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과정을 통해 본
전통의 창조: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중심으로

윤 준 섭*

I. 서론
하회별신굿탈놀이1)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에서 연희되어 온
별신굿이다. 이 별신굿은 해마다는 아니지만 일정한 주기를 갖고 행해졌으
며 마을의 풍년과 평안을 기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28년 무진년을 마지
막으로 중단된2) 별신굿은 굿이라는 맥락에서 벗어나 여러 차례 복원되어
1958년 제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 1964년 하회탈의
국보 지정, 1980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
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이두현의 조사보고를 토대로 하회별신굿의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필자는 2009년 ‘한국민속예술축제 50년사’ 편찬 사업에 보조 연구원으로 참여하였
다. 보조 연구원 활동으로 하회별신굿의 현장 조사를 하였는데, 이 논문은 그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당시 연구책임자로서 현장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손태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 이하 ‘하회별신굿탈놀이’를 ‘하회별신굿’으로 통일한다.
2) 하회별신굿은 무진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고 전해지지만, 1935년, 1941년경 일
제 당국의 지시나 조사자[송석하]의 연구 목적으로 인해 소규모로 행해진 바가 있
다(조정현(2005), <하회탈춤 전통의 재창조와 안동문화의 이미지 변화>, ≪비교민
속학≫ 29, 비교민속학회, 3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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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은 고정되어 현재에 이르렀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두현의 조사보고는 성병희의 조사보고를 토대로 작성되었는데 이두
현, 성병희의 조사보고와는 상이한 내용이 담긴 조사보고가 존재한다는 사
실이다.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 성병희의 조사보고와 대립적인 관점으로 논
란을 일으켰던 류한상의 조사보고가 그것이다.3) 본래 가면극은 대본이 아닌
상황에 따른 연희자의 구술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연행 당시의 연행자,
채록자, 채록시기 등에 따라서 그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어찌 보
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의 하회별신굿에 대해서 해석상의 큰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조사보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조사보고만을 중심으로
하회별신굿을 논의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사실 하회별신굿 자체가 비정형적으로 연행되고 현재에는 굿으로서의 연
행이 중단된 만큼 하회별신굿 조사보고의 비교를 통해 본래의 모습을 찾는
다는 시도는 어쩌면 무모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양명이 지적했듯이
일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조사보고가 국가에 의해 권위가 인정된 정전(正
典)으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와 실행의 전거로 활용됨으로
써 그릇된 결과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4) 따라서 하회별신
굿 역시 일부 연희자의 기억이나 채록자[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작성
된 조사보고라는 의문이 든다면, 덧붙여 이 조사보고가 무형문화재 지정 이
후 그것이 하나의 정본이 되었다면, 이 정본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
하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진 민속놀이로서 하
회별신굿의 예술적 검토가 아니다. 본고는 하회별신굿이 언제, 어떻게, 누구
에 의해, 어떠한 의도로 민속 원형으로 상정되어 국가의 중요무형문화재 제
69호로 지정되고 제도화되었는지 그 과정과 의미를 탐색하는 데 의의가 있
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재 정본, 정전이 된 하회별신굿에 대한 객관적 검
3) 당시 논란에 대해서는 中村和代의 논문이 자세하다(中村和代(2005), <전승집단과
연행상황에 따른 하회탈놀이의 지속과 변화>, 안동대학교 석사논문, 30-32면).
4) 한양명(2006),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분야의 원형과 전승 문제에 대한 반성적 검
토>, ≪한국민속학≫ 44, 한국민속학회, 5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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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제도화 과정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1980년 이전에 발표된 하회별신굿에 관련한 문헌자료를 최대한 폭넓
게 수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류한상, 성병희 조사보고에 직간
접적으로 참여한 인물들에 대한 면담조사 자료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상의
자료를 분석, 고찰한다면 새롭게 창출된 하회별신굿에 대한 이해를 기대해
본다.

II. 하회별신굿의 조사 양상
하회별신굿에 관한 최초의 조사기록은 송석하에 의해 이루어졌다. 1935년
12월부터 발표한 <한국민속개관>의 ‘가면극’ 부분에 하회에 관한 기록이 있
고, 이듬해 4월에 쓴 <가면이란 무엇인가>에 하회탈에 관한 언급이 있다.5)
여기에서 송석하는 하회의 가면은 동리의 수호신으로 무격계통의 벽사가면
(僻邪假面)으로 설명했다. 동리에서 하회의 가면을 당집에서 모셨다가 상원
(上元)에만 개문(開門)하여 치성(致誠)을 드렸으며, 가면의 수효는 전부 9개
로 그 중 2개를 타지에서 훔쳐 갔으므로 일단 훔쳐간 것은 찾아오지 못한
채 그곳에 보관했다고 한다.6) 가면의 수효가 9개였다는 것은 현재 국보 제
121호로 지정된 가면들[양반, 선비, 중, 할미, 초랭이, 백정, 이매, 각시, 부
네]의 수효와 일치한다. 송석하의 자료는 하회별신굿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
이기도 하지만, 최초의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방 후, 하회별신굿을 세상에 알린 조사기록은 최상수의 ≪하회가면극의
연구≫(이하 최상수본)7)와 류한상의 <하회 별신가면무극 대사>(이하 류한상
본)이다.8) 최상수본은 1936, 1942, 1957년 세 차례에 걸쳐 하회를 방문하고
5) 송석하의 <한국민속개관>과 <가면이란 무엇인가>는 ≪韓國民俗考≫에 다시 수록되
어 있다(송석하(1960), ≪韓國民俗考≫, 日新社).
6) 송석하(1960), 앞의 책, 25-26, 203면.
7) 최상수(1959), ≪河回 假面劇의 硏究≫, 高麗書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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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기록이다. 최상수본은 하회별신굿에 대해 “옛날의 옛모양 그대로 전
승”되어 온 것으로 어느 가면극보다도 단순한 가면극으로 보았다.9) 이로 인
해 최상수본은 구체적인 대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하회별신굿의 구체적인 대사는 류한상본에서 비로소 발견된다. 류한상은
하회 마을 출신이었다. 그가 작성한 류한상본은 1889, 1928, 1940년 하회별
신굿을 연행한 생존자들의 구술에 의거하여 조사한 기록이기에 1959년 발표
당시 학회의 주목을 받았다.10) 류한상본이 발표되기 1년 전, 서울에서 제1
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열렸다. 경연대회의 특성상 30분이라는 시간제
한이 있었기에 이때 연행은 ‘주지-파계승-양반·선비-살생’ 네 마당으로 구분
되어 짧게 연행된다.11) 여기서 류한상은 하회탈을 준비하고 대사를 정리하
는 등 대회 준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그 결과 하회별신굿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때 활용했던 대본은 류한상본과 전반적으로 동일하다고 추측된
다.
그 후 류한상본은 이두현과 이재호에 의해 거듭 활용된다. 이두현은 류한
상의 조사기록이 학회지에 실리도록 도움을 준 인물이다. 그 후 이두현이
류한상본에 의거하여 종래의 기록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한 ≪한국가면극≫
(1969)에서 성황제 가면으로서 하회 가면의 역할이나 비중을 재설정하였
다.12) 1975년에는 하회별신가면극 회원인 이재호가 류한상본에 자신이 조
사, 채록한 내용을 보충하여 <하회 별신가면무극 대사>를 발표했다.13) 그러
나 이재호는 연구자보다 문학인에 가까웠고 이두현이 그의 조사를 다분히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한 것14)이라고 평할 만큼 그의 자료는 하회별신굿
8) 류한상(1959), <河回 別神假面舞劇 臺詞>, ≪국어국문학≫ 20, 국어국문학회.
9) 최상수(1959), 앞의 책, i, 19면.
10) 류한상은 1928년 별신굿의 산주였던 민용이, 큰광대역의 윤필봉, 주지역의 박수근
등의 면담 조사를 하였다고 한다(조용기(1987), <河回別神굿 탈놀이硏究>, 서울대
학교 석사논문, 67면).
11) 윤병하를 면담조사한 손태도의 증언을 빌리면, 당시 영남의 양곡 사건으로 인해
민심을 자극시킨다는 이유로 환재 장면의 공연은 정부에서 금지시켰다고 한다.
12) 이두현(1969), ≪한국가면극≫, 문화재관리국, 159-179면.
13) 이재호(1975), <河回別神假面舞劇臺詞>, ≪韓國文學≫ 20, 한국문학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과정을 통해 본 전통의 창조 301

의 원형과는 거리가 있다.
이후 1978년 10월 김택규·성병희가 공동으로 조사하여 집필한 <하회별
신 굿놀이 조사보고>가 발표된다.15) 이 연구는 그 동안 이루어진 하회별신
굿 연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채록자[김수진], 구술자
[이창희], 조사기간(1978. 2~1978. 8) 등을 밝히고 있는데, 일의 진행으로 보
아 김수진을 포함한 현지탈춤회원들이 이창희를 통해 가능한 복원작업을 마
친 후, 김택규·성병희에게 조사기록을 의뢰한 것으로 판단된다.16) 그 후
성병희는 하회별신굿을 조사하면서 류한상본의 신빙성에 의심을 갖고서
1978년 발표한 논문을 수정하여 1980년 정식으로 <하회 별신탈놀이>(이하
성병희본)를 민속학회에서 발표한다.17)
성병희본의 출현은 하회별신굿 연구뿐만 아니라 그 위상에도 새로운 전환
점이 되었다. 1958년 민속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래, 류한상의
주도로 하회별신굿은 몇 차례 대회에 참가하지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다.18) 그러나 1978년 춘천에서 열린 민속경연대회에서 성병희본을 중심으로
공연한 하회별신굿은 문화공보부장관상을 받는다.19) 동시에 성병희본을 기
본으로 국립영화제작소가 하회별신굿을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기에 이른
다.20) 이러한 과정을 거친 하회별신굿은 198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된다.
나아가 성병희본은 이두현·심우성이 문화재관리국에 제출한 지정보고서
에 전면적으로 인용된다.21)22) 그리고 이두현은 1982년 위 지정보고서를 바
14) 이두현(1980), <河回別神굿탈놀이>, ≪無形文化財調査報告≫ 제16호, 5면.
15) 김택규·성병희(1978), <安東河回別神 굿놀이>, ≪우리 고장의 民俗≫, 慶尙北道
文化財課.
16) 서연호(1980), <서낭굿 탈놀이>, ≪문예진흥≫ 55, 한국문화예술진흥원, 58면.
17) 성병희(1980), <河回 별신탈놀이>, ≪한국민속학≫ 12, 민속학회.
18) 하회별신굿은 3회(1962년, 장려상), 5회(1964년, 문화공보부장관상) 대회에서 수상
한 이후 1978년까지 수상 내역이 없다.
19) 1978년 대회는 대통령상이 없었기에 문화공보부장관상은 대통령상과 동일하게 이
해할 수 있다.
20) 中村和代(2005), 앞의 논문, 20~21면.
21) 성병희(전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 경북·대구 문화재 위원) 면담자료, 200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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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하회별신굿 탈놀이>라는 논문을 발표한다.23) 이 과정에서 류한상본
은 원형에서 먼 이본으로 제외되고 성병희본과 이에 기초한 이두현의 조사
보고가 오늘날 하회별신굿의 대본이자 정본(正本)으로 인식되어 전해지고 있
다.

III. 하회별신굿 채록본의 비교
1. 과장 구성의 차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회별신굿은 송석하, 최상수, 류한상, 이재호, 성병
희, 이두현 등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설이 채록되었다. 그런데 이들의 조사
는 실제 연행 후 한참이나 지난 후에 진행되었다. 그렇기에 각각의 조사보
고가 하회별신굿에 참가했던 광대들과 목격자들의 제보와 구술을 토대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장 순서·내용·등장인물·채록 범위 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개별 과장이 기록된 최상수본, 류상한본, 성병희본을 중심으
로 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4)
먼저, 최상수본은 구체적인 대사가 없으며 하회별신굿을 ‘각시와 중 - 양반
과 하인·선비와 첩 - 할미와 영감 - 주지 싸움 - 백정의 도우’인 5과장으로 한
정하고 강신(降神)과 당제(堂祭) 등의 의례 과장은 제외시킨 특징이 있다.25)
이러한 특징을 통해 최상수가 탈놀이만을 하회별신굿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탈놀이와 의례를 구별한 조사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
이다.
(中村和代(2005), 위의 논문, 25면).
22) 이두현·심우성(1980), <河回別神굿탈놀이>, ≪無形文化財指定調査報告書第133號≫,
文化財管理局, 1980.
23) 이두현(1982), <河回別神굿 탈놀이>, ≪韓國文化人類學≫ 14, 한국문화인류학회.
24) 1980년, 1982년 발표된 이두현의 조사보고는 성병희본과 큰 차이가 없기에 본 논
의에서는 성병희본을 중심으로 한다.
25) 최상수(1959), 앞의 책, 12-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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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상본은 류한상이 1928년에 산주였던 민용이, 큰 광대역의 윤필봉, 주
지역의 박수근씨를 중심으로 면담 조사하여 1889년, 1928년, 1940년 별신굿

의 대사를 채록한 것이다. 하회가면극을 ‘강신 – 주지 – 삼석놀음 – 파계승 – 양
반·선비 – 살림살이 – 살생 – 환재 – 혼례 – 신방 – 헛천굿 – 당제’인 12과장으로
나누었다. 탈놀이와 의례를 구분한 최상수본과 달리, 류한상본은 강신과 헛
천굿, 당제 등의 의례를 하회별신굿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례마
당와 신방마당도 완전히 탈놀이로서 포함시키고 있다. 무당이 탈놀이를 하
는 삼석놀음마당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류한상본은 각 과장에서 인물이 과장 순서에 따라 등장하여 유기적
으로 연결되는 점이 특징이다. 파계승마당의 마지막 부분에는 양반과 선비
가 등장하여 양반·선비마당으로 연결되고, 양반·선비마당의 마지막 부분에
는 할미가 등장하여 살림살이마당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러한 양상은
살림살이와 살생, 환재마당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성병희본은 성병희가 무진년 별신굿의 실제 연희자인 이창희의 구술을 토
대로 대사를 채록한 것이다. 하회별신굿을 ‘강신 – 무동 – 주지 – 백정 – 할미 –
파계승 – 양반·선비 – 당제 – 혼례 – 신방 – 헛천거리굿’인 11과장으로 의례와
탈놀이를 구분하지 않고 채록한 점에서 류한상본과 동일하다. 그렇기에 성
병희본에도 류한상본과 동일하게 강신과 당제, 헛천거리굿 같은 의례가 발
견된다.
그러나 성병희본은 과장 구성과 관련하여 류한상본과 주목할 만한 세 가
지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무당이 주관하는 삼석놀음마당이 빠져 있다. 이
점은 아마도 성병희본이 연행 주체의 비중을 광대들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추측된다. 둘째, 소의 불알을 따는 백정마당이 별신굿의 초반
부에 위치한다. 이후 양반·선비마당에서 양반과 선비가 이 불알을 가지려
고 싸운다. 반면, 류한상본은 양반·선비마당 이후에 소의 불알을 따는 살생
마당이 위치한다. 소의 살생과 관련해서는 성병희본이 류한상보다 서사가
인과적으로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류한상본에 부재한 무동마당의 등
장이다. 여기서 무동은 각시가 타는데 성병희는 각시를 신의 대역으로 보고
그녀를 높이 추켜올리는 의미로 무동마당을 해석하였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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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병희본은 류한상본과 큰 차이가 있다. 특히 무동마당에서 표현
되는 각시의 위상 변화는 주목된다. 류한상본에서 강조되지 않았던 각시가
성병희본에서는 매우 중요한 존재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덧붙여 무동마당에
서 부각된 각시의 위상은 그 뒤 전개되는 다른 과장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쳐 류한상본과 다른 별신굿의 전개를 이끌어낸다. 따라서 각시를
중심으로 성병희본과 류한상본을 관찰하면 많은 지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물
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기대된다.
이상으로 하회별신굿 각각의 조사보고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먼저, 최
상수, 류한상, 성병희의 조사보고는 과장의 구성에서 5과장, 11과장, 12과장
으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최상수본이 탈놀이만을 하회별신굿으로 판단하여
조사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와 달리 류한상본, 성병희본은 하회별신굿의
의례를 포함한 구체적인 조사보고이다. 이 둘을 비교하면 여러 차이점이 발
견되지만, 그중 각시의 위상 변화가 주목된다. 이에 류한상본과 성병희본에
서 표현된 각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검토, 비교하면서 각시 위상 변화의
의미를 살펴보겠다.

2. 각시의 위상 차이
하회별신굿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당시 류한상과 성병희는 각시의 성격,
무동마당의 유무, 파계승 마당에 등장하는 중의 상대역 문제를 중심으로 극
명하게 대립한다. 15세 과부였던27) 각시가 성병희본에서는 17세 처녀신으로

26) 성병희(1980), 앞의 논문, 110-111면.
27) 류한상본에는 각시의 나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 이전의 조사보고에서 다음
과 같이 각시의 나이가 15세로 언급된다. “제신은 성황신이라 한다[또 별신(別神)
으로도 부른다]. 상임 제주인 박학이(朴學伊)[山主]가 말하는 바로는, 이 동신은
무진생(戊辰生) 의성오토산(義城五土山) 김 씨라는 여자가 15세 때 남편이 죽어
홀로 된 후에 이곳의 성황신이 되었다고 한다. 또 신체는 산상의 사당에 안치한
신령(神鈴)이 부착된 길이 3장 반 되는 신간인데, 이 신간을 흔히 ‘무진생성황님’
으로 부른다고도 한다”(무라야마 지쥰 저, 박호원 역(2016), 부락제, 민속원, 6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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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최상수본과 류한상본에 없는 무동마당이 성병희본에 등장하며, 파
계승마당에서 중의 상대역이 류상한본에서는 각시로, 성병희본에서는 부네로
등장한다.
성병희본에서는 각시를 17세 처녀신인 ‘무진생 성황신’으로 보고 그 역할
을 부각시키고 있다. 성병희는 각시에 대해서 “각시는 무동을 탈 때 탈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고 쓸 때도 있으나 하회의 경우 무동을 단순하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신은 하늘에서 하강하는 것, 위대하고 절대적, 불가침의 존
재로서 대역인 각시를 상위에 우대하여 인간의 머리 위에 높이 올린다”라
는28)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성병희의 주장에 대해 류한상은 “무동
은 하회의 문화가 아니라 경기도 쪽의 문화이기 때문에 각시가 무동을 반드
시 타는 것은 아니다”라고29) 하였다.
그리고 최상수본과 류한상본에서는 파계승마당에서 중의 상대역이 각시지
만, 성병희본에서는 중의 상대역으로 부네가 등장한다. 이에 대해 조용기는
중의 상대역이 각시에서 부네로 전환한 것으로 보고 각시의 신성성이 약화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덧붙여 이 변환 과정에 대해 신성가면이 예능가면
으로 전화(轉化)한 한 예로 해석하였다.30) 그러나 그의 논의는 당시 논란거
리였던 각시가 서낭신이라는 해석을 비판 없이 수용했다는 점과, 각시에서
부네로의 전환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
고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각시는 누구인가? 일찍이 각시의 정체에 의문을 가졌던 손태도
는 성병희를 만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손태도: 선생님, 가장 중요한 것은 각시탈이 서낭신 대역이나?
성병희: 일종의 대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서 이야기 하고 사실 정
황으로 보아서는 그럴 가능성이 많죠. 무동 태우는 것에는 경상도 농악에
는 무동이 일반적으로 다 있었기 때문에 무동 태우는 것에는 있는 일인데,
각시라는 역할이라는 것은 무동 타고 돌아다니다가 내려 와서는 걸립을
28) 성병희(1980), 앞의 논문, 100-101, 110-111면.
29) 中村和代(2005), 앞의 논문, 29면.
30) 조용기(1987), 앞의 논문,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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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하고 잠 잘 때하고는 우대하는 것에는 탈놀이 하
는 사람들 전체가 모두, 무슨, 특별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때 탈놀이 했던 영감들, 중풍 걸려서 누워 있던 영감들이 몇 명이 살아
있어서 조사를 하였었는데, 김사엽 선생하고 그때 같이 가서 1차 조사를
하였는데, 그때가 6.25사변 직후죠. 그때는 탈놀이 했던 사람들이 6, 7명이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은 4사람 있었어요. 그때 학
생들하고 교수들하고, 교수 중에는 김사엽 선생도 따라 갔는데, 한 10명
중 그때도 그들이 상당히 (각시광대)를 우대했어요.
손태도: 예, 예예.
성병희: 그 사람들은 뭐, (각시광대가) 서낭신의 대역이다. 이런 용어를 모르죠, 아
주 우대한다, 이러더라구요. 혼례마당, 신방마당 할 때에 그런 각시역을 하
기 때문에, 여자역을 하기 때문에 여한튼 정월 한 달을, 안동에서는요. 부
인들은 일을 안 합니다. 왜 안하느냐? 노달기라, 노달기 때문에 일 안한다
고 합니다.31)

성병희는 성병희본의 내용대로 각시의 신성성을 강조한다. 그의 발언을
빌리면 각시는 성황신의 대역인 셈이고, 하회 사람들은 각시[각시역]를 중요
한 존재로 우대했다고 한다. 이 기간에 안동에는 각시를 우대하기 때문에
각시와 같은 여성인 안동의 여성들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노달
기’라고 언급한다. 덧붙여 무동은 경기도만의 것이 아니라 경상도 농악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요컨대 성병희는 하회별신굿에서 각시는 신
성한 존재이며, 그 신성함이 무동으로 표현되고, 하회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
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각시에 대한 성병희의 해석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 신성한
대상을 숭배하고 그 대상을 숭배하는 과정에서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비는
의례적 행위는 여러 지역에서 쉽게 발견되는 의례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이
러한 논리적 체계를 갖춘 성병희본에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성병희본만을 중심으로 하회별신굿을 이해하는 것은 재고할 필
요가 있다. 성병희본과 성격이 다른 조사보고가 여러 편 존재하고 있기 때

31) 성병희(1930년생, 전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 경북·대구 문화재 위원) 면담
조사; 일시: 2009. 8. 17.(월), 장소: 대구 시내 미담다방, 조사자: 손태도·윤준섭,
채록자: 윤준섭, 자료보존·녹음: 윤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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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그 중 하나가 류한상본이다. 그렇다면 류한상본의 각시는 어떤 존
재인가? 성병희본과 같이 각시를 신성한 존재였을까?
손태도:
윤병하:
손태도:
윤병하:
(중략)
손태도:
윤병하:

그러면 각시는 신입니까? 신적인 존재입니까?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가장, 가장 순결……
순결한……
처녀성 지키는 존재. 처녀성 깨지기 직전.
각시를 서낭신처럼 받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건 요새 나온 거지.32) (밑줄 인용자)

위 인용문에서 윤병하33)는 각시가 신이 아님을 언급한다. 각시를 서낭신
으로 모시거나 무동을 태우는 것은 근래에 나온 행위로 보았다. 그가 보기
에 류한상본의 각시는 순결한 존재였다. 각시는 처녀성을 지키는 존재였으
며 각시의 처녀성은 깨지기 직전의 상태였다. 특별히 신성시되는 존재가 아
니었기에 무동을 태울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이처럼 두 면담 조사를 비교하면, 각시에 대한 논란의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하다. 각시를 ‘신성한 존재로 보느냐, 순결한 존재로 보느냐’라는 각시
에 대한 인식 차이이다. 이 차이는 무동마당의 유무로 표상된다. 그런데 두
조사보고는 인식 차이뿐만 아니라 이 차이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변별점이
있어 주목된다. 바로 이 인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가에 대한 여부이다.
 6. 파계승마당 [성병희본]
<부네>가 오금을 비비며 걸어 나온다. 갑자기 오줌 눌 자리를 찾는다. 좌우사방으
로 사람이 오는가를 확인하고는 치마를 들치고 엉거주춤 앉아서 오줌을 눈다. 이
때 <중>이 등장하여 이 광경을 목격한다. <중>은 못 볼 것을 봤다는 듯이 염주알
을 만지며 합장한다.
그리고는 <부네>쪽을 바라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각시>는 오줌누기를

32) 손태도(2010), <하회 서낭신의 정체와 하회탈놀이의 공연예술사적 의의>, ≪실천
민속학연구≫ 16, 실천민속학회, 313면.
33) 윤병하는 1958년 제1회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한 하회별신굿의 각색, 연출을
맡은 인물이다. 그는 류한상본을 바탕으로 하회별신굿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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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고 일어나서 자리를 옮긴다. <중>은 소매를 후리치고 <각시>가 오줌을 눈 자
리에 가서 흙을 긁어 모아서 한 손에 쥐고, 다른 손으로는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흙을 연신 끌어 올리어 양손으로 코 가까기에 갖다 대어 냄새를 맡는다.
중: “우후후후……”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웃고 흙을 훝어 손을 털고 <부네>쪽으로 걸어간다. 그리고
는 안을까 말까 하는 動作을 한다. 부네는 뒤돌아 보지도 않고 곧장 걸어간다.34)
(밑줄 필자)35)
 第四場 破戒僧 [류한상본]
奏樂에 拍子에 맞추어 각시가 춤을 추면서 登場하여 춤을 繼續한다.
중이 登場하여 각시 춤추는 光景을 바라보고 疑訝스러운 表情을 짓는다.
각시 小便보는 形容을 한다. 그리고 如前히 춤을 繼續한다. 중 小便을 본 자리의
흙을 움켜쥐고 냄새를 맡으며 性에 대한 快感을 느끼는 듯한 形容의 怪奇한 웃음
을 짓는다.36)

위 인용문 , 는 파계승마당인데, 두 조사보고에서 중의 상대역이 다
르게 설정된다. 먼저, 성병희본에서 중의 상대역은 부네이다. 성병희본에서
각시는 신성한 존재이기에 감히 희롱할 수 없다. 신성한 존재가 희롱의 대
상이 되는 것은 극의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성병희본에서
중의 상대역은 이전의 조사와는 달리 각시가 아닌 부네였다. 각시를 신성한
존재로 보려는 인식이 지속되는 지점이다.
반면, 류한상본은 각시가 순결한 존재라는 인식이 지속되지 않는다. 중의
상대역으로 각시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은 각시를 희롱한다. 각시
의 순결한 처녀성이 깨지는 것이다. 금기와 금기 위반이라는 신화의 논리가
발견된다. 앞서 “처녀성 깨지기 직전”이라는 윤병하의 발언이 이해되는 대
목이다.
이처럼 두 조사보고는 각시에 대한 인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인식의
지속 여부에도 차이가 있다. 성병희본에서 각시는 줄곧 신성한 존재이다.
34) 성병희(1980), 앞의 논문, 103면.
35) 성병희본의 논리에 따르면 밑줄 친 부분의 각시는 부네로 수정되는 것이 옳다.
이러한 오기는 1978년 성병희와 김택규가 공동으로 조사한 <安東河回別神 굿놀
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원문의 내용 그대로 인용하였다.
36) 류한상(1959), 앞의 논문, 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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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성병희본의 각시는 성황신의 대역으로 다른 배역과 다른 높은 위상을
차지한 인물이다. 반면, 류한상본의 각시는 순결한 인물이지만 그 순결은 깨
지고 만다. 그렇기에 성병희본의 각시만큼 높은 위상을 차지할 필요가 없
다. 류한상본의 각시는 탈 배역 중의 한 인물이며 특별히 각시만 신성하게
모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두 조사보고를 비교하면, 각시에 대한
위상 차이가 발견된다.
두 조사보고에 나타난 위상 차이는 신방마당에서도 발견된다.
 10. 신방마당 [성병희본]
신방마당도 혼례마당이 베풀어졌던 멍석 위에서 지낸다.
郎子와 <각시>가 初夜의 性行爲를 한다. 때때로 <각시>가 “아야, 아야” 소리를 낸
다. 郎子는 신중하고 진지하게 模擬性行爲를 한다.
이맘때 쯤 되면 靑少年들 뿐만 아니라 隣近에서 온 觀衆들도 다 돌아가고 다만 마
을 壯年들만 몇 명 남아서 구경을 한다.37)
 第十場 新房 [류한상본]
總角과 각시의 結婚 初夜에 각시가 總角이 잠든 後 궤(櫃)를 열면 각시의 間夫인
중이 나와서 總角을 殺害한다.38)

여기서 각시는 사내와 함께 신방에 있는데 두 조사보고에서 극의 전개
양상이 사뭇 다르다. 먼저, 인용문  [성병희본]에서 각시는 신방에서 낭자
(郎子)와 성행위를 모의(模擬)한다. 이러한 성행위는 처녀로 죽은 서낭신인
각시를 위로해주는 것이다.39) 아울러 이러한 성행위는 풍요와 다산을 기원
하는 의례적 행위의 표현이기도 하다.40) 신방마당에서도 각시를 신성한 인
물로 여기는 인식이 지속된다.
그런데 인용문  [류한상본]에서 극의 전개는 자못 충격적이다. 각시의
신랑인 총각이 잠든 사이 궤에 숨어있던 중이 나와 총각을 살해하기 때문이
다. 각시의 간부(間夫)라고 언급된 점에서 이 중은 파계승마당에 등장했던
37)
38)
39)
40)

성병희(1980),
류한상(1959),
성병희(1980),
박진태(2006),

앞의 논문, 107면.
앞의 논문, 195면.
앞의 논문, 111면.
하회별신굿 탈놀이, 피아, 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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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류한상본에서는 각시의 처녀성이 거듭 깨진다.
이 장면에 대해 그간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해석을 했다. 먼저,
조동일은 신랑의 죽음을 여름과 겨울의 싸움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그에 따
르면 신랑의 죽음은 여름[풍요, 행복]이 패배하는 용납할 수 없는 사태가 발
생한 것이었다.41) 반면, 서연호는 신랑의 죽음보다 중과 각시의 만남에 주
목하여 이 장면을 해석했다. 이 둘의 만남이 있기에 비극적인 것이 아니라
여름[풍요]를 상징한다는 것이다.42) 정리하면, 조동일은 비극적인 죽음에, 서
연호는 생산적인 결합에 초점을 두어 이 장면을 해석하였다.43)
하회별신굿의 후반부에 연행되는 신방마당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전개
되어 왔다. 각각의 해석이 그 나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기에 본 논문에
서 어느 해석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쉽지 않다. 더 나아가 성
병희본과 류한상본 중 어느 조사보고를 중심으로 신방마당을 해석해야 하는
지도 언급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신방마당만큼은 성
병희본뿐만 아니라 류한상본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이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성병희본만을 중심으로 하회별신굿의 전체 과장을 해석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류한상본 신방마당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유의미한 지점
이다.
성병희본만이 아니라 류한상본과 비교하여 이해하면, 각시, 혹은 하회별
신굿 전반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대한 가능성이 열린다. 각시를 순결한 대
상으로 형상화했던 류한상본은 1958년 제1회 전국민속대회에 출전하여 대통
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류한상은 하회에서 태어나 송석하의 영향
아래 꾸준히 하회별신굿에 대해 관심을 보인 인물이다. 여기에서 류한상본
은 보조적 수단에 머무르고 성병희본이 무형문화재 조사보고로 선정된 이유
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41) 조동일(2006), ≪탈춤의 원리 신명풀이≫, 지식산업사, 30면.
42) 서연호(1991), ≪서낭굿 탈놀이≫, 열화당, 63-66면.
43) 필자는 류한상본을 중심으로 작품론을 준비하고 있다. 각시의 간부인 중이 총각
을 살해하는 장면에 대해서는 후고를 통해 논의하겠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과정을 통해 본 전통의 창조 311

Ⅳ. 하회별신굿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1. 하회별신굿의 무형문화재 지정 과정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그 특성상 유형문화재, 무형문화
재, 기념물, 민속자료의 4종으로 분류하고, 이를 지정주체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와 시·도지정 문화재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
화재’라는 용어가 행정관청과 법률명칭에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1961년
10월 2일 각령 제181호 ｢문화재관리국｣ 직제의 공포와 1962년 1월 ｢문화재
보호법｣의 제정·공포 이후의 일이다.44) 특히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
정·공포되면서 성립되어 1964년 12월 종묘제례악이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로 지정되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 시작되었다.
1970년대 이르러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지
속되었다. 이 당시 안동 지역 자체에서도 하회별신굿을 복원해야 한다는 논
의가 확산된다. 1973년 류한상의 후원 아래 염순규, 김수진, 이재호, 이상호
등에 의해 만들어진 1973년 하회가면극연구회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45)
이 연구회에 의해 하회별신굿은 복원과 보급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이들에게
하회별신굿의 무형문화재지정은 중요한 과제였다.
당시 문화재관리국에서 무형문화재 지정에 중요하게 여긴 기준의 하나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의 수상이었다. 그런데 하회별신굿은 1958년 제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그 후에도 몇 차례 수상을
했다.46) 아울러 1965년 하회탈이 국보로 지정되었지만 하회별신굿은 1970년
대까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지 못했다. 실존 연희자의 부재가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에 큰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회가면극연구회는 1928년 각시역을 맡았던 이창희를
44) 이장열(2005), ≪한국 무형문화재 정책 -역사와 진로-≫, 관동출판, 18-46면.
45) 조정현(2005), 357면.
46) 주석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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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내 실존 연희자의 부재라는 걸림돌을 제거한다. 동시에 안동대 성병희
교수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서 1978년 전국민
속예술경연대회 출연을 준비한다.
한편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1965년 7회 대회부터 개최장소를 지방으로
변경한다. 그 이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이
대회는 대형 축제의 장으로 변모된다.47)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의 대형화 속
에서 성병희는 이전의 하회별신굿으로는 대회 수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
회 수상을 위해 1977년부터 15일간의 합숙훈련을 4차례나 하면서 수상 기
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회별신굿은 예천통명농요 명인들의 도움
을 받기도 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하회별신굿에 첨가되
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성병희의 이러한 노력은 하회별신굿이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하고, 심사위원들로부터 무형
문화재 지정을 제의 받는 결과를 맺는다.
그라고 얼마 후에 민속 경연대회가 생기고 난 뒤에, 정기적으로 한 번 내보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틀림없이 이두현 선생이 했지 싶어. 그거를 한번 내 보세
요. 전화를 받았지 싶어, 내 기억에, 그기 함 해보죠. 그전에 연습하던 사람을 모
았어요. 그 사람들은 열성이 있으니깐, 이창희씨부터 찾자. 대여섯달 남았으니깐
찾자. 이래가 찾기 시작한거야. 14번 만에, 이제, 딱 잡아가 기록을 했죠. 기록을
해가, 그때가 춘천대회입니다. 몇 회인지 모르겠는데, 춘천대회에 정식으로 이창희
씨 구술에 의한 것을 가지고 복원을 한 것이죠. 이창희씨를 앞장세우고, 그래 가지
고 나왔더니, 본부석에서, 이두현 선생이 부르더라구요, 경상북도 지도 교수 좀 보
자구요. 그때가 점심시간이라, 옆에 임동권씨한테 하더라고, 임동권 선생, 그 사람
들은 문화재 위원이니깐, 다음에 그것도 지정하자. 그러다라고요. 나한테 묻더라고
요. 완전하게 찾아냈나? 그래서 내가, 여하튼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내 생각에
80%는 찾아냈다고 자신한다. 나머지 20%는? 나머지 20%는 자신없다. 80%만 찾아
47) 이 시기에 ‘전국민속경연대회’가 주민들의 주의를 끈 이유 중 하나는 대회수상이
곧 중요문화재 지정의 지름길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이 대회 심사위원의 대부분
이 ‘문화재위원회’에서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무형문화재 전문위원으로 구성
되어 있었다. 따라서 대통령상 수상종목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
우 높았으며 실제로 대회 수상작 18종목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1960년
대에 지정된 총 31개의 과반수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이장열(2005), 앞의 책,
68-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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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고, 찾아 낸거는 대사는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도구, 의상 완전하고, 이것보다
더한 것은, 23년에 한 것은 조사할 방법이 없다. 이거는 28년에 한 것이니깐, 80%
는 틀림없다. 앞으로 노력하는 20%를 더 찾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나머지
20%는 자신이 없다.48) (밑줄 인용자)

성병희는 실존 연희자인 이창희의 구술을 토대로 하회별신굿을 복원하였
고, 이창희를 앞장세우고 대회에 출전하였다고 회고하고 있다. 여기에서 하
회별신굿은 당시 본부석에 있던 이두현과 임동권에게 주목을 받는다. 무형
문화재 지정 초기부터 중요한 역할을 한 이두현과 임동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무형문화재 지정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성병희의 전국민속예술경연
대회 출연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성병희가 이창희의 구술을 바탕으로, 이창
희를 앞장 세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했다는 점이다. 하회별신굿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4회에 걸친 15일간의 합숙훈련은 전국민속예술경연대
회의 수상이나 무형문화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하회별
신굿에는 여러 가지가 첨가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이창희가 맡은 각시역의 변형이 제일 두드러졌을 것으로 추측된
다.49) 구체적으로 1928년 하회별신굿에서 이창희의 나이가 17세였기에 각시
의 나이는 이전과는 달리 17세로 바뀌게 되었고, 각시의 역할도 다른 광대
의 역할보다 부각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각시는 하늘에서 신이 하강한 존
재인 ‘무진년 성황신’이 되면서, 각시의 역할이 무동마당을 통해 부각되었
다. 성황신이 된 각시는 파계승과 어울릴 수 없으므로, 파계승마당에서 각시
의 역할은 부네로 대체되고 신방마당에서 각시의 간부(間夫)인 중이 총각을
살해하는 장면은 삭제되었다고 판단된다.

48) 성병희(1930년생, 전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 경북·대구 문화재 위원) 면담
조사; 일시: 2009. 8. 17.(월), 장소: 대구 시내 미담다방, 조사자: 손태도·윤준섭,
채록자: 윤준섭, 자료보존·녹음: 윤준섭.
49) 각시의 역할이 성황신으로 부각되는 과정은 손태도의 논문이 자세하다(손태도
(2010), 앞의 논문, 210~3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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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회별신굿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이유
하회별신굿의 복원과정을 초기단계부터 살펴본 사람은 이두현이었고, 무
형문화재 지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이두현이었다. 그
는 1950년대부터 하회에 왕래하였고 1959년에는 류한상의 조사보고를 학회
지에 싣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한국가면극(1969년)에서 그의 자료
를 인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두현은 하회별신굿이 무형문화재 지정에는
성병희본을 전적으로 인용하였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이두현은 류한상본
과 자신의 한국가면극을 제외하고 성병희본을 전적으로 이용하였을까?
이두현이 성병희가 제보한 보고서를 정본으로 채택하였다는 것은 성병희
가 민속학자라는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고 이해된다. 둘째로 성병
희가 실제 연희자인 이창희와의 면담을 바탕으로 조사보고를 작성한 점이
이 조사보고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데에 중심 자료로 활용하는 중요
한 근거였다. 마지막으로 하회별신굿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 ｢문
화재보호법｣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1970년 8월 10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신설 조항이다.
제8조 2, 3항: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인정하
도록 명시하고 보유자로 인정된 자에게는 보유자 ‘인정서’를 교부하도록 한다.
제14조 3항: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되
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전부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
다.50)

이 규정은 1960년대 중요무형문화재의 종목 지정만으로는 기·예능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전승해야 할 의무감을 크게 느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기·예능인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해 사명감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여부가 보유자의 인정 여부
와 궤를 같이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시기에는 특히 기·예능보유
50) 이장열(2005), 앞의 책, 85-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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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예능보유
자가 존재하는 성병희본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하회별신굿의 대표성을
부여받게 된다.
이두현은 문화재관리국에 제출하는 하회별신굿 무형문화재지정 조사보고
에서 무형문화재지정을 요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964년 3月 30日字로 우선 河回탈 및 屛山탈 11個(今年에 주지탈 2個를 追加로
指定)가 國寶 第 121號로 指定되었을뿐 演戱者의 不在로 別神굿탈놀이의 重要無形
文化財指定은 考慮할 수 없었다.
1970年代에 들면서 安東市의 靑年들(李宰戶 氏등)이 河回別神굿놀이의 復活을 위
한 모임을 갖고 主로 柳漢尙 氏의 前記 資料에 의거하여 河回別神굿놀이를 復元
공연하였다. 그러나 筆者가 본 그들의 公演은 다분히 現代劇的인 것이어서 民俗劇
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었다.
1978年에 이르러 그들에 努力에 의하여(특히 金壽鎭 氏) 1928年(戊辰年)의 마지
막 河回別神굿 때에 17歲 총각으로 ｢각시役｣을 맡아 탈놀이에 參加했던 李昌熙 옹
(兒名 再壽, 1913年生)을 찾아 내었고, 李翁의 指導로 再現한 河回別神굿놀이를
1978年 가을 第19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에서 선보이게 하였다. (중략)
이제 다행히 마지막 남은 한사람인 演戱者 李昌熙옹을 찾아내어 그가 參加했던
當時의 別神굿탈놀이를 復元하였다.51) (밑줄 인용자)

이와 같이 이두현은 1960-70년대 하회별신굿이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 될
수 없었던 이유를 연희자의 부재와 원형에서 이탈로 설명한다. 그러나 1928
년 각시역을 맡았던 이창희를 1978년에 찾아내 그를 중심으로 복원하게 되
었기 때문에 하회별신굿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
이로써 성병희본을 바탕으로 한 하회별신굿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원형은 하나’라는 판단 아래, 류한상본은 성병희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한다. 1982년 이두현은 한국문화인류학
회에 성병희본을 중심으로 하고 류한상본의 양반마당을 부분적으로 수용하
여 <하회별신굿 탈놀이>를 발표한다.52) 그리고 하회별신굿은 ‘하회별신굿탈
51) 이두현·심우성(1980), <河回別神굿탈놀이>, ≪無形文化財調査報告第133號≫ 16,
文化財管理局, 5-6면.
52) 이두현(1982),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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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라는 이름 아래 하회별신굿탈놀이 보존회의 주도 아래 현재까지 전승
되고 있다.

Ⅴ. 결론
무형문화재 지정까지 내외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하회별신
굿이 예전의 모습과는 다른 민속예술로서 변화되는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
다. 이러한 과정은 비단 하회별신굿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속
예술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이경엽이 무형문화재의 원형 문제와 관련
하여 진도다시래기가 가짜민속이라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다시래기는 ‘민속경연대회와 문화재 지정을
염두에 둔 복원작업 → 전문지식인들의 개입과 수정 → 문화재 지정’의 과
정을 거치면서 원래의 다시래기와 다르게 만들어진 하나의 창작이라고 하였
다.53)
하회별신굿이나 진도다시래기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무형문화재 모습을
한 민속예술은 자연스런 문화변동의 결과가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변형되어 완성된 결과물일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이제 와서 텍스트에 문제를 두고 잘잘못을 따지는 행위가 과연
생산적인가? 혹은 이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두고 현재 전승되는 민속
예술에 대해 창조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쓰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반론처럼 본 논문의 주장이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행위로 보일 수 있
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민속예술이 민속의 ‘원형’ 또는 ‘진짜
민속’인 마냥 인식하는 데 있다. 심지어 민속 분야의 전문가조차도 잘못 전
해진 텍스트를 원용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지경이니 사태의 심각성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텍스트를 토대로 창조된 민속예술에 대해 반성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서 어떤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53) 이경엽(2004), <무형문화재와 민속전승의 현실>, ≪한국민속학≫ 40, 한국민속학
회, 299-300면(한양명(2006), 앞의 논문, 570-571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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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이미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 텍스트에 대한 반성적 검토가
제기된다. 중요무형문화재 가운데 일부는 ‘창조된 민속’으로서 해당 분야 민
속의 원형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중요무형문화재 전체에 대한
텍스트 비판적 검토와 재조사가 필요하다. 오래 전에 지정이 이루어진 종목
들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지만,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이 과제를
수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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