정월 보름이 되면‘액연 띄운다’하여 연에다 액(厄)자를 써서 날려보

낸다. 얼레에 감겨있던 실을 죄다 풀고, 얼레 밑에 있는 선을 끊어서 멀리

보내는데, 여기에는 그 해의 액운이 연과 함께 멀리 날아간다는 주술적 의

미가 담겨 있다. 미쳐 액막이 연을 날려보내지 못한 연은 정월 보름날 밤

에 달집을 태울 때 달집 한 가운데에 꽂아둔 나무 끝에 매달아 달집과 함

께 태우게 된다. 이 때 바람이 불게 되면 연줄만 타게 되어 연은 바람을 타

고 멀리 날아가기도 한다. 연은 비상과 함께 제액(除厄)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보름이 지나서도 연을 날리는 이가 있으면‘고리백장’이라

고 놀림을 받게 된다.

22. 윷놀이

윷가락을 던지고 말(馬)을 사용하여, 승부를 겨루는 놀이로써 2인이

국하여 각각 4말을 가지고 29밭이 있는 윷판을 쓰는데, 말길은 원근(遠近)

과 지속(遲速)의 방법으로 승부를 가리는 것이다. 인원수가 많을 때에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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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또는 세 패로 편을 나누어서도 논다. 우리나라 설놀이

의 하나로 정월 초하루에서부터 보름날까지 하는 것

이 관례로 되어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장

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유서 깊고 전통 있는 놀이이다.

이 놀이의 명칭이 윷놀이인 것은 나무막 기 넷을 가지

고 노는 놀이이므로, 도∙개∙걸∙윷∙모 중 넷을 뜻하

는 윷과 놀이가 복합된 것이라 추측된다. 윷의 한자어 사

(柶)도 나무막 기 넷을 가지고 논다는 뜻이다.

윷놀이가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에 하여 이익

(�瀷)은『성호사설』윷놀이조(柶戱條)에서‘윷놀이를

유속(遺俗)으로 본다’라고 하 다. 그러나 중국의 문헌에서는 백제에 저

포∙악삭(握 )등의 잡희(雜戱)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삼국시 이전

으로 그 기원을 추정하기도 한다.

윷의 종류에는 장윷(장잦윷)과 콩윷(밤윷) 두 가지가 있다. 장윷의 크기

는 15센티미터 내외이고, 콩윷의 크기는 2�3센티미터이다.

윷 네짝을 던져서 나오는데 따른 이름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도(豚∙돼지) : 한간 진행 ■■■□(세짝이 엎어짐)

�개(犬∙개) : 두간 진행 ■■□□(두짝이 엎어짐)

�걸(未∙염소) : 세간 진행 ■□□(한짝이 엎어짐)

�윷(午∙소) : 네간 진행 □□□□(모두가 뒤집힘)

� 모(馬∙말) : 다섯간 진행 ■■■■(모두가 엎어짐)

규칙과 놀이 방법(인원은 둘 또는 그 이상이 편을 갈라서 놀 수 있다.)

�먼저 윷을 던져 나오는 끝수에 따라 선후의 차례를 결정한다.

�윷은 정해진 구역 안에 던져야 한다.

�보통은네동을먼저내는편이이긴다.(말하나하나를‘동’이라고한다.)

�남의 말을 잡거나 모∙윷이 나오면 한번 더 돈다.

�자기 말을 업어서 갈 수도 있고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고 빠

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승패의 갈림길이 된다.

윷말은 윷가락을 던져서 그 수가 나타나는데 따라 앞으로 나아간다.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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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날밭을 거쳐서 나오는 데는 그 길이 몇 가지가 있다. 가는 말이 모에

오면 모도 모개 방(中央)으로 나올수 있어 이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다. 그

러나 던진 윷가락이 도, 개, 걸이 아니고 또 가는 말이 걸이나 윷에 있는데

던진 윷가락이 개나 도가 나오면 모로 가서 앞밭으로 접어들어 빠른 길로

갈 수 있지만, 던진 윷가락이 걸이나 윷이 나오면 나는 말을 뒷밭까지 치올

라가서 뒷도 뒷개로 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 올라간 말이 뒷모에 오게 되면

그 말은 뒷 모도 뒷 모개를 거쳐서 참먹이(날밭)로 가게 된다. 그런데 뒷걸

이나 뒷윷에 있던 말이 다시 던진 윷가락의 끝수가 걸이나 윷이나 모가 나

오면 이때는 부득이 찌도와 찌개의 가장 먼 거리를 돌아야 한다. 

앞에 가는 상 편 말자리에 이쪽편 말이 뒤따라 가다가 같은 자리에 서게

되면 상 편의 말을 잡게 된다. 그리고 다시 또 한번 윷가락을 던질 수 있

다. 그렇기 때문에 상 편의 잡힌 말을 애써 멀리까지 간 것이 헛수고가 되

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윷놀이는 윷가락을 잘 던져서 모나 윷이

잘 나오게 하여 연달아 던지는 데도 승부에 향이 있지만, 말을 잘 쓰고 못

쓰는데도 승패에 많은 향이 있다.

23. 자치기

새끼 막 를 어미 막 로 쳐서 날아간 거리를 어미 막 로 재는데, 막

를 자(尺)로 삼아서 거리를 계산하기 때문에‘자치기’라는 이름이 붙었다

고 한다.

�준비물 - 어미자(45�55㎝), 새끼자(15�20㎝)

�집 - 땅바닥에 원을 긋거나 구멍을 파 놓는다.

�땅바닥에 깊이 3㎝, 길이 10�15㎝의 구멍을 판다.

�두 팀으로 갈라서 공격과 수비를 정한다.

�수비팀은 전원 외곽에 나가서고(야구의 수비와 같음) 공격팀은 차례

로 다음과 같이 공격을 한다.

�제1단계

새끼자를 홈 위에 걸쳐놓고 어미자로 그것을 떠서 던진다. 이때 수비측이

새끼자를 손으로 받으면 공격한 사람이 실격되며(수비측이 정해진 점수를

얻는다.)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수비측의 누군가가 새끼자를 던져서 구멍

위에 걸쳐놓은 어미자를 맞히면 공격수는 아웃된다. 제1단계를 통과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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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은 곧바로 2단계로 들어간다.

�제2단계

새끼자를 한 손으로 가볍게 던져 올리고 어미자로 멀리쳐 보낸다. 이때도

수비측이 새끼자를 받으면 수비측이 점수를 얻고 공격수는 아웃이 되지만

못 받았을 경우에는 집 쪽으로 새끼자를 던져준다. 공격수는 날아오는 새끼

자를 멀리 쳐 보낸다. 만일 헛치거나 새끼자가 집에서 한자 이내에 떨어지

면 아웃된다. 되때린 새끼자를 수비측이 받아도 아웃된다. 만약 받지 못하

면 새끼자와 집과의 거리를 자로 재어서 공격측이 얻는다. 거리를 목측으로

재서 얼마를 부르면(공격수) 부른 거리가 적합하면 통과시키고 좀 많다고

생각되면 실측을 하도록 해서 어림산(목측)이 넘게되면 실격이 된다. 어떤

경우에도 새끼자가 뒤로 나가거나, 헛치면 실격이 된다.

�제3단계

집에서 새끼자를 비스듬히 걸쳐놓고 끝을 어미자로 톡쳐서 튀어 오른 것

을 힘껏 때려서 멀리 보낸다. 이때도 수비측이 받으면 공격수는 아웃이 되

지만 받지 못하면 새끼자와 집까지 거리를 공격측이 따게 된다.

24. 제기차기

겨울철의 놀이로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성행한 이 놀이는

간단한 도구와 활발한 내용으로 많은 호응을 받아왔다. 일설

에 의하면 중국에 무술을 연마하던 놀이인 축국에서 발생되

었다고 한다. 조선시 에 축국을‘적이’라고 불 는데 그것

이‘제기’라는 말로 변하고 축국은 점차 쇠퇴한 반면 제기차

기만이 놀이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는 것이다.

요즈음은 시중 상점에서 비닐을 이용하여 만든 제기를 사

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창호지나 엷은 한지를 이용하여 만들

어서 가지고 놀았다. 구멍 뚫린 엽전이 없으면 가운데를 묶

어서 만들기도 했는데 때로는 질경이(차전초)잎을 몇 장 합

쳐서 만들어 차기도 했다.

제기 차기는 한 발을 축으로 하고 다른 한 발로 연속해서 차올리며 놀기

도 하고 양발로 번갈아가며 차올리기도 하는가 하면, 여럿이 둥 게 원을

그리고 서서 떨어뜨리지 않고 돌아가면서 차며 놀기도 한다. 혼자서 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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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지만 개는 상 를 두고 차올리는 횟수에 따라 승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몇 사람씩 편을 짜서 놀 수도 있다. 제기 차기는 연중 수시

로 할 수 있으나, 개 농한기인 겨울철이나 특히 명절에 아이들이 많이 즐

기는 놀이이다.

25. 줄넘기놀이

줄넘기놀이는 짧은 줄을 혼자 몇 번 넘는가에 따라 승부를 겨

루기도 하고, 긴 줄을 여럿이 두 편으로 갈라서 하기도 한다. 혼

자서 줄을 넘을 경우에는,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꼬마야 꼬마야 손을 들어라/꼬마야 꼬마야

잘 가거라”하고 줄을 돌리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줄을 넘는 사

람은 노래에 따라 행동을 한다. 여럿이 모여 편을 갈라서 줄넘기

를 할 때에는, 처음에는“김서방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인사하세

요/꼬마야 꼬마야 �”라고 노래하며 줄을 돌린다. 그러면, 김서

방이 들어와서 줄을 넘고 노래에 따라 행동한다. 그렇게 차례로

줄을 넘을 사람을 불러들인다.

줄넘기놀이는 줄을 넘는 사람이 줄에 걸리지 않으면 이기는 놀이로서, 줄

을 넘으면서 갖가지 재주를 보이기도 한다. 난이도에 따라 돌려가며 하는데,

맨 마지막 단계에 가면 줄을 돌리는 쪽이 팔을 쭉 펴서 높게 하여 돌린다. 이

때 줄을 무사히 넘으면“만세”하며 마무리한다. 그러면 이기는 것이다.

26. 팽이치기

팽이를 채로 쳐서 돌리는 놀이로서 주로 겨울철에 어린이들이 얼음판 위

에서 원뿔모양으로 깎아 만든 팽이를 채로 쳐서 돌리며 즐기는 놀이이다.

팽이는 지역에 따라 뺑이(경상남도)∙핑딩(경상북도)∙뺑돌이(전라남

도)∙도래기(제주도)등으로 불리며, 이밖에 패이∙팽돌이∙빼리∙뺑생

이∙봉애∙포애∙세리나 고도 한다. 팽이는 박달나무∙ 속나무와 같이

무겁고 단단한 나무나 소나무의 관솔 부분을 깎아서 만들며, 이러한 나무라

야 끝이 쉽게 무뎌지지 않고 오래 간다. 깎아서 만든 팽이는 무엇보다 균형

이 잘 잡혀야 머리를 흔들지 않고 한 자리에 박힌 듯이 서서 오래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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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이 끝에는 작고 둥근 철제 뿔이나 못을 박아서 쉽게 닳지 않으면서도 오

래 돌아가도록 하기도 하며, 뒷 부분에는 태극무늬나 물감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그려서 돌아갈 때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팽이는 보통 몸통을

채로 후려쳐 가면서 돌리는데, 채 막 의 길이는 50㎝쯤으로 끝에는 명주

실이나 노끈 꼰 것을 잡아맨다. 끈의 끝부분은 실오라기가 약간 풀려서 너

슬거려야 팽이에 닿는 부분이 넓어져서 오래 돌아간다. 그러나 채를 쓰지

않고 돌리는 바가지팽이∙상수리팽이∙뺑오리 같은 것들도 있다. 바가지

팽이는 어린이 손바닥만한 바가지조각 한가운데에 구멍을 뚫고 끝을 뾰족

하게 깎은 나무심을 박는다. 이것은 나무심을 두 손바닥 사이에 끼워 힘껏

비비면서 놓거나 한 손의 엄지와 검지로 비벼서 돌린다. 상수리팽이는 상수

리나무의 열매를 팽이로 삼아 노는 것이고, 뺑오리는 팽이의 몸통 위아래에

역시 나무심을 박고 위쪽을 두 손가락으로 비벼서 돌리는 것이다.

이밖에 구멍 뚫린 엽전에 수숫 의 위 매듭을 꺾어서 꽂고, 그 끝에 성냥

개비 머리를 꽂아 만들거나 수숫 신 나무의 끝만 뾰족하게 깎아 만든

것도 있다. 또 팽이의 위아래 양쪽을 뾰족하게 깎아서 아무 쪽으로나 돌릴

수 있게 만든 것을 장구팽이, 팽이허리를 잘록하게 파고 이에 채끈을 감아

서 힘차게 내던져서 돌게 만든 것을 줄팽이라고 한다. 팽이돌리기를 경쟁적

으로 하는 놀이를 팽이싸움이라고 하는데 오래 돌리기∙멀리치기∙빨리

돌아오기∙부딪혀 돌아오기∙찌게 돌리기 등이 있다.

오래 돌리기는 일정한 시간 팽이를 힘껏 돌린 뒤에 상 방의 팽이와 한번

부딪고 나서 어느 쪽이 더 오래 도는가를 따지는 방법이고, 멀리치기는 미

리 그어놓은 줄에 팽이를 세웠다가 신호에 따라 자기의 팽이를 힘껏 쳐서

상 방보다 멀리 가면서도 오래 도는 쪽이 이기는 방법이다. 빨리 돌아오기

는 출발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팽이를 누가 빨리 몰고 돌아오느냐 하는 것

이고, 부딪혀 돌아오기는 팽이를 몰고 가서 어느 지점에 놓인 장애물에 힘

껏 부딪게 하 다가 되돌아와 오래도록 도는 쪽이 승리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놀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하여서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720년(성덕왕19)에 씌여진『일본서기(日本書紀)』에 일본의

팽이가 우리나라에서 전래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삼국시

에 이미 널리 유행하 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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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달맞이(迎月)와달집태우기

보름날 저녁달이 동쪽에서 솟아나 뜨기 전 사람

들은 달맞이를 위해 뒷동산이나 솟아오르는 달을 맞

이하는데 편리한 곳으로 올라간다. 될 수 있는데로 달

을 먼저 보는 것이 좋다고 하여 미리 뒷동산에 올라가

달뜨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동쪽 하늘이 붉어지

고 보름달이 솟아오르면 두 손을 모아 달을 향해 합

장을 하여 제각기 자기의 소원성취를 빈다, 곧 달이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 두 손을 모아“달님 달님 절합

니다. 0살 이온데 명과 복을 저에게 많이 점지해 주십사”하고 소망을 빈다.

농부는 그 해 풍년들기를 빌고, 처녀나 총각은 시집가고 장가들기를 빌며,

노인들은 자기 가정의 안녕을 빈다.

보름날 이 지역의 가장 큰 행사는‘달집태우기’이다. 달집은 이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청 와 짚 그리고 생솔가지를 엮어 만든다. 달집태우기는 정

월 보름 달맞이 민속으로 불을 피워 생산(生産)의 촉진(促進)과 재앙을 막

는 일종의 정화의식(淨化儀式)이다. 달집을 태울 때 달집이 아랫마을 쪽으

로 넘어지게 되면 그 마을에 풍년이 들고 윗마을 쪽으로 넘어지게 되면 윗

마을에 풍년이 든다고 한다. 달집을 태우는 주변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횃불

놀이를 한다. 횃불놀이는‘쥐불놀이’라고도 하는데 정월 14일 밤이 되면

어린 아이들이 논두 이나 밭두 으로 나와 그 곳에 불을 지른다. 이 때 어

린이들은 자기의 나이에 따라 횃불을 만들어 그것으로 불을 지르기도 한다.

시 의 변천에 따라 횃불 신 깡통에 구멍을 몇 군데 뚫고 철사로 길게 줄

을 달아 깡통안에다 달집 태울 때 불씨를 집어넣어 휘둘리면 아름다운 원

을 그리게 되고 그것으로 논∙밭 언덕에 불을 지른다.

개 보름날 저녁 각 마을에서는 달집을 짓는다. 달집을‘망올이’‘망월

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한자의 망월(望月)이나 만월(滿月)에서 와전된 것

으로 생각된다. 보름날 오후가 되면 마을 청소년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볏

집 한 단과 소나무 한 단 등 달집을 짓기 위한 재료들을 수집하기도 하고,

청년들이 산에 올라가 달집을 짓는데 필요한 나무를 준비해 오기도 한다.

달집의 재료가 준비되면 넓고 높은 장소(주로 논∙밭)를 택하여 달집을 짓

는다. 긴 소나무 기둥을 삼각으로 세우고 맨 가운데는 밭에서 찍어온 3�

제2장 민속

사진9-241 : 달집짓기

보름날 이 지역의 가장 큰 행
사는‘달집태우기’이다. 달집
은 이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청 와 짚 그리고 생솔가지를
엮어 만든다. 달집태우기는 정
월 보름 달맞이 민속으로 불을
피워 생산(生産)의 촉진(促進)
과 재앙을 막는 일종의 정화의
식(淨化儀式)이다.



594

4개의 청 를 삼각 가운데에 높다랗게 매단다.

그리고 꼬마들이 날리던 연을 모조리 모아

나무 끝에 매달아 둔다. 달집은 가급적 크고 웅

장하게 지으며, 달이 뜨는 방향을 향해 달빛이

달집 안으로 직접 비치게 문을 낸다.

저녁밥을 일찍 먹은 마을 사람들은 달집을

지어 놓은 장소로 모인다. 청년과 장년들은 농

악 를 편성하여 농악을 시작하며, 마을 부녀

자들은 다리미와 콩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오기

도 한다. 농악 는 달이 뜰 때까지 계속하여 농악을 흥겹게 친다. 달이 뜨면

마을에서 가장 복이 많고 나이가 든 사람이 달을 향해 절을 한 뒤 달집에 불

을 놓는다. 그런데 불을 놓기 전 그동안 설날 이후부터 만들어 날리던 연에

다 자기의 주소 생년월일 이름을 쓰고 달집 위에다 매어 단다. 연날리기는

이로써 끝이 난다.

달집에 불을 지펴 활활 타오르면 이 곳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제각기 달

집을 향해 절을 하기도 하고 자기의 소원을 말하기도 한다. 또 자기가 입던

저고리의 동정이나 저고리의 끈을 뜯어 활활 타오르는 달집 속으로 던진다.

때에 따라서는 백지(창호지)에다 생년월일시와 이름을 적어 가지고 나와

달집의 불을 백지에 붙여 소지를 하기도 한다. 달집이 어느 정도 타고 숯불

이 되면 부녀자들은 미리 준비해 온 다리미에다 콩을 볶아 나누어 먹는다.

결국 달집이란 달맞이 풍속과 같은 것이라 하겠다.

28. 들돌놀이

이 지역에서는 정월 보름날을 전후하여 마을 부녀자들은 널뛰기를 하

고, 남자들은 들놀놀이를 즐겨 하 다고 한다. 들돌놀이는 농사의 풍작과

마을 안녕을 기원하는 일종의 놀이라 할 수 있다. 각 마을 앞 당산나무 아래

에는 들돌이라는 것이 있었다. 때로 들돌놀이는 모내기가 끝난 뒤 써레를

보관하기 위해 씻는 날이나 정월 보름날 또는 칠석날 등 온 마을 사람들이

하루 종일 쉬는 날을 택하여 마을과 마을의 힘겨루기나 머슴의 힘을 시험

하기 위해서 아니면 머슴들이 새경(임금)을 올려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열

리기도 한다. 또 청년들이 신체 단련을 위해 들돌을 들기도 하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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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돌은 개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붉은 색

과 청색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한다. 붉은 색의 들돌

은 땅뜨기를 하는데 이용하 고, 청색의 들돌은

붉은 색의 들돌보다 약간 적은 것으로 들어서 어

깨 위로 넘기기를 하는데 이용하 다고 한다. 적

색 들돌의 무게는 120㎏ 정도이며, 청색의 들돌

은 70㎏ 정도 다고 한다. 들돌놀이는 땅뜨기, 무

릎치기, 허리올리기, 가슴팍올리기, 어깨넘기기

등의 종류가 있다. 만일 이 들돌놀이에서 일정한 나이가 되어 힘이 모자라

들돌을 못하게 되면‘매쪼시’를 당하게 된다고 한다. 만일 그것을 제 로

들어 올렸다고 한다면, 그것을‘손드름’이라 하여 마을 어른들께 술 접을

한 뒤 어른으로 접을 받기도 하 다.

그밖에 흑색 백색 황색 등의 들돌도 있었다고 한다. 적색 들돌은 돌림병

이나 액을 막아주고, 청색 들돌은 풍년을 기약하며, 백색 들돌은 잡신을 막

아주고, 황색은 부귀와 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 들돌놀이

는 농사의 풍작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일종의 놀이라 할 수 있다.

29. 장원질놀이

우리나라에서는 음력 7월 보름날을 흔히‘백중(백중)날’‘백종(백종)

날’이라 부른다.

이 때쯤 되면 논농사가 부분 끝이 나고 추수때를 기다릴 일 뿐이다. 따

라서 농부들은 이 때부터 비교적 한가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 날 마을 사

람들은 일손을 모두 놓고 메굿을 치면서 놀이도 하고 씨름도 한다. 각 가정

에서는 음식을 마련하여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기도 한다. 이 지역에서는 이

날‘장원질놀이’또는‘진사든다’고 하는 놀이를 한다. 칠월 백중을 전후하

여 마을의 형편에 따라‘호미씻기’날을 정한다. 벼의 김매기가 거의 끝나고

호미를 씻어 더 이상 호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서 붙여진 명칭이

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벼농사의 중요한 일이 모두 끝남으로서 이제 벼이

삭이 패고 날씨만 잘하면 가을 추수 때까지는 그렇게 바쁜 일이 없다는 데

에서도 근거가 있다고 하겠다. 이 날은 개 마을 사람들이 하루를 쉬게 되

는데 마을 안 길이나 동구밖 길을 가볍게 손질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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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 저녁 각 마을에서 벼농사가 지금까지 가장 잘 되었다고 인정되는

집 머슴을 뽑아 삿갓을 씌어 소를 태우거나 사다리를 태워 마을 한바퀴 돌

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를‘장원(장원)놀이’라고 부른다. 장원으로 뽑힌 머

슴의 주인집에서는 술과 음식을 정성껏 장만하여 온 마을 사람들을 접하

기도 한다. 이 때 머슴을 둔 다른 집에서도 자기 집 머슴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한 턱 내기도 한다. 이러한 행

위를‘술멕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행사가 없는 마을의 머슴들은 끼리

끼리 모여 들이나 산으로 가서 하루를 즐긴다.

‘장원질 놀이란’음력 7월 백중을 전후하여 그 마을 머슴들이 모여 길한

날을 택해‘만드리 김을 매고’나서 이 마을 가운데에서 가장 농사를 잘 지

었다고 생각되는 주인집의 머슴을 뽑아 논에서 소에다 태우고, 북 장구 꽹

과리 징 등 농악을 치면서 주인집으로 들어간다. 머슴의 주인은 술을 많이

준비하여 이들의 배가 부르도록 접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 지역에서는 일하는 능력에 따라 일꾼(머슴)을‘ 동( 동)’과

‘소동(소동)’으로 나누는데, 소동으로 있다가 동으로 들어가는 것을‘진

사(진사)든다’고 한다. 여기서 동이란 온품삯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소

동은 반품삯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백중날 소동 가운데서 신체가

건강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 진사 즉 동에 들게 한다는 것이다. 

동과 소동의 나눔은 노소 청장년에 관계없이 일을 하는 능력이 없으면 아

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도 그는 항상 소동에 속하게 되어 있어 품삯을 받는

데도 반품삯 밖에 받지 못한다. 따라서 동에 든다는 것은 이렇게 쉬운 문

제가 아니다. 

이처럼 동과 소동의 구분을 엄격히 하 다. 만일 식사가 끝난 뒤 소동

이 먼저 일터에 나와 있어야 하지 그렇지 않고 동이 먼저 나오게 되면 그

때 소동은 동으로부터 크게 질책을 당할 뿐만 아니라 당산나무 아래 있

는‘들돌’위에 올려져‘매쪼시’를 당하게 된다. 벌의 경중에 따라 매를 맞

게된다. 이로 말미암아 소동으로 일을 하다가 뽑혀 동에 들게 된다는 것

은 소동으로서의 큰 바램이자 광이 아닐 수 없었다. 즉 진사에 들게 되는

것이 소동들의 큰 바램이었다. 진사에 들게 되면 그 사람은 술과 음식을 마

련하여 소동과 동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후하게 접한다. 이 때 동들

은 꽹과리 북 장고 징 등을 치고 소동들은 소고를 가지고 흥겹게 논다. 

옛날에는 동들만이 함께 일을 할 때 농기(농기)를 세우고 그 주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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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로 문(문)을 잡아 놓는데, 그 때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곳 문을

지나고자 하면 동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 다고 한다. 고을의 원님이라 할

지라도 이 문을 지날 때에는 반드시 동들에게 미리 기별을 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 다고 한다. 그리하여 원님은 동들의 허락을 받기 위하여 몇

말의 술을 특별히 동들에게 보내기도 하 다는 것이다. 소동의 새경은 1

년에 쌀 5-6가마니 정도 으며, 동의 새경은 쌀 13�16가마니 정도

다고 한다.

30. 줄끗기

줄끗기란‘줄다리기’의 이 지역 방언이다. 때로는‘줄쌈’이라고도 하는

데, 줄쌈은‘줄싸움’의 줄임말이다. 8.15 해방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음력 정월달과 칠월달에 마을 항의 줄다리기가 성행했다. 그러

나 현재로는 보기 힘든 놀이가 되고 말았다. 간혹 지방문화재나 옛 민속을

되살리자는 뜻에서 재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을의 늙은 사람을 제외한 남

녀 모든 사람이 참여한다. 사용되는 줄은‘암줄’과‘숫줄’이 있다. 이 암줄

과 숫줄을 비녀목으로 이어 양쪽에서 당겨 힘을 겨루는 놀이이다.

우리 지역의 성황 마을‘줄끗기’나 태인 용지마을‘큰줄다리기’는 지금

도 행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도 어느 때부터 어떤 이유로 행해지지

않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추측하건 일제의 한민족 문화 살 정

책에 의한 것이 아니었던가 한다. 성황 마을 줄끗기나 태인 용지마을 큰줄

다리기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것을 최근에 이르러 전통 문화계승 운동의 일

환으로 복원 재연하게 된 것이다. 여기 서는 용지마을 큰줄다리기만 소개하

기로 한다.

용지마을 큰줄다리기는‘김「해태(海苔) 또는 해의(海衣)」의 밭’에 잡태

(雜苔)가 끼지 않고 풍작(豊作)을 기원한데서 유래되었던 것으로 생각된

다. 이 지역에서는 1640년경부터 김여익(金汝瀷)이라는 사람에 의해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김 양식법이 개발되어 김을 양식하기 시작하 다고 한다.

1700년경에 이르러서는 이 지역, 곧 태인도(太仁島) 인근에서는 널리 김

이 양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용지마을에서는 이 김의 풍작을 기원

하기 위해 이 큰줄다리기를 시작하 던 것이다. 당시 마을을 안몰(마을 안

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과 선창몰(선창 가까이에 있다고 하여 붙여

제2장 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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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이름) 두 편으로 나누어 줄다리기를 하 다고 한다. 이 용지마을 큰줄다

리기는 1993년 남도문화제(南道文化祭)우수 작품상을 받았다. 현재‘용지

마을 큰줄다리기 보존회’가 조직되어 그 보존(保存)과 계승(繼承)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음력 정월 초닷새가 되면 가가호호(家家戶戶)를 방문하여

볏짚을 거두어 이볏집을 가지고 마을 빈터 팽나무 아래에서 줄을 드리기

(꼬지)를 시작한다.

먼저 짚을 세 가닥으로 팔뚝만하게 꼬기 시작 팽나무에 걸고 3합(三 合)

으로 거듭 꼬아 큰 줄을 만든다. 이렇게 하여 줄을 드리기 시작하여 정월 열

나흗날이 되면 줄의 길이 4~50m, 줄의 둘레 150cm 정도가 되는 큰줄이

완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큰 줄에 2�3m 쯤 되는 곁줄(지네줄)을 여러 개 달아

줄꾼들이 2~3명씩 붙어 끌어 당길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청장년(靑壯年)들이 줄을 드리는 동안 어린이들은 골목을 돌면서

새끼줄을 가지고 줄다리기 노래를 부르면서 골목 줄다리기를 하기도 한다.

특히 이때 어린이들은 큰 줄다리기를 할 때의 상 편과 경계를 이루는 골

목에 바짝 다가가서‘줄 한번 걸어 달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상 편에게

약을 올리면서 시위를 하기도 한다. 부녀자들은 안몰에 있는 공동 우물에

있는 빨래터의 빨래들을 서로 자기 마을 쪽으로 뒤집어 놓는데, 이같은 행

위는 줄다리기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욕을 상 편의 부녀자들에게 보

여주기 위한 것이다. 또 부녀자들은 줄을 드리고 있는 남정네들에게 음식

수발을 하기도 한다. 안몰 사람들은‘암줄’을 드리고, 선창몰 사람들은‘숫

줄’을 드린다. 줄을 드리는 기간 동안은 마을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마을

밖 출입을 삼가한다. 그리고 만일 출산을 할 가정이 있다면 그 집안 식구들

은 줄을 드리는 장소에 일체 출입을 금지한다. 이는 줄을 드리는 가운데 부

정(不淨)을 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서이다. 만일 마을 사람 가운데 출타

(出他)중인 사람이 있다면 열나흘날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귀가

(歸家)하여야 한다. 줄을 드릴 때에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른다.(앞소리

는 짚을 옆에서 주는 사람이 하고, 뒷소리는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한다.

보름 저녁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저녁밥을 일찍 먹고서 줄을 메고 놀이

마당으로 나가는데, 이처럼 줄을 메고 몰이 마당으로 가는 것을 '길놀이'라

한다. 줄잡이가 양쪽 마을에서 한 사람씩이 있고, 줄을 메는 사람이 양쪽 마

을 합쳐 80명 이상이 있게 되며, 앞소리꾼이 양쪽 마을에서 한 사람씩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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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다음으로 용왕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관이 3�4

명이 있으며, 각 마을에서 나오는 기잡이 2�30명이

있게 된다. 농악 는 각 마을에서 개 꽹과리 2명, 징

2명, 장고 2명, 북 4명, 소고 16명 정도가 있어야한

다.(지금은 농악 가 옛날의 절반 정도만 참여한다.)

이 때 지휘자가 줄 위에 올라앉아 깃발을 휘두르면서

방향을 지휘한다. 그리고 농악 (農樂隊)가 줄의 옆에

서서 따른다. 줄을 멘 줄꾼(군)들은 기세를 높이기 위

해 줄메기 노래를 부르면서 마을 앞 염전(鹽田)으로 나간다. 길놀이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른다.

길놀이가 끝이 나면 이제‘진잡이’가 시작된다. 진잡이란 암줄과 숫줄이

고를 걸기 전 기선을 잡기 위한 일종의 시위와 같은 행위를 가리킨다. 암줄

과 숫줄은‘우이여 헤-헤’를 소리쳐 부르면서 원을 그렸다가 한 줄로 늘어

서기도 하고, 또 그 반 로 하면서 상 편과 교차하기도 하다가 마주 하

고 서서 자기 편 쪽으로 가까이 오라고 하거니 못 간다고 하거니 하면서 서

로 버틴다. 이 때에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른다.

제2장 민속

사진9-244 : 용지마을
큰줄다리기 고사

(앞소리) 비비라도시라뱅뱅뱅뱅도시라

(뒷소리) 어샤어샤어허어샤

(앞소리) 쉬줄보다도찔기게어서바삐디리자

(뒷소리) 어샤어샤어허어샤

(앞소리) 어서바삐디리갖고이줄을메고서

(뒷소리) 어샤어샤어허어샤

(앞소리) 정월이라 보름날줄끗으로나가세

(뒷소리) 어샤어샤어허어샤

(앞소리) 비비라도시라뱅뱅뱅뱅도시라

(뒷소리) 어샤어샤어허어샤

(앞소리) 쉬줄보다도찔기게어서바삐디리자

(뒷소리) 어샤어샤어허어샤

(앞소리) 항우같은힘을모아선창몰줄넓죽깟세

(뒷소리) 어샤어샤어허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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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가 끝나게 되면‘와-와’하는 함성을 지르며, 암줄과 숫줄의 머리를

서로 부딪친다. 줄잡이는 줄 위에서 깃발을 휘두르며 줄의 진퇴(進退)를 지

휘한다. 이 때 농악 는 휘몰이 장단을 계속 친다. 줄잡이는 깃발을 하늘로

솟구치며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 넣으면서 양쪽 줄을 뒤로 일시에 물러섰다

가 다시 일시에 마주 부닺치고, 또 그 반 로 한다. 그러다가 양쪽 줄의 머

리를 마주 게하고 고를 건다. 이 때를‘고걸이’라 한다. 고걸이란 암줄과

숫줄을 연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고걸이는 선창몰의 숫줄 작은 고를 안몰

의 암줄 큰 고에 끼워 참나무 몽둥이로 빗장을 꽂아 연결한다. 이것은 곧 줄

다리기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 줄다리기를 하기에 앞서 용왕님께 김 풍작을 기원하는 제사

(祭祀)를 드린다. 이 제사를 드릴 때의 제물은 간단하게 준비하며, 절차는

유교식(儒敎式) 제사 절차와 같이 한다. 용왕님께 드리는 제사가 끝나면 곧

바로 줄다리기를 시작한다. 줄다리기는 개 밤 9시30분부터 시작되는데,

이 때는 보름달이 이미 동쪽 하늘 중천에 떠올라 있다. 줄다리기를 할 때에

는 모든 사람들이‘ 차 차’소릴 하면서 줄을 당긴다. 한편 농악 는 자

기 마을 줄 옆에 서서 농악을 치며 응원을 한다. 힘이 딸린 선창몰이 줄을

땅에 깔아 잠시 버티고, 안몰은 암줄을 계속 당긴다. 선창몰이 일어나 힘을

써보지만 안몰쪽으로 딸려 간다. 이렇게 하여 안몰이 줄다리기에서 승리를

한다. 이 마을은 풍수지리적(風水地理的)으로 볼 때, ‘옥녀산발형국(玉女

散髮形局)’의 들말(베를 맬 때 베를 감아 팽팽하게 당겨 주는 역할을 하는

삼각 다리를 가리침)과 같다고 한다. 그리하여 줄다리기를 할 때에는 안몰

이 이겨야 복이 뒤 따른다고 주장하여 김도 풍작이 될 것이라 생각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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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여헤-헤 우이여헤-헤

선창몰사람들아 우이여헤-헤

줄한번걸어도라 우이여헤-헤

안몰사람들아 우이여헤-헤

줄한번걸어도라 우이여헤-헤

하늘에는별이총총 우이여헤-헤

밭에는마디가총총 우이여헤-헤

먼데사람듣기좋게 우이여헤-헤

옆에사람보기도좋게 우이여헤-헤

어허동네줄소리맞춰 우이여헤-헤

우리군사잘도한다. 우이여헤-헤

어허동네줄소리맞춰 우이여헤-헤

우리군사잘도한다. 우이여헤-헤

우리줄은쇠줄이고 우이여헤-헤

느그줄은썩은새끼줄 우이여헤-헤

우리군사는녹두장군 우이여헤-헤

느그군사는콩지름∙꼭 기 우이여헤-헤

우이여헤-헤 우이여헤-헤

어허선창에문내난다. 우이여헤-헤

우이여헤-헤 우이여헤-헤

어허안몰에문내난다. 우이여헤-헤

선창몰사람들아 우이여헤-헤

줄한번걸어도라 우이여헤-헤

안몰사람들아 우이여헤-헤

줄한번걸어도라 우이여헤-헤

쇠줄보다찔긴줄로 우이여헤-헤

문전까지끌어주마 우이여헤-헤

항우같은힘을모아 우이여헤-헤

납작하게깔아주마 우이여헤-헤

(안몰)

(선창몰)

(안몰)

(선창몰)

(안몰)

(선창몰)

(안몰)

(선창몰)

(안몰)

(선창몰)

(안몰)

(선창몰)

(안몰)

(선창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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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 줄다리기를 하면 8�9할은 안몰이 이겼다고 한다. 그러면 안몰 사

람들은

를 소리 높여 부른다.

줄다리기에서 이기기 위해 다른 마을 사람 몰래 버틸 자리를 미리 파놓거

나 몸에 돌을 짊어져 무게를 불리는 등 나름 로의 준비를 한다고 한다. 줄

다리기의 승부는 개 20m이상을 자기편 쪽으로 끌고 와야 이기는 것이

된다. 개는 4�5시간이 지나 날이 새기 전에야 승부가 나지 않아 톱으로

줄을 끊고 무승부를 선언한 때도 있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머리

에 찬서리가 내리고 줄이 꽁꽁 얼어붙기도 하 으며, 손발이 시리기 시작하

면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다니면서 얼은 손발을 녹여 주

기도 하고, 따뜻한 물을 가져다 마시게 하기도 하 다고 한다. 줄이 상 편

쪽으로 딸려 갈 때에는 줄잡이의“줄을 깔아라.”라는 구령(口令)에 맞춰 일

제히 줄을 내려놓고 그 위에 앉아 버티기도 하 다. 줄다리기가 끝이 나게

제9편 민속 및 구비전승

가지마라가지마라 우이여헤-헤

줄안끗고어디가느냐 우이여헤-헤

배고프면떡사주마 우이여헤-헤

발시리면신벗어주마 우이여헤-헤

우이여헤-헤 우이여헤-헤

어허동편에달떠온다. 우이여헤-헤

우이여헤-헤 우이여헤-헤

어허서편에별이진다. 우이여헤-헤

어서빨리코걸어놓고 우이여헤-헤

김풍작소원비는 우이여헤-헤

용왕님전제모시고 우이여헤-헤

힘껏한번땡겨보세 우이여헤-헤

어이동네들줄메소

우이여헤-헤(메고있던줄을머리위로치켜올렸다내린다)

(안몰)

(선창몰)

(안몰)

(선창몰)

(안몰)

(선창몰)

(안몰)

(다같이)

이겼네 이겼네 안몰이 이겼네 / 금년에도 김 풍년 김 풍년 들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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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농악 가 신이 나게 치는 농악의 장단에 맞추어 뒤풀이가 시작된다.

이 때에는 안몰 사람들은 환호와 함께 암줄을 메고 어깨춤을 추면서 승리

의 기쁨을 만끽한다. 한편 선창몰 사람들은 맥이 없이 줄을 내려다보면서

패배의 슬픔을 못 이긴체 하다가 잠시 후 안몰 사람들과 함께 합류하여 흥

겹게 논다.

31. 버꾸놀이

광양풍물굿을 가르켜 흔히 버꾸놀이라 부르는 것은 전체 굿판 중에서 제

일 푸지고 특출난 북(버꾸)잽이들의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화려하면서도

소박한 가락과 개인놀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풍물굿하는 것을 버꾸 친다 하

는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광양은 경상도와 전라남도의 접경지이기 아

주 오래 전부터 백두 간의 13정맥 중 마지막 정맥인 호남정맥의 끝 봉우

리인 백운산과 섬진강이 마침내 바다와 합하는 하구에 자리하고 있어 삼한

시 , 삼국시 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략적 요충지 으며 농∙수∙

임산물의 충분한 생산지이자 수상 및 육상교통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이

제2장 민속

(안몰)

(선창몰)

어허숫줄뭣하는가 우이여헤-헤

빨리와서걸어보세 우이여헤-헤

못가겄네못가겄네 우이여헤-헤

사내체면꼴이아닐세 우이여헤-헤

암줄이갈것인가 우이여헤-헤

신부주착못떨것네 우이여헤-헤

그럼좋네버텨보세 우이여헤-헤

밤새도록않되것네 우이여헤-헤

않되것네않되것네 우이여헤-헤

용왕님이노하겄네 우이여헤-헤

한날한발양보하여 우이여헤-헤

중간에서만나보세 우이여헤-헤

옳다됐네좋다좋아 우이여헤-헤

쌩쌩하게맞 보세 우이여헤-헤

우이여헤-헤 우이여헤-헤

우이여헤-헤 우이여헤-헤

(안몰)

(선창몰)

(안몰)

(선창몰)

(안몰)

(선창몰)

광양풍물굿을 가르켜 흔히 버
꾸놀이라 부르는 것은 전체 굿
판 중에서 제일 푸지고 특출난
북(버꾸)잽이들의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화려하면서도 소박
한 가락과 개인놀이에서 비롯
된 것으로 풍물굿하는 것을 버
꾸 친다 하는데서 이루어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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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본디 풍물굿의 발달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와 물자가 풍부한 지역

공동체 기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 등에서 성행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섬진강 발원지인 임실, 순창 등지에서 시작된 전북 남원의 금지평야

를 거쳐 섬진강이 끝나는 지점인 광양에 이르러 푸지게 행해졌었다 할 수

있겠다.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기 전 광양 민란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민

이 관의 곡식창고를 털 정도로 승부근성이 강했던 광양사람들은 현 에 이

르러 백운산 빨치산의 향과 여 ∙순 항쟁의 향 등으로 인해 문화적이

고 공동체적인 삶의 파괴 국면에까지 이르러 지금에 왔는데 이제는 제철소,

컨테이너 부두 등 산업화에 려 예전의 푸진 가락이 그다지 활발하게 행

해지고 있지 않다. 전략적 요충지 던고로 승부근성이 강하기로 소문난 광

양 버꾸놀이는 군 를 조직적으로 훈련시켰던 군악의 형태와 백운산에 도

선 국사께서 창건한 옥룡사지 및 인근 여러 절들에서 행해졌던 굿가락, 그

리고 호남이라는 곡창지 가 만들어낸 농경문화의 향을 받아 독특한 하

나의 역을 확보하고 있다. 

군악의 형태는 강한 승부근성을 가진 싸움굿에서 증명되고 있다. 고을 원

님의 입회 하에 인덕과 우장으로 나뉘어 덕석기를 꽂고 기로 진 을 나

누어 큰 줄다리기와 함께 행해져 겨루었는데 그 해 승부에 따라 이긴 쪽 마

을에서 진쪽 마을로 시집을 오면 시어머니가 호된 시집살이를 시켰으며 이

긴 쪽 마을에서 진쪽마을로 장가를 오게되면 동네 청년들이 신랑을 호되게

다루었다. 큰 줄다리기와 버꾸놀이를 행했던 정월 보름이 다가오면 몰래 친

정쪽 마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시집온 며느리가 차린 시아버지와 신랑의 밥

상이 표가 날 정도로 식구들끼리도 패가 갈리었다 한다. 고춧가루 서말을

먹고 뻘속 삼십 리를 긴다는 광양사람들이다. 하지만 강한 승부욕 때문에

살인이 나고해서 언제부터인가 고을 원님이 법으로 규제를 하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한다. 북 테두리를“딱”하고 울리고 내려 누벼 치는 기교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멋있는 가락이며 승무 법고 가락

의 누벼 치는 기법이 접목된걸 확인 할 수 있다. 그것은 우 찬 소리로 상

의 기를 죽이고 버꾸의 테두리를“딱”하고 누벼 치는 기법으로 호흡을 맞춰

단결된 힘의 과시와 흥을 돋구는 수단으로 연주되어 왔다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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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양풍물굿의 역사

광양관내의 각 마을풍물굿과 모든 지역의 풍물굿이 그렇듯 지금의 풍물

굿 형태를 정확히 밝힐 만한 연 추정이 확실치 않으나 현재 보존되고 있

는 광양지역의 덕석기가 조 40년(1764)에 고을현감 윤 익의 지휘 하에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보면 그 이전부터 발달된 풍물굿이 존재하고 있었음

이 확실하다. 하지만 지금에 이르러 관계된 상자료나 흔적을 찾기가 어려

워 안타깝기만 하다. 1900년 광양에서 활동하던 명인들로는 1910�

1920년 까지 활동하던 전견용(작고)을 꼽을 수 있으며 상쇠에 전견용, 징

에 강지선(작고)∙주점수, 북에 신기역(작고)∙신기동(작고)∙한순지∙양

일주∙한병오∙이태주, 장구에 장홍주(작고), 소고에 김건남(작고) 등이 유

명했는데 현재 실연이 가능한 분들중 양일주 선생의 개인놀음이 유독 특출

하다. 부들(개꼬리, 광양에서는 개꼬리상모라 이른다) 상모로는 한용배(작

고)씨가 유명했으나 60�70년 를 거치면서 자연 쇠퇴하기 시작했고 어렸

을 때부터 굿판을 따라다니던 양향진(광양풍물굿 버꾸놀이 상쇠)에게로 자

연스레 맥이 이어지게 된다. 1973년 남도문화제 우수상, 1978년 남도문화

제 장려상, 1987년 남도문화제 우수상 및 연기상, 1989년 남도문화제 연기

상, 1992년 남도문화제 연기상, 1994년 남도문화제 장려상 및 연기상 등

광양관내의 마을단위 굿들도 필요에 따라 각색되고 짧은 시간의 연에 임

해야하는 보여주기 식의 굿을 벌여야하는 진통을 겪어야 했다.

양향진은 부친 양일주(북) 선생을 따라 다섯, 여섯 살 때부터 바가지를

들고 굿판을 다니면서 굿을 배웠고 전견용(쇠) 밑에서 작은 버꾸를 메고 따

라다니며 판굿을 배웠다. 또한 박순기(쇠, 작고), 홍종태(쇠), 박 업(곡성

풍물굿 상쇠)선생 분들과 굿을 치기도 했으면 양순용(임실필봉굿 무형문

화재, 작고)선생, 천하제일이라 자랑하는 개꼬리상모의 명인 유명철(남원

농악 무형문화재)선생 밑에서 굿을 쳤다.

2) 광양풍물굿 버꾸놀이의 특징

조선시 에는 전라도를 내륙산간지역과 서해의 가까운 평야지역으로 나

누어 성루에서 전라도를 내려다보았을 때 왼쪽에 있는 산간지역을 좌도 지

역이라하고 오른쪽에 있는 평야지역을 우도 지역이라 했다.

전라좌도지역은 광양, 순천, 구례, 곡성, 남원, 순창, 임실, 진안 등 21개

지역이면 전라우도지역은 김제, 정읍, 고창, 광, 함평, 해남 등 36개 지역

제2장 민속

현재 보존되고 있는 광양지역
의 덕석기가 조 40년(1764)
에 고을현감 윤 익의 지휘 하
에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보면
그 이전부터 발달된 풍물굿이
존재하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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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풍물굿에서 좌도 굿과 우도

굿의 구별이 생겼다. 전라 좌도 굿은 쇠가락이 발달했

으며 진 풀이, 상모놀음 등이 고르게 높은 수준을 갖추

고 있다.

광양풍물굿 버꾸놀이는 다른 지방의 풍물굿에 비하

여 몇 가지의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특징의 하

나는 개인놀음에서 북놀이가 더 있는 점이다. 다른 지

방의 개인놀음에서는 상쇠, 장고, 소고만이 이용되나 광양의 개인놀음에는

북소리가 하나 더 있어 그 흐름이 다양하다. 다른 특징은 김매기 할 때의 두

레굿인데 김매기가 끝나면 수십 명의 농군이 풍물패로 변하여 부락간에 풍

물굿의 접전이 벌어진다. 이 접전에는 양편이 용기(멍석 크기만 하다고 해

서“덕석기”라고도 한다)를 앞세우고 기를 양쪽에 꽂아서 진지를 만들고

나발을 불어서 접전을 청하면 다른 편에서도 같은 요령으로 응하게 되는데

이때 부락간에는 일종의 풍물굿 경연이 벌어진다.

풍물굿의 향토적 역할을 하는 농기는 세로 1.8m 가로 3m의 큰 기이기 때

문에 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4명이나 된다. 나무 장 에 달아 중앙에서

한사람이 버래줄을 잡는데 세 사람이 보조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봐온

로 광양의 북놀이는 일종 독전을 위한 것으로 이는 전시에 북으로 덕전

을 하는 것에서부터 유래되어 온 것이 아닌가 추측되고 있다. 또 하나는 광

양읍 우산리 교촌마을에 보존되어 잇는 권농기로 일명“덕석기”라고도 한

다. 조 40년(1764) 이 고을 현감 윤익의 지휘∙감독으로 만들어진 것으

로 가로 3m, 세로 1.8m 중국산 광목이다. 이 기의 흰 바탕에는 연한 하늘색

구름이 깔렸고 구름 위에는 여의주를 가운데 두고 희롱하는 황룡과 청룡이

5색의 천연 염료로 채색되어 있다. 이 기는 풍물굿 패의 선두에서는 권농기

의 역할을 했고 접전이 벌어지면 향도의 역할을 하는가 하면 승전을 알리

는 기치가 되기도 했다. 다른 지방에서는 풍물패의 앞에“농자천하지 본”

이라 쓴 기를 내세웠지만 이 고장에서는 권농기가 서고 그 뒤를 한 쌍의

기가 따랐다. 내용에 따라 축원굿, 마당밟이, 두레풍장굿, 보름굿, 단오굿,

백중굿, 마당판굿 등으로 구분되는데 축원 굿은 팔월 보름에 지내는 사곡리

의 벚나무제사, 진상면 어치리의 용소기우제, 해안지 에서 음력초하루부

터 21일 동안 행해지는 풍신제( 동할멈제∙ 동씨액맥이), 죽림리 임기

마을의 벅수제, 당산제, 경칩날 옥룡의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 등이 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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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닌가 추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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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밟이에는 문굿, 마당굿, 술굿, 정지굿, 헛간(곡간)굿, 장꼬방(장독)굿, 철

륭(뒤안∙굴뚝)굿, 고사소리, 새미굿 등이 있다. 마당판굿은 질굿, 채굿, 호

호굿, 산, 덕석몰이, 춤굿, 노래숙, 미지기, 등지기 등의 앞굿과 도둑잽이,

탐모리, 문굿, 헤침굿, 개인놀이 등의 뒷굿이 있다.

3) 풍물굿 내는 순서

(1) 들당산굿

굿패가 마을에 들어서면 제일먼저 들 당산 굿을 쳐야 한다.

당산을 마을의 수호신이며 당산나무가 있는 곳은 개 넓은 공터가 있어

마을 사람들의 휴식과 놀이 공간의 역할을 한다. 마을 어귀에서 끝소고부터

거꾸로 당산나무를 향해 가는데 이때 혹시 당산신이 놀랄까봐 벙어리 삼채

를 친다. 당산에 도착해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휘모리를 치고 맺는다.

덕석몰이는 다섯 번을 하지만 두 번 내지 세 번으로 생략하기도 하고 마

지막 덕석몰이를 풀 때는 삼채로 가락을 내어 원진을 만들고 휘모리로 넘

겨 상쇠가 쇠를 막고 딱딱하면 두줄을 만들어 미지기를 한다. 삼채를 치면

서 당산나무 앞으로 두줄로 늘어서서 잦은 삼채 휘모리로 맺은 후 어루면

서 두 번 절하고 반 삼채 잦은삼채 휘모리 순으로 치고 맺은 후 어루면서 두

번 절 하고 된심채 휘모리 순서로 치고 맺은 후 어루면서 두 번 절하고 나서

질 굿을 치면서 당산을 물러난다.

(2) 마을 공동 새미굿

마을 새미굿은 일년내내 마르지 않고 그 물을 마시고 무병장수 하기를 기

원하는 굿이다. 들 당산을 마친후 굿패는 질굿을 치면서 마을의 공동 새미

로 가 새미굿을 친다. 새미를 시계 반 방향으로 돌면서 둘러선 다음 휘모

리로 맺는다 상쇠가 물맛을 보고나서 사설을 하면 구음에 맞춰 굿을 친다.

�사설 : 물주소 물주소 / 새미깡에 물주소 / 아따 그물 좋구나 / 아들낳고

딸낳고 미역국에 밥몰아먹세 / 펑 펑 솟아라 / 콩 콩 솟아라 / 새

미각시 물주소

(3) 마당밟이

마당밟이는 각 가정의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이는 굿으로 문굿, 마

당굿, 술굿, 정지굿, 헛간굿, 장꼬방굿, 철륭굿, 고사소리, 새미굿 순서로 이

어진다.

① 문굿 : 굿패가 질굿으로 행진하다 집앞에 도착하면 휘모리로 끊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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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새미굿은 일년내내 마르
지 않고 그 물을 마시고 무병
장수 하기를 기원하는 굿이다.
들 당산을 마친후 굿패는 질굿
을 치면서 마을의 공동 새미로
가 새미굿을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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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을 치는데 문이 열리면 휘모리로 맺는다.

�사설 : 쥔 쥔 문여소 / 문안 열면 갈랑깨(갈라요)

쥔 쥔 문여소 / 새릅 잡고 문여소

② 마당굿

집안으로 들어가 마당에서 치고 노는 굿이다. 이때 치는 일체굿은 집안에

서 이동할 때 질굿으로도 쓰인다. 마당으로 들어온 굿패가 삼채, 미지기, 

산 등 놀기 좋고 흥겨운 가락을 치며 제각기 간단한 판굿 형태로 재미있게

논다.

③ 술굿

앞굿과 뒷굿 사이에 잠깐 쉬며 술과 음식을 들고 휴식을 취할 때 치는 굿

과 같다.

�사설 : 어서치고 술묵자 / 콩나물국(두부국∙조포국)에 짐나간다

④ 정지굿(부엌굿∙조왕굿)

정지굿은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에게 명과복을 비는 굿이다. 포수가 쌀

을 가득 담은 주인의 밥그릇을 들고와 뒤집어 놓은 솥뚜껑 위에 올려 놓은

다음 일체굿을 휘모리로 몰아 맞는다. 이어 상쇠가 포수를 시켜 모님

(안주인)을 모셔오게 하여 치성을 드리게 하고 곧 바로 상쇠의 사설로 이어

진다.

�사설: 오방신장합다리굿에/ 잡귀잡신을몰아내고/ 명과복만쳐들이세

⑤ 헛간굿(곡간굿∙노적굿)

헛간을 온갖 곡식 및 중요한 연장을 보관하는 곳이니 만큼 그 집의 물질

적인 풍요를 비는 굿이다.

�사설 : 노적이야 노적이야 / 삼천석만 들이세 / 이구석 저구석 / 이석구

석 내구석

⑥ 장꼬방굿(장독굿)

장맛은 그 집의 음식맛을 좌우한다.

�사설 : 꼬방 꼬방 장꼬방 / 장꼬방 장꼬방

⑦ 철륭굿(뒤안굿∙굴뚝굿)

철륭굿을 치면서 뒤안을 돌아 집을 한 바퀴 돈다.

�사설 : 철륭 철륭 우철륭 / 좌철륭 우철륭 / 앞으로 보니 천석꾼 / 뒤로

보니 만석꾼

⑧ 고사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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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을 한 바퀴 돌고나면 마루에 올라서서 고사소리를 하는데 액막이 타

령, 업타령, 비단타령, 보석타령 등 30분이 넘는 다채로운 소리가 있다.

⑨ 새미굿

어느 개인집을 들어가 마당밟이를 할 때에는 새미굿을 제일 나중에 친다.

새미굿까지 마치고 나면 인사굿을 치고 나서 그 집을 나오는 것으로 끝난

다. 새미굿 사설과 가락은 마을 공동 새미굿과 같다.

(4) 앞굿

① 질굿(길굿∙풍류굿)

질굿은 외채 질굿과 5채 질굿이 있으며 현재는 굿거리풍류배인 외채 질

굿이 많이 쓰이고 있으며 간혹 삼채배 질굿을 칠때도 있다. 질굿은 굿패가

행진할때나 이동할 때 치는 가락이며 판굿을 치기전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판굿을 칠때는 끝소고부터 시계방향으로 입장해 넘는 가락에서 시계반

방향으로 바뀐다. 당산굿을 치러 갈때는 질굿 다음에 벙어리 삼채가 이어지

며 마당밟이를 할때는 질굿 다음에 휘모리로 넘겨 맺고 문굿으로 넘어간다.

② 채굿

판굿의 기본틀을 잡는 굿으로 가락이 매우 다양하며 서서히 흥을 올려 시

선을 굿판에 집중하게 만든다. 채굿은 일채부터 십이채까지 있는데 여기서

채는 한 장단에 치는 징의 타수를 말한다. 즉 일채는 한 장단에 징을 한번,

십이채는 한 장단에 징을 열두번 친다. 그런데 이채(두마치∙휘모리)와 삼

채의 경우 예전에는 징을 한 장단에 각각 두 번과 세 번씩 쳤는데 요즘에 와

서 징의 타수가 변했다고 한다. 채굿의 가락은 주로 암∙수 한 장단씩 짝을

이루어 친다. 풍물굿의 가락은 일∙이채∙삼채가 기본인데 굿을 시작할 때

는 주로 일채가락을 많이 치며 가장 표적인 가락은 삼채가락이다. 그래서

산, 미지기 등의 뒤에는 삼채가 붙어 흥을 돋운다. 채굿에서는 굿패들이

상쇠줄과 장구줄로 나뉘어 서로 반 로 도는 겹원진을 펼친다. 바깥쪽의 장

구줄은 시계 반 방향으로 안쪽의 상쇠줄은 시계방향으로 돌며 잡색들은

원진 안에서 허튼 춤을 춘다.

③ 호호굿

호호굿은 군사훈련에서 점호를 하는 것과 같은굿으로 가락과 진, 서로 외

치는 소리를 통해 단결의 모습을 보인다. 처음에 상쇠줄과 장구줄이 진풀이

가락으로 서로 엇갈리다가 두줄로 둥 게 진행하며 된열두마치를 치는데

이때 징이 열두번을 되게 치기 때문에 된열두마치라고 부르고 치배들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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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굿 가락을 치면서 호호 하고 외친다.

호호굿과 도는 호호굿 가락을 치고 잦은 호호굿 들어가는 가락을 치며 옆

걸음을 하다가 상쇠줄이 그 자리에 앉는다. 여기서부터 장구줄이 밖으로 뒤

집어져 돌고 상쇠도 일어나 돈다. 잦은 호호굿을 치며 몇 번을 뒤집어 돌다

장구줄이 시계반 방향으로 돌게 되면 상쇠줄이 태극진을 만들며 장구줄

을 쫓아가 두줄로 나란히 원을 만들어 휘모리에서 꽹가리 미지기 놀음으로

들어가 싸잽이에서 연풍 로 돈다음 휘모리를 맺어 쇠잽이들은 제자리에

앉는다.

④ 산

산굿은 풍물굿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산에는 늦은 산, 잦은 산, 

산다드래기가 있으며 상쇠가 일정한 순서의 가락을 치면 부쇠가 받아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부포 놀음과 함께 세련된 가락의 산굿은 어깨춤이

덩실덩실 솟아나는 춤가락으로 흥겹게 진행된다. 부포놀음에는 한쪽으로

돌리는 외사, 양쪽으로 한번씩 돌리를 양사, 양쪽 두 번씩 돌리는 사사, 전

립테를 쪼아돌리는 전조시, 부포를 뒤로 넘겨 좌우치기를 하는 개꼬리, 부

포를 뒤로 젖혀 깃털만 돌리는 연봉놀이, 깃털을 전립위에 얹는 똬리 얹기

등이 있다. 늦은 산은 처음에 한번씩 치고 상쇠가 일어나서 뒷짐을 지고

부포놀이를 한다.

징은 산굿 내내 치지 않으며 어깨에 메고 춤을 춘다. 이어 잦은 산으

로 빠르게 주고 받다가 산 다르래기로 넘겨 다시 가락을 주고받다가 휘

모리로 넘겨 전립을 돌리고 너설로 쇠발림을 한 후 짝쇠놀음으로 들어가

삼채굿을 치고 맺는다.

⑤ 덕석 몰이

덕석몰이는 다섯 번을 하지만 두 번 내지 세 번으로 생략하기도 하고 마

지막덕설몰이를풀때는삼채로가락을내어원진을만들고휘모리로끝낸다.

⑥ 춤 굿

춤굿은 굿거리, 삼채, 휘모리 등의 가락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흥을 돋구

고 진풀이를 한다. 상쇠가 어름굿을 치면서 한 원으로 정렬하여 판을 한바

퀴 돈 뒤 제자리에 와서 쇠를 바닥에 놓는다. 장구와 북이 굿거리로 들어가

면 태평소는 시나위를 연주하고 치배들은 삼색띠를 양손에 잡고 쇠는 쇠끼

리 장구는 장구끼리 북은 북끼리 소고는 소고끼리 잡색은 잡색끼리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 상쇠의 신호에 삼채배로 바뀌면 전체가 판을 한바퀴 크

제9편 민속 및 구비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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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돌다 제자리에 왔을 때 상쇠의 신호에 휘모리로 넘긴다. 상쇠의 움직임

에 따라 두 사람씩 마주보며 두 번 앉았다 일어 선 후 수박치기를 한다. 상

쇠가 쇠를 막고 딱딱 소리를 내면 모두 악기를 잡는다. 장구 북을 제외한 모

든 치배들은 부포, 상모, 너설을 돌리며 두 번 앉고 일어선다. 그리고 나서

상쇠는 판 가운데로 들어가 휘모리를 몰아친후 삼채로 넘는다.

⑦ 노래굿

호호굿과 마찬가지로 진풀이가락으로 시작하며 쇠와 징 잡색은 안쪽, 장

구 이하는 바깥쪽에 서서 두 줄로 걸어가며 노래굿을 친다. 상쇠의 매기는

소리, 나머지 치배들의 받는 소리로 노래하며 양양가, 구구가, 수양가, 꽃노

래 등이 있다.

⑧ 미지기 굿

어루면서 쇠와 잡색 한 원으로 정열 원을 만든후 상쇠는 쇠잽이들만 원

가운데로 불러온다 어루면서 제자리돌기 부포놀음 등을 한다. 상쇠, 부쇠,

번갈아 짝쇠를 주고받는데 처음은 매우 느려서 가락은 자진삼채를 친다.

가락을 점점 빨리하여 휘모리로 들어가면 다른 쇠잽이들도 다시 원을 이룬

다. 쇠가락을 막은 상태에서 상쇠가 잿잿잿잿하며 원을 반으로 나누어 두

줄로 만들고 상쇠가 다시 잿잿잿잿하면 상쇠 맞든편 줄이 다가와 서로 마

주보는 두줄이 된다. 상쇠가 쟁하고 치면 맞은편 줄이 뒤돌아서 두줄과 같

이 행진하는데 이때 전립을 돌리고 너설을 젖는다. 고 당기기를 수차례

하다가 상쇠가 잿잿잿잿하면 맞은편 줄이 제자리로 돌아가 징, 장구, 북 소

고, 잡색 등이 각각 한판씩 논 다음 원진을 만들어 휘모리를 넘겨 맺은 다음

삼채→잦은삼채→휘모리로 맺는다.

⑨ 등지기 굿

원의 상태에서 상쇠부터 시작하여 둘씩 짝을 정해 마주보고 앉는다. 일체

굿 가락을 상쇠와 다른 쇠잽이들이 번갈아 치면서 상쇠를 따라 모든 치배

들이 서로 등과 엉덩이를 고 었다 업혔다를 반복한다.

이때 잡색들도 원안에서 짝을 지어 등지기를 하는데 상 가 기댈 때 갑자

기 몸을 빼내 넘어뜨리는 등 즉흥적인 연기를 한다. 일체굿 가락을 치면서

상쇠가 일어서면 다른 가락에는 모두 일어서며 가락을 빨리 몰아 쇠잽이들

은 원안에서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잦은삼채 휘모리 등의 순서로 맺는다.

(5) 뒷굿

① 도둑잽이

제2장 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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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굿중에서 잡색들의 재담, 사설, 연희 등이 많아 가장 극적인 굿이 도둑

잽이굿이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투전놀이 등으로 놀고 먹는 사람들, 남

의 여자를 희롱하는 등의 문란한 사람들을 가려내 벌하고 기강을 잡는다는

교훈이 있다. 예부터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들은 공동체 사회 속에서

불필요한 존재 으며 이들을 훈계해 새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집단생활

의 규범과 면모를 볼 수 있다.

상쇠는 기를 비롯한 모든 굿패들을 거느리고 원진을 돌다가 두줄로 세

운 다음 반풍류가락에 맞추어 줄밖의 포수를 데리고 노는데 가락은 치지

않고 부포와 너설을 저으며 부쇠는 상쇠의 부포짓을 보고 이끌어 간다. 

포수는 두 줄 밖에서 돌고 상쇠는 두줄 안에서 도는데 포수를 두바퀴 돌

린다. 부쇠는 포수와 상쇠가 줄의 끝에 자리할때마다 휘모리를 한번씩 몰

아준다. 그런 후에 반풍류를 치며 두줄이 반 편으로 갈리었다가 반 편에

서 상쇠줄을 안으로 부쇠줄은 밖으로 돌아 제자리에 와서 만나면 원진형태

에서 휘모리를 몰아 맺고 한참 놀음판이 진행될 때 굿패들이 덕석몰이를

하면서 수차례 자리옮기기를 하고 제자리에 앉으면 잡색들이 원안으로 들

어와 노름판을 벌이고 음탕한 짓을 한다.

상쇠가 어름굿을 치면서 뛰어들어 덕석몰이를 하면서 포수의 관을 쳐

서 벗겨놓고 지나가는데 이것이 포수의 목을 베는 것이다. 땅바닥에 나자

빠진 포수를 잡색들이 살리려 하나 이미 죽은지라 와아��하고 치배들

이 일어나 포수의 전리품을 기위에 높이 걸고 승전굿을 친다. 이때 모

든 깃발이 중앙으로 모이고 한바탕 신나게 어울어지고 난 후 포수를 메

고 상여소리를 하며 판을 한바퀴 돌아 밖으로 낸다. 치배들은 상여소리를

맞추어 가락을 넣고 두줄로 따라돌다 직선 두줄로 제자리에 서서 탐모리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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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一次)

이차(二次)

삼차(三次) 만에

전 원(全代員)은 유처(幽處)로 체은(體隱)되어 일차선망(一次先望)

도포수(都鋪首) 방포일성(放鋪一聲)하라 예��이��

후(後)와 성(聲)으로 명포순서 불변(銘包順序�變)에 현원좌중(現圓坐中) 사차(四

次)에 청 (請�)이요 우면도적(偶然盜賊)이 진중(陣中)에 당도(當到)하 으니 삼진

삼퇴(三陳三退)로되 미결승부(未決勝負)러니 사차(四次) 도적(盜賊)을 참강(塹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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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탐모리

판굿의 전과정에서 가장 절정에 이르는 부분이다. 덕석기∙ 기를 비롯

해 두줄로 서있던 치배들이 전∙후 7보 좌∙우 7보씩 교차한 다음 상쇠가

기에 걸려있던 화관을 내려 춤을 추면서 굿패들을 어룬다.

반풍류가락에 맞추어 춤을 추다가 잡색 중 각시와 창부에게 차례로 다가

가 머리에 화관을 씌운 다음 기앞으로 데려와 휘모리 가락에 맞추어 춤

을 춘다. 다시 반풍류 가락이 나오면 상쇠는 화관을 벗겨들고 반풍류, 휘모

리 가락에 춤을 추다가 다시 제자리로 데려가 화관을 모닥불을 향해 던지

면 여흥이 끝나게 된다.

③ 문굿

문굿은 상쇠가 기를 잡고 교차시켜 문을 만든다음 치배들의 점호를 취

하는 굿이다.

�상쇠 : 한민국 전라남도 시 치배들 / 전체 : 예이

�상쇠 : 각각 답하라 / 전체 : 예이

�상쇠 : 띠때 삼초하라

�전체 : 예이(띠때 상쇠 앞에서 3번 분 다음 인사하고 들어간다)

포수, 소고, 북, 장구, 징의 순서로 한다. 마지막으로 징이 나와 3번 친

후 상쇠가 쇠채로 징의 테두리 안쪽을 두드리며 풍류굿(굿거리배)가락으

로 매기면 전치배가 가락을 받는다. 풍류굿을 치면서 가새치기로 풀어 원전

을 만든다음 삼체 자진 삼채 휘모리 순으로 쳐서 맺는다.

④ 헤침굿(갈림굿)

�구음 : 별 따세 별따세 하늘잡고 별따세

콩 꺽세 콩꺽세 두 넘어 콩꺽세

갈 리세 갈리세 구경꾼도 갈리세

마지막 구음에서는 휘모리에서 연풍 , 자반 뒤집기로 맺는다.

⑤ 재능기(개인놀이)

재능기는 쇠, 장구, 버꾸, 소고의 개인 놀음이다.

특히 광양풍물굿의 북놀이인 버꾸놀이는 좌도 지역에서도 광양에만 형

제2장 민속

으니 명금타고후(銘琴打鼓後)에 행 (行�)하라 예��이��(쇠, 징, 장구, 북,

소고 순서로 일체가락을 각 각 세장단씩 친다.)

와�성입후승전(聲�後勝戰)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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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독툭한 가락이다. 판굿 치는 것 전체를 버꾸친다 할 정도로 버꾸잽이

들의 기량과 가락, 몸짓이 뛰어나며 힘있고 남성적인 가락과 춤사위가 호전

적이기로 정평이 나 있다. 삼채 짝드름배로 저정거리며 시작해 점차 빨라져

매도지로 가락을 낸다. 풍류굿인 굿거리 배에서 한껏 발림을 하면서 덧뵈기

춤을 춘다. 반풍류 삼채배에 맞추어 상쇠와 부쇠가 소리를 죽여 서로 받아

치다가 자진 삼채배에서 쇠가락을 뚝뚝하고 막아주면 버꾸잽이들은 힘껏

질러 면서 제자리 앉아 돌기를 한다. 상쇠가 갱 개갱은 갱 갱하고 네 번

매기면 버꾸잽이들은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나듯 하면서 궁 구궁 궁 궁 궁

궁 구궁 궁 궁 궁 하면서 네 번 매긴다. 진풀이배에서는 버꾸를 발로 쳐 올

려 저정거리며 넌줄 다가 휘모리 배로 들어가 상쇠와 부쇠가 서로 맞받아

치면서 매기면 한껏 춤을 추면서 돌다가 쇠를 딱딱하고 막으면 미지기

형으로 들어가 미지기를 몇판하는데 전립질을 하면서 앉아 뛰는 버꾸는 우

찬 북소리로 상 의 기를 죽이고 버꾸의 테두리를“딱”하고 누벼치는 기

법으로 호흡을 맞춰 단결된 힘과 과시와 족전을 수단으로 행해졌었다. 구부

정하게 허리를 구부려 공격적인 자세로 버꾸와 고개를 좌, 우로 흔들면서

황소 뒷발차기와 함께 휘모리배에 맞추어

하고 몰아치는 된 버꾸와 자진 모리배에 맞추어

하고 굴려 치는 자진버꾸 가락은 강하고 부드러움이 잘 조화된 신명나고

예술적인 가락인데 매도지 부분에서는 예부터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나 덩

실덩실 춤을 추게 하 다는 실화를 가지고 있으며 직접 보았다고 증언하는

사람도 있는데 1970년 까지는 극적 요소를 가미해 잡색 중에 곱사등이가

연기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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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천지 북가죽”“조선 천지 북가족”

“북가죽가 북가죽”“지름 볼라 개가죽”

“푹 푹 쑤셔라”“덤빌 려면 덤벼라”

“덤벼라 덤벼라”“죽을 려면 덤벼라”

“덤벼라 덤벼라 이리와 덤벼”“아 나 떡주게 이리와 덤벼”

“쑤셔라 쑤셔라 모리게 쑤셔”“푹 푹 쑤셔라 야물게 쑤셔”

집필 : (전) 진상초등학교 교장 이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