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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는 한강 마  역사 민 지  주민집단   실천  통해 

‘사람들’  역사  주체  미 하는 것  주   삼고 다.  

해 연 는 주민들  핵심  당  개 과 재개  도시역사 

에  마 공동체  재  강 하게 하는  하고  한다. 동시

에, 그러한  매개  변주 어  ‘  역사’가 ‘ 통  ’ 그 상  

해주는 ‘마  역사’ 뿐 니라, 마  주민들  ‘역사  만들어 

가는’ 것  해 하고  한다. 극 , 러한  마   민

신  차원  해해   연  경향  ‘개  생 ’  상

었  시각  재 함 ,  주도  역사 에 균  맞 는 업

라고 할   것 다. 특 , 연 는 과 한강변  심  하는 변

 재편에 한 체  사실들  하는 것  한 연 과  했

, 재 주민들   실천  과거  연 어  역사  과 들과 연결

고  할  었다. 것  마  재가 래  시간  과  

그리고 공간  과 재생  연결 는 복 한 지 들  연 어  보

여 다.  

, 마   시간  과  연 경과 지리   그리고 랫동  

지 고 지  사 경  체계  ‘ 지 ’   했다. 마  

한 생업  (造船)  간 어 , 그 업 역시 가 과 

척간 그리고 마 주민들 사 에  루어  것  한강 운 라는 사 경

 체계 에  가능한 것 었다. 그 체계는 19  말 통사 에  도

 었지만, 20   본  심  하는  도에   

역 , 통과 통  신과 에도 하고 20  지 어 다. 

후 개 는  격변과  에  에 해 강 하게 동  원 개

과 도시개  행 가 착 는 1960 지도 연 어  할  다. 

후 1968   여 도    만들  한  사 , 주

민들  거주지가 해지지  채  게 다. 후, 들  울

시  우산에 한 지  얻어냈 , 에  산  마  통째  

꿔 린 실 에 도 주민 공동   고 각  집  만들어 갔다. 

울시가 연립주택  건 해 주겠다는  지키지 지만, 그들  ‘5

계단’에 걸  주택들  만들어 든 주민들  집  할  도  함  

그들만  마  재건하게 다. 동시에 마  공동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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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갔 , 그 는 었지만 우산 에 도 가 만들어 다. 과 달

라진 경 에  당 는 시간과 , 상차림 등  변 해갔지만 한 해

도 거 지 고 러 다. 에  같   못할 는 간 하게 진지

 하게 었지만, 당  마  결 과  해 필 하다는 

식에는 변함  없었다. 에  했었  ‘ 상계’가 지 었 , 당  

개 하  한 공동  마 었는 , 러한 태는 후에 만들어지는 향우

 당보  건립   닦게 다. 통  생업  (造船) 역시 

   하는 주민들  어들었지만    들

 한강에  필  하는 보트  고   독 해갔다. 

동시에  과 에  당  도시개  역학  개 에 한 가  다  

료들  신 한 진 과 에  학한  엘리트들 그리고 건 업  

과 상 하  도  (換喩) 는 도주  식  진 다. 

폭 가 당  하천개 과 지  한 공학  한계 었 , ‘개

 (惡例)’ 다고 평가하고 지만 당  개  는 당  가  

진 었다. 그 과 에  주민들  택  해진 상  에 도 마  지

시키  한 략  시 하는 것 었 , 여  들  역사  ‘개  그늘’에 

가 진 ‘ 생 ’  볼  없는 는 그들  그러한 말들  거 들 고 

는  찾   다. 들에게  해  생  식   그

들  극  마  역사  통  지해가 는 실천들 에  미해지게 

다. 

러한  역사는  폭  지 30여   다  우산 마  

다시 한  개  싸 게  새 게 재편 다. 특 , 신  당  할 

청에   건  철거  통보하  들  살  과 과 마  역사  

해가  당   주 하  러한  에 청  

당    것  고, 한강   고향 행사  할  

는 지원  게  신들  역사  연 해 갈  는  득하

게 다. 동시에 당 신  한   주민들   실

행 었 , 후에도 매   통해 당에   지 고 지

하 다. 한  지  재라는 도   통해 보하게 는

, 2005  당 가 재  지  승지원 과 행사 가 보

어  마  주민들  고향 행사  병행할  는 틀  

마 하게 다. 

재 ‘사람들’  가 단  창 거   민  그 상  미  

드러내고 는 것  집단 내  들에게 그들  역사  하고 해 하

는 시도들  통해 할  다. 과 큐  는 러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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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  시  시각  신 집단  역사 료  집하고 재 루

어지는 행 들  하여 시하고  하는 한  태  띠

고 다. 한 집  료  극  시  통해 역사  주체  시키

고   하고 고 하고 는 행 들  들  재  

창  민  동  능하  보다는 극  역사  실천  주체  

행 하고  보여 다. 곧 러한 실천들  재 도가 사람들에

게 택 었 , 러한 과  마  역사  재  하는 라고 

할   것 다. 런 에  들  는 도에 해 공  트  

해하  에 마 라는 집단에 해 동 어 ‘만들어지고 는 역사’  

    것 다.  

여  연 는 주민들에 해 주도 는 다 한  실천들  과거

 연 어진  역사   돌 보고 미 하고  하는 주민들 내

 ‘역사쓰 ’ 업  미 할 것  하고  한다. 에  억하는 

 역사 곧 여 도   사라 간 마  역사는  한 사 에  

억 지 거  개  역사  ,  ‘개  생 ’  미지  뿐

었다. 신들  생업  (造船)  언  어떻게 개 어 , 신들  

살  공간에 한 체  보들  내 고 하는 , 그리고 신들  

마  에 담  미들과 그 가  해내고 공 하고  하는 시도들  그

들  역사쓰  업  해 할   것 다. 러한 해  주민들

 재지  갈망했 도 지 어  , 주체  , 개  시  

운  등에 걸쳐 지   하는 태도들에 도 견 다. 들  

하는  ‘ 만들’  신들  공동체  원만하게 운 하고  하는 열망

  재 도 그 체가 가진 에 항하는 내 도 했다. 

사  도   지원과 신들  주체  짓  사  타 하  

개시키고 는  실천  상  ‘사람들’ 가 역사  내 가는 

주체  보여주고 다. 

컨 , 연 는 마  연   도시개  역학에  었  ‘사

람들’  역사  주체  상시킴    하는 것  강 하고

 한다. 것  당  한강개  과 에  하 도  거가  직 시  

 지하는  었  것  당  공학  한계 었다고 

했듯 , 20  근  과 에   가 역사  직 시키  해 주

변 었  것과 할   것 다. 재 우리는 강  균  역할  했  

하 도(河中島)  거하고 강  생태  시하는 직   고집했  

과  찰하고 다. 그런 에  연 는 하  리  담  직  

역사가 닌 다 한 주변  리가  는 역사쓰  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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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하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쓰   도 에  통  매개  

는 학      역사   에  볼 것  한다. 

주 어 : 마 , 한강 운, 근 , 도시 , 도시개 , 마 공동체, 도시마 , 

(造船), 당 , 통  과 포크 리 , 학, 민 , 

재, 체 , 역사  민 지,  실천, 역사 없는 사람들, 역사쓰

학   : 2007-3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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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 . 문제제기  연구방향

[사진 1-1]2009년 밤섬부군당굿(좌)과 밤섬실향민 고향 방문 행사(우)

밤섬 주민들의 행사를 담은 두 장의 사진이 있다. 한 장은 설 이튿날 밤섬의 수호

신인 부군(府君)님께 마을의 안녕을 비는 ‘밤섬부군당굿’을 하는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추석 즈음에 잃어버린 고향을 방문하는 ‘밤섬실향민고향방문’행사 사진

이다. 첫번째 부군당굿은 지정된 당주무당( 主巫 )에 의한 굿을 심으로 진행되

는 반면, 두 번째 고향방문 행사는 주민 표가 먼  유교식 의례를 거행한 후 간소

화된 굿이 결합되어 실행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 두 행사는 40여 년  밤섬을 폭

했던 정부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과거의 재생에 있어 가장 놀라운 

것은 밤섬 주민의 의례 뿐 아니라, 한강에서 사라진 밤섬의 몸체 그 자체이다. 1968

년 여의도 윤 제(輪中堤)의 제방에 필요한 골재로 쓰기 해 폭 된 섬은 자연의 

힘으로 모래톱이 만들어지고 수목이 우거지며 철새의 보 자리가 되어 되돌아오는 

신화 인 역사를 쓰고 있다.  퇴 된 모래톱은 단단해져가고 그곳에 생명체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재는 원래의 밤섬 크기보다도 더 넓어지게 되었다. ‘한강의 

기 ’이라는 압축  근 화의 희생으로 표상되었던 밤섬은 이제 한강의 아름다운 

경 을 간직한 명승지이자 보호되어야 할 상으로 지정되어 정부에 의해 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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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주지하다시피, 밤섬의 폭 는 서울의 개조를 해 시작된 한강개발의 신호탄이

었다. 따라서 섬의 폭 는 단순히 밤섬과 여의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강과 서울이라

는 거 한 도시의 차원에서 진행된 로젝트이기도 하다. 특히 폭 의 결정과 그것

이 실행되는 긴박한 일련의 과정은 당 의 도시개발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루어

졌으며, 그 과정이 얼마나 폭력 으로 집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만 하

다.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지를 특별한 책없이 폭 해서 제거한다는 발상의 

이면에는 군인 료집단과 토건기업의 성장, 그리고 이상 인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테크노크라 트(Technocraft)의 결합 등 당  도시개발을 둘러싼 한국의 근 화 

과정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밤섬의 문제는 앞서 제시한 사진

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단순히 도시개발이나 사라졌던 섬이 자연의 품으로 되살아오

는 환경의 문제 그 이상의 것을 담지하고 있다. 여기서 그 이상의 것은 다름 아닌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와 재 그들이 실천하고 있는 통이  한국사회

에서 어떠한 문화  의미가 있는가에 한 문제일 것이다. 

연구자는 한강을 지날 때마다 보게 되는 신록의 작은 섬 속에 수 백여 명의 주민

들이 모여 살았던 마을이 있었다는 것과 그 섬이 폭 로 사라지게 된 이후에도 마

을의 통을 연속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에 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곧 밤섬마을에 한 ‘민족지  재(Ethnographic Present)’가 아닌 그들이 거쳐 온 

시간  과정에 한 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러한 마을의 역사가 재 그들이 실

천하고 있는 행 들과 어떻게 상호 작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으로 연결되었

다. 특히  드러나는 밤섬과 연 된 아카이 는 밤섬의 역사가 시간과 공간의 확

장을 통해 역동 인 의미가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 다. 이를 통해, 밤섬이 서울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한강 체의 맥락과 연결되는 동시에 20세기 그 이 부터 형성된 

장기지속  구조 속에서 설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곧 도시역사(Urban 

History)의 맥락에서 ‘밤섬사람들’이라는 역사  주체의 생산과 근 화 과정이라

는 사회  구조와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밤섬마을은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

한 시도는 과거 밤섬마을이 어떻게 존재했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생성과 소멸의 

과정에 이르게 되어 재와 같은 통의 계승자로 재구성되었는지에 한  과정

을 검토하는 것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동시에 이 문제는 20세기 한국사회의 근 화 

과정과 도시개발이라는 격한 환경의 변화가 마을단 의 주민집단을 어떻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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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마을의 공동체  통이 어떻게 변화되고 지속되어 왔

는지를 해명하는 작업을 연구과제로 설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자의 첫 번째 과업은 통사회에서 근 화 과정 그리고 재에 이르

는 밤섬마을에 한 역사  민족지(Historical Ethnography)의 재구성이다. 다른 말

로 하자면, 마을의 형성과 ‘개발’로 인한 이주 그리고  다시 찾아온 ‘재개발’

의 국면 속에서 마을을 재구성해온 수 세기 동안의 시간  과정을 복원하는 작업이

다. 특히, 미시 인 사회사  서술로서 밤섬마을의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 이산되어 사라진 이후에도 마을의 정체성을 구성해가는 상과 어떻게 

연 되고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마을의 역사를 문화  연속성으로 설명하고자 한

다. 이 문제는 그 동안의 연구 행이 역사와 문화를 분리해 온 것에 한 연구자의 

비  시각을 담고 있다. 기존 밤섬을 심으로 하는 한강변 일 에 한 지역연구

는 마을을 지워버리고 역 인 과거 심의 사회경제사에 국한되었거나 개별 마을

단 에 심을 가진 민속 심의 시각으로 민간신앙에 국한된 경향을 보여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사 재구성을 통해 근 화 과정 특히, 도시개발이라는 물리  

환경의 변화가 마을을 단 로 하는 집단의 역사를 어떻게 변화시켜왔으며, 그 과정

에서 연속해 온 그들의 통이 어떻게 지속되고 재편되었는가를 풍부하게 설명해 

낼 것이다. 

이를 토 로 20세기를 심으로 밤섬의 마을사(Village History)를 복원하고 주

민들의 집단  정체성을 재구성해가는 과정을 문화  실천으로 연결시키고자 한다. 

특히, 앞서 제시한 사진에도 나타나고 있는 ‘부군당(府君 )’이라는 의례의 물질이

자 공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마을역사와 연 시켜 설명할 것이다. 이

를 통해, 밤섬뿐 아니라 한강변 곳곳에 남은 부군당이라는 존재가 과연  한국사

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표출하고 있는지를 해석하고자 한다. 서울이라는 거 한 도

시 속에 남은 부군당을 민간신앙의 승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근 화 과정에서 

살아남아 마을의 역사를 표출하고 있는 그리고 도시 속에서 마을주민이라는 집단  

정체성을 구성하도록 하는 매개체로서 가지는 의미를 탐색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역사  의미화를 통해 밤섬과 그 주민들을 ‘개발의 희생양’으로 

명명했던 행에 한 새로운 균형 인 시각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 까지 도시개

발에 한 회고와 성찰의 시각은 밤섬주민을 희생자로 만들었으며, 이들을 민속의 

승자로 상화하거나 종속  타자화로 삼는 문화비평  시각에 의해 주변화시켜



4

왔다. 그러나 외부자들에 의해 쓰여진 밤섬의 역사는 1968년으로 끝나지만 밤섬주

민 내부자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재까지 지속시켜 나간다. 두 번째 고향인 와우산

으로 이주해 새로운 마을을 이루고 한강에서 해왔던 의례를 지속시켰으며  

어들었지만 조선(造船)도 상당기간 동안은 연속해 나갔다.  그리고 이후 와우산 밤

섬마을 마  아 트 재개발로 인해  다시 이산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은 자신들

의 집단  연 와 정체성을 지속시키기 해 부군당을 마을의 상징  공간으로 남

겨둔다. 이 부군당을 구심 으로 밤섬주민들은 그들의 의례를 무형문화재로 지정받

게 되었으며, 이것을 배경으로 밤섬공동체의 기억을 연장시키고 재생시키기 한 

분투를 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실 속에서 마을공동체의 외형은 사라지고 밤섬

부군당이라는 당집 곧 물질  공간이 밤섬마을의 통을 압축 으로 표출하고 있으

며, 주민들은 고향땅을 밟아보고 그곳에서 의례를 지냄으로써 고향에 한 서사를 

재구성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러한 역사를 개시켜온 과정의 주체로

서 밤섬주민들을 역사  행 자로 복원시키고 재 이들이 실천해가고 있는 행 들

에 한 의미를 극 으로 해석해내는 것을 요한 연구방향으로 삼고자 한다. 

세 번째 문제제기는 바로 이러한 연구방향과 연 시켜 밤섬주민을 통의 계승자

로 표출시키고 있는 상에 한 재검토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생산되고 있는 

통담론에 한 균형  이해를 시도하는 것이다. 앞서 보여  사진 속 두 의례는 

과거로부터 달되어오면서 형식(Forms)과 의미(Meanings)가 변형(Transformation)된 것

임은 틀림없다. 한 행사가 주민들 외에도 참가자의 주요 구성원을 차지하고 있는 

계자들(국회의원, 구청, 시의원, 문화원)과 기록자들( 리스트, 사진가 등)이 

뒤섞여 진행되고 있는 형태는 문화의 탈맥락화(Decontextualizatin)와 재맥락화 

(Recontextualization), 그리고 최근 민속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포크로리즘

(Folklorism) 상의 일면을 표출해 내고 있으며, 통사회의 해체와 근 화 과정 속

에서 ‘발명된 통’으로 해석하는 주장들과도 깊이 연 될 것이다. 재 사회학

과 민속학의 포크로리즘 논자들에게  한국의 무형문화재라는 독특한 상을 설

명하는 방식은 국민국가의 형성과 민족  정체성을 표상하는 기제, 그리고 국가(지

방자치단체)와 주변 행 그룹에 의해 실행되는 문화정치학의 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근 화(Modernization)라는 거 한 담

론의 우산에 개별 인 사례에서 발생되는 모순들을 포 시키고자 하는 데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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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으로 단하고 있다. 마샬 살린즈(Marshall Sahlins)가 그러한 통의 발명을 

강조하는 담론은 문화  연속성을 부정함으로서 재의 통  가치를 의미화하는 

문화  주체들을 냉소 으로 바라보고 나아가 제국주의  지식실천과 유사하다고 

비 한 바 있다(Sahlins 1993). 연구자는 이러한 살린즈의 시각이 유효하다고 단

하고 한국 내 사회이론가들에 의해 해석되고 있는 통에 한 인식과 구체  사례

의 실증들을 비  제재로 삼고자 한다. 특히, 연구자는 발명의 담론과 문화정치학

의 역학으로 설명되는 방식 속에는 ‘민족지  재’와 지속 으로 상호작용하는 주

체들의 역사  실천과정이 서로 분리되어 있거나 단 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

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단 의 간극을 메우고 이 집단의 문화  연속성을 풍

부하게 설명해 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한다. 결국 연구자가 제시한 두 가지 방향

은 역사  주체로서 밤섬의 역사를 복원시키고 이를 통해 이들의 문화  실천이 

통의 발명이라는 모델로 쉽게 수렴되지 않음을 설명해 낼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연

구자의 방향은 코마로 가 강조했던 인간행 자(Human Agents)의 강조로 수렴된

다. 인간행 자 없이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곧 실 될 실제(Reality)도 없

으며 상화될 상(Object)도 없게 되고, 사회 인 것은 사회화되지도 않고 재

는 존재하지도 않게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Comaroff 2002 : 290). 

곧 연구자는 세 가지 연구방향과 문제제기를 통해서 이 연구가 비단 사라진 섬에 

한 궤 을 추 하는 작업이 아닌 소멸과 생성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행 들이 실

천되었으며, 그러한 실천의 역학에 개입되는 힘들과 의미가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

지를 포함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기조는 ‘한강의 기 ’이라는 근 화의 신화에 가

려진 ‘역사없는 사람들’에 한 목소리를 드러내고 이들 스스로가 자신들 집단의 역

사쓰기를 어떻게 개시켜 왔는지를 밝 내는 방향으로 집 될 것이다. 이 과정에

서 지난 20세기 개발과 재개발의 도시역사 속에서 강이라는 자연환경과 상호작용

하며 그것을 매개로 살아갔던 사람들과 이들과 함께 사라져간 마을을 검토하고, 사

라진 마을을 표상하고 있는 물질과 공간, 의례가 어떻게 문화  연속성을 매개해주

고 있는지를 요한 방향으로 삼고자 한다. 이것은 기존 연구들이 통을 매개로 상

호작용하는 역사와 민속 그리고 문화의 차원을 통합해 내지 못했던 것에 한 새로

운 이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궁극 으로, 이러한 작업 체를 통해 연구자는 새로운 시간과 공간, 사람들을 생

산해내는 역사인류학의 진지(陣地)를 구축하는 작업을 실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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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부군(府君)이라는 신에 의탁된 공동체로의 귀환에 한 열망(Anxieties)을 

재 하고 있는 밤섬사람들의 행 는 포크로리즘이라는  한국사회에서 민속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단한다. 이 연구는 이들의 

열망에 한 의미를 탐구하는 작업이며, 그것을 20세기가 경험한 식민화와 근 화 

그리고 도시개발 과정을 통해 총체 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해 연구자는 도

시개발의 결과물이자 개발의 논리이기도 한 아 트와 그 속에 자리잡은 부군당들의 

공존이 어떠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곧 이러한 신당들의 잔

존은 무속신앙의 승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아니라 1) 개발과 재개발의 도시역사 

속에서 마을공동체의 존재를 강렬하게 표출하는 장소이며, 2) 그러한 장소를 매개

로 변주되어 온 ‘의례의 역사’는 ‘ 통의 발명’ 그 이상을 설명해주는 ‘마을의 역사’

일뿐 아니라, 3) 그러한 역사의 의미화를 통해 밤섬마을 주민들이 ‘역사없는 사람

들’에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로 부상시킬 수 있다는 잠정 인 가설을 본 연

구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은 밤섬마을의 의례를 민속신앙의 차

원으로 한정해 이해해 왔던 기존 연구 경향이나 ‘개발의 희생자’로서 표상화되었던 

시각을 재조정함으로써, 기존의 주도 인 역사서술에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기도 하

다. 궁극 으로 이러한 시각은 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으로 명명되는 서울의 도

시재개발이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켜갔는지를 성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2 . 연구사 검토와 이론  배경 

1. 연구사 검토 : 역사와 문화의 분리에 한 비  검토

그 동안 밤섬은 부군당 의례만이 부각되어 민속연구자들에 의해 한강변의 민속신

앙의 한 사례로 제시되어 왔다. 혹은 부분 인 역사  기록으로 밤섬의 역사를 모호

하게 묘사하거나 문인들에 의해 창작의 공간으로 의미화시킨 연구가 산발 으로 나

타나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밤섬을 작은 지역  장소(Small Local Place)로 구성된 

하나의 마을로서 상화시켜 이 지역과 연 된 연구들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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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밤섬이 20세기 반까지 서울 도심부권에 속하는 한강변 일 의 포구 마을들과 

상호작용했던 장소 으며, 그러한 사회경제  환경에 의해 마을의 역사가 개되었

던 과정은 한국의 근 화 과정의 보편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사 

검토는 밤섬 뿐 아니라 밤섬을 포함하는 주변 일 를 공간으로 삼았던 연구들을 

심으로 밤섬의 마을의례인 부군당굿에 한 연구를 주된 검토 상으로 삼았다. 특

히, 연구자는 마을을 단 로 하는 지역연구를 토 로 공간을 심으로 하는 시간  

과정과 주민집단을 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행 를 통합 으로 보고자 한다. 그것

은 기존 연구에서 발견되는 역사와 문화의 분리에서 오는 문제 을 보완하고 이들 

집단의 문화  실천을 역사의  과정을 통해 의미화하기 해서이다.

지 까지 역사  행 의 공간으로서 한강에 한 의미화를 추구해온 학문으로는 

역사학과 지리학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학문의 역에서 밤섬은 발견되지 못

한 공간이었다. 밤섬을 발견한 학문은 이들이 고향을 떠나 와우산으로 이주한 이후 

지속시킨 부군당굿을 설명하는 민속학과 인류학의 일부 연구로 나타난다. 여기서 

두 학문은 공통 으로 주민공동체 속에서 의례의 의미를 추구했지만, 민속학은 굿

형식 자체를 시하는 상화된 패턴화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류학은 의례의 상징

성과 공동체의 문화  동질성을 강조하는 수 으로 해석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 연

구들은 역사와 문화 혹은 민속 연구의 상으로 한강변 일 와 밤섬 연구를 통합시

키기 보다는 분과 학문별로 분리된 형태를 보인다고 정리할 수 있다.1)

역사학에서 한강이라는 공간에 한 왕성한 거론은 조선후기 상업사 연구에서 두

드러진다. 특히 18세기 후반 농업에서의 변동과 더불어 자본주의 맹아론(資本主義 

萌芽論)을 증명하는 요한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다.2) 이 연구들을 토 로 18세기 

1) 그 는 학과 타 도시계 과  식  동식 과 경상태  사한 보고 가 다  지

만, 사 학과 연과학  통합 어 연 한 과는 도 지 고 다.  연  보

고 는 연과학과 도시계  차원에  루어진 내  다 , 근 연 는 “  공

원 계 ”(  2008), “  포갤러리 계 ”( 지원 2003), “한강  에 도래하는 

   리  월동 개체  변  취식 행동”( 경규 2002) 등  다.

2) 1960  후  1970  지 시  상업사 연 들  역사학뿐만 니라 식민지  

후 식민사  극복 라는  어 주체  근 에 한 사  열망과 결합 어 한

사 에 큰 향  다. 그  강만  한강에  경강상  심   상업 동 상  

하여 한강  포 가 지닌 경 사  미  하 다(강만  1971). 어 한강에  

운(船運)  심  민간 에 한 운(賃運)  개에 주 한 포 경  달에 해 

검 하는 연 (  1988, 경룡 1995)   통해 후  울  상업 달  체

 검 하는 연 ( 태진 2000) 등  지  생산 었다. 한,  시  한강  심

 한 상업체계  변  한  도시  진  그리고 가 역 체계  변  한강변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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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새로운 역사  행 자라 할 수 있는 사상(私商)과 공인(貢人), 그리고 객주

(客主)와 같은 상인집단이 요한 집단으로 거론되었다.3)이러한 자본주의와 근

화라는 거 한 논리의 사슬에서 ‘지역  장소(Local Place)’로서 한강의 포구들 그

리고 남한강과 북한강가의 작은 락들에서 발생하는 장기지속 인 통  질서들

과 근  상으로 구분되는 특성들과의 상호작용은 발견할 수 없는 틈새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시기에도 여 히 월에서 콩을 싣고 마포로 내려와 소 으로 바꿔  

강을 거슬러 올라갔으며, 그 배들이 오르내리는 물 기를 따라 나루터와 주막 그리

고 부군당과 같은 신당이 존재했다. 역사학이 발시킨 근 화론은 이러한 상을 

설명하기 한 논리와 상 없는 거 한 환 처럼 괴리를 보여 다. 역사학에서 한

강의 존재를 상업사의 장으로서 18세기를 부각시키는 것에 한정시킨 반면, 지리

학에서는 공간을 남한강과 북한강으로 확 하고 시간의 범 를 20세기 반까지 

설명하는 성과를 제시했다. 이들의 논의는 역사  자료의 충분한 반 과 지의 실

증을 통합하고, 부분 으로 사람들의 구술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에 이르는 조사로 

합쳐지고 있다. 최 (1987)은 남한강수운(南漢江水運) 연구를 통해 조선후기 이

래 서지방(嶺西山地)의 산물의 반출과 생필품 반입이 남한강수로(南漢江水路)를 

심으로 개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남한강 수운은 지방상업의 향을 받아 하안

포구(河岸浦口)번 과 교역로의 발 을 가져다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교역로의 확 로 하류지방의 문물이 상류의 것과 활발히 교류되어 남한강유

역은 하나의 문화권(文化圈)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 (1992)도 비

 생업 지  포 하는 연  진 시 다(고동  2007). 

3) 러한 역사학계  후  상업사 연  심  한 본주  상들에 한 집  경

사가들  에 직 하게 다. 들  후 에  식민지 시 에 는 량경 사  

 통해 통계   체  경 상  보여주고 , 엇보다 18  후  사

 시 경  질 가 취 한 도 경  재  경  해하고 다( 훈 2004). 한, 시

경 는  시  포  심  한 포질  시 경  에  시 경 체  매

우 취 한 태  한다( 택 2007). 러한 주  본주  맹  마 크 가 시했

 보편  본주  역사    강 하고 는, 곧 공업   럽 경  

특 과 사한 상들  시하고 는 것에 과하므 , 사 에 도  사한 태들  

타났다는 것만 는  근 에 한 집착에 과하다고 폄하하 도 한다(에커트2008 : 

30). 여   주 한   근  보편  과  시 는 본주  시 경

 질 가 후  한 사 에도 는지  것  식민지  질  에  어떻게 해 해  

하는지 지 연결  상  보여 다. 사  식민사  우리  규 하고 만들어낸 

역사  과  산  해하  보다는  에  도달여  근  근  간  

우  통해  하는 들  통과 근  리해  해하는  시각 라고 

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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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철도와 화물자동차의 개입으로 인해 북한강 수운이 쇠퇴했지만 20세기 반 동

안 강변 락에서는 주요한 역할을 했음을 이야기한다. 특히, 1943-1944년 청평

의 축조로 인해 북한강 수운 체가 축되었지만 이것은 서울에서 청평까지 수운

활동이 단되었을 뿐, 홍천-청평 구간에서는 약간의 선박과 더불어 뗏목의 운행이 

계속되었고, 소양강과 본류에서 뗏목의 벌류도 청평  건설 이후 1960년 까지도 

계속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 외 김재완․이기 (2000)은 구한말과 일제시기 동

안 조선 후기의 유통구조 변화를 한강 류지역을 심으로 고찰함으로써 식민지 

시기 철도와 도로교통의 변화에 따른 유통구조의 변화 양상을 지역  차이를 구분

하여 밝 내고 있다.  

지리학은 역사지리 혹은 경제지리  으로 한강 수운의 지속과 변화 양상을 

구체화하고 실증하여 장과의 연계있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과 은 로델

의 ‘장기지속’을 연상시키는 지리  시간(Geographic Time) 개념을 보여 다. 장기

지속은 인간이 환경과 계를 맺는 역사, 모든 변화들이 서서히 진행되는 역사, 반

복과 순환의 역사로 한강수운에 결부되어 살아온 역사를 의미하고 있다(Arnold 

2006 :79). 동시에, 하천을 통 인 지리  단 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

성 형성, 생산과 교역을 포 하는 문화권으로서의 의미로까지 설명하고 있다(김종

 2002). 그러나 여기서 문화권은 수로의 분포와 물화의 생산과 소비를 심으로 

하는 역사지리  구조의 지속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마치 독일

의 그래 (Fritz Graebner)와 슈미트(Willhelm Schmidt)의 문화권이론이 착한 

모순과 같이 지리학이 제시하는 하천 심의 문화권은 경제와 지리를 통합시켜 제

시하는 경계짓기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 외, 지리학에서 생산된 보고서로 밤섬

에 한 구체 인 정보를 담은 기록이 1959년에 이루어진 바가 있다. 바로 이화여

 사회생활과 지리 공 학생들의 조사로 마포구 서강동의 일부인 ‘율도동’ 곧 밤섬

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로 밤섬의 지질과 환경, 성씨와 직업 등을 기술했다. 당시 보

고서는『녹우회보』(1960)라는 학과지에 실려 있으며, 한강 밤섬마을에 한 정보

를 담고 있는 자료로 의미가 크다.

한편, 밤섬을 민속 혹은 문화연구의 상으로 삼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장 일반

인 형태가 민속의 상으로서 부군당굿 자체를 다룬 조사보고서가 주류를 이룬

다.4) 두 번째는 부군당굿과 밤섬공동체의 문화  특성을 인류학  시각으로 보는 

4)  들 연 는 한강  울 지역  당  여러 사   당  다루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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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밤섬의 조선(造船)을 주제로 구술생애사를 조사한 연구가 있다. 이  밤섬부

군당을 한강  서울의 부군당(府君 )  하나로 다루는 연구에서는 서울 한강변

을 심으로 나타나는 통사회에서 과 민의 상호작용 속에서 계승된 무속의 물

질  잔존형태라는 것 외에 그것이 구체 으로 어떠한 연원과 사회과정 속에서 어

떻게 의미화되어왔는지는 미미하거나 불충분하게 연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밤섬은 신앙의례로서 부군당 의례  한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5) 다만, 오문선

(2010), 김태우(2010)는 조선후기 에 속한 부군당이 어떻게 민간화되었는지와 

일제시기 부군당의 수집단을 역사  자료에 근거해 추 함으로써 부군당을 역사

성을 가진 민속으로 규명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샤머니즘학회(1999)의 

‘마포부군당’ 역시 밤섬부군당을 지칭한 것으로, 역사 인 개요와 더불어 굿의 의례 

자체를 기록하는 무속연구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6) 이들 연구는 민속연구의 하

분류로서 민간신앙이라는 주제가 설정되고 여기에 서울지역에서 나타나는 부군당

이라는 형태의 당( )들과 이 당들에서 행 되는 무속을 심으로 개되는 역사  

개 혹은 재 연행되는 민속지  상들을 심으로 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두 번째, 민속연구와 다른 시각으로 밤섬공동체와 부군당굿을 직 으로 상화

한 연구로서 최재선(1985)의 연구가 있다. 밤섬 부군당굿에 한 교육인류학  연

구로서 여기서 부군당 의례를 ‘정신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는 기능, 이를 통해 자

신의 삶을 확인하고 공동체를 체험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무속의 교육  기

능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비교  최근 연구로 김진명(1999 a,b)의 연구가 있

는데, 주거공간의 변화와 의례의 계 그리고 부군당제의 사례를 심으로 의례의 

당  독립  다룬 것  다.  울 지역  동  사하고 당  

  등에 한 사( 주근 1972)라든가 울지역  민 신  사 별  당

 과  승 계  리하는 사보고 ( 울특별시 1990)가 간행   , 

근 지도 들 연   울과 한강 지역  마  차  내 , 승주체 등

 하거 ( 주 2001),   체에 한 공동체신  사  포  하는 사보

고 가 간행 었다.( 울역사  2005) 

5)  당  한강 역 당  사  삼고 는 태우(2008)는    내

 변  주  언 하고 , (2010)  울 당  역사  개  심  주  

  심  변  상 하고 다. 들 연 는  심  한  민 학  

 공동체  하는 특  보여 다.

6) 여  시하는 역사  개 는 매우 지만, 당시 당 에 한 체   

하게 담고 어 재지   당  재생과  연 하는  큰 도움  다. 

 ,  책에 는 1997 과 1998  당과  계  싣고 는 , 런 료

는 10  상  지  재 에 한 사  보 해   는 료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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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종속  시각(Subaltern Pespective)’7)을 도입하고 있다. 이 연구는 밤섬주

민의 문화  실천을 세계화의 희생양으로 규정하고 포스트모던 시 의 문화  타자

로 비평하고 있다. 이후 주민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조선(造船)이라는 밤섬 주민의 

생업을 조사한 연구(이동아 2009)는 목선제조 과정을 구체 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역사  연구가 개 한강을 지리  범주로 개시킨 것과 달리 민속학

과 인류학에서는 밤섬으로 압축시켜 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밤섬에 한 설명은 

여 히 승된다고 단하고 있는 부군당굿만이 크게 부각되어 있다. 체로 밤섬

의 거시 이고 미시 인 역사  과정의 교차 들과 재 밤섬주민들의 행 를 면

하게 찰하는 작업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매년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실향민으

로서의 정서만큼이나 밤섬연구는 한강개발의 희생양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 이며, 

부분의 설명은 부군당 의례 안에서 설명되고 있다. 특히, 밤섬마을에 한 역사  

개와 사회변화의 맥락을 통합시키지 못하고 밤섬주민의 문화  실천을 정부에 의

해 의지된 행 로 해석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식민화 과정에서 도시개

발로 이어지는 사회변화의 역동  개 속에 밤섬의 사회․문화  의미와 치를 

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밤섬마을의 역사를 주민들의 주체로 설명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물론 밤섬과 다른 사례이지만 기존 연구 에서는 연구자의 주장과 공통분모를 

가진 성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민속학의 경우 비교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사

례를 심으로 문자해석을 통해 부군당에 여된 인물들과 그들의 사회경제  치

로 그 ‘사람들’을 역사  주체로서 이해하는 것이 사례일 것이다. 가령, 김태우

(2010)는 서빙고 부군당을 사례로 남아있는 문자자료를 통해 부군당을 운 해온 의

례 ‘주도집단’을 설명하고 있다. 정형호(2005a)에 시도된 개인생애사를 심으로 

악하는 근 화와 동제당의 변화는 바로 이러한 불충분한 문자기록의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시도일 것이다. 통의 발명을 둘러싼 인류학의 입장에서도 ‘ 통의 

발명’이 주도하는 논 이 문화  연속성을 부정하는 논리로 나타나는 것에 한 

7) 여 는 ‘Subaltern’  ‘ ’  하고 는 , 는 도   연 그룹  어  

채택했다  보다는 어  그  역한  한 것  다. 원래, ‘

(Subaltern)’  개  그람시  연원했는 , 그람시는 에  프 타리 트라는 어 

신 쓴 것  다. 처  그가 쓴 어  미는 헤게 니 에 는 집단 라는 

미  가지고 었다. 후 도  연   라 지트 하(Ranajit Guha)는 ‘민 ’

과 거  동 어  사 하  엘리트   리시  사 했다( 택 2003 : 165-177). 

내에 는 ‘하 주체’  역하거  원어 그  ‘ ’  하는 태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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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를 드러내고 있다.8) 한, 근 화 과정에서 도시지역의 동제가 마을정체성으로 

수용되는 상을 밝히고 있는 연구(강정원 2002, 2010) 그리고 당제( 祭)와 지역축

제를 통해서 지역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시각(김창민 2009) 역시 시간  

과정 속에서 변화해가는 마을의례와 정체성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  주체로서 지역 혹은 마을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면

화시키기보다는 통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힘의 역학 계를 심으로 설명하는 사

례들이 다수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밤섬 연구 역시 밤섬부군당을 잔존된 하나의 

사례로서 의례의 형식 자체를 요하게 보거나 문명비  토릭을 동원한 개발의 

희생양으로 해석하는 미디어의 보도내용과 유사한 패턴에 머무르고 있다. 한, 밤

섬의 변화를 개발과 도시화라는 상식 인 수 의 인과 계로 단정지음으로써 주체

로서 밤섬주민의 행 들은 면화되지 못했다. 오히려 밤섬마을의 통을 먼 과거

의 기록을 통해 재의 통을 드러내려고 하는 략은 이들에게 가장 요한 20세

기 역사를 공백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 이 

부정확한 실증과 무분별한 추측을 통한 과거와 재의 연결에서 기인한다고 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학자가 지조사에서 연구집단을 잘못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역사  상황에 한 이해에서도 용

된다고 보고 있다. 아카이 에 한 부족한 리서치와 무분별한 인용은 잘못되거나 

부분 인 사실들을 무리하게 재  상황을 한 분석의 자료로서 인용되는 경향을 

보여 다. 지조사와 인터뷰 자료의 인용 역시 역사와 문화를 통합하는 맥락이 제

거된 채, 무질서한 상  나열과 의례에 국한된 분석으로 역사  행 자로서의 의

미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역사  변화과정을 구체 으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있지만, 근 화 과정과 도시개발 과정 속에서의 변화과정과 그것에 개입

되는 사회  구조와 다양한 행 주체들의 역학을 통합하고 해석하는 틀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밤섬이라는 작은 지역의 역사  과정을 재 주민집단의 문화  

실천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 이론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해석의 틀을 제안하고 

고자 한다. 여기에서 기존 연구자들이 제시하지 못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분산되

어 있는 부분  사실과 상에 한 통합을 통해 과거로서 역사가 아닌 재를 살

8) 억(1998 :18)  러한 가  피식민지 통체계  랜 역사 과 연  하는 

리    다고 한 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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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는 ‘사람들’ 심의 ‘만들어지고 있는 역사’를 포착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밤섬의 역사를 조선시  기록에 나타난 매우 단편 인 묘사에 한정

시킴으로써 20세기 근 화 과정에서의 복합 인 밤섬의 역사  개를 설명하지 

못했던 행을 극복하고자 한다. 지 까지 알려진 밤섬의 역사는 재와 잘 연결되

지 않는 18세기 이 의 역사가 부분으로, 연구자는 재 밤섬을 설명해주는 20세

기 후 특히 식민지 시기 후의 역사를 구체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역사가 제거

된 장 심의 민속 혹은 실증없이 담론화시키는 문화비평  시각이 밤섬주민들의 

통을 외부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는 인식을 생산하고 있는 상에 한 

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해서 연구자는  한국사회에서 통에 한 주장

들이 잘 포착하지 못한 틈새를 발견해 내고 이러한 통을 둘러싼 시각들을 주체의 

구체 인 행 와 실천으로 환시킬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토 로 이들의 문

화  실천들이 도시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집단  정체성 형성을 어떻게 구성해나가

고 나아가 ‘역사없는 사람들’이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2. 이론  배경

1) 통담론의 형성과 포크로리즘(Folklorism)

앞서 살펴본 역사와 문화의 분리된 에서 이루어진 밤섬연구는 재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통에 한 해석의 문제와 불가분의 계를 갖고 있다. 물론 한국에

서 통담론의 형성은 서구 사회사가들과 인류학과 민속학 논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정교화된 제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주지하다시피, 20세기 말 ‘ 통’ 담론 형성의 

지형은 통이 ‘발명된 혹은 만들어진(Invented)’ 산물이라는 서구 사회사가들의 

발로 확산되었다. 에릭 홉스붐과 랑거(Eric Hawbsbawm & Ranger)의『The 

Invention of Tradition』(1983)은 유럽 근 화의 과정과 국민국가의 건설과정에서 

오래 부터 내려왔다고 여겨지는 통이라고 하는 것들의 생성과정을 통해 그것이 

발명되거나 만들어진, 당  사회에서 구성된 것임을 밝 내고 있다. 홉스붐의 논의 

외에도 같은 해 출간된 베네딕트 엔더슨(Benedict Anderson)의『Imag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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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ies』(1983)에서 제기된 상상된 공동체로서의 민족 개념, 그리고 어네스트 

겔 (Ernest Gellner)의 『Culture, Identity, and Politics』(1983)에서 분석한 문화

정체성의 근 화 과정은 모두 같은 맥락에서 통과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들의 논의 이 에도 로이 와그 (Roy Wagner)가『The Invention of Culture』

(1975)를 통해 문화의 발명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와그 는 문화가 자기성찰 이고

(Reflexity), 지속 인 자기수정(Self-Modification) 혹은 변증법  발명(Dialectical 

Invention)이라는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통해 통은 불가피하

게 발명되며, 통은 습들의 일 성 있는 실체가 아니라 ‘  머’(Out There)에 놓

여 발견되는 것임을 이야기했다(Wagner 1975 : 79, 33-9). 

와그 에 의해 강력하게 제기된 문화의 발명에 한 논의와 그 이후 제기된 에드

워드 쉴즈(Edward Shil's)의 논의는 1980년  이후부터 홉스붐식의 통에 한 

지배 인 이해가 인류학에 확산되는데 기여하게 된다. 역사학에서 통을 근 화의 

과정으로 이해했다면, 인류학에서는 재 문화에서 찰되는 역동 인 상으로 제

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쉴즈는 변하지 않는 민속사회는 결코 존재하지 않지

만 ‘ 통의 가장 있는 그 로의 가장 기 인 의미’는 그것이 승되었거나 혹은 

과거에서 재로 달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Shil's 1981 : 12).9) 쉴즈는 

통이 이데올로기  컨텐츠이고 의식 인 해석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과거의 견

해라고 인식하고 인식된 과거(Perceived Past)는 라스틱(Plastic) 같은 것으로 

주장했지만, 실제와 ‘가짜같은’ 통성을 구분한다. 이러한 쉴즈의 주장 이후 이와 

상반되는 논의들은 더욱 정교하게 지속된다. 가령 린네킨(Jocelyn S. Linnekin)이

나 리차드 핸들러(Richard Handler)는 하와이인들의 통을 사례로 하고 있다. 이

들은 하와이인들의 정체성의 변형으로서 통을 정의하는 문제에 해 이야기 하

며, 통이 정체성의 구축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진정한 통과 민속의 소박함의 

유산은 환상이라고 주장한다.10)

앞선 논의들은 그것이 역사 이든 사회․문화  시각이든 통에 한 구성주의  

9) 는 통  ' '과 하  해  객  할  는 시간   지 한다. 

그는 ‘ 통  어도 3  상  지  가지고 어  하  통   해 는 통

 본질  는 변 하는 다  들 에 재하지만 통  만드는 것  우리가 생각하

는 본질  라고 식할  는 것  계승  단계에  략  사한 것’ 라  한다

고 주 한다(Shil's 1981 : 15).

10) 특  린 킨  하  통  도시에 한 착 하 들   재생과 시골  ‘보다 

진  는’ 것  가 는 태  다고 해 하고 다(Linnekin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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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들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통을 요한 연구 개념으로 포함

시키고 있는 민속연구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1960년  후반 독일의 헤르만 바우

징어(Herman Bausinger)가 산업화 시 의 민속문화(Folk Culture)를 시간과 공간의 

확장(Spacial and Temporal Expansion) 그리고 사회  확장(Social Expansion)으로 

이해하고 통이 도시환경과 기술사회에서 붕괴된다기보다는 확장된다고 주장한 것

에서 시작한다. 특히, 그는 민속학의 핵심개념으로 통을 상정하거나 통이 세

를 통해 달된 것으로 보지 않고, 혼잡스러운 변화의 압박 속에서 구성원들이 새로

운 의례와 재  그리고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의 형태로 그것을 부활시키고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통이 구성되어지고 필요하면 발명된다는 것이다

(Bausinger 1990). 이와 유사하게, 바  퇼 (Barre Töelken)도 민속학을 정의하

는 문제에서 통과의 계를 정리하고 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을 통한 역동 인 

변이 속에서 변화해온 집단(공동체)에 기반한 통’을 연구하는 것을 민속학으로 

정의하고 민속과 역사, 통의 복합성을 제시한다(Töelken 1979). 그러나 그는 

통의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발명보다는 승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 통의 개념을 

정교화하고 있다는 에서 쉴즈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후 민속학에서도 인류

학과 마찬가지로 통을 둘러싼 인식을 정교화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헨리 라시

(Henry Glassie)의 경우 통은 민속을 정의하는데 있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개

념으로 보고 있다. 그는 과거의 민속학  경향인 상 인 패턴화하는 형태이든 혹

은 인 인 커뮤니 이션, 곧 통을 발명하거나 다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으로 민

속학을 정의하든 간에 통이란 것은, 산업화시 와 국민국가 성장의 맥락 안에서 

진정성(Authenticity)의 생존에 한 열망들을 공유한다고 주장했다(Henry Glassie 

1995 : 401-402). 

이와 같이, 역사학에서 발시킨 ‘ 통의 발명’ 논의는 인류학에서의 문화 심의 

논의를 통해 과거가 아닌 재 속에서 ‘만들어지는 통들’에 한 담론을 발 시켜

왔다. 인류학에서는 발명과 창출의 개념을 넘어 통이 해석의 행 , 선택과 이름짓

기의 방식, 사회  삶의 혼란에 해 체계를 부여하는 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통의 문제가 역사학과 인류학 그리고 민속학과 사회학 등 다양

한 분과학문에서 연구주제로서 제기되는 상은 통이 과거와 재 그리고 사회와  

문화가 첩되고 상호작용하는 지 에 서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

다. 특히, 통이 ‘ 승’이라는 강력한 개념에 의해 지지되어 왔던 상이 깨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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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둘러싼 담론은 더욱 풍부해지고 다양한 해석의 장으로 나오게 되었다.

특히, 1960년  독일 민속학에서 제기된 포크로리스무스(Folklorismus)11) 개념

은 바우징어에 의해 산업화시  문화 상으로서 민속을 설명하는 시각으로 제안되

어 승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개되는 행 자들에 주목하는 논의의 시 가 되었

다. 이후 이 개념은 포크로리즘(Folklorism)으로 번역되어, 1980년  이후 통 혹

은 민속에 한 사회․문화  상을 이해하는 개념으로 확산되기 시작한다. 여기서 

홉스붐의 ‘ 통의 발명’과 ‘포크로리즘’의 개념은 미묘하게 구분되면서 동시에 연동

된다. ‘ 통의 발명’은 민속을 만들어진 통들을 구성하는 ‘낡은 재료들’  하나로 

보고 있으며, 주로 19세기~20세기 근 화 과정과 국민국가 형성과 연 되는 지

에서 설명하고 있다. 반면, ‘포크로리즘’은 1960년  후반 이후 산업화 시 의 민속

이 어떻게 진정성을 생존시켜 가고 있는가에 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진정

성을 생존시키기 한 인 인 재구성은 홉스붐이 설명하고 있는 ‘발명’이나 ‘창출’

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포크로리즘은 

민속의 문제를 그것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문화  상과 결부시키고 있으며, 

특히 그것에 참여하는 행 자들의 실천을 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로 이러한 경

향은 1990년  들어 본격 인 논의가 시작된 일본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되었는

데,12) 그 배경은 1960년  이후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민속이 ‘ 승’보다 ‘변

화’와 ‘소멸’이 더 요한 문제로서 두되었던 상황에서 기인한다(김 정 2008 : 

117). 이것은 포크로리즘 개념이 ‘민속이 사회에서도 승되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 실’에 해 비 으로 인식함으로써 승에 한 강박 념으로부터 탈피하

고 있음을 보여 다. 일본에서는 소멸되었던 민속행사의 재  그리고 도시생활과 

결부된 이벤트와 상업화, 지역진흥책과 연 시켜 이러한 문화 상을 포크로리즘으

로 설명하는 방식이 일반화된다(河野 眞 2012 : 17-18). 

그러나 포크로리즘 개념은 이론으로서 체계를 가졌다기 보다는 시간 인 범주의 

11) 포크 리 (Folklorismus)는 민  재 과 창  미하는 개  독  민 학  헨

학  Hans Moser가 1962  독 민 학 지에 고한 에  시 었다. 후 에 한 

 가 독  민 학에  개 었는  1980  후 는  상  지 

( 상  2010 : 102)  시  본에  어 1990  후  상  상

하여 2000  후 민 학계  한  상한다(  2008).

12) 본에  포크 리  가 다  늦게 착 고 는 는 사  민  특징과 

그  각시 주는 개  ‘엄 하 보다는 함  개 ’   것  

도 한다(  2008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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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개념 용의 모호성이 제기되었듯이(河野 眞 2012 : 10-11), 사회에서 

문화 상으로서 민속에 한 인식의 지평을 확장해  담론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

다. 이들 연구가 통을 매개로 개되는 문화정치학  이해와 거의 다르지 않은 

실은 포크로리즘을 민속에 한 사회학  시각이라 불러도 무방하다고 단된다. 

한국 역시 2000년  이후 민속학계에서 비 있게 제시되어 무형문화재와 지역의 

민속축제 그리고 자원화 등의 상과 결부시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무형문화

재 지정제도와 문화행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 민속과 어떻게 연 되고 있

는지의 문제는 포크로리즘의 논 을 심으로 ‘ 통의 발명’이 부분 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령, 무형문화재제도는 국가에 의한 민족  통의 보존을 규정한 제도로 보

편 인 국민국가 건설의 역사 속에서 통의 발명 과정으로 설명되고, 동시에 포크

로리즘은  한국사회에서 무형문화재제도로 연명해가는 민속의 양태를 설명해

주는 담론으로 채택되었다(정수진 2009 : 59-60). 곧 민속을 매개로 실천되어온 무형

문화재제도는 ‘ 통의 발명’이라는 거 한 역사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체계일 

뿐 아니라, 사회에서 민속이 생존해가는 설명 방식인 포크로리즘의 구체 인 

사례로 제안되고 있다. 자가 근  국민국가의 형성과 민족주의, 통과 역사가 혼

입되는 보다 거 한 논의의 틀이라고 한다면. 포크로리즘은 민속을 매개로 개되

는 문화정치학과 지역사회와 투어리즘 등의 다변화된 맥락을 보여 다.13) 여기서 

무형문화재제도는 이 양자가 자연스럽게 결합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문화 상

에 한 비  시각을 드러낼 수 있는 상인 셈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기존 민

속학이 정부의 정책  보조를 담당했다거나 발명과 만들어지는 통의 주역이었음

을 비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것은 기존 민속학이 사멸화되는 통 문화에 한 

구제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학문의 당 성을 비 하는 것으로, 상에 한 

기계  패턴화 혹은 민속을 오래된 승의 과정과 민족  정신의 원류로서 이해하

는 시각을 비 하는 민속학에 한 메타비평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포크로리즘은 “무형문화재야말로 ‘민속 인 문화요소가 본래 정착하고 

있었던 장소 밖에서’ 내셔 한 표상으로서의 기능과 목 을 해 변용․창출된, 다

시 말하면 포크로리즘의 한 양태가 아닐 수 없다.”고 설명되기도 하며(정수진 2009 

13)  거  참고 는 연 는 ‘강 단 ’, ‘  우 ’  ‘ 과 생’  (

근우 2008C, 진 2007,2009)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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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민속이 무형문화재화되는 과정과 응용 방향의 특성을 국가(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의 문화계와 술계 주도로 진행된 타율  지역 정체성 구축 작업으로 이해하

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이상  2009 : 259 참고).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재 한국

사회에서 통과 지역을 매개로 나타나는 상을 해석하는 일반 인 시각이기도 하

다.14) 정부차원에서 실천되는 문화행정이 패턴화된 형태로 정착되고 있는 실에서 

통 혹은 민속을 매개로 개되는 사회 상을 포크로리즘이라는 고정된 해석틀로 

제안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 민속의 문화재화를 분석하는 지 에서는 주체의 수

동화와 국가와 사회구조의 강조가 드러나고 있다. 문화정치학의 역학은 ‘사람들’

을 실천의 주체로 보기 보다는 국가의 정책 이데올로기와의 연 성을 심으로 보

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행 는 간소화되거나 생략되기도 하며, 자료가 부족

한 부분에서는 공백으로 처리하거나 불충분한 설명으로 체되기도 한다.15) 문제는 

이러한 시각이 통으로 명명되는 민속의 상들을 근 화 과정과의 연속성, 그리

고 재와의 역동 인 계로 설명하는 데 있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다. 특히, 

문화정책에 의해 민속이 만들어지고 발명되는 실에 한 비  시각은 사회 속

에서 생성되는 지식체계와 문화정치학의 도를 설명해내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

는 문화  주체들 혹은 역사  주체로서 ‘사람들’에 한 구체 인 이해의 빈곤

함을 드러낸다.

따라서, 연구자는 앞선 논의들이  한국사회에서 통과 민속을 매개로 개

되는 문화 상에 한 의미있는 해석의 틀을 제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논의

들이 과거로부터 연속해 온 문화  주체들에 한 냉소를 드러내고 국가  행 를 

심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단한다. 곧 포크로리즘이 제안하고 있는 행 자들의 

실천은 국가와 행정을 심으로 힘의 계를 선명하게 드러내지만, 민속의 역사  

14) 러한 시각  연 는  한  책   상  하고 다. 지 과 

 역할  심  그리고 행 집단  지역 계  계가 참여하는 식  사

상     미 행  거  착  시  볼  다.  는 

근식  지역  사  하는 ‘지역 통과 체  ’에   사  시하고 

다. 지역에  타 는 통  과 체  는 통  ‘고  변하는 역사  사실  

니라 항상 재  필 에 해 과거  내지 , 동시에 재  맥락에 합하게 재

는’ 것 라는 주  다( 근식  2005 : 12 참고).

15) 러한 포크 리   시각에   민 학 들  들  지 사  거  행하

지 는다고 우  만  시하 도 한다. 에 한 만   하게 시하  

연 가 보 에는 들  료  리 하  든 식민지 말  1940 ( 보  동 보 

폐간)  1950 ( 후 신  등  )  하거  공  처리하는 가 다

고 생각한다.  시 는 당  경험한 사람들  통해 해결할  에 없  것 다.



19

과정과 실천 속에서 ‘사람들’을 주체로 하는 설명방식을 포기하고 있다. 연구자는 

민속학의 임무를 실질 인 ‘사람들’에 한 심을 통해 ‘역사의 직선 이고 순차

인 승리의 이야기에 균형을 맞추고 정교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던 라시의 인식

에서 역사  주체의 문제를 균형있게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Henry Glassie 1995 : 401-402). 그의 인식은 서구의 발 주의  역사

인식이 간과하고 있는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연상시키고 있으며, 재 속에서 통

의 문제를 실행해가고 있는 사람들을 문화  주체로서 의미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통이 만들어졌든 혹은 그 지 않았든 그것을 실행하는 주체들에게는 

진정성을 생존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며, 그러한 열망이 과거로부터 어떻게 생

존해 왔는가에 한 탐구가 보다 주체의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그 탐구는 재와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며 과거의 맥락을 추구하는 역사인

류학  시각이 유효할 것으로 단한다. 역사인류학은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

에서의 사람들에 한 연구라기보다는 ‘어떠한 사람들의 생산에 해서 그리고 시

간과 공간의 생산(Production of Time, Space and Peoples)’에 해 설명하는 학문

으로 정의되는 것이 합당하다(Axel 2002 : 3). 이러한 시도를 밤섬의 사례에 용한

다면, 밤섬의 공간이 역사 으로 그리고 한강 체의 물 기에서 차지하는 치 그

리고 서해 바다와 강원, 충청도 등 범 한 지역과의 계, 자연환경의 변화와 섬

의 폭 와 주민의 이산을 강제한 국가권력의 문제를 설명해  것이다. 뿐만 아니

라, 마을 공동체의 해체와 재생, 그리고 문화재지정과 귀향의례를 통해 개되는 정

체성 형성의 복잡한 동학이 역사 으로 정교할 뿐 아니라 이들의 극 인 실천과 

연결될 수 있음을 설명해  것이다. 

2) 역사인류학과 역사의 주체

최근 역사인류학은 역사  행 자(Historical Agent)들 간의 역동 인 힘의 계

들을 사회  과정과 문화  실천들 속에서 통합 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특히, 기존 

역사학에서 노출된 서구 심  근 화 이행과정들에 한 완고한 역사쓰기를

(Writing of History) 비 으로 검토하고 있다. 연구자는 역사인류학의 논의가 국

민국가의 형성과 서구 자본주의의 침투과정에 한 다양한 응과 상호작용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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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하나의 모듈로 해석할 수 없는 우발 이고 모순 인 지 들에 해 유효하게 

지 하고 있다고 단하고 있다. 인 엑셀(Brian Axel)의 경우 역사인류학이 단

순히 역사학과 인류학의 화로 이해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다른 제도 학문과의 

차별을 선명하게 하고 있다. 그는 역사인류학이 지식생산의 과정과 역사  주체들

의 실천, 그리고 그 안에서 작용하는 힘의 계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포함하며 비균

질  재에서 미래와 과거의 지속 인 활발한 연계성 혹은 합 의 정치체를 이

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런 에서 역사인류학은 주변부

(The Marginal)를 역사 그 자체의 문제 인 특성으로 볼 뿐 아니라, 사회이론과 다

른 학문들이 가정해 온 주장들을 재고하기 해서 제도 인 인식론의 주변부 에

서 작업한다고 할 수 있다(Axel 2002 : 3). 

이러한 인식의 기반은 1970년 까지 인류학의 지배 인 패러다임이었던 기능주

의와 구조주의가 통시성을 월하여 역사의 주체 에 구조의 목 들을 우선시함으

로써, 구조와 행 자가 시간을 통해 상호배치되는 것을 간과했던 에 한 성찰에

서 시작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기된 실천과 과정 그리고 권력의 강조는 역사  제

재(題材)들과 결합됨으로써 역사인류학의 토 를 다져왔다.16) 그리고 그러한 환

은 셰리 오트 (Sherry Ortner)가 제안한 실천이론(Practice Theory)을 통해 연결

되며(Silverman 2005 : 321-322), 이후 나토 로살도(Renato Rosaldo)에 의해 

한층 강조되어 구조주의와 객 주의  통에서 가려졌던 인간 행 자(Human 

Agent)가 복권되는 흐름 속에서 안착하게 된다(Rosaldo 2000 : 354).  역사인류학

은 이러한 이론  환 속에서 정치경제학과 문화구조주의를 거쳐 역사  행 자들

간의 갈등과 권력의 문제를 보다 통합 으로 바라보는 경향으로 발 되어 갔다. 이

것은 정치경제학  인류학에 문화의 문제를, 그리고 문화구조주의  역사인류학에 

정치경제학  시각과 권력의 문제가 통합되는 식민주의 역사인류학의 등장으로 어

느 정도 환의 실마리가 제공되기에 이른다. 이들 논의는 식민지  표상을 텍스트

으로 분석하게 되면 식민지  투쟁, 조우, 지식, 생산 그리고 교환의 미시  물리

학의 모순과 립을 포착하지 못함을 비 하고, 문학성향의 식민주의 분석에서 벗

16) 1960  1970  사 과학에 어 한 포 트는 심과 주변에 어 역사  행  역

할  상 시키는 것  계 본주  리  사시킨 ‘ 계체 ’ 그리고 ‘ ’

 그 사 라고 할  다. 그러한 경하에  역사  에 한  언   -

시  행 -실천  겨가도  했다. 특 , 학에 는 계 본주  산  실천과 과

, 그리고 그것에 개    고 들었다(Dube 2007 :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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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사회 실천의 역들을 강조하는 역사인류학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Pels 

1997)17). 

이러한 일련의 이론  지향 속에서 역사인류학은 지배 인 역사서술의 틈 속에서  

‘주변부로부터’의 ‘역사쓰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해오고 있다(Axel 2002, Dube 

2007). 과거의 역사쓰기는 19세기 유럽과 미국의 학문제도화 과정에서 국가의 탄

생과 동시에 발생되었으며, 끊임없이 문명화된 국가와 미개한 국민들간의 차이를 

분리해내는 작업을 통해 형성되었다. 따라서 역사인류학은 식민지 지역에 한 역

사를 서구 유럽 역사의 각주나 참고사항으로서 재 하는 방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Dube 2007 : 19-21). 가령, 근  역사(Modern History)의 균열된 지 을 탐색하

는 코마로 의 검토는 홉스붐의 ‘정복하는 부르조아지(Conquering Bourgeoisie)’

의 승리로서 그리고 있는 시각의 틈새를 발견해 내고 있다. 그는 비국교도 복음주의

자들의 남부 아 리카 도의 역사를 밝 내는 것을 통해 아 리카에서 로테스탄

트 윤리와 자본주의가 어떻게 개되었는지를 정교하게 설명하고 있다(Comaroff 

1991 : 55-56, 70). 이것은 아 리카인을 역사  행 자로 복원하는 작업일 뿐 아니

라, 서구 내 타자들을 주체로 부상시키는 새로운 사람들의 생산(Production of 

Peoples)을 의미한다. 

한, 코마로 는『Modernization and It's Malcontents』(1993)에서 산업자본주의

의 문화들은 결코 단일하게 존재하지 않으며, 마스터 내러티 라 할 수 있는 근 화 

이론의 유럽 심  비서구에 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존 

통 인 인류학에서 의례를 해석하는 입장에서 탈피해 의례를 신성한 것에서 내려놓

고 역사화시켜 일상의 세계안으로 집어넣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의례를 단순히 

‘ 통’의 승의 반 으로 간주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그 개념을 보다 의무 인 

의미있는 실천으로 엮는 것으로 시도하고 그 실천은 종종 그것이 발생되는 환경안

에서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Comaroff 1993 : ⅻ

-ⅹⅲ). 코마로 의 논지는 서구의 국민국가의 형성에 한 국가정체성 구축을 한 

의례가 아니라, 수많은 비서구인의 하나인 아 리카 원주민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17)  학 는 드 (Bernard Cohn), 니 라  (Nicholas Dirks),  엔 진 마

프(John and Jean Comaroff) 등 지식  계보학과 에 민감한 학  그룹 다. 들  

과 근  가  건과 들 에   과 한 함  해 다. 여  

생 는 지   심  역사  주체들에 해 해  실천들과 과 들  본  

과 그것  생산에 해 러싸  것  하고 다(Dube 2007 :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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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의 의례, 곧 의례 실천의 역사화(Historicizing Ritual Practice)를 재고하도

록 한다(Comaroff 1993 : ⅹⅹ ⅸ -ⅹⅹⅹ). 따라서 그는 의례를 문화  가치로 보거나 사

회  삶의 모순들을 재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입장에서 탈피해, 의례를 둘러

싼 의미가 시간과 공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재) 치되어지는 가에 한 문제

와 원주민들이 그들의 의미를 획득하는 역사  환경에 따라 의례가 변화한다는 것

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러한 코마로 의 작업은 ‘ 통’의 문제를 보다 정교하게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의례뿐 아니라 물질 인 것에 한 설명에서도 츠와나 원주민의 의복

을 단순히 서구문화와 만나 형성된  ‘발명된 통’ 그 이상으로 그들의 역사에서 

요한 함의가 있음을 강조한다.18) 이러한 설명은 원주민들을 문화  주체로서 드러

내는 데 의미있을 뿐 아니라, 거 한 서구 역사의 각주가 아닌 역사  주체로 드러

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에서 코마로 의 인식은 홉스붐이 제안하는 ‘발명된 

통’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역사’의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 통의 발명’을 보완하는 시각은 코마로 와 이론  지형이 다른 문화구

조주의자 살린즈의 견해 속에서도 나타난다. 물론 그는 모든 통은 재의 목  안

에서 그리고 그 목 을 해서 ‘발명’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살린즈의 문화논리 속

에서 통의 문제는 주체의 문제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그는 ‘엘리트 역사기

술지’(Elite Historiography)가 통을 하 주체들의 마음에도 없는 문화나 행 로 

정의하고 있다고 비 하고 있다. ‘ 통의 발명’에서 발명의 주체를 부정하는 논리는 

주변부의 사람들에 한 문화  통합과 역사  행 성에 한 공격으로서 마치 제

국주의가 실천했던 것을 이론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Sahlins 1993 : 377-381). 

18) 마 프는  여  복식  단  ‘ 통  ’ 그 상  복 한 산  그들  역

사에  한 미  보고 다, 그  시각  다 과 같  다.

    “ ( 략) ...... 그러한 타  특 -실 , 그들  역사  미에 한-   ‘보 ’

 가  것 다. 가 었다고 한 는 그러한 타  래  도  습  들 지 

고,  근  진  변  시 에 탄생한 실천들  돌 가  다. 것  시하

는 , 우리는 여  ‘  통들’  시하는 시 착  식 상  생각하게 

다. 우리가 말하는  타   복  지역  체  동 하는  과  

복하고 체 한 것  그리고 럽 심  어  타  재규 한 것 다.”(Comaroff 

1997 : 26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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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오만한 민족지  체화의 로젝트를 비난한다. 그러나 

이 모든 강력한 세계 체제와 사람들의 문화  모순 사이의 조를 보여주는 

서구의 헤게모니와 로컬의 아나키의 슬  비유들은, 그들이 경멸하는 제국주의

자가 했던 것과 같이 아카데믹의 차원에서 흉내내고 있지 않은가? 주변부 

사람들의 문화  통합과 역사  행 자에 한 공격으로서, 그들은 제국주의가 

실천했던 것과 같이 이론 으로 실천하고 있다. ( 략) 유럽인들이 그들의 

통을 발명했을 때 그것은 진보주의  미래의 시작인 진실된 문화  재탄

생이었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그것을 했을 때, 그것은 문화  쇠퇴의 표

상이었으며, 단지 죽은 과거의 시물라르크를 생산할 수 있는 꾸며낸 회복이

었다(Sahlins 1993 : 381).

살린즈의 이론이 강하게 견지하고 있는 문화구조주의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   

문화  타자들의 통에 한 견해는 역사의 주체가 구인지에 한 문제를 선명

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그의 입장은 ‘ 통의 발명’ 그 자체를 비 한다기 보다

는 비서구 문화  타자들의 통에 한 열망들을 평가 하 하는 주장이 감추고 있

는 냉소를 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통의 발명’ 논의에 해 논평하고 있는 

로버트 보롭스키(Robert Borofsky) 역시 서구의 문화  정체성의 발명을 타자들의 

역사에 그 로 용하는 것에 해 비 하고 있다. ‘비서구 타자들의 통은 우리의 

탈역사 인 통의 개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통들을 ‘발명된’ 것

으로 단정해 버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명’의 결과 이 에 그것을 ‘과정

(Process)’과 주체들의 실천(Practice) 그리고 역사 속에서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Borofsky 1994 : 478-479). 

이러한 ‘ 통의 발명’을 둘러싼 입장들은 각기 다른 시각과 해석의 차원에 놓여있

으면서 공통 으로 역사  과정과 실천의 노정 속에서 주변부의 그늘 속에서 잠재

되어 있던 행 주체들의 복원을 시도하며 새로운 역사쓰기에 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에릭 울  역시 로벌한 자본주의 세계의 확산과 합의 지 들을 확인과

정을 새로 써내려 가면서 기존 세계체제론이나 종속이론의 바깥에 존재하는 주변

부, 혹은 으로부터(From Below)의 역사쓰기를 실천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Wolf 1982). 이러한 역사인류학의 작업은 기존 역사학과 사회학의 서구 

심  진보주의 역사  혹은 서구 자본주의의 지구화 과정을 세계체제론이나 종속이

론에 기 어 설명하는 방식에 해 비  논거를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19) 특히, 이들은 통 인 인류학의 연구 상인 작은 소집단들의 



24

다양한 차이들의 모순 인 상황들을 부각시키고 이들을 역사  실천의 주체로 부각

시킨다. 통이 근  역사 속에서 근 인 것으로 치부되어 특정한 집단이나 지

역이 서구  내러티 에 의해 해석되어 그들의 문화가 서구 근 성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설명되어 왔음을 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 은 통의 문제를 집단

의 정체성 구축과 긴 하게 연 되는 정교한 게임으로 설명하는 조나단 리드먼

(Jonathan Friedman)의 인식과도 연결된다. 그는 ‘ 통의 발명’ 문제를 재의 주체

가 사회정체성의 실천 속에서 과거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고, ‘역사 없는 사람들’이

란 타자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내보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한다. 한, “항상 

문화  실재들은 특수한 사회 , 역사  맥락 속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정체성이 실

천되고 역사  도식이 생산되는 본질을 설명하기 해서는 맥락의 생성과정을 설명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리드먼은 과거의 구축은 자기동일시의 행 이며 그

것의 진정성, 곧 주체와 의미세계의 존재론  계로 해석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역사 , 공간 , 사회 으로 결정된 환경 속에서 추동된 실천으로 해석하고 있다

(Friedman 2010 : 241, 260-261).

연구자는 이러한 이론  을 토 로 한국 근 화 과정에서 사라져간 ‘역사없

는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에 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연구 상으로 선택된 밤

섬마을이라는 존재는  한국사회에서 민속 혹은 통의 이름으로 생존해가는 작

은 집단  하나로 상정되었으며, 이들이 역사  주체이자 문화  주체로서 어떻게 

생활세계를 구축해 왔는지와 재 어떻게 정체성을 구축해나가고 있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한강의 섬마을에 한 역사인류학  논고를 해 코마로

의 표 처럼 ‘게임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을 참여시켜야 했지만, 여기서 

‘도시 속 작은 마을’을 설명해 내는 주  선수는 상학  사실들의 풍부한 기술

과 주민들 경험의 통합이었다. 이것은 밤섬마을의 형성과 변화를 실질 으로 재구

성하고, 재를 살아가는 밤섬사람들의 문화  실천을 연속 으로 이해할 수 있도

록 하는 작업이 이 연구의 심임을 의미한다. 이를 해 본론에서는 밤섬마을의 역

사가 20세기 근 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해갔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특히, 그들의 

19) 마 프는 ‘ ’사 가  학 과  헌에  사 었  것과 달리 실 는 

 ‘닫  거 ’ ‘ 통 거 ’ 변 하지 는 것  님  강 했다. 그는 산업 본주  

변  계 에  타  식민주 가 럽 심주   계 역사 에 각 했다고 강

하 다. 특 , 식민지 들  근  식민지에 도 하  식민지  그  든 것들  ‘

근 ’  운 짓게 했  한다(Comaroff 1993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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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과 의례가 한강수운의 사회경제  체계와 식민화의 과정 그리고 개발의 소용돌

이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해왔는지를 심으로 20세기 마을의 역사를 재구성할 것

이다. 이런 에서 이 연구는 ‘한강의 기 ’에 등장하지 않는 밤섬마을이라는 작

은 주변부의 역사에 한 재고이며 그 역사의 의미화를 추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의미화는 과거 역사의 실증뿐 아니라 20세기 후반 밤섬이주

민들의 생활과 아 트 재개발로 인해 종국 으로 마을이 이산되는 과정, 그리고 최

근에 발생된 마을의례의 문화재지정을 연속 으로 이해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가

령, 이주를 둘러싼 당국과의 갈등과 상, 이주 이후 부군당의 건립과 존폐를 둘러

싼 갈등과 합의, 문화재지정과 조선술(造船術)의 문화재지정 신청 노력, 그들 스스

로 과거와 기억을 호명하기 해 밤섬을 아카이빙(Archiving), 큐 이 (Curating)하

는 문화  실천들과의 결합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통은 과거와 재의 

지속 인 교환이라는  그리고 역사와 문화, 민속의 개념을 정교하게 해주는 매개

체라는 에서 밤섬주민의 ‘ 통 ’인 것에 한 행 와 열망은  한국사회에서 

통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곧 밤섬(사람들)은 민속

의 상과 문화  정체성 그리고 근 화라는 역사  이해를 풍부하게 설명해  수 

있는 행 집단으로 충분히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통 혹은 민속을 실

천해가는 행 자들을 심으로 하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인간성’에 한 이해는 코

마로 의 말로 빌리자면 ‘변증법  역사(Dialetic Histories)’이며 울 의 용어 로 

하자면 ‘역사없는 사람들의 역사’이기도 하다. 

3 . 연구 상 선정 배경  연구방법

1. 연구 상 선정과 의의 

처음 밤섬에 한 심은 근 화 과정 특히 20세기에서 도시개발이라는 물리

인 환경의 변화가 한 마을의 주거와 생업, 의례 등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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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서 출발했다. 특히, 철새도래지로 알려진 버드나무가 우거진 작은 섬 속에 

수 백명의 사람이 살았다는 사실과 그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그 사람들이 얼

마 까지 모여 살며 그들의 통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상은 개발의 역사  과정 

속에서 주민집단의 정체성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한 궁 증을 유발시켰다.  

연구자는 밤섬에 한 조사를 진행할수록 이들에 한 외부자의 시각과 그들 내부

의 행 들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단했다. 곧 외부자  시각은 밤섬주민을  ‘한강의 

기 ’으로 은유되는 한국 근 화의 희생으로 표상시키고 있는 반면, 주민들 내부에

서는 그들이 개시켜 온 역사  과정과 재의 문화  실천이 문화  연속성을 의

미화하는 형태들로 나타나고 있었다. 연구자는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실천을 개

시켜왔는지에 한 의문을 풀기 해 밤섬을 역사연구의 상이자 통의 주체로서 

행 하는 문화연구로 통합시키는 연구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재 시 에서는 이산된 밤섬사람들을 하나의 집단  정체성을 표출해내

는 공동체로 범주화하기 해 ‘도시마을(Urbanvillage)’20)이라는 허버트 갠즈(Herbert 

J. Gans)의 개념을 차용하고자 한다. 그가 사용한 ‘도시마을민(Urbanvillager)’은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탈리아계-미국인 노동자 계층의 공동체  소속감을 

주제로 하는 연구 지만(Gans 1962), 도시 속에서 지속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와 유사하게, 베스터(Bestor)

는 도쿄에서 통 인 상인계 의 결속방식을 ‘역사 인 환상’에 불과할지라도 근

이고 통 인 상인계 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공유하는 지역사회의 

행 자로서 보여주고 있다(Bestor 1992 : 박미혜 2010 재인용).21) 밤섬 주민들은 

서울이라는 거  도시의 한 복 에서 그들의 변해버린 거주지를 방문하는 의례와 

그들을 지켜 다고 믿는 신에게 의례를 거행하며, 다양한 형태로 공동체  의미를 

드러내는 행 를 하는 독특한 집단이다. 이들을 갠wm가 말한 도시마을민으로 보는 

것은, 거주지가 상실되었지만 밤섬이라는 공간의 공유를 의미화하는 행 를 극

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에서 이들 집단이 시간과 장소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 때

20) 허 트 갠 (Gans)가 사 한 ‘The Urban Villager’는 도시재개   에 해 공동

체가 강 고 고  하는 어  내에 는 ‘도시 락민’  역 어 다

(Saunders 1998, 찬  등 엮). 필 는 락  지생산에 한 공동체  미가 강하 , 

락  역  ‘rural’과 어 ‘urban’과는 다  상 는 미라고 단하여 여 는 

‘village’  원래 미  마  해 하여, ‘도시마 ’  고쳐  사 한다. 

21) 갠    다 직업에  계 에 해 고 는 집단과 생 식에 주 하고 , 

에 한  한  도시에  업 들에 한  미 (2010)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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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피더스톤(Featherstone)이 지역정체성의 핵심을 특정한 공간에 연 된 문

화  형태들, 그리고 역사 으로 침 된 공동의 경험을 의미하는 소속감으로 간주

했듯이(오명석 2004 : 22 재인용), 밤섬 주민은 서울 안에서 그들만의 정체성이라

고 할 만한 공통의 공간과 의례와 역사를 공유한 집단이며, 그런 에서 근  재

편 속에서 문화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분투해 왔던 집단이다. 

한, 밤섬이 도시개발의 보편  역사에서 다른 사례들과 다른 특수성을 보여주

고 있다는 이 연구 상 선정의 요인이 되었다. 특히, ‘한강개발의 정치경제학’  

경 을 보여주는 하 도(河中島)의 생성과 소멸 과정은 밤섬의 치를 더욱 요하

게 만들고 있다.22) 다른 한강의 하 도들과 달리 밤섬은 폭  직 까지 400여 명의 

주민이 작은 섬 안에서 생업과 의례를 공유했던 도시 속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고 있

었던 집단이었으며, 폭  이후까지 생업과 의례의 지속과 변화를 악할 수 있는 희

소한 집단이었다. 여의도23)와 난지도에 살았던 주민들도 모임이 있지만, 매월의 정

기 인 모임과 매년 치러지는 의례를 공동으로 치르는 그리고 지속 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역사에서 찾고 그것을 드러내는 유일한 한강의 섬주민 집단으로 이들의 

행 는 매우 의미가 있다. 속한 경제  성장과 서울의 도시화 과정,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지속 인 인구의 유입은 한 한 강 이었던 한강변을 거  도시로 편

입시키면서, 서울 한복 에서 ‘밤섬사람’과 같은 작은 마을단 의 역사  정체성을 

유지하는 집단은 매우 드물어졌다고 할 수 있다. 곧 밤섬마을은 서울에서 마을의 형

체가 도시개발로 소멸된 이후까지 과거를 탐색하면서 재를 강렬하게 의미화시키

고 있는 집단으로 특수한 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갠즈(Gans)의 용어 로 도시 

속 마을주민(Urbanvillager)으로서 거주지의 이산에도 불구하고 지속 으로 공동체

인 행 들을 통해 정체성을 발산시키는 집단이다. 이들은 주거지의 이산에도 불

구하고 부군당이라는 의례공간을 심으로 마을공동체의 기억을 연장시키기 한 

노력과 자신들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는 ‘역사쓰기’를 실천해가고 있다.

22) 주지하다시피, 한강에는  해 여 도 도 들   , 지도, 도, 

, 실 , 리도, 포 , 동도, 학도  경우는 지 거  개  사라 다. 그런가

하  래  한강 합건  당시 건  공 , 근에는 한강 상  사업   

‘플  랜드’라는 공  건 에 다. 20  한강에는 경  변 에 라  

었다 재생 거   다  공간  변 해 다.

23)  폭    여 도개   다  연 는  연 가 다. 는 여

도 개  공간  학  함  도시 공간  다 한 계가 재 는 경합  

 하고 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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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밤섬 폭 가 이루어 진지 40년 이상이 지난 2012년 재 다시 한강

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역사에 한 의미를 검토하는 이유는 한강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다시 변화의 기 에 서 있다는 이다. 공식 으로 한강개발이라고 명

명된 국가 로젝트는 1986년 거 한 기념비를 세우면서 종료되었지만24), 최근 도

시재개발 담론의 등장은 한강을 재구조화시키고 있다. 최근 서울시에 의해 추진되

고 있는 ‘한강 르네상스’사업은 제3차 한강개발에 해당될 정도로 새로운 의미의 개

발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한강에는 괴와 건설의 거듭으로 새로운 구조물이 생성

되어 가고 있으며, 무엇이 소멸되고 무엇이 생성되었는지에 한 기억은 차 사라

져가고 있다. 한강종합개발로 완성된 한강 양안의 견고한 콘크리트를 다시 깨고 있

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이것은 비단 한강의 문제 뿐 아니라 서울 체에 해당된

다. 서울은 재개발이라는 면 인 변화과정에 놓여 있으며, 이것은 지난 세기 개발 

이 의 시 와 개발 시 를 새롭게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재개발

(Redevelopment)은 개발(Development) 이후  한 번의 개발로 기존 개발에 

한 충분한 검토와 성찰없이 한 발 비껴있었던 화두이기도 하다. 연구자는 지난 수년 

동안 서울의 재개발 지역에 한 조사를 통해 20세기 도시개발과 함께 이산된 작은 

마을에 한 역사를 검토할 수 있었으며, 여 히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마을이라는 

경계를 심으로 그들의 공동체  의례와 모임을 실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이들을 통을 연속하고자 하는 열망을 지닌 집단이자 20세기 서울의 

역사에서 가려진 주변부로서 인식하고 이들 지역과 집단에 한 의미화에 심을 

두게 되었다. 그  밤섬은 여러 다른 서울의 ‘마을들’과 비교해 이주민의 교체없이 

20세기 이 과 이후를 연속해온 집단이었다.25) 특히 마을의 이산에도 불구하고 그

들의 역사와 민속을 통으로서 연속해나가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그것을 내부 집

단과 외부자들에게 극 으로 표출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 스스로

도 가장 오래된 역사  통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재 서울에서 마을을 단 로 자

신들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희소한 집단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4) 울시는 1986  한강 합개  하여 림픽 변  청담  고 지에 거 한 

 웠다.  

25) 당 태  지 하고 는 다  마  사 에 는 간 승  에 한 승  

거  타 지 는다( 태우 2008 : 145-156). 



29

2. 연구방법 :  아카이 (Archive)와 필드(Field)의 균형

밤섬 주민들의 문화  실천을 재해석하기 해서는 시간과 공간의 차원 그리고 

밤섬 ‘사람들’을 역사  주체로 악할 수 있는 역사  민족지를 재구성하는 작

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역사  과정의 실제들을 악하는 것을 통해 사

회사  사실들을 풍부하게 발견하고 이를 밤섬마을의 역사로서 제시해야 한다. 이

러한 작업은 역사인류학자들이 아카이 에 민하게(Keen) 반응하여, 아카이 를 

통해 역사  민족지를 구성해내고 사회  과정과 역사  주체들의 문화  실천들을 

정교하게 엮어내감으로써, 역사 인 내러티 들을 인류학 인 감수성으로 품어내는 

작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문자기록 심으로 문헌자료가 풍부한 한국사회 

연구에 있어 이들 자료의 활용은 필수 이다. 여기에는 역사  실제와 재 의 문제

를 균형있게 다룰 수 있는 시각과 켜켜이 쌓여있는 아카이 를 통합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인류학에서의 역사재 의 문제를 어떠한 

치 속에서 악해야 하는가에 한 시각은 살린즈(Sahlins)와 오베 세 르

(Obyesekere)의 논쟁에서의 교훈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우리는 인류학이 ‘역사학’  작업을 할 때 역사  분석을 하는 것으로 서는 

안된다고 견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한, 문화주의  구조주의자의 

시각에서 학자들은 ‘역사’라고 부르는 바로 그 학문  범주를 이해하기 해 

역사를 월하는 카테고리를 개시킬 수 없다(Andrew Willford and Eric 

Tagliacozzo 2009 : 7-8).

구체 이고 풍부한 과거의 실재들이 재와의 긴 한 연결 계 속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논의는 궁극 으로 근 화론에 기  문화  연속성을 부정 으로 보는 시각

에 한 새로운 사례를 첨가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지는 밤섬 사례에 용

이 가능하다. 특히 20세기 동안 밤섬은 그 주변 일 가 개항과 식민지 시기라는 새

로운 지배권력의 교차를 거쳐 해방과 쟁의 과정 속에서도 한강의 생태  환경과 

마을 공동체의 외형을 유지해 갔다. 해방 후까지 여 히 많은 고깃배와 곡물을 실

은 배, 뗏목이 한강변을 드나들었으며 강변사람들은 실려온 물자를 거래하고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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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역하는 사람들로 분주했다. 어도 6.25 쟁 이후 고깃배가 뜸해지기 까지 

강의 경 과 주변 사람들의 생업은 외형 으로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완 히 괴된 1970년  이후까지도 배를 짓는 일은 어들었지만 단 되

지 않았으며, 그것이 거의 소멸되었던 시기에도 계속 배를 짓기 한 의지가 표면화

되었다. 서론에서 제시된 사진 속 의례 역시 변형된 형태일지라도 지속 인 주민들

의 의지와 실천들 속에서 생성된 문화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연구자는 밤

섬주민들에 한 시각이 여 히 개발의 희생양이거나 그들의 의례를 제화된 발명

된 것으로 악하는 시각은 밤섬의 역사에 한 풍부한 이해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폭  이후부터 재까지 개되는 주민들의 역동 인 문화  실천들을 악하지 못

한 데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요한 방법론은 역사  민족지와 

민족지  재의 통합이며, 아카이 와 필드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먼 , 역사  민족지의 재구성은 필연 으로 종합 인 아카이  리서치와 이를 

연구의 맥락에 맞도록 통합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여기서 비교  오래된 밤섬의 과

거를 묘사하는 기술들은 밤섬의 재를 밤섬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해하기 한 

부분들로 취 될 수 있다. 근  이  밤섬이 어떠한 묘사에 의해 설명되고 있는지와 

근  이후 사람들의 심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국면의 긴 과정은 하

나의 역사  과정 속에서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이 근 화 이후 역사  

주체로서 실천하고 있는 행 들과 연속 으로 악하기 한 제이다. 이러한 시

각은 체 으로 아날학 가 제시했던 토지사용과 지리  구조의 지속과 변화들로 

수렴되며, 이를 해서는 밤섬을 역사  공간으로 맥락화하기 한 짜임새 있고 의

미있는 아카이 의 총합이 요구된다.  

조선시 와 구한말, 일제시기에 생산된 문서텍스트들을 종합해가면 15세기부터 

20세기 반 까지 밤섬과 그 주변 일 를 둘러싼 풍부한 ‘부분  사실들’이 기록과 

문서로 남아있다. 이 텍스트들은 지배층의 통치자료로 혹은 학자들의 조사자료로 

그리고 신문의 보도자료로 남아있지만 밤섬과 한강의 생태  환경과 사회경제  

치 그리고 밤섬마을의 의례와 생산력 등의 변화를 악할 수 있는 기  자료가 되

었다. 시간의 범 는 략 20세기 이 인 조선시 와 20세기 반인 식민지 시기 그

리고 1950년 와 1960년 까지를 상으로 했으며, 여기서는 특히 문자자료뿐 아니

라 지도와 사진들을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써 지속과 변화의 구체 이고 정교한 과정을 

면 하게 설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아카이벌 에스노그라피(Archival Ethnography)’ 



31

작업을 통해 20세기 후반 도시개발의 시 를 거쳐 소멸되었다가 다시 ‘한강생태의 

보고’로 부활할 때 까지 생산된 자료들을 통합시킬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밤섬의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추측에 근거하여 추정했던 내용들을 보정할 

수 있었으며, 토지사용과 마을의 형성, 공동체  의례와 생업 환경의 조성 등을 

심으로 하는 작은 지역  장소로서의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 

구체 으로는 조선시  편찬된 왕조실록과 각종 지리지, 고지도, 일성록과 비변

사등록 등의 기록과 각종 문집들 그리고 개항기 정부문서의 문헌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20세기 직후 그리고 식민지 시기에는 신문, 잡지, 총독부와 경성부의 통치자

료를 포함하는 자료와 각종 지도와 사진, 통계 등을 비롯해 서구인과 일본인 학자의 

조사자료가 포함되었다. 그 동안 밤섬의 역사  자료는 조선시  지배층 기록의 한

정된 기록이거나 문인들의 시를 원천으로 삼아왔는데, 이들 자료는 밤섬의 토지 이

용에 한 단편 인 묘사에 불과해 20세기 근 화 과정에 한 객  인식의 기반

이 부재해 있었던 것을 이번 연구에서 극복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사진자료의 확보는 행 의 사실성과 구체성, 문자자료를 월하는 풍부한 

묘사를 제공하고 있어 요한 원천이 되었다. 20세기 후반 도시 개발의 시 에는 

수자원개발과 도시계획자료를 심으로 앙정부와 서울시의 문서자료를 포함하여  

지도, 사진, 도면 등을 포함하는 범 한 아카이  리서치가 시도되었다. 물론 여

기에는 1990년 와 2000년  와우산 밤섬마을의 재개발과 문화재지정 과정을 보

여주는 문서자료와 주민들에 의해 생산된 자료들, 이를테면 이주자 명단과 부군당 

추렴 목록, 마을 배치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 연구자는 주민들뿐 아니라 기존 

밤섬을 조사하거나 혹은 연구했던 결과물 자체를 섬마을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카이

로 활용할 수 있었다. 총 3편의 보고서가 있는데 1959년 조사된 이화여  사회생

활과 지리 공 학생들의 조사보고서, 그리고 1984-1985년 최재선의 조사 그리고 

1999년 한국샤머니즘 학회의 조사가 그것이다. 이화여  지리 공 학생들의 보고

서는 밤섬의 지리  환경과 주민들의 구성을 심으로 기술되었으며, 최재선과 한

국샤머니즘 학회의 조사는 부군당굿을 참여 찰한 것이다.26) 이 세 편은 각각 한강 

26) 여  사 생 과 지리 공 학생들  보고 는 “ 강지역사 사보고”   1960  

『 우 보』라는 학과지에 실 , 재  사는『  ‘ 당 ’에 한 학  

연 』(1985)라는 사학  그리고 한 샤 니 학  사는『마포 당도당  연

』(1999)  간행 었다. 본  에 어   편  행  연 가 여타 다  

과 어 한 료  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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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섬마을과 와우산 밤섬마을 시기 그리고 마을이산 이후를 시기 으로 다루고 있어 

시간에 따른 변화를 악할 수 있는 요한 1차 자료가 되었다.  

동시에, 밤섬과 한강변의 강  마을의 변화와 도시개발의 과정을 연결시키기 

한 구술조사가 병행되었다. 특히 밤섬주민의 구술사  조사는 구체 인 삶의 지표

들을 탐색함으로써 이들 집단의 생활세계에 한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물질과 의

례, 사회조직 등을 통합하는 작업을 개시킬 수 있었다. 한, 마을의례와 공동체

 모임 유지를 한 노력들, 한강개발과 환경보호 담론의 형성, 정부의 문화재 정

책과 문화재 문가들의 참여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의 의미 만들기가 경합되고 있

는 상을 보여주는 자료들과 인터뷰 조사를 병행하 다. 조사기간은 2007년부터 

한강변을 심으로 하는 개발 련 자료와 주민들의 생업과 련된 조사에 착수해 

2008년부터 구체 으로 밤섬과 연 된 역사  기록과 지도, 사진, 도면, 신문자료 

등을 수집했으며, 2008년 5월 경 주민을 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해부터인 2009년, 2010년, 2011년에 부군당굿을 참여 찰했으며 2009년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고향방문 행사에 참여했다. 그 사이 향우회와 밤섬부군당보존회

와 련 있는 마포나루굿이나 새우젓 축제 등의 행사와 화산 도당굿이나 서울시 

무형문화재 축제의 찰은 밤섬주민들의 활동과 무형문화재의 존재양상을 악하

는 데 좋은 경험이 되었다.

궁극 으로 장기간에 걸친 이 작업은 밤섬의 소멸과 재생 그리고 주민들의 문화

 실천과 연계되는 행 들과 통합된다. 를 들어 연구자는 밤섬에 해 생생히 기

억하고 있는 주민들을 상으로 밤섬지도를 작성했는데, 이 자료는 과거 밤섬마을

의 공간에 한 사실  이해뿐 아니라 주민 내부에 의해 의미화된 밤섬의 생활문화

를 드러내고 있었다. 곧 과거 소멸된 밤섬에 한 사실 계를 확인하는 작업의 일부

는 재 밤섬주민들에 의해 행 되는 문화  실천과 면 하게 연동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역사 민족지와 민족지  재를 통합하고자 하는 략을 

통해서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역사  자료의 실증과 구체성 확보뿐 

아니라 해석의 측면 모두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아카이 와 필드의 균형 혹은 역사  민족지와 민족지  

재의 통합이라는 논리를 역사학과 인류학에서 설명하는 몇 가지 키워드를 염두해 

두고 연구를 진행하 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역사 (Historical)’이라

는 형용사에 한 의미 정의, 두 번째는 역사기술지(Historiography)와 민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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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nography)의 차이와 유사성, 마지막으로 인류학  역사(Anthropological History)

와 역사  인류학(Historical Anthropology)의 구분이다. 먼  ‘역사 ’이라는 형용

사는 ‘변형(Transformation)’, ‘과정(Process)’이나‘실천(Pratice)’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특정 시 에 한 사실주의가 아니라 통시 (Diachronic)인 개념

이자 공시 인(Synchronic) 의미임을 염두에 두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사건과 상

에 한 역사기술과 재 행 하고 있는 집단에 한 문화기술을 구분하는 동시에 

양자가 공통 으로 밤섬의 과거와 재를 ‘묘사하고(Graphy)’있음에 주목하고 이

를 연속 인 형태로 통합시키기 해서는 밤섬의 재를 역사  과정의 부분들로 

인식하고 양자의 간극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시각을 고안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이를 

토 로 인류학  역사와 역사  인류학의 차이를 구분해, 인류학 취향의 역사가 아

닌 역사 인류학 연구 상으로서 밤섬을 설명하기 한 방법론과 이론  제들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밤섬주민을 역사  주체로서 그리고 문화  실천을 

주도하는 행 자로서 그려내고 도시개발의 사회학과 통의 정치  역학 계 속에

서도 소리없이 그들 스스로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집단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3. 논문 구성

이 연구의 체 인 구성은 연 기  형태로 시간의 흐름과 체로 일치한다. 먼

, 한강수운을 심으로 밤섬마을을 둘러싼 작은 지역  장소로서 한강변의 사회

경제  역사를 제시하고 그러한 장기지속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응시켜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후 20세기를 심으로 통사회에서 기 근

화 과정(식민지 시기)에서의 밤섬마을의 형성과 변화를 제시하 다. 이 부분에서는 

밤섬마을이 자연환경의 변화와 사회경제  변화 그리고 주민구성과 생업, 의례 등

을 심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지속되어 왔는지를 설명할 것이다(2장과 3장). 그 다

음 본격 인 도시화 과정(1960~1970년 )으로 넘어와 밤섬마을의 와우산 이주와 

한강개발의 과정(4장) 그리고 이어지는 철새도래지로 탄생한 밤섬의 재생과 아 트

재개발로 인해 와우산 밤섬마을이 이주하는 과정(1980~1990년 )과 그 과정에서 마

을을 지켜내고자 하는 노력들이 어떻게 개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5장). 그리고 



34

이들의 노력이 마을의 역사를 재구성해가며 집단  정체성을 구성해가는 시기(2000

년 후)로 환되어, 그들 스스로 집단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극 인 문화  실천

들이 어떻게 개되는지가 이어진다(6장). 그러나 과거는 재를 불러내고 재는 

과거를 호출해가며 밤섬의 역사를 연속 으로 악할 수 있도록 과거와 재는 오

버랩된다. 논문의 구성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과 7장은 서론과 결론이

며, 2장부터 6장이 논문의 주요 를 구성하는 본론이다. 

먼  1장은 밤섬의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통의 문제를 어떻게 문제제기 할 

수 있는지를 제기하고 기존 통에 한 논의를 비  에서 논의하는 장이다. 

여기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발생되었던 오류들과 부족한 시각을 보완할 수 있는 이

론  제들과 해석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논문의 체 인 개방향을 제안할 것이

다.

 2장은 밤섬이라는 ‘작은 지역   장소’를 오랫동안 지속된 그러면서 조 씩 변화

해온 자연환경과 지리  구조 그리고 한강변 포구의 사회경제  변화와 그 지속의 

교차를 통해 이해하는 부분이다. 특히, 18세기 이후 가속화된 한강변 포구의 장소성

은 20세기 후반 밤섬이 도시개발의 희생양으로 표상화되는 과정을 포함하는 체 

한국 근 화의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는 지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다. 

밤섬과 계를 맺고 있었던 마포, 서강, 용산, 서빙고 등등의 마을들은 다름 아닌 역

사 속 한국의 상주의를 거론할 때 등장하는 핵심  공간인 동시에 20세기 근 화 

과정 속에서 천천히 사라져간 자본주의의 주변부이기도 하다. 한, 지리  구조의 

느릿느릿한 변곡선이 20세기 식민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환되는지를 경제질서와 

식민권력의 지배체계, 그리고 개발의 과정을 통해 보여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

하는 과정은 오랫동안 진 인 변화에 의해 축 되고 연속된 사회를 다시 규정하

고 재편시키는 힘 못지않게 이  사회에서 만들어진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분투

와 뒤섞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장에서는 본격 으로 밤섬마을을 무 로 하는 마을의 역사를 개시킬 것이다. 

조선시  밤섬을 설명하는 아카이 들을 통해 밤섬마을의 역사  형성과정을 검토

하여 조선(造船)과 부군당으로 표출되는 밤섬마을의 통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궁극 으로 밤섬의 문제를 민족지  재에서 찰되고 악되는 통을 두고 경합

하는 힘의 계들의 기술, 그 이상의 의미를 발견하기 함이며 밤섬마을을 오래된 

역사  환경과 과정들의 흐름 속에 치시키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리고 밤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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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기인 식민지 시기 마을의 구체 인 변화를 마을의 공간과 주민들의 생업과 

의례 등을 통해 검토할 것이다. 특히, 밤섬마을의 주요한 생업인 조선(造船)의 변화

상을 새로운 기술의 유입과 식민정부의 정책변화 그리고 한강개발과 쟁의 향을 

통해 설명할 것이다. 

4장에서는 1960년  밤섬폭 를 후한 시기를 다루게 된다. 한강개발을 둘러싼 

사회  맥락과 그것의 실천과정 속에서 개발의 정치경제학과 밤섬주민들의 삶을 구

체 으로 그려낼 것이다. 특히 본격 인 도시화의 조(前兆)가 한강변에서 개되

기 이 과 이후에 어떻게 펼쳐졌으며 그 속에서 각각의 주체들이 어떠한 형태와 

략으로 행 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장은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강

개발의 기술과 사라지는 한강의 섬들, 그리고 한강변의 농업지 의 변동과 밤섬주

민들의 생활환경을 통합 으로 연결하는 장이다.

5장은 폭 되어 사라진 밤섬의 복원과 재생을 논하게 된다. 밤섬의 물질 인 

토의 소멸과 생성뿐 아니라 밤섬을 떠난 주민들이 개시키는 행 들이 어떠한 문

화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주민들은 와우산으로 들어가 마을을 이루

고 섬에서 모셨던 부군당을 그 로 모셔왔으며, 밤섬에서 했던 조선(造船)도 놀잇

배로 환하여 통 인 생업을 지속한다. 그러나 1982년 한강종합개발에 착수하

게 되면서 서서히 퇴 되어 살아나고 있던 밤섬을 다시 없애는 방안이 제기된다. 자

연환경 보호담론의 힘으로 두 번째 폭 를 면하게 된 밤섬이 철새도래지로 정착되

고 있는 사이 주민들은 밤섬향우회를 만들게 된다. 이후 다시 밤섬 와우산 주거지

가  아 트로 재개발 구역으로 편입되면서  다시 3번째 폭 라고 할 만큼 주거지

의 이산과 부군당의 철거의 험에 살아남는 과정이 반복된다. 그 과정 속에서 주민

들은 부군당 의례를 연속시킴으로써 밤섬마을의 역사를 이어가는 한편, 그들만의 

정체성을 만들기 한 분투들을 개시켜 나가기 시작한다.

6장에서는 밤섬주민들이 실천하고 있는 밤섬 역사의 재생과 의미화를 다루고 있

다. 이들은 ‘고향’에 한 집합  기억을 통해 공동체로서 지탱시키고 고향에 한 

서사를 스스로 재구성하고 있다. 자신들의 의례를 보다 체계 으로 정착시켜 밤섬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문화재로 신청하 으며 지방정부와 상하여 고향방문 

행사까지 주도하고 있다. 한, 밤섬의 역사와 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제작함으로

써 주민과 일반인들에게 까지 밤섬의 역사를 드러내고자하는 열망을 개시킨다. 

이들의 행 는 박물 에서 이루어지는 시를 모방한 기획 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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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사자료와 사진자료의 수집과 시, 모형제작 등은 박물 에서 이루어지는 큐

이 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 다. 그리고 이러한 수집과 의미의 용과 해석이 가

미된 이들의 행 는 일종의 자발 인 큐 이 으로 명명될 수 있다. 특히 이들의 이

러한 실천을 연구자는 ‘역사없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역사

 주체로서의 의미로 해석하고자 한다. 

마지막 7장은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본론에서 개시킨 주요한 논 들을 통합

시켜 밤섬의 역사를 의미있는 문화  실천과 연결시켜 해석하고자 한다. 특히 밤섬

주민들이 개시키는 문화  실천이 내부자들과 외부자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설명

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극 인 행 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무형문화재

로 창출된 민속으로서 수동 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극 인 역사  실천의 주체로 

행 하고 있음을 보여  것이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민속의 존재 방식으로

서 무형문화재 제도가 이들을 포섭한 것이 아니라 이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선택

한 것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실천하는 형태야말로 밤

섬의 역사를 구성하는 일부분이자 역사쓰기의 실천임을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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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장기지속의 역사와 밤섬

1 . 한강수운의 구조와 밤섬

재 주민들이 설명하는 밤섬의 장소  특성을 종합하면 크게 3가지로 설명된다.  

하나는 밤섬이 조선(造船)을 주업으로 하며 살았던 마을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

곳이 인근 한강변 포구경제권과 연결되는 지역을 형성해왔다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밤섬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포구로서 ‘고립된 섬’이 아닌 육지( 등포와 

경기 서남 일 )와 ‘연결된 지 ’으로 존재했다는 이다. 이러한 특성은 한강수운

의 장기지속이 유지되었던 마을로서 밤섬의 자연환경과 사회경제  치를 보여주

는 동시에 이러한 마을의 환경이 주민집단의 공동체  의례와 조선(造船)이라는 독

특한 생업의 연속과 맞물려 왔던 역사를 이야기해 다. 곧 그들의 역사를 설명하기 

해서는, 20세기라는 역동 인 변화의 국면으로 진입하는 이른바 근 화의 복잡한 

과정에 앞서 그 이 부터 형성되어 온 밤섬과 그 주변 일 에 한 로컬리티를 이

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먼 , 서울과 한강에서 밤섬이 차지하는 ‘작은 지역  장소’로서 치는 오랫동안 

지속된 그러면서 조 씩 변화해온 자연환경과 지리  구조 그리고 한강변 포구의 

사회경제  변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지속과 변화를 거듭해 온 한강 하류의 환

경은 토지의 사용과 취락의 구조, 상업과 도시의 발달과 연 된다는 에서 밤섬의 

역사를 이해하는 요한 일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8세기 이후 가속화된 한강변 

포구들의 번성을 심으로 밤섬의 장소성을 악하는 작업은 20세기 후반 밤섬이 

도시개발로 인해 소멸되는 근 화의 과정을 탐색하는 데 유용한 고리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밤섬과 계를 맺고 있었던 마포, 서강, 용산 등의 포구들이 다름 아닌 20세

기 근 화 과정 속에서 천천히 사라져간 자본주의의 주변부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

이며, 20세기 후반 갑작스런 소멸을 맞이한 밤섬의 운명은 한강수운의 종말이자 산

업화의 도래 그리고 화된 서울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

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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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으로 설명하자면, 18세기 이래 한강 포구경제의 안정 인 유지는 제국주의

로 표 되는 새로운 지배질서 속에서 변화를 맞게 된다. 이것은 한강수운을 심으

로 하는 지리  구조의 느릿느릿한 변곡선이 로벌한 정치경제  질서라는 격한 

환경 속에서 조정되어 갔음을 의미한다. 1900년 후 일련의 정치  격변 과정을 거

치면서 조선의 정치경제  지배구조는 종국 으로 한강변 수운경제를 자본주의 시

장질서로 재편시키게 된다. 이 거 한 환의 과정이 한꺼번에 그리고 일 성 있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통  지배질서가 서서히 근  방식으로 이행되는 과정에

서 나타나는 징후들은 차차 가시 으로 드러나게 된다. 가령 조운(漕運)에 의해 지

탱되는 세정(稅政)이 본 (金本位) 화폐체제로 바 게 되면서 조선 내 미곡이 한

강변이 아닌 개항된 항구를 통해 일본으로 이출되는 상은 조선 경제 반에 큰 

변화를 야기했음에는 틀림없다. 자연 으로 통 인 한강 수운경제의 하부에 기생

했던 밤섬 주민들의 생산 활동 역시 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조선(造船)의 수요 감소일 것이다. 특히 조운의 운반을 통해 자본을 축 한 

선상도고들의 주문 감소와 한강포구로 이입되는 미곡의 감소는 선박의 생산과 수리

를 감소시켰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빠른 변화의 속도만큼 과거로부터 유지되어 온 체계의 지속도 진행되었

다. 세곡 이입의 축소가 곡물 유입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충청지역이나 

북한강과 남한강에서 산출된 미곡의 상당량이 한강으로 지속 으로 유입되었으며, 

식민시기 상당기간 까지 어물과 신탄(薪炭), 목재, 소  등의 생필품이 꾸 히 유입

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해방과 6.25 쟁으로 인해 서해안에 북방한계선이 생기

게 되고, 건설로 북한강과 남한강이 막히게 되는 1960년  까지 한강 수운의 

미미한 지속은 상당기간 찰된다. 이것은 밤섬의 역사성을 지리  구조주의로서 

이해하고, 그리고 그 구조를 시간이 쉽게 마모시키지 못하며 아주 느리게 운반하는 

하나의 실을 가리키고 있다는(김응종 2006 : 38, 51) 로델식 설명이 유효하다

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밤섬은 이러한 지리  체계 속에서 세기 환기 변하는 

경제 질서와 식민권력의 지배체계가 만나 상호작용하는 한 가운데에 있었던 장소

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 구체 인 형태들은 한국 사회 반에 걸친 정치경제  체

계의 변화가 오래도록 지속된 자연환경에 응된 한강변 마을들에 어떻게 고들어 

왔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밤섬마을이 경험한 근 화의 

양상은 이러한 상호작용이 주민들의 삶과 어떻게 맞물리면서 진 되었는지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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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함수 계들을 풀어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장은 한강수운의 

역사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밤섬마을의 역사를 이해하기 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업은 밤섬마을의 생성과 해체와 재구성의 역사에서 생성의 역사이며 

그러한 시간성 속에서 밤섬사람들이라는 인간집단을 이해하는 사 작업이기도 하

다.

2 . 20세기 이  한강의 포구경제와 밤섬

18세기를 심으로 하는 한강변에서의 상업활동은 서울의 도시성장을 견인시키

며 상행 뿐 아니라 세곡운송, 선박제조, 수화물 운송 등으로 업종을 확장된다. 포

구 취락지 역시 18세기 이 에는 한강(漢江), 용산(龍山), 서강(西江) 심의 삼강

(三江)27)에서 18세기 반에는 오강(五江)으로 확 되어 마포(麻浦), 망원(望遠)

이 포함되었으며, 18세기 후기에는 두모포(豆毛浦), 서빙고(西氷庫), 뚝섬이 추가

되어 팔강(八江)으로 불리며 도성을 통과하는 한강 역으로 확장돼 나간다. 그  

마포는 15개의 시 ( 廛)이 설치되었을 뿐 아니라 오가는 뱃사람을 상으로 한 

주 이 600-700여 곳에 이르는 조선의 최고 포구로 성장하게 되었으며(고동환 

2007 : 149, 459), 서강은 조선 각지에서 올라오는 세곡이 하역되는 포구로 성장하

게 되는데 밤섬은 바로 두 포구의 간에 치했던 섬이었다. 이러한 사회경제  환

경 속에서 상호작용했던 밤섬의 주요한 역할  하나는 조선(造船)으로 주로 서해

안과 북한강, 남한강에서 내려오는 수 많은 배들을 수선하고 제작하는 일이었다. 곧 

밤섬과 같이 한강변의 작은 하 도(河中島)가 이 일  포구경제의 요한 역할을 

하도록 추동시킨 환경은 지리  구조와 사회경제  변화 속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이다.  

보다 구체 으로 도시 역사상의 시간과 공간의 치를 이해하는 작업은 몇 가지 

실증에 의해 선명하게 추론된다. 먼 , 밤섬과 여의도가 같은 하 도로서 지리 으

27) 늘  한강   지 하는 어들  다  차  보 지만 주  삼강  산 쪽

에  량진 지  한강, 량진 쪽에  마포 루 지는 산강, 마포 루 쪽에  

루 지  강 라고 지 한 것  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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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결된 섬임에도 불구하고 명칭과28)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당시 한성부의 행정체계는 18세기 경 도성 밖 인구 증가로 인한 공간의 확

와 그것과 맞물린 사회변화에 따른 역체계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정비되기에 이

른다.29) 그  한성부의 5부(部)  서부(西部)의 인구 도는 다른 지역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높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서부는 곧 용산방(龍山坊)과 서강방(西江

坊)이 속한 한강변의 주요한 포구 취락지를 포함하고 있었다.30) 그리고 서강방에는 

용산과 마포, 서강, 양화진 등의 주요 포구를 비롯해, 율도계(栗島契) 곧 밤섬이 포

함되어 있었다. 한, 밤섬과 연결된  다른 섬인 여의도는 1663년 간행된『北部

帳戶籍』에 여의도가 여의도 신계(汝矣島新契)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후 특정한 방

(坊)에 속하지 않다가 1788년 기록에는 북부(北部) 연희방(延喜坊)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 인 한 두 섬의 행정 할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17세기 여의도에 

새로운 계(契), 곧 새로운 마을이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으며 이후 18세기에는 인

한 밤섬과 다른 행정 할로 분류된다. 당시 계의 신설과 명칭은 인구의 증가와 공

간의 확장 그리고 사회경제  변화상이 상호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는

데,31) 특히 밤섬과 여의도의 생산체계나 국가에 한 부역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다.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 여의도는 생서(典牲署)와 사축서(司畜署)32) 

28) 과 여 도   2~3가지가 는 ,   라는 미  여 도는 ‘  

가 라’라는 뜻  가진 곧 쓸 없는 지라는  리 고 다. 그러   주민들 

 에 해 만 라는 미에  라고 했  여 도는 지 연 에 해 ‘쓸  

없는 ’  니라 ‘  ’ 라는 미  가지고 다는 해  곤 한다. 실  

  지도상에 여 도  란  같  연결 어 (동시에 여 도는 등포  거  연결 어 

),  는  리 어  다   재하고 어 만 도 하다, 한편, 여

도는   가 사에 사 는 가  는  사 었 , 후 

경 지  사 는 등 지가 닌 쓸 가 많  었다. 

29) 도  는 17  엽 격  가하는  주  도  에 집 어 타 다. 17  

엽  격한 가 (1657  )는 80,572 에  1669 에 194,000  했는 , 

 실  가보다는 실질    능  향상  것 도 해할  지만, 당시 

상재해  그에  과 근  울  몰 든 민(流民)  상당했다는 것과 1670  

후한 시 에 신  시 (市廛)   에 집 어 타  상     가  원

 해   다( 보경 1994 : 161-162). 

30) 시  한  행 체계는 - -계  체계  착 다, 것  에 없었  

계가 말단 행 단  착하게 는 특  보여주는  1788  , 5  45  338계(고동  

2007:346)  도시 능과 공간   보여주는 미  해 할  다.

31) 계   에는 상공업과  상어 계(上魚物廛契), 계(立廛契) 등  타 는 경

우도 다. 한  말단 행 단  계는 후 에 가  지 체  지하는 각  

역(雜役)과 어 각  건 공사  가에 필 한  달시키는 단  리 게 

다(고동  2007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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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의 목축지로 주로 목장지로 활용된 것으로 기록에 나타나는 반면에 밤섬은 뽕나

무 밭으로 사용되다가 조선후기에 채소 경작지로 개간되는 등의 토지사용 변화를 

보인다. 특히, 밤섬에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추론할 수 있는 조선(造船)이라는 생업

을 가진 주민들과 부군당굿이라는 의례, 그리고 희귀 성씨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

었다는 에서 두 섬은 서로 다른 장소로서 묘사되고 있다. 

[지도 2-1]지도상에서 밤섬은 여의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마포,용산,포구에 인 해

있었으며,각 포구들은 도성으로 향하는 길들과 연결되어 있었으며,서해안과 북한강,남

한강 뱃길의 종 이기도 하다(출처 :서울 규장각 소장 ‘경강부임도’中,18세기).

32) 쟁 는 시   향(祭享)· (賓禮)·사여(賜與)에 쓸 가  는  맡  

다. (官署)는 울    산 쪽 지 (屯智坊 : 재 산  후 동 )

에 했는 , 여 도에는 (綿羊)  해  사 했 , 1637 (  15)에는 사 (司

畜署)  병합했다가 곧  독립시  1894  갑 경   개  폐지 었다. 사  역

시 쟁  사하게 (雜畜)  는  하  해 했  다, 사  운

 료  공   운 했는 , 동  실시 후 료   청(宣惠廳)에  지 했

는 , 값  보하  해 여 도(汝火島 : 지  여 도)에 (位田)  하여 (位

田稅)   당하 다. 마찬가지  갑 개   었다(한 민 과사  http://en

   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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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밤섬의 토지개간은 경강변 포구의 발달과 함께 밤섬의 변화에 요한 계

기로 이해된다. 당시 도성의 안과 밖의 산지와 하천에 취락지와 경작지가 증가하는 

상이 발생한다. 18세기 엽 무렵에 성 밖 만리 과 서빙고 등의 산지와 남산 그

리고 잠실 일 가 개간되어 농지나 마을로 환되는데, 이 게 개간된 지역에 락

들이 입지함에 따라 새로운 계가 설치되기도 했으며, 군용(軍用)이나 청의 경비를 

충당하기 한 둔 (屯田)이 농민에 의해 상업  근교 농업으로 변모하게 된다. 

를 들어, 사복시(司僕寺)의 둔 , 어 청(御營廳)과 사포서(司 署)의 둔  등은 거의 

채소밭으로 경작되어 상품작물의 재배가 한성 주변 일 에서 발 하고 있었다(고동

환 2007 : 157-158, 176-177). 이러한 변화는 국가에 의해 뽕나무 밭과 약 밭으로 

리되던 밤섬이 채소경작지와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사는 섬으로 변하게 된 것이 

18세기 토지개간과 경강변 상업의 발 이라는 사회변화와 연 되고 있음을 설명하

고 있다. 

곧, 하나의 하 도와 연결되어 있음에도 서로 다른 섬으로 지도에 기록되고 행정

할이 서로 달랐던 것은 두 섬의 사회경제  치에서 비롯된다. 밤섬은 상업이 발

달한 서강과 마포와 긴 한 계를 유지하는 마을로 서부에 속했던 반면, 목축장이

었던 여의도는 밤섬과 물리 으로 연결된 것과 상 없이 상업지역과 거리가 먼 북

부에 속하게 된다. 이때부터 상존했던 밤섬과 여의도의 운명 인 계는 서울의 맨

하탄으로 생존하느냐 아니면, 폭 되어 소멸하느냐(물론 이후 신화 인 부활을 거

듭했지만)에 이르기까지 통합과 분리를 거듭하며,33) 도시 역사상의 문명과 자연의 

표상으로 재 되어 의미화되고 있다. 여의도가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루는 업무지구

로 개발되어 한국 도시계획 역사에 기록되는 로젝트로 회자되고 있는 반면, 밤섬

은 그 희생양이 되었으며 이후 다시 한강 속 자연을 표하는 명소로 부활하는 역

사를 연출해 내고 있다.

한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밤섬의 사회경제  치를 형성하게 되는 역사  과

33) 후   연  여 도계   강  도계   곳  1911  경  연  여

도  강  도  리 었다가 1914  경 에  리 어 경 도 고  강  여 리  

통합 다. 후 1936  다시 경  편 어 경   여 도  통합 었다가, 1943

 경  등포  여 도 과 마포  도  할 어  없어지  지 재했다. 

 폭  후 다시 재생  후에는 한강 합개 료  1986  후에는  체가 

행 역  할 어  등포  여 도동 84-8 지  랫  마포  당 동 313

지  할 는 역사  가지고 다. ( 등포 지(1991), 마포 지(1992), 동 연 고(1979), 

울행 사(1997)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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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2-2]밤섬과 여의도는 하나의 섬으로 모래사장

에 솟은 우리로 지리 구분이 되어 있다.곧 홍

수 시 피장소가 되는 밤섬의 큰 바 인 ‘용아머리’

와 여의도의 ‘양말산’이 두 섬을 구분하는 포인트이

다.(출처 :서울 학교 규장각소장 ‘동방여 도’,연

미상)

정은 지리  구조와 바다와 강이 상호작용하는 자연환경과의 계 속에서 개되었

다. 밤섬은 [지도 2-2]의 지도에서와 같이 여의도와 하나로 이루어진 하 도로서, 

홍수 시에는 두 섬에 물길이 생겨 두 개로 분리되지만 평상시는 하나의 섬으로 연

결되어 있다. 외형 으로 두 섬이 고지도에 재 된 회화  표 은 암반 우리로 나

타난다. 하나의 섬에 밤섬과 여의도는 서로 다른 우리로 표 되어 있는데 밤섬은 

용아머리(용바 )로 여의도는 양말산(  국회의사당)으로 각각 분리시켜 보여 다. 

어도 1960년  반까지 거 한 모래톱이 설되고 여의도에 윤 제가 만들어지

기 까지 두 섬의 존재는 그 게 구분이 되었다. 홍수에 비해 두 개 섬의 취락지

는 가장 고지 에 치했으며, 그 사이의 넓은 모래충 지에 경작지가 부분 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밤섬이 서강과 마포로 쉽게 오고가는 도선(渡船)의 치 던 것에 

반해, 여의도는 밤섬을 거쳐야 했다. 곧 밤섬은 주변 포구들과 긴 하게 네트워크될 

수 있는 지리  이 과 나루터 시설이 갖춰진 곳, 그리고 하류의 서해에서 들어오는 

배들과 상류의 남한강과 북

한강에서 내려오는 배들이 

최  포구인 마포에서 집결

하거나 배를 수리하기 해 

잠시 정박할 수 있었던 지

리  치를 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지리  치

는 한강 수운에 한 

향력을 발휘하는 서해안의 

조류(潮流)를 통해 서서히 

조정되어왔다. 조선 기에

는 용산이 조운(漕運)의 종

착지로서 기능했으나 조선 

후기에는 좀 더 하류인 서

강으로 내려오게 된다. 이

것은 서해안의 조류가 모래

의 퇴 으로 용산강 앞의 

수심이 얕아져 조류가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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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앞까지 못 오자 서강에 조선이 정박한 것으로 설명된다. 이미 조선 기인 1473

년에 용산강 하류에 모래가 쌓여 수심이 얕아짐으로써 조운선이 서강에 정박하게 

되자 용산 주민들이 강을 개착하려 들었다는 기록이 있다(서성호 2002 : 14). 보다 

자세한 장기간의 변화는 이 환(李重煥 : 1690~1752)의『택리지(擇里志)』에 묘사되

어 있다.

한양 남쪽 7리쯤에 용산호가 있다. 옛날에는 한강 본류는 남쪽 언덕 으로 

흘러가고  한 기는 북편 언덕 으로 둘러 들어와서 10리나 되는 긴 호수

었다. 서쪽에 염창 모래 언덕이 막아서 물이 새지 아니하고 연이 그 안에 자

라나 있다. 고려 때 가끔 임 의 행차가 이곳에 머물러 연꽃을 구경하 는데, 

본조에서 한양에 다 도읍을 정한 뒤에 조수가 갑자기 질러서 염창 모래 언

덕이 무 져 버렸다. 그리하여 조수가 바로 용산까지 통하니 화물을 수송하는 

배는 모두 용산에 정박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 까지 300여 년 동안 한강 물

이  얕아져서 한강 쪽으로는 조수가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염창 모

래 언덕이 있었던 곳에는 해마다 진흙이 모여서 언젠가는 막히게 될 것 같은

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이 환의 택리지』

『擇里志(택리지)』에 의하면, 조선시  이  고려말기 곧 14세기에는 염창의 모

래가 물을 막아 용산강이 호수로 묘사되고 있으며, 이것이 천도 이후 무 져 조수가 

용산까지 통해 용산이 조운선의 종착지가 되었으나 그 후 300여년 곧 18세기 택리

지가 쓰여진 1751년 무렵에는 한강34) 쪽으로는 조수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기록하

고 있다. 곧 퇴 된 모래의 향으로 하상(河床)이 불균형하게 됨으로써 선박의 정

박지가 용산에서 서강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 향으로 포구의 발달이 하류로 확

산되는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것은 조수와 하천의 퇴 작용으로 인한 지형의 변

화로 세곡을 실은 배가 정박할 수 있는 포구가 용산에서 서강으로 바 게 되는 과

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조류와 한강의 퇴  모래층의 계는 19세기 조운선

을 운행하고 기록한 조희백의『조행일록』에도 묘사되어 있어, 서해안의 바닷물과 

한강 하류의 모래, 바람과 수 가 수운(水運)에 향을 끼쳤음을 설명해주고 있

다.35) 조행일록에 의하면 사리36) 때를 기다려 한강을 역으로 용산 방향으로 고 

34) 한강진   산  한 동 한  근처  한강진  강  한강  지 했다. 산강과 마

포강 역시 마찬가지   체가 닌  지리  식  볼  다. 

35) 1875  에  강 에 는 웅포(熊浦)  해 해  하 (河口)에   2

, 산 다  하여 해  한강  만 는 연미 (燕尾亭)에  것  10  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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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는 때를 기다려야 했던 데서 기인하며, 그 에서 염창목37)을 지나는 일이 

제일 곤경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택리지에서 묘사한 염창

목의 모래톱을 같이 언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안길정 2006 : 58). 

이러한 자연환경의 이치는 20세기 반을 한강에서 생업을 했던 세 들에 

의해 기억된다.38) 한강은 상업과 교통로 을 뿐 아니라 용수와 양식을 얻을 수 있

는 생존과 직결된 공간으로 이들에게 한강물의 변화가 어느 지 에서 어떻게 다른 

지는 배만드는 기술과 고기잡는 기술 못지 않은 요한 지식이었다. 그리고 그 경험

 지식은 과학  근거와 별개로 자신의 생활세계 내에서 치되어 의미화된다. 가

령, 한강하구의 높은 조차 때문에 감조기간은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재 워커힐호텔 근처인 나루까지 조류의 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악된다. 하

천수의 염도측정에 의하면 워커힐 호텔 근처까지 한강하류의 반담수(半淡水) 구역

이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서울특별시 1985 : 30). 밤섬의 배목수들은 

물 때면 뚝섬까지 올라가며 물이 려오면 인천과 강화, 연백 등의 서해안 일 에서 

배들이 들어오고, 북한강과 남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들이 다시 빠져나간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밤섬 주민들은 미세한 염도에 의해 구분되는 지 이 아닌 배목

수, 고기잡이로서 자신의 생업권 내에서 악한 지식 속에서 한강의 조수구간을 인

식하고 있었다.

 한강 항해는 11  걸 다(  2006). 

36) 사리 란 삭(朔)과 망(望)에 태 ·지 ·달  직 상에   간만(潮水干滿)  

차  보 는 시 다.  시 에 해  들   타고 한강  역 해 고 들어   

 시 (역사상 훨  그 )  곡 과 고 가   해 울  진

했 , 것  20  지 지 었다. 

37) 재 염창동  해에  울  진 하는  어 운행  다 운  여울 었 , 

창고가 어 염창  리었다.

38) 연 는 2009~2011  실시 었  강동 2 역, 강동 3 역 재개  지역  사 사  

책  참여했 ,  과 에  20  -  한강변  경 과 주민생 에 한 

 들   었다(상 학  2009, 2011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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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2-3]밤섬의 지리 치와 한강수운

이와 같이, 밤섬의 장소성은 사회경제  변화상과 지리  구조와 자연환경이 상

호작용하는 계 속에 치한다[지도 2-3 참고]. 오랫동안 지속된 조수의 흐름은 하

상을 변화시켜 용산에서 서강으로 포구의 심지를 이동시켰으며, 밤섬을 상업이 

번성하고 조선(造船)을 주업으로 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로 정착시키게 된다. 

재 밤섬의 조선(造船)이 그들 스스로가 혹은 인류학자와 민속학자가 받아 은 그

로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와 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18세기 무렵 정착하게 된 사회

경제  환경 속에서 기록에 근거하여 보다 체계 으로 실증화된다. 곧 밤섬의 치

를 조선후기 사회경제  변화의 심지 던 한강 포구경제권에 속한 작은 장소로서 

설정하는 것은 근 화 과정 속 역동 인 밤섬의 변화를 포착하기 한 바로 ‘그 

이 ’의 맥락과 연결시키기 함이다. 한, 여기에는 한강수운이라는 '장기 지속

(longue duree)’의 지리  환경과 특수한 로컬리티(locality) 안에서 상업과 연 된 

생업에 종사해왔던 집단으로 역사  행 자로 부상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에 밤섬

의 역사를 표출하는  하나의 축인 부군당의 존재가 결합되어 생산과 의례가 포함

되는 마을단  공동체가 구성되어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조선

(造船)과 부군당은 밤섬의 역사를 구성하는 핵심이자 통으로 표상화되어 재까

지 밤섬 주민들의 집단  정체성과 그들의 문화  실천을 추동시키는 요소로서 기

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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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식민지 시기 한강수운의 지속과 밤섬

1. 한강수운의 사회경제  의미

19세기 말 외부로부터 려온 변화가 어떻게 한강변 밤섬 일 의 사회경제  경

을 바꾸어 놓았는지는 한국의 개항기의 역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한 키워드 

만으로 쉽게 근할 수 있다. 19세기 반까지는 여 히 경강상인들의 독  활동

이 포구경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19세기 말 개항은 조선사회를 제국주의  사

회경제로 편입되는 시간 로 의미지을 수 있다. 기 개항의 범 가 제한 이긴 했

지만, 서구와 일본, 청국 등과의 통상은 기존 경제질서와 다른 변화를 조선사회에 

요구했으며, 정치  격변과 함께 이런 변화의 크기는  증 되어 갔다. 개항과 

함께 일본으로의 곡물수출이 증가하면서 국  곡물수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는

데 특히, 인천항의 개항은 같은 곡물유통권을 배경으로 한 지리  성격 때문에 서울

의 곡물시장을 했다(하원호 1995 : 45, 73). 인천항이 곡물 수출지역으로 격

히 성장할수록 서울의 미곡시장은 축되어 갔던 것이다. 물론 개항 직후에도 경강

상인들의 독  도고상업 행 는 얼마간 지속되었는데, 서강의 미상(米商) 도고들

이 수 만 석의 을 싸게 사들여 비싸게 는 행  때문에 서울의 식량난이 가 되

거나 미 에 미곡을 공 하는 여각주인들이 의 매 을 통해 가격을 조작하는 

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다.39) 이러한 상은 개항 직후에도 여 히 경강변의 포구경

제의 건재를 보여주는 것으로, 한강연안의 마포, 동막(東幕) 등의 포구는 ‘경성시장

의 곡물창고로 불리며 공미(貢米) ․ 소작미 ․ 상품 등 경성에 공 되는 곡물이 폭주

하여 이들 각지의 장품의 다과(多寡)가 항상 경성시장의 시세를 좌우하고’40) 있

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국내 개화 와 외국상인들은 도고상업체제

가 상품의 수입과 수출을 해하고 있어 철폐를 요구했으며, 개항 이후 변해진 통

상의 환경은  더 경강상인들의 상권을 축시키게 된다. 이후 연이어 임오군란

39) 『 』 1882  11월 10 , 『독립신 』1898  3월 24  7월13  참고.

40) 『明治官報』3147 (1893.12.23 ), “京城穀物市況”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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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갑신정변, 갑오경장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 변은  조선의 

통상을 개방시켜 갔으며, 특히 러일 쟁 이후 조선에 한 지배권이 확고해진 일본

의 진입은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일본인의 서울 거주 인구는 1890년 522명

에서 1905년 7,677명 그리고 강제합병 34,468명에 이르게 되면서,41)  일본 식

민지 경제체제의 구조와 연동하게 된다.  

[표 2-1]仁川港 의 國外輸出量 (1895～1904)42) (단 :石)

연  도 1895 1896 1897 1898 1899

수출량 99,052 131,004 309,987 107,914 72,638

연  도 1900 1901 1902 1903 1904

수출량 199,940 195,291 62,971 114,900 20,256

개항과 더불어 1894년을 기 으로 하는 갑오경장(甲午更張)은 각종 제의 개

과 세제의 개 을 포함했다. 특히, 동법 실시 이후 미곡 심의 세제(稅制)를 납

제(金納制)로 화시키는 변화는 경강변 포구의 조운을 심으로 했던 수운경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다. 경강 상인들의 활동이 축되는 한편 미곡 통상의 주도권

이 일본 상인들에게 장악되면서 항구로의 미곡이출이 가속화되었으며, 이러한 흐름

은 경강변 사회경제의 구조  흐름을 바꿔가기 시작했다[표 2-1 참고]. 따라서 기존 

상인들의 활동이 축된 반면 일본인 기업가들은 근  회사의 형태로 조선으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수운의 퇴조와 함께 철도망의 확산은 한강변을 심으로 편재

된 유통의 구조를 균열시키기 시작한다. 1899년 경인선의 완공, 1900년 의 한강철교 

개통으로 시작해 1905년 경부선이 개통됨으로써 본격 인 화물운송이 철도에 의해 

실행된다. 이후 식민지 시기 내내 미곡이 일본으로 이출되는 구조와 일본 자본에 조

선인 상인자본이 잠식당하는 구조로 재편되는 환의 과정은 종국 으로 한강수운

의 반  쇠퇴과정과 연동된다. 

결국, 세기 환기 격한 정치경제  변화는 포구경제의 시스템을 구조 으로 

환시키는 충격을 주었다. 제의 개 과 조세제도의 변화, 시장의 개방과 미곡의 수

출 등의 변화는 경강변 포구경제를 지탱하는 상인계층의 새로운 변화를 유도시켰으

41) 19  말 20   경  거주 본  는 경 거 민단역 (1912 : 422-423) 참고.

42) 통계  『通商彙篡』에  었 , 하원 (1995 : 75)에  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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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통 인 상인들은 연합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새로운 제조업으로의 환을 

꾀하는 등의 략을 이어나가게 된다( 우용 1997 : 59-62). 그러나 유통에 종사

하는 상인조합의 움직임과 달리 서해안과 북한강과 남한강변의 락들에서 생산된 

산물들은 식민 시기 동안 한강포구로 지속 으로 유입되어 한성 내 조선인들에 의

해 소비되는 구조 속에서 한강수운은 오랜 생명력을 유지하게 된다. 강원, 경기, 충

청에 걸쳐 있는 한강과 그 지류의 강 들, 그리고 서해안의 어 들은 마포와 서강, 

동막, 뚝섬을 매개로 연결된 유통체계를 지속시켰으며, 이러한 사회경제체계는 밤섬

의 조선(造船)을 변화 속에서 지속되도록 했다. 결국 이러한 장기지속  구조는 한

강수운을 한꺼번에 멸시키지 못하고 건설이라는 물리 인 장벽이 생기기까지 

유 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동시에, 외부세력에 의한 정치경제  질서가 오랫동안 지속된 한강수운의 체계를 

무력화할 수 없었던 것은 근 화가 일 이고 일사분란하게 조선 지역에 걸쳐 

휩쓸지 못했던 것과 유사하게 설명될 수 있다. 가령, 세정이 본 로 바  직후에

도 한강수운의 건재는 여 히 한강을 오르내리는 조선인들을 찰했던 서구인의 여

행기에 기술되어 있다. 1897년 한강을 거슬러 올라 가며 조선을 여행했던 비 은 

“내가 처음 여행한 10일 동안 보통 하루에 75 의 나룻배가 오르내렸고, 한강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비  2000 : 83)고 활발한 한강 수운 경

제의 양상을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 내 한강수계망에 의존하는 농  경제의 체

계에서 수운이 여 히 유통의 매개로 기능하고 있었던 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북한강과 남한강에 산재된 농 과 산 에서 산출된 각종 곡물과 임산물들이 서

울 한강변으로 이입되어 소비품으로 교환되었던 유통의 체계는 20세기 반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철도가 부설되어 본격 으로 운행되는 식민지 시기에도 조

선에서 한강은 여 히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도 북부 지방을 연결하는 요한 동맥

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910년  식민지 반 한강수운을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기술은 한강수운의 활발한 생명력을 보여 다. 

조선형 목선은 상류로는 가평, 청평천, 춘천, 여주, 목계, 충주 간을 상하로 교

통  운수에 편리하게 일에 이르고 있으며, 그 운수의 근황은...( 략)... 뚝

도, 한강, 서빙고, 용산, 마포, 동막 등의 각지에 희하여 화물집산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류화물은 뚝도, 한강, 서빙고로 집산되고 있으며 하류 화물은 주로 

마포, 동막으로 집산된다(阿部辰之助 1918:25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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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긴 회랑의 통 한옥이 용강동(당시 동막)에 재까지 남아 있다.

어업용으로는 일본형 목선이 도입되었지만 강선(江船)으로 조선형 목선은 북한강과 

남한강을 오르내리며 서울의 포구로 집결되었다. 당시 밤섬에서 가장 근거리에 

치한 동막과 마포의 사례를 살펴보면 먼 , 동막(東幕: 재 용강동)은 1910년  후

반까지 미곡의 집산지로서 가장 번성하 는데, ‘미곡의 산지로서 굴지의 입지를 

유하고 있으며 재 12개소의 정미소를 있다’고 기술하고 한일은행에서는 창고

를 설치하여 곡류보감출납(穀類保監出納)에 종사하고 있었다. (阿部辰之助 1918 : 

256-264)이것은 당시 1880년 까지 미곡을 독 했던 경강상인이 미곡유통의 주도권

이 일본인 거 자본에 의해 넘어가자 정미업으로 환된 사례를 보여 다. 를 들

어 미곡거래 시장으로서의 통  기능에서 미곡을 가공하는 정미업으로 업종이 변

화했던 것은, 이 지역 객주들의 새로운 시도 음을 객주 김낙희의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다. 서서동막합자회사(西署東幕合資商 )에 주요 인원으로 참여했던 객주인 김

낙희와 그의 형인 김수희가 동막에서 정미소를 운 했던 사실은 이를 말해 주고 있

다.43) 한, 동막으로 이입되는 화물의 종류와 이입지는 한강수운의 지속  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주로 과 콩, 보리, 신탄(薪炭), 소 , 새우젓 등이 황해도 해안과 

강화도, 경기북부에서 동막으로 이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동막에서만 

43) 는 후 에 상 라는 포  운 하 , 후 재는 에 해 

업  어지고 다. 에 한 한 연 는 찬(2007)  연  참고했 , 연 는 

상 에  경리  했  신 (1915 생)   통해 할  었다.



51

객주가 30여 호가 있어44) 서울로 공 되는 의 상당량을 독 했던 막강한 상권을 

가지고 있었던 조직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다45)[부록 자료10 참고]. 

동막 외에도 용산, 마포, 서빙고, 한강리(  한남 교)를 심으로 하는 곧 재 

한강 교에서 서강에 이르는 구간에서 이입, 이출되는 선박수는 1928년 20만-25

만톤이며 기타 포구에서 5만톤이 이르러, 합계가 25-30만톤에 이르 던 것으로 나

타나는데 이것은 철도화물 운송량 106만톤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수치 다. 이에 

따라 경성부에서는 수운설비와 제방공사를 실시해 배를 매어 두는 설비인 계선장

(繋船場)을 설치했는데, 넓이가 용산이 1,000평, 마포가 2160평, 토정리 2400평으

로 각각 제방도로와 연결해 수륙간 연결이 가능하도록 했다(京城府 1928 : 

220-225). 한, 미곡을 통해 자본축 의 길이 막힌 조선인 상인들의 정미업 진출

과 철도를 통해 항구로 이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 히 한강의 수운으로 유입되는 

곡물들이 조선인을 통해 거래되는 상은 1920년  반 연강곡물조합(沿江穀物組

合)46)의 결성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회  상황들은 한강수운의 쇠퇴가 매우 진 이고 새로운 철도

망의 부설에 따라 지역 인 편차가 나타났음을 보여 다. 특히, 서울 한강변으로 곡

물과 목재, 신탄을 이입했던 북한강 일  지역은 경춘선이 본격 으로 가동하기 시

작하는 1940년 이 까지는 매우 범 하고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강원 산간과 경

기 북부 지역의 산 과 농 의 산물들은 마포 일  포구로 하강하여 하역하고 소

과 어물, 일용잡화로 교환해 소강하 다. 특히 콩과 소 은 가장 요한 교환품목이

었는데 서해안에서 이입된 소 은 서울에서 하역되어 소비되거나 북한강에서 내려

온 콩과 교환해서 다시 소강하면서 매하는 방식으로 유통구조가 형성되어 있었

44) 한강변 포 에  객주들  역할과 동에 해 는 울특별시사편찬 원 (2003 : 411) 참고.

45) 재 강동 에  1900  에  19 말  것  는 한  다  재하고 

, 들 한  1920  후 산  도시한 과 달리 재  크 가 클 뿐 니라, 창

  등에  시  후  습  갖 고 는 것  특징  한강변 포  마지막 질

 해  다. 특  재에  질  드러지는 것  래  한 에  타 는 

상 , 사  한 에 는 러한 특징   타 다(한강 재연 원 2008 : 69).

46) 당시 한강변 곡 통과 한 상 들  과  사내  다 과 같다. “곡 라 

하  어도 산   가  한 상 라 니 할  업다...( 략)...그럼   해결하

  상업상 한 규식과 한 규  통 지 는   업는 다. 그러   

 동업 가 고    개 가 는 경 시내  시 (연강)에는 지 에 

한  ○○  업고 ○○  업슴  라 당한 해결  할 만한 도리가 업   매매  곤

란  막심하  동업 간에는 평  허다하엿는  지 십  연강곡 합  개하고 

사항 결하엿는 ...(후략)...”, 『동 보』 1924  2월 12  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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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콩 이외에도 팥, 조, 보리, 옥수수 등의 밭작물이 재배되어 물물교환되었으며 목

재 신탄 등 역시 뗏목을 이용해 하강하여 뚝섬 일 로 이입되었다(김종  1991 : 

60-68).

결국 한강수운의 유통체계는 조선인들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행 가 개되었던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해안에서는 마포 일 로 새우젓과 조기, 소  등이 유

입되었으며 강원도 락에서 생산된 산물과 교환되었다. 이들이 타고 온 배는 모두 

다시 조류와 날씨 상황을 기다리는 동안 배수리를 하 으며, 이 일은 인근 밤섬 배

목수의 주된 일 에 하나 다. 그리고 이들이 교환된 물품을 가지고 거쳐가는 기항

지(寄港地)는 이들과 거래하기 한 여각과 주막, 의례를 한 공간이 강을 따라 연

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한강 수운을 매개로 상류의 산 과 농 이 하류 도회의 포구

와 연결되고  다시 서해안 어 으로 연결되는 유통의 체계는 조선인 락들에 의

해 주도되었으며, 그 과정에는 수많은 강 의 선부(船夫)들과 밤섬의 배목수, 기항

지마다 형성된 주막(酒幕)들이 연결되는 식민지 시기 사회경제  체계를 이루고 있

었다.

2. 조선인 경제체계로서 한강수운의 의미

근 화의 과정이 한강변에서 개되는 양상은 식민 후반기 보다 역동 으로 개

된다. 식민지 후기에 개되는 지배체계의 정교화는 식민정부의 개입과 역할을 두

드러지도록 했으며, 특히 한강변을 개발하거나 하천법을 제정하는 등의 행 와 교

통로의 확산, 자연재해를 방하기 한 제방공사와 한강 이남의 택지개발 등이 연

쇄 으로 련된다. 그리고 밤섬을 포함한 한강변 조선인들이 경험하는 변화 역시 

이러한 근 의 이름으로 실천되는 행 와 그 결과들 속에 뒤엉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  경부선과 경원선, 경의선이 개통된 이후 식민 기의 한강수운 경제체계

는 식민 반 이후 앙선, 경춘선, 충북선이 개통되고 이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수

운경제에 진 으로 큰 향을 끼치게 된다. 곧 식민지배 36년 동안 철도운송이 

일시에 한강수운의 쇠퇴를 주었다기 보다는 철도의 노선과 이들이 서로 연결되는 

시기에 따라 쇠퇴의 속도를 달리했으며, 혹은 철도의 개통이 수운운송을 증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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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했다. 이것은 한강수운이 식민지배 기간 동안 물류의 요한 기능으로 상당히 

지속되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한강의 수운에 의존하는 화물의 증가율이 최근 매

우 크다고는 할 수 없어도 뿌리 깊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한강 항운이 지 도 

여 히 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족하다”고 단한 식민정부의 인

식에서도 확인된다. 한, “최근 충북선 철도선로가 충주로 연장된 결과 그 상류지

방에서 오는 화물을 어느 정도 흡수당하기는 했지만, 경기도의 동부  강원도의 

부분은 모두 이 수운을 이용하는 것으로, 본 강의 수운 개량과 같은 일은 산업 개발

을 해 폐지되거나 제거되어서는 안 될 문제인 것”으로 주장하는 것에서 한강수운

이 여 히 의미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47) 이러한 식민정부의 한

강수운에 한 악은 이후 한강유역에 한 개발계획까지 염두에 두게 되는 데로 

연결되어,48) 식민 말기 수력발 을 한 건설로 이어졌으며 이 사업은 고스란히 

1960년  공업화를 한 한 국가  로젝트로 연결되었다.

한강수운이 반 으로 축된 식민사회에서 그 가치와 유용성이 지속 으로 논

의되었던 것은 한강변의 서빙고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빙고역은 경원

선 개통 이후 한강수운과 철도가 연계되어 한강수운에만 의존했던 시 보다 물류량

이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단지 수운의 쇠퇴가 아니라 철도의 연망을 통해 확장되

는 측면이 나타나기도 한 것이다(안승택 2007 : 288-290). 남한강 수운이 충북선 

등 철도가 남한강변까지 이르기 에는 수운이  축되지 않았으며, 수송화물

은 양 , 질 으로 오히려 개항 보다 우월했다고 이야기 되고 있다. 다소 기록과 

차이가 있지만 최 의 연구는 1920년  말까지 남한강유역 상권은 일인들이 거

의 침투하지 못했던 것으로 구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1925년-1928년 남한강 

수운의 심도시인 충주가 조치원과 연결되고, 1939-1942년 청량리-양평-원주

간 앙선과 경춘선, 충북선과 태백선까지 연결되기 까지 지속되었다(최  1987 

: 78).49) 수로 리를 해 유사(流 ) 상이 심한 여울에 뱃골을 터는 작업을 했

음이 확인 된다.50) 북한강의 경우 역시 곡물과 목재, 신탄 등의 임산물 수송이 주요

47) 朝鮮總督府內務局(1929 : 400-401), 승택(2007 : 290)에  재 .

48) 한강 역 에 한 사내  京城商工會議所(1937)에  간한『經濟月報』  “漢江流域

利用調査(上中下)”  사 참 .

49) 경  연결 후 한강 운  쇠퇴가 가시  타 는  경    1939  

개통  해에 9만 에  1941 에는 33만   3.6  가하게 다(  1991 : 74).

50) 골  폭 10-15m   3m 도  , 래  퇴  심한 지 에 고 근주민들  

리. 溯江船  골  리하는 주민들에게 척당 미 1  ‘골稅’  지 하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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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목선은 조선인들의 한강수운을 통한

교환경제를 보여주는 매개체이다.(1930년 ‘조선

풍속’엽서)

했는데, 부분은 일단 뚝섬에

서 집결된 후 서울  주변의 

경기도 상인에게 매매되었는데, 

뚝섬에만 신탄 문업소가 40여 

개에 달했으며, 특히, 뗏목을 통

한 수운이 주로 이용되었다.51) 

비록 한강수운은 청평  공사로 

물길이 막히게 되는 1943-44년 

이후 축되었지만, 그 하류인 

양평 일 는 그 이후에도 지속

되었던 상은 당시 강 의 상

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52)  

한편, 이러한 식민지 시기 경

제체계와 한강수운의 지속은 조

선인 심의 생산과 소비를 보

여주는 경제활동의 의미로 포착

된다. 곧 한강변 수운을 둘러싼 

식민지 시기 일본 지배세력과 

조선인 간의 계는 당시 주도

인 조선경제 체제의 질서와 

다른 지 에서 논의될 수 있다. 산미증산 계획이나 남면북양과 같은 식민정부의 구

호에 부합되는 제국의 질서 속에서 추진되는 정책의 궤도와 다른 조선인에 의해 소

비되는 소비재의 유통은 조선인에 의해 상당량이 유지되었으며 한강수운은 그러한 

기능 속에 치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1987 : 55).

51) 20   강   동했  상들  뗏  계 하고, 다시  등  하역지  미

리 내 가  신  뗏    후 다시 라  계 하는 식  진행하 다고 한다 

(  1992 : 68).

52) 20   경 도 평  한강 운과 곡 통과 한 연 는 승택(1999 : 296)

 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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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930년경 마포의 최근 1년간 화물취 고와 입선수53)

산지별 하선별 입선수  요

평북,평남,경기, 

충남, 남, 북
어선 약 7,000척 1척 평균 150원 내외

강원,충북,강화,

경기
미곡선 약 1,600척 1척 평균 70석

강원,충북,충남,

황해,경기

신시선(薪柴船)

*薪柴:땔감
약 1,000척

1척 평균 장작은 150원 내외

기타 섶나무 땔감은 120원 내외

경기 기타 염선(鹽船) 약 700척 1척 평균 350원

상기 각지
두,잡곡,야채,

석재,재목, 석
약 6,000척 1척 평균 100원 내외

합  계 16,300척

 표와 같이 조선  지역에서 마포로 유입된 품목은 서울에 살고 있는 조선인

들의 삶에 필수 인 소비품이었으며, 서해안을 통해 들어오는 어물 역시 일본인보

다는 조선인들을 한 식품으로 유입되었다. 특히, 조기의 경우 제사를 지내는 의례

음식으로서 뿐 아니라 조선인들이 즐겨 먹는 생선이라는 에서 조선인에 의해 생

산되고 소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강 마포가 조선인 소비 어물의 지속  유

통지로서 유지된 것 역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한강에서 서빙고가 미곡과 

두가 집산된 지 이었다면, 어물은 일제시기 동안 마포를 심으로 상당히 지속

된 상품이었다. 17세기 이래 ‘망원 합정은 빙어선(氷 船)으로 업을 삼고 서강은 세

동곡 선(稅大同穀草船)으로 업을 삼으며, 노량은 수어선(秀魚船)이고 마포는 청

어선(靑魚船)과 석어선(石魚船)’54)으로 업을 삼는다고 할 정도로 조선 후기 이래 

어물의 한강변 포구의 유입은 매우 활발하 다. 

53) 통계 료는 1931  행  朝鮮經濟雜誌 ( 192 )  “漢江の經濟的價値と麻浦の地位”에  

하 , 그  포  마포   다 과 같  6가지  하고 다.

    1. 한강에 어  津浦  마포는 다  포  한 해도 河床  동   곳

    2. 300  재할  는  게 할  는 심  는 곳

    3. 당한 공  없  ,   어 보통 200척 도  계 하 (繫船荷場)  

가고 들어 는 것  할  는 지  곳

    4.  간만  차가 56척에 그쳐 하 (荷場) 하역(荷役)에 편리한 곳

    5.하강 운  하여 경 내에 공 하는 산 , 해산  取引 中心地  곳

    6.경 에 근 하여 지리 경  리한 곳

   (京城商工會議所 1931 : 11~12)

54) 『승 원 』1669책.  13 (1789 ) 12월 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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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3]1930년 마포 풍경(벼와 새우젓의 유입)

출처 :좌(동아일보 1933년 11월 30일자),우(동아일보 1938년 11월 30일자)

특히, 시장(波 場)과 같이 어장이나 어장 주 에서 매매하여 마포로 유입되어 

들어왔는데, 조기의 경우 호남의 칠산(七山)으로부터 서해의 연평바다에서 번성하

으며, 바다고기 에 가장 번성하고 가장 맛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장빙선

의 역할이 요한데 황해도 연평에서 어획기에 잡은 조기를 마포에서 매하는 방

식을 취하 다(이 학 2001 : 223-224). 이것은 비단 조선후기의 일만이 아니라 1908

년『韓國水産誌』에도 기록하고 있으며, 6.25 쟁 이후 분단되기까지 이어졌다. 

특히, 서울에서 소비되는 어물이 유입되는 마포에서는 라도에서 북상하여 4월

부터 5,6월까지 풍어기인 연평도 근해의 조기가 유입되었다.55) 일제시기 이후 일본

인의 근  수산업의 주요 어종에서 제외된 조기는 조선인이 즐겨먹는 어종으로 

조선인의 유통네트워크에 의해 소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기 외에도 굴비, 북어 

등 조선인 선호 어류는 포구와 내륙의 장시 등 조선후기의 상업구조에서 소비되었

던 상품이기도 하다(이 학 2001 : 229-236). 이러한 상은  안강망 어선을 통해 조

선인들의 조기어획이 확산되는 1920-1930년  이후에도 지속된다. 1921년의 참조기

잡이 안강망 총수 약 1천 2백여척  한국인 소유는 2-3백척이던 것이 제2차 세계

까지는 안강망 어선수가 6천척으로 크게 늘어나는 상을 보여 다. 어획고도 6

백여 만원으로 늘어나는데 이때 일본인 소유는 1백척 미만이고 나머지는 한국인 소

유로 나타난다.56) 특히, 밤섬에서 만든 해선  하나가 바로 조깃배로 사용되었던 

55) 한  시  農商工部水産局(1908 : 225-229)에  행한 『韓國水産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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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강망 어선이었다. 이 배는 밤섬 사람들에 의해 ‘나가사키’로 불렸으며 1960년

 까지도 인천과 강화도 지역으로 배를 만들러 가거나 수리해 주었다고 한다. 

연평도에 조깃배가 많이 마포강으로 다니잖아. 밤섬에서 여름에 헤엄쳐서 그리 

가 그때만 해도 뱃사람들이 조심하라고 하면서 자기네 배에다 끌어 올라줘. 그

럼 조기, 굴비 같은 걸 말려서 어놨어. 구포 같은 거 그러면 그런 거 가지

고 뛰어내려.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반찬 해먹고 그랬어. 그때만 해도 조심해

조심해 하지 왜 그걸 집어가냐고 안그래. 그러니 그때만 해도 인심이 좋았어. 

붙들어서 때리거나 배상물리고 그런 것도 없어 그때만 해도. (D씨, 1933년생)

 가을로 시내에 흐터  젓갈을 가지고 다니는 임장사부인네들과 기름장사부

인네들은 만히 보는데 이들은 보다 이곳에서 우기하면서 강변에서 젓갈을 사

라가지고 시내에 팔러다니는 것이다. 그들은 본시 이곳 사람들만이 안이고 

개 황해도방면 사람들로 농사를 짓는 틈을 타서 서울올라와 동막부근에 몃

달 동안 을 부치고 잇스면서 장사를 하여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

의 수효가 수백명은 된다고하니 놀라지안을 수 없다.57)

조기떼를 마지한 마포에는 이십삼일 녁때부터 이십사일 아침까지에 조기뭇

을 가뜩가뜩 실은 조기배가 이백 여척이나 들어와서 때마추어 시장을 이루고 

잇다. 종래 만흔 때라야 백 여 척씩 물려들던 마포에 이백 여척이나 몰려들기

는 수십년래 처음일이다. 이러  배가 만히 몰려들게 된 것은 조기고장 연평바

다에서 이번 사리통에 만히잽힌 까닭이다. 갑슨 백마리를 한뭇에 묵근게 사원

으로부터 오원까지이니비싸지안흔편이다.58) 

                 

와 같이, 일제 말기 유년기를 보낸 밤섬주민은 조깃배에 실린 고기를 몰래 서리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한, 신문기사를 보면 마포의 어물유통 심지로

서의 기능 유지는 이 일  주민의 생업환경까지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

해도 사람들이 농사가 한가한 시간에 와서 마포에서 장사를 하는 풍경, ‘사리통’에 

많이 조기가 잡힌 이야기는 조류를 이용한 선의 조업을 묘사하고 있다. 한 조기

배의 마포출입은 해방 이후까지 번성했는데, 이러한 상은 ‘연평도 1천 여척의 어

선이 들어와 있으며 성어기까지에는 상당한 어선이 동원된 것으로 상된다고 한

다.’는 신문기사와59),  ‘선창가 거기가 다 시장터’ 로 기억하거나 마포 포구 모

56) 吉田敬市(1954 : 109-196) 『 산개 사』참고.

57)『 보』1933  10월 17  “ 경  보  -동막편” 사 참고.

58)『 보』1939  5월 25  “한 다 생 ” 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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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밭에서 ‘조기 엮는 일’을 하며 생활했던 기억을 통해서 드러난다. 황해도 옹진

생 A씨(1930년  반 생)는 어렸을  아버지를 따라 조기를 실은 배를 타고 마포

로 와서 조기를 매인에게 팔고 마포에서 놀다 며칠식 머물다 올라가곤 했다고 한

다.황해도에서 황포돛배를 타고 사리 때 마포로 들어와 거 한 시장을 이루었던 기

억은 마포를 기억하는 노인들에게서 생생히 구술되고 있다. 한, 당시 동막(  마

포구 용강동)에서 태어난 주민의 경우 창고와 제재소에 짐을 실어 나르는 ‘지게

꾼’과 ‘목도꾼’ 등도 빈번히 목격했으며 마포를 새우젓 동네로 그리고  이들을 

‘새우젓 도가’라고 로 설명한다. 새우젓뿐 아니라 조기, 민어 등의 어물을 는 

어물 이 마포에서 번성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목도꾼은 배로 운반된 화물

을 다시 포구에서 끌어올려 운반하는 인부들을 말하는데, 주로 조선인들이 포구에

서 생업을 해 담당한 것으로 해방 이후 쟁 이 까지 지속되었다. 조기를 엮고 

생계를 유지하거나 이를 도매로 사서 사 문 안으로 팔러 다니는 일 등이 포구경제

의 지속 속에서 조선인들이 선택했던 생업으로 구술되고 있으며, 이러한 한강변 포

구경제 속 사람들의 생업 환경을 총칭해서 ‘나루를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 된다.60)

이와 같이, 수운경제의 지속과 변화가 이행되는 20세기 반의 상황에서 한강변 

마을의 조선인들은 과거와의 연결과 단 의 교차 속에 놓이게 된다. 그 과정은 근

화의 다양한 주체들이 개시키는 변수들의 충돌에 의해 여러 가지 변증법  결과

들이 생성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철도에 의해 수운이 감소할 것이란 상은 틀리진 

않았지만 그것은 부분 인 것이었으며, 종국에는 수운을 소멸시키지는 못하고 과거

로부터 번성했던 포구들의 역할은 기능을 조정하면서 존속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

한 상의 연속에 있어 요한 요인은 한강변 마을에 산재된 마을들이 여 히 조선

인들에 의해 작동되는 사회경제체계라는 것을 보여 다. 강원 산간에서 서해안 바

닷가까지 연결되는 한강수운의 구조는 조선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경제활동이었

으며, 특히 여기에는 조선인들이 의례용으로 즐겨 쓰는 생선과 즐겨 먹은 어물이 포

함되어 있는 과거로부터 연속되어온 생활세계의 지속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밤섬과 한강변 조선인 마을이 근 화의 과정 속에서 일정정도의 마

59)『동 보』1950  4월 28  “마포강에   실  떼” 사 참고.

60)    OO(1936 생 , 마포 생), OO(1925 생 여. 강동 거주) 

OO(1928 생 , 강동 생)등  참고(  2009, 상 학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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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모를 유지시키고 그 속에서 과거로부터 연속된 생산체계를 지속시키며 마을의

례를 존속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

결국, 한강수운은 장기지속의 자연환경과 유통의 방법으로서 견고한 체계를 이루

고 20세기 반까지 향을 끼쳤으며, 여기서 수운의 물질  매개가 되는 배를 제

작하는 집단으로서 밤섬의 치는 매우 특수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20세기 반 

식민지 시기에 경험했던 기 근 화의 과정 속에서 조선(造船)은 기존 방식과 다

르게 생산되어갔지만, 도시개발 시기 밤섬이 폭 된 이후에도 연속해 가게 된다. 이

후 조선(造船)은 후속 세 로의 달에 실패하지만 밤섬의 역사를 조선업을 계승한 

마을로 치시키려는 주민들의 행 는 지속 으로 나타난다. 마을의 역사를 조선왕

조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그와 함께 배를 만드는 생업과 마을의 공동체  의례인 부

군당의 역사로 표출시키고 있으며, 이 두 가지와 함께 한강수운의 결 으로서 밤

섬의 의미를 동조(同調)시키고 있다. 

4 . 한강변 개발에 따른 밤섬의 사회경제  변화

1. 식민지  근 화와 한강개발

20세기 반 한강변 마을과 밤섬의 상황은 식민권력이라는 새로운 지배권력의 

이행과 이들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경제  변화가 조선인들이 지속해 온 체계들과 

어떻게 맞물려 나갔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강

이라는 자연환경 속에서 생업을 꾸려갔던 강 의 주민들은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유입과 근  운송수단의 등장, 부분 이긴 하지만 도시화와 공업화의 진행이라는 

사회  변화에 상호작용하게 된다. 보다 구체 으로 이야기하면, 식민행정에 의해 

추진된 한강의 공간 이용에 한 법  체계와 토목공사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개발 

행 들은 한강 연안에서 ‘나루를 뜯어먹고 사는’ 조선인의 생활 선에 요한 향

을 미치게 된다. 인근 여의도는 목장에서 군사훈련장과 비행장으로 변해갔으며, 한

강을 종단하고 횡단하는 철로가 가설되고 나룻배를 신한 교량의 건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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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화되는 한강의 락화는 밤섬사람들의 환경을 변화시켰으며, 그들 스스로도 

새로운 환경에 응하고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동시에, 이러한 방 인 철도망이 한강변과 연결되는 과정은 식민정부에 의

해 추진되는 크고 작은 토목공사나 하천부지 개발과 동시다발 으로 나타났으며,  

한강변 주민들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생존의 방식을 선택해나갔다. 이 과정

에서 한강변 강 들은 차노선과 도로의 확장, 공장의 건설과 근  시설의 유입

으로 차 도시화의 과정으로 진입하게 된다. 식민지 시기 한강은 여 히 미개발의 

통제할 수 없는 하천이자 경성이라는 도시가 팽창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한계 이었

지만, 1936년 시구확장을 계기로 행정구역이 한강의 범 를 넘어서 등포와 노량

진, 마포와 서빙고, 뚝섬 일 가 경성부로 편입되면서 강 의 다수가 도시의 일부

가 되었다. 밤섬 역시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여율리에서 경성부 여의도정(汝矣島

町)이 되어 행정구역상 도시의 일부가 되었으며, 1930년  반 이후 공업화의 

진 은 등포와 뚝섬 일 에 공장을 집시키기도 했다.

한, 식민지 시기는 직 인 개발행  이 에 한강이라는 하천의 이용과 용

에 한 일체의 행 에 한 국가의 지배논리가 확립되는 시기이다. 식민통치가 본

격화된 이후 기존 하천이용에 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가 행해졌는데, 특히 도선

(渡船)과 유선(遊船) 업에 한 행 뿐 아니라 채빙(採氷)에 해서도 식민당국

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1920년  후반에는 하천에 한 종합 인 법령인 ‘조선하

천령’61)이 공포되었는데, 여기에는 하천에 한 리와 개량, 비용부담 그리고 권

리의 제한 등을 포함되어 있다. 식민정책과 연 해서는 식량문제와 결부되어 수립

된 조선산미증식개획과 연계된 치수(治水), 수리(水利)가 련되어 있다.(坂本嘉一 

1927 : 4) 한, 하천에 한 종합 인 조사를 해 총독부에서는 1929년 『朝鮮河川

調査書』를 발행하여 다음해인 1930년부터는 매년 『朝鮮河川調査年報』를 발행하

다. 여기에는 조선 내 주요 하천의 수 와 유량 등의 조사를 통해 연안토지에 

한 치수책을 마련하고 개수작업을 하기 한 조사를 개시켜 나갔다(조선총독부 

1930 : 1-2).

특히, 가장 직 으로 강변 연안의 경 을 바꿔놓기 시작한 것은 자연재해를 방

지하기 한 방수사업에서 본격화되었다. 이 사업의 계기는 설처럼 내려오는 

61) 하천  1922 에 업  착 어 1927.1과 같  해 5월 7  시행규  했 , 

1930  9월과 1934  10월에 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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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홍수(일명 을축년 홍수)62)에서 출발했다. 경성부에서는 을축년 홍수 

이후인 1926년부터 1930년 까지 제방구축사업을 지속했으며, 제방공사 외에도 경

인운하(京仁運河) 건설이나 개발 사업이 제안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한강개발에 

식민사회 내부에서의 제안들은 20세기 후반 혹은 재까지 진행 인 개발사업 의제

들과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63) 를 들어, 얼마  개통된 경인운하의 사

례는 식민지 시기 한강개발을 둘러싸고 개되는 일련의 행 들을 1960년  본격

인 도시개발 시기의 개발과 연속 인 지 에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볼 수 있

다.64) 특히, 한강의 범람은 도시문제의 핵심으로 식민지 시기 가장 심각한 문제로 

두된다. 1925년 을축년 홍수 이후 한강 홍수문제에 한 처리는 단순히 도시문

제 혹은 자연재해 문제일뿐 아니라 경제공항이라는 로벌한 규모의 경제문제와 만

나면서 조선내 농 경제문제와도 겹쳐진다. 이를 테면, 1930년  반 식민정부는 

조선 역의 치수사업을 뉴딜정책과 유사한 방식으로 타개하고자 한다. 치수사업의 

활성화는 공항과 겹쳐져 하층 노동자계층을 구제하는 사업인 궁민구제사업(窮民

救濟事業)으로 연결된다. 1929년 경제 공항과 식민지 조선의 농 경제 피폐화와 

이로 인한 도시로의 이주는 경성 외곽의 한강변인 용강면, 한지면, 숭인면 등으로 

속하게 유입된다. 이들 하층 노동자는 1930년  반 식민정부의 인 산

편성을 통해 실행된 치수사업에 동원되어 ‘품 리’ 선에 투입된다.(서일수 2010 

: 15-16). 이 사업은 도로, 하천, 항만, 치수, 수도, 사방공사 등 방  토목공사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식민정부의 목 은 궁민의 생활난을 구제하고 조선의 산업개발

을 도모하려는 시도로 추진된다.65) 이 사업은 3차에 걸쳐 진행되어 1931~1936년 연

간에 집 으로 실시되었는데, 그  치수공사에 가장 많은 사업비가 지출되었다.66) 

62) 1925  생했    경험하지  들    해들   

에 해  하고 다. 주    사람들  시내  사  가거  그  가

산  산  났다거  하는  마  직  경험한 듯  한다.  주민들 역시 

마  가  계  폭 어들었다고 한다. 

63) 1930  한강개 에 한 어  3 사업   것 는 첫째,경 운하 째,간척

사업, 째, 사업(水電事業) 었다(本間孝義 1934 : 41-42).

64) 후, 경 운하는 1965  건  타당  여  고 란  거듭해 다 1998  착공하여 

2012  5월 25 에 ‘경  라 ’ 라는  개통하게 다( 리태니커사  : http://100.

   daum.net/encyclopedia  울경 신  2012  5월 25  참고).

65) 민 사업에 한 식민  에 해 는 사  독   참고(濟藤實, 窮民救濟事

業에 就하 ,『朝鮮』15-5, 독  1931 : 1).

66) 1931-1933  3 간 공사  65,276,200원  사업  24,270,000원   1/3 도가 

사업에 어 다(“窮民救濟事業調”, [調査月報] 2-7, 朝鮮總督府  193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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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경제에 한 정책이었지만 실제로는 도시 심으로 배정되어 실행되었으며, 한

강에 배정된 사업 역시 경성 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강개수사업의 경우 홍수로 인

한 경성부민의 수해를 방지하기 해 연안 방수시설에 주안을 두는 한편, 농경지 수

리사업을 진시켜 생산을 증가시키는 목 을 두고 있었다. 상습 침수지 인 김포

평야에 수리조합을 설치하고 제방을 쌓았으며, ‘유로를 정치하여 선박의 항해를 

원활하게 하고자 용산, 마포, 등포, 뚝섬 부근에 제방을 축조하고, 뚝섬에서 김포

까지 하 의 소한 부분의 토석을 축착하여 홍수의 유통을 양호하게 하는 사업’

이었다(조선총독부 1937 : 209-211). 

요컨 , 식민지 시기 한강변에서 개된 개발의 양상들은 한강변 조선인 마을과 

그 일 에서 생업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의 생활과 직 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가

장 큰 향을 받은 사람들은 포구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지게꾼과 품팔이꾼 조선인 

노동자들이었다.67) 하천법 제정으로 한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행 가 식민당국

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실 속에서 한강변 연안 조선인의 생업은 새로운 재편을 

요구받는다. 차 한강변은 제방이 축조되면서 연안(沿岸)의 풍경이 변모하게 되었

으며, 강변에 있었던 조선장이 사라지거나 나루터 신 보트장이 들어섰다. 동시에 

한강의 락화는 보트장을 만들어 내고 통 인 배를 생산하던 사람들이 보트제작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는 상이 나타나는 등 한강변 일 의 사회  경 은 역동

으로 변모해 갔다[식민시기 한강변 개발 자료는 부록 자료12 참고]. 

식민지 시기 밤섬마을의 재편은 이러한 한강수운 경제의 흐름과 기 식민정부의 

개발과 하천 리와 수산업 정책 등을 포함하는 총체 인 상황에 동조되어 나타난

다. 식민 반기까지 유지된 수운경제의 진  퇴조와 이 건설되는 시기를 후

로 밤섬의 배목수들은 일본식 목선제조 기술과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 후속 세 인 1930년생들은 이러한 세 로부터 물려받은 기술과 도구로 배를 

제작하게 된다. 이들은 일본의 향을 받은 어선과 놀잇배, 보트배 등의 락용 배 

제작기술과 낚시배, 짐배, 나룻배 등의 강배 주의 조선식 배 제작기술을 동시에 

67) 당시   해  동 들  생 곤  상에 한 사가 신 에 주 등 하는

 그  한강변   공사  업  가 었  것  타 다. 당시 사는 다

과 같다. “ 다가 마다가 그  고 리는 갑지도  지  마  하  내 각처

에 산재한 동  생  극도   고 다. 그 에 도 가  리꾼  만  

산경찰  내가 一심하  한강(漢江),마포(麻浦), 산역 (龍山驛頭) 타 각  건 공사

에 , 一  三四十 에  걸고 하든 지게꾼 리 등 五千여  생도가 연  고 

게 는  에 극도  곤 하게 엇다 한다.”『동 보』1936  8월 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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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받은 집단으로 20세기 후반을 이어오게 된다. 동시에 이들 세 (1930년 생)

는 6.25이후 밤섬에 재정착하게 되면서 세 로부터 이어오는 부군당 의례를 연속

시켜나갔으며,  와우산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장년층으로 성장해 밤섬마을에서의 의

례를 지속시키는 핵심 주민으로 부상하게 된다.    

2. 한강변 조선인의 생업환경 변화 

한강 수운 체계가 만들어 내는 구도 속에서 강  주민들의 삶은 다양한 양태로 

드러난다. 이러한 상황은 식민행정에 의해 하천이 리되거나 토목공사나 비행장 

설치 등의 개발행 에 의해 변화를 맞게 된다. 따라서  새롭게 재편되어가는 생업환

경에 응해야 하는 주민들의 삶은 변화된 실 속에서 갈등과 타 을 병행하게 된

다. 서해안에서 마포,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이어지는 유통 체계는 조선인들의 생활

세계와 깊은 연  계를 가지고 있었다. 주요한 유통 품목인 조기, 새우젓은 조선

인들이 주로 소비하는 어물이었으며 곡물류를 제외하고 장작이나 솔가지 등의 땔감

의 경우도 온돌을 사용하는 조선인만을 한 품목이었다. 물론 거주 인구에 있어서

도 뚝섬, 서빙고, 마포, 동막, 서강 등 한강변 포구들은 조선인이  우 를 하

고 있는 조선인 심의 마을들이었다. 도시화의 속도 역시 경성 시가지와 달리 더디

게 진행되어 이 일 는 원  풍 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가령 1930년  마포는 

용산과 비교해 농 으로 설명되곤 했다. 그만큼 한강변 마을의 사회경제  경 은 

여 히 과거로부터 연속된 형태들과 근  체계가 맞물리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으

로 드러난다. 

가장 먼  드러나는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 다. 한강변에서 ‘나루를 뜯어먹고 사

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과거로부터 연속되는 일들이었다. 가령, 서빙고 지역이 

경원선 개통 이후에도 수운과 철도가 상호작용하는 지 에서 여 히 물류 유통지로 

성장했다는 상은 조선인이 ‘강변의 짐을 운반하거나 서빙고역에 짐을 운반하는 

일’ 로 생존했던 것과 분리될 수 없다. 1920-1930년  신문기사에는 서빙고와 그 

주변 일  한강변 주민들은 한강수운의 지속이 주는 수혜지로서 과거의 유업을 그

로 지속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에 처하게 된 실을 보여 다. 서빙고에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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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서빙고 마을 주민들이 하역인부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지

만, 이들의 처지는 일본인 자본에 의해 추진되는 기기 기 도입에 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68)

 

... 이 한강 강변의 동리-한강리니 서빙고(西氷庫) 동빙고 보 리(普光里) 등

은 이러한 단순한 유원지는 안이다. ... 즉 한강하류에서 생선젓이나 소  등속

을 배에 싯고 상류지방에 올라가 경긔도의 려주(驪州) 양평(楊平) 주(廣州)

등 지나 강원도 원주(原州) 횡성(橫城) 홍천(洪川) 충청도 충주(忠州) 제천

(堤) 음성(陰城) 등지에서 곡물장수 숫(炭) 능속과 밧구어 내려왓든 것이다. 

이가티하야 경성을 배경으로 한 이곳 서빙고 한강리 등지는 조그마한 무역지

로서 오랜 시일을 두고 발 하여 온 것이다. 이가튼 력사를 가지고 한강상류지

방을 상 로 장사를 해내려 온 이곳 주민 에는 상류지방에 상당한 면 의 

토지를 가진 지주도 지안타. 그리하야 자기수확에다가 상류지방에서 내려오

는 곡물을 합하야 상당한 규모로 정미업(精米業)을 경 하는 사람도 사오명

이 잇섯다.( 략) 근자의 발 은 이러타 할 것이 업스나 주민들의 생활이 변로 

히피폐하여 간다는 상도 이러타 할 것이 업스나 다소 달려젓다면 서민계

에서 야채장사가 늘엇다는 것이겟다. 이밧게 한강리에서 한구비 뒤로 올라가

면 산곡에약이백 오십호의 동리가 잇는데 두모리(豆毛里)라하야 특수한 살림

을 하기로 유명하다. 그동리가 지리상 산곡데끼  농사도 짓기 어려운 개도 

잇겟지만 이상한 것은 모다 행상(行商)을 상업으로 하되 들고다니며 는 물

건은 보통 시장에 흔히 나오지 안는「니함박」「채」「키」「칠그릇」등속이

나 「김」「떡」등속으로 들고 다니기에 무겁지안은 물건을 먼지방에서 사다

가 시내에 들어와 다 근방에서는두모리 사람들을 특수지 의 사람들이라고 

하는것도 뜻잇는 일이다.69)(조선일보 1933년 10월 4일자)

 신문기사에서 도시 외곽 인구가 집된 한강변의 마을이 외부에서 유입된 이

주민들과 섞여 새로운 패턴의 생업경제로 재편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

빙고 주변 한강변 마을이 과거 한강수운의 번성과 달리  피폐해져가는 신 야

68) 고  지역   생 상에 한 당시 신 사 내  다 과 같다. “시  고리 

주민  동    여  강변  짐  운 하  고역에 짐  운 하는 등  그들  

가  천 여  살어 가는  지  월 하  경에 시내 한강통 삼  사 건   가 

고 강가에   하  하  러 리겟다고 당 에 신청하엿다는  지  

에 고 에 는 시 당  한지 에 통지하  원과 가  사하엿슴  

에 고에 는 주민  열어 원  한 후 여  한 탄원

 에 하고 십 에는 독 에 지 하 다는  지산청 에 도 십  후 곱

시 에 동 에 어 책  하리라 라.”(『동 보』1927  8월 13  사 참고)

69)『 보』1933  10월 4  “ 경 후보  ‘ 고’편” 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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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등 조선인들의 소비품을 도회로 팔러 다니는 행상이 증가하게 된다.  농 에서 

이주한 새로운 인구가 한강변 고지 로 유입되고 이들이 거리 행상으로 생계를 유

지하는 상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1930년  말에서 1940년   한강수운 체 

소도시까지 연결되는 철도망의 완성은 수운에 종사하는 조선인들의 생업에 향을 

주었을 것으로 단된다. 기존 경부선, 경원선과 달리 북한강과 남한강이 소도시와 

강 마을을 연결한 앙선과 경춘선의 개통은 한강수운의 감소와 직 으로 연결

된다. 물론, 철도화물에 합하지 않은 뗏목과 신탄 그리고 서울과 거리가 멀지 않

은 경기도 인근의 강 마을에서의 곡물이 지속 으로 유입되었을 지라도 ‘한강 상

류 연안 일 의 수 천 명의 선부(船夫)들이 일조에 생로를 일  되리라’는  

상황은70) 실 속에서 보다 확장되어 갔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 외에도 한강변 동작

리(  동작동)에서는 ‘주민 백 여 호가 선조 때부터 경성 건설에 필요한 건축재료

인 작돌 ( 利)을 한강(漢江)에서 채취 매하야 생활을 유지해 왔던’ 주민들이 근

 기계의 도입으로 생계의 을 받게 되는 상이 나타난다. 조선사리주식회

사(朝鮮 利株式 社)가 창립되어 사리채취선( 里採取船)을 설비해 다량의 작돌을 

채취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조그마한 거룻배(小船)로 생활의 무기를 삼았던 동작

(銅雀)주민들은 도 히 자본가인 기회사를 따를 수 없는’상황에 직면하게 된

다.71) 근  기업에 의해 조선인 생활 선이 을 받게 되는 상황은 도선업도 마

찬가지 다. 이를 테면, ‘도선업을 하던 조선인들이 한강인도교가 만들어지면서 건

설자재로 쓰이는 사리채취(沙利採取)업으로 환’하게 되었으나, ‘사리채취 회사

가 만들어 지고 나서 다른 지역의 노동자를 사용하면서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문제

가 발생’하72)는 등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면서 조선인의 생업이 품팔이업 등

으로 근  시장경제 질서 속에서 주변화되어 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례 에서 조선인들에게 비교  큰 향을 끼친 업종으로는 채빙업을 

들 수 있다. 1894년 각종 공납(貢納) 폐지 이후부터는 근 인 천연빙(天然氷) 회사

들이 설립되기 시작했다.73) 하천법에 의해 국유에 포함된 하천 사용에 한 근  

법제화가 시행됨에 따라 한강변 채빙은 시설을 갖춘 업주들이 경성부의 허가를 받

70)『동 보』 1937  7월 31  사 참고.

71)『동 보』 1930  3월 27  사 참고.

72)『동 보』 1931  3월 18  사 참고.

73)  들어, 1894  한 에는 ‘ , 업’  주업  하는 천연  사가 립  시 했

, 시 에도 다  천연  사가 립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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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행하게 되었으며, 조선인들은 이들 업체에 임노동자로 참여하게 된다. 당시 신

문에는 ‘본래 한강 어름은 고래로 빙고업을 하는 조선 사람들이 자유로 채취하든 

것’이었으나 ‘사오년 부터는 그것도 생상 해가 잇다 하야 재래 조선인의 빙

고업자에게는 허가를 로 주지 안아 업을 폐지 하엿던’74)양상이 나타난다. 곧 

근  제빙회사의 설립과 맞춰 천연빙 채취 역시 1920년 경 식민당국의 허가로 바

게 된다. 이러한 사업이 식민당국에 의해 생과 시설규모 등의 이유로 제한이 가

해지면서 갈등도 나타난다. 

수백년래로 조선인 래의 유업(遺業)인 빙고업(氷庫業)은 심동(深冬)에 한강이 

결빙하면 그인근에 빙고를 건축하고 채빙 장하엿다가 그 해에 7-8월이되면 

각방면 수유자에게 공 하는 것이다. 채빙시에 비용은 빙괴(氷塊) 1개에 불과 

3개 의 운임이 잇슬 뿐이요 별로 다 한 자본을 요치하이하고 그 해에 상당

한 시세를 맛나면 일개 빙괴가 7-80  내지 1원이상의 가격으로 매매도야 상

당한 이익이잇는 업일 뿐만 아니라 연강에서 어산은 빙을 득하야 夏節의 신

선을 보하나니 그럼으로 이제 이 빙고업을 못하개 된다는 것이 따라서 어업까

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어니와 동 을 당하야 노동자실직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즉 빙귀채취로 연강에 유통되는 재화는 어도 1년에 7-8만원 내지 10

만원에 달하는 까닭에 노동자는 이 시기를 소작인의 추수시기와 같히 기 하

는 것이다. 그런데 2-3년이래로 당국이 그 허가를 아니하는 계로 연강 노동

자들에게는 형언키 힘든 가련한 생활을 渡及하게 되엿다. 정당국자가 생이

란 에 치 하야 그일에 간섭하는 것은 호의로 해석하야 이의를 제출하 것이

없거긴와 그러나 간섭에도 정도가 잇지아니한가 반드시 거 을 투자하야 貯庫

를 설비치아니하면 아니될 이유가어 잇는가 종래의 빙고가 비록 불완 하다

할지라도 오염물의 침입은 충분히 방제할수 잇고 소호의 개량을 가하면 충분

히 쓸수 잇고 한엇더한 창고에 장한다할지라도 4-5朔 후에 그내는 것은 

일반인즉 종래의 사정과 일반의 정형을 참작하야 각 그일에 안 하고 공한이 

업게 하는 것이 정치의 요망이라하면 당국자의 좀더 반성하기를 망하노라. 

(동아일보 1925년 1월 16일자)

한강 연안에 빙고업자가 어름을 빙고에 운반하는 삭을 작년보다 일 식 나

러엿슴으로 로동자간에서는 매우 문뎨가된다 함은 긔보한바어나와 지난일일 

새벽 두시 부터 어름을 지러 모힌 빙부 일천여명은 여러 가지로 의논하다가 

처음부터 삭을 결뎡하고 지는 것이 올타고 결론이 되어 빙고업자 측과 삭 을 

교섭한바 듯지안음으로 맛춤 내일 일제히 동맹 업을 단행하엿다는데 운빙부

측의 말을 들으면 어름은 작년보다 삼분지일이나 더 크고무거움에도 불고하고 

 감하하나 자기네의 주장은 년에는 좀더 큰분량을 비교하여 일 을 더밧

지안을 수 업다고 하더라. (동아일보 1927년 1월 3일자)

74)『동 보』1925  1월 9  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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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빙은 조선인의 유업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얼음이 얼어 수운이 불가능한 시기

에 겨울철 한강변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큰 노동시장이었다. 소작인의 추수기로까지 

비유하며 동 기 큰 노동시장을 형성하며 이 일 에서 가장 한 생산활동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식민지 시기 이후 천연빙 회사의 설립과 식민당국의 생과 시설

에 한 규제에서 채빙과 운빙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의 임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채빙은 서해안 조기어로에

도 향을 끼쳤는데 조선 사람의 찬료인 조기를 잡기 해서는 얼음확보가 필수

음에도 불구하고, ‘산덤이가튼 어름이 각어엄자 빙고에 싸여이지마는 깨끗지못하다 

생에 해롭다하는 조건으로써 그출고를 엄 함으로써’ 조기 가격이 상승으로 이

어지는 상이 나타나기도 한다.75) 이후 채빙은 1950년 까지 이어진 생업으로 사

람들은 겨울이면 강을 따라 지게를 지고 서강과 마포, 서빙고 등으로 모여들었다. 

서울로 모여드는 빙부(氷夫)들은 근처 주민들 뿐 아니라 강화와 김포 일 에서 오기

도 했으며, 연장을 보유하고 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밤섬 주민들은 얼음을 자르고 

잘린 얼음을 물에서 꺼내는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한강수운 경제의 역학이 식민 사회의 경제체계의 구조와 조선인 소비

품의 유통 루트로서 충분한 치를 하고 있는 상황과 한강변 조선인들의 생산활

동이 근 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개되었는지를 통해 당  한강변의 사회  경 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인들은 근 화의 과정에서 소외되면서 식민당국에 

항하고 타 하는 동시에 그 속에서 생존해 나가기 한 분투를 지속시켜 갔으며, 이

는 한강이라는 자연환경과 그 환경 속에서 생존해온 생산방식을 새롭게 응시키는 

방식으로 개되었다. 이것은 20세기 반까지 한강은 여 히 ‘나루를 뜯어먹고 사

는 사람들’로 구성된 마을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부터 소멸되

지 않고 연속되어 온 생산방식의 변형과 응은 기존 마을공동체에서 행 해온 공

동체  의례 혹은 민속의 형태들을 포함한다. 를 들어, 단옷날 마포 모래사장에서 

그네뛰기나 씨름을 했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기억되고 있

다. 마포 외에도 서빙고에서 단옷날 씨름 회나 그네뛰기 등의 행사가 열렸다거나 

상인회 심의 조직이 마을단  행사를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1920

년  말부터 1930년  이후 경제 공항의 여 와 농 경제의 피폐로 경성으로 려

든 농  이주자들이 한강변으로 유입되어 토착민과 혼성되었으며, 1925년 을축년 

75) 『동 보』 1924  4월 27  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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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로 기존 한강변 부유층 인구가 경성 심지로 이동해 감으로써 마을 구성원

들이 차 변화해 갔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변화는 마을사회를 격히 해체

시키는 방식이 아닌 여 히 한강이라는 생활환경과의 조화와 동조되는 속도로 진행

되어 갔다. 

3. 락지로서 한강의 변용

식민지 시기 한강의 변화상  가장 큰 변화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교량과 비

행장의 건설과 같은 토목공사와 함께 한강변의 락화이다. 당시 한강에는 경성부

에서 만든 수 장과 민간에서 운 하는 보트장 뿐 아니라 각종 유흥시설이 모여들

면서 소비공간화 되어 갔다.76) 여름에는 유선업과 해수욕장이 성황을 이루었으며 

겨울에는 스 이 을 즐기는 동계 스포츠가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한

강변을 끼는 하이킹코스가 개발되는 한편, 강변 경 을 겨냥한 부동산 개발이 진행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조선(造船)이 주업인 밤섬주민들에게 놀잇배라는 새로운 시

장개척의 활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여름철 가장 큰 사업거리  하나인 유선

업(遊船營業)은 도선업, 채빙업과 마찬가지로 1924년 경 부터 식민정부의 허가사업

으로 시행되었다. 당시에‘유선 업이라는 것은 선척(船隻) 람(觀覽), 납량(納凉) 

기타 유락(遊樂)에 공(供)하기 하야 선주(船舟)를 부여하거나 는 유락자를 승재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77) 배를 여하거나 배를 태워주는 업행 를 포함하고 

있었다. 당시 , 여름철 한강의 뱃놀이꾼들에 한 묘사는 매년 신문지상에서 얼음

이 풀리는 에 한 묘사와 여름철 피서철의 묘사에 자주 등장하는 상이었다.

76) 시  후  한강변  포 경  달과 어 타  상  강  경  상하는 지

계  (亭子)  별 (別墅)  등 었다. 러한 지 계  망  건 들  

재 재  복원 어  하고 다.

77) 당시 한강에  업에 한 규  식민 에 해 ‘ 업 취체(取締)’  어 다. 

한 내  다  신 사  같다. “경 도  17  업취체규   15  공

포시행 는  동규   18  것  에 하는 가   는 과료에 

처한다하  원래 업 라는 것  척(船隻) 람(觀覽), 량(納凉) 타 락(遊樂)에 공

(供)하  하  주(船舟)  여하거  는 락  승재하는 업   업  하는 사

람들  드시  규 에 하여 주 할 것 라고...(생략)...” (『동 보』1924  8월 15  

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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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략), 구든 어름이 처음으로 출니어 거울가티 맑은 물이 새로 흘르기 시작

한 한강에 [뽀트]로리를 개시한 사람들이 엇다 천여명에 달하는 뽀트군들이 

년 처음으로 오리떼와 가티 강상으로 떠단이는 경은 실로 장 인데 다리

우에 구경군이 천여명에 달하얏스며, ....(조선일보 1931년 3월 17일자)

( 략)...유선업자 십삼인  조선인업자가 칠명이고 내지인업자가 륙명이라고 

하며 배의 종별로부면 뽀트 이백척 모타뽀트 십오척 욧트오척 노리배(屋形船)

오십척 동 합게 이백칠십척으로 삼월말일까지 업자들은 만반의 비를 다마치

고 사월일일부터는 한강상에 배를 띄워노코 유선객들에게 유감이업도록 써비

-쓰를 시작하기로 되엿다고 한다.(조선일보 1938년 3월 12일자)

노량진에서 배를 많이 만들었지. 옛날에는 보드장이 거기에 많았었어. 굉장했

어 큰 선단이라고 하나 보드를 50척 100척씩 달아놓고 토요일 일요일되면 아

베크족들이 그거 타고 다니고 공일날 그 게 많이들 나왔어. 남녀들이 연애걸

고 데이트하러.(D씨, 1933년생)

[사진 2-4]1930년 한강 교 인근 선착장과 여름철 피서지로 활용된 한강

출처 :우(조선일보 1933년 7월 24일자)

이러한 한강변의 락화는 1930년  이후 경성의 시구 확장과 도시화에 따라 

확장되고 있다. 가령, 지도에  ‘도시생활에서 염증이 날 경성부민들에게 새로운 

안의 명소로 동경의 ‘아사쿠사’공원과 가티 꿈여 노코 녹음에 주린 경성부민들

에게 ‘써비-쓰’하기 한 공원을 조성한다고 기록되어 있다.78) 혹은 ‘한강유선

업자조합에서는 한강유선번 회를 통해  한강인도교에 ’일뉴미네 ‘을 장식해달

라고 청원한다’79) 등은 한강의 락공간화를 보여주는 표 인 사례이다. 1930년

 이후에는 모래사장이 해수욕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경성부에서 수

78)『매 신보』1937  6월 29  사 참고.

79)『 보』1938  6월 15  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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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개설함으로써,80) 한강변은 공식 인 여름 피서지로 각 받게 된다. ‘한강연안 

여의도와 서빙고로부터 인도교에 미치는 구역의 미지정 지구 공장지구가 아닌 수변

공원으로 설치안이 두’(동아일보 1940. 7. 1)되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실천은 

1980년  한강종합개발로 이루어낸 한강둔치 공원의 개념을 연상시키는 발상들이 

식민지 시기 때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 다. 

밤섬 역시 명사십리(明沙十里)로 알려진 표 인 한강의 백사장이었다. 조선시

 문인들에 의해 율도명사(栗島名沙)’는 ‘마포 8경’의 하나로 칭송될 만큼 경 의 

유려함이 통사회에서부터 이어져왔다. 기록에도 밤섬 앞 도선장과 조선장으로 활

용된 모래밭도 야유회와 야 장으로서 활용된 바가 남아 있다. 1924년에는 소년척

후단의 야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81)1957년에는 배 복사고로 떠들썩

했던 문인사육제행사가 개최된 것도 밤섬의 모래밭이었다. 이러한 락화는 인구가 

증하는 1950-1960년 까지 지속되어 개발 이  한강변의 사회  경 을 형성하는 

요한 테마가 된다. 밤섬주민의 목선제조 기술이 운수용이 아닌 놀잇배로 환되

기 시작한 시 도 이 시기이다. 식민지시기를 거쳐 유입된 제조기술은 보다 발 되

어 놀잇배가 주업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 시 은 한강수운이 사 되기 시작하는 

6.25 쟁 이후 웃강과 아랫강의 수운이 멸되는 시기로 략 1965년 사이이다. 이 

배들은 ‘선희배’, ‘놀잇배’ 등으로 불리며 지붕을 만들어 그곳에서 유흥을 즐

기는 조선시  뱃놀이를 연상시키는 방식에서부터 데이트 족들을 돈 받고 태워 주

고 음식을 제공하는 식으로 번성해갔다. 

이러한 밤섬을 둘러싼 식민지 시기의 변화는 한강수운의 지속 속에서 강변 주민

들의 삶이 식민정부의 정책과 개발, 근  기술과 교통수단의 개입으로 조정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인 심의 마을을 유지시킬 수 있는 범  내

에서 그들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생산기술을 통해 마을을 유지시키거나 존속시킬 수 

있는 토 를 이어나갔다. 식민 후반기 한강의 락화 속에서 밤섬주민들은 조선(造

船)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으며 그 가운데서 일본 목선 제조 기술을 익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시기 밤섬은 군사훈련장과 비행장이 된 여의도와 분리되어 수운

경제의 지속과 변화의 틈새 속에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처하는 생존방식을 선

택하게 된 것이다. 

80)『동 보』1931  8월 15 , 1933  8월 8 , 1937  6월 27  사 참고.

81)『동 보』1924  8월 4 ,『 보』1924  7월 7  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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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밤섬마을의 형성과 변화  

1 . 밤섬, 공간 속 시간의 표지 : 밤섬마을 형성의 역사

1. 밤섬의 토지이용 변화와 마을형성의 조(前兆)

밤섬에서 민족지  재에서 찰되고 악되는 행 들, 특히 통의 발명이나 

포크로리즘과 같은 문화정치학  해석 그 이상의 의미를 발견하기 해서는 한강의 

자연환경과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 밤섬의 역사를 치시키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밤섬을 이야기하기 해서 18세기 조선후기로 거슬러 가고 그 이  밤섬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밤섬의 문제는 곧 한강의 문제이며, 밤섬의 역사는 한강수운이라는 자연환경

과 사회경제  체계의 상호작용의 역사, 곧 장기지속의 역사와의 동조 속에서 흘러

왔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 흐름의 구체  상은 밤섬을 마을로서 악하고 이 마

을이 어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곧 ‘분석의 숲으로 인해 민족지 인 나무들을’ 잃어버리기 않기 해서는 

오랫동안 지속된 장기지속의 '역사  민족지'를 충분하게 진 시키는 작업을 개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82) 따라서, 이 부분은 역사  행 주체로서 밤섬주민들을 

의미화해  수 있는 역사  실재라고 단되는 것들을 정교하게 엮어주는 방식으

로 보여  것이다. 

먼 , 통사회에서 밤섬에 한 가장 직 이고 빈번한 기록은 토지사용에 

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재배작물을 리하는 문제와 인근 여의도의 목축장

82) 러한 는 에  펼쳐지고 는  실천  공시  만  닌 통시  식

과 결합해 개시키고  하는 시각 라고 할  다. 가 , 과거 학에 는 상업과 역에 

한 학  근에 어  강 하고, 시  민  특  강 해 다. 그것  상

업보다는 시 에  맞 고 마 시  시  행 들  리  지함  

학 들  통에 해 시  한 생산에  우  주고 다는 것  미한다. 한, 상업 

행  통한  보다는 시   통한   하게 여  통시주  

역사보다는 공시    시했다는 미 도 하다(Gulliver and Silverman 1995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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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 되어 거주민들의 계층  특성을 드러내는 ‘부분  사실들’과 이들의 생활상

에 한 묘사가 일부 드러나고 있다. 먼 ,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 밤섬과 인근 여

의도의 토지는 으로 국가에 의해 활용되었다. 특히 조선시  잠업정책의 일환

으로 뽕나무가 규모로 재배되고 있었지만, 임진왜란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  상

황으로 국유지의 소유 계가 변화하거나 그로 인해 재배 작물이 변화하기도 한다. 

가령, 15세기 뽕나무밭과 약 밭이었던 밤섬의 토지 사용은 16세기 말 채마밭으로 

재배작물이 변화하고 있음이 악된다. 『조선왕조실록』의 15세기 부터 16세기 

말까지 기록은 밤섬에 국가가 어떠한 정책을 취하고 밤섬의 토지가 어떻게 활용되

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83) 국유지로서 여러 기 에서 다양

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 , 가장 오랫동안 범 하게 사용된 

용도는 상의원(尙衣院)의 잠실(蠶室)이다.84) 한 일부는 내의원(內醫院)의 약포(藥

)로 감  등의 약 가 재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서도 드러나듯

이 뽕나무에 한 리가 허술해 뽕잎이 유출되고 있어 국가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밤섬의 상 (桑田)이 재배와 리에 있어 끊임없이 문제를 발생시키자 

1467년 신숙주는 밤섬에 백성을 출입시켜 경작시키고 그 가로 뽕나무를 심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하 다. 이후 1574년 기록에 의하면, 밤섬에는 ‘ 상시(奉常

寺)의 밤섬(栗島)의 원두(園頭)와 상의원(尙衣院)의 뽕나무밭이 잇닿아 있으므로 하

들이 몰래 뽕잎을 훔치느라 뽕나무를 손상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밤섬의 토지이용이 채소류와 참외 등의 밭작물과 뽕나무가 표 인 

작물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밤섬의 토지이용은 차 상 (桑田)에서  채

(菜田)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 다. 특히, 이러한 재배작물의 변화는 쟁이라

는 혼란한 상황을 계기로 변화되는데, 여기에는 밤섬의 토지를 할하는 서의 변

화에서 기인된다. 를 들어, 임진왜란(1592-1597) 이던 1594년 기록에 의하면 훈

련도감으로 넘어간 밤섬 채 을 상시에서 다시 환 해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83) 과 여 도에  경 지는 사실상 재 는  여 도  역 다.  주

 주거지   강 에 한 하 도   가리킨다. 그러  시  에 여

도   하게 리해  한 내 도 지만 지  경 지에   

도 한다. 한 것  여 도  말산 지역   실  여 도  본  과 그 

사  경 지는 거   사하는 경우가 많다.

84) 시  실  운 과 리는 한 책  하 므 , 울뿐 니라 지 에도 실  

고 상 원에  지  리해 , 실  달 능 지 담당하  가  

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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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이 쟁 임을 감안하여 훈련도감에서 채소밭을 운 할 것을 명하고 있다. 곧 

16세기   리되지 않던 밤섬의 상 은 16세기 말 임진왜란을 계기로 채 화

되어 간 것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밤섬의 토지를 할하는 기  역시 상의원과 내의

원에서 상시, 훈련도감으로 다양하게 변화해갔음을 보여 다[부록 자료1 참고].

조선왕조실록 외에 지리지와 문집 등의 개인  기록에도 역시 15세기에서 16세

기 까지는 밤섬에서 뽕나무가 범 하게 재배되고 있으며, 일부 약 재배가 이

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 다. 한, 토지이용과 재배작물을 리하는 문제와 인근 

여의도의 목축장을 운 하는 데에 따른 거주민이나 섬에 상주하는 인력에 한 묘

사가 나타나고 있다. 먼 , 1475년 기록에 밤섬 안에 사는 사포서(司 署)· 상시

(奉常寺)·제용감(濟用監)의 노비로 하여  뽕나무 밭을 나 어 받아서 지키게 하도

록 한 기록에서 밤섬은 작물을 재배하고 리하는 노비들의 거주지 을 것으로 추

론된다. 1503년 기록에서는 여의도와 밤섬의 인가를 이주시키도록 하는 기록이 있

어 두 섬을 리하고 운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거주민이 인가(人家)를 이루고 있었

음을 보여 다.85) 그리고 1530년 경에 술된 지리지인『新增東國輿地勝覽(신증동

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여의도에는 사축서(司畜署)와 생서(典牲署)의 원 각각 

1명씩을 보내어 목축(牧畜)을 감독하 다는 내용에서 하 원이 소수 견되었으

며, 1574년 기록에는 ‘ 상시(奉常寺)의 밤섬(栗島)의 원두(園頭)에는 종 부터 아

홉 군데에 막(幕)을 치고 하 (下典)들로 하여  수직(守直)하게 하 다’고 기록한 

것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을 리하는 하 (下典)들이 거주했을 것으로 악된다

[부록 자료2 참고]. 이 시기 지리지의 기록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도 나타나고 있다. 1556년 기록에 의하면 “ 쟁서와 사축서 서의 복(典僕)들이 

원에게 지공할 돼지와 양을 기르는 일 때문에 그 섬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어 노나 하  리들이 밤섬과 여의도 일 에 거주했을 것으로 설명

된다. 특히 이 시기 기록에는 거주민의 생활상과 마을형성을 비교  자세하게 기술

하고 있다.

잉화도(仍火島)는 양화진(楊花津)과 밤섬(栗島) 사이에 있는 별도의 구역으

85) 당시  다 과 같   다. “여 도(汝火島)· 도(栗島) 등지  가(人家)   

느 가 많  곳  철거시키고 러  담  라. 거시킨 지역  만   

창동(廣興倉洞) 에 한 담  고 살게 하 ...” (『 실 』1506  6월 25 , 역

 ‘http://sillok.history.go.kr’  참고했 , 역  연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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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종조 때부터 돼지와 양을 방목하여 가축을 기르는 곳으로 만들어 생서

(典牲署)와 사축서(司畜署)의 원으로 하여  장하게 하여왔습니다. 그런

데 그 서의 복(典僕)들이 원에게 지공할 돼지와 양을 기르는 일 때문에 

그 섬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그들의 풍속이 족친(族親)끼리 서로 혼인을 

하여 사 이나 오 도 피하지 않는가 하면 홀아비나 과부가 있으면 아무리 가

까운 친척이라도 다른 곳으로 보내어 결혼시키지 않고 마음내키는 로 같이 

살면서도 조 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개 섬의 사면이 모두 

물이고 인 한 마을이 없어 사람들의 이목(耳目)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입하기 해 물을 건  에 사로 물이 깊으면 벗고 얕으면 걷고 건 는

가 하면 남자는 끌고 여자는 붙들고 가는데, 그들의 추잡한 행실은 오로지 여

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섬의 인가(人家)를 모두 철거하여 본서(本署) 근

처로 이주시키고, 만약 남녀가 처럼 섬에 출입하는 자가 있으면 무거운 율

(律)에 좌죄시키소서. 그리고 원에게 지공하는 것과 가축을 기르는 일은 일

체 남자가 하게 하여 추잡한 폐단을 근 시키소서. (『조선왕조실록』1556년 4

월 4일 기록)

여기서 잉화도는 여의도를 뜻하는 것으로 지리  치 역시 양화진과 밤섬 사이

라고 한 것은 밤섬과 분리하여 여의도 섬 주민에 한 풍속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

나 밤섬에도 생서와 사축서의 노비가 거주했다는 기록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의

도 양말산 일 가 목장 원지이고 그 주변 일부가 주거지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여의도와 밤섬 사이가 경작지이며 밤섬의 고지 가 주거지 음을 설명

하고 있다. 곧 16세기는 밤섬과 여의도 일 에 작은 규모의 마을이 형성할 정도의 

주거지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악되며, 마을 주민의 생업은 사축서와 생서에서 

목축업을 하거나 일부 창고를 지키거나 채 을 지키는 하 (下典)과 목축을 직  

담당하는 복(典僕)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리하면, 16세기 곧 임진왜란 이후 밤섬 토지가 채 화되기 이 은 여의도의 목

축장과 밤섬 사이의 충 토와 모래밭 사이에 상 (桑田)이 두 섬을 구분하는 역할

을 했던 것으로 악된다. 두 섬은 서로 다르게 묘사되었지만, 실 으로 홍수를 

피해 거주가 가능한 공간이 여의도는 양말산과 밤섬의 고지 으므로 작은 마을규

모의 취락지가 따로 존재했던 것으로 설명된다. 잉화도의 지리  치를 설명하는 

기록에서 양화도와 밤섬의 사이라고 한 것은 분명 밤섬과 다른 여의도의 독자 인 

취락지 다. 여의도 양말산 일 가 주로 가축을 방목했던 지로 사용되었던 반면 

홍수를 피할 수 있었던 밤섬은 목축장을 리하는 복들이 거주하는 주거지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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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으며, 여의도와 밤섬 사이의 충 토가 뽕나무와 약  등의 작물재배지로 사

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17세기 이 에는 밤섬과 여의도가 지리 으로 

구분되었음에도 두 섬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구성원이 명확하게 분리

되어 마을이 형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것은 밤섬과 여의도가 비교  규모 있는 

마을을 이루는 취락지로 성장하기 이 의 단계로서 이 일 가 본격 인 경작지로 

활용되는 17세기로 환되면 보다 마을에 한 설명이 선명해진다. 

17세기는 밤섬과 여의도 일  토지이용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이자 마을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형태로 정착되는 시기이다. 토지이용에는 임진왜란 이후 변화된 국

가의 정치  상황과 사회  혼란이 반 되는데 특히, 소유 계에 있어서 국가기  

간의 갈등이나 공 이 사 화되는 변화까지 나타나고 있다. 마을의 형성은 이미 16

세기 기록에 인가(人家)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묘사되어 있던 수 에서 공식 인 국

가의 행정체계로 포함되는 수 으로 구체화 된다[부록 자료3 참고]. 이 기록에서 나

타난 밤섬의 변화는 앞서 임진왜란  나타났던 변화를 반 하고 있다. 곧 훈련도감

에서 군수용 채소밭으로 사용된 이후 밤섬은 원래의 상 (桑田)과 채 (菜田)에서 

변형되어가고 있음을 보여 다. 1601년 기록에서는 밤섬의 토지가 주사(舟師:수군)

의 군량을 해 경작되고 있으며, 상의원과 상시 외의 각 기 에서 수받아 공

(公田)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쟁 이후 밤섬의 토지가 국가기 의 이해 계

에 따라 분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603년 상시의 채 이 분할되고 있으니 

되돌려  것을 청한 것이나, 1610년 사시의 채 인 낙천정(뚝섬일 ) 채 이 한

화되다가 사복시가 수하여 개인에게 한 가 발생하는 등 공 (公田)의 사

화(私田化) 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다. 결국, 1621년과 1629년 기록에서 밤

섬 역시 임진왜란 이후 해이해진 국가의 부역체제나 신분제의 변동 등 반 인 사

회분 기 속에서 사 부들에 의해 밤섬의 토지가 사 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한, 여러 종류의 공장(工匠)과 밤섬(栗島)의 산직(山直) 등을 모두 장빙에 부역

시키도록 한 기록에서, 밤섬에 산지기가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86)[부록 자료4 참고].

17세기 반 기록에 밤섬에 산지기가 거주한 것으로 보이나, 체 인 주민의 구

성은 악되지 않는다. 그러나 밤섬이 차 군사용 채 이나 사 부들에 의해 사

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작을 하는 노비들이 다수 거주했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

86) 산지 는 에  재 는  곧 뽕   리하는  지 하는 것  해

  여 도   뜻하는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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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과 연 된 기록으로는 한성부에서 종 4년(1663년)에 작성된『漢城府 北部

帳戶籍』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여의도 거주자가 총 44호로 나타나고 있으며, 신

분과 나이 등이 기록되어 있다. [표 3-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분 신분이 노비인 

것으로 악된다.

[표 3-1]한성부북부장호 에 기록된 여의도신계 거주자의 신분과 호수87)

신분 작(作) 작천(作賤) 천(賤) 안(案) 안천(案賤) 계 (인구수)

호수 2 1 39 1 1 44 (94명)

곧 밤섬과 여의도 사이의 토지가 임진왜란 이후 혼란해진 사회 분 기 속에서 사

부들에 의해 사유화되고 있음은 이들의 노비가 여의도와 밤섬에 거주하면서 경작

자가 되었던 것임을 추론  한다. 이 기록에는 거주자인 노비들의 상 들에 한 기

록이 나타나는데 개 신분을 살펴보면, 감, 승지, 부사 등의 고 료들이 포함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서울시사편찬 원회 1999 : 186~196) 곧, 1556년 임진왜란 

이 에는 쟁서, 사축서의 복들이 거주한 마을로 묘사된 반면, 이보다 약 100년 

이후인 1663년 호구기록에는 부분이 노(官奴)가 아닌 사노비(私奴婢)로 구성된 

마을로 기록되고 있다. 그 에는 모입(募入)88) 사노(私奴)가 3호 살고 있었는데 이들

은 고직(庫直 : 창고지기)과 사축서 모입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수사(內 司)에 딸린 

노비인 내노(內奴)와 수호군(守護軍)과 보인(保人)이 각각 1호가 거주하고 있다. 여

기서 모입 사노는 창고지기와 사축서 노비가 포함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사노들

로 17세기에 쟁을 계기로 이 일  토지의 경작이 활발하게 진행된 상황과 연 을 

가지고 있다.89) 곧 경작의 주체가 호(佃戶)로써, 사노들로 구성된 주민들이 마을

87)  에  신 에  는 다 과 같다. 

    : 평민 단독 주(평민 ), 천 : 평민   한   평민과 사 가 결 한 

, 천: 사 , 사  단독  결 한 ,  :  는  단독 주,  천 :  

사  ( 울시사편찬 원  1999 : 6).

88) (募入)  가가 필 한 역에 해 하는  공 에 필 한 사역  해   

다.

89) 사 는 거 (率居奴婢)  거 (外居奴婢)  는 , 거 는 주  경리(經

理) 에  한  (衣)  식(食)  공 , 한· 한  동  공하 다. 들

 한 가 생  가능하 고  가운  가  낮  에 었  것에 해, 거

는 주   에 거주지에 별도   가지고  한 가 생  지하  실

 재산 도 가능하 다. 들 거 들  상  지  타  지  차경(借耕)하 는

, 여  는 는 다  지  경 하 도 하 다. 들   가운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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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 구성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이수 의 아들인 이민구

(李敏求)의 시에서 ‘ (官田)’이 나루터까지 닿았다고 묘사한 부분에서 드러나

듯 여의도와 밤섬 일 의 충 지 의 농지활용이 범 했음을 보여 다(서울특별

시 1985 : 724). 이러한 경작의 활성화는 쟁 이후 사 화된 토지소유 계의 변화

와 인구증가로 인한 한성부 일  하천과 산간의 개간 상으로 설명된다. 17세기 후

반의 이러한 토지사용의 변화상과 주민구성의 황은 1690년  밤섬이 빈민들의 진

휼소로 수 년간 사용되면서 여의도와 밤섬의 인구가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부록 

자료5 참고].

율도(栗島)의 굶주린 백성들을 놓아 보냈다. 율도에서 후하여 죽(粥)을 끓여 

구제하는 데로 나아간 수가 남녀를 합하여 8백 75명이었는데, 물고(物故)되었

거나 병에 염된 자를 제하면 남은 수효가 7백여 명이었다. 이때에 이르러 보

리를 추수할 시기가 벌써 이르 다고 하여 그들의 청원을 따라 내보내면서 그 

노정[程道]의 멀고 가까움을 따져 각기 양식을 지 하여 보냈다. 그러나 나간 

뒤에도 얻어 먹을 곳이 없어 죽은 자가 한 반이 넘었다.

『조선왕조실록』1697년 5월 25일(숙종 23년)

지난해의 례(前例)에 의하여 율도(栗島)에 진휼소(賑恤所)를 설치하고, 제조

(提調)가 왕래하면서 공궤(供饋)하는 것을 감독하도록 명하 다.

『조선왕조실록』1698년 2월 26일(숙종 24년)

와 같이, 혹독한 흉년으로 인해 굶주린 백성을 밤섬에 집결시켜 식량을 배 했

던 것으로 수년 동안 밤섬이 이러한 구휼의 장소로써 사용되었다. 1697년 기록에 

의하면 875명이 밤섬에 거주시켰다가 보리추수기에 내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

한 유민의 집단수용과 방출은 이 시기가 18세기 후반 서울의 상품경제 발 의 단

계로서 아직 이들이 상품화된 노동력으로 사용되지 못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밤섬이 17세기 말 진휼소로 사용된 것은 이곳이 도성에서 10여

(租)  주에게 는 에, 공 (公奴婢) 가운  공 가 그들   에 신공(身

貢)  는 에 라 그들  상 에게 신공  고 지  생계  지하 다. 라  

들  공 (納貢奴婢)라고도 한다. 사  에는 뿐만 니라 상   어 상

(商販)에 사하거   리  맡  리(長利)  하는 경우도 었다. 들 사

가 체  · 에 하여 경  열 (劣惡)한 에 었다고는 하지만, 그들  능

에 라 는 엄청  재  보 할 도 었다.  18  후 사 는 재 만  

신  해   는 는 항상 열  었다(한 민 과사  http://en

   cykorea.aks.ac.kr 참고). 여 도   사 는 들 거  들  사하는 

 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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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정도 떨어진 곳으로 도성과 가까워 유민을 불러 모으는데 용이하고 한강 한가운

데 있기 때문에 염병으로부터 도성민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 밤섬

을 서해안의 섬들로 분송하여 이주시키기 한 수단인 간집결지로 선택했던 것은 

밤섬이 이들을 분송하는데 뱃길로 연결되어 있어 편리한 지 이었던 것에 기인한

다. 비록 이러한 상황이 17세기 말 한시 인 조치 지만 밤섬과 여의도의 인구증가

에 변화를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강의 상업지역으로의 발 은 임노동자

의 필요성을 증 시켰으며, 경강의 상인들 역시 밤섬의 유민들을 고공(雇工)으로 

수양(收養)하여 입안(立案)하거나 정부가 나서서 이것을 장려했던 것으로 나타나

게 된다(변주승 1996 : 159-168). 이것은 이주민들이 한강변 주변으로 유입되어 

마을의 구성원이 되고 향후 경강변의 상업발 의 매개가 되는 마을로 변화되는 계

기가 되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밤섬 뿐 아니라 주변 포구의 경제활동이 활발

하게 개되면서 한강변 일  인구증가가 두드러지게 되는 상은 이를 설명해주고 

있다.  

정리하면, 17세기 경 까지 여의도와 밤섬의 토지사용과 주민구성원을 통해 마을

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토지사용은 여의도가 15~16세기와 같이 오

래 부터 목축지로 활용되었던 반면, 여의도와 밤섬 사이의 충 토 일 는 임진왜

란을 계기로 각 기 에서 수 받아 채 화되어 기존의 뽕나무와 약 재배에서 작

물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작물의 변화뿐 아니라 토지의 소유구조 역시 

공 에서 사 화되어 갔으며, 이것은 이 일 의 주민구성을 사노 특히 경작을 독립

으로 수행하는 호들로 구성해갔던 것으로 보인다. 주로 여의도가 사축서와 

련된 목축 련 업을 담당하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밤섬은 작물을 리하거나 지키는 

업을 하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후 17세기 경부터 토지의 사유화 

과정과 작물재배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민들의 유입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악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18세기에도 나타나며 이

후 조선업과 상업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들의 유입으로 이어진다.    

한, 15~17세기 기록에서 부군당에 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기존 부

군당에 한 일반 인 설명에 부합되는 마을구조와 구성원의 계층  특성이 형성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지역의 부군당은 아나 그와 련된 건물의 부속 혹은 

인근에 치하여 원과 그와 연 된 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한 신당(神 )의 역

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오문선 2010 : 24-25, 60). 여의도와 밤섬 역시 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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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서의 창고가 있었으며, 밤섬의 채 을 리하는 아 들을 비롯한 목축업에 

종사하는 주민과 그들의 가족으로 구성된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곧 밤섬과 여의

도의 토지이용 황 그리고 거주민과 마을 주민의 계층  특성을 통해 이곳이 부군

당이라는 의례공간이 입지할 수 있는 역사  환경 속에 놓여 있었던 장소임을 악

할 수 있을 것이다.90) 이러한 사회사  상황은 재 밤섬의 역사에서 가장 요한 

요소로 실천되고 있는 그들의 공동체  의례인 부군당굿의 형성 맥락을 충분히 설

명하고 있다. 마을 구성원에 한 공식 인 호구기록이 비록 여의도를 심으로 나

타나고 있지만 범 하게 기록된 밤섬에 한 부분 인 사실들은 밤섬의 공간이 

여의도일 의 경작지와 목축장과 연 된 사람들의 거주지역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밤섬이 홍수에 안 한 암반지 다는 지질  특성과 서강과 마

포로 연결되는 지리  입지 그리고 임란(壬亂) 이후의 토지이용 변화와 농  인구의 

유입 등이 맞물리는 사회사  상황이 상호작용해서 형성되었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2. 밤섬마을의 형성 : 선장(船匠)의 섬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7세기 경 기록에서 여의도와 밤섬 일 의 주민 구성원

은 소수 목축업 련 주민을 제외하고는 주인과　떨어져 생활하는 사노(私奴)들로 

구성된 호(佃戶)로 추론된다. 이러한 섬의 경 은 18세기  간행된 문집에서 나

타나는 묘사에서도 드러난다. 문인들의 시 속에 재 된 섬 일  주민들의 생업은 목

축이나 농업이었으나 18세기 말 한강변 일  상업의 번성은 이 일  거주민의 생업

에 변화를  것으로 악된다. 토지를 경작하는 일 외에도 상업이나 수공업과 련

된 일을 하는 주민들이 일정 정도 거주했을 것으로 악된다. 특히, 마포에만 자생

했던 여각주인이 18세기 말에는 서강, 용산, 망원, 합정, 밤섬, 뚝섬 등지에도 나타

나 상업활동을 개하 다(고동환 1991 : 45). 문인들의 밤섬에 한 시는 ‘율도

서(栗島觀稼)91)’, ‘율도우경(栗嶼雨耕)’92)과 같이 농업을 주제로 하는 서정  표

90)  그 당  가 여 도에 다가  했는지 니  처  에 었

는지는  할  없다. 그러  지리  가  한 지역    

 고지 가 주거지  그리고 신당(神堂)   보다 합했  것  해 다. 것  

한강  당  지 도  ‘ 당’  주변에   가  한 

‘ 리’ 상 에 었  것도 연 러운 것  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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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를 이룬다. 이 외에도 의 시들과 같이 농경과 목축의 원풍경에 한 묘

사가 일반 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인들의 풍류처로서 재 된 밤섬의 경 은 한

한 농 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사짓는 풍경이나 밭가는 내용이 시의 주 내용으로 등

장하고 있어 밤섬의 경작화가 일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시골 늙은이, 농부 

등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밤섬 주민의 주요 구성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한성부 북부장호 』에서 나타났듯이 노비의 신분이지만 따로 독립 으

로 거주하며 농사에 종사하는 외거노비 다고 할 수 있으며, 경제 으로는 거의 

호(佃戶)로써 농민으로 거주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려의 시에서 묘사되고 있는 

‘나무꾼과 목동 그리고 밭가는 소’는 여의도의 목축업과 여의도와 밤섬 사이의 

경작지에서의 농경이 이 지역의 주된 생업임을 말해 다. 그리고 이러한 밤섬의 마

을 형성은 행정구역 설정으로 나타나는데, 17세기 여의도가 ‘북부연희방여의도신

계’로 정해지게 되었다면 18세기 밤섬은 ‘서부서강방율도계’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새로운 한성의 말단 행정체계로서 계의 구성은 두 마을의 입지와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17세기 여의도계의 신설, 18세기 율도계의 성립은 마을의 확장과 

정착에 있어 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 두 마을은 각각 북부(北部) 연희방(延喜坊)

과 서부 서강방에 속해 인 한(사실은 거의 붙어있는) 두 섬의 행정 할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계의 신설과 명칭이 인구의 증가와 마을의 형성 그리고 공간

의 확장을 반 하고 있다는 사회경제  변화상으로 이해된다. 특히 여의도와 밤섬

은 각각 목축업과 조선업 그리고 그 간지 는 채소농업이라는 서로 다른 생산체

계를 가지고 국가에 한 부역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음을 보여 다[지도 3-1 참고].

한편, 일성록에도 18세기 말 여의도와 밤섬에 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내농포 

원의 밭이 밤섬에 있다는 것과 여의도․밤섬의 주민이 호조, 생서, 사포서의 토

(田土)를 경작하는 가로 납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의도, 밤섬 일

의 경작지가 일부 개인의 소유로 사 화되는 동시에 국가기 의 소유로 운 되면서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경작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1789년 

12월에 밤섬의 주민들이 염선과 어선으로 생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서, 밤섬의 주

민 에는 배를 보유하고 소 과 어물을 매하는 상인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1) 시  ‘  사  경하는 ’  , 처는 간(李柬)  고(巍巖遺稿)

다( 역  한 고 역원 http://db.itkc.or.kr 참고).

92) 시  ‘ 내리는  갈 ’  , 처는 (徐命膺)  보만재집(保晚齋集)

다( 역  한 고 역원 http://db.itkc.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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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자료6 참고]. 한, 일성록에 정조 17년(1793년 1월 11일)에 주교사(舟橋司) 

련 내용에 노량진 남북연안에 사는 선장(船匠)을 노역에 동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93) 노량진 남북 연안에는 밤섬을 포함하고 있어 이 일 에 조선장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곧, 일반 으로 알려진 밤섬의 조선업이 확인되는 시 이 

18세기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문인들의 시  묘사가 한가로운 원  풍경에 한정된 

반면, 일성록에 기록된 사회문제는 자연재해와 토지, 어선과 세 문제를 묘사하고 

있다. 문인들의 묘사는 18세기 말 심사정의 ‘밤섬’그림에서 묘사된 것과 같이 

료들의 별장으로 추측되는 와가와 가집이 집단을 이루어 한 마을이 형성되어 있

음을 보여 다. 한명회의 압구정(鴨鷗亭)이 원래 여의도에 있었다는 것과 일부 사림

들도 여의도에 집이나 별서를 둔 것은 물론, 인근 한강변에 문인들의 정자(亭子)나 

별서(別墅)가 많아 밤섬은 시의 상으로 수 없이 묘사되고 있다(이종묵 2009 

:77-79).  

[지도 3-1]18세기 여의도와 밤섬

93)『 』헌  10 , 1844  2월 30 ( 울 규 각 http://e-kyujanggak.snu.ac.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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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역시 18세기 말에 악된 경강지역의 상업발 과 여의도와 밤섬 지역의 

연 성 상에서 당시를 재구성할 수 있는데, 문인들의 시와 국가와 개인간의 분쟁을 

다룬 문서 등에 나타난 기록들을 통해 한강 포구경제의 발 과 이들 지역의 변화와

의 연 성을 설명할 수 있다. 19세기 문인들의 시에서 여 히 밤섬은 문인들의 

원  시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곡식과 어물 등 각종 소비재가 이입되고 나가는 선

창가 주변의 역동 인 사회변화가 개되었던 것이다. 여 히 여의도는 양을 치는 

곳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밤섬은 회 는 배가 등장하고 밤섬의 어염선세에 한 규

정, 한 부민(富民)이 많다는 기록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 진일보한 한강변 

일  상업의 발 과 연 된 사회사  사실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밤섬에서 주도

으로 이루어진 조선(造船)을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문

인들의 시에서는 목축과 고기잡이 외에 밤섬에서 ‘나무하는 일[ (樵)]’이 있는 것

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모래밭에 둘러싸인 섬에서 나무를 한다는 표 은 땔나무를 

한다기 보다는 목재를 다듬는 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 려의 시 ‘유율도(遊栗

島)’에서 ‘나무꾼과 목동이 섬을 나 어 차지하고, 밭가는 소들이 바로 물가에까지 

이른다네’라는 구 은 밤섬과 여의도 마을의 주요 구성원들이 목수와 목동, 농민

으로 구성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부록 자료7, 8 참고]. 한, 19세기 말 여의도와 

밤섬 주민의 구성을 악하는 자료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 1877년～1893년 16년 사

이 승정원 일기에는 연강 부근 홍수피해를 보고하는 기록에 각 마을마다 피해상황

을 자세하게 남기고 있는데 여기에 주민의 이름과 신분, 피해규모가 나타나 있다. 

당시 기록을 추출하여 살펴보면, 여의도와 밤섬은 다양한 성(性)이 거주하는 각성받

이 마을로서 신분은 모두 양인으로 기록하고 있다. 특히, 재 밤섬출신의 희귀성인 

마(馬), 지(池), 함(咸) 등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94) 가옥규모는 평균 으로 

가집 5칸 정도의 가집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집 7~8칸인 집들도 에 띄고 있

어 부민이 많다는 상황이 가옥규모를 통해 드러난다[부록 자료9 참고]. 곧, 19세기 

94)  에도 에  랫동  거주했  집 는   들  다. 에는 1839

 해 해  한  주,  매가  한 집  생 라는  

(한 사연  2004), 는 고 말  귀  래 주한 것  해지고 다. 

  가 에 하  당시 에 살고 었  사 (嗣孫) (判鳳石)  집   

(世傳) 어  보첩(譜牒)  보 하다가 1925  (大洪水)   역  었

  실하 다고 한다. 1930 도 사(國稅調査) 당시  20가   울과 고 (高陽

郡)에 18가 가 거주하고 는 것  타났는 (http://www.jokbo.re.kr), 당시  행

역  경 도 고  강  도동 었 므  18가  는 주민  해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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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까지 여의도와 밤섬의 주민들은 를 이어 경작해 온 토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어

선을 이용한 상업, 배를 짓는 수공업을 통해 생업을 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

다. 이것은 18세기 이후 여의도와 밤섬이 높은 생산력과 고부가가치의 기술력을 지

닌 장인집단의 거주, 공동체 인 의례공간을 공유한 마을로서 상당히 안정 인 형

태로 정착되어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한편, 밤섬이 조선(造船)을 주업으로 하는 마을로써 정착되어 가는 과정은  한강

변의 수운기능의 활성화와 상업의 발  그리고 이 지역 일 의 노동시장 변화와 동

시에 개된 역사  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포구를 심으로 물자를 하역

과 운송하는 노동력뿐 아니라 겨울철 장빙업(藏氷業) 등의 노동시장 형태가 기존과 

다르게 변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시장의 형성은 통사회에서 

국가가 노동력을 수취하는 역(役)의 운 형태까지 바꾸게 된다. 곧 국가의 권력에 

의해 수취되는 주민들의 노동력이  임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로 환되기에 이

른다.  여기서 노동력을 징발하는 요역(徭役)은 곧 도시를 유지하고 운 하는 데 필

요한 방역(防役)으로 도로치수, 장빙(藏氷) 등의 잡다한 노동을 포함하고 있다. 그

러나 동법 실시 이후 17세기 각종 요역(徭役)의 고립화(雇立化) 상 곧 고용된 

임노동자에 의한 노동 상이 일어난다. 이것은 피지배층인 일반 민의 의무 던 역

(役)이 생업(生業)으로 환되었음을 의미하여, 이러한 조선후기 노동시장의 변화

는 특히 노동수요가 많았던 한강변 일 에서 두드러지게 된다(고동환 2007 : 41). 

이것은 국가의 세곡을 하역하고 운반하는 노동과 겨울철 얼음을 채취해서 장하는 

노동이 역(役)에서 업(業)으로 환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곧 경강변 포구의 주민

들은 배로 운반된 미곡과 상품들을 하역하고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겨울철에 

는 얼음을 자르고 나르는 일을 생업으로 삼는 형태가 만들어 지게 된다. 이러한 한

강 수운경제체계에서 한강변 하층민들이 ~가을까지 하역운부로서 생활을 하

고 수운이 단되는 겨울에 채빙과 운빙으로 생업을 연속해 가는 경 은 20세기에

도 얼마간 지속된다.

동시에, 이러한 하층 운송인부 뿐 아니라 경강 선인층으로 명명되는 부유한 상인

계층의 성장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여객주인들로 17세기 동법의 실시 이후 조

세곡 운송량이 늘면서 경강 선운업 성장과 동반하여 국가의 조선(漕船) 신 경강선

을 운송하며 부를 축 했다. 이것은 1789년 주교사(舟橋司)의 설치로95) 더욱 강화되

95) 주 사는  능행  해 다리  하  한 청  량진에 재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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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경강선인들은 주교사 소속을 계기로 축 된 상업자본을 토 로 조선업(造船業)

까지 진출하게 된다(강만길 1972). 그리고 이러한 경강상인들의 조선업 진출은 17세

기 이후 상품유통경제가 발달하면서 주요한 운송수단이었던 선박의 수요가 격히 

증가된 것과 연 된다. 특히, 선이 조운하는 시스템에서 경강선을 심으로 하는 

사선(私船)에 의한 임운상납(賃運上納)이 확 되는 상은 포구상업의 발달과 연동

되어 선상들의 조선활동을 진했을 것으로 추론된다(이욱 1996 : 143). 이와 련하

여, 당시 나타난 새로운 독 상인계층으로 선재도고(船材都賈)를 들 수 있다. 선재

도고는 조선(造船)의 재료인 목재를 조달했을 뿐 아니라 조선업까지 담당했을 것으

로 보인다. 이들은 주로 세곡임운과 선상활동  경강연변에서의 도고상업을 통하

여 치부한 선주인, 강주인, 여주인 등의 일부로 악되며, 선재도고를 경 하다가 

마침내 경강연변, 특히 밤섬을 심으로 산재하던 선장(船匠) 등을 고용하여 조선업

을 하게 된 집단으로 악된다(이욱 1996 : 148-149). 특히, 선박을 기본 자산으

로 하여 활동한 경강선인들은 부의 퇴병선을 구입하거나 개조 개수하여 사용했으

며 차 자체 으로 선박을 건조, 선건조까지 청부받아 납품 1731년에는 33척의 

세곡선 건조하여 동미 운송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완기 1988 : 101).

이러한 상황은 밤섬의 지리  치와 생산의 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당

시, 경강변에서 조선이 이루어졌던 장소인 서강과 노량진 주변 일 에서 밤섬은 그 

간에 치한 지역이다. 서강은 조운선과 선(戰船)을 리하는 함사의 외사인 

사수감이 있던 조선소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 동시에 선의 제작과 수리가 차 민

간에 이양되고 주교사 개청 이후 주교의 임무가 경강선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민간

에서의 조선업이 성행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조선 후기 1793년(정조 17) 배다리 

건설 시 ‘노량 남북 연안 근처 거주 선장(船匠)’이 동원된 것 역시 경강변 선장들의 

거주 범 가 노량진과 인근 밤섬을 포함하는 주변임을 보여 다. 일제 반 산업장

려를 해 편성된 특별회계인 은사장려 이 노량진의 조선업에 투입된 것도 이 마

을이 조선의 주된 장소 혹은 장인의 거주지임을 보여 다.96) 이러한 장소성의 형성

은 공식 인 기록인 1789년 곧 18세기 후반에 보다 선명해진다. 이러한 밤섬 주민들

의 조선과 연 된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리가  지  시  한강 도 리 , 재 한강  쪽 지 도 하다.

96) 독 보 1411 (1917  4월 20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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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밤섬뒤주’,19세기 말-20

세기 생산된 뒤주로 느티나무와

소나무가 사용되었다.귀틀이 완만

하게 곡선을 이루는 형태가 밤섬뒤

주의 특징이라고 한다.(출처 :서울역

사박물 2002:201,253)

용산에 있던 시목 인(大柴木廛人)들은 한강에서 망원정에 이르는 지역에서 

매매되는 퇴선재(腿船材)나 가재(家材)에 해 수세(收稅)하고 있었는데, 율도

(栗島)의 선장(船匠)들이 퇴선재에 한 수세권을 빼앗아 갔다고 호소함.

(일성록, 헌종 10년, 1844년 2월 30일자 참고) 

19세기 반 기록이지만 바로 밤섬에 선장(船匠)들의 존재와 이들의 행 가 상당

히 배타 이고 극 임을 보여 다. 조선의 재료에 가하는 세 을 걷는 권한을 빼

앗았다는 것은 단순히 장인뿐 아니라 도고의 역할을 보여 다. 곧 상인이자 장인으

로서 밤섬주민들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조선(造船) 외에도  채빙, 농업과 어업 등

의 밤섬 사람들의 생업이 20세기 반까지 이어진 것은 바로 이러한 한강의 자연환

경과 사회경제  배경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채빙업 역시 겨울철 수운업이 폐되

는 상황에서 한강변에서 나타난 매우 활발한 생산활동이었다. 얼음은 상류층의 소

비품으로서 뿐 아니라 어업 활동 시 생선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해 필수 인 용품

으로 요한 소비재로 사용되었으며, 밤섬 주변의 서강과 마포 그리고 용산과 서빙

고, 동빙고 일 는 겨울철 채빙의 심지 다. 그리고 한강수운의 기능이 정지되는 

겨울철에 밤섬 주민들이 얼음을 자르고 나르는 업을 주요한 생계로 삼았던 경험은 

1950년 까지로 확인된다. 채빙에 사용되는 톱과 진쪼(잘려진 얼음을 물에서 건져

내는 도구), 그리고 발을 젖지 않게 하기 해

서 신었던 나막신 등은 재 밤섬 주민에 의해 

유품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사진 3-1]에서 보

는 것과 같이 밤섬의 배목수들은 좋은 뒤주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했는데, 밤섬에서 

생산된 뒤주를 일컬어 ‘밤섬뒤주’라고 부르

기도 한다. 배를 만들고 남은 자투리 나무로 나

막신이나 뒤주 등을 만들었다는 밤섬주민들의 

구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재 박물 에 

잔존된 밤섬뒤주들은 이들의 생산활동에 한 

물증으로 재까지 달되고 있다.

이와 같이, 20세기 이  밤섬은 한강수운의 

결 으로서 포구경제와 연동하는 매우 의미

있는 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수운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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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가 되는 조선기술을 보유한 주민들 심의 마을을 형성하고 이들을 심으로 

부군당이라는 의례의 장소를 마을 심에 두고 있었다. 밤섬을 포함한 한강변의 포

구마을들은 20세기 직  지배세력의 교체기에 세정의 납화로 표되는 제개

으로 국가와 연결되는 수운체계의 쇠퇴를 경험하게 되었지만, 국가와 련없이 이

미 오랫동안 장기지속된 한강수운의 생명력은 식민사회로 재편된 이후까지 지속되

었다. 밤섬마을 역시 변화무 한 변화와 재편의 과정 속에서도 지속 으로 배를 만

들고 그 부속재료로 뒤주를 만들었으며, 수운이 멈춘 겨울에는 채빙을 해서 생활을 

해갔다. 곧 20세기 후 기 근 화의 과정 속에서 유지되어온 강의 생태  환

경은 주민들로 하여  과거로부터 연속되어 온 생업을 토 로 마을을 유지시켜 가

도록 했으며, 이후 식민지 시기를 거치게 되면서 그것을 지속시키고 재편시키는 힘

은  외부의 조건과 환경의 변화로 조정되어 갔다.     

2 . 식민지 시기 밤섬마을의 변화상 

1. 식민화 후 밤섬의 상황

한강수운의 반  쇠퇴 못지않게 그것을 유지해오는 과정은 20세기 반 근 화

의 제도  도입이 수월하게 조선인들의 생활세계 속에 자리잡기까지 시간이 필요했

음을 보여 다. 한강변으로 이입되는 새로운 형태의 운송체계와 제도  신, 지배

세력의 교차 과정에서 개되는 복잡한 사회  상황은 지속과 재편이 혼재되는 형

태를 드러내고 있으며, 한강변과 밤섬 인근을 변화시키는 가시  변화들 혹은 사건

들은 지속 으로 밤섬 사람들에게 고들었지만 기존의 체계를 한꺼번에 바꾸기 보

다는 서서히 밤섬으로 침투해 들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한강변에서는 

인천을 연결하는 증기선이 운항하고(1888년), 1899년 경부선 철도 가설로 한강철교

가 만들어졌으며(1900년), 세 탈루 상이 나타나자 인천세  부설의 감리서가 마

포에 설치된다(1907년). 동시에 밤섬의 백사장이 일본군 수비 의 군사훈련장으로 

사용되거나(1901년), 정부에 의해 연회장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1906년), 분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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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들어서는(1908년) 등 밤섬을 둘러싼 정치경제  변화의 크기가  확장되고 

있었지만, 이 당시까지 밤섬 주민의 생활세계는 그 이 과 연속된 형태 속에서 변화

를 맞이하게 된다[부록 자료13 참고].

특히 세곡의 납화와 더불어 밤섬주민들에게 가장 직 인 변화  하나는 토

지문제 다. 조선 내 정치  변화로 탄생한 한제국 정부에서는 국유재산 리와 

세수확보를 해 주민들이 토지문제와 수세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휩싸이게 된다. 

통 으로 여의도와 밤섬은 각 기 의 으로 존재해왔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를 이어 경작해온 토지에 한 정부와 주민간의 소유 분쟁이 나타나고 있다. 조상

로 농사짓던 땅에 해서 국가와 개인이 토지분쟁을 일으키고, 개인들간 사유재

산에 한 다툼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 다. 한, 연강(沿江)의 주민들이 어염선

에 부가하는 각종 복 인 세 수취를 해달라는 청원 등 19세기 말 국가와 개

인들간 수취를 둘러싼 분쟁이 나타난다[부록 자료14 참고]. 이는 한제국 시기 내

장원이 황실재정 확충을 해 역둔토(驛屯土)와 목장토(牧場土) 등을 조사하여 내

장원 소유로 환시킨 사회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궁내부의 내장원에서는 면

인 조사를 통해 1899년경에 부분의 둔토(屯土)를, 1900년에는 역토(驛土) 체를 

내장원에 귀속시켰을 뿐만 아니라97), 징수액을 증가시키고 리방침까지 새롭게 제

정하는 사업을 단행하게 된다. 이후 여의도와 밤섬 사이에 놓인 충 토 지 의 소유 

문제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연결되기에 이르는데, 1913년 조선총독부에서 조

사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비교  소유권이 분명한 여의도 밭들의 부분이 사유지

로 편입된 반면, 여의도 양말산과 밤섬의 임야 그리고 잡종지, 하천부지 등은 부

분 국유지로 편입된다. 특히 밭이 없고 임야와 약간의 지, 하천부지로 구성된 밤

섬은 모두 국유지로 편입된다.98) 그러나 곧 등장한 여의도 비행장(1917년)은 여의도 

인근 사유지를 식민정부에 의해 국유지로 편입되어 해방 이후 여의도 개발이 착수

되는 1968년까지 국유지로 잔존했으며, 그 사이 밤섬의 토지  지의 부분이 개

인에게 불하되어 사유지로 남게 된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토지소유권의 변화는 

범 한 여의도와 밤섬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 임야와 하천부지를 국유지로 남기게 

되었으며, 이것은 1968년 밤섬폭 와 여의도 개발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실행하는 

97) 한  시 에 내 원에 는 실재원  운  해 역  귀  진했 ,  

한 경 들  과  쟁  규 각  근 에 주 등 한다.   

연 는 상(1996)  연  참고.

98) 가 원  “경 도 고  강  여 리 지 (1914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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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2]1906년 ‘경부철도 환 유람회장’으로 사용되

었던 밤섬의 모래사장과 선착장 경

데 배경으로 작용한다. 

토지문제 외에 1900년  밤섬주민과 련된 변화   하나는 조선의 통 인 

지배기 의 소멸을 들 수 있다. 통 으로 여의도와 밤섬은 오랫동안 국가와 련

된 기 에서 설치한 창고 혹은 그것을 운 하기 한 토지가 입지한 공간이었다.  

갑오경장 이후 사축서와 생서가 폐지되었는데  문서에서도 보이는 밤섬 주민 

마씨(馬氏)와  생서 공인과의 창고 소유 분쟁은 이를 반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왕실의 제사에 쓰이는 가축을 기르는 목장이 폐쇄되었으며 한, 한강에 

배다리를 놓기 해 설치된 주교사가 1882년 으로 이 되었다가 1895년 폐지

되어 그 기능이 소멸된다. 여기서 생서 혹은 사축서 그리고 주교사는 밤섬의 역사

와 국가 지배권력의 상호작용을 유추할 수 있는 키워드로서 새로운 세기 환기 변

화의 물결 속에서 통  계들이 재편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축서나 

쟁서와 같은 국가가 운 하는 목축장과 부 시설이 폐지되었으며, 밤섬 주민들의 

생업인 조선(造船) 역시 주교사의 소멸로 새로운 환경에 노출된다.

이러한 개항과 세기

환기 그리고 이후 식민 

기 한강변 사회경제체계

의 가시 인 변화는 작은 

지역  장소로서 밤섬의 

치를 수정하고 재편하

는 동시에 여 히 지속되

는 과거의 체계는 자본주

의  시장경제 질서와의 

균형 속에서 유지해 갔다. 

한강변 포구경제권의 부

분인 밤섬에서 조운의 폐지와 미곡이입의 감소로 인해 선박의 제조 주문과 이출입

선박의 수리업이 감소되었지만, 서해안의 바닷배와 북한강과 남한강의 강배들이 여

히 출입하고 있었던 실 속에서 조선업의 근간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식민지

시기를 거쳐, 해방과 산업화 시기까지 배를 생산했던 역사  과정을 통해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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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9세기 말～1920년 반 밤섬 련 변화

시기 19세기 말 (1890년 ) 1900년 후의 세기 환기
1910년 와 1920년  반 

식민 기

밤섬

련

변화

-여의도의 사축서와 생서 

소  목축장 폐지

-노량진 주교사 폐지

- 본  세정의 변화로 

조운운송 소멸로 조선업 

축소

-한강철교, 경부선 개통

-마포세  설치

-경원선, 경의선 개통

-인근 여의도가 군사훈련장과 

비행장으로 사용됨

-1925년 을축년 홍수로 

한강변과 밤섬 인구 감소

요컨 , 제국주의를 앞세워 등장한 새로운 사회경제  질서의 유입은 한강변 포

구의 체  경 의 흐름을 바꾸지만, 여 히 한강수운이 조선인 내부의 유통망으

로 지속되고 있었다. 한강의 수량(水量)이 증감기를 활용하거나 한강의 지형  특성

에 맞는 평 선(平底船)99)이 운수를 지속시켰으며, 이는 식민 지배 직후에도 서울로 

들어오는 의 양이 철도편이 26만석이고 한강 수운이 22만석100)이라는 통계를 통

해 한강수운의 건재가 확인된다. 이것은 세곡운송을 제외하고 서울의 지주들의 지

방 소재 토지에서 생산된 미곡이 마포 등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을 반 하고 있다. 

한, 경부선과 경의선 등의 개통은 주요 곡물의 항구이출을 진시켰지만, 소 과 

어물, 땔감 등의 소비재는 마포 일  포구로 집결되어 소비처인 서울로 유입되었으

며, 유입된 소비품은 주로 조선인들에 의해 소비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느릿한 변화의 속도는 밤섬 장인들이 계속해서 배를 모으거나 수리하는 업

을 지속하도록 했으며, 밤섬 마을의 격한 해체없이 20세기 반 동안 유지시키도

록 한 장기지속의 끝물을 지지하는 토 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9) 1900  한강 운   본   산업  사한 보고 에 타 고 

다(農商貿省山林局 1907 : 243 참고).

100) 독 에  사한  상공업 보고   ‘경 상공업 사’ ( 독  1913 : 

126-12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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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밤섬마을의 공간구성과 주민의 생업

식민지 시기 밤섬은 100여 호에 이르는 규모있는 마을로 유지되어 왔으며, 과거

로부터 내려온 마을의례와 생업기술이 변화 속에서 지속을 해왔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인근 여의도가 비행장이 들어서 식민정부에 의해 리되고 개발되

었던 사례나 1925년 을축년 홍수 이후 다른 하 도 마을이 거의 소멸된 것과는 

달리 안정 인 마을공동체의 유지되어왔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20세기 반 

밤섬의 상황은 인근 여의도와의 통합과 분리 과정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먼 , 

1914년 행정체계 개편 때 밤섬과 여의도가 여율리(汝栗里)로 통합되면서 목장지와 

밭농사 심의 여의도와 조선업과 상업 심의 밤섬으로 이분되었던 마을이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 당시 식민지 기 2번의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1911년에는 기존 한성

부의 역을 거의 포함하여, 경성부 용강면 율도와 경성부 연희면 여의도로 구분되

어 기존 조선시  행정과 거의 유사하게 분할되었다가 경성부 역이 축소되는 

1914년 개편 때 경성에서 분리되어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여율리로 통합된 것이다. 

그러나 여의도는 군사훈련용으로 활용되거나 1916년 이래 활주로 공사를 하여 그 

해 비행장이 들어서 여의도를 부분 유하게 된다. 한, 원래 등포쪽으로 모래

로 막  건기 때 반도형상이었던 곳을 하천을 내어( 재 여의도 샛강) 완 한 섬으

로 만든다. 여의도의 토지사용은 목축장과 경작지에서 군사훈련장과 비행기장으로 

변용되었으며, 이러한 상은 6.25 쟁 이후 재민들이 임시거주지가 만들어지고 

다시 토지가 경작되기까지 약 40여 년간 지속된다. 

용산철교의 하류된 한강 의 사주(沙洲) 여의도는 칠만평의 사원(大 原)인

데, 사구 에 백여호의 농 은 6월말로 부 퇴거 하여 목하 과반수는 철퇴 

(撤退)하 는데 다수는 등포 부근의 시흥군 내에 이주하는 이며, 그땅은 

군용지로 심(甚)히 고가로 매수한 것이라더라. (매일신보 1916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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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910년 연도별 여율리(여의도,밤섬)의 인구변화101)

연도 1916 1917 1918 1919

호수 235 130 132 122

인구 1,215 662 669 651

곧 1916년 이래 여율리는 여 히 여의도와 율도의 공간으로 양분되어 있지만 비

행장의 등장으로 인한 여의도 마을의 이산은 여율리를 밤섬마을로 만든다. 1910년

 여율리의 인구통계에서 1916년과 1917년 통계에 약 100여호가 차이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밤섬이 사라지지 않고 조선시  이래 규모있

는 마을로 유지된 것과 달리 여의도는 국가에 의해 유된 공간으로 변모하며 이후 

식민말기에는 쟁을 수행하기 한 국제공항으로 변용되는 것과 비교된다. 곧 식

민지 시기 여의도 개발은 여의도의 마을을 소멸시키고 비행장을 건설했다면 이후 

1968년 밤섬을 폭 시키는 것으로 착수된 2번째 여의도 개발은 밤섬마을을 소멸시

키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 한강개발의 역사  과정을 거쳐오게 된다. 그 과

정 속에서 마을은 사라지고 도시가 새로 만들어졌으며, 여의도와 밤섬의 역사  운

명은 서로 엇갈려 개된다. 한, 1914년 이래 여율리로 통합된 여의도와 밤섬은 

1936년 경기도 고양군에서 경성부 여의도정(汝矣島町)으로 편입되어 행정 으로는 

서울의 일부가 된다. 그러나  다시 1943년 각각 마포구와 등포구로 다시 나뉘

어져 율도정과 여의도정으로 분리됨으로써 조선시 와 마찬가지로 서로 분리된 행

정체계로 복귀하게 된다. 식민지배 시기 1914년부터 1943년 약 30년 동안 통합된 

시기를 제외하고는 두 섬은 항상 지리 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분리되어 리되어 

온 것이다. 이때부터 다시 행정 으로 분리된 여의도와 밤섬은 1968년 폭 되어 사

라졌지만 다시 한강종합개발의 결과로 되살아나 1986년부터 윗밤섬은 등포구 여

의도동으로 아랫밤섬은 마포구 당인동으로 분할되는 통합과 분리의 역사를 재까

지 이어오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행정 인 차원에서의 분리가 아니라 후에 밤섬이 

통문화 자원으로 등포구와 마포구에 의해 동시에 선택되는 상과도 연 될 뿐 

아니라, 이후 밤섬고향 방문행사가 등포구에 의해 먼  생겨났다가 후에 마포구

로 옮겨가게 되는 것과 연결된다.

101) 통계 료는『京城都市計劃資料調査書』(京城府廳 1927 : 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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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경 밤섬마을과 여의도마을

[지도 3-2]식민지 시기 밤섬과 여의도의 지형도와 지 도

(출처 :서울역사박물 20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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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경 밤섬지 도 (●는 부군당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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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식민지 시기 밤섬 토지의 사용과 공간구성102)

 

순 지번 지목 지 (평) 소유자 공간 이용

1 51 임야(林野) 821

국유지

암반, 용아머리

2 52 지(垈) 207

3 53  사사지(杜寺地) 64 부군당지

4 54 지(垈) 85

5 55 잡종지(雜種地) 146

6 56 잡종지(雜種地) 150

7 57 잡종지(雜種地) 242

8 58 (田) 1,521

9 59 지(垈) 3,349 주요 주거지

10 60 지(垈) 3,917 주요 주거지

11 61 임야(林野) 966 모래밭(나루터)

12 62 지(垈) 920 주거지

13 63 (田) 5,835

14 64 잡종지(雜種地) 24,625 모래밭

 

 표와 같이, 주요 주거지가 지로 표시되어 있으며, 부군당지는 사사지(杜寺地)

로 표기되어 있으나 모두 국유지로 되어 있다. 이것은 여의도 토들이 부분 사유

지로 된 것에 비해 하천부지인 마을의 부분이 국유지로 편입된 것임을 말해 다. 

1914년 토지조사는 20세기 이 의 토지사용을 보여주는 객  자료로서 부군당지

의 지목이 신앙과 련된 용도로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 다. 한 재까

지 밤섬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을 ‘율도동 59, 60번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미 1910년   조사된 토지조사의 결과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군당이 있

는 53번지는 밤섬 주민들이 용아머리라고 부르는 가장 크고 단단한 암질의 언덕으

로 홍수 때 밤섬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오늘날 부군당굿을 할 때도 

‘용아머리시루’를 따로 올릴 정도로 마을의 존립을 지켜주는 바 에 한 의미는 

재까지 주민들에게 각인되어 있다. 용아머리에 한 밤섬주민의 기억은 1925년의 

을축년 홍수의 험을 지켜  바 로 부모세 들로부터 구 되고 있다. 

102) 지 사 ( 가 원)는 1914  사결과 , 1968   폭   지는  

주민들  하  사 지가 었다.



95

[사진 3-3]일제시기 밤섬의 ‘용아머리’풍경.당

시 신문에는 밤섬의 여름풍경을 ‘녹음이 우거진

벽과 은모래가 반짝이는 모래사장’으로 속계를

떠난 듯한 경으로 묘사하고 있다.(출처 :동아

일보 1929년 7월 6일자)

용아머리 그 바 가 밤섬을 막아주는 거야. (그 바  때문에) 을축년 홍수 

때 남 문까지 물이 들었다는데, 밤섬은 무사했다는 거야. 그 때 물이 바  여

기까지 찰랑찰랑했 . 그 때 주민들이 다 나와서 축 를 쌓았는데, 은 사람

들 기시켜 놓고 쌓았다는 거야. 근 백 세 되신 분의 증언이야, 우리 아버지 

얘기가. (I씨, 1938년생) 

이 외에도 여의도의 넓은 모래

사장 등 하천부지는 부분 국유

지이나 밤섬과 여의도, 양말산 

사이의 밭은 사유지로 소유자의 

상당수는 마포와 서강, 양화진 

거주자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불과 10여 년  한제

국 시기 불거졌던 내장원과 주민

들간의 토지분쟁이 사유지 소유

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여 다.103) 밤섬의 토

지는 식민지배와 6.25 쟁 이후 

토지를 불하받아 부분이 밤섬주민들 소유의 사유지가 되었지만, 주변 모래사장과 

밭, 임야로 표기된 암석 등 섬의 35% 정도는 국유지로 잔존된다.104) 마을의 공간구

성은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한강 방면으로는 나루터로(배모양의 기호) 여

의도 방면으로는 등포로 연결되어 섬을 양분하고 있다. 그리고 비교  고지 인 

59번지와 60번지는 환상형(環狀形)의 골목길로 연결되어 있으며 여기를 심으로 

주거지와 의례의 장소인 부군당과 마을 자치공간인 공청이 자리잡고 있었다. 공청

은 사사지(杜寺地) 곧 마을 공동의례 공간인 부군당과 더불어 마을의 주요 문제를 

103) 규 각  근 에 는 여 도   경 지가 내 원 귀  러싸고 쟁  

타 고  보여주고 었는 , 후 얼마  어 진행  식민  지 사사업 결과

 ‘ 지 사 ’에는 상당  경 지가 개  사 지  등 어  할  다.

104) 폭   1968   지는  17,396평  11,286평  사 지 다. 것  들 

지  상당량  지  하천에 한 지  보상가가 매우 미미하여 폭 하는  크게 

가 없었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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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자치공간이었다. 1929년 신간회 경서지회 설립기념식 거행 련 문서에 

‘栗島야학원’이 개입되어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105) 주민들에 의하면 야학원이 

바로 공청과 동일 건물 안에 있었다고 한다. 곧 밤섬 안에는 의례공간으로서 부군당

과 마을 자치공간인 공청 그리고 교육기능을 했던 야학을 갖춘 마을공동체가 유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5]1920～1930년 밤섬마을 인구변화106)

연도 1920107) 1921 1922 1923 1924 1925 1930 1931 1932

호수 118 119 120 121 117 144 106 104 103

인구 266 576 580 599 623 383 626 624 618

한편, 식민지 시기 밤섬의 마을규모와 주민의 생업을 비교  정확하게 보여주는 

통계와 기록들은 밤섬을 구체 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먼 ,『경성부 행정구역확

장조사서』(1934년)에는 직업별 인구와 호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고양군 용

강면 여율리(汝栗里), 곧 밤섬마을의 인구는 102호 612명이었다. 이 인구는 이후 

1940년 국세조사결과에 기록된 96호 613명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1943

년 조사된『조선물품 매업자조사보고표』(경성상공회의소 1943)에서도 여의도정

(율도포함)의 상업 황에서 인구 600명 이상의 상당히 규모있는 마을로 분류되고 있

다. 당시 보고서에 밤섬에는 곡류(穀類)와 분류(粉類) 소매 이 2개소 있는데 모두 

조선인이 운 하고 있으며 포 1개당 호수 51호 인구는 307명으로 기록하고 있어 

총 호수와 인구를 각각 102호, 614명으로 보고하고 있다. 곧 1930년 와 1940년 에 

걸쳐 밤섬마을의 규모는 96~102세 에 인구는 612~614명 수 의 마을로 존재했음이 

확인된다. 물론, 이 규모는 1925년 을축년 홍수 이후의 규모로 한강변과 하 도의 

가옥이 이때 침수되어 고지 나 경성부 인근 일 가 이주했었음을 감안하면 많이 

어든 것이었다.

105) 사편찬 원  내 항 운동   “신간  경 지  립 식 거행 에 한 건”

(  : 京龍高秘 894 ) 참고(http://db.history.go.kr).

106) 통계 료는『京城都市計劃資料調査書』(경 청 1927 : 8) 『京城府行政區域擴張調査書』 

(경 청 1934 : 60) 참고.

107) 1920  마  는 118  크게 변 가 없  는 266  감한 것  

타 다. 러한 상  1925  통계에 도 타 는 ,   시 는 한강에  없는 

가 어났  시  어 다( 울특별시사편찬 원  1985b : 816-823). 곧  

한 란과 집단 주가  거주 간  균  가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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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934년 고양군 용강면 여율리의 직업별 인구 황108)

직종
농림  

목축업

어업  

제염업
공업

상업  

교통업

공무  

자유업

기타 

유업자

무직  

미신고자
계

호수 0 0 26 10 64 1 1 102

인구 0 0 161 71 367 8 5 612

[표 3-7]1940년 재 국세조사 결과 여의도정 호구통계109)

국 별 주거 세 남 여 인구

일본인 2 2 5 0 5

조선인 86 94 298 310 608

외국인 0 0 0 0 0

계 88 96 303 310 613

한, 1934년 통계에서는 밤섬주민들의 직업을 알 수 있는 통계가 나타나고 있는

데 주민들의 부분은 공업과 상업  교통업 그리고 공무  자유업에 종사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조선총독부 국세조사 직업분류표에 의하면 공업에는 각종 제조업

과 공장노동자를 비롯해 조선(造船)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통업은 자동차, 철도, 

차 련 업종과 선박을 운 하는 인부와 주부(舟夫) 곧 뱃사공을 포함하고 있다. 공

무  자유업은 공서 공무 련 업종과 군인, 교원, 의료, 법조, 언론 등의 문직

과 활동이 자유로운 기타 하  노동직업군을 포함하고 있었다.  통계  과거 밤

섬주민들의 주요 직업군으로 구술되는 조선업과 상업, 모래실이나 자갈실이, 뱃사

공, 공업노동자가 주로 포함된 직업군은 공업과 상업  교통업으로 분류되거나 일

부 직업은 자유업에 속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뱃사공은 교통업이었으며, 조선

업은 조선소에서 일하는 공업노동자와 분리되어 모래실이나 자갈실이 등과 같이 자

유업에 속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선(造船)이 선주(船主)로부터 주문을 받아 

배를 제조해, 노동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주문을 받았던 행을 고려한다면 자유업

에 속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미 식민 후반기 조선에는 철선(鐵船)이나 기계를 

장착한 어선 심의 조선업이 성장하고 있었던 상황은 소규모 목선작업을 공업이 

아닌 자유업으로 분류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추측은 20여 년 인 1915년 

108) 통계 료는『京城府行政區域擴張調査書』(경 청 1934 : 82) 참고.

109) 경 에  편찬한『國稅調査事務槪要』(경  194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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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 기사에서 ‘밤섬에 65호의 제조업자가 있다’고 보도했던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공업종사자는 주민의 구술 로 주로 등포 공장지역에서 노동한 

가구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앞 선 통계는 마을 주민의 주된 경제생활인 조선(造船)이 

차차 공업노동자로 변화하기 시작했음을 설명하는 자료로 이해된다. 이미 식민지 

시기부터 주업과 부업이 혼재되고 비수기 목수들이 다른 생업에 참여해야 하거나, 

가족  조선(造船) 련 보조기술을 가진 구성원의 세 가 통계에 반 되지 않아 

정확한 조선(造船) 인구가 얼마인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들의 생업은 서로 유 되

어 연속되어 오고 있었다. 가령 일제시기 배목수 던 함갑순(1912년생)의 할아버지

는 건물을 짓는 목이었으며 아버지는 뱃사공이었다(허 섭 1980 : 57). 서로 다른 

직종이었지만, 모두 연 있는 직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호주의 직업이 선택될 가능

성이 크기 때문에 이 가구는 장년한 아들이 배목수이지만 아버지의 직업으로 분류

되어 교통업으로 분류되었을 수도 있을 만큼 유동 이다. 한, 조선(造船)이 주업

인 가구에서 계 에 따라 농업과 어업을 겸하거나 겨울철에 채빙이 요한 소득원

이었음은 주민들의 구술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고래로 조선서는 상당히 규모를 가진 조선기 이 없고 근히 각처에 船泊工匠

이 산재하여 극히 근소한 선척을 제조할뿐인데, 경기도 노량진과 밤섬은 조

선  최다수의 선박을 제조하고 밤섬 등은 총수 65호의 제조업자가 있으나 

밤섬(주민)에 의하면 다수의 배 만들기가 沈滯되었으나 20일에 지나야 일약

(一躍) 754톤의 出荷를 보일뿐이오 21일 이후는 차 감소하여 작 은 일일

에 300톤내지 500톤 가량의 출하를 유지하고,  이상의 미곡 착하주요지는 

부산이니 거의 삼분의 일 이상을 하고 인천군산이 이에 견 다하더라. 이는 

필경(畢竟) 미가조 의 자연  추세(趨勢)에 후는 일시는 이상태를 지속하리

라고 당국자는 말하더라. (매일신보 1915년 1월 30일자)

...강건  여의도(汝矣島)의 조그마한 동리, 이곳은 비교  생활의 근거를 가진 

사람들이 산다. 넷날 하는 말을 들으면 고려(高麗)시 에 구양 보내는 사람

들을 모아두는 곳이라는데 보도듯지 못하는 성(性)을 가진 사람들이 산다. 그

런데 이곳은 넷날부터 배짓기 생업을 삼아 오늘도 역시 배짓는 곳이 되어 잇

서 재목을 깍거내이고 못을 치는 소래가 갯면에는 쉬지안코 울려오는 것다. 이

곳 늬 한가로운 넷풍경이라 하겟나....(조선일보 1933년 10월 17일자)

첫 번째 1915년 신문기사에서 총 65호가 조선(造船)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 수치는 당시 130여호  반에 해당되는 숫자이며, 한 호당 3명 내외가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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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것을 감안하면 약 180명 내외의 인구가 조선(造船)에 종사했을 것으로 생각된

다. 그리고 출하량이 1915년 1월 한달 간 약 1,054~1,254톤으로 10~20톤 가량의 목선

이 하루 2-3척 내외가 생산되었던 것으로 악된다. 두 번째 신문기사는 『경성부 

행정구역확장조사서』의 1934년 통계가 조사되기 한 해 에 작성된 신문기사도 밤

섬의 조선(造船)은 옛일이 아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 조선(造船)의 성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 기사는 경성부로 편입될 정지를 소개하는 시리즈  여의도 지

역에 한 설명을 담고 있지만, 비행장이었던 여의도 신 조선인 마을이 치하고 

있는 밤섬에 한 설명으로 체되어 있다. 주로 밤섬의 간단한 역사와 희귀 성이 

많다는 마을주민 구성의 특성을 기사화하고 있다. 여기서 밤섬의 ‘배짓기’는 주

민들의 생업으로 부터 승하여 왔으며 재까지도 나무를 깎는 소리가 쉬지 않

고 들린다는 묘사를 통해 활발하게 조선(造船)이 행 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곧 조선(造船)은 옛 풍경이 아닌 당시 밤섬 주민의 주업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실

제로 1959년 이화여  사회생활과 조사보고서에서 ‘최성시 에는 54호 고 일제

시 에 강제징용수첩을 받은자(청년층조선목수)도 17명 이었’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어(이 여  사회생활과 1959 : 26-27), 조선업이 1930년  상황에서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64호에 이르고 있는 상을 설명해 다. 동시에 강제징용수첩을 받은 자

가 17명이었던 것은 1940년  일제 말기 목선제조가 가능한 청년층과 그 기술을 가

진 마을주민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식민지 시기 밤섬마을은 인근 여의도가 비행장으로 변모한 것이나 홍

수를 피해 마을이 사라져간 여타 한강의 다른 하 도들과 달리 상당히 규모있는 마

을을 유지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밤섬마을 공간은 부군당과 야학당이 있으며 조

선(造船)이 여 히 성행하고 있는 100여 호의 마을로 나타난다. 주민들의 생활환경

은 식민지 시기 이후 과거로부터 변하거나 단 되었다기 보다는 생업의 연속성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연속성은 한강이라는 자연환경 속에

서 생활을 해가는 하나의 조건에 놓여있기 때문이며, 한강수운이 멸되지 않

고 근  재편 속에서 장기지속했던 사회경제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연속성은 국가의 힘과 사회경제  변수들이 일으키는 에 의

해 새로운 형태들로 환되어 과거와 다르게 진행되어 갔던 것은 틀림없다. 식민정

부에 의해 근  교통시설이 도입되고 하천을 이용하는 법제가 제정되는 한편, 홍

수를 방지하기 한 토목공사가 인근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인근 등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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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업화되면서  공장노동자로 생활을 이어가는 주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

며, 배짓는 일 역시 조선형 목선이 어드는 신 일본형 목선 제작이 식민정부에 

의해 독려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한강은 과거처럼 수운을 한 유통의 매개로 기

능하기 보다는  더 락과 유흥을 한 공간으로 변모해 가기 시작한다. 그에 

따라 고기잡이나 나룻배가 아닌 보트배 수요가  늘어난 사회  환경 속에서 밤

섬 배목수들은 새로운 시장에 응하기 한 분투를 시작하게 된다.

3 . 조선(造船)110)의 지속과 변화

1. 조선형 목선 생산의 지속

식민지 시기 한강에서의 조선(造船)에 한 황은 하나로 통합된 자료로 존재하

기 보다는 숨어있는 아카이 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악이 가능하

다. 연구자는 식민정부에 의해 기록된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과 서구인의 찰과 기

록, 그리고 사진자료 들을 조합시켜 한강변에서의 조선(造船)에 한 실체에 근

할 수 있었다. 한, 철도와 도로망의 발 으로 인한 수운경제의 축과 식민정부의 

수산정책, 한강변의 락화와 같은 사회 반 인 변화 속에서 밤섬주민의 조선(造

船)을 악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회  상황은 밤섬 주민들의 구술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식민지 시기 발행된 정책자료와 밤섬 배목수들의 구술의 합을 

통해 20세기 반 밤섬의 조선(造船)이 어떻게 환되어 갔는지 악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20세기 후반 어떠한 형태로 달되어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토

로 어업의 변화로 인한 일본형 어선의 정책  지원과 일본 목재와 작업도구의 유입 

그리고 제조기술의 습득 등 다양한 차원에서 밤섬주민들의 조선(造船)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10) 당시 주민  생업   는 공식  산업  ‘ 업’  지 다. 당

시 업  등  공  사  에 사하는 사람들  업  었

, 여   들  주  보다는 철  곧 근  태  었다. 당시  주민

들  신들  생업  ‘ 짓 ’  ‘  ’  하고 다.  에 는 주  ‘ (造船)’

 통 해  사 했 , 상업  업 등과 해 병 할 는 업  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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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4]1900년 ～1930년 후 한강 노량진의 조선장(造船場)

1900년~1910년 후 경 한강 노량진 일  조선장 경

(한강철교 변 버드나무 군락지 아래)

1930년 후 언더우드가 조사한 한강 노량진에서의 조선(造船)

(출처 : Underwood 1979 : 부록사진)

먼  1910년 ~1920년  식민지 기 한강과 서해안 일 의 목선은 일 부터 일

본인이 진출했던 항구 도시와는 다른 ‘조선형 목선’이 유지된다. 일본인이 주로 

먹는 어종을 잡아 수출하는 지역의 경우는 일본형 어선과 어법 등 개량형이 주도

으로 보 되지만, 조기, 새우젓 등 조선인이 소비하는 어물이 유통되는 한강권은 조

선형 어선이 지속 으로 제조, 수리되었으며, 강선의 경우 조선형 목선이 지속 으

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1929년 총독부에서 조사한 보고서에서도 남해안에 비해 서

해안은 조선형 어선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언 한다. 한 같은 보고서에 삽

입된 노량진 조선장에서의 상황과 이후 언더우드가 조사했던 사진에서 보이는 행

들 역시 조선형 목선을 제조하는 경이다. 1929년 경 18세 때 처음 배 ‘모으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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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5]『어선조사보고서』에 소개된 노량

진 조선장.(출처 :국립해양유물 시 2008

:91)

을 시작한 함갑순(1912년생)이 품삭없이 고공살이를 4년 동안 하고 명  때나 되어

야 수고했다고 조선 조끼나 하나씩 사 주는 것이 고작이었다고111) 술회하는 것은 

1930년  반 언더우드가 촬 한 노량진의 조선인 배목수가 입은 조끼를 통해 생

생하게 설명된다.

한국에서의 조선은 하나의 과학으

로 분류된 이 없으며, 외형 으

로 항상 정확한 측량, 계획서나 

도면 보다는 략 으로 만들어져

왔다. 기법들은 과거나 재도 

개 아버지에서 아들로 달되는 

세습 인 가업이었으며, 선 장의 

나무조각과 톱밥, 잘린 소나무의 

신선한 향기와 함께 보자들에 

의해 익 진다. 강 건  노량진에 

있는 큰 야 장에서 그들은 500

년 동안 배를 만들어 왔으며, 

3~4 로 보이는 사람들이 배 사

이에서 일하고 놀고 있는 것이 목

격되고 있다. 책임자로 보이는 나이든 남성과 그 앞에 있는 그의 후손은 수 백

년 동안 세계의 조선기술자들이 그랬듯이 체 으로는 도면이나 계획서 없이 

일하고 있는 듯 했다(Underwood 1934 : 22-23).

그리고 당시 언더우드의 조사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이어지

는 가업으로 승되고 있으며, 조선(造船)이 500년 동안 계속된 것으로 주민들에 

의해 의미화되고 있음을 보여 다. 당시 언더우드에게 이야기했던 ‘500년  조선

의 서울 천도와 함께 배 만드는 기술자들이 처음 정착했다’는 마을의 역사는 재 

주민들에 의해서 같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밤섬 주민들이 여 히 

그들의 후손들과 밤섬 이외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역사를 설명하는 내용은 이미  

1930년 경 부터 자신들의 역사를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기록이나 물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역과 별도로 500년 부터 자리잡은 통의 계승자라는 의식은  조선(造

111) 시   만드는  우고  얻어 었다는 함갑  억  언 우드가 1934  

량진   만드는  사하고 한 사진과 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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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의 명맥이 끊어진 사회에서 창출되었다기 보다는 마을 단 와 친인척 혹은 

부자간 를 이어온 공동작업의 역사가 오랫동안 되어 온 과정 속에서 공유되

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식민정부의 수산정책과 연계된 일본형 목선제작 정책은 밤섬의 조선(造

船)에 차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당시 그러한 일면을 보여주는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造船講習狀況112)

시흥군 노량진(1916.11.10-1917.3.9) : 內地形 船建造法 강습

: 內地形 延繩(연승:주낙) 船  鮟鱇網(안강망) 船 2척 건조

㉡ 조선하천조사서 : 한강수운이 속도로 증가하지는 않아도  증가되고 

있으며, 종래 100석 내지 200석 재할 수 있는 조선형 배가 최근에 부분 일

본형으로 개량됨.113)

㉢ 京畿道優良 船建造補助規則114) 

제3조 : 보조 을 받는 어선은 조선에서 어업에 사용하는 폭 2.27미터 이상의 

것으로 별도로 정한 경기도우량어선검사규정의 구조에 합한 일본선박을 요

구함

이 자료는 식민정부의 어선 제조에 한 정책의 일면을 보여주는 자료들로 일본

형 어선으로의 개량에 식민정부가 극 으로 개입했음을 보여 다.  ㉠의 어선 제

조 강좌가 실시된 곳은 노량진으로 곧 밤섬주민들이 배를 짓는 공간이었던 을 고

려한다면 밤섬주민도 교육의 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제작된 일본형 안강

망 어선은 밤섬 배목수들이 ‘나가사키’라고 부른 배로 볼 수 있다. 한, ㉡의 1929

년 조선하천보고서에서 일본형 목선의 증가와 ㉢ 에서의 일본형 어선 제작에 한 

보조  지원정책은 어선의 개량화를 진시켜 나갔을 것으로 악된다. 그러나 수

산진흥책과 연 된 이러한 상황은 1920년  서해안 일 가 여 히 조선형 목선으

로 어업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던 상을 반 하고 있다. 조깃배로 사용되는 안강망

(鮟鱇網, あんこうあみ) 어선이 만들어졌지만 충남 서산과 당진 등에서 사용했던 일

112) 독  보 1411 (1917  4월 20 ) 참고.

113) 朝鮮河川調査書 1 (朝鮮總督府 1929 : 400)에  한강 운에 한  참고.

114) 독  보 3254 (1937  11월 18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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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3-3]1924년『어선조사보고서』에 실

린 각종 해선분포도’,○표시 지역인 황해

안과 서해안의 조기잡이 지역은 여 히 재

래형 어선이 다수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

났다.(출처 :국립 앙도서 소장 ‘어선조

사보고서’2책(1928) 부도(附圖))

명 멍텅구리배를 밤섬목수들이 만들었

던 것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1924년 조선총독부 수산국에서 발행한

『조선어선조사보고서』에서도 서해안 

일 에 ‘재래형’어선 곧 조선형 목선

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

본형 목선이 차 자리를 잡게 되는 시

기는 1930년  반 이후로 추측되는데 

물론 강선에 비해 해선의 개량화가 

차 진행되었으며 그  수요가 많은 조

깃배는 거의 일본형으로 변화해 갔다. 

동시에, 이 시기는 어선뿐 아니라 한강

의 락화가 진 되면서 놀잇배가 생산

되는 시기이기도 한다. 이 시기 이후 이

러한 락용 배의 생산은 1950년-1970

년 까지 밤섬의 조선(造船)을 연장시

킨 주업종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  상황 속에서 밤섬은 

아랫강(남한강)과 웃강(북한강)을 오르

내리는 강선(江船)과 서해안의 해선(海船) 곧 어선 두 가지 모두를 제조하거나 수리

하는 업을 맡고 있는 지역이었으며, 이곳의 배목수들은 양자 모두를 능숙하게 다루

는 기술자 집단이었다. 당시 밤섬은 한강수운의 종결지이자 심지인 마포일  포

구의 문으로 해선과 강선들이 모여드는 지 에 치해 있었다. 한강변 포구로 유

입되는 배들은 서해안 일 의 어물과 소 , 임진강과 경기북부 일 에서 유입되는 

곡물 그리고 북한강과 남한강 일 에서 유입되는 임산물을 싣고 들어와 포구에 하

역한 뒤 다시 출발지로 되돌아갔는데, 밤섬의 배목수들은 이들을 상 로 배를 주문

받아 제조하거나 이들의 배를 수리하는 일을 담해 왔던 것이다. 특히, 상시 으로 

마포를 드나들었던 서해안과 황해도의 배주인들은 밤섬에서 주문한 배가 완성되면 

밤섬에서 진수식을 하고 곧바로 용산과 서빙고의 빙고에서 얼음을 채운 다음 오방

색 깃발을 날리며 바다로 나갔다고 한다.115) 이 때 배주인은 진수식에 쓰일 고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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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마련하여 밤섬주민과 선주, 선원과 나 어 먹었다고 한다.

재까지 밤섬 목수는 강선과 해선 두 가지를 다 만드는 장인으로서 자부심을 드

러내고 있다. 동시에 이들은 조선형 목선 뿐 아니라 일본형 목선과 서구형 보트까지 

만들었던 기술자이기도 했다. 통의 계승자일 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까지 습득한 

솜씨 좋은 장인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 굳이 일본인으로부터 배웠거나 일본형 

목선을 만든 것에 한 거부감보다는 일본 목재의 장 과 조선과의 차이 에 해 

설명하기를 자처하고 있다. 이후 밤섬의 조선장인은 일본형 어선 제작의 보조  지

 정책과 한강의 락화 과정에서 수요가 늘어난 놀잇배로 시장을 확 한다. 그리

고 식민 말기 쟁수행에 필요한 목선의 수요는  일본형 목선 제작을 확 시키

는 배경을 조성했으며, 이것으로 인해 밤섬의 배목수들은 시기에 차출되어 징용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2. 새로운 목선 제조기술의 유입과 확산

밤섬은 한강변에 치한 지역으로 주로 서해안에서 마포로 진입하는 배나 남한강

과 북한강에서 내려오는 배들을 주로 제조하거나 수리하는 업을 맡고 있어 식민 

기 수산업과 연계된 기술  변화가 에 띄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30년  

서해안에 확산된 어법은 일본형 목선을 요구하게 되었고 정책 인 지원은  더 

일본형 목선의 제조를 확산시켜 한강변 밤섬주민들도 그 기술을 습득하는 데까지 

이른다. 당시 일본형 어선에 한 장려정책은 수산업 진흥을 한 각종 보조 과 개

량어구 보 을 심으로 1930년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밤

섬의 조선(造船)이 변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1930년  반 이후의 

상황은 조선 장소의 변화에도 향을 끼쳤을 것으로 단된다. 1935년 한강인도교

115) 마 에   진 시킬 는 동  청 들     고 한강변   

게 는 , ‘ 가사키’  같  큰 는 들도    다고 한다.   

‘ ’가 들에게  운 다  동  한 닢  어주었 , 가 공  에 뜨게 

  고사 식   지낸 다  주  주민들  눠 었다.  고사 식과  

만하는  개 주가 지만, 가  값  상당  가 가는 ‘ ’ 가 내 도 했

다고 한다.(M , 1936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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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노량진 방향으로의 도로 개설과 1937년 인도교를 확장한 한강 교의 건설은 

한강연안에 제방을 만듦으로써 목재를 다량으로 재하고 건조시켜 배를 만드는 야

장을 소멸시킴으로써 조선장소가 노량진에서 밤섬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악된

다. 1930년  반 촬 된 언더우드의 한강변 조선 사진도 모두 노량진으로 기록되

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한강 교 아래에는 ‘노량진 보드구락부’라 불리는 

보트선착장이 확장되어 성업하면서 이곳에서 소규모 보트를 제작하는 일이 시작되

어 노량진에서의 조선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1930년  출생한 밤섬주민들의 기억

에서 노량진은 보트 정도를 만들고 부분의 배는 밤섬에서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곧 1900년  무렵에서 1930년  반까지 노

량진(  한강철교 아래 연안에서 한강 교 방향)은 배를 만들었던 주요한 장소이며 

이후 보트장이 생기면서 놀잇배가 많이 만들어졌던 공간이기도 하다. 이것은 밤섬

의 M씨(1936년생)가 어렸을  노량진으로 보트 배 만들러 간 경험에서 확인된다. 

이후 식민 말기부터 밤섬 내에서는 나루터나 윗밤섬 뒤편의 홍수 때 만들어진 호수

에서 배를 제작했던 것으로 주민들은 설명한다. 

1930년  반 이후 서해안 배들의 일본형 어선으로의 환과 노량진 일  연안

이 조선장으로 활용되기 어려워진 환경에서 밤섬 사람들은 조선장소를 밤섬으로 이

동시키고 일본인에게 조선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기를 타개하기 시작한다. 당시 

주문을 외부에서 받을 경우 출장을 가기도 했는데, 평안북도 청산에서 자갈 패는 배

와 진남포에서는 양회를 나르는 배를 모았다거나 인천에서 바닷배를 만들고 웃강 

쪽에서는 낮은 여울을 쉬이 지나다닐 수 있는 이 얕은 늘배를 주로 만들었다고 

한다(허 섭 1980 : 8-59). 이러한 일제시기 일본형 목선 제조 기술의 습득은 밤

섬주민들이 생업을 연속해 나가기 한 수단으로 선택되었으며, 이것은 이들이 조

선배 뿐 아니라 일본배까지 만들  아는 장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요인으

로 나타난다. 이들이 지닌 조선기술과 그것을 부르는 명칭들은 지역에 따른 배의 차

이 과 용도, 재하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달리 결정되는데, 이것은 당시 한강 수

운의 사회경제  상황과 식민지 시기 수산업의 지형을 보여주고 있다. 

한, 당시 밤섬 배목수들은 일본형 배의 제작기술 교육 습득, 그리고 한선과의 

차이 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며, 이들이 아버지로부터 배운 조선기술이 일제 시기 

큰 변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 다. 여기에는 새로운 제작기술의 도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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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의 유입, 일본에서 수입된 목재의 사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원효로에 다 구 라는 일본사람이 살았거든. 그런데 배는 일본 사람도 잘 만들

어. 그 사람 에서 한달쯤 그리고 인천에 살던 이와라는 사람 에서도 한달쯤인

가 기술을 익히기도 했어.” 

․ 함갑순도 은 시 에 한선을 만든 이 있다고 한다. “요즘 만드는 일본배는 

두께가 보통 여덟푼인데 한선은 그것으로 어림도 없어. 구녕은 여섯치짜리를 써

야 하며, 인 삼도 어도 두치 다섯푼짜리를 써야 하거든. 그러니까 웬만해선 

만들 엄두를 못 낼 정도야. ( 략) 나도 가칠목에서 한척 만들었는데 한선이 라는 

것이 부분 짐배여.” 함갑순은 그래도 자신이 조선배를 만들어 보았다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러운 모양이었다. 

․ 에, 재재소가 없었을 때에는 배목수들은 바로 통나무를 사다가 하나하나 틈

으로 켜 가며 마름질을 해서 썼다. 통나무를 켜는 데에 쓰이는 톱 에 마톱이라

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무를 비스듬히 세워 놓고 한 사람은 에서, 한 사람은 

에서 번갈아 잡아다니며 나무를 켜는 것이다. 그리고 혼자 사용할 수 있는 붕어

톱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양이 붕어처럼 생겨서 그러한 이름이 붙은 것이다. “그러

나 톱이란 것 자체가 모두 왜놈에게 배워 온 것이어서 톱이 들어오기 에는 

토끼나 자구를 써야했어. 자구로 장목을 깍음질했던 거지.” 

․ “내거 열 살 때인가 그랬는데, 서울 장안에서는 청패(청 동)에서 처음으로 왜놈

의 제재소가 섰지. 왜놈들은 그때도 자기네 나라에서 스기라는 나무를 가져다가 

배를 만들었는데 나무가 질이 매우 좋아” ( 략) 함갑순의 말처럼 배를 만드는 

데에 쓰이는 나무로서 가장 좋다고 쳐 주는 것은 일본에서 나는 스기나무이다. 그

것은 한선을 만들던 춘향목보다도 더 낫다고 한다.(허 섭 1980 : 57, 60-63)

․ 밤섬에도 일본 배 기술자들이 창고도 짓고 했어요, 밤섬사람들을 모도 시

키는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돈을 안주고  같은 거  같은 거 6홉씩 주는 

거여. 일 하는 품삯을 돈이 아니라 로 주는 거야. 밤섬 사람들이 모도 하

는 거야. 그 놈들도 배 도면이 다 있어요, 밤섬 사람들이 도면을 알 리가 없지.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배를 만들고 뒷일하게 하면 그러면 보 단에 차출안되

는 거야. 이 모도 하니까 그래서 목수가 손에 익어서 도면이 없어도 몇 자다 

하면,,. 난 그 게 배웠니까. 일본놈하고 같이 일하니까 아주 그게 머릿속에 옮

아져 있는 거여. 큰 배고 작은 배로 머릿속에 배어 있어요.

․ 옛날에 땔나무가 없잖아. 배를 짓게 되면 깎아진 나무가 많이 나와요. 돈 받

고 일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일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도끼질 자꾸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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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면도칼 같이 나가요. 그러다 나도 목수가 된 거지... 그게 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끼로 하는 거야. 톱은 나 에 쓴 거고. 

․ 나무가 마르면 벌어지지. 거기다 깔을 박는 거야. 근데 그게 한국에는 없

어. 일본놈들이 가져오는 나무가 스기나무야. 옛날에는 가 스기나무야. 

그 스기나무 껍데기가 빨개. 그걸 해서 쫙 박아놓으면 배가 물에 있을 때는 불

어서 안부러져요. 근데 겨울에는 땅에 놓잖아 그러면 벌어진다고. 에 물에 

두면 놓면 새잖아. 다시 올려 놓으면 도로 나무가 젖어서 안새. 다시 띄우면 

새는 데가 있으면 다시 깔로 막아. (M씨, 1936년생)

두 사람은 각각 1910년 , 1930년  생으로서 식민지 후반부 밤섬 조선(造船)의 

지속과 변화의 과정을 생생하게 달하고 있다. 공통 으로 조선형 배 제작에 한 

승과 교육에도 불구하고 어법와 어선의 변화는 한선을 만들 기회가 많지 않았음

을 말해 다. 함갑순은 일본인의 기술교육과 목재공  연장 등 1930년  후반에 걸

친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생존해 있는 M씨(1936년생)가 가지고 있는 아버

지로부터 물려받은 연장이 일제시기 일본 연장이며, 부르는 명칭 역시 일본어인 것

과 마찬가지이다. 한, 서해안 조기 잡는 배를 ‘나가사키’라고 부른 것에서 당시 안

강망 어선을 실은 배의 명칭 역시 일본형 어선의 제작이 당시 범 했음을 설명한

다. 도면 없이 도끼를 주된 연장으로 사용했던 습과 조선에서 생산된 재료만을 이

용하는 형태들도 식민화 과정에서 변모하게 된다. 곧 식민정부의 어선에 한 정책

과 일본식 기술과 도구의 유입 그리고 스기나무와 같은 목재의 사용은 기존 밤섬에

서 유지해왔던 조선(造船)을 변화시켜갔다. 동시에, 한강변의 락화는 어업용과 

화물운송, 여객용의 배 이외의 놀잇배와 보트매라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환경

을 조성하게 된다. 일제시기 생산되기 시작한 놀잇배는 1950년  이후 어든 목선 

제작의 새로운 시장이 되어 1980년   라스틱 보트배가 보편화되기 까지 요

한 밤섬 주민들의 일거리가 된다. 역시 일본인들에 의해서 제작된 방식의 보트배는 

후에 서구형 보트배가 유입되기 까지 지속 으로 만들어져 식민지 시기 목선 제조 

기술의 방향과 밤섬 주민들의 생업에 향을 끼치게 된다.116)

한, 1930년  수산정책과 일본형 어선 보 정책은 1940년을 기 으로 확산되

116)  M 는 보트 도 여러 가지  하고 는 , 개 과 도  해  뽀드

 닷가 지역에  만든 거  개량한 산뽀드, 간  지  는 는  도 했

,   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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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태평양 쟁 시기에 이르면 시체제의 향하에 보다 확산된다. 화물용 목선의 

제작은 시물자의 수요에 맞춰 증산정책이 이루어졌으며, 조선기술자의 차출도 이

루어지게 된다. 당시 목조선은 ‘바다와 강의 수송력을 확보하여 총후와 선의 사루

는 힘을 증강시키는 주요한 책무’로서 시체제하에서 주요한 정책으로 입안된다. 

이에 따라 목조선(木造船)의 재료를 충당하기 해 조선왕실의 소유인 왕릉의 부속

림의 소나무를 하사하는 등 국가  심하에 목조선 사업이 착수되었다.117) 당시 일

본 목재의 한계를 넘기 해 조선 목재를 공출하기 한 운동을 개하기도 했으며, 

이를 해 애국반, 부인회원 등이 총동원되는 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배를 더욱히 그 에도 만들기 쉬운 목조선을 만히 그리고  시 히 만들자- 

이것은 싸움을이기기 하여 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고마우시게도 이번에 

이왕 하께서는 상당한 수량의 목재를 어하사하시와 목조선을 만들기를 어장

려하시 다. 이것은 조선(造船)에 계하고 있는 민만의 일뿐 아니라 2

천5백만 민 으로 하여  목조선이 얼마나 요한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뚜렷

하게 알려주신 것이다. 총독부에서도 일즉부터 목조선을 만들기 하여서는 특

별히 힘써 오든터이나 종내에는 이에 필요한 목재는 거이 부를 주로 내지의 

미야사기 가고시마 지방의 나무와 송으로서 충당하여왔었다. 그러나 동

아 쟁이 발발되면서 여러 가지 계로 내지의 선재를 가져올 수 없게 됨에따

라서 작년부터는 조선안에서 나는 목재로서 목조선을 만들기로 방침을 세

우고 뱃머리, 배뒤, 기 실 는 그 외 요한 부분에 쓰는 ‘치-크’ 나무

신에는 북선지방에 만이있는 낙엽송과 혹은 느릅나무 참나무 등을 사용

하기로 하고 그 외 선 곳곳에 있는 송을 극 으로 사용하기로 한후, 

민일체가 되여 철 한 선배공출운동을 이르킨 결과 작년도에는 정량의 백

117)당시 실에  하사한 재에 해 고  독  다 과 같  담  하 다.

    하께   건 어  고마우신 뜻  특  재  어하사하시엇습니다. 

 지   처창가열하여 그 도 가 어가고  량  믿고 는  미  시탐

탐하여 습할  엿보고 는 상태 니다. 원래 에  과 우리편  주  한 

에  당당  웅  다룬다는 것과 같  것   없다고는 말하지 라도 가열한 결

에 결  거듭하는   상 편  피 하여  께하는 식  채

하고 는 것  생각할  후 승리  열쇠는 민  철 같  필승신 과 생산 강에 걸

다고 생각합니다. 여  생산  각  근간  는 행상   말  식량 타  

 산과 함께   결  가  것 라고 믿는 니다. 다행   건 량  

등  타개하여   향하여  진 고 는  다만 량  믿고  

결에 하고 는  미  도  쇄하고 가  극 니 공  감에는 다시

욱 항공    산  통감 는 니다.   당하여  고마우신 뜻  

 것  실  감격하여 마지  니다. 계 민  피 하  뜻  들어 

 격 고 는 다는 결  새 게 하여 각에  과  다하도 할 것

니다(『매 신보』1944  6월 21  “船材赤松  御下賜 木造船增産御獎勵”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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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퍼센트를 돌 하야 목조선건조에 우 찬개가를 올리 다. 재 압록강 두

만강 상류를 비롯한 선 요 산맥에는 00정보의 낙렵송이 있고  경북,강

원도를 비롯한 각 산림지 와 그 외 국유림,보안림, 풍치림에는 0만정보의 

송이 있으므로  19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약 2배 이상의 수량을 목표로하여 

애국반, 경방단 부인회원, 학도 생도까지 동원시켜 선 으로 선재공출운동을 

일으켜서 ‘승리의 병기’인 목조선건설에 지  총력을 바치고 있다. (매일신

보 1944. 6. 21, “全鮮서 船材供出 보내자 木造船- 必勝의 武器增産에 總立-”)

나 에 일본놈들 나가고 일본놈들이 맨들어 논게 자갈 퍼서 추리는 거 있지, 

그것도 배야 큰 배를 두 개를 이 게 엉겨붙어 놓는 건데....지 은 쇠로 하니

까 생  썩지도 않고 좋지 옛날에는 나무로 만들었어. 도면보고 깍고 하는 사

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 일본 놈들 나가고 이제...인천에서 그 배도 그 사람

이 데려가서 그사람이 도면을 그려서 그 사람이 일러주는 로 밤섬사람이 

큰 배를 맨들었다고 도면 보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 밖에 없었어. 부 머릿

속에만 이게 몇자다 폭은 얼마 머릿속으로는 다 알아 밤섬 사람은 그 게 굳

어졌다고. (M씨, 1936년생)

그리고 이러한 식민 말기 조선인 배목수를 쟁에 동원한 상황은 당시 일본 해군

의 작 에 어선을 활용했던 황을 통해서 확인된다.118) 밤섬에서 조선인청년 17명

이 징용을 갔다 온 사연이 여러 사람들에게서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은 당시 시체

제 하에 실행된 일본 해군의 목조선 정책 혹은 작 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밤섬 주민으로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던 박정옥(1922년생)이 태평양 쟁 때 

일제에 의해 국으로 징용당했다는 것과119) 배목수 M씨(1936년생)의 아버지(1905

년생)가 만주로 징용갔었던 기억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M씨에 의하면, 

조선 연장을 먼  열차편으로 보내고 후에 사람이 건 가는 방식으로120) 밤섬의 숙

련된 청년 목수들은 만주에서 시 작 용 목선을 만들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 

이 시기 동안 도면을 보고 배를 만드는 방식이 정착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일제 시

기 도면을 보고 배를 제작하는 기술을 익힌 기술자들에 의해 밤섬 배목수들이 고용

되어 일했던 형태는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언더우드가 찰했듯이 도면 없이 

밤섬에서 수 를 거쳐 달된 조선기술은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다시 아들로 승

118) 식민 말  쟁 행과   에 해 는 大内建二(2011)의 연구를 참고. 그 외 

독 (1943 : 22) 민  6월 , “ ” 편 참고.

119)『경향신 』 1992  10월 6  사 참고.

120) 에 한  동 (2007 : 231)  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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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지만, 시체제를 동반한 식민말기의 상황은 과거의 유업을 달하는 체계를 

변화시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습득된 일본형 목선 제작기술과 조선 도구들은 후속 세 들에게 

달되어 식민 이후까지 지속 으로 일본형 배를 생산하게 된다.  일본형 목선으

로 이동해가는 식민정부의 정책기조와 철도망의 확장과 의 건설로 명확해지는 한

강수운의 감소추세는 밤섬 사람들이 일본형 목선 제조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선택하

는 데 향을 주었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본 것과 

조선의 통 인 것을 구분하며 재 부분의 통 인 조선기술을 가진 사람들로 

알려진 사람들이 일본 배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그들 스스로 조선의 

통 인 배를 만들어 본 것과 재에도 재 이 가능하다는 것에 해 큰 의미를 두

고 있다. 조선(造船)이 생업으로서 연속되지 못하게 된 실과 조선시 부터 만들

었던 황포돛배의 통에 한 가치가 크게 의미부여 되는 환경 속에서 밤섬 목수도 

일본형 이 의 재래식 배에 한 애착과 자부심을 갖고 있다. 동시에 재 자신들의 

역사를 조선(造船)과 같이 시작되었으며 그 기원을 조선 건국과 동일선상에 두고 

있는 것을 이미 식민지 시기부터 외부인들에게 표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

은 밤섬의 조선(造船)이 마을 체를 표하는 생업이었음은 물론, 가족과 친인척

간 그리고 같은 마을 주민들간의 수와 공동작업에 의해 연속되었으며, 이러한 역

사가 수 세 를 거쳐오면서 ‘마을의 역사’로 의미화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이다.

3. 일본배와 조선배 사이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민지 시기에 식민정책과 밤섬의 조선(造船)이 연결되는 

지 은 강배보다는 바닷배 다. 그  조선인이 즐겨먹는 생선이자 의례용 생선인 

조기는 조선 내에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던 만큼 어법과 어선에 큰 변화가 나

타났다. 그  조선배인 선(中船)이 거의 제작되지 않고 나가사키121)라는 안강망 

121)   가사키라는  강망어 에 하는 것  보 다. 강망어  본 

가사키(長崎) 지 에  시  것에  그러한  었다는  (『경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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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이 밤섬 배목수에 의해 만들어졌다. 재 생존해 있는 1930년  생들은 이미 아

버지세 로부터 일본식의 연장과 재료, 기술을 수받아 거의 일본식 배들을 만들

어 온 것이다. 이러한 일본식 기술의 향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연장들과 이들

이 사용하는 명칭 그리고 유년기 밤섬 안에 있었던 연장창고가 일본인들에 의해 운

되었던 기억에서 구체 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이들에게 ‘조선배가 어딨냐? 다 

일본배지’라는 말을 듣는 것이 이상할 게 없다. 수산업과 연 된 바닷배 뿐 아니라 

한강에서 짐배와 고깃배로 많이 만들어진 쟁잇배나 덴마, 낚시배, 놀이배도 일본인

들이 만들었던 배이며, 배의 형태나 제작방식이 조선식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특히 

서해안 조기잡이배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안강망 어선인 ‘나가사키’와 나가사

키에서 잡은 조기를 운반해 마포로 들어왔던 ‘주냄비’는 밤섬 주민들이 가장 많

이 만들었던 바닷배로 표 인 일본식 어선의 형태이다. 이미 일제 말기에 이르러

서는 조선배 제작으로는 생계유지가 힘든 상황으로 변모해 가고 있음을 보여 다. 

따라서 밤섬의 배목수라도 조선배만 만들  아는 목수는 그들 내부에서는 실력이 

그  그런 구세  목수이기도 하며, 이와 달리 일본배 제작기술에 능숙한 새로운 세

의 배목수들과 이들을 보조해주는 보조목수 곧 패질이나 톱질 등 그려주는 

로 일만하는 목수 등 여러 부류로 구분된다. 그러나 수리를 할 때는 조선배든 일본

배든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직  제작하지는 않더라도 나무로 된 배는 모두 

수리할 수 있었던 유능한 기술자 다고 한다. 

 해방 에는 일본 놈들이 다 지휘했잖아. 우리집 에 큰집이 있는데 그걸 헐

고 공터가 돼 있어, 일본 놈들이 거기다 창고를 맨들어 놨다고. 무슨 창고냐면 

배 맨드는 연장이니 뱃못이니, 도면이니 배에 한 창고가 있었어. 바로 에 

집이기 때문에 나도 어려서 들어가 보고 그랬어.

(그 당시 사용했던 연장은 일본연장인가요?)

연장 이름은 한국말로 부를 수가 없어. 사게 리?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추야. 

진쪼. 이게 얼음 짤라서 끌어올리는 게 진쪼. 이걸 한국말로 뭐로 부르겠어? 

그때 자도 한치 두치가 아니라 이치, 니, 산, 시 했어. (연장을 보며) 이건 꺽

쇠. 양쪽에서 나무 잡아주는 거. 이건 만득이. 조이는 거야. 옛날 있는 거(조선

식 연장)는 무겁고 무 세게 조여서 부러져서 용 해서 쓰다가 고물상에 줘

2009  6월 17  ‘  천  어시  찾 ·15’ 사 참고). 천지역에 는 ‘ 가 ’

라고 했 , 그  ‘ 강망 ’라고 도 했 , 라 도 도에 는 ‘ 가시’라고 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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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명칭 사용 지역 용도  특징 비고

삼
( )

서해안
(김포, 여담포, 당진 등)

과 곡물, 장작, 새우젓 등을 

싣는 짐배로, 50자 정도 되는 큰 배

멍텅구리
서해안

(서산,명천)

서해안에서 병어, 실치를 잡는 배로, 

뱃머리가 나가사키와 달리 뭉뚝함

모랫배
(자갈배)

한강 하류

건축용 자재인 모래를 채취하는 

배로, 나룻배보다 작지만 이 

그보다 더 함

나룻배 나루터
주로 사람이나 짐, 가축 등을 실어 

나르는 용도의 배

차배 나루터

차를 실어 나르는 배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일반 인 나룻배보다 

하고 평평함

늘배122)

웃강
(북한강 일 로

주로 강원도)

얇은 곳을 다니며, 좁고 김

이 배로 강원도 

지역의 임산물을 

싣고 마포로 내려

와 소 과 새우젓 

등으로 교환

나가사키 서해안
50자 이상의 배로 주로 서해안 

조기잡이 배로 사용함
(앞이 뾰족하고 그물을 많이 싣고 다님)

일본형 안강망 어

선으로 주로 서해

안의 조기어업에 

활용

주냄비 서해안
나가사키와 달리 앞이 뾰족하지 

않고 그물을 싣지 않음

주로 나가사키배

에서 잡은 고기를 

운반해 싣는 용도

로 사용

버렸어. 이거 다 아버지가 썼던 연장이 그 로 있어. 그 로야. (M씨, 1936년

생) 

 

밤섬 주민들은 해방 후나 이후까지 다양한 형태의 바닷배와 강배를 만들어왔으

며, 그들이 직  만들지 않았어도 나무로 된 모든 배들의 형태와 쓰임을 잘 알고 있

었다. 1930년 생 밤섬 배목수가 기억하는 배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 3-8]과 같다.

[표 3-8]밤섬 주민과 련된 배와 용도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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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배 한강하류 일 낚시를 하기 해 만든 작은 배 덴마보다 약간 큼

쟁잇배 한강 일
주로 고기잡이용 배로 칸막이가 

있어 물에 고기를 보 할 수 있음 

짐을 실을 때는 

칸막이를 없앰

덴마
(달덴마)

덴마: 한강 일

달덴마 : 서해안

칸막이가 없는 짐배로 한강에서는 

야채배로 사용함. 달덴마는 덴마

보다 작은 배로, 주로 바다에서 

큰 배에 딸린 보조배로 마선

이라고 함

달덴마는 배와 배

사이를 오고 가기 

한 용도임

보트배 등 

놀잇배
한강일

(노량진 뚝섬 일 )

락과 유흥을 한 놀이용 배로 

특히 한강변 해수욕장과 선착장

에서 활용

놀잇배, 선희배 등

으로 불림

 표를 살펴보면 이들은 강배와 바닷배를 모두 만들고 수리해왔던 장인들이었지

만 굳이 이 배들이 ‘조선배냐 일본배냐’ 하는 구분은 큰 의미가 없었다. 굳이 구분하

자면 표에서 삼 부터 늘배까지는 조선배의 형태이고 나가사키부터 놀잇배까지는 

일본배라면 일본배라고 한다. 그것은 일본배가 배의 형태와 제작기술, 연장과 재료, 

그리고 기계의 설치 등이 복잡하게 연 되어 있어 순수하게 조선배라 하면 ‘늘배’같

이 쇠못 하나 치지 않고 만든 배나 조선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오히려 연구자의 

질문에 “다 일본배지 조선배가 어딨냐?”며 핀잔을 주었던 것은 이미 1930년 생 목

수들부터는 부분 일본식 배의 형태와 기술, 그리고 연장이 보편화되었음을 보여

다. 그러나 이들이 조선배를 못 만들거나 아  제작을 안했던 것은 아니었다. 일

본식 기술을 익히지 않은 구세  일부는 조선배만 만들  아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조선배의 제작과 수리는 그 사람한테만 주문이 들어갔으며, 부분의 

목수들은 일본배 기술을 익 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밤섬에서 

해방 이후까지 조선배만 문 으로 만들었던 목수로는 마씨 집안의 존재를 이야기 

한다. 밤섬주민 B씨(1937년생)의 할아버지로 설명되는 그는 남산 팔각정을 지은 

목으로 밤섬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목수 으며, 해방 이후까지 조선배만 지을  

122) 에 사   에 한 뷰 에는 늘   들  만들었  것  

사하고 지만, 실  늘 는 강원도 들  과 마포  많  들어  것  본 억  

많  에 한 한 억  하고  뿐 라고 한다. 실  에 는 거  하지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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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인물이었다. 이들 세 는 1880년 생으로 추정되는 구세 로서 일본배 제작

기술을 문 으로 배우고 만주로 징용을 갔던 1900년 -1910년 생 보다 한 세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밤섬 배목수의 세 별 구분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

다.

[표 3-9]밤섬 배목수의 세 별 특징

세 조선기술 조선활동 비고

1880년 생 조선배 조선배
해방 직후까지 조선배 

제작 활동

1900~1910년 생
조선배 + 일본배

(일본인에 의한 강습) 

식민 반기에는 조선

배를 제작했으나 식민

후반기 일본배 심으

로 변화

일제말기 목선 제작을 

해 만주로 징용을 감

(1970년 까지 활동)

1930년 생 일본배

조선배 제작 기술을 알

지만 수요가 없어 거의 

활동이 없었으며, 일본

배 형태와 후에 보트배

를 주로 제작함

1980년  이후까지 활

동했으며 재 5명 정

도 생존

특히,  표와 같이, 가운데 세 인 1900-1910년 생들은 아버지로부터 조선배를 

만들어오다가 식민지 시기 새로운 기술을 익힌 끼인 세 들이다. 이 세  인물  

백씨(1900년  생)라는 인물은 밤섬에서 유일하게 도면을 그리고 볼  아는 인물로 

배를 만들 때마다 직  그린 도면을 놓고 작업을 했다고 한다. 그 외 다른 밤섬의 

배목수들은 다 손에 익은 로 배운 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인 1930년  

생들은 거의 새로운 기술을 익힌 세 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주로 일

본식 배 제작 기술을 배웠다고 해서 아  조선배를 못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

려 일본배보다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만들라면 만들지만’ 결국 수요가 없어 만

들 일이 없었다고 한다. 여기서 조선배와 일본배의 가장 큰 차이는 “배의 앞부분이 

뽀죡하냐? 앞이 뭉뚝하고 바닥이 펑퍼짐하냐?”로 구분하고 있었다.123) 

123)  태   본  하는  어 “뽀죡하냐? 고 하냐?”  차 는 

  차   도 한다. 가 , 경 도 랫강 지역에   

재지   는  같  뾰 한 건 못 만든다고 한다.  말   

만 우고 본   우지 못했  미하는 것    는 실



116

다 일본배야. 조선배라는 게 늘배라고 있어요, 쇠로 박은 게 하나도 없는 거. 

이걸 서 참나무로 해서 못모양으로 박고...... 일본 놈들이 와서 진건 부 쇠

로 해서 못이 이래(손가락을 가리키며) 조선배라는 게 조선식으로 해서 모양

을 만들었다 해서 조선배라는 거야, 한국 사람이 뭔 배를 만드니? 뗏목밖에 더 

있어. 배가 어딨어? 은? 이라는 게 이름이 이라고 하는 거지, 그

거 다 일본이 해 놓은 거야. 그리고 나가사키라는 게 앞이 높아요, 거기 그물

을 많이 실어요, 거기 나가서 조기를 배에다 잡잖아.  잡은 고기를 받아서 

실어서 바로 (마포로)오는 거야. 

(밤섬에서 나가사키를 만들었나요?) 맨들기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게 한 50자 

이상 되지. 밤섬에는 배짓는 목수가 많잖아. 몇자 짜리 짓다 하면 배주인이 해

달라 하면 그러면 나무 숫자가 나오잖아. 그럼 나무를 사다가 하지. 황해도 연

백, 옹진 이런데서 오지, 나가사키, 주냄비 다 일본배야. 

......, 우리는 조선배는 안졌어. 그것도 맨드는 노인네가 있긴 있었어. 밤섬 사

람이 바뻐. 가을만 되면 큰 배들이 많잖아. 마포만 있는 게 아니라 섬마다 다 

있어. 종이니 여담포니 그래서 나를 다 알아. 수리하려면 밤섬으로 부르러 

와. 그리고 수리는 다해, 나무로 만든 거는. 조선배를 맨드는 사람은 따로 있

고. 그 사람은 밤낮 그것만 맨들어. (조선배 만드는 사람은?) 연배가 우리 아

버지 만한데 벌써 다 죽었어. 맞추러 온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서 맡기지

(그럼 어르신도 조선배를 만들 수 있나요?)

아 그거 쉬워. 근데 안하지. 주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 할라면 해, 근데 그

거하면 밥도 못 먹지. 조선배 만드는 사람은 앞에 넓 한 거. 뾰족한 건(일본

식배) 못 만들어. (M씨, 1936년생) 

결국 배의 형태는 나무를 휘어서 물이 새지 않게 유지해야 했으므로 가장 어려운 

기술이었으며, 나가사키와 같이 그물을 많이 사용하는 배에서는 필요한 조건이었

다. 그리고 한강에서 사용되었던 짐배와 고깃배로 사용되었던 덴마와 쟁잇배 역시 

일본 사람들이 다 만들었던 배로 원래 있었던 조선배의 형태는 아닌 것으로 설명한

다. 기존 나룻배와 같이 크고 바닥이 평평한 배와 달리 뱃머리가 좀 뾰족하고 크기

가 작으며, 배 안에 칸을 두어 공간활용이 좋고 기동성이 좋은 배 다. 다만, 거의 

수요가 없지만 그래도 강에서 사용했던 나룻배나 자갈배(모랫배), 늘배가 조선배라

면 조선배로 설명한다. 자갈배같은 경우는 인근 한강변 주민이나 밤섬 주민들이 이 

 란 것  다. 실  경 도 재  사람  지   만든  

는   는 그  지가 낮 그런  곧 ( 랫강에  사 는 강 )만 만들었다

고 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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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이용해 생계를 유지했으므로 밤섬 목수들도 자갈배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

나 늘배는 웃강(북한강)에서 곡식이나 임산물을 싣고 내려오는 배로 밤섬 사람들이 

만드는 배는 아니었다고 한다. 강배 이외에 바닷배  ‘멍텅구리’는 앞이 뭉뚝한 조

선배로 서해안에서 병어나 실치를 잡는 배로 많이 사용되어 밤섬 배목수들이 만들

기도 했다. 1988년과 1998년 마포구청이 의뢰해 복원했던 이른바 ‘황포돛배’라는 

것도 이 멍텅구리배와 외형이 비슷했다고 한다. 그러나 통 인 모양을 해 돛을 

달았지만 실제로는 기계를 설치한 동력선이었다. 

이와 같이, 식민지 시기 한강변과 그 주변의 포구마을을 심으로 수운경제의 지

속과 재편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밤섬마을이 어떻게 과거의 조선(造船)을 지

속시키고 변화시켜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식민지 시기 규모 있는 마을로 

유지된 밤섬은 의례공간과 자치와 교육공간을 갖추고 있었으며, 조선기술자들을 

심으로 하는 다양한 생업군에 종사하는 강 의 마을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여기

서 밤섬마을이 처한 치는 과거로부터의 재편 못지않게 과거로부터 유지되어 온 

한강수운의 지속이라는 오래된 역사  과정을 통해 설명됨을 보여주었다. 철도운송

과 같은 근 인 교통수단의 변화와 미곡의 항구로의 이출 등을 포함한 식민지  

경제체계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강변으로 유입되는 조선인 소비품은 밤섬의 조

선(造船)을 연속시켜주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러한 식민지 시기 밤섬마을

의 조선업의 재편과정은 1950년 를 거쳐 1960년  한강수운이 멸되는 시기 

까지 연결되어 진행된다. 서해안과 어물교역이 막히게 되는 6.25 쟁 이후에는 서

해안의 바닷배 제작과 수리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1960년  반 의 건설로 수운

이 멸되면서 마포로 들어오는 강배들이 어들게 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그러

나 강남과 강북을 오고가는 야채배의 성황과 김포, 임진강 일 의 덴마, 경기남부 

아랫강 일 의 쟁잇배, 그리고 넘쳐나는 한강의 락객을 상으로 하는 놀잇배의 

생산은 밤섬주민들이 목선제작을 지속 으로 이어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었

다. 식민말기 세 로부터 익힌 일본배 제작기술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밤섬 배

목수의 생업을 유지시키기 한 략으로 선택되어 20세기 후반을 이어오게 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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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밤섬마을과 부군당 의례

1. ‘도시 속 마을’의 역사로서 부군당의 의미

지 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20세기를 후한 밤섬의 역사는 한강수운의 체계 속

에서 지속과 변화를 거듭해 온 장기지속의 복잡한 역사  산물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의 구체  형상은 여의도 마을과의 분리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

난다. 여의도는 17세기 북부 연희방에 속하는 마을로 그리고 밤섬은 18세기에 서부 

서강방으로 나뉘어져 정착되었으며, 두 마을은 목축업과 조선업으로 분할되는 형태

를 보여 다. 이러한 변화는 19세기 문인의 ‘목동(牧童)과 목수(木手)가 두 섬을 나

어 차지하고 있다’는 묘사를 통해 설명되기도 한다. 이러한 역사  과정 속에서 

밤섬마을은 일정한 생산체계를 공유하고 공동체  의례를 실행하는 장소로 정착되

어 온 것이다. 물론 밤섬의 역사는 한강변에 치하고 있는 포구 마을들과 유사한 

경제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부군당이라는 의례  매개체를 공유해 왔던 

역사로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 재 서울지역에서 부군당 혹은 부군당류로 존속해 

있는 장소들이 모두 포구와 그 인  마을인 것은 밤섬마을 역시 일반 인 사회사  

환경 속에서 개된 민속의 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다른 마을 혹은 주민집단과 다르게 20세기 이후까지 부군당 의례

를 마을 주민에 의해 세 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독특한 그들의 생업의 역사에

서 기인한 것으로 설명된다. 재 밤섬주민들에게도 조선업은 밤섬의 역사를 설명

하기 해 그들 스스로 제안하는 다른 한강변 마을과 구분되는 지 이다. 조선(造

船)은 한 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마을 단 에서 친인척과 이웃들과의 

공동작업의 형태로 세 간 승되어 왔다. 연구자는 앞서 역사  기록을 통해 18세

기로 이해되는 포구경제의 활성화와 밤섬 조선업의 계를 제시했으며, 이러한 수

운과 상업의 물리  동력으로서 배의 생산이 고부가가치의 생산성을 지닌 업종으로 

한강수운의 생명력이 연장되는 20세기 이후까지 달되었음을 설명했다. 곧 20세

기 이 의 사축서나 사복시, 상시 등에 딸린 목축장이나 채 을 리하는 업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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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민들 그리고 이후 경작하는 호들에 의해 조성되어 달된 것으로 이해되는 

부군당 역시 조선(造船)을 기반으로 하는 밤섬 주민들에 의해 20세기 이후까지 연

속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밤섬 마을의 형성과정은 마을공동체  의례를 보여주는 물질  공간으로서 

부군당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것이 부군당의 일반  특질인 에 부속되어 

하 들의 사당으로 존재하다가 민간화되어 밤섬으로 이 되었는지 아니면 생성시

기부터 밤섬에 치하고 있었는지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다. 주민들은 밤섬부군

당의 을 와우산으로 가져오면서 분실하게 되는데 1997년 부군당을 신축할 때 

작성된 ‘부군당사우재3차이건내역문’에는 과거의 기록을 더듬어 570여년으로 설명

하기도 한다(한국샤머니즘학회 1999 : 28). 한, 부군당의 치가 목축장이나 창

고가 있었던 여의도가 아니라 밤섬에 존재하고 있어 조선시 에 이미 마을 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기록이나 도안으로 해지는 부군당이 아 건물의 후미

진 곳에 존재했던 반면 생서나 사축서 아 건물과 동떨어진 밤섬의 부군당은 거

주지 안에 존재하고 있던 것도 일 부터 마을 의례 장소로서 밤섬부군당이 수용되

고 있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비록 생성 시기가 기록으로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

지만 부군당의 일반 인 성격과 부군을 숭배하는 계층  특성은 비교  선명하게 

나타난다. 곧 주로 하 료, 아 들이나 창고지기, 복들이 숭배했던 부군은 후에 

민간화되어 마을 단  동제의 의례 상이 되는 사례로 수렴되고 있다. 밤섬과 여의

도가 생서와 사축서와 련된 창고와 목축장, 그것에 련된 사람들의 거주지로 

존재했던 기록이 풍부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은 이들이 밤섬부군당에 련된 계층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조선시  기부터 부군이 하 료들과 복들의 민간

신앙으로 존재하다가 행정  편제에 의해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나 

아  독립 으로 주민들에 의해 승되어 왔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오문선 

2010 : 55-57). 사축서와 상시의 하 (下典)이나 산지기, 기타 농업에 종사하는 

노비들이 다수인 여의도와 밤섬의 주민들이 부군당에서 의례를 거행하는 주체 음

을 기록을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례는 18세기 한강변의 생산력과 인구

의 증가 상과 마을 단  부군당이 동제로서 정착되는 일련의 사회변화의 과정으

로 설명된다. 

따라서 밤섬과 여의도에 농업 인구가 증가하고 배목수와 상인들이 모여 사는 규

모있는 윤택한 마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군당이 마을 의례의 심으로 활성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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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론하는 방식은 서울의 부군당이 한강변에 집 되어 분포되어 있으며 이곳

이 포구가 치한 장소라는 사회사  변화로 설명된다. 한강변 부군당 의례의 강한 

응집력이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생산력을 배경으로 한다는 일반화는 주민의 경제  

활동이 마을 의례를 지원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강에 분포하는 부

군당이 뚝섬, 용산, 서빙고, 마포, 서강 등 17개가 존재하고 있는 상과(김태우 2008 

: 25) 서빙고 부군당의 사례에서 이 지역 유력가문과 토착세력이 마을의례를 주 하

고 당을 유지하기 한 경제  후원세력이었음이 나타나고 있다.124) 이러한 존하

는 부군당들은 아에 부속된 건물의 외곽에 존재했던 부군당과 달리 마을 의례로 

흡수되어 민간으로 승되어 온 것으로 이해된다. 각종 아 건물에 부속된 부군당

들이 조선시  제도가 되고 아 건물이 해체되는 1900년 이후 소멸되었을 것

으로 추측되지만 한강변 포구 마을 심으로 동제화된 부군당들은 속과 별개로 

식민지시기를 거쳐 재까지 승되고 있는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 한, 이러한 

부군당과 같은 민간신앙이 민속으로서 일반화되었던 상은 19세기 말 문명개화를 

하는 엘리트들의 주장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소  미신타 의 상에 등

장하는 부군당의 만연한 실태는 당시 서울 지역에서의 민간신앙이 부군당을 매개로 

확산되어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를 들어, 당시 엘리트들은 “국 에 크고 작은 

귀신 화상과 각 부에 있는 부군당 화상도 다 함이 문명의 진보가 될 듯 하더

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지의 상은 “요사시런 부군당과 백성을 속이는 무당

과 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엄히 법률을 마련하여 

신당과 부군당과 그 외 각색 귀신 한다고 하는 것들을 일 히 하도록” 하는 

국가에 의한 법  규제를 제안하고 있다[부록 자료11 참고].

곧 부군당과 같은 동제당 역시 과 민간에 산재된 형태들이 세기 환기 제개

과 식민화로 속 부군당이 사라져가고 민간의 마을 제당으로 존속되어 연속된 

것으로 이해된다. 1900년을 후해 지배엘리트들에 의해 비문명  형태로 언 되

고 있는 부군당과 성황당, 신당들  부(官府)에 부속된 것들은 소멸하게 된다. 

를 들어, 1896년 경무청, 1907년 성균 의 양 고와 학부(學部) 안에 있던 부군

당을 철거했으며 1908년 종묘의 부군당 역시 철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부록 

자료11 참고]. 곧 1910년 식민지배 이후 조선인 료의 퇴장과 이들이 사용했던 

124) 재 한강변 당  17개     2개  한 15개  당  

고 다( 태우 2008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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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소멸된 이후부터는 부군당 건물과 안에 모셔진 신상(神像)의 소멸 혹은 이

이 진행된 반면, 한강변 마을에서 부군당은 지배체계의 붕괴에 연쇄하지 않고 마

을 주민들에 의해 지지되어 연결된 것으로 설명된다. 밤섬 부군당 역시 한강변 일  

포구와 주변 마을에 민간화되어 재까지 남아있게 된 부군당  하나로서 이해할 

수 있다. 125) 1916년 경 여의도에 식민정부가 비행장을 설치하게 되면서 양말산 주

변의 주민들이 이주해 나가게 되면서 밤섬마을 주민은 부군당 의례의 통을 연속

해 가는 유일한 집단이 되었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군당들의 

운명은 19세기에서 20세기로 환되는 시 에도 지속되어 일제시기 식민지 근 화 

과정과 1960년  산업화와 도시개발 속에서 변화를 거듭해 갔지만 단없이 연속되

었다. 특히 밤섬은 다른 한강변의 마을들이 쟁과 도시화과정에서 주민교체가 빈

번한 것에 반해 토착민에 의해 세 를 이어오며 지속되었다. 조선(造船)이 친인척간 

세 를 계승해서 기술이 달된다는 과 작업의 진행이 여러 사람에 의해 이루어

진다는 특성은 밤섬마을의 원주민 비율을 높게 만드는 환경이었다고 주민들은 설명

한다. 재 주민들은 1968년 밤섬폭  시 분실된 부군당 의 제작연 를 ‘도

(道光) 16년 국화가 핀 계 ’로 기억하고 있다. 이것은 1836년 경 부군당이 수되

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126) 오래 부터 세 로부터 달된 부군당의 역사가 

문자가 아닌 주민들의 기억 속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다.

이와 같이, 한강수운의 장기지속  구조에 의한 포구변 취락의 발달과 자본의 축

, 그리고 국가운 에 필요한 부속시설의 입지와 그에 종사하는 주민에 의해 형성

된 마을 역사의 형성 과정은 밤섬에서의 조선(造船)과 부군당 정착의 사회  환경

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  과정은 밤섬부군당 인근의 부군당  하나

인 ‘공민왕 사당’이 흥창 주변에서 세곡을 운반하고 창고를 지키는 주민들에 

의해 유지되어왔던 것과 유사하게 설명된다. 밤섬부군당 역시 인근 사축서와 생

서의 목축장과 이와 연 된 마을 주민들의 역사에서 시작되어 조선(造船)을 생업으

로 하는 밤섬주민들에 의해 20세기까지 연속해 왔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20세기 한강수운 경제가 지속되는 상황과 연결되어 마을공동체의 표

125) 한강변  당들  언  민간 었는지  생 시  과 없  민간 었는지

는 하지만, 재 통  는 한강변 당들  재는  마 심  동  

연 고  할  다.

126) 러한 내 에 한 억  당보  들에게도 들   었는 , 에  

  거처가 없어 천막생  하  에 실  것  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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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연속되어 왔던 상을 통해 료집단 심의  부속 부군당들이 소멸된 것

과 다른 민(民) 심의 역사를 써왔던 상과의 비교를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군당의 존재는 무속  형태의 신앙이 강렬하게 표출되고 있지만, 20세

기 역사상 한강변 마을의 역사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물질이자 공간임을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재 이를 연속해나가고 있는 집단이 ‘향우회’혹은 ‘보

존회’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지역주민이라는 도 이러한 한강변 마을의 역사를 

연속 으로 설명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곧 재 서울의 아 트 숲에 

가려져 있는 부군당의 존재는 '도시 속 마을(Villages in Urban)'의 역사를 표출해내

고 있는 장소, 특히 역사를 스스로 드러낼 수 없었던 사람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매

개체라고 할 수 있다. 그 에서 밤섬부군당은 세 를 이어온 마을의 공동체  의례

를 실행하는 표상으로 조선(造船)과 더불어 주민들에 의해 마을의 출발로 인식되고 

있다. 곧  20세기 이   밤섬마을의 형성과정은 단순히 오래  있었던 사실을 확인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세계에서 밤섬주민들이 실행해나가고자 하는 행 들과 

연 시킴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밤섬마을 연구가 궁극 으로

는 ‘시간 속에 치한 인간성(Humanity-in Time)’127)을 이해하기 한 일부분이자 

하나의 사례로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 식민지 시기 부군당 의례의 연속

식민지 시기 밤섬마을에서 부군당에 한 기억은 유년시  어른들로부터 주지된 

부군님의 험이나 그곳에서의 엄숙함에 한 이야기로 나타난다. 개  “일제시  

순사가 말을 타고 가다가 말굽이 떨어지지 않아 말에서 내려 부군당에 을 해야만 

갈  수 있었다”거나 “부군님 덕분에 한강물에 빠져죽는 애들이 없었다”라는 등 

부군님의 험에 한 내용이다.128) 특히 밤섬 주변에서 자주 발생했던 익사사고의 

127) 마 프는 그   프리  심  하는 역사 학 연  극  향  ‘ 계 

 재(Being-in-the-world)’, ‘시간  간 (Humanity-in time)'  해하고 통합시키

는 것  하고 다(Comaroff 1993 : ⅹⅹⅹⅰ ).

128)  같  식민지 시  당  험  사한  타 는  개 ‘말  탄 본  

 사가 지  갈  말  어 린다’는 말  가   타 다. 러한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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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개 놀러 나온 타지인들에게는 일어났어도 밤섬 주민들에게 일어나지 않았

던 것을 부군님이 주신 덕분으로 설명한다. 한, 신앙으로서 부군당에 한 믿음

이 일상생활에서 실천되었으며 당굿을 할 때는 밤섬에서 배를 정박해 놓았던 선주

들이 성 을 내고 운항의 무사안일을 기원하는 등 부군당이 밤섬과 연 되는 사람

들에 의해 기원이 상이 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말을 타고 가면 말굽이 붙어서 내려서 하고 빌어야 말굽이 떨어졌다는 속설

이 있어. 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말들도 있고 옛날에 담뱃 를 물고가면 

담뱃 가 떨어지질 않았 . 입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졌다는 그런 말도 있고 하

여튼 그쪽에 지나게 되면 나도 엄숙하다고 얘기해야 하나. 부정이 있거나 당에 

해 해꼬지 할까  그랬다는 것도 있고 별 얘기 다 있어.

옛날 분들은 믿음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었었거든. 나도 그걸 봤어. 학교 다닐 

때 아침에 보면 어머니가 세수하시고 정안수 떠다놓고 당쪽 부군당 있는 쪽에

다 보시고 고개숙이고 빌고 그러는 걸 몇 번 봤어. 이제 마음의 안정이지 우리 

가족들 잘되길 바라고 아들들 나가서 일하는데 몸 건강히 잘 있다 오라고 그

런게 있고 별게 다 있지. ...( 략) 부군님이 돌  밤섬사람은 빠져 죽은 사

람이 없어. 부다  놀러 나왔다가 강에서 수 하다 빠져죽은 사람들이야 

많이 봤어도.

밤섬에 옛날에는 마포강, 임진강에다 해서 연평도로 바로 나갔어. 그 에는 밤

섬에 배가 무척 많이 다녔어 장단에서 나무 싣고 왔었고 그때는 부다 배로 

운송을 했다고. 밤섬에서 배를 수리할 건 고치건 고치고 배를 가지고 다녔지. 

당굿할 때도 선주들이 성 을 내 자기네들이 다닐 때 무사안일을 기원하면서 

자기네 성 들을 내지.(D씨, 1933년생)

70  이상의 주민들에게서 부군당에 한 기억  가장 생생하게 달되고 있는 

것은 부군당굿 하는 날 부군님이 오는 길을 환하게 밝혔던 롱불(밤섬주민들은 

‘부군등’이라고 불 다고 한다)이다. 이 롱불은 밤섬을 떠나오기 까지는 부군당

굿을 할 때마다 밝혔는데, 와우산 이주 후 없어졌으며 이후 부군등 밝히기 행사는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다시 실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 식민지 시기 유년시 을 

보낸 세 들에게서 부군당은 마을의례의 심이자 일상생활에서 주민 개인의 신앙

공간이기도 했다. 집안에 요한 일이 있거나 개인 으로 기원할 일이 있을 때는 부

군당 문밖에서 치성을 드렸다고 한다. 재 부군당보존회의 주축이자 향우회의 

통  신  만들어낸 신 담(神異談)  해할   것 다(  2010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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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세 들인 1930년 생들의 기억 속에서 부군당이라는 장소는 그곳을 지나갈 때마

다 ‘등짝이 오싹하면서 신령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몸가짐이 조심스러워졌던’ 장소

으며, 세 로부터 잘못을 하면 ‘부군님이 노하신다’는 말을 듣거나 ‘부군님이 돌

주신다’는 인식을 마을 주민들이 공유했다고 이야기 한다. 이것은 부군당이 단순히

마을의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장소가 아닌 주민들의 생활세계에서 의미있는 상으

로 내면화 되었음을 보여 다.

밤섬 부군당 외에도 이와 동일한 성격의 마을제당이 한강변 일  지역에서 연속

해 온 상은 식민지 시기 민속조사에서도 확인된다. 무라야마 지 의『朝鮮の 部

落祭』(1937년 조사)에 의하면 밤섬 인근의 용강동과, 신수동, 마포 등 한강변 마을

의 마을의 동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村山智 1936 : 15-18) 를 들

어, 밤섬 건 편인 용강정(龍江町) 동막상리(東幕上里)129)는 호수가 300호의 반상반

농의 잡성부락으로 매년 음력 정월 14일 밤에 동제를 거행한다고 기록하고 있다.130) 

제신은 공민왕, 최 장군 부부를 주신으로 기타 11 의 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제당

은 ‘명덕당(明德 )’으로 불리는 신당으로 기록하고 있어 재까지 남아있는 부

군당과 거의 성격을 같이하고 있다.131) 한 아키바 다카시(秋葉隆)가『朝鮮巫俗の

現地硏究』(1950)에서 조사했던 ‘신불(神佛)의 명칭’조사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경성의 소학교 6학년을 상으로 도회지와 시골 남녀 학생들의 신(神)에 한 인식

을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락으로 분류된 마포  용강동 곧 밤섬 인근 지역에서

는 부군당에서 모시는 신이 포함되어 있는 ‘조선의 속신, 설, 역사’ 련 카테

고리에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 경성 심가와 다른 무속  민간신앙이 일상

생활에 하게 연 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132) 그 외, 아키바는 ‘당제’와 

129) 동막상리는  강동  동막하리는 동  다.  마   당 격  마

당  었는 , 강동  었  동  그 리에 가 들어  다.

130) 라 마 지  당시 사에  당  역사  “지  여  에 동막리  창

래  신  들여지고 그 후 누차 재  당해, 재  것   20  에  것 , 

신  상도 한 그 당시에 사했  것 라고 한다.”고 하고 다(村山智順 1936 : 

15-18).

131) 라 마 지  에 “신당  락  에 다   언  에  80평 도  지

(敷地)에  러싸여진 신  역에 향  우고 그 쪽에 당  지키는 가  

, 신  역 에는 십여 그루   어  하고 다”고 하고 다. 재 

강동 98 지  공 지  연 고 ,  할 니들  그곳에 당  당  

었다고 억하고 다.

132) 키  다 시는 경  심지 동, 동  학  마포  강동 지역  6학  학생에게 

사  실시했다. 여  마포  강동  통  편한  학  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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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역(사례) 마을 의례 비고

1 선유도 
마을 이주 후 양화동에

당 설립 후 지속

당산동, 양평동, 

양화동으로 이주

2 보 동 경원선 철도공사로 부군당 이

‘당굿’을 구분하는 기 을 당제는 마을주민에 의해 선출된 제 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설명한 반면 당굿은 직무(職巫)의 가무(歌舞)가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

명하고 있다(秋葉隆 1950 : 112). 이 부분은 밤섬주민들이  부군당에서의 의례를 어

렸을 부터 ‘당굿’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동시에 최

근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문화재 원들이 ‘도당굿’으로 붙인 것에 한 주민들의 

비 과 연 지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 밤섬을 포함하는 마포 일  외에도 철도와 한강수운이 상호 으로 이루어

졌던 서빙고 지역에서도 조선인 심의 마을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이곳의 부

군당 역시 마을 의례를 연행하는 주요한 장소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빙고부

군당은 일제시기 부군당 수기록에서 부군당을 주재했던 집단이 미곡상이나 정미

업을 하는 재력가 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태우 2010 : 230-235). 이는 한강수운의 

지속과 그것에 련되는 집단이나 개인이 조선인의 통 인 마을의례의 존속을 유

지시키는데 참여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령,  동막의 객주 집안이자 종로의 

포목  수남상회를 경 했던 집안에서는 재까지 마포에 있는 부군당인 ‘마포 불

당’을 다니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다.133) 이러한 사례는 식민지 시기 밤섬부군당

과 동일한 성격의 동제당이 한강변을 따라 수 십 개의 마을로 이어졌으며 이 을 

거듭하면서 존속되었던 상을 통해 설명된다. [표 3-10]은 식민지 시기 이 에도 

불구하고 재까지 남아있는 부군당 목록이다.

[표 3-10]식민지 시기 이 한 한강변 부군당134)

각각 266 , 274  학생에게 ‘神佛  ’ 사  실시했는   본  신 ,

, 역사  경  하는  A,  신 ․  ․ 역사  B, 계는 C, 는 

D,  독 는 E  했다. 그 결과 도 지 학생들  A가 49%, B가 22%, 시골학생들   A가 

39%, B가40%(특 , 여학생들  A가 20%, B가 39%)  타났다(秋葉隆 1950 : 192-198).

133) 동막에  객주  ,  가  후 에 상  열어 했 , 재는 

후  업  운 하고 다( ○○, 1915 생).

134) 한강변  당  변  해 는 (2005)  주(2006)  사내  참고해

 연 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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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빙고동 용산의 군 화로 이 수기록 

4 이태원 일본 군시설로 인해 이 1930년  이

5 청암동 1940년경 부군당 이

6 남이장군사당 1904년 차건설로 이

 

이들 부군당은 모두 20세기  특히 일제시기 마을의 이 과 함께 부군당이 같이 

이 되거나 도시개발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이 된 사례로서 모두 재까지 남아있

는 부군당들이다. 부분 20세기 후반 도시개발의 과정에서도 생존했으며 그  일

부가 아 트 단지 안까지 자리잡는 생명력을 보여  수 있었던 것은 부군당을 마을

공동체의 표상으로 공유해온 작은 지역  역사들(Small Local Histories)로135)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밤섬 역시 조선업의 유지와 이와 연 되는 생업환경 속에서 속되

었던 도선업과 고기잡이, 자갈배와 모래실이와 같은 생업을 토 로 마을의 안정

인 유지와 마을의례인 밤섬부군당굿을 연속해 나갔다. 이러한 상황은 각종 도시계

획자료로부터 도출된 밤섬마을의 규모를 통해서도 설명된다. 

특히 밤섬부군당은 다른 부군당들과 달리 20세기 후반까지 이주민의 유입과 도

시개발 속에서 의례 주재집단이 연속 으로 마을주민들에 의해 지속되었다는 특성

을 보여 다. 1968년 와우산 이주 이후에도 높은 참여 속에서 행 되었으며, 무엇

보다도 주변의 서빙고와 남이장군 사당 등이 유력자들에 의해 지원되거나 문화재로 

보호되어 지원된 것과 달리 토착주민들의 실천에 의해 개되어 왔다는 특징을 보

여 다. 무엇보다도 20세기 후반 마을주민의 주요한 생업인 조선업의 토 가 되었

던 한강수운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해체와 공동 의례의 단이라는 결과

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은 다른 부군당과 차별되는 밤섬부군당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은 도시화 과정에서 토박이들의 동제가 이주민과 비교하여 세

간 승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가 도시 속 민속의 존재를 드러낸다고 

보고 있는 시각과도 연결된다(강정원 2010). 곧, 식민지 시기를 거쳐 해방 이후까

지 주민교체가 었던 밤섬은 의례의 물질  공간을 그 로 연속시켰을 뿐 아니라 

135) 걸리  실 맨  럽  근  지 어지는 도매상들에 한 상업  트워크

 계체   닌  지역  들  마    타운과 같  주변  사

 하고 다(Gulliver and Silverman 1995 : 5-6). 과 주변  마 들 역시  같

 에  지역 단  연  지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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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에 참여하는 집단의 이동없이 세 간 승에 의해 동제를 이어나갔다. 이러한 

마을의 유지는 1968년 폭  이후 와우산에서 아 트 재개발로 마을이 이산되기 

까지 마을 공동 의례를 실천할 수 있었던 조건이 되었으며, 그로부터 30년 후 새로

운 건물을 세우고 주민들의 이름을 새긴 명 을 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20세기 반의 역사는 섬이 폭 된 이후까지 마을로서의 집단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을 선명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도시개발 과정 속에서도 세

를 거듭하는 생업과 의례의 존속은 자신들을 조선시 부터 한강을 지켜온 장인들

로 그려내고 있으며 이러한 집단  정체성은 자기 집단에 한 역사를 재구성하고

자 하는 행 를 통해 실천해 나가게 된다. 한강을 떠난 지 40년 이상이 지났지만 이

들은 여 히 이곳을 자신들의 출발로 인식하고 그곳과 그곳에서 지낸 시간에 한 

상념들을 재구성하고자 열망하고 있는 집단이며, 자신들의 과거를 궁 해하고 외부

자들에게 설명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외부자들과 그들의 역사를 공유하고자 하는 행

들을 실천하고 있다. 이제 철새도래지가 된 밤섬은 세인들의 심 속에서 매년 미

디어에 노출되고 있지만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 없이는 밤섬이 우리에게 어

떠한 의미인가에 해 이해할 수 없다. 20세기 이  밤섬마을의 형성 과정과 그들

이 통으로 실천하고 있는 부군당 의례와 조선(造船) 그리고 한강수운의 장기지속

 흐름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3장에서 살펴본 밤섬마을의 역

사는 이후 수운의 종말과 마을의 이주와 연결된다. 특히, 식민지 시기를 경험한 세

들은 와우산에서 재까지 이어지는 밤섬마을의 의례와 생업기술을 기억하거나 

보유하고 있다. 식민지 시기와 그 이  그리고 이후 밤섬마을 주민들의 역사를 재 

속에서 의미화하는 작업은 “역사  행 자가 없이는 그리고 구체 인 장소

(Location)와 시간(Moments) 없이는, 실제들은 실 되지 않으며 아무것도 일어나

지 않고 재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코마로 의 설명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Comaroff 1999 : 295). 곧 밤섬사람들이라는 역사  행 자와 밤섬에서의 시간

과 공간 속에서 상호작용했던 그들의 생활문화에 한 이해가 없다면 밤섬은 자연 

속 명소로 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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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도시개발의 역학과 밤섬의 운명 

1 . 도시개발의 사회학 

1. 한강수운의 끝물과 한강개발 

식민지 시기 이후 한강변과 밤섬의 상황은 지배세력의 변화와 더불어 변화를 보

이지만 격한 정치  상황만큼 크게 조정되지 않았다. 일제 말기 확 된 철도망과 

건설이 북한강 수운의 감소를 가져왔지만 남한강과 서해안과 연결되는 수운이 명

맥을 유지하고 있어 일상 인 강 의 풍경들은 연속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발생한 

6.25 쟁은 단순히 정치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한강변의 마을과 주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쟁 이후 한강변은 물리 인 도시의 괴뿐 아니라 기존 

원주민들의 이산과 새로운 이주민들의 유입으로 이 과 다른 마을사회를 구성해가

기 시작한다. 이 과정 속에서 포구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의 생산체계가 변화해

갔으며 부군당을 주재하는 주민들이 이주민으로 교체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후 한강개발의 수 은 식민지 시기보다 더 더딜만큼 별다른 진 이 없었

으며, 여 히 한강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한계선으로 넘기 힘든 오래된 구조로 존재

해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강개발은 1960년 후반에나 착수되었으며, 그것도 

1970년 와 1980년 로 이어진 결과들이 연속해온 것들이다. 재 익숙한 한강 고

수부지와 공원, 올림픽 로와 강남의 아 트 풍경은 1986년 한강종합개발이 끝난 

결과물이었다. 

곧 밤섬과 한강변을 둘러싼 근교 농업지 의 본격 인 도시개발이 착수되기까지

는 식민지배의 종말과 6.25 쟁을 거친 이후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1950년

는 후복구와 원조경제에 기반한 재건사회 구조 속에서 불안정한 정치경제  여

건에 놓여 있었으며, 쟁으로 인한 이주민과 농 을 떠난 인구의 도시집  그리고 

미비한 도시기반 시설, 체계 이지 못한 도시개발 정책은 서울을  더 무허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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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만들었다. 땅이 없는 사람들은 빈땅을 찾아 자 을 이루었으며, 한강변 주변 

역시 무허가 이주민들의 집단거주지  하나로 변모해 가게 된다. 밤섬은 쟁 통에 

한강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어 쟁의 한복 에 서 있었지만 부군당과 몇몇 인가가 

폭격에도 살아남게 된다. 후에 주민들은 이를 두고 부군님의 험에 의해 밤섬이 살

아남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서진 집을 두고 섬을 떠나는 주민들이 나

타나기 시작했으며 해마다 찾아오는 홍수와 깃불과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불편한 

생활을 뒤로 하는 사람들로 밤섬마을의 인구는 어들게 된다. 1940년 후 식민지 

시기 100여 가구를 유지했던 마을은 1950년  말 63가구, 폭  직 인 1960년  

말에는 62가구로 감소하게 되었으며 인구도 600명 이상에서 440여 명으로 어들

게 된다. 

[사진 4-1] 나루를 지나는 뗏목과 뗏목 수송로(출처 :조선일보 1961년 10월 4일자)

그러나 그 속에서도 밤섬마을은 원주민에 의해 다시 마을이 구성되고 의례를 연

속해 나가게 된다. 쟁의 여 는 한강수운의 상황과도 연동되었다. 쟁이 가져온 

분단의 상황은 한강수운의 오래된 구조의 끝물을 보여주고 있었다. 분단으로 인해 

황해도에서 내려오던 고깃배가 발길이 끊어지게 되면서 마포의 선창가는 빈 모래사

장이 되었으며, 청평 과 화천  건설로 이미 웃강의 부분이 막히게 된다. 물론, 

아랫강은 여 히 서울과 통하는 배들이 근근이 내려와 1960년  까지 한강에 뗏

목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야말로 시 의 끝물이었다.

장작 이런 것이 강원도쪽에 있는 거라고. 월, 춘, 강원 팔도강산에서 나무

를 짤라서 장작, 솔잎 싸리나무를 다발로 묶어서 강으로 내려오는 거야. 짐이 

무거우니까 기다리다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비오도록 기다리는 거야. 그럼 내

려오면 마포에도 한 사람이 사는 거야. 사서 쌓아 놓고 한단 두 단씩 팔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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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도  마찬가지야. 내려와서 쌓아 놔.  장작은 늘배에다 싣고 오는 거고 

뗏목 있잖아. 나무가 6자, 9자, 10자 짜리가 있어요. 그걸 새어서 짤라서 산골

짜기에 실어 놓는 거야. 그것도 비가 와야 강에서 뗏목을 묶어서 장마가 되면 

내려와 그것도 하루에 내려와 두 사람이 밥도 해먹으면서 내려와. 그것이 뚝

섬.용산. 그거 제재소가 많았어. 서강까지는 안내려오고. 물에서 건져서 마차에

다 싣고 제재소로 간다고. 그리고 땔나무를 5단, 6단 묶어놓으면 그걸 살라면 

지게꾼들이 그 사람들 져다 줘요. (M씨, 1936년생)

그나마 아랫강의 수운이 좀 더 생명력이 연장되었던 상은 강원도 산간의 땔감

과 목재가 서울로 유입되도록 했다. 이 과 마찬가지로 물이 불기를 기다렸다가 뚝

섬과 용산 일 로 내려온 땔감과 목재들은 포구에 하역되어 각 가정으로 팔려가거

나 인근 제재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러한 수운의 끝물 속에서 ‘포구를 뜯어먹고 

사는’ 지게꾼과 마차들도 그들의 역할을 연장해가고 있었다. 1940년   북한강

이 막힌 이래 6.25 이후 서해안의 어물교역이 마감되었으며, 마지막으로 1960년  

반 남한강이 막히게 되는 약 20여 년의 시간은 한강수운을 매개로 하는 장기지속

의 역사가 퇴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강원도에서 내려오는 땔감을 실

은 배와 뗏목은 가장 마지막으로 한강수운의 끝물을 보여주었다.

한편, 이 시기 공업화의 진 은 매우 느리고 분산 이었으며 밤섬을 포함한 서울 

한강주변 일 는 농 의 원  풍경이 유지되는 근교 농업지 의 경 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후 박정희 정권하에 1962~1966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만들어지

고,136) 한국경제는 수출주도로 가기 한 ‘ 조’가 만들어짐으로써 공업화를 우

선으로 하는 본격 인 한국경제의 체계가 등장하 으며(이완범 2005), 이 기조는 

1980년 까지 지속된다(이상철 2007 : 400-401). 20여년에 이르는 이 기간은 공업화

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이자 서울의 도시 외형이 구성되는 시기이며 한강개발이 강

남개발로 확산되어 재 서울의 도시공간 구조를 만들어 간 시간 이기도 한다. 그

리고 그 마지막 종 에는 ‘한강의 기 ’으로 은유되는 1988년 서울올림픽이라는 

136) 1950  가  다는 재건과 었 , 쟁   복 하고  하는 

 한 계  실행 었다. 후 1957  고  한  경 재건   복

 독  개  필  었 , 미 원 책  상원 에  차  어 고 

결  시 에  독  경 개 계  립 었다. 1960   경 개  3개 계

(1960-1962)  4월 15  에  채택 었  직후 4.19  만 게  실행 지 못

하다가 후 에  경 개 5개 계 (1961-1965) 편 지만, 그해 5.16 사 변

  하에 다시 1962-1966  1차경 개  5개 계  만들어진다(  2005 : 

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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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한강종합개발의 발도 올림픽을 비한 규

모 하천개발이었으며, 올림픽은 공업화의 성공  진입을 축하하는 장이 되었다. 특

히 1960년 는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단순조립가공의 산업화를 추진하여 노동집

약 인 경공업 주의 산업화가 서울을 심으로 도시에 편성되었는데, 국가에 

의한 략  공업단지가 등포, 구로 일 를 비롯해 수도권지역에 집하게 된다. 

서울에 산업화와 도시화의 풍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으며 

차 한강개발의 조가 밤섬으로 흘러들어 오기 시작했던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동시에 당시 ‘서울은 만원이다’137)라는 제목의 소설이 표상하듯이 국에서 몰려

드는 사람들로 서울의 인구는 폭발 으로 증가한다. [표 4-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쟁 이후 1960년 서울의 인구는 2백만명을 돌 하고 5년만인 1965년에 3백만, 밤섬

이 폭 된 1968년에는 4백만을 그리고 2년 후인 1970년에는 5백만을 돌 하게 된다.

[표 4-1]1950년 이후 인구증가표138)

연도 인구(명) 증감율(%) 한강개발과 연 비고

1945 901,371 -4.9 1944년 비교 증감율

1950 1,693,224 87.8

1955 1,574,868 -7.0 6.25 쟁으로인한감소

1960 2,445,402 55.3

1965 3,470,880 41.9 1967년 한강개발 착수
1968년 

4백만돌

1970 5,433,198 56.5 강남개발 착수

1975 6,889.502 26.8

1980 8,364,379 21.4 1982년 한강종합개발착수

1985 9,639,110 15.2 1986년 한강종합개발완료

1990 10,612,577 10.1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1988년

1000만 돌

137) 1966   가 철   가 하는 울  도시  사하고 다.

138) 료는 『 울통계연보』1993 과 ‘ 울시 통계’ 지(http://stat.seoul.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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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인구뿐 아니라 1963년 행정구역을 확장하여 재의 경계까지 공간을 만들

어  서울의 외형을 갖추기 시작한다. 공간의 확장은 시 외곽으로 인구유입을 가

시켰으나 어디까지나 강북을 심으로 인구가 확장되었을 뿐 강 이남은 깃불조

차 들어오지 않는 농 이었다. 1960년  후반 한강개발이 거론되고 도시계획에 

한 이상들이 개진되기 시작했던 시기는 물  듯이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의 증가 속

도 때문이었다. 처음 한강개발이 착수되는 시기는 1965년에서 1970년 사이로 인구

가 300백만에서 500만을 돌 하는 시기 으며, 한강종합개발이 이루어지고 서울올

림픽을 치르는 시기는 인구가 천만을 넘어서는 시기 다. 곧 한강개발이 제기되었

던 1960년  후반은 서울을 개조해야만 하는 당 인 사회  문제의 틀 속에서 실

천되었다. 1960년  반에는 행정 인 부분에서 도시계획이 실행되었다면 1960

년  후반은 실천이 우선되는 형태로 환되기 시작한다. 1962년에는 처음『도시

계획 백서』를 발간하여 조선시 부터 일제시기까지 진행된 서울의 도시계획을 

검하고 다음 해 서울의 행정구역 확장을 단행하게 된다.139) 그러나 서울개조의 움직

임이 직 인 실천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1966년 불도 라는 별명을 가진 김

옥 시장의 부임부터이다. 한강 이남 지역에 한 개발의 압력에 한 응으로 서

울도시계획에 한 반 인 검토에 착수하게 되고 이를 실천하는 첫 번째 과업으

로 여의도 개발을 시작으로 하는 한강개발이 착수된 것이다. 여의도 개발은 공유수

면 매립이라는 방식으로 한강연안 지구와 강 이남 농  지역의 서울화를 추동시키

는 발화 이 되었다. 

이와 같이, 6.25 쟁 이후 1960년 를 거쳐 1970년 로의 환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격심한 질 , 양 인 변화를 경험하도록 만들었으며, 그 변화 속에 도시개발은 

이 과 다른 사회경제  구조와 인간의 생활세계를 생산해내는 새로운 장을 이끌어

내는 기제가 된다. 단 으로 1970년  이후 국가 주도의 도시개발은 사람들을 아

트라는 주거 형태로 편입시키는 한국  화의 환이 시작되는 시 이기도 하

다. 이후 강남은 재 한국 사람들의 가장 표 인 주거형태가 된 아 트공화국의 

본산이 되었으며, 강북에 있던 주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시설의 이 으로 가장 

부유한 공간으로 변화하기 한 비를 마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환의 틈새 

속에서 강을 매개로 생활세계를 유지해갔던 한강변의 마을들은  이산되어 갔으

139) 당시 울시에 해 간행 『 울도시계  』(1962)에는 시  한  시  경

, 그리고 해 후 울  도시  과 에 한 역사  향후 본계  담겨  다.



133

며, 이러한 마을의 역사는 부군당이라는 마을을 표상하는 공동체  의례공간으로 

남아 재를 이어오고 있다. 밤섬 뿐 아니라, 서빙고와 동빙고, 용산 일 와 등포

등의 마을에서 존속되고 있는 부군당의 존재는 바로 이러한 한강변 마을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소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140)

2. 한강개발의 조(前兆)

한강이 본격 으로 개발되기 이 인 1960년을 후한 시기 한강은 여 히 도시

를 분할하는 거 한 자연으로 남아 있었다. 이 시기 한강과 그 주변 일 의 경 은 

도시라기보다는 농 의 원  경 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생업도 자연환

경의 향을 받는 상태를 연속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거미 처럼 연결

된 철도망과 도로망 그리고 쟁 이후 도입된 목탄차(木炭車)와 기동차(汽動車)의 

보 으로 수운을 이용하는 화물운송이 격히 어들었지만, 강 의 잉여 곡물과 

농가의 배를 이용한 상업행 , 산 의 뗏목들은 1950년 와 1960년  반 이 까

지 한강에서 목격되는 풍경이었다. 이러한 경은 도로 에 마차(馬車)와 차, 자

동차가 서로 뒤섞여 달리는 풍경과도 같이 당  사회에서는 낯선 장면이 아니었다. 

이 시기는 근 화 과정에서의 이질 인 요소들이 비균질 으로 산포해 있었던 지속

과 변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되는 변주된 형태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 으며 

곧 격한 변화의 폭발을 비한 시기이기도 했다. 한강 체를 회로로 하는 물류의 

기능이 마비된 시 은 1966년 팔당  착공으로 그와 동시에 주운(舟運)을 지한 

것에 기인하며 이로써 북한강 하류와 남한강 락에서 뚝섬과 마포 일 로 들어오

는 뗏목과 작은 목선들은 차단되기에 이른다. 이미 수운의 쇠락은 1940년  이후 

북한강 물길이 청평 과 화천 으로 막히고 경춘선이 개통하면서 두드러졌지만, 남

한강이 명맥을 이어 뗏목과 목선들을 내려보내던 산업화(前産業化) 시 의 경

들은 비로소 종말을 고하게 된다. 

그러나 그 시간  한강에서 목선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양수리를 기 으로 북

140) 한강변 에 포한 당  는 17곳 , 그  15개 지역에  당  함  

 가 실행 고 다. 한  태우 (2008 : 16-17) 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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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과 남한강 그리고 그 지류들에서 내려오는 배들이 종말을 고하게 되었지만 

쟁 이후 한강 양안을 오고가는 배들의 왕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속하

게 늘어난 서울의 인구는 한강을 오고 가는 배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한강의 

다리는 1962년에 착공해 1965년 공된 양화 교가 제 2한강 교의 역할을 하게 

되었지만, 여 히 통행과 운송 수요에 비해 부족했다. 따라서 여 히 목선이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6.25 이후 남한강과 북한강에서 내려

오는 작은 목선과 뗏목들이 1960년  반을 고비로 사라지게 되는 시기 곧 1950

년  반에서 1970년 사이 강남과 강북을 오고가는 배들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이후 1969년 제 3한강교 곧 한남 교가 공됨으로써 한강진의 나룻배가 소용없게 

되고 1970년 마포 교 연이어 잠실, 동 교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한강의 배는 낚

싯배와 놀잇배만이 남게 되고 이 배들은 1982년 한강종합개발을 계기로 사라지게 

된다. 이후 올림픽을 맞이해 한강유람선이 등장하게 되면서 화된 놀잇배가 

재를 이어오고 있다.

여기서 본격 인 개발을 앞 둔 시기 강 양안을 오고 갔던 배들은 단순히 다리가 

모자라거나 운송수단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잔존한 것 이상의 사회경제  의미

를 가지고 있었다. 후 서울이 비 해지면서 강남에서 강북으로 채소와 과일을 실

어 나르는 배들은 오히려 더욱 분주하게 움직이게 되었으며 새로운 근거리 수운의 

형태들이 나타나게 된다. 곧 강남의 근교 농업지 가 서울 곧 강북의 채소공 지로 

기능하게 되면서 원거리 수운이 소멸된 것에 반해, 한강 양안을 운행하는 근거리 수

운은 오히려 활발해진다. 이러한 상은 강원도 뗏목 풍경이 사라진 이후 자동차가 

화물을 나르기 시작하기 이  등장해 강의 양안을 오고가는 한강수운의 작은 매개

체로 잠시 동안 산업화 시 로의 이행을 연결하고 있다. 이 배들은 주로 강남에서 

재배된 채소들을 나르는 야채배들로 주된 활동 시기는 6.25 이후부터 잠실개발 이 

시작되는 1970년 이 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서 정 2005 : 113). 

당시 서울은 후 인구가 증하면서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서

울은 다름 아닌 강북지역을 일컫는다. 늘어난 인구로 강북은 거 한 소비공간으로 

변모하게 되고 농 인 강남은 서울로 채소를 공 하기 한 근교농업지 가 된 것

이다. 이 시기 강남과 강북을 오고가는 많은 배들은 야채배로 불리며 여름철 과일과 

김장철 채소들을 실어 날랐다. 농 인 강남에서 생산된 채소들이 도시인 강북으로 

옮기기 해 여 히 배들은 한강을 부유하게 된다. 물론, 식민지 혹은 그 이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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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물자가 배로 강북으로 옮겨갔지만 서울 도심부에 필요한 채소는 강을 건  

필요가 없는 강북과 인근 경기도의 경작지에서 충분히 공 받고 있었으므로 

1950-1960년  거 해진 강북의 배후 농업지 가 된 강남의 변신은 새로운 변화

다. 그리고 그러한 환의 과정은 식민지 시기와 무 하지 않은 것으로 일제 말기 

재배작물의 변화에서 기인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잠실로 표되는 한강의 퇴 지

는 조선시 부터 그리고 일제시기 까지 양잠업이 성행했던 곳이었지만 식민 말기 

쟁의 상황에서 채소재배지로  변모하게 된다. 제국 쟁의 수행의 말단으로 

강남은 일본 군인의 군납용 단무지를 공 하기 한 생산기지로 환되었으며, 

1940년  자리잡기 시작한 채소재배는 1950년 와 1960년  확산되어, 강북의 늘

어나는 인구의 채소재배지로서 성장하게 된 것이다. 강남에서 토박이로 살며 농사

를 지었던 로는 ‘ 동군 백만에 한 부식을 생각해서 군납을 하기 해서 양잠업

이 단무지루다가 바꿔치기 한 것’으로 설명한다(문  1930년생, 서울역사박물  

2009a : 109-110).

그니까 이제 뭐 손님들 태우고 댕기는 놀잇배, 이제 나룻배  그리고 이제 뗏목

이 좀 들어왔지.그 리고 야채는 그  잠실. 잠실이 그 부다 그 야채밭이라. 

채미(참외) 뭐 감자. 옛날엔 청채미, 백채미, 개구리채미 있었는데 지 은 구

경 할 수도 없어 지 은 하우스에서 노란 채미만 나오지 옛날에는 이  개구

리채미, 백채미, 청채미 그 배로 들어와서 여기서.  뗏목은 60년도까지는 들어

왔거든. 이제 차로 운송하니까는 이  변두리 이  이문동 쪽 뭐 랑교 쪽 

그쪽의 목재상이 그리 가지 이리 안온다고. (T씨, 1936년 마포생)

[사진 4-2]1960년 압구정 한강가와 북아 동 김장시장

출처 :좌(압구정향우회소장,서울역사박물 2008b:21)

우(서울특별시 소장,서울역사박물 20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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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밭이 한 천 평(1,000평), 이천 평(2,000평) 되믄 여기는 오이 숨구고 

여기는 도마도(토마토) 심구고 여기는 차미(참외) 심구고(심고) 그런다구. 밭

이 한 천 평(1,000평) 되믄 제일 빨리 따는 게 오이. 하루 걸러 한 번씩 이틀

에 한 번씩 따. 그러구 나면 도마도, 그거 하구 나면 차미. 차미, 수박이 맨 마

지막으로 딴다구. 차미(참외), 수박 이런 거 다 수확하면 김장심궜지. 김장은 

그냥 밭에다 씨를 뿌려서 그냥 심궈. 나 에 솎아 가지구 하나씩 뒀다가 키우

는 거지. 씨루 심궜으니까 여러 개가 나오잖어( 한성 1939년생, 서울역사박

물  2009a : 157-158).

식농사라고 불린 강남의 채소재배는 탁상인에게 넘겨져 배로 옮겨져 매되

었는데 여름과일과 김장용 배추와 무 등 강북  지역의 시장으로 유입되어 소비되

었다. 1960년 까지 농산물 탁시장으로 활발했던 북아  재래시장의 경우 김장철

만 되면 도로 노면까지 시장이 형성되어 장사진을 이루었다.141) 곧 농산물 도매시

장, 고속도로 개통, 화물차 운송의 일반화 등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시 의 유통

구조 속에서 목선은 농 -강남과 도시-강북을 매개하는 운송수단으로 유용했던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선의 활용은 배를 만들고 수리하는 업을 하는 밤섬주민들의 

생업을 연속시켜주는 새로운 시장이었다. 당시 밤섬 주민들이 만든 야채배는 소형 

짐배인 덴마 다. 고기잡이 배인 쟁잇배와 달리 칸막이가 없어 짐을 싣기 편한 형태

인데, 쟁잇배도 칸막이를 없앤 다음 야채를 싣는 짐배로 활용하기도 했다.

한편, 한강개발이 본격화되기 이  한강의 자연환경 속에서 주민의 생업이 연계

되는 것으로는 채빙(採氷)을 들 수 있다. 채빙은 통사회부터 식민지 시기까지 이

어진 하층민의 겨울철 생업으로 1950년 에도 지속된다. 강변에 거주했던 농민들의 

농한기 부업거리로 채빙은 천연빙이 유효한 시 까지 지속되었다. 1950년  후반 

보건 생 문제로 천연빙 채취가 단속되기 시작해  인조빙으로 체되어 갔지

만, 1960년  후반 한강개발 직 까지 천연빙 채취가 이루어졌음을 보여 다.142) 그

리고 이러한 상은 강을 매개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경험에서 구체 으로 드러난

다. 이들에게 채빙은 겨울철 생산이 멈춘 강변의 경제를 그나마 녹여주는 일거리

다. 농사거리가 없을 뿐 아니라 배의 운항마  불가하게 되면서 수운이 막히게 된 

141) 동  한강변 에  재  채들  어 매 는 탁도매상들  심지 다. 

후 상  재래시  해 재 지 어지고 는  2011 는 뉴타운재개  해 

철거 어 사라지고 다( 울역사  2009 : 55-59).

142) 동 보 1961  2월 3 , 경향신  1965  2월 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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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환경 속에서 채빙은 겨울철에 가장 활기찬 생산활동이었다.

얼음을 톱으루 썰어. 힘이 들지. 톱이 옛날에 붕어톱이라구 커요, 이빨두 한 

뼘씩 되는거. 그래 그걸루 쓱쓱쓱 쓸지. 얼음을 츰에 깰 에는 괜찮어. 근데 

얼음을 자꾸 깨면 물이 올라온다구. 그럼 버선 짚시기(짚신)가 다 젖지. 그때 

장화가 어딨어. 짚세기에다 버선 신구 가니까, 아침에 나갈 때는 부숭부숭 했

지만, 조 만 있으믄 다 물이 올라와서 다 젖지. 그 게 살았어. ... 얼음썰구 

그런 거는, 농한기에 일은 읍구 용돈이래두 몇 푼 번다구 한거지.

 (문  1930년생, 서울역사박물  2009 : 104-105)

그럼 겨울에 무슨 벌이라는건 딴 벌이가 없어. 한강물이 얼으면 그거 얼음을 

떠다가 창고에다가 모았다가 그걸 여름에 패 내서 얼음을 팔았거든. 그거 이제 

겨울에 그거 한강얼음 썰면 그거 짐으로 져다가 창고에다가 쌓을 때 그거 한 

장에 얼마씩 받고, 그거 벌이. 그거 생기는 거 밖에 없어. 어디가 돈벌이 하나

도 없고. 그런거. 우리 어려서도 그런 것까지 해봤어. 써는 거는 거기 써는 사

람이 따로 있어. 우리는 한 장씩 지게에다가 져가지고  비탈에 갖다가 기 

갖다가 창고에다가 하면 몇 천 장씩 모으거든.

 (이경재 1936년생, 서울역사박물  2009 : 294)

밤섬에는 배를 맨드는 목수가 많잖아. 얼음 자르는 톱, 끄트머리 뾰족해서  

는 게 있어요, 배목수니까 톱을 잘쓰고 만지잖아, 얼음을 자르면 동강동강 

자를거 아니야. 그럼, 진쪼라고 있어요 진쪼, 얼음 는 거. 목수들은 톱으로 

자르고 자르면 동강동강 떨어져 나올거 아니야. 그러면 얼음 어 올리는 게 

진쪼야. 일본 말일거야. 그것도 밤섬 사람이 해. 지게로 져올리는 사람은 등

포, 강화, 김포, 수색 거기서 다 와요. 낮에 자르면 햇빛을 보면 못 쓰니까 밤 

9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해요. 밤에만 하는 거야. 이제 얼음창고로 지고 올

라가잖아 그러면 도장을 하나 어줘요. 지고 가면 하나에 도장을 하나 어줘

요. 창고에 벼껍데기 두껍게 깔고 장하는 거야 얼음을 그럼 각지 사람들이 

와서 20장도 지어다 놓고..밤새도록 해야 한사람이 50장 지어나르지. 자르면 진

쪼로 끌어놓으면 지게로 져서 창고로 올라가지. (M씨, 1936년생)143)

채빙은 겨울철 한강변에서 이루어진 주요한 생산활동으로서 오래된 역사를 가지

고 있었다. 조선시  이래 강변 주민의 부역으로 존재하다가 18세기 이후 노동력을 

143)   M 는 당시 사 했  막신  직 보 하고 다. 당시 채 할 는 

 신고  신 에 들어 지 도  막신  신었다고 한다. 실  시  사진에는 채

들  막신  신고 는 습  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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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게 되면서 하층민의 겨울철 생업으로 환되었다. 조선시 에는 지배층의 사

치품이었다면 이후 식민지 시기부터는 천연빙 회사가 설립되어 여름철 의 소비

품으로 생산량이 더욱 확 되었다. 그리고 식민지 시기에도 여 히 겨울철 생업으

로서 채빙은 강변 주변 주민들과 하층민의 주요한 생계수단이 되었는데, 벌빙(伐

氷) 인부들의 품삭 문제가 노동쟁의로 이어지거나 식민당국의 채빙 지로 인해 생

계가 어려워졌다는 신문의 보도내용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강

의 생태환경이 오염되지 않은 1m에 이르는 얼음을 생성시킬 수 있었던 환경과 

생기 에 의해 채빙을 지시키게 되는 1960년  이 에 이루어졌던 채빙 련 기

억은 밤섬 목수들에게서도 구체화된다. 채빙의 과정, 참여자, 그리고 임 을 받는 

방식 등이 세분화되어 나타난다. 먼  인근 주민들이 얼음을 지어 나르는 단순 노무

에 종사했다면, 밤섬 주민은 톱으로 얼음을 자르는 보다 기술을 요하는 업에 종사함

으로써 보다 높은 임 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붕어톱, 진쪼

와 같은 연장들은 배를 만들 때 사용했던 연장으로 아직 밤섬 배목수의 창고에 보

되어 있으며, 당시 발이 젖지 않게 신었던 나막신 역시 직  만들었던 신발로 채

빙 때 사용했던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4-1]1950년 한강 채빙 노동 과정

이와 같이, 한강과 강남이 본격 인 도시개발의 시 로 진입하기 이 의 경 은 

농 에서 도시로 환하기 이 의 서울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강의 생태 속에서 

응해가면서 환경을 괴하지 않고 생존해갔던 시기의 임계 은 바로 여기까지

다. 그리고 야채배라고 불리는 목선들이 강을 오고가며 야채를 실어 날랐던 상은 

밤섬주민의 생업인 조선(造船)의 지속과 연 을 갖는다. 조선(造船)이 반 으로 

 쇠락해지면서 다른 업을 찾아야 했던 상황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끝까지 조선업

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놀잇배뿐 아니라 바로 야채배와 낚싯배가 기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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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한강의 자연환경과 생태가 유지되고 있었던 산업화 시 의 경 에 기인한

다. 이것은 한강개발이라는 새로운 도시개조의 거 한 로젝트의 착수가 수 백년 

이상 지속된 강변 사람들의 생업을 멸시켜 가고 있었지만, 그것이 한꺼번에 모든 

걸 일소해 버리지 못하고 부분 이고 비균질 으로 진행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수운이  건설이라는 물리  방해물로 인해 소멸되어 갔으며 강북인구의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  상황에서 야채배의 운행이 증가하고, 채빙은 보건 생 기 이 생기

고 인조얼음이 상용화되면서 사라지게 된다. 그 사이 한강의 락화는 더욱 진 되

어 놀잇배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밤섬의 목수들이 배 만드는 일을 그만 둘 수 없

도록 만들게 된 것이다. 

3. 한강 연안 개발과 수자원 개발의 연계

서울의 팽창 과정에서 한강이남 개발에 한 압력은 강 남쪽을 넘어서기 이 , 가

장 커다란 장애물인 한강의 자연지형을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강 남

쪽 농 지역까지 서울을 확장시키기 해서는 변화무 하게 변화하는 한강을 제어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과제 다. 그러나 한강의 문제는 단지 서울의 문제가 아니

라 한강이 발원해서 서울로 흐르는 물 기  경로와 연 되는, 곧 북한강과 남한강 

물 기 체와 연결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도시개발의 문제뿐 아니라 하천 주변

의 홍수와 수자원 확보, 농업용수 문제 그리고 수력자원을 활용한 력확보를 포함

하는 국토개발 반과 연계되는 국가 인 로젝트 다. 따라서 한강에 을 건설

하는 문제는 도시개발과 공업화 입국을 한 인 라 구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실행

해야할 필수과제 다. 그리고 그 논의의 핵심은 홍수조 과 력수  등을 해결하

는 다목  의 건설로 집약되면서 1960년  후반 본격 으로 한강에 을 건설하

기 한 로젝트가 착수된다. 여기서 의 건설은 한강수운의 양상을 변화시키는 

한 행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한강수운의 쇠퇴가 철도와 도로교통의 발

달과 물류이동의 근  변화라고 설명한다면, 쇠퇴에서 멸시킨 계기는 쟁으로 

인해 생긴 북방한계선과 의 건설로 인한 통행의 불가라고 할 것이다. 남한강과 그 

지류에서 1960년  반까지 간간히 내려오던 배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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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하한선은 팔당  공사가 시작되는 1966년이다. 그 이  식민지 시기에도 한강

개발은 제방을 통한 방수(防水)와 수리를 통한 농업생산 증산, 하상정비 그리고 2

개의 이 건설되는 등 약 20여 년 동안 보 인 수 의 개발이 실행되어 왔다. 

건설의 경우 청평 과 화천 이 1943년과 1944년 각각 완공되었으며 그로부터 20

여 만에 1961년 춘천 (1965년 완공) 공사를 시작으로 1966년 팔당  공사(1973

년 완공)가 착수된다. 곧 이어 그 다음 해인 1967년에는 서울시에 의해 한강개발 3

개년 계획이 선포되고 이후 1년 만에 밤섬이 폭 되는 과정이 연속된다.

[표 4-2]한강 주요 건설 목록144)

이름 건설기간 수용량(t) 수 계

청평 1939-1943 1억 9000만 북한강

화천 1940-1944 10억 2000만 북한강

춘천 1961-1965 1억 5000만 북한강

의암 1962-1967 8000만 북한강

팔당 1966-1973 2억4400만 북한강과 남한강 합류지

소양강 1968-1973 29억 북한강수계 소양강

충주 1978-1986 27억 5000만 남한강

[표 4-2]와 같이 1960년  이후 한강에는  건설이 을 잇는다. 청평 과 화천

의 건설로 식민 말기 강원도 산간지역의 임산물의 수운 운송이 쇠락한 데 이어 

이후 양평과 경기북부 남한강 수계에서 유지된 수운은 1966년 시작된 팔당  공사

로 인해 마지막을 고하게 된다. 한강에서 마지막 뗏목을 본 기억을 1965년인지 1966

년인지로 기억하는 마포태생 주민의 기억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남한강의 경우 

1960년  반까지 강원도 정선과 월에서 뗏목이 뚝섬으로 내려왔으며 지류인 섬

강을 통해 원주와 횡성에서도 수운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건설은 수운의 통로를 

물리 으로 원천 쇄하 으며 물길을 따라 형성된 포구와 나루터, 주막 그리고 이

러한 지 들과 연결되어 있는 유통의 거 들 그리고 서울 한강변의 포구와 밤섬의 

변화에 큰 향력을 가져다주게 된다.

결국 한강개발은 서울도시 개조의 일환이기도 했지만 그 이 에 국가 인 로젝

144) 한강 계  건 과 해 는『한강사』( 울특별시사편찬 원  1985b : 816-8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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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인 ‘수자원종합개발10주년계획(1966-1975)’에서 시작된다. 이 로젝트는 한국

의 주요 하천을 상으로 하는 수자원에 한 조사로서, 식수원과 농업용수와 공업

화를 한 용수확보, 하천 주변 지역의 홍수 책 등을 한 건설에 이 맞춰져 

있었다. 그  한강에 련하여 주요 내용은 향후 10년 안에 서울부근 47km 구간의 

연안에 소양강, 충주, 단양  건설시차에 부합토록 ‘유수지를 개발․이용하고 건

설을 제로 방수제를 축조하여 수도권 일  농경지와 택지를 조성하고, 력을 생

산한다는 계획’이었다(건설교통부 1966 : 16-19). 이러한 ‘수자원종합개발사업’

이 국 주요 하천을 심으로 건설에 이 맞춰진 조사 던 반면 이와 동시에 

추진된 ‘한강유역조사사업’은 한강을 심으로 수자원과 연안토지자원의 최 이

용을 한 조사를 해 착수된 로젝트이다. 이 조사 역시 궁극 인 목 이 건설

로,  건설 정지에 한 지형, 지질 등의 조사자료를 미국의 자문을 받아 건설할 

계획이었다(건설부 1970 : 17). 1965년부터 착수된 이 조사는 1966년 본격 으로 활

동하면서 한강일  토지, 지질, 수문, 홍수 등 종합 인 조사를 실시하 다.

이러한 조사 로젝트는 1967년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만들어져 통합되었으며 

본격 인 건설을 한 국가 인 조직이 활동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 인 차원의 

개발계획에 맞춰 서울시는 『서울근교한강연안 토지이용계획 비조사보고서』(1966)

를 발간하고 이듬해 1967년에 『여의도 토지이용 기본계획  비설계보고서』를 발

간하여 이를 토 로 본격 인 한강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두 조사사업은 팔당에서 행

주까지의 구간에 한 토지이용 상황과 홍수피해 상황에 한 조사를 한 뒤, 그  

여의도 지역에 한 토지이용 효율화를 한 제방설치와 시가지 조성계획을 한 

사 조사를 심으로 하고 있다. 곧 국가에 의해 한강 역에 한 수자원개발 로

젝트와 동조(同調)시키기 해 서울시는 한강 하류부의 서울시 구간에 한 개발계

획을 착수시킨 것이다. 이 두 조사보고서를 토 로 첫 번째로 윤 제 축조 추진을 

바로 다음해인 1968년에 착수하고, 윤 제가 완성된 다음해인 1969년에 ‘여의도 

 한강연안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의 맨하튼을 만들기 한 로젝트가 시작

하게 된 것이다.

곧 공업화 입국과 도시를 개조하기 한 하천개발에 쏠린 당  한국사회는 국가

인 차원에서 한강 상류 지역에 다목  을 건설하는 로젝트와 지방정부 곧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한강개발 로젝트가 상호 공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추진

된 일련의 조사 로젝트의 결과물들은 수정을 거쳐 실제 정책으로 입안되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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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갔으며, 1970년  이르러 그 결과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런 에서 1960년

 후반 착수된 보  수 의 도시개발 방식들은  진화를 거듭해 정착하기 시

작했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 실행된 ‘불도 식’개발은 개발의 과제를 국가

 아젠다로서 부상시키고 그것을 공고히 하기 한 략들이 실천되었으며, 국가

가 도시개발을 주도하는 방식이 정착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 에서 한

강개발의 신호탄이 되었던 밤섬폭 는 그러한 도시개발의 연 기를 장식하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으며, 이후 강  마을들의 격한 재편을 가져오는 직  원인을 제

공하게 된다.

2 . 한강개발의 사회  경  

1. 한강 하 도(河中島)의 소멸과 재생

한강개발의 과정은 1960년  후반 가시화되어 1970년 와 1980년 를 거쳐 

재의 경 을 완성하게 되었지만, 실상 그 과정은 20세기 체를 통해서 설명해야 

근 화 과정으로서 개발의 의미를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 정교

화되기 시작한 개발의 실천들은 20세기 반 개발 이 과 보  수 의 개발행

와 연결시킴으로서 자연  경 으로서 한강이 사회  공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의 실

체들을 확인할 수 있다.145) 밤섬의 문제 역시 한강의 많은 하 도의 생성과 변화라

는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온 하게 자연지리학  상으로서 하 도인 

밤섬이 다른 하 도와 어떻게 다른 공간인지를 설명하는 작업이 포함되어야 할 것

145) 특 , 러한 변  실체들  상  경 학  닌 변  실체들  하고 그것  

실재 (substantiating)  상  하는 것  필  하  그러  해 는  그 공간에

 루어진 행 들  사  에  해  한다. 가 , 한강개  학  가  지 , 

행 가, 도시계  료  건 업들  역학 계  하는 식에는 공간 그 체  

 체 시  개  가 간과 경 그리고 새 운 공간  생 과 연계 어 다는 

미  각시   할 것 다. 그것  폭   한강과 강 개  실천  그것  

동시킨  역학 못지 게 개  계  변  사 상  보다 체 고 하게 검 하는 

것  필  한다.



143

이다. 특히, 같은 하 도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공간성을 생성시키거나 표출하고 

있음은 그것이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재 어떠한 장소로 의미화되는지를 통해 이해

할 수 있다. 여기서 공간성146)이란 사회  산물로서의 공간이 사회 계에서부터 떨

어져 이해될 수 없고, 이론화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모든 공간(space)이 사회 으로 

생성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공간성(spatiality)은 사회 으로 생성된 것이란 해석은 

밤섬의 공간성이 다른 하 도와 어떠한 공통 과 차이 속에 존재하는 지를 설명해 

다.

먼  과거 지리학자들에 의해 생산된 한강 하 도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하

도가 한강의 자연환경의 지배 속에 어떻게 치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과거 한강

의 하 도는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섬이 되었다가 육지가 되었다가를 반복했으

며,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다가 홍수로 인해 없어지거나 개발로 인해 완 히 소멸되

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김정혜(1967)는 한강 하 도가 1916년에서 1966년 50년 

동안의 하폭(河幅)과 이동을 조사했는데 뚝섬의 경우는 하상(河床)이 약 50m 좁아

진 반면 남쪽으로 250m 이동되었고, 랑천이 합류되는 곳에서는 약 150m 북쪽으

로 이동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 다. 한, 서빙고 도선장(導船)場) 이남 

동작동 사이에서는 약 200m 남쪽으로 이동하고 여의도에서는 하도(河道)가 남으

로 50m 이동했으며, 더 하류인 난지도는 본류 하폭이 300m 다가 50m로 어드

는 변화를 보여 다. 강 (1966)이 조사한 한강 범람원 취락의 분포 역시 변화무

한 자연의 힘을 다. 하 도 던 잠실도의 경우 홍수에 비한 터돋움과 방수, 

방품림 조성의 특성이 나타나고 범람원이 이동에 따라 취락도 이동하고 있음을 보

여 다. 이러한 50여 년 동안 한강 하 도의 변화는 하폭(河幅)과 하도(河道) 등의 

지리  변화에 좌우되었을 뿐 아니라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국가의 통제와 개발, 

한강수운의 사회경제  변화가 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1960년  후반 이후부

터는 자연재해의 험을 통제하는 기술이 고양되어 개발을 둘러싼 인간들의 행 에 

의해 한강의 하 도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20세기 반이 자연과 인간의 힘이 균형

146) 과학  공간  사  행  사건   상  공간 라 , 사 공간  사 행

 역  다 한 사  실천  통해 만들어진 공간 다. 사  공간   공간( 리

 공간) 에 재하는 상  공간 다. 고 리  공간  연  공간, 는 ‘ 1  

연(first nature)’ 라 한다  사  공간  그 에 만들어진 ‘ 2  연(second nature)’  

것 다. (Soja)는 사  생  공간, 다시 말해 특 한 사  내  지닌 공간  

‘공간 (spatiality)’ 라 고 다(  2000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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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하 도

20세기 

이

20세기 반 20세기 후반

1900~1920

년

1930~1940

년

1950~1960

년

1970~1980

년

1990년

~ 재

1 뚝섬

포구,

근교농업

지

포구, 

근교농업

지

포구 유지,

주택가  

공장지  

생성 시작

포구 기능 

 상실,

제조업 공장 

지  증가

경공업단지

서울숲 공원 

조성, 고층 

재개발 정

2 잠실 양잠업 양잠업 채소재배 채소재배
아 트단지로 

개발

기존 아 트 

재건축

3 자도
선비의 

은거지147)
모래섬 소멸

4 노들섬 강  마을   

홍수로 

인해 마을 

소멸

일부 주거지,  

유원지

매립되어 

공원

개발계획 

미정
( 재 도시 

주말농장으로 

활용 )

5 밤섬 조선(造船)을 주업으로 하는 마을
68년 폭  후 

소멸

소멸 후 

자연 으로 

퇴 되어 

철새도래지로 

재탄생

자연환경

보호구역

6 여의도 목축장

경마장,

비행장,

군사훈련장

국제 

비행장

비행장과 

재민 

주거지  

밭농사 

지 로 양분

업무지구와 아 트

7 선유도 어 마을 채석장 하수처리장 생태공원

8 난지도 농 마을(어업 병행) 농 마을

쓰 기 

매립장, 

빈민주거지

생태공원

있게 작동되기 시작한 시기라면 20세기 후반 도시개발은 자연을 압도하여 자연재

해를 방하기 한 기술을 하 도의 통제에 집 시키기 시작한다. 

[표 4-3]서울 지역 한강 하 도의 20세기 역사

20세기 이 까지 한강은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수운운송의 증가와 홍수로 인

해 재배작물이 변화하는 등의 변화 속에서 느릿느릿한 구조 속에서 장기지속해왔

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식민정부에 의해 국유화된 하천의 이용과 개발이 차 나

147)   락  는 , 가 는 우 , 과 연병   

시 었다고 한다(심경  2009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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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기 시작한다. 물론 그것 역시 자연환경의 변화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재

해를 방하기 한 한정된 조치나 근교농업지 가 경공업지 로 차 변화하는 

기 공업화의 변화를 보여 다. 20세기 후반 본격 인 도시개발 시기에 이르러 한

강의 하 도는 그 동안 거쳐온 변화와 양 , 질 으로 다른 변화를 거쳐오게 된다. 

특히 주민집단이 홍수로 인해 이주하거나 육속화 되기도 했으며 단  택지개발지

구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쓰 기매립장과 하수처리장으로 변용된다. 이  밤섬과 더

불어 난지도와 선유도의 사례는 20세기 도시개발의 역사에서 의미있는 사례의 

형을 보여 다. 3개의 섬은 모두 사람이 살던 강 의 락으로 존재해오다가 사라

지고 재는 공원화되어 한강의 표 인 명소이자 랜드마크가 되어 있다. 

난지도의 경우 모래내, 홍제천, 불 천이 유입되고 한강 남안에는 안양천이 유입

되어 오래 부터 모래섬을 형성하고 있었던 곳으로 조선시  도(中草島) 는 

압도(鴨島)로 불린 하 도 다. 1910년 경『韓國水産誌』에 조사된 보고서에 의하

면, 난지도에는 132호 519명이 거주한 매우 규모있는 마을로 기록되어 있다. 그  

어업은 15호 60여명이고 어선이 9척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충 토 채소경작지에서 

반농반어를 하는 강 으로 기록하고 있다(조선총독부농상공부편 1910 : 175).

[사진 4-3]1960년 강변 락에서 쓰 기 매립장으로 변한 난지도

출처 :좌(조선일보 1964년 7월 8일자),우(조선일보 1988년 6월 1일자)

18세기 강 의 풍경화에서 묘사된 경 은 20세기  난지도의 토지사용은 재배

작물의 변화까지를 악할 수는 없지만 1970년  후반까지 농업이 주업이었다. 이

러한 토지경작과 주민의 생업은 1978년 쓰 기 매립장으로 섬이 변하기 이 까지 

지속되었다. 난지도는 여의도와 같이 20세기 반 식민정부하에서 군사훈련장이나 



146

비행장으로 활용되지 않았으며, 해방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 시기 반까지 토지사

용이 지속되었다가 서울의 공간확장과 도시화가 진 되는 1970년  후반 쓰 기 

매립장으로 변모하게 된다. 1976년 제방축조공사가 시작되어 다음해 완성되어 쓰

기 매립장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넝마주이’로 표상되는 빈민주거지가 형성된

다. 쓰 기 매립장으로의 사용이 1993년에 단되었지만, 다시 이 공간을 어떻게 

재정의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까지는 몇 년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과 공원으로 변모한다. 곧 난지도는 한꺼번에 쓰

기가 매립된 것이 아니라 천천히 섬을 쓰 기매립장으로 만들어 그것이 산을 이루

게 된다. 그리고 쓰 기가 산을 이루는 과정 동안 한강종합개발과 올림픽이 치러지

고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을 돌 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그 사이 난지도 안에는 넘

쳐나는 쓰 기 산과 ‘넝마주이’라는 새로운 도시빈민 생업군이 등장하여 기존 토착

의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섞여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성을 생성시키기도 했다. 

선유도(仙遊島)는 18세기 그림에서 묘사된 것과 같이 육지에 연결된 우리 으

며, 우리 아래 수십 여 호가 모여 산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1920년  반 일제

시기 까지도 해발고도 40m의 작은 우리인 선유 (仙遊峰)으로 30여 가구가 마을

을 이루고 살고 있었으나, 1925년 을축년 홍수를 겪게 된 이후 주민들의 부분

양화동과 양평동 일 로 이주하게 된다. 한강개수 공사의 일환으로 여의도비행장으

로 가는 길을 만든  채석장으로 사용되었으며 미군정기에는 인천으로 가는 길을 

만들기 해 선유 을 채석장으로 사용하여 평평하게 변모하게 된다. 이후 1962년 

제2한강교의 착공으로 선유 은 사라지고 모래밭만 남게 된다. 이후 1965년 제2한

강 교인 양화 교가 만들어지고 1968년 본격 인 한강개발로 섬으로 만들어져 있

으며, 1977년 수원지 공사가 착수되어 1978년 선유도 정수장이 된다. 선유도 정수

장은 약 20여 년 동안의 활동 끝에 2000년 폐쇄되었으며, 활용방안 논의 끝에 기존 

정수장 건축물과 시설물을 재활용한 생태공원으로 2002년 재개장하여 선유도 공원

이 만들어지게 된다. 선유도의 경우 을축년 홍수 때 이주해 온 주민들이 양평동 일

로 이주해 오면서 느티나무 신목(神木)을 가져와 재까지 도당제를 지내고 있다

(서울역사박물  2006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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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4]강변 락에서 정수장(1979년)그리고 신목으로 남은 선유도의 역사

출처 :좌(정선 作,오마이뉴스 2010년 5월 1일 기사), (서울특별시 소장),

우(서울역사박물 2006:102)

난지도와 선유도 외에 뚝섬과 잠실, 부리도 역시 근 화 과정을 통해 공간성의 다

양한 의미를 담지해왔다. 뚝섬이 통사회에서 한강의 요한 나루터로서 20세기 

까지 객주들의 본거지이자 서울 근교의 채소경작지 던 반면, 식민지 시기를 거

쳐 한강수운의 쇠퇴한 이후에는 경공업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한강연안에는 유원지

화되어 여름철 락지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때 번성했던 보트 여업은 밤

섬주민들의 조선(造船)을 지속시켜주는 수단이 되었다. 한편, 잠실과 부리도는 강

남개발과 한강종합개발 과정을 통해 1970년 와 1980년  20여년에 걸쳐 개발되

었다. 식민시기 이후 양잠업이 쇠퇴하고 태평양 쟁 시기 군수물자 보 을 한 단

무지 재배에서 시작된 식농사는 개발이 시작되기 까지 번성해갔다. 해방과 

6.25이후 강북의 인구가 증하자 강남이 채소재배지로 성장하게 되면서 배를 통해 

한강을 건 다니는 상황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섬이었던 잠실과 부리도가 1971년 

육속화되고 매립된 토지에 아 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락으로서 잠실은 아 트공

화국의 명사라는 새로운 공간성을 생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한강에서 하 도라는 공간은 20세기를 거치면서 사회 으로 생성된 

공간, 다시 말해 특정한 사회  내용을 지닌 공간으로 ‘공간성(spatiality)’이라 부

를 수 있는 의미들이 연쇄 으로 변화해 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밤섬의 

공간성이 차지하는 치 역시 이들 하 도의 역사와 같이 개발의 과정 속에서 공통

으로 의미화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섬들과 달리 밤섬의 공간성은 그곳에서 거주

했던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밤섬 마을은 오랫동안 세

를 거듭해 거주해 온 집단일 뿐 아니라 조선(造船)이라는 생업의 승과 밤섬부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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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5]1963년 뚝섬 유원지 풍경.보트배는 밤

섬 주민의 조선(造船)을 연장시켜주는 수단이었다.

(출처 :서울특별시 소장)

이라는 마을의례의 실체를 연속

시켜 온 집단으로 한강변 다른 

의례실행의 집단보다 세  승

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이것은 

밤섬이 20세기 한강 하 도의 역

사가 연속해 온 공간성의 생성이

라는 보편  흐름 속에서 과거로

부터 연속해온 ‘시간’과 ‘사

람들’의 생산을 통해 특수한 의

미를 발산시키고 있음을 보여 다. 밤섬의 운명이 다른 하 도와 다르게 개되는 

양상은 바로 이 지 이다. 밤섬을 떠나 와우산으로 이주해간 지 30만에 밤섬마을은 

아 트로 변모하게 되지만, 마을 주민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주는 부군님을 모신 당

을 재건하고 이를 지켜내는 것에 성공함으로써 마을의 역사는 소멸되지 않고 연속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강개발과 도시개발의 체계

한강개발의 첫 신호탄이 된 여의도 개발은 이후 진행된 동토지구획정리 사업으

로 표되는 강남개발과 이후 한강종합개발로 이어지는 도시개발의 첫 단추 다. 

제1차 한강개발148)로 명명되는 윤 제 축조 곧 밤섬폭 의 직  원인이 된 이 개

발 사업은 1966년 추진된 한강유역조사사업의 일환이자 ‘ 서울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서울마스터 랜’(1966년)  하나 다. 종국 으로 여의도 개발은 강원도

와 충청, 경기 지역에 걸진 한강유역 체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토지사용, 용수, 홍

수, 력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은 공업화라는 한국사회 당면의 목표와 도시 

개조의 압력에 다다른 개발시 의 도래를 의미했다. 여의도 개발이 착수된 이후 

한강변과 강남일 를 심으로 개된 도시개발은 이후 20여 년 동안 올림픽이 치

러지는 시기까지 지속된다.

148)  한강개  1967  래 1982  진  한강 합개  었는 , 편 상 1967  

사업  1차 한강개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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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여의도 개발 추진 과정

연도 사 업 명 주 요 내 용 비 고

1966.3 한강유역조사사업 착수
건설을 심으로 하는 조사

사업 착수

1966.8
 서울시의 8.15도시계획 

모형 시인 
‘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마스터 랜’을 통령
에게 보고하고 언론에 공개

통령으로부터 추인

1966.12
서울근교한강연안 

토지이용계획 비조사보고서
팔당-행주 구간 토지이용  
홍수상황 조사

1966.12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용역완료
1966-1985년 20년간의 주요 
도시계획 수립

1966.6월, 국토계획
학회에서 용역 수행

1967
침수지구(여의도)토지이용 

기본계획  비설계보고서
여의도 제방 축조  시가지 
조성 계획 조사

한강제1교-여의도 
구간 강변도로 공. 
건교부와 국방부 
의를 통해 밤섬폭
와 여의도비행장 이
 의

1968 여의도 윤 제 착공  공 윤 제 축조  여의도 매립 공 밤섬폭

1968
한강유역조사사업 

간보고서 발간

건설을 한 지질,토지,홍수 
등 한강유역 역에 한 조사
완료

1969
여의도  

한강연안개발계획수립
여의도 시가지화를 한 도시
계획 기본 계획안 구상

1971 여의도 종합개발 계획 수립 여의도 개발 기본 설계 수립

[표 4-4]와 같이 한강유역을 개발하기 한 계획은 다시 팔당에서 행주라는 서울

근교 지역에 한 조사로 압축되고, 다시 그 구간  여의도가 첫 번째 개발지역으

로 확정되는 과정을 보여 다. 그리고 그 사이 ‘ 서울도시기본계획’과 맞물리면

서 한강연안과 그 이남이 서울의 신도시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그림이 서서히 만들

어지고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동시에 윤 제 공사 이 인 1967년에 한강 제1교(한강

교)에서 여의도 입구까지 첫 강변도로를 완성하게 되어 한강개발의 조를 조성

했으며, 이것은 다음 해 건설될 윤 제와 연결되는 도로이자 제방의 역할을 하게 되

었다. 맨하튼을 염두에 둔 당시 강변도로의 개통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착수의 실마

리가 되었다는 직 료의 회고149)를 통해서 드러나듯 한강개발의 가시 인 진척

을 보여주는 첫 단추 다. 그리고 윤 제 축조 직후 빠르게 진행된 여의도 시가지화 

149) 경 고 도  사업 착 에  에 해 는 차 (2005 : 121)  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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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향후 개된 개발의 목 과 방식의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기도 했다.150)

이러한 도시개발의 방향과 방식은 향후 강남개발 과정에서도 모델이 되었다. 곧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해 매립을 통해 얻어진 토지를 매각하거나 개발의 가

로 수익을 거둬들이고 이 자본을 다시 개발을 한 산으로 투입하는 방식이다.151) 

그런 에서 여의도 개발은 군사정권 하 서울의 속한 도시확장의 방식과 방향 그

리고 그러한 기술의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 다. 권 이면서 빠른 의사결정구조, 

군 출신 행정가와 구미에서 유학한 문 료의 참여 그리고 토건기업의 성장152)이 

조합된 구조 속에서 개발로 확보된 부동산과 부재료를 활용한 재투자 그리고 일련

의 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정부조직의 생성 등 일련의 형태들은 개발의 사회기술  

체계의 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기술  체계의 형성은 1960년  도시개

발 과정에서 국가의 기획과 실천이 추동하는 힘이 매우 요한 기제로 작동하는 것

에서 연원하지만 그 내부에는 테크노그라 트라는 새로운 계층의 역할, 토건기업의 

성장과 같은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 , 한강개발과 련된 일련의 정책 결정 과정은 매우 일사분란하고 신속하게 

추진된다. 여의도를 시가지화 하는 문제는 서울시라는 지방정부에 의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공유수면매립과 여의도비행장 이 과 같은 앙정부 

부처의 허가와 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

러나 의사결정의 단순화나 신속화는 군출신의 료집단의 계  구조 속에서 거꾸

로 이루어지는 상이 나타난다. 이를 테면, 서울시가 건교부나 국방부와 의를 끝

150) 처  한강개  당시 개   다  5가지  고 다. ( 울특별시 1968 : 10)

    1. 한강  도시  심지 생  들어 게 한다  

    2. 고 료도 건

    3. 강변시가지건

    4. 고 트건립

    5. 한강  

151)  도시개  프  식  하는  어 다 과 같  3가지 차원  하고 

다. 

   1차원 : 건  열에 참여시  민 과 주체  고 (鼓起)시킨다.

   2차원 : 건  통한 도시  가   린다.

   3차원 :  재 한다. 

152) 당시 도시개  가  료  거 없는 진과 그  한 업들  역할  컸다. 한강개

에 참여한 업 는 림산업주식 사, 한 척공사(大韓電拓公司), 동 건 합 사, 

건 주식 사, 경향건 주식 사가 참여했다( 울특별시 1968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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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6]1968년 5월 여의도 윤 제 공사

장,김 옥 시장의 모토 ‘서울은 싸우면서

건설한다’.(출처 :서울특별시 소장)

낸 이후 사업의 구체 인 계획과 허

가를 득하는 것이 아닌 ‘청와 를 

먼  거친 다음’ 국가기 과 의하

는 방식은 당시 도시계획을 담당한 

료들의 증언에서도 나타난다. 그리

고 서구에서 도시와 건축에 한 

문 인 교육을 받은 엘리트가 의사결

정에 참여함으로써 개발의 정교함과 

당 성이 부가되는 형태는 군사정권

하에서 실천되는 정책결정 과정을 일

면을 보여 다. 곧 군인출신 행정가와 

기술 료의 결합, 민간부분에서 확산되는 도시계획과 토건기업의 민첩한 응은 당

시 도시개발을 견인하는 주축이었다.

아 이사람(김 옥 시장) 스타일이 이겁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 요. 

를 들어서 무슨 아이디어를 이 게 내잖아요? “부시장님 이건 이 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 이 이거고 단 이 이 습니다. 산은 이만큼 드는데 우리

가 약하면 이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빨리 스 치 한번 그려보라고 그

래요. 그러면 도 해요. 성격이.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딱 보더니 청와  화 걸어요. 90%가 오라는 거 요. 그러면 나하고 같이 갑

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시장님도 있지만 건설부 장  아

니 건설부 거쳐서 총리 결재 맡아야 하지 해야 하는데, 이 분은 그냥 “각하 

사인해 주십시오.” 하는 거 요. 그러니까 서류는 돌고 있는데 일은 벌써 시

작한 거 요. 그래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 

미국이 오늘날 왜 이 게 발 을 했느냐. 개척 정신 때문에 발 을 했고,  

그런 개척정신 때문에 달에다가 로켓트 쏘아가지고 달 표면에 도착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에서 미국사람들이 그런 개척 정신이 어디서 나오냐. 기독

교 정신에서 나오는 거 요. 그러니까 우리는 1차원 인 생각 밖에 못했거든. 

서울시? 그냥 세  나오면 걷은거 가지고 상유지하는 거 요. 아무것도 못

해. 근데 1차원 넘어서 4차원으로 간다 이거 요. 호주머니에는 100불 밖에 없

지만은 그 때 내 생각으로는 20,000불 30,000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테크닉. 그게 하나의 기술이거든. 그러면 서울 시민이 낸 세  뻔한건데. 그래 

그거 가지고 상 유지하는데 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그 자리 지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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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 요. 근데 나는 미국에서 공부해 가지고 와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스카웃되서 서울시를 화 시켜 나갈 때, 사명감을 줬고, 개척정식이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 것 같아요. (당시 서울시 료 P씨)

당시 군인 료와 테크노그라 는 개인이지만 매우 구체 이고 향력있는 단

과 결정 속에서 도시를 변화시키는 가시 인 결과를 드러냈다. 당시 고  료는 여

의도가 뉴욕의 맨하튼을 모델로 한 것임을 이야기 한다. 련 정부 부처와의 타 과 

재원조달, 최고 의사결정에 이르는 복잡한 실행과정을 단축시키고 당  최고의 건

축가를 참여시켜 구상했음을 알 수 있다. 가 한국에서 가장 문가인가? 라는 질

문에 당한 인물이 선정되면 그 즉시 사업의 구상과 실행이 착수되는 방식은 속도

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특히, 속도 주의 권 인 성장정책이 한국사회에서 미

덕으로 칭송되었을 만큼 국가 최고정책 결정자와 그 이하 주요 인사, 서울시장 직의 

상당수를 군출신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가령, 밤섬을 폭 한 불도 로 불린 시장의 

부임153)과 그 개인이 이끈 실행력은 군 를 연상시키는 구호 속에서 큰 향력을 

발휘했다. 매우 단호한 개발에 한 의지와 목표설정, 개발의 장 속에서 투와 

같이 지휘하는 방식은 한강개발 원년인 1967년을 ‘돌격의 해’로 선포하고(차일석 

2005 : 182) 시내 도로공사와 세운상가 개발, 종로 3가 일  정비 등 과감하고 투

으로 목표를 실행해갔다. 그의 계획은 연일 신문과 TV에서 요한 사회면 기사거

리 을 정도로 주목을 받았으며, 그의 투  시정은 심의 상이었다. 그가 내세

운 표어, 를 들어 ‘서울은 싸우면서 건설한다’는 의지는 통령이 밤섬폭  후 

윤 제 공식 때 ‘한강개발’을 쓴 휘호를 새겨 넣는 의식으로 이어졌다. 한, 

개발에 한 당 가 단순히 토목이 아니라 ‘민족정신’으로까지 표 되고 있던154) 

153)  시  신  었 , 산직할시  거쳐 1966  3월 울시  

한다.

154) 여 도  공 후  시  한 편  시  시  보 책 에 다 과 같  다.

여  한강 여 도는 400만 우리  氣運 다

여  한강 여 도는 億百  래  쳐 다

여  한강 여 도에 우리  지 , 열, , 망 

그리하여 우리  마  들어 쳐 다

여  한강 여 도  來日  

우리는 지  한다

몸 쳐 생하여 건 에 쓴 께 감사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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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당  군인 료에 의해 주도된 개발의 아젠다가 어떻게 실천되었는지를 보여

다.

동시에 일반 인 행정조직과 별개로 한강개발을 한 문 인 행정조직이 만들

어지게 되는데, 여의도 개발 당시 등장한 투형 행정시스템이라할 수 있는 서울시 

이동시청이 한강변에 세워졌으며, 밤섬폭  직  1968년 1월에 ‘서울특별시한강건

설사업소’가 출범하게 된다. 당시 서울특별시한강건설사업소의 역은 다음과 같

이 한강과 그 주변을 심으로 하는 도시개발에 을 두고 있다.155) 

 1. 한강이용계획  활용

 2. 강변토지이용계획  건설

 3. 제방축조(근 화), 도로축조(고층유료화)

 4. 한강변 고층도시건설

 5. 기타 도서(島嶼) 개발계획  건설

이 시기 계획된 한강개발의 주요한 의제들은 1982년 한강종합개발로 진화되어 

갔으며 재 실행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로 연결된다. 가령, 1968년 제시된 한강변 

양안을 도로화 하는 계획이나 한강변 고층도시 건설은 강남개발과 한강종합개발로 

연결되며 도서(島嶼) 개발은 2000년  이후 한강 섬 개발사업과 연계된다. 아이디

어 수 으로 제시된 아젠다들은 1970년 와 1980년 를 거쳐 부분 실 되어 갔으

며 재는 당시 실 된 개발을 다시 개발하는 재개발(Redevelopment)156)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한, 개발을 한 산확보를 한 기술도 정교해졌는데, 표 인 

것이 ‘체비지(替費地)’의 활용이다. 체비지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산

을 확보하기 하여 마련하는 토지로써 개인토지를 개발하는 가로 소유주로부터 

땅으로 받아 이를 팔아 공사비를 댔다. 이 때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로 사용될 토지

도 체비지로 충당하기도 하며 공사비가 충당되고 남은 경우는 나머지 땅을 다시 매

각해 개발 산으로 확보하게 된다. 개발 산이 부족한 정부에서 지속 으로 도시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방식에서 기인한다. 

155) 한강건 사업 는 1968  1월 25  하여 여 도  건  주도한다( 울특별시 

 519   울특별시 규  689  1968  1월 10  참고).

156) 울시  한강 상  산 상 는 새 운 태  도시개  지 한 어라고 단

다. 상 가 과 재생  미하듯 과거 미 낮   개  태  다시 업그

드해  재개 하여 도시  재생시키는 후  산업  시  도시개  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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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7]불도 시장을 몰아낸 와우아 트 붕괴사

건.밤섬마을 바로 이었으며,밤섬폭 에 한 부

군님의 분노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출처 :서을특별시 소장)

그러나 목표의 설정과 이  한 실행의 결과들이 의도 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

다. 속도주의를 제어시킨 것은 다름 아닌 속도주의 그 자체 다. 마치 속도주의를 

매우 분명하게 실패라고 선언한 듯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사건은 다름 아닌 

밤섬을 폭 한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시민아 트’ 가 무 진 사건이었다. 무

허가 자 을 허물고 ‘시

민아 트’라는 이름의 건물

을 짓기로 하여 1969년 착수

된 이 사업은 당시 령, 

령 출신의 구청장이 경쟁

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시민 

아 트 건설의 권한을 구청

장 결사항으로 임, 의욕

을 북돋우려 경쟁을 유도하

던 것이 화근이 되어(차일석 

2005 : 155) 하청업자가 재하

청을 주는 건설업계의 행

으로 건설 가액이 내려가 부실공사로 귀결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불도  시장은 

사임하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 와우아 트는 밤섬이주민 주거지의 바로 이었으

며157), 당시 주민들은 그의 불운한 운이 자신들의 고향을 없애버린 것과 결부시켜 

부군님이 노하신 인과응보라고  이야기되곤 했다고 한다.158)

요컨 , 1960년  후반 1970년  반의 한강개발은 군인출신의 행정가와 서구 

도시행정의 수혜를 받은 엘리트 료에 의한 기획과 이들에 의해 실행되는 빠른 정

책 단과 개발 아젠다를 승인해주는 의사결정구조와 토건기업의 성장 속에서 실행

되었다. 밤섬마을의 와우산 이주는 이러한 기 도시개발의 체계 속에서 실행되었

으며 이후 ‘와우아 트 붕괴사건’이 표출한 속도주의 도시개발의 그림자는 불도

157) 우 트는 공 게도 우산 ‘ 마 ’  에 는 트   주민들 역시 당시 

 생생  억하고 다.

158)  시  시 에  러   원 거에 마했다가 했  후 재 하지 

못하게 다.  폭  우 트 에   주민들  에 해 는 진   

연  참고(1999b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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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개발에 한 문제제기를 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것이 개발의 속도를 제어하

거나 개발의 당 성을 수정시키는 사회로 환시키지는 못했다. 한강개발로 인해 

여의도의 제방으로 사라진 이후 밤섬주민들은 섬에서 나와 강의 생활환경과 분리되

었지만 한강을 매개로 조선업을 유지시켜 나갔으며, 여의도는 한국의 정치경제 

심의 메카로 부상된다. 이후 1970년  착수된 강남개발을 시한 서울의 도시개조 

사업은 보다 가속화되고 정교화되어 진 되어 갔으며, 이러한 개발의 연 기는 

1990년   와우산 밤섬마을이  다시 이산하게 되는 시기까지 연결된다. 

3. 도시개발의 유산으로서 아 트와 밤섬마을

밤섬 폭  이후 1970년 동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작된 강남개발의 착수는 본

격 인 서울 만들기를 의미했다. 당시 서울이란 지 의 강북을 의미했으며, 강남은 

고작 벌 에 불과했으므로 그 텅빈 공간을 채우기 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기술  

형태들이 정부에 의해 제시되고 독려된다. 공공시설과 교육시설의 규모 이 , 그

리고 고속버스터미 과 지하철 노선의 배정 등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인구증가를 

한 작업에 집 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들은 명문학교를 선망하는 이주수요를 자

극하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 투기수요가 집결되면서 1970년 와 1980년 를 통해 

총체 인 자본의 이동을 가속화시켰다. 올림픽을 계기로 도시개발은 더욱 진 되어

갔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회  상은 한강 건 , 곧 강남이라는 새로운 도시공간을 

만들어 내고 그곳이 단순히 강의 남쪽이 아닌 계층  의미와 상층문화의 생산지로

서의 아우라를 발산시키게 되는 새로운 공간의 생산을 창출하게 된다. 원래 강 이

었던 강남에 택지와 상업지구, 공서가 입지하 으며,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고 

한강의 다리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농  락은 완 히 해체하게 된다. 택지로 개발

된 반듯반듯한 토지는 단지형 아 트가 자리잡아 국에서 가장 많은 아 트가 입

지하게 되었으며, 도로의 신설과 방수 책으로 신도시로서 안정 인 공간으로 변화

해갔다. 그 사이 한강은 수질오염으로 수 이 지되고 나룻배의 운행 지와 어로 

지, 보트놀이 지 등 주민생활과 유리되어 갔으며, 동시에 지속 인 채굴, 모래

설은 토건사업을 해 계속되었다. 강남 강 마을의 나룻배와 정자, 논을 가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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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소, 배나무 밭의 경 이 소멸되는 과정은 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강남의 

표상이 생성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한, 강남의 생성을 매개하는 공간으로서 한강 

그리고 강북과 강남의 경계로서 한강의 공간성은 1960년  말 한강개발을 시작으

로 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한국사회의 주도 인 주거문화로 정착된 아 트의 존

재는 개발의 정치학과 사회학을 이해하기 한 핵심이 되었다. 발 리 조

(Valerie Gelezeau)에 의해 제기된 서구가 아닌 한국  주거문화의 의미로서 해석

되는 ‘한국  아 트’ 문화의 형성은 단순히 집의 의미를 넘어 한국  도시화와 

사회의 주거와 계층, 공동체가 혼입되어 있는 독특한 합성물을 생성시키게 되었

다. 조에 의하면 한국의 아 트 단지는 한국 사회가 화로 돌입하면서 쏟아

낸 가장 독창 인 산물  하나로 성의 산물이자 매개체이며 상징물로 한국 

성의 한 척도이다( 조 2004 : 264). 이런 에서 아 트는 도시개발의 정치경

제학과 사회학이 형성되는 ‘개발의 문화’를 이해하는 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재 일반 인 규모 단지형 아 트의 형성은 도시개발의 산물로서 아 트를 한 

도시이자 아 트의 도시로 진화해 왔다. 서구의 주거양식인 아 트가 한국으로 유

입되어 도시개발의 한국  체계에 의해 변형된 아 트의 확산 그리고 그것이 서민

층이 아닌 상류층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로 자리잡는 과정은 곧 도시개발의 결과물

일 뿐 아니라 도시개발을 추동하는 방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한강변에 자리잡은 락들이 아 트로 변해갔음은 물론이고, 개발을 해 고향을 

내  밤섬주민들은 새로운 이주지인 와우산 마을을 아 트로 내주게 된다. 개발과 

재개발의 순환 그리고 여 히 승승장구하는 개발의 장들은 아 트를 그 결과물로 

쏟아내고 있으며 밤섬마을 역시 그 해체의 종 에는 아 트가 있었다. 강남의 아

트화가 올림픽을 후로 완성된 이후 강북은 상계동과 같이 도시 주변부 근교농업

지 를 규모 아 트 단지로 환시켜 갔으며, 이후 주로 고지 에 치한 과거 

자집을 양성화시켜 만든 층 노후화한 주택들을 아 트로 재개발하는 움직임이 산

발 으로 착수된다. 공유지와 사유지가 뒤섞인 복잡한 토지소유 계와 조합의 결

성과 시공사의 개입 등 한국형 도시 재개발 사업이 아 트로 종결되는 이른바 합동

재개발 방식의 안정  정착이 이루어지게 된다. 밤섬 마을의 최후가 아 트로 종착

된 것은 아 트가 도시개발이 만들어낸 사회기술  체계 속에 요한 치를 하

고 있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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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밤섬 주민의 토지 소유

구  분 시 기 토지소유 비 고

한강 

밤섬마을 

20세기 반
토와 지가 부분 

국유지

식민화 이후 토지조사를 통

해 국유화되거나 여의도 비

행장 건설로 인해 수용됨

20세기 후반

지는 부분 

사유지이나 기타 임야는 

국유지

지만 부분 불하받아 사

유화 (밤섬 체는 국유지 

35%, 사유지65%로 구성)

와우산

밤섬 마을
1968년 이후 시유지

건축물만 밤섬주민 소유, 토

지는 서울시에서 토

와우산

밤섬마을

해체기

1993~1995
총 35가구  시유지 

불하 11가구

밤섬마을  세 가 20년 이

상 사용한 토지사용료 지불

창 동

삼성아 트
1998년 이후 사유지 아 트 소유자 공유

밤섬마을의 모래사장과 여의도 일  밭들이 국유지 던 것에 반해 밤섬주민들의 

거주지는 부분 불하를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유지 다. 그러나 섬에서 나와 

산으로 간 이들은 시유지를 제공받았을 뿐 소유권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밤섬주변

의 하천부지는 공시지가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보상비를 충분히 받지 못한 주민들

은 와우산으로 이주해 토지소유를 포기하고 보상비로 새로 살 집을 짓는데 투자하

게 된다. [표 4-5]처럼 와우산 밤섬마을은 시유지를 유했기 때문에 법 으로는 무

허가 주택이었으며, 1998년 아 트가 공되었을 때에도 부분 입주를 못하거나 

몇몇 입주한 세  역시 아 트를 떠났으므로 밤섬 주민들은 아 트를 소유하지 못

하게 된다. 처음 밤섬주민들이 아 트재개발 구역으로 편입되기를 동의했을 때 모

두 아 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각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다른 무허

가 주택과 구분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울시로부터 공식 으로 이주지

를 받아 이주했기 때문에 밤섬마을의 주택은 온 히 밤섬사람들의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상황에서 기인한다.

이후 밤섬주민들이 한강을 떠난 다음 여의도와 강남일  택지를 심으로 보 된 

아 트는 상류층 주택으로 선호되기 시작했으며, 그로부터 한 세 가 흐른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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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후 아 트는 가장 선호되고 일반 인 주택형태로 자리를 잡게 된다.159) 

1968년 밤섬이 폭 되고  다시 1998년 와우산 밤섬마을에 아 트가 들어서게 되

는 30년의 시간은 한국을 아 트공화국으로 만들어 갔던 시기 으며, 20세기 후반 

도시개발의 역사를 아 트 없이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 다. 밤섬마을이 아

트 재개발을 계기로 이산되었듯이, 서민 이하층이 모여사는 좁은 골목길과 층

주거단지로 구성된 ‘도시마을들’(Urban Villages)은 1990년  이후  해체되어 

2000년  이후 뉴타운을 맞이해 거의 소멸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개 20세기 후

반 이후 모여든 이주민 집단들로 30년에서 50년 이상 거주한 장기 정착자들이 구성

했던 느슨한 수 의 마을들이 고층 아 트라는 새로운 국면의 도시재개발 체계 속

에서 변화를 정하고 있다.

3 . 한강에서의 밤섬마을과 이주 과정 

1. 한강 밤섬마을의 공간과 주민생활

1) 주민들에 의해 재구성된 밤섬마을

연구자는 한강에서의 밤섬마을에 한 이해를 해 주민 표들과의 만나 ‘밤섬

마을지도’를 작성하게 되었다[지도 4-1 참고]. 재의 밤섬은 사람이 사는 마을이 

아닌 철새도래지로서 ‘밤섬사람들’의 생활문화 공간으로 이해하기 해서는 그

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을 재구성해야 했다. 먼  지도를 만들게 된 과정을 밝히

자면, 연구자는 2009년 3월 20일 한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밤섬마을의 공간을 담

을 수 있는 지도를 그려볼 것을 제안한 것에서 출발했다. 이후 그 주민은 밤섬에 

해 잘 알고 있는 다른 주민 2명과 다방에서 함께 만나 작성했는데, 작성하다가 혼동

되는 부분은 다시 다른 주민에게 화를 걸어 확인했을 정도로 상당히 심 을 기울

159) 1996  울시 통계에 하  단독주택  768,318 가   해 트는 772,814가  

단독주택 가  월하고 다( 울시 통계 지 http://stat.seoul.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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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작성되었다. 이후 주민 표는 지도가 완성되자 2009년 4월 3일 연구자에게 연락

을 주어 지도를 설명해 주었으며, 그 지도를 커다란 삽화나 모형으로 만들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에도 주민 표는 연구자와 만나 지도를 다시 한 번 수정했으며, 

완성된 지도를 어떻게 커다란 삽화로 만들어 액자화해서 시할 수 있는가를 연구

자와 의하기도 했다.

연구자는 주민에 의해 만들어진 지도를 통해 여의도 가장자리의 과 같이 표시

되는 밤섬의 공간을 커다란 원으로 확 시켜 그 안에 존재하는 많은 골목길과 세부

인 마을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작은 장

소에 기반한 주민생활에 한 정보와 마을의례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을 포함하는 

정보들을 종합할 수 있었다. 특히, 그들은 밤섬을 행정구역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

름의 명칭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장소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곳의 이름짓기는 은행

나무, 바 의 모양, 지형  특징과 우물의 치 등 밤섬의 역사와 주민생활이 상호

작용된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 ‘밤섬마을지도’는 생활문화사  가치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지도 만들기’가 단순히 군가에 의한 요청에 의해 만들

어지지 않았음을 보여 다. 연구자는 그 동안 이들이 밤섬에 해 축 해오고 이것

을 시각 으로 재 하고자 했던 열망을 자극시켰다고 생각된다. 부군당굿이나 고향

방문 행사 때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가장 흔한 주제가 희미한 옛 사진으로 보

여 ‘내 집이 어디이며, 이 집이 구의 집인가’ 그리고 ‘이 길이 무슨 길이며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에 해 이야기하는 풍경이었다. 지도를 보여  주민은 단

순히 지도제작에 멈추지 않고 이 지도를 어떻게 재생산해서 주민들에게 보여  것

인가를 이미 고민하고 있었다. 이 지도가 완성되어 시되면 주민들이 자기 집을 확

인해보기 해 더 많이 올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우선, 한강에 있었던 밤섬의 존재는 주민들이 강조하듯 밤섬 자체를 유지해왔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곧 밤섬의 지질구성은 밤섬마을이 홍

수에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켜올 수 있었던 원천이자 폭 의 이유이기도 하다. 

밤섬이 제방을 쌓기 한 토석으로 검토된 이유는 이 섬이 충 토만이 아닌 하 도

로서 극히 보기 드문 암석도라는 지질  특성 때문이다. 그리고 이 암석이 매년 장

마 때마다 밤섬을 유실하지 않도록 한 물리 인 기반이었으며, 주민들은 이것을 용

의 머리와 비슷하다며 ‘용아머리’라 부른 곳이었다. 밤섬이 면 에 비해 오랫동안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마을을 이루고 살아올 수 있었던 ‘수해에 안 한 암석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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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8]폭 이 밤섬마을 경(1968년경)(출처 :동아일보 1993년 7월 1일자)

을 택하고 있으며 땅이 높기 때문’이며 이것이 ‘을축년 홍수에도 침수는 면하

고 아무리 큰 홍수가 있더라도 뚝섬이나 난지도와 같은 험성은 연 없는 항공모

함과 같은 섬’으로 설명되기 때문이다(이화여  사회생활과 1960 : 25). 1959년 밤

섬을 조사한 이화여  사회생활과의 보고서에는 밤섬 자연환경에 하여 다음과 같

이 기술하고 있다. 

 

한강은 우안 즉 서강측에 연하여 주류가 흐르며, 당인동과 석동 일부에는 낮

은 하식애가 발달하고, 그 사이는 선착장으로 되어 있다. 이에 하여 좌안은 

유속이 약하여 특히 유도측은 서호8경에 ‘율도명사’가 들어 있는 것과 같이 

백사가 일면에 퇴 하여 아름답다. 이 백사장은 6.25동난 까지는 조선장으로 

이용되었고, 근래에는 그 모래를 건축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한강은 근세에 수

원지의 살림이 황폐하 기 때문에 토사의 유출퇴 이 심하여 수심이 몹시 얇

아졌다. 노고의 말에 의하면 한강수심은 50년 과 과 비교하면 약 반이

나 얕아진 것 같다고 한다. 그리하여 근년에는 범람이 잦다.160)

160) 마포  강동  상  여  사 학 사 생 과 지리학 공 학생들에 해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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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9]1968년 폭 직 에 촬 된,밤

섬주민의 한강 물 긷는 장면(출처 :국립

화제작소 ‘한강개발’편 에서)

한강의 퇴 과 범람, 하상의 변화 그리고 조수의 향 등의 자연환경은 밤섬의 역

사와 분리할 수 없는 장기지속의 역사를 쓰고 있다. 폭  후에 다시 퇴 되어 철새

들이 모여들게 되고 근래에는 원래 밤섬의 넓이 보다 더 큰 크기의 하 도로 재편

되는 과정은 밤섬의 역사가 자연환경의 

변화와 상호작용해왔음을 보여 다. 자

연환경이 만들어낸 밤섬의 구조 속에 주

민들은 공간을 재구성해 오면서 그들의 

역사를 개시켜 왔다. 조선시  이래 

명사십리(明沙十里)로 유명했던 모래사

장은 조선업이 성했을 때는 조선장(造船

場)으로 사용되다가 이후 건축용 모래로 

사라져갔으며, 종국에는 밤섬폭 와 함

께 사라지게 된다. 주민들이 그린 지도

에는 마을을 지켜주는 신을 모신 의례의 

장소, 마을 일을 의논하는 공청과 마을 안을 연결하는 작은 길들 그리고 서강과 

등포로 연결시키기 한 길들이 얽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공간에 한 기억은 주

민들에게 아주 세부 인 장소들로 각인되어 있으며, 장소에 한 기억을 이야기 할 

때는 그곳에서 경험했던 고향에 한 서사가 다음과 같이 드러나기도 한다.

(사진을 보며)이 밤섬에 지명이 많아. 이쪽이 돌방구지라고 했어 여기에 나룻

배가 있었거든. 이게 다 배야. 나룻개. 머가 문둥개, 요기가 윗잰말 아랫잰

말. 여기가 아랫말. 유명한게 뭐냐면. 여기가 용아머리라고. 아주 괴상한 바

가 있어. 유명한 게 있어. 물이 들이차도 끄덕 안하는 거야. 이게 감나무야. 내

가 이거 따먹다가 떫은 걸 먹어서 배아 서 큰일날 뻔 했어. (D씨, 1933년생)

지도를 그리는 작업과정에서 드러나는 공간에 한 기억은 곧 밤섬에서의 경험과 

연결되고 있다. 음료수는 한강물에 의존하고 고기를 잡거나 조개를 캐서 부식물을 

얻었으며, 여의도 충 토에서 밭작물을 재배해 왔던 역사는 강의 생태  환경과 밤

여  5  동  사 었  다 해 사보고  간행했다( 여 사 생 과 1960 :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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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마을의 역사가 동조해 왔음을 설명한다. 이것은 겨울철 수운이 정지하고 마을 생

산력이 멈추는 계 에 마을 곳곳에 움집을 만들었던 형태들에서도 나타난다. 주민

들은 겨울에 ‘땅을 고 지붕을 만들어’ 움집을 지어 ‘ 를 길러 노랗게 싹이 트면 

그걸 팔았으며, 훈훈한 움집 안에 모여서 화투도 치고 놀았다’고 한다. 오랫동안 천

천히 변화해온 한강의 자연환경의 토  속에서 수 를 거쳐 익 온 조선(造船)이 

주민의 주된 생업으로 유지되고, 부군당을 마을 의례의 핵심  장소로 연속해 온 역

사의 실체는 다름 아닌 ‘밤톨같이’ 생긴 하 도 그 자체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왔으

며 그들 내부에서 그곳을 어떻게 규정하고 인식하고 있는지가 요한 부분을 포함

하고 있었다.

[표 4-6]1950-1960년 무렵 마을 주요 주거지

연번 마을 내 구분161) 세 수   치

1 새말 3
용아머리  동산의 수풀을 평평하게

다듬어 새로 만든 곳

2 문둥개 7 부군당 머 지

3 동산 1 용아머리 부근 고지

4 뒷개 2 여의도 방향의 섬의 뒤쪽

5 은행나뭇개 24 은행나무 부근

6 아랫말 21 다소 지 가 낮은 쪽

7 우물둥개 13 우물 부근

8 나룻개 4 나루터 부근

9 아랫잰말래 12 아랫말다 더 낮은 나루터쪽

계 87

[표 4-6]에서 87호의 숫자는 6.25이 부터 1950-60년  밤섬마을에 거주했던 세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약 65호 내외를 유지했던 밤섬마을에서 87의 숫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특정한 시 에 거주했던 세 와 이미 떠난 세 가 합쳐진 결과이다. 

161) 마  주거지  공간  지 하는 어는  연 경과 지리  특 등과 연 는 , 주  

지  낮  우 (우 개), 당(당  에), 행 ( 행 개) 등  공과 연 지

 통해 마  공간  고  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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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이미 떠난 사람들의 집이 마을지도에 그려진 것은 비록 마을을 떠났어도 이들에

게는 여 히 고향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음을 보여 다. 한, 폭 된 지 40년 이상이 

지난 재 주민들에 의해 재구성된 밤섬 마을의 공간은 ‘율도동’, ‘서강동’으로 규정

된 행정자료로 악할 수 없는 명칭과 분류기 을 가지고 있었다. 보다 세분화된 공

간에 한 명칭과 함께 그곳에 가 살았는지에 한 기억 그리고 자신들이 겪었던 

경험이 복합 으로 드러나 있다. 개 주거지는 자연지형과 인공지물, 생업이 이루

어지는 공간 등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가장 많은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은행나뭇

개는 고려시  귀향갔던 인물이 심었다는 은행나무 이야기가 연상되는 공간이다. 

밤섬에서 가장 역사 인 수목으로 섬 주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기억하는 랜드마크 

 하나이며, 다소 지 가 높아 홍수 시 피 장소이기도 하다. 아랫말은 은행나뭇

개보다 지 가 다소 낮은 평평한 지 이며 아랫잰말래는 아랫말 가장자리로 다소 

지 가 높아지는 구간이다. 이 두 곳은 가옥이 집한 곳으로 홍수에 비해 지 가 

높은 지역에 가옥이 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물162) 주변의 우물둥개와 배짓

는 공간 부근의 문둥개 역시 가옥이 비교  많은 곳으로 배목수들이 꽤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조선 장소는 밤섬 내와 밤섬 밖 주문제작을 하는 장소로 나

뉘는데, 먼  밤섬 안은 문둥개 곧 배를  수 있는 나루터 부근에서 제작을 했는

데, 쟁 이  주문량이 많을 때는 용아머리가 있는 동산(동자머리) 뒤쪽의 인공호

수에서 조선을 했다. 1959년 이화여  조사 과 올림픽 때 황포돛배 복원사업에 참

여한 이 수씨(1922년생)의 구술에서도 한강 물의 잦은 범람이 만들어낸 인공호가 

조선장소로 활용되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로써 지도상에는 율도동 행정상으로는 서강동 15통 6반에 속한 밤섬은 주민들

에 의해 9개의 공간으로 세분화된다. 그리고 가장 정 한 지도상에서 밤섬의 길이 

등포로 연결되는 도로 하나만이 표시되고 있는 것에 비해 밤섬에는 거미 처럼 

작은 길들이 연결되어 있어 주거지와 나루터, 조선장, 공청과 부군당, 용아머리 등

162)  우 에 한  1959  여  사 생 과 학생들  사에  다 과 같  

하게 타 다.

   도동에는 가  없고 공동우 [共同井]  1개 , 는 23m 었다고 한다. 그러  짠

라 료  당하지  료 는  ‘갯 ’  사 했다고 한다. 도민에 하  

‘갯 ’  맛  뿐 러 한달동  어도 변하지 . 우  하루 만 어도 변한다

고 한다. 그런 닭에 도에는 단하  우   그것  사 하지 고 허드  사

하는 도 다( 여  사 생 과 1960 :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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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4-1]주민들의 기억으로 재구성한 밤섬마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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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청과 부군당 등 공동체  공간에 

한 기억은 다음과 같이 밤섬에서의 생활에서 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한, 밤

섬이 안정된 마을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은 섬의 고립성이 비교  낮기 때문인 것으

로 설명된다. 밤섬은 당시 서울 부근의 잠실리, 부리도, 난지도보다는 비교  육지

와의 교통이 편할뿐 더러 도심지에 가까운 계로 고립성이 었다. 이것은 학교 

이상의 취학률이 다른 섬보다 높고 한강수운이 쇠퇴되었지만 쉽게 등포와 연결되

어 있었으므로 섬 밖으로 나가서 노동, 는 행상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향자가 

다는 것으로 악할 수 있다(이화여 사회생활과 1960 : 26-27).

공청에서는 회의를 하고 야학부는 공청에 방을 들여서 안에 있었다고.  창고 

마냥 지어서 그 안에 방을 만들어서... 야학부에서는 에 우리 셋째 삼 이 

가리키고 그랬다고, 공청에서는 부군당 련회의나 마을 련 회의를 했는데, 

도가, 소임 등을 결정했어. 소임은 주로 음식같은 걸 만들고 도가는 총 리하

는 거고. (부군당 의례)거기서 액을 정하지 벌이에 따라서. 주로 상계나 

부군당 련 회의를 많이 했어.(K씨, 1936년생)

[표 4-7]밤섬마을의 주요 공간 요소

공간 기능 명 칭 내 용  비 고

주거지 은행나뭇개 등 

1950년에는 87여 가구 이주 

직 인 1968년은 62가구로 

나타남 

9개 공간으로 

구분하여 인식

공동우물 우물
주로 허드렛물로 사용하며 

한강물을 식수로 사용
1곳

공동작업장 문둥개 조선(造船) 장소 1곳

공동집회소 공청 마을회  역할 동일 건물에 각각 

존재교육공간 야학부 기  문자교육

의례공간 부군당
부군님과 삼불제석, 군웅님

을 모시는 사당
1곳(기와지붕)

교통로 나루

서강으로 나가는 도선장과 

여의도로 나가는 모래사장 

의 도로

1곳

유흥공간 음식 , 주
장사꾼, 뱃사람, 락객을 

한 음식  겸 주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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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와 같이 한강 밤섬 마을에는 생산과 의례, 교육을 한 공동체  공간을 유

지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공청에 마을회의와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부

군당 련 회의나 마을의 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한 공간을 두고 있었다. 한, 

마을에 상이 났을 때는 상계가 있어 장례를 논의하고 그에 따른 비용의 충당, 

상여의 이동과 음식장만 등을 마련했다고 한다. 각 가구주를 표로 하는 남성들이 

마을 의례와 마을의 경조사를 주 하는 조직체를 구성하고 주요한 의사결정을 담당

하고 있었다. 그리고 복잡한 마을의 지형을 연결해주는 골목길은 각 주거지와 연결

되어 있으면서도 강북으로는 나루터, 강남으로는 등포로 통하는 모래사장길이 연

결되어 있다. 마포에 비해 번성한 등포는 여의도와 연결되어 육로로 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지게꾼, 일용노동자들은 등포에 가서 일을 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도 등포시장을 이용하고 있었다. 학교도 밤섬의 아이들은 서강 등학교를 다니기 

해 나룻배를 타고 건넜지만, 학교는 등포의 학교에 통학하는 수가 많았 

다.163) 이것은 사회경제  그리고 행정 으로 마포와 서강에 인 했던 밤섬이 공업

화가 앞선 등포 지역으로  이동해가는 과정을 보여 다. 한강수운의 쇠퇴과

정에서 등포 지역으로 취업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조선(造船)이 포구와 연 이 

없어지면서 밤섬주민들은 노량진과 뚝섬 등 놀잇배를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생업공

간을 확장시켜 간다. 

이와 같이, 폭  이  한강 밤섬 마을은 강이라는 생태  공간에서 생업과 일상생

활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등포와 서강 일 로 연결되는 길과 나룻배를 통해 학

교로 통학하거나 경제  행 가 확산되는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여

히 식민지 시기 때 생긴 공청과 야학 그리고 오래 부터 마을을 지켜주고 있었던 

부군당이 마을의 심지에 있었으며, 비록 쟁 이후 마을의 규모는 어들었지만 

여 히 조선을 주업으로 하는 마을의 유지는 연속해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은 이

주민이 다수 유입된 주변 한강변 마을과 다른 양상이었다. 한편, 연구자는 주민들의 

기억에 의해 재구성된 ‘마을지도 만들기’ 과정이 단순히 노스텔지어 인 회고가 아

닌 자신들의 역사를 구축해가기 한 실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지도를 그

리면서도 가장 정확한 사실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여러 사람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 지도를 밤섬 주민들과 그 후속 세 들에게 보여주고 공유해야 

163) 당시 신 에는 1968  주 직  ,  고 학생   114  었  것  보도하고 

어 주민  4  1  학생 었    다(『동 보』1968  2월 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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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생각을 드러내면서 마을지도 제작에 극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2) 주민의 구성과 계망

밤섬마을에 한 외부자의 시각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당시 밤섬폭 를 보도한 신

문기사를 들 수 있다. 당시 폭  직 의 보도에서는 ‘5백 여년 동안 문명의 혜택을 

모르고 살아왔다’거나164) ‘지 껏 한강물을 그냥 식수로 마시며 살아온 거의 원

시공동사회 체제’165)로 설명하고 있다. 원시공동사회로 묘사한 부분은 근  문명

과 거리를 둔 도시 속 락공동체의 형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에 한 비유로 이해

할 수 있다. 주민구성과 이들의 생활상에 한 내용은 당시 신문에도 자세하게 보도

하고 있는데,166)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희귀한 성씨들이 모여 산다는 것과 조선업

이 조상 로 승되어 왔다는 것, 그리고 부군당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

을 하고 있다는 것 세 가지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다른 마을들과 차별되는 밤섬 

마을이 지속시킨 마을공동체  특질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밤섬은 각성받이 마

을이면서 마을 내 일부 주민은 친인척 계로 맺어있으며, 조선을 심으로 생업공

동체를 유지시키고 부군당굿이라는 의례공동체로 결속되어 있는 마을로 이해할 수 

있다.

마을의 규모를 보여주는 가구 수나 인구는 통계나 기록을 통해 악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기억하는 것과 크게는 벗어나지 않지만 각자 기억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

164)『경향신 』1968  2월 10  사 참고.

165)『동 보』1968  2월 10  사 참고.

166) 당시 신 사에  (造船)과 당에 한  다 과 같다.

    ( 략)... 생업   내 는 업. 5 내지 주  싯가 4만원 짜리  한  

만들어 낸다. 그러  근 에는 경 가 없어 그만 룻  만들거  도 공, 는 고

 생  어 고 다. 언   고 에 착  했는지는 누  한 사람 는 가 없는듯

하지만 동  (金弘星.61) 는 5 여   한 천도(漢陽遷都)   같  했  곳 라고 

내 는 말  했다. ...( 략)...  에 재  닥 는  .  마  주민들  피

 하  재산   었고, 6.25  한 폭격  집들   산산 각  났었다. 그러  

단지 신들  는 신당   한  지지 다는 주민들  말 었다. 주민들  해

마다 가  당에 여  고 “ 해도 사  살 다”고 생  돼지고  차  

고  해 다.  게   주민들   당에 라가 합  한다. 

(81)할 니는 “ 당   살 가 없다”고 집단 주  러워하고 다(『 보』 

1968  2월 4  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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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록한 기록자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  1959년 자료에서는 이

화여  사회생활과 지리학조사보고서에서 가구수를 63세 로 확인하고 있다. 그리

고 성씨의 구성은 조사 당시 19성씨의 다성이 살고 있으며 희성이 많은 것으로 드

러나 있다.167)

[표 4-8]1959년 조사 당시 밤섬마을 세 별 조사 황

세 수 

(인구수)
주요 성씨

본
(총 56세 만 조사)

통근장소
(회답률이 음)

기옥별 구분
(총 57가구만 조사)

63

(386명)

19개168)

(서2, 3, 한3, 박2, 
오1, 나1, 유1, 4,
장4, 김2, 이8, 지5, 
함3, 안2, 마5, 표1,

최3, 채1, 인1)

서강 49

서울 1

평남 1

황해 2

충북 1

일본 1

마포구 4

서 문구 2

용산구 1

등포구 2

구 2

종로구 1

양개와즙 2

한와즙 11

즙 1

시멘트기와즙 2

양철즙 31

기타 10

1959년 조사된 63세 는 쟁 이후 다시 밤섬 마을로 돌아온 원주민과 일부 새로 

들어온 외지인이 합쳐진 것으로 폭  직  세 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곧 

1960년을 후한 밤섬의 세 수는 60세  수 을 유지하는 마을이었으며, 본 조사

에서 나타나듯 서강 출신 곧 밤섬 원주민이 부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옥의 

구조는 양철집과 기와집이 부분이다. 주민들의 표 인 생업인 조선(造船)에 종

사하는 가구 수는 약 20호가 있으나 지게꾼, 니야까꾼, 채소장사, 잡역노동자로 

락한 형편으로 나타난다(이화여  사회생활과 1960 : 26-27). 이것은 배 제작 주문이 

어들자 다른 부업을 하거나 특히 공사장에서 일을 했던 주민들의 상황을 보여

다. 여기서 20호로 조사된 숫자는 배를 만들 수 있거나 간헐 으로 배 제작에 참여

하는 세 원이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 가구당 배 제작에 참여하는 

인원이 2~3명 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밤섬에서 배 제작에 참여한 주민 수는 50~60명

에 이르 을 것으로 보인다.

한, 배 만드는 일 역시 친인척간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기술 

수 역시 아버지에서 아들로도 이어졌지만, 친척 어른한테서 배우거나 동네 어른

167) 보고 에 는 ‘다  살고  동 과 같  식  상 상 하  습  돈독하고 다

 도뿐만 니라 울 근  같  하 도  리도, 도 그러하다’고 하고 다(

여  사 생 과 1960 : 23-28).

168) 1959  사보고 에는 19 에 52   11 가 누락 어 다. 연 가 주민들  억

 통해 재 한 것  하    2  어 는 가 게 어 , 

타    들 , ,  등  누락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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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테 배우는 경우도 있었다. 마을 내에는 가깝게는 형제간이 같이 살기도 했으며, 4

이나 6  외에도 어머니 집안이나 할아버지 형제들의 방계와 연결되는 계망으

로 얽  있었다. 이것은 밤섬마을이 희귀성이 많은 각성받이 마을임에도 서로 복잡

하게 연결되는 혼인망이 있었음을 보여 다. 그래서 밤섬 사람들은 ‘건 건  따지

면 다 친척’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연구자는 밤섬의 친인척 계망을 재구성하기 해 이씨 집안을 심으로 연결된 

계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씨가와 연결된 씨, 함씨가의 혼인 계를 이해할 

수 있었으나 이미 사망한 지 오래된 집안이 많아 보다 세 한 계망의 재구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1930년 생의 경우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과 같이 거주하지 않

았거나 나이 차이가 커 일  사망했을 경우에는 이름뿐 아니라 정확한 혼인 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큰아버지의 경우에도 이름이 아닌 ‘왕십리 

큰 아버지’, ‘미아리 큰 아버지’하는 식으로 거주지를 통해 기억하고 있었다. 밤

섬 내 모든 족이 이와 같은 사정은 아니지만, 농 과 달리 사생활  정보를 거의 

드러내기 싫어하는 도시민의 성향을 드러내기도 한다.169)

한, 한편으로 이러한 사정은 일제시기 이래 이 지역이 농 과 다른 수 의 가족

분화가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특히 인근 도회지로 분가하는 이유 외에도 홍

수와 같은 자연재해나 6.25 쟁을 기 으로 섬을 나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

인다. 혼인 계 역시 당시 농 에서 일반 으로 나타나는 매혼의 형태들이 나타

나기도 하지만, 쉽게 도시생활로 연결될 수 있는 밤섬의 지리  특성과 높은 교육수

은 과거의 혼인형태들이 사라지는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 다. 일례로 1930년

생인 이씨의 집안을 살펴보면, 그 자신은 한강 인근에서 야채배를 하는 남성의 소

개에 의해 결혼을 했지만 나머지 형제자매들은 배목수와  상 없는 직업을 선

택하거나 자유연애를 통해 결혼하는 형태를 보여 다. 1940년  이후 태어난 이들

은 사무직에서 원양어선 선원, 자동차정비와 계된 일을 하는 등 새로운 직업군으

로 편입되어 20세기 반 밤섬의 생활문화권과 다른 생활세계로 편입되어 갔다. 당

시 배목수가  없어지기도 했지만, 경제 으로나 사회  인정에 있어 좋은 혼인

의 조건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하다. 목수 이씨는 “목수한테 가 시집을 가냐? 굶

169) 가  상에 한  꺼리는 것  과거 주민   천민 었다는 가(실

   거  역사  사실  볼  없는 도 하다) 신 에 실  주민들  신 사

에 항 했  에  타났듯 ,  가 들에게 다  민감한 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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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죽게......”라고 말하거나 맹세코 자신들의 아들한테는 목수일 만큼은 안 물려주

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1920-1930년  생들과 그 이  세 는 가깝게는 같은 형제가 밤섬에서 분

가를 해서 살기도 했으며, 아버지 형제들인 삼  집안 그리고 그 아들 세 가 살기

도 했다. 한, 밤섬 내에서 결혼하는 사례나 외부에서 시집온 여성의 고향에서 연

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들을 사례로 ‘하나만 건 면 다 친척’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계망이 그려지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추출된 혼인 계의 사례

를 이씨가를 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4-2]참고170)

ⅰ) 아버지나 할아버지 에서 형제․조카 등 방계와 연결되는 혼인 계 

ⅱ) 모변의 방계와 연결되는 혼인 계 

ⅲ) 밤섬 남성과 혼인 한 여성의 가족(여동생)과 연결되는 혼인 계

ⅳ) 밤섬 남성과 혼인 한 여성의 고향과 연결되는 혼인 계

 사례와 같이 연결되는 계는 수와 계없이 호칭이 ‘아 씨나 아주머니’

로 정리가 된다. 개 앞 선 세 의 방계로 연결되는 집안의 어른  남성은 아 씨

로 여성은 아주머니로 불 으며, 같은 항렬일 경우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형님이 되

었다. 표와 같이, 밤섬 배목수 이씨의 경우는 가깝게는 밤섬 내 사  형 2명이 살고 

있었고, 성이 다른 먼 일가로는 함씨와 씨가 있었으며 이  함씨의 유명한 배목

수는 마씨 집안과 혼인을 했다. 여기서 이씨가는 함씨가와 사돈간으로 설명하는데 

할아버지 형제들의 자녀들과 맺은 혼인 계와 어머니 방계와 맺은 혼인 계로 설명

이 되고 있다. 한, 씨가와의 계는 씨로 시집온 여성이 그의 동생을 사  형

에게 소개시켜 혼인했다고 한다. 이 게 되면, 본인과 직  연 이 있는 함씨와 

씨의 어른뿐 아니라 그 어른들의 형제들까지 아 씨가 되며 그들의 아들과도 비공

식 인 친인척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밤섬 주민들의 계망은 비록 부분 이고 분

이지만, 20세기 반  폭 되기 이  밤섬의 친인척 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

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70) [그림 4-2]는 가  마 가  뷰한 료   었 ,  마 는 

한 사가 가하여  마  통해 계  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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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밤섬마을에는 연령 별로 마을의 요한 일을 처리하거나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기 한 조직이 활동하고 있었다. 먼  마을을 표하는 인물로는 통장이 있

었으며 통장은 마을의 원로로서 마을회의를 주 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했었다. 마

을회의는 호주가 참석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마을 내 단체로 청장년층으로 구성된 

민보단(民保團)이나 ( 한)청년단장이 참석해 마을의 사를 결정했다. 이 외에

도 장년층 이상과 노년으로 구성된 상계는 평상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마을에 

상을 당한 집이 발생했을 때 운 되고 있었다. 밤섬마을에 통장이 있었던 것은 밤섬

이 율도동으로 불리는 법정동이었지만, 행정 할은 마포구 서강동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통장은 마을의 원로이자 행정상 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주민 표자 역

할을 했으며, 부군당굿을 하기  개최하는 회의를 주 하는 등 마을 반에 걸쳐 

요한 일을 주 하고 있었다. 마을의 소사는 주로 공청에서 이루어졌으며, 회의

에는 통장을 심으로 마을의 원로들과 청년단과 같은 조직의 장이 이끌어갔다고 

한다. 

한청년단과 민보단은 해방 이후에 생겨난 조직으로 마을의 치안유지를 담당했

던 우익단체라고 할 수 있다.1) 두 단체는 20-30  남성 심의 조직으로 주로 마

을의 치안과 질서, 안 사고와 련된 일을 맡고 있었다. 특히 당시 빈번히 이루어

지는 반공활동은 이들의 핵심 역할  하나 으며, 통장도 청년단장을 무시 못할 정

도로 마을에서 요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당시 활동했던 청년단장을 매

우 유능한 엘리트로 기억하고 있었으며, 마을의 소사에 극 으로 여했던 것

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두 단체는 마을 내 청장년 조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활동은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한청년단이 반공활동뿐 아니라 어린이

날에 동네 마라톤 회를 주 하거나 단옷날 그네를 매서 그네뛰기 회를 하는 등 

체육과 문화 활동을 했다면 민보단은 마을의 경찰 역할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민

보단에 한 기억을 선명하게 하고 있는 한 주민은 ‘당굿하는 날 사람이 없는 배 안

에서 모여 노름을 하다가 걸려서 크게 혼나고 풀려났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두 조

직은 모두 공청에 있었던 야학부에 본부를 두고 있었는데 야학부 간  아래 나란히 

1) 한청 단  1949  12월 19  승만(李承晩)  신  취 한   지·강 하  

해 에 산재해  각 청 단체들  하  통합해 결 한 단체  1953  9월 10  

해산 었다. 민보단 역시  시 에 만들어진 직  마  내 지  담당했  6.25 

후 색 에 가담하거  학살에 여하 도 한다( 리태니커 사  http://100.daum.net    

/encyclopedia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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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청년단’과 ‘민보단’간 을 내걸고 있었다고 한다. 6.25 이후 한청년단이나 민

보단은 해체되어 사라지게 되었지만, 이들 조직에 속해 있었던 청장년 심의 조직

은 청년단으로 남게 된다. 이 청년단은 밤섬 폭  이 까지 남아 마을 내에서 활동

했는데, 주로 야간 방범 활동을 활발하게 한 것으로 기억된다. 특히, 겨울철에는 얼

음이 얼어 밤섬으로 쉽게 들어와 도둑이 들고는 해서 청년단원들이 야간순찰을 자

주했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의례조직으로 상계를 들 수 있다. 소임과 도가가 부군당굿을 할 때

만 활동하는 조직이라면 상계는 말 그 로 ‘계’의 형태로 상이 났을 때 경제  

지원을 주로 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계원들과 마을 청년들이 심이 되어 상여를 매

거나 상집에 천막을 치고, 부녀자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등 상례와 연 된 일체의 

노동을 공동으로 실행하는 조직이기도 했다. 주로 집안에 어른이 있는 장년층이나 

노년층이 계원이었는데 거의 집안을 표하는 호주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 계원이 

사망시에는 장남이 계승했으며, 이러한 형태는 와우산 이주 이후뿐만 아니라 향우

회로 통합된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원의 지 가 상속되었다. 한, 와우산 이

주 이후 상여를 맬 필요가 없어지면서 상여계는 구차 임 지원 등의 활동으로 

환시켜 재까지 지속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밤섬마을은 인근 등포나 서강과 비교해 ‘도시 속 락’의 형태라고 

설명할 수 있는 공동체  질서의 외형이 남아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당시 신문에 

묘사된 것과 같이 ‘원시공동사회’로 묘사되기도 했으나, 밤섬마을에 한 실질

인 설명이라기보다는 깃불이 들어오지 않거나 한강물을 길어다 먹는 생활환경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형태들은 과거로부터 연결되

어왔을 뿐 아니라 변화를 거듭해 오는 과정이기도 했다. 밤섬마을 역시 서울의 일부

로써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생업 역시 한강변과 분리되어 등포

와 서강 그 머 도심과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밤섬은 당시 다른 서울

지역과 다른 마을공동체라 할 수 있는 형태들이 의례나 생산, 생활환경과 사회조직

에 걸쳐 남아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6.25이후까지 지속된 토착주민들의 

정주와 이들을 심으로 하는 생산과 의례의 지속, 여 히 섬이라는 생활환경의 구

조 속에서 만들어진 마을의 질서가 연속되어 왔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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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밤섬마을과 부군당

밤섬주민들에게 부군당2)이라는 공간에 한 설명은 매우 복합 이다. 먼  주민

들은 부군당이 밤섬 체에서 차지하는 치부터 거론하는데 섬에서 가장 높은 곳

이며 암반 에 치해서 홍수에 안 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동시에, 그곳을 지날 

때의 느낌과 정월 이튿날이면 벌어지는 마을의례에 한 기억 그리고 그 의례를 

비하기 한 과정들이 복합되어 이야기된다. 물론 부군당은 일 년에 한 번 부군당굿

을 할 때만 개방되었지만 주민들 의식 속에서 특수한 장소로서 마을의 공동체  질

서를 가장 강렬하게 드러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그곳 주변에서는 행동과 

마음가짐을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 기들이 어른들을 통해 달되었으며, 마을의 

안녕과 가족의 건강 그리고 사업의 번창에 한 기원의 상이 되었다.    

먼 , 당은 기와로 된 번듯한 형태로 주 에는 단장이 둘러져 있었다. 담장 밖으

로는 길이 있었는데 길 가장자리는 용아머리쪽의 경사가 한 낭떠러지 다고 한

다. 곧 부군당은 용아머리의 암반부의 고지  평지에 자리잡고 있었다. 담장에서 당

으로 들어가는 문은 2개 는데 하나는 등포쪽으로 하나는 서강쪽으로 있었으며, 

평상시 당은 문을 닫아 놓고 당굿을 할 때만 열었다고 한다. 그리고 당 안에는 상수

리나무(도토리 나무라고도 한다)가 있었으며, 당 정면에는 부군당의 역사를 기록한 

이 있었으며 입구에는 종이 매달려 있었다. 부군당의 문 곧 안문을 열면 정면

의 좌측에 부군님 내외가 그려진 그림과 우측에는 삼불제석, 그리고 당 좌측에는 군

웅님이 그려진 그림이 당 우측에는 명 이 있었다. 

2) 당(府君堂)  개 시  에 어  당  고 다. 울  

해 지  에 도 하게 포했  당시 지도  통해 할 수 다(  2010 : 

29-35). 역사   15 ~ 20  지 타 고 는 ,『 주연 산고(五洲衍文

長箋散稿)』  과 같  당  ‘附根’  ‘付根’  어 어 (性) 신 과 한 

것  도 한다. 과 계없  어원과 해  과 지훈   태 신 

숭  연 시 , 능  경우는  한 (漢代)  태수(太守)  한 것에  래한 

것  보고 고  수  리  신  시는 행에   것  하 도 한다(

립민  2010 : 332-333, 태우 해  고). 그러  재 지 당    

 실행 고 는 당들  통해 살펴보 , 개 한강 역  심  타 는 마  당

 주  루고 다, 것    당에   후  한강변  심  마 당

 산 었  것  고 는 , 당 역시 한강변에  당들  하  간

주할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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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님 

내외상

삼불

제석상

군
웅
님

상 명
판

출입문

[사진 4-10]1968년 폭 직 에 촬 된 밤섬부군당의 모습과 당 내부 배치도

(출처 :국립 화제작소 ‘한강개발’편 에서)

부군당은 신성한 곳으로서 여러 가지 기를 만들어 내 재 주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상을 당한 사람은 그 부근을 다닐 수 없다거나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뱃 가 입에 붙어버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로 주민들에게 그 주변은 매우 

엄숙한 곳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6.26때 당이 폭 되지 않고 살아남았던 일화는 주

민들이 그곳을 마을의 신성한 장소로서 새삼 각인시키기도 했다. 심지어 1968년 섬

이 폭 되는 와 에 동네 사람 구도 부군당 내부의 무신도와 기물,  등을 가

져올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무조건 1년에 한 번 문을 여는 례 때문에 혹시 

화를 입을까  손을 지 못하고 있었는데, 섬을 철거하는 인부들이 꺼내서 모래밭

에 던져둔 것을 주민들이 모셔왔다고 한다. 곧 의례는 일 년에 한번이었지만 주민들

의 일상에서 부군당은 경외의 장소로서 내면화되어 있었다. 

부군당굿의 과정은 비부터 치 하게 이루어진다. 먼  시월 보름에 여는 마을

회의부터 시작된다. 마을 공청에서 개최되는 이 회의에는 통장을 비롯해 마을 청년

단장과 주민들이 모여 소임과 도가를 선출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소임은 의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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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인 사항을 장하고 추렴과 무당선임 등에 여한다면 도가는 음식장만을 담

하게 된다. 소임과 도가는 밤섬부군당굿 운 의 책임자이자 실행자라고 할 수 있는

데 후에 와우산으로 이주한 이후에는 도가는 없어지고 소임으로 일원화된다. 소임 

은 깨끗한 사람을 추려서 선정하는데 가령, ‘ 상난 집이나 임신한 집’은 소임이 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소임은 설날 집안에서 차례를 지내지 못했으며, 부군당굿을 끝

내고 나서 지낼 수 있었다고 한다. 한, 동네 주민 에는 부군님을 신실하게 믿는 

집은 차례 지내기 에 부군당에 와서 세배부터 하고 집으로 가서 차례를 지내기도 

했다. 그러나 마을 주민 부분은 정월 하룻날 차례를 지내고 부군당으로 와서 세

배를 올리고 그 다음날 당굿에 참여하게 된다. 

부군당 근처에는 부정타는 사람들, 피보는 사람들. 가 상을 당했다는 사람은 

얼씬도 못했어요. 여자들은 특히나 거기.. 꼼짝도 못했어요. 거기 지나다니기도 

그랬어요 엄숙해서. 낮에도 잘 다니기도 그 고. 함부로 출입을 못했지요. 이상

한 것이 6.25 사변도 딴 데는 다 폭격 맞고 그랬는데. 당 그쪽은 총하나 맞은 

게 없어, 그것 참 이상하 . (D씨, 1933년생)

그 에는 섣달 그뭄이 되면 임신한 사람은 다 바깥을 나가요 친정으로 간다든

지 여기서 애도 못 낳게 하고. 구질구질한게 못 들어 오게. 그리고 해마다 

리자를 선출을 해 도가라고 있고 소임이라고 있어 지 은 소임만 두는데. 여기

에 통장이 있어갔고 리를 하지. 그것도 몸에 부정이 있거나 하면 맡지도 못

해. 근데 지 도 여기에 해 나쁜 마음을 품거나 비방하면 피해가 와 참 이상

해. 해 내려오는 한 가지가 어른들이 그러는데 순사가 왜정시  때 부군당 

을 지나갈 때 말굽이 붙었 . 일종의 설이지. (I씨, 1938년생)

밤섬에 살 에는 아주 그 당이 엄한 당이었다고. 그 ,  당에 그 나무가 

자라다가  가재이(가지)가 썩고 나서 떨어지잖아. 옛날엔 나무 뗐잖아. 그거 

묵었다 떼. 그런 거 갖다가 아궁이 떼면. [당 주변 그 나무 썩은 거 갖다가 뗐

다고.] 못 건드려. 그거 건드리질 못해. 그래 인제 그 옛날  그 노인네들 말 

들으면은 그 옛날에  담 (담뱃 ), 이 담 , 담배 피는 담 . 그 노

인네들이 그 담  물고 가면은 담 가 입에서 들러붙고 그 로  들러붙

는다는 거야. [거기서 담배를 피게 되면.] 응. 피고 못 가지, 그리고 인제 밤섬 

있을 때는 인제 그  정월달에 애기를 낳게 되면 밤섬에서 못 낳아. 이게 자

기 친, 친정이나 인제 어디 가서 애기를 낳아 가주고 온다고. 밤섬에서 안 낳

아요. 그러니까 그 당에는 그  피 부정이래는 게 아주 엄했다고, 옛날에. 옛

날에는 밤섬에는 한 집안 식구 같아서 다 알어.  가 죽어서 상집에 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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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왔다, 뭐 이게 다 안다고. 애들 이름까지 다 알어. (M씨, 1936년생)

추렴은 각자 형편에 맞게 내지만 그 해 배를 많이 지어 돈을 번 사람이나 형편이 

좋은 사람은 큰 돈을 내 놓아 과시하기도 했다. 특히, 당굿하는 시기가 한강에서 채

빙하는 시기로 밤섬 사람들은 채빙으로 받은 돈을 모았다가 당굿하는 데 내 놓았다

고 한다. 겨울철 채빙은 한강변에서 가장 활발했던 경제활동으로 밤섬주민들은 얼

음을 지고 나르는 일뿐 아니라 톱과 진쪼 등의 연장으로 얼음을 자르고 물에서 끄

집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추렴을 한 사람은 명단으로 작성되었고 당굿을 할 

때 무당이 소지를 올려 주게 된다. 음식은 주로 등포 시장에 나가서 장만해 왔는

데 특히 검은 수퇘지를 구해 잡는 일은 음식장만에서 가장 요한 일이었다. 살아있

는 검은 수퇘지를 사다가 하룻밤 밤섬에서 자고 그믐날 녁에 잡아 하룻날 삶았

는데, 돼지머리는 푹 삶지 않은 상태에서 식 둬야 했다. 왜냐하면 다음 날 무당이 

‘사실 세우기’(삼지창에 돼지머리 세우기)를 하기 해서이다. ‘사실 세우기’는 

부군당 댓돌에 소 을 넣은 시 에 세우는데 부정타면 잘 서지 않았으므로 의례

의 참여자들이 가장 신경쓰는 일 에 하나이다. 

추렴은 그믐 안에 내면, 그거 받아 가주고 다 어서 인제 아무개 얼마 냈 는 

거 인제 다 잖아. 그러면은 무당이  다 축원해, 어 간 거. 소지 올려 줘. 

그래서 그 종이 탄 게 훨훨 올라가면은 잘된다고 그러고, 그 종이 탄 재가 내

려 앉으면은 좀 몸이 안 좋다고 그래. 무당이 축원을 하면 그 게 하더라고. 

재가 훨훨 올라가면은 이 사람은 참 좋다고 그러고, 그 재가 내려 앉으면은 안 

좋다고 그래. 그런 사람은 몇 안 되지. 그리고, 돼지는 갖고 와서 하룻밤 자고 

인제  잡아. [마을에서 직  잡아요?] 응. 그랬어. 일이 컸어, 아주. 그믐날 

녁에 잡아서 하룻날 삶았지. 일이 크다니까. 자기네는 제사도 못 지내, 거

기 다 끝나고 이튿날 지나서 사흘 날 제사 지내. 소임이, 특히 소임이. 고

양이도 먹으면 안 되거든. 그런 거 다 그냥 까지 다 붙이고 해서 식히느라고 

내 놔서 밤 꼬박 샜어. 돼지고기도 삶아서 식어야 되잖아. 지 은 그냥 낮에 

삶아서 식  가주고 그 속에다 넣고 잠궈. 그러니께 그냥 조  잘 수 있지. 

(돼지를) 차갑게 식 서 그 소쿠리, 가고 소쿠리가 네모반듯한 게 있어. 그러면 

인제 돼지 다리, 돼지 몸땡이, 갈비, 가리, 그 게 인제 다 담을라면 두 소쿠

리 가져야 돼. 그러면 거기다가 안에다가 비닐을 넣어 가주고 거기다 다 담아 

가주고 들여놓으면 뭐 국물 흘릴 게 하나도 없어. 덜 삶아졌거든. 푹 삶으면 

이게 쭉 찢어져서 못 써. 사실에다 끼울 때. 소  넣고 여기다 이 게 시에

다 이 게 세우잖아. 그거 할 에 인제 돼지는 부정 타면 안 서. (J씨, 1940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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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렴과 진설할 음식의 구입 등이 선출된 남성의 임무하면 마을의 여성들은 비

된 식재료로 요리를 하게 된다. 이러한 비는 소임의 집에서 이루어지는데 소임은 

본인 집의 차례를 지내지 못하고 마을 당굿에 온 정성을 기울이게 된다. 음식은 

등포 시장에서 사오지만 개 등포에서 가게를 하는 밤섬 사람이 물건을 들고 오

면  돈을 주는 방식(‘제수흥정’을 한다고 한다)으로 많이 했다고 한다. 반 으

로 유교식 제상과 유사하게 진설되었으나 사과와 생선을 사용하지 않았으며(주 하 

1999 : 131-133), 음식의 조리와 당의 청소에 사용되는 물은 한강물을 사용했다고 한

다. 

여기는 밤, 추하고 배만 다 쓰 . 여기는 그러 . 사과가 없어. 옛날부터 안 

쓴 . 딱딱한 사탕 있어. 옥춘인가. 그리고 약과, 강정, 그런 거 다 올리지. 그 

엔  밤섬 사람이 그런 가게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다 가져 왔

어. 그러면 인제 계산해서 돈 받아 가고. 옛날에는 그랬어. 근데 지 은 다 맞

춰와. 옛날에는 다 모 어. 아주 먼 데 사람도 이사 간 사람도 다 와서 다 도

와주고 그랬어. 나물도 다섯 가지를 했고, 숙주나물,  고사리나물, 도라지나

물, 미나리, 하여튼 다섯 가지를 썼어요.  뭐 김치 배추 사다가  겉 이 

하고. 그리고 여기는 비린 건 안 해. 마른 문어. 문어 말린 거. 이 게 꽃 같이 

오린 거 있잖아. 그거 세 개 놔. 꽂아 놔. 마른 거. 그리고 그 생선은 없어. 그 

신에 인제 북어포, 양쪽 다리, 양쪽 가리, 꽁지 잘라서 요 게  이 게 

한 상 보고. 부개(북어). 그것도 열댓개 하고. 떡도 여러 가지여. 편도 있고, 

찹 편도 있고. (물은 어디서 길어다 쓰셨나요?)

한강물 길어다가 당 거기 쓸고, 먼  안 내고 당집에 다 닦고. 물 많이 쓰지. 

설거지하고 밥 해먹고 다 하는 건데, 개하고. 그래서 큰 솥 두 개 걸어 놓고 

물 뜨근 뜨근 물 데우고. 그 엔 사람도 무척 많았었어. (J씨, 1940년생)

도가는 며칠 동안 동네 여성들이 만든 음식을 ‘가고’( 나무 바구니) 에 넣어 

당으로 가져왔으며, 녁에 어두워지면 부군당 마당에 모닥불을 피우고 당 문에 

등불을 달아 놓았다. 이 때 부정탄 사람들을 제외한 동네 주민들이 모두 모여드는데 

외지로 나간 사람들도 많이 방문했다고 한다. 밤섬에서 살다 나간 사람들의 상당수

가 이 날에 맞춰 찾아오는데 집안의 표가 되는 남성이 찾아오기도 했으나 그 

에는 가족들 부가 오는 경우도 있었다. 의례는 녁에 시작해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졌다. 먼  하루 날 밤섬으로 건 온 무당과 악사들은 소임의 집에 머물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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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은 그곳에서 ‘터주 감을 놀아 다’고 한다. 곧 소임의 집에서 부군당굿

과 별개로 안택굿을 해  것이다(F씨, 1948년생). 다음날 의례의 시작은 유가돌기부

터 시작되었다. 소임이 앞장 서고 무당이 따라오는데 밤섬을 한바퀴 돌게 된다. 이 

때 소임은 삶은 계란과 막걸리를 들고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무당은 그 뒤에서 축원

을 해주었다. 유가돌기가 끝난 뒤 다시 당으로 들어와 무당의 굿이 시작된다. 무당

의 굿은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져 우물굿에 이르러 끝나게 된다. 그리고 굿이 끝나

고 나서는 음식을 골고루 나 어 먹었다. 외지 사람 에서도 등포와 같이 가깝게 

사는 사람들도 음식을 싸서 보내주었다고 한다. 

밤섬에서는 인제 그 녁에 녁서부텀 시작해. 밤 꼬박 새, 꼬박. 다음날 아

침 새벽까지.  처음  해서 거 할 때는 그 게 부정거리 두드리잖아. 그때 

사람 아무도 없지, 다 나가야지. 부정거리 칠 때는 못 있는 거야. 그래서 다 

나가라 그러잖아. 한 사람 없이 다 나가라고. 그리고 인제 밤섬에서는 밤섬 그 

 한 바쿠를 다 돌았어, 삥삥 도는 거 다. 동네를 다 돌았다고, 밤섬 동네를. 

부정 치기 에. 그리고 인제 당에서 부정 칠 때는 그 안에 다 나오지. 

(유가돌기는) 소임이 앞장을 서는 거야. 앞장서서 그러니까 인제 그 당문에서 

나가면 에가 잿말래야. 잿말래로 돌아서  아랫말로 돌아서 해서 도로 인제 

해가주고 도로 당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는 우물이 어디 있니. 밤섬에 있

을 때 거지. 그러니까 밤섬에서는 녁에서부텀 시작해서 밤을 새. 밤새도록 

한다고. 그리고 아침 새벽에 인제 우물로 가. 우물이 있어. 그랬는데 짜. 짜서 

먹지를 않았는데. 그 우물에 가서  굿을 해. 그리고 끝났다고. 

(끝날 때는 남은 음식은 어떻게 했나요?)

옛날엔 밤섬에서는 인제 그  그냥 고기도 요만큼씩 그냥 뭐, 뭐. 떡도 요만

큼씩 그냥 뭐 . 밤 하나씩 요 게 해서 골고루 다 노나 줬다고. 동네 사람

이 모여 가주고 그걸 부. 돼지가 한 마리니까 요만큼씩, 한 집에 요만큼씩 

밖에 안 찾아 가잖아. 그냥 부 해가주고  밤섬 사람들하고  등포 같

은 데 나가서 살고 있는 집 있잖아. 그걸  요 게 싸서 그 소임이, 소임이 

길을 몰르잖아, 거기니까 이 집을. 그러니깐 인제 아는 사람이 해서 가주고 가

는 거는 소임이 가주고 가. 가고에다 담아서 짊어지고. 그러니깐 가서 인제 노

놔주고 온 다고. (M씨, 1936년생)

부군당굿의 마지막 의례가 펼쳐지는 우물은 사실 염도가 있어 식수로 활용하기 

어려웠음에도 의례에서 요한 장소로 나타난다. 이후 ‘우물돌기’는 와우산 이주 

후 우물이 없는 상황에서 실행할 수 없게 되지만, 이후 우물에 한 각별한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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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굿을 본격 으로 재개하면서도 드러난다. 인근에 있었던 창 동 공민왕 사당 인

근의 우물이 매몰된 것을 아쉬워하게 한다. 

그리고 제일 먼  유가돌기라고 그 주 에 있는 신한테 알리는 거죠. 오늘 굿

을 합니다라고 불러 들이는거 신을. 밤섬에서는 시작하기 에 한바퀴 돌았어. 

와우산와서는 돌데가 있어야지. 부 산비탈이고 언덕인데. 그래서요 근래에 

무형문화재 되고부터 유가돌죠. , 밤섬에서는 다음날 오 까지 했어요. 밤새

도록하고 새벽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굿을 했어요 아침나 에 . 3일 날 오 까

지 했지요. 와우산에는 우물이 없으니까 우물돌기는 못돌지. (D씨, 1933년생)

 

창 동 공민왕사당 앞에 우물이 있었는데, 매몰시켜버렸어. 물도 잘나왔는데,.

그걸 매꾸고 그 에다 벽돌로 쌓아서 우물이라고 했거든. 그게 상징 인 건

데, 공민왕 사당제할 때 다 그물 떠나 쓰고 그랬는데.,. 내가 동네 국회의원한

테 그걸 왜 없애냐고 그랬는데..,아니 자치회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자

치회 사람들 여기 살던 사람도 아니고 떠돌이 사람들인데, 심을 안두더라고. 

(K씨, 1936년생)

창 동 우물에 한 심과 애정은 밤섬에 있었던 우물에 한 기억에서 연장된

다. 만약 ‘창 동 우물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우물굿을 여기서 하면 되는데’하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한다. 밤섬에서 부군당굿의 마지막 순서인 우물굿은 밤을 새

운 뒤 아침에 우물에서 이루어진 의례 으며,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밤섬에서 이루

어졌던 것을 다시 재생시키는 데 있어 필요한 의례 던 것이다. 그러나 우물이 메워

지면서 수포로 돌아갔으며, 그러한 결정을 자치회라는 ‘떠돌이 사람들’ 곧 원주

민이 아닌 이주민으로 구성된 주민 표들에 의해 결정된 것에 한 불만을 표 하

고 있다.

이와 같이, 밤섬마을에서 부군당의 존재는 주민들에게 엄숙한 장소로서 내면화되

어 일상생활에까지 향을 주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례가 있는 정월 무렵에

는 이러한 엄숙함이 많은 기를 만들어냈으며, 차례를 지내기  정월 하룻날 부

군당 앞에서 세배를 하거나 그 외 평소에도 부군당 안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

지만 믿음이 깊은 사람은 담장 밖에서 기원했다고 한다. 특히, 부군당굿이 있는 날

에는 외지로 이주해나갔던 밤섬주민들이 회귀하여 당굿에 돈을 내고 의례에 참석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6.25 쟁 이후 괴된 집을 떠나 한강변 주변에 정착했던 사

람들은 부군당굿하는 날이면 다시 모여들었는데, 이러한 상은 와우산으로 이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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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직 종 가구수 비 고

1 배목수( 업) 12

2 제조업, 공업 6 철공, 피 공장 등

3 토목, 건축기술, 공사장노동 5

4 자갈실이, 모래실이 5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은 부군당의 존재가 밤섬마을 사람들에게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공동체  의례로서 의미있는 구심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주민의 생업과 조선(造船)  

밤섬마을 주민들의 구성과 이들의 생업에 해서는 몇몇 기록과 통계에서 드러나

고 있지만 가장 정확하고 구체 인 이해는 주민들의 확인과 보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당시 만들었던 배의 종류와 분류방식 등은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용어이

기도 했으며, 일제시기부터 배운 용어와 결합된 역사 인 형태들의 언어이기도 했

다. 한, 앞서 연구자가 언 했던 ‘밤섬마을지도’와 같이 그들은 밤섬마을 체

를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디에 있었던 구 구의 집’을 상으로 그 집

의 생계와 가옥형태, 이주 이후 행 까지를 설명하는 형태의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주민들의 기억에 의해 재구성된 자료들은 기억에 의존해 마을 체

의 통계의 수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가장 세부 이고 실질 인 마을의 생활사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연구자가 밤섬 주민의 기억으로 재구성원 주요 생업군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

다. 연구자는 총 40가구에 해 호주와 그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친인척의 생업

에 한 기억을 밤섬과 와우산 시기에 걸쳐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한 심층인터뷰 

조사를 실시했다. 

[표 4-9]밤섬 주민에 의해 재구성된 1960년 주요 생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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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 5

6 상업 3 행상, 식당

7 어업 1

8  기타(무직포함) 3 복덕방 등 기타

재 밤섬 배목수의 기억에 의하면, 폭 직  60여 가구  배를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세 는 약 12가구 정도로 기억한다. 재 주민 표들은 당시 주민들의 

이름과 집 치, 주요 생업과 친인척 계 부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 40세

에 한 비교  구체 인 기억을 하고 있었다.3) 1960년 는 밤섬주민들의 주요 생

업이었던 조선(造船)이 어선인 바닷배보다는 운수용 목선과 놀잇배인 강배 제작체

제로 환하는 시기로 악된다. 규모 배를 여러 사람이 모여 제작하는 집단제조 

체제에서 1인이나 2인이 작업하는 체제로 환되면서 솜씨가 좋은 일부 목수들만이 

남아 조선(造船)을 지속시켰던 것이다. 일감이 어들었기 때문에 조선장에서 보조

만 하는 목수보다는 혼자 일감을 맡아오거나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경력 있는 배목

수만이 업으로 조선(造船)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것은 낚시배나 

덴마, 놀잇배 등의 목선이 목재도 게 들어가고 공정도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

이 참여하는 공동작업의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에도 그 이유가 있다. 그러나 당시 

배목수의 수입은 동종업종인 건축목수에 비해 훨씬 많았다고 한다. [사진 4-11]속에

서 배를 만들고 있는 주민은 당시 밤섬에서는 “건축목수가 하루에  2말 벌기가 

힘들었던 것에 비해,  반가마씩 이상 벌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배목수의 벌이

가 좋았음을 보여 다.4)  6.25이후 밤섬을 떠나 서강 인근에 살며 형님을 도와 보

조목수를 했던 D씨(1933년생) 역시 조선(造船)이 생활의 근간이었음을 설명한다.

3)  통계는 M (1936 생), K (1936 생), D (1933 생)   술   었다.

4) 그에 한 생  뷰는 sbs에  1994  “ 울 600  특집 다큐 리”  한 [한강]4

  2  “ 어 린 ”편에  할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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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11]밤섬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배목수 부자.이들은 밤섬의 표 인 배목수

집안인 최씨 집안이다.와우산 이주 이후 아들은 배목수가 아닌 건축 목수로 업하게

된다.

출처 :(좌)국립 화제작소 ‘한강개발’편 에서,한강변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배목수들,

(우)조선일보 1962년 4월 14일자

우리집에서 형님이 밤섬에서 손꼽히는 목수 어. 우리집에서 가을에서 까지 

50 를 졌는데 그걸 어디다 팔았냐면 각 지방에서 많이 와 주문이. 내가 그걸 

팔아서 장가갔던거 아니야. 나는 거기서 보조역할을 했지. 붙들어주고, 톱질하

고, 패질하고, 노도 깎고.(주로 어디서 주문이 왔나요?) 팔당같은 데서도 오

고 원주 에 수지 있는데 거기서도 오고. (D씨, 1933년생) 

배목수 외에도 제조업 ․ 공장노동자가 비교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인근 등포에 

있었던 공장과 배목수에서 공사장 목수로 업한 사례가 나타난다. 한, 일제시기

부터 가업이 된 자갈실이와 모래실이 그리고 여의도 농업지 에서의 농경과 기타 

행상과 식당, 어업이 소수로 나타난다. 건설과 토목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채취하는 배를 직  제작할 수 있는 밤섬 주민이 조선(造船)을 포

기하고 골재채취업으로 업한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한 밤섬주민들은 다들 주

업이 있지만 ‘이것 것 돈되는 것은 다 한다’ 는 말이 의미하듯이 다양한 부업이 

있음을 이야기 한다. 곧 뱀장어를 잡아 마포 가게에 다든가 겨울에 채빙을 하거나 

배만드는 일이 없을 때는 공사장에도 나가는 등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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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造船)과 골재 채취는 두 사람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 공동작업으로 가족간이나 친

인척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조선(造船)은 가업으로 기술을 수 받으

며 작업도구까지 물려받게 된다. 를 들어, 1910~1920년  출생자  배목수 던 

주민들의 자녀  한 명은 아버지를 돕는 배목수 보조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후

에 그만두고 공사장에서 목수를 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배를 만드는 일은 장거리 출장을 나가서 하거나 인근 한강변에서 만들었는데, 먼 

거리의 경우는 팔당, 여주, 혹은 김포, 인천까지 다녔으며, 일부는 아  목선 수요가 

많은 바다로 가서 장기간 거주하며 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강변에서는 노량진

에서 많이 제작되었는데, 당시 배목수의 설명과 같이 한강이 락화되어 보트 여

업이 성행하거나 은사(닥 )로 놀러가기 해 배로 건 는 유람객을 한 목선 수

요가 많았다. 1950년  이후 1960년 는 나무로 만든 보트배의 수요가 매우 많았으

며, 기존의 황포돛배나 나룻배 등의 용도에서 환되었음을 보여 다. 밤섬 목수 이

수(1922년생)의 경우 ‘한창 때는 뚝섬에서 석달 만에 나무보트 400척을 만들기도 

했다’고 한다.5) 그 외 6.25 쟁으로 피난을 나갔다 아  타지에 정착해 조선(造船)

을 했던 경우도 있었다. 바닷배의 수요가 많았던 통 으로 피난을 가 그곳에서 조선

(造船)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함씨와 이씨 두 인물은 통 에서 거주하다 역시 목선의 

수요가 많았던 인천에 정착해 조선(造船)을 연속해가기도 했다. 이들은 고향을 떠나 

생활했으나 인천으로 이사오고 나서는 부군당굿에 참석했으며, 재까지 이들 집안

의 사람들이 부군당굿을 할 때마다 방문한다고 한다.

[표 4-10]밤섬 목수 M씨의 조선(造船)작업 반경

분류 하  류 서울 구간 상 류 서해안

지역
강화,김포,행주,

임진강 일

노량진, 뚝섬, 

닥 ( 자도), 

서빙고, 나루

덕소, 팔당, 

정죽구미, 여주

종도, 인천,

여담포, 서산

배의 

종류와 

용도

덴마

(짐배,고기잡이)

쟁잇배

(짐배,고기잡이)

보트배 ․ 식당배

(놀잇배)

쟁잇배

(고기잡이,짐배)

나가사키

(조깃배)

           

5) 수 에 한 료는 『주간한 』1988  4월 28  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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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덴마와 쟁잇배의 비교

분류 크기 활 용 특  징 사용지역

덴마 20자 내외6) 
짐배와 

고깃배 겸용

주로 곡물이나 짐을 실었

으며, 고기잡이 용도로도 

활용되었는데 주로 물살이 

느린 곳에서 사용

밤섬 기  하류
(김포, 행주 일 )

쟁잇배 20자 내외
고깃배 우선, 

짐배로 활용

물살이 다소 빠르거나 여

울에서 사용했으며, 고기

잡이 할 때는 칸막이에 고

기를 가두지만 짐을 실을 

때는 칸막이를 제거함. 후

에 야채배로도 사용

밤섬 기  상류
(용산, 나루, 덕소 

등 경기남부의 아

랫강)

 표와 같이 M씨의 작업 반경과 배의 종류는 한강과 서해안 일 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배가 밤섬을 거쳐 만들어졌음을 보여 다. 그  가장 많이 만든 배로는 덴

마7)와 쟁잇배8)를 꼽고 있다. 여기서 덴마와 쟁잇배의 제작은 밤섬 조선(造船)의 역

사와 지리  특성 그리고 한강의 자연환경의 상호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먼  두 배

의 제작은 이나 나룻배 등의 형 목선 제작이 어들고 일본형 배 제작기술이 

들어와 일반화되었던 일제 말기와 20세기 반에 많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덴마라는 용어에서 보이듯이 두 배는 거의 비슷한 규모이지만 쟁잇배가 배에 세 칸

의 칸막이를 해서 잡은 고기를 가둘 수 있는 반면, 덴마는 칸막이를 하지 않아 짐배

로 많이 활용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두 배는 밤섬을 기 으로 상류는 쟁잇배, 하

류는 덴마를 주로 사용했는데 물살이 비교  센 용산과 나루쪽에서는 쟁잇배를 

김포와 행주쪽은 덴마를 사용했다. 그러나 1950년  이후 쟁잇배는 고기잡이 뿐 아

니라 잠실 일 에서 재배된 채소들을 실어나르는 짐배로 활용이 되었다고 한다. 이

6) 1 [尺]는 30.303cm  20  짜리 마는  6m 내   라고 할 수 다.

7) 마는 마 (傳馬船)  ‘ 마’  본어  한 것  보 는  주  큰 에 린  보

   사  고가는   시  수   말한다. 그러  에 는 거

 마  강에  짐  고   수 는  큰  만들었 , 그 보다  는 

‘달 마’ 해 주  닷  에 린  해  강  닷  하고 다.

8) 쟁 는 ‘쟁 꼬루’라고도 하는  주   사람들만 는 어 다. 쟁 는 마  

해 막 가 어 짐 보다는 고  사 하  린 고  에  가 어 사 할 수 

다. 그러  짐 도 하  해 는 막  거하고 사 해 도가   상

지역에  주  사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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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덴마와 쟁잇배는 한강에서 만들어진 표 인 강배로서 한강의 환경과 지

리  구분, 활용에 따른 차이로 구분되어 20세기 1930년 부터 1960년 까지 한 세

 동안 밤섬에서 생산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아버지로부터 배짓는 일

을 배운 M씨는 아랫강과 웃강을 오고가는 강선에서 서해안 고기잡이 배인 해선, 놀

잇배인 보트배를 모두 만들  아는 생존 목수로 강의 생태와 뱃사람들의 작업, 그

들의 교환경제에 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배를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 어느 지역 사

람들에게 공 하느냐는 문제는 그 배가 사용되는 방식과 그 지역의 강의 지형과 결

부되므로 그의 배에 한 설명은 자연환경의 변화와 교환품목까지 확 된다. 

강원도 월은 얇으니까 물살은 세도, 짐을 실어 놓으면 비가 내리면 내려오는 

거야, 물이 많아지니까 올라갈 때는 한달이고 끌고 올라가는 거야. 바지 걷고. 

배에  실어놓고 한 달이고 비가 쏟아져야 내려오는 거야, 올라갈 때도 마포 

선창에서 소 을 사서 배에다 싣는 거야 그러고 물이 좀 깊고 바람이 세면 돗

을 달아요, 그럼 올라가지. 그러고 얕은데 가면 돛을 내리고 거기서 부텀 끌어 

사람이 조  깊은 데로 배를 끌면 물살이 세니가 배가 우로 뜬다고 짐을 실어

서 그러면 끌고 올라가고 밥해먹고  자고 끌고 올라가고. 그게 늘배야 그건 

바닥이 물 덩 물 덩해, 짐을 싣고 내려오다 바 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야, 그러면 바닥이 휘어져 그래서 항시 물을 퍼내. 참나무로 깎아서 바닥이 물

덩하고 항시 물이 들어오지, 밤낮 퍼. (M씨, 1936년생)

한편, 조선(造船)은 세 간 기술 승과 집단 작업이라는 특성 속에서 마을주민

간의 독특한 계망을 보여 다. 60여 호에 19개 이상의 성씨가 있었던 것으로 나

타나는 각성받이 마을임에도 마을 사람들 하나하나를 따져가게 되면 다 서로 연결

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계는 조선기술의 수와 공동작업 형태와도 연

결된다. 개 아버지와 아들로 기술이 수되고 부자간 2-4명이 작업 을 이루기

도 하지만, 동네에서 수완 좋은 어른 에서 기술을 배우거나 그 에 들어가 한 

을 구성하기도 한다. 당시 밤섬에서 솜씨 좋은 배목수 집안을 들자면, 최씨가, 이씨

가, 함씨와 박씨 집안을 들 수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일제시기 이후 장사를 하는 집

안이 많아지긴 했어도 밤섬 내 희귀성 씨인 지씨가와 마씨가에서도 배목수가 있었

으며, 기타 집안에서도 반드시 아버지나 친척 어른이 배목수가 아니더라도 동네 어

른들 에서 보조일을 하며 배만드는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따라서 형제들이 아버

지 에서 부 목수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 아들 에서 가장 솜씨가 좋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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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남이 아버지를 모시며 목수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할아버지가 목수 어도 

아버지가 목수가 아닌 경우에는 동네 어른 에서 배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향은 

차 배짓는 업이 가격경쟁력에 좌우되어 가면서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밤섬 목수

들 내에서도 제시하는 가격에 따라 수주량이 제각각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일이 많

은 목수(오야라고 부름) 으로 보조들이 모여들었다. 가령, 목수가 많았던 최씨가나 

이씨가도 아버지나 형님들이 일을 게 가져올 때는 마을에서 일을 잘 맡아오는 함

씨(1912년생) 에서 일을 많이 했다고 한다. 여기서 배값의 배분은 주문을 맡아온 

‘오야’가 가장 많이 가져가게 되며 나머지 일을 맡길 수 있는 숙년된 청장년의 

목수들이 나눠가지게 되며 그  시키는 로 패질이나 허드렛일을 하는 보조는 

거의 가져가는 게 없었다고 한다. 특히 보조는 처음 일을 배울 때는 료없이 시키

는 일만 하게 되지만, 밥을 얻어먹거나 목재를 다듬고 남은 잔재를 땔감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장 도 있었다. 그러나 혹독한 수련의 과정을 이겨낸 청년은 혼자 독립해 

배를 지을 수 있는 장인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이탈된 사람은 군 를 다녀오거나 

결혼을 할 무렵 다른 생업을 선택했으며, 배 주문이 감소하면서 그러한 청년들의 숫

자는  늘어나게 되었다.

[표 4-12]밤섬의 표 인 배목수 집안

집 안  활    동    상

최씨가 아버지 형제와 아들 세  부분이 목수로 활동 

이씨가 올림픽과 마포나루 굿을 한 통한선 제작

함씨가
1950년  이후 밤섬에서 가장 많은 주문을 맡아서 함. 문을 맡아 같은 집안 목수 뿐 

아니라 최씨, 마씨, 이씨, 지씨 등의 동네 목수를 데리고  동업함

박씨가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

기 타
(지,마, 씨)

집안 내 배목수가 많지 않아 동네 목수들과 동업 계를 형성

이와 같이, 1950-1960년  밤섬의 공간과 주민들의 생활과 생업은 한강의 자연환

경 속에서 치하면서도 놀잇배와 식재배지로 성장한 강남의 야채배 등 변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조선(造船)을 지속시켜 나갔다. 동시에 조선(造船)에서 이탈한 

상당수는 등포 공업 지 나 인근 공사장에서 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새

로운 생활 선으로 환해 나가게 된다. 물론 공동작업을 하는 체제에서 놀잇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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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늘어나면서 가구별 혹은 개인별 작업으로 환되는 극심한 변화의 길을 노정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밤섬의 조선(造船)이 이주를 계기로 소멸했다거나 한강과 

연계된 경제생활과 완 히 단 되었다기 보다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응해 나가면

서 새로운 방식으로 처해 나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차 나가사끼와 같은 큰 배

보다는 낚시배, 덴마, 놀잇배 등 1-2인 제작 규모의 작은 배들만이 주문되는 상황

에서 각각의 목수들은 작은 이익을 분배할 수 없는 구조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와우산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얼마간 지속되어 와우산 꼭 기 공터에서 배를 

지었던 것은 목선의 효용성이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1980년  한강종합개발과 낚시 지와 같은 규제로 인해 한강에서의 배수

요가 폭 축되어 가는 과정과 이후 부분 건축 목수로 업해가는 과정 그리고 

88올림픽을 계기로 통문화로 조명받는 시기에 이르는 밤섬마을 조선(造船)의 역

사와 연결되고 있다.

2. 밤섬의 운명 : 폭 에서 이주까지

밤섬의 폭 는 밤섬마을이 한강을 떠나도록 만든 가장 결정 인 원인을 제공했지

만 그것으로 인해 밤섬마을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섬의 폭 와 이주

의 과정은 마을의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마을 건설의 일부 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

난 주민들의 행 는 마을소멸의 기를 극복해 나가는 의지의 표출이도 하다. 먼 , 

밤섬이 왜 폭 되었는가?에 한 답변은 당시 정책 결정자의 회고와 신문기사에 의

해 직 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명백히 여의도를 홍수에서 구해내기 해서

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도(노들섬)와 밤섬  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에서 밤섬을 선택했다는 논리가 만들어진다. 개발이 제된 실험을 통해 밤섬 주민

들의 토는 제방을 한 토석(土石)으로 간주되었으며, 노들섬과의 양자택일에서 

선택되는 불운을 맞이하게 된다. 

( 략)...서울시는 오는 10일 이 섬에 폭 단추를 르고 5월 말까지 제거작업

을 끝내기로 했다. 폭 이유는 하구(河口)를 넓  재 공사 인 여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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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12]불도 시장 김 옥이 밤섬 폭 공사

장에서 장비를 운 하고 있다.뒤편 왼쪽에 밤섬

이 보인다.(출처 :서울특별시 소장)

홍수에서 구해낸다는 것. 한강개발사업소의 과학 인 수치에서 이 섬은 없어지

게 되었다. (조선일보 1968년 2월 4일자)

수리 시험을 다했다니까 우리가. 내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무식하게 하

겠어요? 모형도 만들어가지고 물을 부으면 한강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밤섬을 

폭 했다고. 지  여의도 끄떡없잖아요. 그때는 여의도를 나는 하나의 맨하탄, 

월 스트리트를 생각했어요. (당시 서울시 료 P씨)

건설부와 서울시와의 사이의 문제라는 것은, 여의도를 섬을 만들어서 이 게 

하면 홍수 때 한강이 좁아지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냐. 그리고 그 다면 한강이 

제일 좁은 쪽이 한강 인도교니까 인도교에 있는 지도 그것을 없애 달라.(

략)한강의 하류가 막히면 거기서 배수고선이라고 여기가 막히면 상류로 물이 

올라간다. 간에 장해물이 있으면은, 그것이 밤섬도 문제가 된다. 이 게 논

의를 하다가 결국 밤섬을 폭 해서 수면까지 낮추는 걸로 하고, 지도는 그

로 살리는 것으로 했는데, 그 게 해서 건설부와 타 을 지었어요.( 략) 지

도를 없애는 것을 서울시가 받아들이고 밤섬을 남겨 놨으면 지  한강경

은 더 좋아졌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은 있어요, .... 밤섬을 없애는 걸로 여

의도를 만드는 걸로(그 게 타결지었어요). (서울역사박물  2010 : 223)

한, 산 감 차원에서도 

밤섬이 단단한 암반이라는 지

질  특성은 제방건설에 유용

한 자원이 되었으며,9) 여의도를 

맨하튼처럼 만들겠다는 개발 

아젠다 앞에서 밤섬의 운명은 

소멸의 상으로 선택된다. 그

러나 ‘노들섬을 없애고 밤섬

을 남겨놨으면’하는 도시계획 

료의 말은 당시 선택이 한강

의 경 보다는 개발의 속도와 

부족한 산 사정이 우선되었

9)  에   11만 4 ㎥  돌  내 여 도 에 사 하고  TNT 값과 공사 가 공사

 5,480만원  들여   없 고  공사가   값 5,000만원  수 므  순공

사 는 480만  드는 다(『동 보』1968  2월 10  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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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보여 다. ‘싸우면서 건설한다’는 구호에 발맞춰 한강건설 이동시청까지 개

소하는 불도 식 추진력은 공사착수 4개월 만에 윤 제를 완성하는 쾌거를 달성하

게 된 것이다. 1년을 상했던 공사기간을 반 이상을 단축했던 속도 주의 개발

은 밤섬 폭 를 결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합의가 필요하지 않았다.

폭 를 계기로 밤섬은 여의도로부터 완 히 분리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고 조선

시  이래 하나로 연결되었던 두 섬은 서로 다른 토로 공간성이 구축된다. 두 섬

의 이주 과정을 살펴보면, 여의도의 경우는 1950년  쟁 이후 모여 살기 시작한 

이주민 락이 이주 상이었다. 이들은 땅콩과 채소재배를 주업으로 하는 밭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주민들로 15년 정도 비행장과 함께 여의도에 존재하다가 밤섬 폭

와 함께 이주하게 된다. 당시 여의도는 땅콩으로 변될 만큼 땅콩농사를 짓던 곳으

로 여의도 한 복 에 자리잡은 비행장을 피해 양말산 부근, 조선시  양목장이었던 

지가 재민들의 집단 이주지로 변용된 것이다(T씨, 1936년 마포생). 당시 밤섬주

민들은 와우산으로 부분 이주함으로써 마을의 외형을 유지하게 된 반면, 이주민

으로 구성된 여의도 주민들은 천동 일 로 흩어지게 된다.

[표 4-13]밤섬 폭 와 주민이주 비용 계산10)

품 목  액 내   용

공사비 480만원 총 5,480만원  밤섬 폭 로 얻는 잡석값 5,000만원 제함

보상비(토지) 838만원 17,396평  사유지 11,286평

보상비(건물) 702만원 62가구

이주비 0
서울시에서 홍익  후문 부근에 임시 군용천막 설치

와우산 평탄작업 

합  계 2,020만원

밤섬이 폭 되기까지 서울시는 건교부와 국방부와의 사  의를 거쳐 여의도 비

행장 이 을 의하고, 서울시는 밤섬 폭 시 발생되는 경암(硬岩)의 양을 계산한 

후, 공유수면매립에 필요한 과정을 거쳐 윤 제 건설에 착수하게 된다. 공사 착수 

10) 보상  내역  『동 보』1968  2월 10  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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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4-2]1969년 지도에서 밤섬은 ‘밤섬자리’(○표시)로

기록되고,여의도에는 가상의 도로가 그려져 있다.

의례는 통령과 시장이 나란히 밤섬폭  단추를 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러

나 주민들이 밤섬을 나와 와우산으로 오르기까지 과정은 쉽게 성취되지 못했다. 주

민들이 섬을 빠져나온 것은 개발계획이 나온 지 몇 달 채 안되었으며, 최종 통보를 

받은 것도 달포 만이었다. 당시 밤섬에는 주민 편의와 용으로 밤섬에서 여의도

를 경유하는 이블카를 설치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한강개발이 실화되자 

여의도 개발의 속도에 맞춰 자신들의 고향을 비워줘야 하는 분 기를 주민들은 

상하고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당시 폭  결정 시 국가 인 한 정책에 한 반

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는 생각과 장마 때마다 겪는 홍수피해에 벗어날 수 있다는 

실 인 선택이었다는 

의견들이 주민들 사이에

서 상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주 이  

서울시가 제안한 이주 조

건은 창 동 와우산에 마

련한 연립주택에 집단 이

주하는 조건이었다. 그러

나 밤섬이 국유지가 35% 

포함되었으며, 하천부지

라서 보상액이 턱없이 낮

아 건축비 보상액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다 보니

거의 건물값만 받고 나온 

셈이다. 처음에 당인동 

137번지 홍익  후문 부근에 천막을 치고 임시로 지내다가 주민들이 서울시에 항의

한 끝에 와우산을 주거지로 인정해주고 터를 닦아  것 까지가 서울시가 이들에게 

제공한 부 다(이동아 2007 : 129-132).

그럼. 근데 그 밤섬에 있는 그 게 이게 밤섬에 인제 그 철거했을 때 이게 밤

섬 사람이 손을 안 댔다고. 밤섬 사람은 이 당에 해서 잘 알잖어. 그러니까 

손을 못 댔어. 그러니까 인제  시에서 이 게 부역하는 놈들, 그냥 깡패 이

런 놈들 데려다가 그 당문 열고 죄다 다 꺼내다가,  이 밤섬 에가 백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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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야, 어 올라가면. 거기다 갖다 쌓아놨어. 그릇하나 밤섬 사람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다 끌어낸 거야. 근데 인제 해서 이 당에 해서 아주 

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 옛날서부터 밤섬 살다가 등포로 이사를 갔지. 그러

니까 가 손을 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당에 해서 인제 정성 많이 들이

고 한 노인네가 있어. 그 노인네가 와서 이걸 갖다가 녹번이, 그 산 에 보면

은 크은 이 있어요. 이런 부군님 같은 거 이런 것만 모셔놓은 데가 있어. 고 

산 야, 바로. 옛날에  허리 아 면  산 골을 사 먹고 그러는 데 있어. 그

러니깐 인제 그걸 기 거기다 갖다 부 모셔놨지. (M씨, 1936년생)

(서울시에서 이주통보를 해줬나요?) 거의 갑자기지. 나오니까 여길 건 왔어

요, 어디냐면, 두산아 트 옛날 상수아 트라고 당인동, 그 앞에 땅을 가진 밤

섬출신 사람인데.. 공사할 동안 거기에 천막치고 있었지. 시에서는 하나도 도움 

안주고, 언제까지 나가야 된다고 그러고...이미 공사가 하기로 되어있으니까... (K씨, 

1936년생)

당시 밤섬주민들에 한 보상도 문제가 있었지만, 체 부지 마련도 마땅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와우산이 아니라 주 단지( 재 성남시 수정․ 원구)를 

서울시에서 제안했다는 주민의 이야기도 있으며,11) 극소수이긴 하지만 부지를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천동으로 간 사람도 있다고 한다(이동아 2007 : 128). 그러나 당시 

밤섬 주민들은 서울시에서 골치를 앓고 있었던 무허가 자집 주민들과는 달리 개

발에 한 가를 상할 수 있었던 치에 있었다. 이들이 서울 변두리나 밖으로 

이주하지 않고 당인동 임시 천막에서 보낸 수개월의 시간은 서울시와 이주지를 두

고 립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들은 밤섬 공사 장에 들어가 ‘공사를 못하게 하

는’ 항의를 하기도 했으며, 특히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와우산 부지

에 한 정보를 듣고서 주민들이 데모를 한 끝에 와우산 이주라는 결과를 얻어 냈

다고 한다(이동아 2007 : 130). 곧 밤섬 주민들의 와우산 이주는 쉽게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주민들의 극 인 요구가 수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주민들은 한 겨울 밤섬에서 나와 홍익  후문 부군 밭에서 천막을 치고 수 

개월을 살다 장마를 맞았으며, 장마가 끝난 그 해 두 차례로 나 어서 서울시에서 

와우산에 평탄하게 만들어  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처음 기 했던 연립

11) 주 단지가 울시 거민  집단 거주지  결  것  1968  5월 7 었 ,  

1969  9월 1  산역에  거  당한 주민들  주하게 다(  2005 : 89-93). 라

 1968  2월 거당한 주민들  주하는 것  실  가능했  것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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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꿈은 실 되지 않았다. 이것은 당시 주민들이 생각했던 약속이라는 단어와 

행정을 집행하는 정부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밤섬이 철거되는 1968년

은 시민아 트 계획이 발표되고 곧 바로 실행되는 시기 다. 무허가 자집을 허물

고 그곳에 시민아 트라는 이름으로 렴한 주택을 제공하고 이를 불하하는 방식으

로 1968년 말부터 와우아 트가 무 지는 1970년 사이에 집 으로 지어졌다. 그

러나 밤섬은 부분 사유지로서 토지보상과 주택보상을 부분 받은 사람으로 그 

보상비로 살집을 구해야 했으므로 서울시에서 이들에게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지어  법  의무는 없었던 것이다. 당시 주민들은 연립주택을 지어주겠다

는 명확한 문서화된 합의서 없이 속도로 진행된 이주 상과 보상 과정에서 서울

시에 의해 일방 으로 제안된 연립주택 제공을 기정사실로 믿고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밤섬폭 부터 와우산으로 이주하는 과정은 처음부터 결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서울시 당국과 타 되고 조정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

한 주민들의 행 는 ‘이들이 과연 희생양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도록 한다. 실제로 

재 밤섬 폭 에 한 주민들의 생각은 ‘개발의 희생양’이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

히지 않는다. 오히려 미디어에 의해 그러한 측면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지만 부분

은 그 당시가 ‘힘들었다’거나 ‘다들 그 듯이 그 시 는 고생스러웠다’는 표 이 많

은 편이다. 이것은 마을 체를 이야기할 때와 개인의 생각이 다소 차이를 드러내기

도 한다. 마을 체가 흩어져야 하는 기를 경험했던 것을 생각하면 희생양이기도 

하지만, 홍수라는 자연재해로부터 생존하기 해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과 

기와 수도를 쓸 수 있는 ‘도시’에서 살 수 있다는 장 은 무시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한, 연립주택 제공이라는 서울시의 제안은 주민들이 모여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밤섬마을의 요구와 부합되는 것으로서 마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도 했던 것이다. 같이 모여살 수 있는 조건으로서 ‘연립주택’은 이후 1990년   

아 트 재개발이 문제화되었던 때에도 제기됨으로써 집단거주에 한 밤섬주민의 

의지는 이후에도 한번 더 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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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도시개발의 역학과 한강의 밤섬마을

지 까지 식민지 시기 이후 한강수운의 멸과 한강개발의 사회  환경 그리고  

밤섬 폭 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앞서 설명해듯이 이 시기에 이루어진  본격

인 한강개발의 착수는 기존 한강변에서 이루어진 개발행 와는  다른 구조 

속에서 진행되었다. 식민지 시기 개발은 한강을 직  통제하는 수 을 넘어설 수 없

었지만, 1968년 밤섬폭 를 본격화된 한강개발은 섬을 없애거나 다리로 연결하기

도 했으며, 수로를 변형하고 강의 선형까지 변형시키는 기존의 체계와 다른 방식이

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과거 한강수운의 시 와 단 되어 강 주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응 방식을 요구하게 된다. 이로 인해 한강에서는 겨울에 채빙이 사라지고 강

원도에서 내려오던 뗏목은 얼마 안 있어  건설이라는 명제 하에 사라지게 된다. 

그 사이 개발 직 의 시간 에는 잠시 동안이지만, 늘어난 강북의 인구를 해서 한

강을 오고가는 야채배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기도 했으며, 이 시기 폭발 으로 늘

어난 인구들은 한강의 락화를 가속화시켜 여름이면 한강이 놀이용 배들로 가득 

들어차게 만든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는 빨라졌으며, 한강의 수운과 강의 생태 

속에서 생업을 유지해 갔던 사람들의 삶을 격하게 바꿔놓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밤섬마을은 이 과 다른 커다란 사회  변화 속에서 마을을 유지시

켜 나간다. 무엇보다도 쟁 이후 괴된 마을과 이로 인해 격히 어든 마을규모 

그리고 황해도 일 에서 내려오던 어물교역의 단 은 식민지 시기까지 유지해온 마

을의 안정  정착에 큰 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100호에 이르던 마을의 호수

는 60여 호 내외로 어들었지만, 다른 강 의 마을들이 외부 이주민들의 유입이 

두르러졌던 반면, 밤섬은 부분 원래 살았던 원주민들이 다시 돌아와 마을에 정착

함으로써 안정 인 마을을 유지하게 된다. 한, 조선(造船) 역시 분단으로 인해 

축되었지만, 여 히 마을호수의 30% 정도가 조선(造船)을 주업으로 하는 생업을 

연속해 가게 된다. 이 숫자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어든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

만, 여 히 목선을 수요로 하는 시장의 형성과 세 로부터 연속해온 생업기술이 

여 히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 히 강 에서는 낚시배와 짐배가 필요했으

며, 무엇보다도 격히 늘어난 서울의 인구는 여름에 한강으로 몰려와 보트배와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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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배를 필요로 했다.

한, 원주민들로 구성된 마을의 연속은 부군당굿을 쟁 이 과 크게 다르지 않

게 연속해 나가는 기반이 되었다. 배를 만들어 큰 돈을 번 주민은 당굿을 한 추렴 

시 큰 돈을 내기도 했으며, 도가와 소임이라는 의례를 주재하는 마을 표들은 여

히 과거 세 로부터 익힌 방식으로 의례를 비하고 음식을 장만했다. 주민들의 참

여 역시 극 이었으며, 밤섬을 떠나 주변으로 이주해갔던 주민들도 당굿을 할 때

는 참석하는 등 부군당을 심으로 하는 마을의 결속이 유지되었던 시기이다. 이러

한 부군당 의례의 연속은 와우산 마을로 이주한 이후 나아가 재개발로 인해 마을이 

이산된 이후까지 지속되는데, 특히 1930년  생을 심으로 하는 세 들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재 70  반에서 80세 미만을 형성하고 있는 이 연령 의 인물들은 

식민 말기 유소년기에 아버지로부터 일본식 배제작과 도구를 물려받았으며, 동시에 

통 인 조선식 배 제작기술을 수받은 집단이다. 한, 6.25이후 마을이 재정비

될 때 다시 돌아와 정착한 이후 청년으로 성장해 조선(造船)과 부군당을 연속해 나

갔으며, 와우산 이주 이후에는 장년층으로 성장해 친목회를 조직하며 부군당 의례

를 주도해 간다. 와우산 마을에서 부군당 의례가 ‘ 상계’ 심의 노년층이 아니라 

청장년층의 ‘친목계’ 다는 사실은 이들 연령 가 부군당 의례의 연속에 큰 역할을 

했음을 보여 다. 이들의 삶은 식민지 시기를 거쳐 6.25 이후 마을재건과 밤섬폭 , 

와우산으로의 이주와 재개발로 인한 마을의 이산을 모두 경험한 세 로 20세기 밤

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쟁 이후 다시 재건된 밤섬마을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과거로부터 

연속되어 온 유업의 달과 공동체  의례를 통한 마을의 결속을 이어나가게 된다. 

이러한 마을단  결속은 다른 한강변 마을과 다른 원주민 심의 마을구성원 유지

와 조선업 특유의 친인척 단  작업 행과 같은 몇몇 특성으로 설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요한 것은 이러한 마을단  결속이 밤섬폭 라는 마을해체

의 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었다는 일 것이다. 이들의 결속력은 인근 이주민

으로 구성된 여의도와의 비교에서도 나타나는데, 여의도 마을이 신림동과 천동 

등으로 흩어진 반면 밤섬마을은 상당수가 밤섬이 내려다 보이는 와우산으로 이주해

가면서 마을을 소멸시키지 않고 연속해 나간다. 동시에 섬에서 산으로 이주한 이후

에도 부군당을 존속시키고 매년 의례를 빠짐없이 실행해나갔던 과정은 마을을 단

로 하는 집단  결속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해나갔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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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결속은 미디어에 의해 이들을 ‘피해자’로서 이미지화하는 장치로서 제안되

기도 한다. 1980년  밤섬폭 를 한강개발의 악례(惡例)로 평가하게 되는 성찰의 

시 를 맞아 밤섬주민들은 ‘개발의 희생양’으로 묘사되었다. 이후 밤섬마을은 자신

들의 의지와 계없이  다시 재개발이라는 역학 속으로 휘말리게 되면서도 마을

의 유지와 결속을 열망하는 행 들을 실천해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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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마을의 재건과 밤섬재생의 사회문화  역학

1 . ‘  다른’밤섬마을의 탄생

1. 와우산에서의 마을 재건과 밤섬의 부활

밤섬이 폭 된 이후 와우산으로 이주하는 과정은 마을해체의 기를 극복하고 주

민들의 결속력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서울시에서 제안했던 연립주택은 좌 되었

지만 천막생활을 수개월 동안 한 끝에 밤섬이 잘 내려다 보이는 와우산 기슭에 ‘5

계단’에 걸친 밤섬마을을 재건하게 된다. 한강 부근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은 고향이 

내려다 보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여 히 조선(造船)으로 먹고사는 가구가 지 않

았던 것은 밤섬 사람들을 한강에 묶어 놓는 이유라고 주민들은 설명하곤 한다. 곧 

섬에서 산으로 마을을 옮긴 이후에도 밤섬에서 조선기술을 익힌 세 들은 조선(造

船)을 포기할 필요가 없었으며, 그들이 모시고 있던 부군님 역시 다시 마을 입구에 

안해 매년 의례를 실행하게 된다. 와우산에서의 마을재건에 부군당 신축이 포함

되어 있음은 밤섬 사람들에게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이후 의례는 한강에서 지냈던 

형식과 내용에 다소 다르게 변화했지만,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공동체  의례로

서 부군당굿의 의미는 공유되어 왔다.

한, 밤섬마을이 와우산에 정착되는 과정은 폭 된 한강의 밤섬이  되살아

나는 시간이기도 했다. 사실 과거 밤섬은 수면 아래로 사라지고 새롭게 퇴 된 섬과 

같은 모래무지는 단지 ‘밤섬 자리’일 뿐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곳이 밤섬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과거 밤섬은 암반을 기반으로 존립해 있었던 반면 폭  이후  

퇴 되어 형체를 만들어 간 ‘새로운 밤섬’은 모래와 토, 자갈로 구성되었으며 각

종 풀과 억새 등이 이루어져 철새들이 몰려오는 곳이었다. 이 하 도가 다시 문제가 

된 것은 15여 년이 흐른 뒤 다시 개발에 직면해 폭  논쟁에 휩싸이면서부터이다. 

이후 자연환경보호에 한 사회  심과 개발에 한 비  담론이 밤섬폭  여

부에 집 되면서 밤섬은 한강의 자연생태의 보고로 재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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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자연생태계의 보호를 강조하는 조류학자와 언론의 

보도 논리는 개발을 담당한 행정당국으로 하여  밤섬 제거 계획을 철회하도록 만

든다.

그러나 밤섬의 복원과 재생은 토와 모래 등으로 구성된 섬의 물질  토 자체

가 자연환경에 의해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1980년  한강종

합개발과 함께 제기된 환경보호 담론, 그리고 올림픽을 계기로 활발해진 통의 재

생과 해체되어 가는 밤섬마을을 다시 재생시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행 를 통해 밤

섬의 부활 속에 함의된 사회문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사라졌던 밤섬이 세인들

의 심을 받게 되자 와우산에서 동제를 지내는 밤섬마을 주민들이 ‘개발의 희생양’

으로 다시 보도되기 시작했으며, 올림픽을 계기로 밤섬의 배목수는 황포돛배 제작

에 참여하게 된다. 한, 이 무렵 마을의 해체를 걱정하는 주민들은 향우회를 결성

함으로써 이후 개될 마을의 이산에 비하게 된다. 이후 아 트재개발로인해 마

을이  다시 이산되는 과정과 곧이어 아 트가 공되는 1990년  후반에 이르는 

과정은 와우산에 아 트로 입주한 몇몇 세 와 부군당만을 남겨두게 되었지만, 주

민들은 밤섬마을의 역사를 연속해 나가기 한 새로운 분투를 개시키는 역사를 

이어간다.

곧 1968년 이후부터 1998년 아 트 재개발이 완성되는 30여년은 와우산에 새로

운 마을을 재건했다 다시 이산시키는 과정과 소멸되었던 한강의 밤섬이 다시 살아

나는 재생의 역사를 써가는 시간 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밤섬마을의 결속을 지

켜내기 한 노력을 통해 고향을 방문하는 기회를 얻어내기도 했으며, 부군당의 철

거 기를 극복해 내기도 한다. 이들의 부군당 역시 다른 부군당과 마찬가지로 재개

발로 인해 아 트 숲에 둘러싸이게 되지만, 밤섬마을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한 다

양한 형태들의 문화  실천을 통해 마을의 역사를 연속해 나가기 한 열망들이 

개된다.

2. 와우산 밤섬마을의 경 과 주민생활

한강 밤섬에서 이주 나온 뒤, 약속의 땅인 와우산으로 오르지 못한 주민들은 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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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임시 천막주거지에서 수개월 동안 임시 거주하며 장마를 견디게 된다. 와우산에 

연립주택을 지어 이주시키겠다는 약속은 명문화되지 않은 것으로 지 된 보상비 외

에 주택을 건립할 산이 없었던 서울시에서는 당시 자집 철거민들의 이주지 던 

천동과 신림동 일 , 구로구 고척동, 성남 등지를 새로운 정지로 제시했던 것이

다. 결국 주민들은 와우산에 연립주택을 지어 마을을 이루고 살 수 있다는 이주 조

건을 포기해야 할 험에 직면했던 것이다. 서울시의 이러한 제안은 당시 신문에서

도 ‘창천동 와우산 1천 여평 지에 연립식주택을 건설, 5가구씩 살게 할 방침’12)

으로 보도되어 주민들은 의심하지 않던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조속히 

약속을 이행해  것을 요구하며 공사장에 들어가 항의를 하고 서울시청으로 찾아

가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와우산에 땅을 마련한 것으로 만족해

야 했다. 주민들은 고향과 가까운 와우산을 끝까지 고집하게 되었고 이를 성취했지

만, 처음 서울시가 제안한 연립주택이 아니라 불도 로 산을 깍아 만든 맹지로 들어

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마을을 이루며 약 30여 년을 살게 된다. 불도 가 엉성하

게 만들어  야산의 택지로 들어와 다시 천막을 치고 살 집을 만들기 한 분투가 

시작된 것이다. 빈 땅으로 들어온 밤섬주민들은 보상비를 모으고 마을조직을 재건

하여 새로운 밤섬마을 만들기에 착수하게 된다. 공동기 으로 축 를 쌓고 집을 짓

고 자 이 부족한 가구는 노동력을 통해 마을을 재건하게 된다. 처음 받은 보상비에 

따라 집의 크기와 치를 달리했지만 돈이 없어 집이 없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 회의에서 결정했다. 한 이후 공동수도가 만들어지고 기가 들어옴으로써 

집과 마을의 외형을 갖추게 된다. 주민들은 서울시에서 해  거라고는 ‘불도 로 

한 번 어  것’ 뿐이라고 하며, 기 역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설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5-1]와우산 밤섬마을 건설 과정

12) 『동 보』 1968  2월 10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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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1]와우산 밤섬마을 경(출처 :2009년 밤섬부군당굿에서 시된 사진 촬 )

산에 입지하 기 때문에 마을의 구조는 계단식 부채꼴 모양으로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1계단이니 2계단이니 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부르게 된다. 총 5계단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별 단독주택의 형태 지만 마을 체의 경 은 5층짜리 거 한 연

립주택처럼 층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곧 서울시가 기했던 연립주택 문제를 주민

들의 힘으로 스스로 달성해 나갔다. 그러나 문제는 와우산로의 이주가 주민들을 토

지소유자에서 무허가 주택 소유자로 락시켰다는 이다. 과거 한강의 자연환경 

속에서 치했던 밤섬은 비록 깃불과 수도의 혜택이 없었던 불편한 곳이었지만 

주민 부분이 자기 땅에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와우산으로 이주하게 되면

서 주민들은 무허가 공유지를 유하고 건축물만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변모하

게 된다. 그 다고 이 문제가 와우산 밤섬마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

다.  그리고 이들은 당시 서울에 만연한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사는 주민들과는 다

른 경계 속에 있었다. 국가의 시책에 부응하고 근 화를 해 자신들의 고향을 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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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그 가로 획득된 보 자리 기 때문에 ‘우리 땅’, ‘우리 동네’라는 인식이 내재

되어 있었다. 따라서 토지 장에 공유라고 쓰여 있는 상황은 1990년  재개발이 추

진되기 까지는 요한 것이 아니었다. 다른 무허가 건축물이 허가없이 공유지를 

유한 개개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들은 서울시에 의해 이주를 인정받은 집

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개개 집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의 소유 여부에 상 없이 ‘밤

섬 마을’ 체로 인식하게 된다. 

[지도 5-1]밤섬 주민에 의해 작성된 ‘율도철거주민 정착지 배치약도’,○표시는 부군당.

(출처 :밤섬주민 K씨 소장)

  

산동네에서의 주거구조는 섬생활과 다르게 구성되었다. 층계별로 나뉘어진 주거

공간은 마치 공동주택과 같이 층과 호로 구분되어 입지해 있으며, 공동수도가 맨 아

랫계단과 윗계단 부근에 치해 있고 부군당은 마을 입구에 치해 있다.13) 주민들

은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따라야했다는 순응  태도로 일 했기 보다는 홍수로 

13) 당  가   곳  닌 마  에 게  사연  다. “맨    곳에 

당  지  했  꿈에 할 지가 몽하여 과 가  가 운 곳에 당  짓고 신도 

그 에 지 라고해 ” 다( 재  1985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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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기와 수도를 얻을 수 있는 편리한 생활에 한 요구를 극 으로 

실행해 나갔다. 비록 밤섬이 하천부지에 입지해 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했지만 마을 

주민들이 한꺼번에 이주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역시 달성되었다. 법 인 문제 역시 

토지 장보다는 주택 장에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집의 소유 계를 안심

하고 있었다. 다른 무허가 잣집들이 그야말로 허가 없이 불량주택을 난립한 것이

라면 이들은 서울시의 인정 하에서 비교  정비된 도로와 시멘트 기와, 블록을 이용

한 살만한 주택군을 형성한 것이다. 곧 한강 밤섬을 나와 와우산으로 가서 다시 마

을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은 주민 스스로 마을을 재건하기 한 분투들을 극 으로 

개시켜 나가는 과정이었다.

시에서 보상이 얼마 나오냐? 따져보니까 얼마 안돼서 한 집에 두 명씩 나와라

해서 집을 지었지. 그 때 얼로 갈거냐? 천동, 신림동으로 갈거냐 하다가 와

우산이 밤섬을 잘 내려다 볼 수 있으니까 주민회의에서 와우산으로 했지. 그때

야 정부방침이니까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지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양말산 

사람들은 신림동으로 갔어. 그래도 김 옥이 같은 사람들 머리는 단해. (원

망을 하지는 안했나요?) 나 에 우리가 살다보니 불편해지고하니까 애기를 했

지만... 그런거 없이 지나간거 같아. 우선 기를 다니까 밝은데서 사니까. 

밤섬에서 살 때는 물도 강물 먹고 기도 호롱불, 문화혜택이라건 조 도 못받

고 나온거야. (그럼, 서울시에서 기나 수도를 해 다고 약속 받고 섬을 나오

셨나요?) 서울시에서 해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에다 극빈자 우하는 모양

으로 한 에서 일부 해주고... 내가 한 에 다녔으니까 내가 서부지 에 잘 아

는 사람이 있어. 반반 인가 해서 기를 낸거야. 그 지 않으면, 뭐 돈이 있어

야지. 서울시에서 해  게 아니지. 도 (불도 )가 몇 번 터만 닦아주고 동네

사람이 삽하고 곡괭이 들고 나와서 했지. (신문에도 서울시에서 연립주택을 지

어 다고 보도가 되었던데요?) 거기다 집을 지라고만 했지. 신문에 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게는 안 어. (K씨, 1936년생)

결국, 와우산에서 정착하기 한 험난한 과정 속에서 정부를 원망하긴 했지만 재

건된 마을에서의 안정 인 생활은 사람들을 ‘개발의 희생양’이라는 피해의식을 갖고 

살게 하지는 않았다. 마을의 건설 역시 서울시의 도움없이 주민 모임에서 주택의 

치와 크기를 결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해 제비뽑기를 하는 등 자치를 통

해 마을을 만들어 가게 된다. [지도 5-1]과 같이 마을 표가 선출되어 거주자 명부

를 작성하고 거주분포도를 만들어 할 행정기 에 제출하는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

을 달하기도 했다. 그리고 집을 짓는 것 다음으로 요한 기를 끌어오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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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주민들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등 와우산에서의 마을은 차차 안정을 찾게 된다. 

밤섬과  다른 환경 속에 놓이게 되지만, 주민들은 마을을 재건하고  다시 조

선(造船)과 부군당에서 마을의례를 지속하게 된다. 

[표 5-1]밤섬마을의 거주공간 이주에 따른 변화상

 구 분 밤 섬 와 우 산 비 고

마을규모 65세
44세 (이주 기)
→ 51호(1984년)14)

와우산 이주 후 
세 가 분가

마을 입지와 
주변환경

한강 하 도, 모래사장과 
한강과 해있음

와우산 고지 의 주택가 

주거지 소유
부분 사유지에 자가 

주택
부 공유지에 자가 주택

주택형태 기와집과 양철집
부분 양기와, 시멘트 

블록조

부군당 1개소 : 기와집 1개소 : 슬 트

공동체  장소 공청 1개소 없음
통장집에서 
마을일을 
논의

식수공 한강물 공동수도

기공 호롱불 깃불

밤섬과 와우산에서 마을의 공간구성의 차이는 [표 5-1]과 같다. 한강에서의 마을

공간 구성과  다르게 재편되었지만,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부군당을 재건하

고 이주 다음 해부터 거르지 않고 마을의례를 실행하게 된다. 마을조직도 주로 행정

인 처리를 표하기 해서 통반장이 선출되었지만, 마을에서 가장 큰 일로 간주

하는 경조사는 ‘ 상계’가 이어받았다. 상계는 마을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상

가집에 큰 천막을 치고, 그에 따른 비용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마을의 오래된 조직으

로 와우산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이후 상여를 메는 일이 없어지고 화장

장에서 장례를 처리하게 된 이후에도 조직은 계속 유지되어 천막설치와 음식장만 

등을 공동으로 해결하게 된다. 향후 이 모임은 1988년에 향우회와 통합되어 친목모

임으로 발 하게 된다.

14) 재 (1985 : 25)  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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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한강 밤섬과 와우산 마을의 성씨별 세 수 변화

구 분
한강 밤섬마을

(1959년 이화여  사회생활과 조사)

와우산 밤섬마을
(1973년 통장이 조사)

주요 

성씨

이 8 10

마 5 7

지 5 5

장 4 1

4 0

3 4

한 3 0

함 3 2

최 3 2

서 2 1

박 2 1

안 2 1

김 2 10

오 1 0

나 1 0

유 1 1

표 1 0

채 1 0

인 1 1

한  표와 같이 한강 밤섬에서 와우산으로 이주 이후 성씨별 세 조사에 의하

면 비록 두 조사가  세 를 상으로 정 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략 인 이

주의 특성을 보여 다. 곧 한강 밤섬에서 살았던 이, 마, 지, , 함, 최씨는 와우산 

이주 후 세  분가로 늘거나 부근의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조  어들었음을 보여

다. 이들 성씨는 밤섬에서 주로 조선(造船)을 생업으로 살았던 이들로 이들은 와

우산이나 한강변에서 이 일을 상당기간 계속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밤섬에

서 살았던 장, , 한씨가 와우산으로 거의 이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김씨

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59년 조사 당시 락된 약 11세 에 김씨

가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한 김씨들이 와우산에서 분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체로 한강 밤섬에서의 60여 세   40세  이상이 와우산 마을에 정착했다가 이

후 1980년 에 이르면 아들 세 가 와우산에 분가를 함으로써 50여 세 가 거주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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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2]1983년 밤섬부군당 의례

(출처 :경향신문 1983년 2월 15일자)

이와 같이, 와우산으로 이주한 밤섬주민들은 마을로서의 안정 인 정착을 이루어 

내기 해 공동으로 주택을 마련하고 밤섬에서부터 옮겨온 부군당을 재건하게 된

다. 동시에 한강 밤섬을 떠났지만 주민들은 밤섬에서의 기억을 지속시켜 갔는데 가

령, 가게 간 을 밤섬으로 한다든가 친목회원들끼리 단체복을 만들어 입을 때 ‘밤

섬’을 써 넣는 등이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주민 다수가 조선(造船)과 

자갈배, 모래실이 등에 종사했던 한강에서의 생활과 다른 생업으로 환되어 갔지

만, 같은 ‘밤섬사람’이라는 인식과 이를 심으로 하는 결속은 ‘ 상계’와 ‘친목회’와 

같은 조직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한, 같은 와우산 무허가 주택군에 살고 있는 다

른 외지인들과도 분리되어 그들은 한동네 사람으로서의 결속을 유지해나가며 매년 

마을의 수호신을 한 의례를 거르지 않고 지속시키게 된다.  

3. 와우산에서의 부군당 의례와 친목회의 역할

부군당굿은 와우산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실행되었다고 하지

만, 한강 밤섬에서 하는 형태와는 다소 다르게 변화되었다. 외형에 있어서도, 이주 

에는 기와집과 담장이 있는 엄을 갖춘 당집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주 후에는 건

축비 문제로 슬 트 지붕과 시멘트 블록으로 겨우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의례의 시기

는 정월 이튿날로 변함

이 없지만, 의례의 방법에

서  변화가 나타났다. 

굿을 하는 시간도 밤섬에

서는 밤부터 다음날까지 

이어졌지만 와우산으로 

와서는 인근 주민의 치

를 야했다. 요한 변화

는 밤섬에서는 무당을 불

러 굿치성을 주로 했는데, 

와우산 이주 기에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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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성을 하다가 시간이 좀 흐른 다음부터는 진지치성을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된다. 진

지치성을 하게 된 이유는 이웃들과의 계 외에도 의례를 치르기 한 성 이 가장 

큰 문제 다고 한다. 형편상 큰 돈을 모아 무당을 부르기에는 힘들어 해를 번갈아서 

굿치성과 진지치성을 했는데 1980년  이후에는  진지치성 하는 회수가 많아졌

다고 한다. 그러나 진지치성이라도 의례의 규모만 축소되었을 뿐 밤섬마을이 이산

할 때까지 부군당에서의 마을의례는 지속되었다. 밤섬마을의 의례는 외부자들에게

도 차차 알려지게 되었는데, 1980년   한강종합개발로  다시 살아난 밤섬을 제

거하느냐 살리느냐는 논쟁이 불붙게 되면서 당시 신문보도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사진 5-2]와 같이 밤섬 주민들이 부군당에서 신년 의례를 지내는 장면들이 소개되

었다. 

밤섬에는 기와로 담장까지 둘 는데, 옛날에는 그 앞을 지날 때 긴장하고 그랬

어. 어디다가 거길 지나가면 뻑져지근 했었어. (와우산) 와서는 몇 번 보수했

는데, 슬 트로 해서. 이제 아 트 인근에 지니까 새로 부지를 해서 에다 지

었지. (와우산에서) 할 때 마다 돼지를 안사오고 당 안에서 산 채로 잡았어요. 

그리고 낮에 하지도 않았어. 근데 지  밤에 하면 안면방해한다고 하고 해서 

낮에 하지, 처음 와우산와서는 밤에 했지만. (D씨, 1933년생)

그때는 지 은 시에서 행사비를 주니까 굿을 하는데 그때는 먹고살기도 힘드

니까 3년이고 4년이고 돈이 어느 정도 되면 굿치성을 하고 평상시는 일반 가

정에서 제사지내듯 진지치성을 하고,  꼭 그때는 부군당에 제를 지내도 백 이 

없는 하얀 털이 없는 돼지를 구해다가 그걸 산채 가져와서 거기에서 잡는 거

여 당안에서. 와우산에서도 잡고. (K씨, 1936년생)

그러나 의례의 형식과 달리 음식을 장만하는 데 있어서의 정성은 밤섬과 다를 게 

없었다. 검은색 돼지를 직  구해다가 산 채로 가져와 와우산 당 안에서 잡아서 삶

아서 제물로 사용했다고 한다. 음식장만도 그 때까지만 해도 마을의 여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장만하는 등 밤섬에서의 실행된 부군당굿과 변화와 지속의 균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밤섬에서의 환경과 다른 와우산에서는 의례 시간을 축소시키고 변

경시켜야 했으며, 의례의 비를 담당하는 마을 표도 도가와 소임체제에서 소임으

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된다. 밤섬 마을의 부군당의례의 변화과정을 살

펴보면 [표 5-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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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밤섬 (1968이 ) 와우산 (1968-1996)

부군당의 치 섬의 고지 마을 입

의례시기 정월 이튿날 정월 이튿날

시간 야간(자정에서 다음날 오 까지)

처음에는 밤섬에서와 같이 자정에 했

으나 이후 민원으로 정오에 시작해서 

밤 10시~11시에 끝냄

의례의 방법 굿치성
처음 굿치성 하다가 부분 진지치성

을 하는 등 상황에 따라 다름

의례의 

주요 

내용과 

과정 

변화

굿거리

(용왕굿)
용왕굿거리를 요하게 행함 상차림만 함(용왕시루만 차림)

상차림의 

변화15)

당목인 상수리나무와 밤섬을 떠

받치고 당이 치한 용아머리를 

모시는 시루가 있었음

와우산 이주 후 상수리나무와 용아머

리 시루는 사라지고 인근‘ 공민왕 사당’

의 신을 하는 시루와 와우산 신령

을 한 산신 시루가 추가됨

10시 넘어서 소리내고 하면 안면방해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낮에부터 해서 

6시에 끝을 내려고 하는데, 밤섬에서는 다음날 오 까지 했어요. 밤새도록하고 

새벽에 우물이 있는데 거기서 우물굿을 했어요 아침나 에. 3일날 오 까지. 

처음 와우산와서도 밤에 했었지. 그런데, 말들이 많잖아요. 밤새도록 더들면 어

떻게 하냐 해서 우리가 시 에 맞게 변경했지. 

(와우산와서는) 시루가 8개를 놓는데 그게 무녀들이 놓기에 달렸지. 이거는 

구를 한 신을 한 것이다. 거기다 여비도 놓고... 그건 무녀가 그때그때 

알아서 하지, 무녀도 밤섬 있을 에는 서강으로 건  와가지고 동네이장이라

고 하나 그 사람이 바뀔 때마다 달라요. 섣달 10일에 무녀들에게 가격이 얼마

냐하고 무녀들에게  손님들 하라고 몇십만원식 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는 무녀들이 바 고 했지. 같은 사람 계속한 게 아니고. 97년도부터는 

지  지정번호 35로 하는 김○○하고 김○○ 무녀를 썼죠.

그리고 와우산 와서는 도가를 따로 옛날에는 밤섬에 있을 때는 소임은 동네 

성 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제수를 받아가지고 도가집에 갔다 줘요. 도가집

에서 음식을 차려서 정월 이튿날 가마라고 하지 두 사람이 들고 가마 같이 

해가지고 담아가지고 당에 갔다 올려 제를 지냈지. 근데 지 은 그 게 할 수

가 있나. 부 동네 사는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사방으로 흩어졌어. 그래서 

여기서는 도가집이 없죠. 소임이 성 받고 지원  신청해서 받아서 오지. 동네

사람들이 살아야 그게 되는데 그 게 할 수가 있어요. (D씨, 1933년생)

[표 5-3]와우산 이주 이후 부군당 의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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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범 마을주민 부분

굿치성은 마을주민 부분이 여했으

나 진지치성은 마을 표와 계 주민

들 주로 참여

의례조직 통장, 소임과 도가 통장, 소임으로 일원화

 표와 같이, 밤섬과 와우산에서의 부군당 의례의 변화는 마을공간의 변화와 

련이 깊다. 당의 치 역시 한강에 있을 때는 섬이라는 환경과 강의 범람이라는 자

연재해 속에서 지킬 수 있도록 했던 반면 와우산으로 이주했을 때에는 마을의 입

에 두게 된다. 이후 아 트 공사 시에는 좀 더 평지인 10미터 아래로 옮겨져 재의 

치에 들어선 것이다. 한, 밤섬에서는 주변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한강 한가운데

에 치해 있던 반면, 와우산에서는 이웃 주민들의 민원을 의식해 밤늦게까지 굿을 

벌일 수 없어 의례의 시간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밤섬에서는 한강이 가장 

요한 생업의 원천이자 음료공 지 으며 익사에 한 경계가 있었기 때문에 의례

에서도 용왕굿거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와우산에서는 상차림으로만 모시게 

되었으며 밤섬에서 요했던 공간인 ‘용아머리’에 한 상차림 신 인근 공민왕 

사당에서 모시는 신을 한 상차림이 신 나타나게 된다. 한 이러한 의례변화는 

그 의례를 주도하는 연령계층의 변화로도 나타났는데 그것은 마을조직의 변화와도 

연동된다. 곧 밤섬에서부터 있었던 상계가 와우산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장례방식

이 바 게 되었다. 밤섬에서는 상여를 맸던 청년들이 와우산에 와서는 상여 신 

구차임 로 바 게 되면서 주된 역할이 부군당굿과 련된 활동으로 변화한다. 

여기(와우산)와서는 상여를 못 맸어, 홍 후문 고개로 시체는 고개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해서 꼭 서강 앞쪽으로 모셨어. 그 뒤쪽으로 안가고, 밤섬에서는 

상나면 청년들이 상여를 맸는데 와우산에서는 구차로 했어.  밤섬 때는 서

강에 상여가 있었어요 상여집이 있어서 쇠를 빌려다가 썼지. 주로 수색 가는 

곳에 고터골(  은평구 신사동 부근) 이라고 있어. 수색에서 연신내 쪽 가는 

곳인데 그때는 공동묘지 으니까 거기까지 상여를 맸고. 그리고 연  세 란스

에서 천쪽으로 넘어가는 화터  바로 가 화장장이었어. 그때는 나무를 

때서 화장하고 그랬어. (와우산에 와서는) 상계는 노인네 계신 자제들이 모

여서  몇 가마 구차 하나 이런거 십시일반 해줘서 장례를 치르도록 하지, 

15) 상 림에 한 주민들  억  다  가 지만 주  해 시는 신  변 가 타 에 

라 시루  도 동 어 변 해갔다.  해 는 1999  사한 한 샤 니  학

 ‘  당 도당  과 식’(주 하 1999 : 134)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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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은) 음식도 하고 상계원들이 해주기도 하고. (K씨, 1936년생)

밤섬에서 와우산으로 와서는 부군당은 계속했는데, 굿은 많이 못했어. 굿으로 

안하고 차례로 하는 걸로 했어.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에는 밤섬사람들이 3만

원 2만원 걷어서 했는데 굿을 하면 많이 드니까. 진지치성이라고 그걸 했어. 

(재개발 아 트 내 부군당 낙성 때) 굿치성을 처음하는데, 은 사람들은 굿

치성으로 하자고 하고 나이든 사람은 돈이 많이 드니까 진지치성으로 하자고 

그러고. 그러다 문화재로 지정받아서는 굿을 계속 했지. (M씨, 1936년생)

밤섬에서 청년층이었던 세 는 와우산에서 장년이 되어 친목계를 조직하고 있

었다. 노년층이 주로 상계에 가입한 것에 비해 그 보다 은 세 들은 친목회를 

운 했었는데, 부군당에서 요한 일을 하는 소임을 40-50  사이인 친목계 회원

인 주민이 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극 으로 활동했던 친목계회원들은 후에 

향우회를 조직해 상계와 친목계를 통합시켰으며, 이후 부군당굿을 운 하는 데 

주도 인 역할을 한다. 이들은 후에 부군당보존회를 만들어 진지치성 방식을 굿치

성 방식으로 환시키는 데 성공하기도 한다. 1998년 신축된 부군당에서의 의례를 

시작할 당시 마을 원로들이 굿치성이 돈이 많이 드는 것을 문제삼아 자제할 것을 

주장했지만, 오히려 조  은 50-60  연령층에서는 굿치성을 할 것을 주장했다

고 한다. 곧 기존 자  문제로 굿치성을 지속시키지 못했던 부군당의례가 결정 으

로 환된 것은 재개발로 인해 새로운 부군당이 신축되고 후에 문화재로 지정되면

서부터이다. 1998년 아 트 재개발 이후 신축된 부군당에서 처음 하게 되는 마을의

례를 굿치성으로 할 것인가, 진지치성으로 할 것인가에 한 논쟁을 굿치성으로 결

론내리게 되면서 2000년  이후부터는 문화재 지정을 통해 재정 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게 된다. 이것은 마을이 이산된 이후 부군당이 거주공간과 유리되어 밤

섬마을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공간으로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요컨 , 와우산마 도 떠나버린 밤섬 주민들은 마을 공동체  의례를 연속시킴으

로서 ‘도시 속 마을’로서의 면모를 지속시키게 된다.16)그러나 변화된 환경 속에

서 부군당의 외형과 의례의 형식, 의례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변화는 불가피했다. 밤

섬이라는 자연환경에서 와우산 달동네로의 생활공간 이 은 인근 거주민과의 계

를 발생시켰으며, 차 늘어나는 와우산 세 들로부터 부군당을 심으로 하는 주

16) 과 같  근  과 에  도시 지역 마 가 연 는 특  동 가 마 체  드

러내는 수단  수 는 상   보여주고 도 하다(강 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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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의 유 는 느슨해져갔다. 한, 주민들의 주요 생업이었던 조선(造船) 역시 과

거로부터 이어온 업을 유지해가기도 했지만 차차 다른 업으로 업해가게 된다. 와

우산으로 이주한 이후에는 한강의 락화를 배경으로 보트배 심으로 재편되었으

며, 이후  목선이 어들고 보트배 사용이 사라지는 1980년 부터는 부분의 

배목수가 건축목수로 환하게 된다. 그러나 밤섬을 고향으로 살아왔던 세 들과 

그곳에서 조선(造船)을 주요 생업으로 삼아왔던 세 들을 구성하는 노년층과 년

이상의 연령 에서 여 히 부군당은 밤섬마을 주민으로서의 유 를 연속시켜 주는 

매개체가 되어왔다.

4. 조선(造船)의 변화와 지속

밤섬에서 이주해 나오면서 주민들은 왜 와우산을 고집했는가?라는 질문에 답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고향이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가기 해서, 곧 고

향을 떠난 뒤에도 늘 고향을 생각하고 볼 수 있는 장소로 선택했던 것이다. 두 번째

는 당시까지 배를 짓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한강가에 있어야 배를 지을 수 있기 때

문에 한강에 가까운 와우산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주민은 “양말산 사람

들(여의도 재민)은 신림동으로 갔지만, (우리는) 주로 배를 짓고 하니까 물가에 있

어야 배를 지으니까 신림동 같은 데 갈 수 있나”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와우산 와서도 배를 많이 졌어”라고 말을 한다. 와우산 이주 이후에도 한강의 보

트배나 낚시배를 심으로 목선의 수요는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造船)을 

업으로 하는 주민들의 수는 어들 수밖에 없었다. 큰 배를 지을 때는 보조목수를 

두고 여러 명이 공동작업을 하지만, 작은 배를 만들게 되면서 혼자하는 일이 많아지

면서 숙련된 배목수만이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 한, 나이든 세 가 차 일에서 

손을 놓고 은 세 가 기술을 수하지 않고 다른 일에 취업하게 되거나 배를 만

들 수 있는 은 사람은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곳으로 떠나가게 된다. 개 와우산 

이주 이후 배짓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가에 한 질문에 10여 가구 내외로 이야기 

하는데, 일제시기부터 배를 지었던 함갑순 역시 1980년 경 아직도 배 모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열 명 쯤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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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밤섬의 몇몇 집안의 사례는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가업의 지속과 단

을 보여주고 있다.

[표 5-4]조선기술의 달과 단

세
(출생시기)

밤섬세 Ⅰ

(1900~1920년 생)

밤섬세 Ⅱ

(1930년 ~40년 생)

와우산 이주 이후 변화

(1970년~1980년 )

성명
(직업)

이씨Ⅰ

( 업배목수)

이씨Ⅱ

( 업배목수)

2세 에 의해 지속,

후속세  단

최씨Ⅰ

( 업배목수)

최씨Ⅱ

( 업배목수)

2세 에서 건축목수로 업,

후속세  단

최씨A

( 업배목수)

최씨B

( 업배목수)

2세 에 의해 지속,

후속세  단

서씨Ⅰ

( 업배목수)

서씨Ⅱ

(보조배목수)

2세 에서 건축목수로 업,

후속세  단

1920년  혹은 그 이  태생은 아버지로부터 조선 목선 기술을 배운 동시에 일제

시기 일본식 배와 보트배 제작 기술을 익힌 세 들이다. 이들은 업 배목수로서 후

속 세 에게 기술을 물려주었지만 이씨Ⅱ와 같이 조선배와 일본배 기술을 모두 익

 독자 으로 배를 생산해 낼 수 있었던 사람은 와우산 이주 후에도 계속 배짓기

를 계속했다. 반면 최씨Ⅰ과 서씨Ⅰ의 가계와 같이 후속 세 가 밤섬에서 조선기술

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와우산으로 이주한 이후에는 건축목수로 업하게 된 경우

도 있다. 여기서 서씨가(家)의 경우에는 업배목수인 서씨Ⅰ이 와우산 이주 이후 

사망하자 보조 배목수 던 아들 서씨Ⅱ가 독자 으로 배를 만들 기술이 되지 못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날 수 없어 자연 으로 업하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사례에

서 조선(造船)은 밤섬 세 에서 와우산 세  곧 3 까지 달되지 못하게 된다. 이

씨Ⅱ의 경우 아들 4남 모두가 아버지를 도왔지만 둘째는 청소년기까지 보조목수로 

일하다 성년기 때 다른 직업으로 셋째, 넷째는 어렸을  단순히 돕는 형태 으며, 

사 형 역시 그의 아버지에게 배워 독립 인 배목수로 활동했으며, 그는 이후 올림

픽 때 황포돛배 제작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조선 기술의 단 은 1992년 조선장

(造船匠)으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박정옥옹이 1994년 사망한 이후 그 후속세 가 

17) 1980  경 수 숫 는 함갑순 술  한 허 (1980 : 57)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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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받지 못해 문화재지정이 취소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표 5-5]밤섬마을 조선(造船)가구수 변화18)

시기
일제시기

1959년 경 1960년 말 1980년 경 1985년 경
반 후반

호수/명수
65호/54호

(배목수)

20호

(배목수)

12호

(배목수)

10명

(배목수)

15명

(일반 목수)

거주지 한강 밤섬 와우산

[표 5-5]와 같이 조선의 수요와 제작환경의 변화, 기술의 수와 생계 유지의 어

려운 조건들은  조선(造船)을 축시켜 갔다. 이것으로 밤섬주민들의 조선(造船) 

기술의 유지와 수의 개 그리고 단  과정이 명료해진다. 정리하면, 1910~1930년

생 까지 조선배와 일본배 기술을 가진 마지막 세 으며,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보조일을 해서 공사장 목수로 간단한 작업만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독립 으로 배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은 익히지 못했으며, 

보트배 수요가 어들면서는 그 나마 배짓는 일이 어들어 자연 으로 후속 세

로 이어지지 못하고 1930년  생의 극소수만이 조선술을 가지고 재 생존해 있다. 

한, 배목수가 건축목수로 환되는 과정은 특정 시기 일시 으로 일어난 것이 아

니라 배목수들은 배짓는 일이 뜸할 때면 부업으로 건축 장을 다녔던 것으로 보인

다. 물론 1982년 한강종합개발을 계기로 보트배 제작이 거의 사멸하고 출장 제작을 

제외하고는 조선(造船)을 업으로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계 으로는 겨울에 

배짓는 일이 어져 건축목수로 일을 주로 했으며, 시기 으로는 보트배가 사라져

가는 1980년  이후부터는 건축일이  많아져 거의 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

다. 생활형편도 조선(造船)을 하는 가구가 그럭 럭 괜찮은 편이었다고 한다. 배 제

작도 벌이가 좋았지만, 건축 장에서도 이들은 좋은 임 을 받고 일했다고 한다.  

 

18) 통계 료는 신 과 사 료  고해 하 다. 시 는『매 신보』1915  1월 30

 여 사 생 과(1959) 사 료  고하 , 1960  말 료는 연 가 직

 재 한 생업별 사에 근거했다. 그리고 1980  경  허 (1980)  사한 함갑순  

술 료  1985  료는 재 (1985) 사 료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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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산에서 배를 많이 했지. 서강 건 와서도 했고 산꼭 기에서도 했고. 배목

수하던 사람들이 건축목수로 돈이 많이 되니. 나 에 보트배가 없어지면서 만

드는 사람들이 한강에 배를 못다니게 하고 그러니까 없어진 거지. (벌이는 어

떠셨나요) 그때만 해도 벌이가 괜찮았지, 배 몇 자짜리 하나 하면 얼마나 남는

데, 아버지가 목수고 보조목수하던 아들은 건축목수로 업했고 와우산에서 보

트배 만들다가 나 에 없어지니까 건축으로 업했지. 그래도 와우산 와서도 

목수하던 집은 부 어려워도 그럭 럭 살았지. 거의 다 건축목수하고 철공소

도 다니고 업했는데, 그걸 하던 목수니까 잘 하잖아. 딴 목수보다도 우가 

좋았어, 못하나 박아도 잘 하잖아. 안에 내부(인테리어) 디자인 하는 데도 잘 

하나 . 그 때만 해도 돈을 수표로 받고 그랬다니까. (K씨, 1936년생)

(주로 배를 만들었던 곳은 어디 나요?) 서OO하고 6.25사변 나고 나서 춘천

에 같이 가서 짓고, 밤섬 철거하고 나서도 조선소 가서 하고, 나루 가서 하

고. (와우산 이주 후 어디에서 배를 만드셨나요?) 와우산 이사하고나서 밤섬에

서는 못하니까 와우산에서도 여러 사람이 공원지가 있어 쓰 기 버리던 데,. 

배를 맨들 데가 없어서 거기서 짓고 했다고. 서OO은 워커힐 에 나루에 가

서 했지. (M씨, 1936년생)

[사진 5-3]김포로 출장가서 만들었던 ‘덴마’와 덴마에다 낭청을 한 형태의 놀잇배
(출처 :밤섬주민 M씨 소장)

한편, 배의 종류와 조선장소도 변화가 불가피했다. 와우산으로 이주 한 시기는 북

한강과 남한강 수운이 막히고 얼마 안 된 시기로 강배 수요가 어들게 되었으나, 

한강하류 일 와 임진강과 김포 등지에서는 수요가 꾸 했으며 서해안에서 고깃배

를 주문하거나 수리를 요청하는 사례가 게나마 지속되었다.19) 배목수인 M씨 역시 

와우산 이주 후에도 낚시배와 서해안 고깃배를 제작했었는데  팔당이나 여주, 김포 

19) 1980  경 함갑순  진강에  주 한 스 다  짜리  만들고 었  그만한  

만드는 는 삼십만원쯤 고 마 만 사  열  에 낼 수가 다고 했다(허  

1980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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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한강변 어획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배를 주로 제작하거나 수리했다. 한 서해

로는 인천, 여담포나 서산 등으로 출장을 가서 배를 만들기도 했다. 조선장소에 있

어서도 출장이 많아졌는데, 강배나 바닷배는 주문하는 사람의 거주지에 따라 일정

치가 않았으나 보트배는 부분 노량진과 뚝섬, 나루가 가장 많았다. 출장을 가지 

않는 경우에는 와우산 공터에서 만들어서 차로 실어갔으며, 서강의 한강변에서도 

만들기도 했다. 한강종합개발 이  한강변은 퇴 된 모래사장이나 둑 사면 아래에

서 작은 배를 건조할 정도의 공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밤섬의 조선(造船)은 와우산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변화 속에서 지속

되어 왔다. 비록 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에서도 밤섬의 역사로서 계속 

표출되고 있으며 부군당과 함게 밤섬의 집단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부군당굿이 마을의례로서 연속되어 당집을 신축해 옴으로써 물질  기반을 

마련한 것에 비해 조선(造船)은 기술을 수할 사람이 없는 것이 실이다. 주민들

은 부군당의 사례와 같이 조선(造船)도 문화재지정을 통해 생존해 가길 열망하고 

있었다. 동시에 재 배를 제작할 능력이 있는 주민과 연장이 남아 있어 다시 배를 

제작하기 해 서울시와 마포구청 등과 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시도들은 밤

섬이 이주와 소멸 그리고 재생의 반복의 과정 속에서 여 히 도시 속 마을의 정체

성을 표출하게 되는 동력이 되고 있다. 

2 . 밤섬 재생 과정과 사회문화  역학 

1. 밤섬 토의 복원 

밤섬마을은 서울시의 폭  선언이 있기까지 한강에서 고기를 잡고 그곳의 물을 

길어다 먹었으며, 집집마다 호롱불을 밝히며 살았던 강 의 마을이었다.  새로

운 일거리를 찾아 섬 밖으로 나갔지만, 밤섬 사람들의 일상은 여 히 강과 깊은 

계 속에서의 생활세계(Lifeworld)를 유지하고 있었다. 조선(造船)과 모래실이, 자갈실

이 뿐 아니라 집안에서 살림을 사는 여성들, 학교갔다 돌아온 아이들을 비롯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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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당수는 강을 배경으로 생업과 일상을 꾸려나갔다. 강과 강 건  포구, 섬을 둘

러싼 거 한 모래밭은 기후에 따라 변화는 있었지만, 오래도록 그 공간 속에 뿌리박

 있었던 ‘거 한 구조’ 다고 할 수 있다. 어도 섬의 폭 라는 더 이상 그곳

에서 뿌리박을 수 없도록 만든 물리  힘의 작용이 있기 까지는 그러했다. 그러나 

폭 된 이후 밤섬이 완 히 소멸된 것이 아니었다.  모래와 자갈이 밤섬 자리에 

퇴 되어 쌓이기 시작했으며, 수년 뒤에는 그곳에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는 경 이 

나타나게 된다. 20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밤섬은 철새도래지이자 한강을 표

하는 자연경 으로 명소화되었다.

곧 1968년에 이루어진 밤섬 폭 는 불과 20년도 안된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의 ‘악례(惡例)’로 평가되었으며, 서울시는 한강종합개발계획이라는 장

빛 청사진 속에 밤섬복원을 포함하게 된다. 여기서 한강종합개발은 올림픽을 앞

두고 시작된 서울의 도시개조 사업과 불가분의 계를 맺고 있다. 1981년 9월에 제 

5공화국이 출범하는 동시에 올림픽이 서울에 유치된다는 결정이 나고 바로 그해 11

월 통령지시에 의해 “서울지역 내 한강골재와 고수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배경으로 서울시에 의해 야심찬 한강종합개발이 착수되었

다.20) 올림픽을 비하는 여러 사업 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도심재개발과 한강종

합개발 로젝트를 출정시키고, 오염된 한강에 유람선을 띄우고 한강변에 고수부지 

공원을 조성해 수변공간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규모 토목공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

다.

그리고 이즈음 밤섬의 몸체가 다시 살아나 논란 속에서 생존을 거듭하게 된다. 서

해안의 조류와 모래와 자갈의 퇴 , 다양한 식물군의 자생 등으로 천천히 몸집을 불

린 밤섬의 몸은 원래의 모양과 다르게 다시 재생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도 5-2]

와 같이 밤섬은 폭 된 지 10년 만에 다른 모래 퇴 지보다 견고하고 범 가 큰 형

태를 만들어 가고 있었으며, 이후 한강종합개발 당시 보다 견고하게 정비되어 1993

년과 같이 섬의 형태를 완 하게 갖추게 된다. 과거의 밤섬과 같이 아랫밤섬과 윗밤

섬 형태로 형성된 밤섬은 1996년 서강 교가 완성되어 재에 이르게 되었다. 재 

윗밤섬은 등포구 여의도동으로 아랫밤섬은 마포구 당인동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20) 원래 통  지시는 한강골재  고수 지 에 집 었 , 울시에 해 공원 계 과 

통 ,도시 경 에 는 합  계  었다( 울특별시사편  1985 :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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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 후원하에 밤섬주민들은 아랫밤섬인 서강 교 아래에서 귀향제를 실시하

고 있다.

[지도 5-2]밤섬의 토 변화21)

연도 1978년 1993년 2003년

도면

밤섬 재생의 실체는 섬의 외형과 크기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면 은 과거보다 늘

어났는데 1968년 폭  이 에는 면 이 5만 2,087평(주민 거주지 : 1만 7,393평)이었

다가 폭  후, 4만 7,490평으로 계속 어들었다. 그러나 1985년에는 5만 3,630평으

로 오히려 더 늘어났고, 1991년에는 6만 170평으로 늘어났으며 2002년에는 7만 

5,576평으로 늘어났다. 2009년 재, 약 2만 5,000평가량 면 이 늘어나  확장되

고 있다. 외형의 변화로는 모양자체보다는 아랫밤섬과 윗밤섬의 크기에 따른 변화

가 두드러진다. 폭  이 에는 아랫밤섬(서강 쪽)이 5만 905평으로 밤섬토지의 부

분이었고 윗밤섬(마포 쪽)은 1,182평에 불과했다. 그러나 재는 퇴 으로 인해 윗밤

섬이 4만 1,600평으로 늘어나 3만 1,450평인 아랫밤섬보다 커진 것이 특징이다.22) 

이와 동시에 가장 큰 변화는 섬의 넓이뿐 아니라 섬의 환경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인간의 주거지에서 철새의 서식지로의 변화는 밤섬을 한강생태의 보고로 부상

시키게 된다. 이미 폭  이후  늘어나는 퇴 층에 풀씨가 자리를 잡고 나무와 

수 생물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녹지가 확 됨에 따라 철새가 모여들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밤섬의 복원과 재생은 밤섬의 물질 인 토의 소멸과 생성뿐 

아니라 밤섬을 떠난 주민들의 행  속에서 확장된다. 곧 밤섬의 토가 복원되는 과

정은 환경보호 담론에 의해 2번째 폭  기에서 벗어나 리되기 시작한 시기이자 

이후 마포 황포돛배가 재 되어 한강에 띄우는 이벤트가 만들어지고, 밤섬향우회가 

만들어지는 과정(1988년)과 연 되어 나타난다. 주민들은 밤섬의 수호신인 부군님

21) 1993  도  원병 (1993 : 93) 에  2003  도  지원(2003 : 14)  

에  하 , 1978  도  울시 GIS 항공사진  해 했다. 

22) 키 과사  http://enc.daum.net/dic100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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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성함이 밤섬을 다시 살아나도록 해주었다고 하는 신화 인 이야기를 거론하기

도 하며 밤섬이 다시 살아난 것을 두고 자신들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움직임을 보이

기 시작한다. 와우산 밤섬 마을이 더 이상 흩어지는 것을 우려해 상계와 친목회를 

주축으로 향우회를 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의 요한 문제를 의하게 된다. 

특히, 1993년 경 재개발을 둘러싸고 진행된 와우산 밤섬마을의 이산과정은 그들의 

역사를 소생시키고 이를 토 로 집단  정체성을 재구성하기 한 분투들이 시작하

는 계기를 만들어 다.

이와 같이, 1980년  부터 조성된 공업화에 항한 자연보호라는 새로운 담론

의 구축은 밤섬을 소멸에서 복원과 재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구조 인 한 

동력이었으며, 여기에 밤섬마을의 해체 기 속에서 조성된 주민들의 결속과정은 

밤섬의 역사를 다시 쓰는 로젝트를 실행해 가는 계기가 되었다. 와우산 밤섬마을

에서는 한강에서 모셨던 부군당을 그 로 모셔와 마을의례를 지속시키고, 마을의 

통 인 생업인 조선(造船)도 희미하지만 지속시키게 된다. 와우산으로 이주했지

만 주민들은 여 히 한강의 밤섬 사람으로서 살아왔던 기억을 지속시키고 연장하고

자 하는 열망들을 표출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3번째 폭 라고 할 수 있

는 아 트 재개발의 험 속에서도 부군당을 철거의 험에서 살려내고 한강의 밤

섬을 방문하는 로젝트를 실천해 가는 역사를 개시키게 된다.

2. 밤섬 복원과 환경보호 담론

밤섬 토의 물질  복원은 환경보호담론을 둘러싼 정부당국과 환경보호론자들의 

운동, 기업과 시민단체들의 행 를 통해 개되었다. 서울시가 한강종합개발의 주

요 목표로 삼은 것은 ‘ 수로 정비, 한강시민공원 조성, 올림픽 로 건설, 분류하수

로 공사 등 크게 4가지로 나 고 련 사업으로는 하수처리장과 상․하류에 한강수

 유지시설인 수 보 등을 건설하는 것이었다(서울시사편찬  2001 : 360). 곧 고

질 인 문제인 오염된 한강의 수질개선과 수변공간으로서 한강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목 이었다.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  하나가 행주 교에서 암사동까

지의 36km를 하폭 600-1,175m, 수심 2.5m로 정비하는 사업이 포함되었는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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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한강 바닥이 요철(凹凸)이 심하고 모래톱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배가 다닐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수로정비는 강바닥을 굴착  고르는 작

업과 골재를 채취하여 평균수심 2.5.m를 유지함으로서 항상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서울시사편찬  1985b : 990). 이 문제는 한강 한 가운데 떠 있는 

밤섬을  다시 제거의 상으로 만들게 된다. 1968년 첫 번째 폭  때에는 여의도

의 침수를 막기 해서 는데, 이번에는 한강에 배를 띄우기 해 모래톱을 제거해

야 한다는 논리 다.

이러한 계획이 발표된 이후 서울시는 자연보호를 강조하는 학자들의 반 에 직면

하게 된다.

이 공사는 수로를 조성, 항상 맑은 물이 넘쳐 흐르는 강을 만들어 주운(舟

運) 등 강본래의 기능을 되찾고 2백10만평의 고수부지를 개발, 각종 체육시설

과 공원시설을 조성하며 재의 강변도로를 확장하고 강물을 맑게 하기 해 

하수처리장시설과 하수 로를 강안에 설치하는 것등으로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옛나루터를 모두 복원, 11개의 선착장도 만든다. ...( 략)... 그러나 학자들은 

에 밤섬을 폭 철거한 악례(惡例)를 들면서 한강의 원상을 괴하는 등 

무모한 행 는 삼가주기를 바라고 있다. 강은 원래 그 곡선에 아름다움이 깃

들여 있는 것인데 직선으로 수로를 고친다든지 하는 무지(無知)도 경고하고 

있다.(동아일보 1983년 3월 14일자)

한강의 마지막 외딴섬인 밤섬이 폐도(廢島)직면에 되살아나, 서울시는 한강종

합개발계획에　따라 세워졌던 ‘밤섬철거계획’을 백지화하는 한편, 크고 작은 

9개의 섬이 무리지어 떠있는 밤섬을 자연 지구역으로 되살려 시민의 휴식

처로 제공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물길의 역류 상과 뱃길에 미치는 향을 

미리 막기 해 강북쪽 고수부지조성방안을 취소했다. 이같은 계획변경으로 밤

섬은 자연상태의 숲이 우거진 한강유일의 자연녹지 공간으로 가꿔지고 선착장

과 낚시터 등이 들어서며 시민들이 뱃놀이를 즐기면서 이용할 수 있는 자연휴

식공간이 될 뿐 아니라 철새도래지로서도 큰 몫을 하게 다.(경향신문 1983

년 6월 6일자)

밤섬 제거에 한 비 이 각계에서 제기되자 서울시는 계획을 변경시키게 되는

데,  환경보호 논리가 강화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

획은 1986년 한강종합개발에 용되었다. 밤섬복원의 주요 사업 내용은 유실이 우

려되는 구간에 돌을 쌓고, 모래밭과 개펄 그리고 갈 숲을 조성하는 공사 다.23) 

23)『동 보』 1986  2월 4  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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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다 많은 철새들이 밤섬을 찾도록 산 나무, 찔 나무 등을 심고 밤섬 주 를 

수로 굴착 지 지역으로 설정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24) 깊어진 수심과 빨라진 

유속에 섬이 유실되지 않도록 석축을 쌓고 철새도래지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해 인 으로 식물을 식재하는 작업이 실행된다.

여기서 1980년  밤섬폭 에 반 하는 항논리로서 개발에 항하는 환경보호 

담론의 생성은 밤섬복원과 재생의 사회학에 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1970년 까

지 환경오염 한 문제제기가 경제개발 논리에 려 요시되지 못한 상황에서 

1980년에 보건사회부의 외청으로 환경청의 설립과 함께 환경문제에 한 국가 인 

심이 고조된다. 특히, 한강종합개발계획이 세워지기 직 인 1980년에 헌법에 환

경권 신설, 환경보존  오염방지를 한 부문별 시행세칙이 제정되어 환경보호에 

한 국가  정책이 실행되기 시작했던 시 이다(황우원 2001 : 15-16). 이러한 일련

의 움직임은 민주화 운동과 다른 지형 속에서 환경운동이 싹트게 되면서 더욱 탄력

을 받기 시작했다. 공업화와 민주화가 속히 진행된 1980년 의 상황 속에서 환경

운동의 성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 되어 갔으며, 지역조직의 수와 회원수 증, 

언론 보도가 지속 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운동의 확산은 1990년  환경

운동의 조직화로 나타나게 되는데, 환경운동연합의 신인 공해추방운동연합이 

1988년 창립되었으며(구도완 2000 : 364-366), 이후 7개 단체가 연합하여 1993년 환

경운동연합이 탄생되었다. 곧 1990년  반 환경운동의 조직화는 1980년  형성되

기 시작한 환경보호 담론과 민주화 운동의 묘한 지형 속에서 만들어진 사회  역학

이었으며, 여기서 밤섬의 문제 역시 이러한 사회단체의 행  속에서 복원과 재생의 

과정을 겪게 된다.

이후,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된 1986년 이후에는 한강 리사업소라는 서울시의 

공식 인 조직에 의해 한강 일 가 리되기 시작하면서, 밤섬을 포함한 수변공원

과 련시설이 체계 으로 리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1987년 이후부터 한강 생태

조사가 서울시에 의해 실시되어 기존 개발논리에서 환된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

한다. 정부와 사회단체의 움직임과 별도로 1988년 4월 LG그룹에서 밤섬에 갈 ·갯

버들·버들강아지·찔  등의 식물을 심었으며, 그 일환으로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에 망원경을 설치하여 밤섬의 철새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과 안내 을 설치하게 된

다.25)이후 자연보호단체는 밤섬에서 철새들에게 모이를 주는 행사를 연례 으로 시

24)『경향신 』 1986  2월 5  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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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이 무렵 LG그룹에서 탐조회(探鳥 )라는 모임이 밤섬에서 

모이 주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기업의 환경운동도  확산되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극 인 밤섬 보존은 서강 교 공사재개를 강행하면서 환경보

호단체와 조류학자들과 다시 갈등을 유발시키게 된다. 서강 교는 1981년 공사가 

단되었다가 1991년 다시 재개하 는데,26) 처음부터 서울에서 볼 수 있는 한강유

일의 철새도래지가 사라질 수 있다는 환경보호 논리와 첨 하게 립하게 된다. 당

시 환경보호론의 주장은 자동차소음과 배기가스가 생태계에 치명 이라고 주장했

으며, 반면 서울시는 방음벽 등의 보호시설을 통해 책을 마련하면 큰 문제가 없다

고 주장하게 되면서 양자의 갈등은 심화되어갔다. 

[사진 5-4]환경단체의 활동무 가 된 밤섬

출처 :(좌)동아일보 1989년 1월 21일자,(우)세계일보 1991년 8월 2일자

조류학자인 우한정박사는 ‘서강 교건설이 불가피하다면 한강 하류에 ’제2의 

밤섬‘을 만들어 당국의 철 한 리 아래 철새들을 보호해야한다’며 ‘공사기간 

에도 철새들의 보호를 해 번식기인 4.5.6월과 철 도래기인 11.12.1.2월에

는 공사를 하지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로조류학자 원병오박사는 ‘한

강지역에는 부터 난지도 뚝섬 등 규모 철새도래지가 많았으나 정부당국이 

개발정책에 치 한 나머지 이들 철새도래지를 모두 없애버린 것이 가장 큰 잘

못’이라며 ‘이번 기회에 조류보호에 한 정부의 인식이 근본 으로 바 어

야 한다’고 주장했다.(동아일보 1991년 7월 16일자)

학자뿐 아니라 지역주민들까지 나서 밤섬 철새도래지를 보호하고 그 주변 일  

25)『매 경 』1988  11월 29  사 고. 

26) 당시 강  공사는 1981  각 17개만 공사하고 림픽 우 사업 에 해 10  동  

미루어 다가 동신시가지 에 해 행  통  해결하  해 공사에 수하게 

다(『동 보』1990  11월 23  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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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 을 재 하기 해서 서강 교 설계변경을 주장하는 등27) 밤섬을 두고 벌어

지는 갈등이 더욱 확 되었다. 여기서 서강 교 공사재개 논쟁은 1990년   한국

사회에서 환경보호를 두고 개되는 정부와 환경단체의 역학을 드러낸다. 1991년은 

환경보호운동이 정치세력화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당시 녹색당 창립 비 원회가 

밤섬을 거농성하기도 했으며,28) 서울시에서도 밤섬을 포함한 한강의 생태계에 

한 종합 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환경보호가 정부의 역할로 부상하기 시작했던 시

기이기도 하다. 1992년에 조사에 의하면, 밤섬에서 찰한 조류는 총 38종이며 개체

수는 1,410~2,014 개체 으며, 주요 식생은 여우버들, 갈 , 갯버들, 망 , 애기동풀 

등이었다. 그러나 량의 토사유출을 가져다  한강종합개발로 인해 토지이용의 

규모 변 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식생과 조류 서식지를 괴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은 서강 교 건설 반  논의를 강화시켰다(원병오 외 1993 : 87-91). 이후 자연

보호 회, 한국조류 회 등의 먹이주기나 새집달기 등의 행사 속에서 서강 교 건

설을 둘러싼 논쟁은 지속되어, 결국 1993년 4월 2년의 논쟁 끝에 소음을 게하는 

공법과 차음벽과 방진막 설치, 불빛차단과 경 지 등의 조치 속에서 재개되었다. 

곧 이어 밤섬을 사진가들에게 개방한다든가 철새가 오는 계 마다 언론에서는 사진

화보로 밤섬의 풍경을 하는 풍경이 연출되기 시작했다. 

한편, 등포구에서는 서강 교 건설이 착수된 1993년 6월에 밤섬주민들이 지냈

던 용왕제를 재 하고 그해 10월에 황포돛배를 타고 밤섬을 방문하는 행사를 시작

했으며, 그 다음해에는 한강 여의도공원에서 밤섬유래비가 제작되는 등 등포구청

에 의한 밤섬 역사의 재생이 시작된다. 이후 1996년 12월 서강 교가 1차로 개통하

게 되는데 이 기간은 와우산 밤섬마을이 아 트 재개발로 인해 이산되는 과정이기

도 하다. 당시 주민들은 서강 교 문제보다 당장 닥치게 된 마을의 해체를 두고 재

개발 조합과 주민 내부에서의 갈등을 해결해야 했다. 동시에, 마침 등포구청에 의

해 두 해 동안 실시되었던 고향방문 행사도 폐지되었던 기간이었다. 다시 주민들이 

밤섬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1997년 와우산에 아 트가 재개발되고 부군당이 신축

된 이후부터이다. 

곧 1990년  이후 밤섬은 철새도래지로서 탐조를 한 탐험지 으며, 언론들이 

한강의 자연 경 을 보여주는 화보의 상지로 부각되는 한편, 자연보호단체들의 

27)『동 보』1991  7월 27  사 고.

28)『동 보』1991  8월 4  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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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무 다. 환경단체와 보이스카우트같은 단체들에 의해 수해 때마다 쓰

기를 치우는 행사가 밤섬에서 실행되었으며, 조망 가 설치되어 철새들을 찰하는 

행사가 정착된다. 이러한 일련의 설천 과정 속에서 밤섬은 1999년 법 으로 보호받

는 생태계 보 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한강종합개발 착수부터 시작된 밤섬의 생존

은 제도 으로 마련된다.29)

이와 같이, 밤섬이 1982년 한강종합개발로부터 생존한 이후 1999년 법 으로 환

경보호구역이 되는 과정은 한국사회에서 환경담론의 형성과 밤섬 마을의 이산과 재

생되는 과정이 상호작용하는 복합 인 변화를 담고 있다. 공업화의 단계가 안정화

되면서 과거 무시되었던 환경문제가 사회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하 고 환경 련 법

이 제정되고 정부조직이 생겨났으며, 민주화 운동의 새로운 버 으로 환경운동이 

정치  세력화되기 시작하는 시 에서 밤섬은 요한 이슈로 제안되어 개발과 환경

보호라는 담론의 타기를 하는 상으로 표상되었다. 그 사이 밤섬주민들은 개발

의 희생양으로 표상되어 미디어에 차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아직도 떠나온 고향

을 그리며 마을의례를 지내는 독특한 사람들로 재 되기 시작한다. 동시에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강에 통 한선을 복원해 유람선과 함께 띄우기도 했으며, 

주민들은 마을의 이산을 앞 둔 시 에 향우회를 결성하는 등 밤섬 재생을 한 주

민들의 행 들이 보다 극 으로 개되기 시작한다. 이것은 1990년  재개발로 

이산된 이후에도 밤섬마을을 지속시키기 해 부군당을 신축하고 그들의 의례를 문

화재로 지정 신청해 나가며 고향 방문행사를 주도해 가는 새로운 밤섬의 역사를 실

천해 나가게 되는 과정으로 연속된다.

29)  1999 에 ‘한강  생태계보 지역’  지 고시 다. 1982  거 란 후 17  

만에 루어진 것  그 주  내  다 과 같다( 울시 경과 1999  8월 4   

고). 

    ․  : 241,490㎡.

    ․ 지  필  :  수생  상생  식에  건  갖 고 , 계

도 보 드  도심  새 도래지  생태  보 가 가  지역 .

    ․ 지 는 행  : 생태계보 지역내  생동,식  포 , 취하는 행   ,  그 등 

 하거  독 ,  등  살포하는 행 . 생태계보 지역 내 생동식  지, 식

지  훼 하는 행 , 원   한하 , 시  하는 학술 사, 생태계  보

복원행 , 수보   수 에 한 에 한 수  식지 사 등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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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강개발과 통의 재  

한강종합개발이 완료된 시 인 1986년 아시안게임과 곧 이어 치러진 88올림픽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고속 성장을 한 아시아 네 마리 용  하나로 부각시키게 

된다. 이른 바 ‘한강의 기 ’을 신화하는 표상화 작업이 미디어에 의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지나간 과거를 회고하는 담론이 생산되기 시작

했다.30) 한강의 변화된 경 은 쟁과 가난의 시 에서 풍요롭고 진보된 재를 보

여주는 시각  장치로 제안되어 기 같은 고도성장의 이미지를 생산했다. 그리고 

이러한 고도성장의 이미지화는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통을 강조하는 략과 오버

랩되어 개되었다. 곧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인 것’에 한 스펙터클이 범

하게 재 되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통을 구 해 내는 작업이 다각 으로 실

행되었다. 이미 한강종합개발 착수 때부터 한강을 민족의 역사와 결합시키고 있으

며,31) 사업의 성과 에서도 녹지공간 확보와 치수기능 증 , 올림픽도로 건설 그리고 

‘한강 연안 역사 유 지발굴 재 - 통문화계승’이 요하게 평가되었다.32) 서울

시에서도 이제 한강은 단순히 서울시민이 즐겨찾는 강으로써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번  상징’의 강으로서 그 면모를 새롭게 할 것이며,33) 한강변 연안의 문화

유 을 복원하여 통과 가 조화되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

다.34)

곧 한강을 민족의 표상으로 그리고 통  장소로서 연동시키는 작업은 1980년

 말 한강종합개발과 올림픽을 후로 한국사회에서 강력하게 생산되어 소비되었

다. 곧, 한국사회 반에서 ‘한국 인 것’에 한 탐구가 분출되어 내부 으로 형성

30) 20  고하는 TV 프 그램  ‘그  십니 ?’가  시  역시 1986 ~1987

  20  과  공업   시 에 한 고담  림픽  후  생산

 시 한다.

31) 공식에   통  ‘한강  실상 한 민 웅  강  가꾸 ’고 언하고 는

, 그  공식 짜  ‘ 한공산집단  략  격퇴해 수도 울  탈 했  9.28 수복  ’

 한 것과 한강 합개  ‘한강  ’  만들  한 략  하고 다(『동

보』1982  9월 28  사 고).

32)  내  ‘ 통  각하 한강 합개 사업 공식 사’ 에  드러 고 다( 울특별시 

1986).

33) 울시에  간행한 사진 보집『 울』(1986 : 55) 고.

34) 사진 보집 『 울』(1987 : 35)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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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5]1988년 밤섬주민이 만든 황포돛배가 여의도 나루

에서 밤섬까지 30분 간격으로 배 삯을 받고 운항하기 시작한

다.(출처 :서울특별시 1988:1254)

된 한국  정체성에 한 열망이 역동 으로 개되었다. 가령, 올림픽 엠블럼을 삼

태극을 이용해 한국  문양으로 개발한다거나 마스코트인 호랑이와 결합된 농악, 

각종 민속  색채가 가미된 마스코트를 비롯해 개막식에 통 놀이인 굴 쇠가 등

장하는 것 등이 그 가 될 것이다(이아녕 2009 : 59-68). 그 밖에도 인 

통음식 개발과 통복식, 다양한 민속놀이 발굴 등을 비롯하여 우리 것에 한 열망

은 민족주의와 결합되어 재생산되었으며, 그 재 의 공간으로서 한강은 요한 무

로 제공되었다. 서울올림픽 백서를 살펴보면, 회여건 조성편의 하  정책으로  

한강종합개발과 한강의 생태보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문화 술진흥을 한 ‘서울고

도유 지복원’과 문화재 정비, 그리고 올림픽 부 행사인 문화 술축 에는 통문

화선양과 한강축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통문화선양과 한강축제에는 황포

돛배 재 을 비롯해 각종 민속행사와 역사재 을 서울시가지와 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하는 각종의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다.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방 인 통의 이

미지가 표상화되고, 사

회 각 분야에서 제도

으로 실천되었음을 

악할 수 있다. 그  한

강 황포돛배 제작도 그

러한 차원의 일부라고 

설명할 수 있다. 당시 

한강종합개발의 요한 

목표  하나는 수심을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

록 깊고 일정하게 하는 

작업이었으며, 이 사업

은 ‘ 통과 의 조화’라는 슬로건에 부합되도록 민족의 젖  한강의 역사를 

표상해 주는 황포돛배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한강에서 인 유람선과 통

인 황포돛배의 교차는 올림픽의 구호를 최 합으로 투 시켜 주는 미장센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에는 밤섬 배목수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밤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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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5-3]한강종합개발 당시 선정된 한강변 유 보존 상

(출처 :경향신문 1986년 2월 11일자)

토박이인 이 수, 박정옥이 직  배를 제작해서 운행한 바 있다. 평생 배만드는 목

수 일을 해온 밤섬 출생의 목수에게 마포구청과 한국민속 술원 마포지부가 사라져

가는 통문화 계승을 해 이들에게 황포돛배 제작을 의뢰한 것이다.35) 이를 계기

로 박정옥은 1992년에 서울시무형문화재 조선장(造船匠)으로 지정되기도 한다. 당시 

그는 30여 종에 이르는 배를 제작할 수 있는 장인으로 서울시에서 통조선술을 보

존하기 해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36) 동시에, 이러한 통의 재 은 무

형  자원과 더불어 유형문화재의 발굴과 복원도 병행되었다. 특히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련 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고 사 련 유 이 훼손 기에 놓이게 되

면서 이에 한 책의 일환으로 면 인 한강 일  역사와 통에 한 서울시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 주요한 정책은 역사유 의 복원과 공원화, 조선시

 정자의 복원, 주요 유 지 표석 설치 등 유형의 역사 흔 을 복원하는 작업이 주

된 상이었다.

이와 같이, 올림픽을 배경으로 추진된 역사와 통의 재 은 유무형의 다양한 형

태들을 동원해 한

강을 민족의 역사

를 표상하는 공간

으로 부상시켰으

며, 그  하나로 

실천된 황포돛배 

재 은 밤섬주민

들이 조선왕조와 

생사를 같이한 살

아있는 통이자, 

통을 계승하는 

집단임을 부각시

켰다. 동시에 이 시기는 밤섬을 개발의 희생양으로 묘사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나타

35)『주간한 』1988  4월 28  고.

36)  과 동시에 연 리  능보  상, , 통 쏘  사 3 도 재  지

었는 , 1988  지  다리 , 주  능, 생  능보  포함 7  

늘었다(『경향신 』1992  10월 6  사 고).   1994  10월 사망함에 라　

수  계승  단 었다는     재지  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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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밤섬은 1982년 한강종합개발이 착수되면서 제거 논란을 거쳐 이후 철새도래

지로 지정되며 환경보호의 보루로 부상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사이 밤섬 주민

들이 고향을 떠나 여 히 마을을 이루며 공동의례를 지내는 장면들이 보도되기 시

작하고, 밤섬을 통 인 조선술을 가진 사람들이 살던 섬으로 주목을 받으며 밤섬 

사람들을 고향을 빼앗긴 자들로 실향의 아픔을 간직한 존재로 묘사하기 시작한다.

3 . 와우산 밤섬마을의 이산과 새로운 부군당의 건립  

 

1. 아 트 재개발과 밤섬마을의 이산

밤섬이 두 번째 폭  기에서 벗어나 한강 생태자원의 보고로 치를 해가는 

시기는 잊 졌던 밤섬의 존재가 세인들에게 차 알려지기 시작한 시 이다. 밤섬

주민들이 와우산에서 동제를 지내는 모습과 한강의 황포돛배를 만든 사람으로 통

을 계승하는 집단으로 부상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은 밤섬향우

회가 만들어진 해이다. 고향을 떠나 와우산으로 이주한 지 20년 만에 향우회가 결

성된 것은  흩어져 가는 밤섬주민들의 친목을 해 기존 상계와 율도친목회

를 재편한 것이었다. 얼마 안 있어 1992년에는 밤섬주민  한 명이 조선술로 서울

시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그 다음해에는 등포구청에서 부군당제와 고향방

문, 밤섬유래비 제작을 착수하는 등 밤섬의 역사 재생이 착수되기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는 밤섬주민들의 두 번째 주거지인 와우산 마을이 재개발 논란에 휩

싸이는  다른 소멸의 기를 맞게 되는 시 이기도 하다. 처음 와우산 주변의 재

개발은 1991년 부터 추진되었는데 원래 계획은 밤섬마을이 제외되어 있었다. 그

러나 1993년에 재개발 구역이 밤섬마을까지 확 되면서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신

문보도에서는  와우산 주거지에서 외부로 이주가 늘어나 1993년 당시 35가구

로 어들어 재개발이 되면 같은 아 트에 살 수 있을 것으로 기 해서 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당시 찬반 논란 속에서 주민들간 갈등이 고조되었던 것으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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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갈등의 근본 인 원인은 그 동안 잊고 살았던 토지소유권의 문제 다. 밤섬을 떠

나 와우산으로 온 지 2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신들의 집과 마을이 공유지라는 

것과 그 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문

제는 자세한 법률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 트를 제공받는다는 기존 재개발 조합

의 설명에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개발구역에 참여하는 동의서에 인감을 게 된 것

이다. 원래 이주 시 서울시로부터 토받은 와우산은 주민들 개개인에게 분배되어 

등기된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 으므로 토지를 불하받지 못한 주민들은 건축물만 소

유한 무허가 주택에 살아온 것이었으며, 마을주민 부분이 여기에 속해 있었다. 이

후 서울시는 1988년 이들을 상으로 국공유지 불하신청을 받았으나 1993년 재개발

로 인해 불하받고자 하는 가구가 늘었음에도 11가구만 불하받은 상태 다.37) 한, 

1980년 부터 1990년  정착되기 시작한 합동재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재개발 조합이 사업자가 되어 민간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지자체에 허가를 얻어 공

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원과 학교용지 등 공공재를 기부해야 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분양권 곧 입주권(일명 딱지)만 가지게 되

었다. 

결국 밤섬마을의 토지문제는 이주한 지 25년이 흘러 재개발 문제가 부상하자 마

을주민들을 명백하게 ‘무허가’로 인식시켜 주게 된다. 주민들은 딱지에 붙은 웃돈

(일명 리미엄)을 받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곧 흩

어지기 않기 해 참여했던 재개발 사업이 오히려 이들의 이산을 진시키게 되었

다. 이미, 1993년 밤섬마을은 1968년 이주 시 62가구 던 상황과 비교해 35가구로 

마을 규모가 반가량으로 어들어, 주민들은 마을의 해체를 우려하며 향우회를 

조직하게 된 것이었는데, 결국 아 트가 다 지어진 시 에서 입주한 가구는 훨씬 

어드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 

[표 5-6]밤섬주민의 주거지 변화와 마을 이산과정

37) 당시 마  주민들  지 하  담  다 과 같  신 사에  타  다. 

    주민 주지  동 18통 식 통  “ 공 지 하가격  89  7월 후 내

고시가격에  공시지가  어 주민들  담  가 당 7 만~8 만 원에 는 

다 하   60  내에  돼 어 어 움  많다”  “ 하 한 라도 연

해주었  겠다고 말했다(『동 보』1993  7월 1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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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공 간 세  수 비 고

1930년

한강 밤섬

102가구 1934년 조사통계

1950년 6.25 직 90여 가구 1959년 이화여  사회생활과 조사 

1950년  말

~ 1960년  
63가구 1959년 이화여  사회생활과 조사 

1968년 이주 62가구 신문보도

1968~1994년 와우산 밤섬마을

51가구(1984년)38) 최재선의 1984년 조사

35가구(1993년)
신문보도

( 등포구청에서 부군당제 시작)

1995-1998년
아 트 공사로 인해 마을 이산. 그러나 

와우산에서 부군당 의례를 지속함

1997년 아 트 공 무렵 부군당 

철거 논란이 발생

1998년 이후 창 동 삼성 아 트

15가구 내외 

아 트 재입주

(임 포함)

주민주소록 참고

(마포구청에서 부군당제와 고향방

문행사 시작)

2010년 재 창 동 삼성 아 트 5가구(임 포함)
2005년 밤섬부군당굿이 서울시 무

형문화재로 지정

밤섬 주민들이 인근 재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결정에 동의했던 것은  원주민들

이 와우산에서 나가고 외부 이주민들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마을의 해체를 걱정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왔다. 1993년 당시 신문보도에는 밤섬원주민이 35가구로 어든 

상황에서 인근 지역과 같이 재개발되어 아 트에 입주하는 것이 밤섬마을을 지키는 

것으로 보도 된다. 그러나 ‘다시 고향에서 살지는 못하지만 고향을 보고 싶으면 언

제라도 볼 수 있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며 재개발사업에 참여키로 결정했다는39) 

보도와는 달리 밤섬마을의 아 트화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신문의 보도는 

안타까운 실향민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 주민들의 의사결정은 의도치 않은 

것이었다. 밤섬에서 와우산으로 이주한지 25년의 시간이 흘러 그곳에서 아이를 낳

고 새로운 생활을 꾸려나가는 동안에도 그들은 와우산이 밤섬을 신한 마을로 인

식하고 있었다. 실상 이들의 처지가 무허가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과 같은 처지라

는 것은 재개발 구역 편입 동의서에 도장을 어  뒤에 안 사실이었다. 토지를 소

38) 우산  주한 62가 는 후 20여 가 가 우산   40여 가 가 게 지만,  

가 에  들 들  가해 신 가 수는 51가  늘어 게 다( 재  1985 : 25).

39)『동 보』1993  7월 1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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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기 해서는 토지불하를 받아 고액의 토지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 동

안 무료로 사용했던 토지임 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이미 재개

발 구역에 편입하기 한 동의서는 되돌릴 수 없으며, 결국에 빚을 지지 않고서는  

아 트로 입성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결국 밤섬 사람들

을 흩어지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 에는 ‘애  단합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지  나는 여기 아 트 살아요. 근데 여기 사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요. 다 

팔고 떠나고 밤섬에서 일로 이주할 에 굴 원망했어요? 김 옥이 해서 추

진했으니까 그때 불하를 내달라고 했는데. 그때 토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불하를 안했지. 그냥 집만 짓고. 그러다 몇 년지나 불하가 난다 했을

때는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없고. 애  단합을 해서 같이 냈더

라면 좋았을 것을... 그게 20년 지나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어느 사람은 돈

이 있고 그 때 딱 네 집 냈어 재개발 한다고 하니까. 불하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땐 가격이 올랐단 말이야. 불하를 못 받다 보니 권리 이지 말하자면. 8000

만원씩 받았다고. 입주권을 어렵게 살다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팔고 나

갔지 여기 열 몇집 입주했는데 리비가 많이 나오니까 떠나고 여기 남은 사

람은 하나 둘 셋.. 다섯 가구네. (I씨, 1938년생)

(보도에 밤섬주민이 흩어지지 않기 해서 재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다던데?)

그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재개발에 해 몰랐어요. 되면 그냥 들어갈  알

고,. 좋으면 하자, 하고 인감을 떼줬어요. 인간을 떼주니까 나 에 법 으로 안

되더라고. 그게 아니거든, 우리가 보상받는 게, 왜냐면 거기서 시유지니까 그

러다보니 사용료까지 나왔어요. 그때부터 반 가 된 거지. 그냥 이 로 사는 

게 좋은 거지. 이미 우린 그걸 모르고 인감을 떼줬잖아. 재개발 하는 친구에

게 말해서 서강쪽에다 연립이라도 지어서 하자 했는데. 마침 그때 불하가 

나왔어요. 그땐 불하받을 돈이 있냐고? 당시 내가 구청, 고충처리 원회 거기

다 진정서를 써서 동의서를 받는데 일부에서는 나를 의심하는 거야. 그래서 그

게 무산 어요. 그때 그것만 했으면 달라질 수 도 있다고. 그 게 하면 떼어나

와서 다 같이 살 수 도 있었을 텐데. 몇 사람이 오해를 해서, 연명만 해주면 

되는데, 그걸 으면 재개발조합에 갔다 다고 의심을 해서, 이건 법 으로 돌

이킬 수 없으니까, 그때 그것만 해줬어도 을 텐데.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살

겠다. 결국은 반 를 하는 사람들은 끝내 집도 하나 없어요. 맹목 으로. 그랬

으니 내가 얼마나 아쉬워. (당시 진정서에)밤섬에서 국가시책에 의해 나와서 

여기서 모여 살게 는데 도 쫓겨나게 다고 쭉 그간의 역사를 다 써서...

결국 밤섬이 강제 철거 당했어요. 조합에서 용역을 사서. 강제로. 말을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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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인감 떼주고 해서, 이놈들이 앰블란스 차 고 경찰서 연락해서 철거한다

고 방안에서 안나오는 사람 헹가래 해서 끌어내고 그래서 철거한 거야. 그래서 

조합하고 계가 안좋았지. 이주 안가고 많이 남아 항을 했지. 그걸 미리 알

았으면 행동을 같이 했을 텐데. 밤섬에 ○씨가 많았으니까. 연립을 만들어서 

하면 조합에 가서 이야기 한다고 했는데... 반  몇 사람 때문에. 지 은 죽었

지만 처음 진정서 썼을 때도 우리가 그 로 살고 싶다. 한다면 우리끼리 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달라. 아 트로 들어갈 사람이 없다... 우리한테 따로 주

면 그걸로 조합하고 이야기 해보겠다... 우리 땅만큼만 주면 우리를 어디에다 

집을 지어주라 이런 식으로.

(신문보도) 같이 살기 해 재개발에 참여한 게 아니라 항을 많이 했지. 재

개발 실상을 알아야 하는데, 실상을 모르니까. 서울시에서 토를 해줬어도 그

걸 내 앞으로 해 야지 재개발 한다고 해서 오히려 사용료만 물었어 몇 십년 

동안. 몇백만원. 불하도 댓집 밖에 못 받고. 그걸 법에 20년 국유지를 소유하게 

되면 내 땅이 된다 고승덕이 변호사 고 한거야. 근데 바 에다 계란 던지는 

격이야. 근데 반 하는 사람 보면 말이 안되는 거야. (일부 주민은) 계속 반

한　거야. 철거 할 때 항하고 천막치고 농성할 때 향우회에서 라면 한박스 

씩 사서 갖다 주고 그러고 했어. (K씨, 1936년생)

주민들은 책을 마련해서 공유지를 20년 동안 유하면 자기 땅이 된다는 희박

한 근거로 소송을 비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 동안 살아온 토지 유 사용료만 지불

하고 주민들은 찬반 논란 속에서 서로 반목하게 되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 그러나 

뿔뿔이 헤어지게 된 기 속에서 이들은  다시 집단이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게 된다. 서강동 부지에 집단으로 이주해서 밤섬주민만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

는 방안을 진정서로 만들어 구청 등 계기 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물론 재개발을 

둘러싼 밤섬주민들간의 갈등은 한 가지 의견으로 일사분란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결사반 를 주장하는 그룹은 재개발 조합의 자문 원이나 이사로 참여한 일부 주민

과 마찰을 일으키며 하나의 의견으로 합의시키지 못하게 된다. 당시 진정서를 작성

했던 주민은 그간 밤섬주민들이 한강을 떠나게 된 이유와 재의  상황을 연결시켜 

개발로 인해  다시 이산될 기에 처한 입장을 달하려 했지만 재개발에 끝까지 

반 하는 주민들은 참여하지 않게 된다. 한, 재개발이 임박해서 기존 주택을 철거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조합에 항하며 이주를 거부하기도 했다. 결국 조

합이 강제로 주민들을 끌어내고 철거하는 강제철거의 상황까지 갈 정도로 와우산 

밤섬마을의 해체는 간단한 과정이 아니었다. 비록 일사분란하게 의견을 통일해서 



232

[사진 5-6]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지속된 부

군당 의례 (출처 :동아일보 1994년 2월 13일자)

집단이주를 하거나 끝까지 

항해서 안을 마련하는 

데 까지는 나가지 못했지

만, 주민들 내부에서 마을

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는 지

속 으로 표출되었다. 물론 

그것은 개인의 이해 계 속

에서 서로 갈등의 국면을 

노출시키며 철시키지는 

못했지만, 개발에 한 반

와 집단이주지를 요구하

기 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후 부군당을 지켜내는 것으로 집결된다. 

재개발이 완료되어 입주가 시작된 1998년 경 실제로 아 트에 입주한 세 는 소

수에 불과했다. 당시 입주가 완료되는 1998년 밤섬주민 주소록에 의하면 아 트 입

주자는　19명 그  임 아 트가 6명 거주하고 있었으며 가구수로는 총 15가구(임

포함)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분양만 받고 입주해서 거주하지 않고 매매하고 

가 주택으로 이주하게 된다. 주로 주변 인근 빌라나 단독, 다세  주택 등으로 이

사하고 재 남은 세 는 5가구 정도가 남아 있다. 결국 1990년  반까지 35가구

가 모여 산 밤섬마을은 아 트 재개발 이후 뿔뿔이 흩어져 와우산에서 이산하게 된

다. 그러나 이들은 아 트 바로 아래 창천동 빌라, 단독주택이나 서강, 망원동, 인근 

동교동 등으로 흩어져 주변에 거주하고 있다. 밤섬부군당제와 고향방문행사를 주도

하고 있는 70  반의 주요 인물들 역시 창천동 부근 일 에 거주하고 있다. 

결과 으로 재개발 과정에서 밤섬마을의 이산은 공동체의 외형 유지에 한 열망

과는 달리 토지소유 계와 높은 부동산 가격, 주민들의 경제  상황 등으로 결국 소

수만이 아 트에 남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합동 재개발 방식이라는 지주 심의 

조합이 법인이 되어 민간 시행사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재개발 방식의 구조에 기인

된다. 이 방법은 재까지 가장 일반 인 재개발 방법으로 이어져 재 논란이 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과 연장선상에서 악할 수 있다. 밤섬주민들은 체 재개발 조합

의 구성원 에서도 소수에 불과했으며, 그 소수 에서도 토지를 불하받지 못한 세

는 입주권이 있지만, 건축물만이 재산으로 인정되어 사실상 아 트 입주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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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재개발이 완료된 이후 밤섬출신 주민들

은 아 트를 빠져나가 마을의 이산이 명확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부군당을 심으

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은 오랫동안 살아왔던 곳에서 멀리 떠나지 않

고 가까웠던 마을 사람들과 만나기 쉬운 장소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그들 스스로 설

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강에서 와우산으로 이어지는 밤섬마을의 이산 과정은 20세기 후반 

서울의 도시개발 과정에 끼인 밤섬주민의 역사를 보여 다. 1968년 한강을 떠나 

1998년 완성된 와우산의 아 트로 입주하는 과정은 밤섬마을의 변화와 이산의 역

사이자 한국사회에서의 도시개발의 형태와 방법이 어떻게 작동해왔는지를 보여주

는 사례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민들은 30여년 동안 마을공동체의 외형을 유지하며, 

완 한 해체의 기 속에서도 부군당이라는 신앙의 물질  표상을 잔존시킴으로써 

재까지 연속해오고 있다. 특히, 부군당을 유지하고 이들의 유 를 존속시키기 

해 밤섬부군당보존회와 향우회를 조직했으며, 비록 뿔뿔이 헤어졌지만 모임의 핵심

인력들은 비교  와우산과 근거리에 거처를 마련하고 요한 마을행사의 심이 되

고 있다. 비록 얼마 남지 않은 세 지만 재개발된 아 트와 바로 그 주변에 사는 주

민들이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을 불러 모으고 규합하여 마을공동체의 외형을 확인해

주는 행사의 주체가 되고 있다.

2. 부군당 존폐를 둘러싼 논쟁과 밤섬 주민들의 응

아 트재개발로 와우산 밤섬마을은 거의 해체에 이르 지만 밤섬에서부터 옮겨

온 부군당이 1997년 12월 공되면서 주민들을 재까지 그곳으로 불러들이고 있

다. 그러나 부군당이 재의 치에 있게 된 상황 역시 순탄치 못했다. 먼  밤섬 주

민들은 1993년 재개발에 합류하게 된 이래 1994년과 1995년에 걸쳐 이주하게 된다. 

아 트 공사로 인해 주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됨으로써 마을의 이산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업부지 인근 공원지역에 치했던 부군당 건물은 아 트 공사와 

계없이 허물지 않고 존치되어 있었다. 1997년 말 신축 부군당 건물이 완성되기까

지 기존 부군당 건물은 건재하고 있었으며, 밤섬 주민들은 설 이튿날 어김없이 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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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의례를 거행했다. 비록 마을 주민들은 이산되었지만 없어진 마을이 보이는 부군

당에서 아 트 공사장을 뒤로하고 굿치성으로 마을의례를 지속하게 된다. 

그러나 부군당은 당시 건립되자마자 철거의 기에 착하게 된다. 주변 민원과 

공원부지에 지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행정당국의 처분 앞에서 부군당은 철거될 

치에 처하게 된다. 부군당 때문에 아 트 건립 공 자체에 문제가 생기자 할구청

의 태도는 밤섬주민들과 갈등을 유발하게 되었다. 당시 조합과 시공사측은 재개발 

조합 내 밤섬주민이 이사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과 밤섬 주민들의 주장에 의해 부

군당을 없애지 못했지만, 부군당이 개지에 치해 있어 아 트단지 조경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붕괴 우려가 있다는 단에 따라 기존의 치에서 약 6m가량 으로 

옮기게 된다. 문제는 원래 부군당이 있었던 치에 있으면 기존 무허가 건물로 인정

돼 문제가 없지만, 치를 변경할 경우 새로 발생한 불법건물로 인정돼 철거 상이 

된 것이다. 아 트 공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청은 이 을 발견하고 신축된 부군

당을 공원부지에 들어선 불법건축물로 간주하고 철거할 것을 재개발 조합에 요구하

게 된 것이다.

당시 새로 신축된 부군당에 명 을 제작하고 새로운 당굿을 비하기 해 조직

된 밤섬부군당굿보존회는 주민들을 표해 구청과 상에 돌입하게 된다. 당시 구

청에서는 부군당보존 원회 계자들과 의해 당한 부지를 물색해 이 하는 방

안을 모색하려 했지만, 이에 해 보존 원회 원들은 “부군당은 수 백년 동안 내

려온 마을의 문화유산이므로 철거는 부당하며 다른 부지로 이 할 경우 그 지역 주

민들의 반발이 우려돼 마땅한 곳을 찾지 못 하고 있다.”며 ‘구청에서 재의 부군

당을 합법건물로 인정해 아 트 공검사를 내주는 게 합리 인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하게 된다.40) 당시 마을주민들도 이 을 고려했지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

었다. 밤섬과 가장 가까운 서강이나 아  밤섬에다 옮기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주민

들은 재 치가 가장 당하다고 생각했다. 

부군당은 이미 그 에 지어진 거니까 그걸 없앨 수 는 없으니까. 그 에 할

거냐 그 에 할거냐 하다 에다 지었지. 재개발 할 때 지○○씨라고 그양반

이 밤섬에는 기여를 했어요. 그 양반이 서둘러서 조합에 짓게 한 거야. (구청

에서 공처리가 안나서)그래서 부군당을 옮기자, 어디로 옮길거냐? 서강( 재 

밤섬자이 아 트)으로 옮기자 하니까 그 동네 주민들이 난리가 나지. 그러면 

40)『 보』1997  10월 31  사 고.



235

철새도래지가 밤섬인데 일부는 내려가게 해놨거든 그만치다 크게 뭐 하나 만

들어서 부군당을 거기다 한번 모셔보자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러면 옮기려면 그 게 옮기고, 그러면 서강 교 에 내려가는 층계 

에 만들어서 공 에다 매달아 놓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지 도 공허가가 안나있어. 그 때 노○○씨가 구청장이었을 때 이건 엄연히 

인정을 해 주자. 공원부지 안에 무허가로 있는 걸 어차피 있어야 하니까 놔두

자 한 거야.  우리가 진정서를 구청하고 국회의원한테 쫓아다녔지. 이게 뭐냐? 

이게 엄연한 건데 우리가 밤섬에서 건 왔을 때부터 엄연한 거고 다 시에서 

개발을 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떻게 이걸 인정을 안하냐? (K씨, 1936

년생)

주민들은 철거를 막기 해서 법 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부군당을 밤섬

이 잘 보이는 서강이나 아  밤섬에 옮기는 주장까지 비하고서 구청과 상하게 

된다. 곧 무조건  존치를 주장하기 보다는 마을의 표상을 지켜내기 해 체방안

을 알아보고, 구청으로 하여  재의 치가 가장 타당함을 인정하도록 하는 략

을 개시켜갔다. 한 진정서를 만들어 밤섬의 존재가 ‘엄연한’ 것임을 강조하는데, 

엄연하다는 것은 그들이 한강에서 이주해서 와우산으로 건 와 지 까지 지키고 있

는 부군당의 존재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자명한 것임을 이야기 한다. 이것

은 부군당을 건물일 뿐 아니라 밤섬 마을의 역사와 통을 표상해 주는 토 로 삼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군당을 지키기 한 주민 표들의 분투는 밤섬

에 한 기억이 각별한 구청장과의 상에서 유리하게 작용되어 철거를 면할 수 있

도록 이끌어 간다. 구청과의 수차례 만남 끝에 이들은 부군당에 한 형식 인 인정

과 함께 1998년부터 밤섬귀향제를 마포구청에서 지원하기로 하는 성공 인 상을 

이끌어 낸다. 부군당을 지켜냈을 뿐 아니라 매년 주민들을 원래 고향인 밤섬으로 건

가 그곳에서 의례를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곧 부군당을 와우산에 남겨둠으로써 마을의 물리 인 해체 속에서도 이들은 매년 

모여서 마을의 공동의례를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이들은 부군당 철

거 논란에 직면해 부군당보존회를 결성하고 이를 심으로 부군당굿의 개최를 극

으로 실행함으로써 마을을 표하고 밤섬의 역사를 계승하는 행 자로 면에 등

장하 다. 처음 부군당 신축 직후에는 향우회를 심으로 명 제작과 부군당 의례

를 비했었는데, 비 과정에서 구청과 상하고 부군당을 지켜내기 한 별도의 

조직인 밤섬부군당보존회를 결성하게 된 것이다. 보존회가 결성되기 이 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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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7]주민 116명의 명단이 기입된 신축

부군당 내의

년 1월에는 밤섬향우회가 주 이 되어, 와우산 아 트 신축공사장에서 ‘부군당 제사

건과   명 건’을 가지고 동회를 개최했다. 당시 안내장에는 다음과 같이 

각자 갹출된 성 으로 과 명 을 다시 제작하고, 밤섬주민들의 이름을 기록하

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이뢰올 말 은 다름이 아니오라, 밤섬 부군당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밤섬 부

군당이 웅장한 모습으로 새롭게 건립되어 귀하 여러분들께 선보이려 합니다. 

그런데 그 에 있었던 과 명 에 귀하 여러분들의 이름이 흐트러져 이번 

기회에 과 명 을 새로이 제작하여 손손 구히 보존할 수 수 있

도록 하려하니 이름을 새기어 남기고 싶은 뜻이 있는 분들께서는 연락하여 주

시길 바랍니다. 밤섬 주민의 성 으로 새로운 면모를 갖춘 부군당을 건립하여 

첫 동굿을 으로 치르고 더욱이 여지껏 없어 항상 아쉬워했던 과 

명 을 제작하여 손손 구 보존토록 하 으며, 직  오시여 내 이름이 어

디에 어떻게 새겨져 있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년 정축년 굿 치성은 새로운 

분 기로 kbs에 속으로 있는 악사와 무속인의 자격을 갖춘 무녀가 옛 그

로를 재연시킬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가족의 건강과 행운을 빌어 들일 것입

니다. 옛날을 상기할 밤섬인의 지와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 국가에서 공인

할 수 있는 무형 문화재로서 원히 보존할 수 있도록 자리를 같이하여 뜻있

는 행사가 되도록 마음을 모읍시다.(이하생략) (1997년 동회 안내장에서 발췌)

부군당 공에 앞서 모임을 갖고 성 을 걷은 다음 그해 설 다음 날인 1997년 2월 

9일에 재개발아 트 공사장 안의 부군당 신축 장에서 첫 굿 치성을 하게 되고, 이

를 해 밤섬부군당보존 원회를 

조직하게 된다. 그 동안 경제 인 

이유로 진지치성하는 경우가 부

분이었는데 부군당이 낙성된 이후 

첫 의례를 굿이라는 형식으로 

으로 치르게 된다. 명 에는 

총 116명41)의 이름이 가나다순으

로 있으며, 에는 “한양

천도 600년의 연 을 함께 지닌 

41) 에 여한 주민   116 었 ,  2,890,000원 었다(한 샤 니 학  

1999 : 1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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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섬 부군당을 이  신축하고 을 제작 밤섬 원주민 이름을 길이 남기고져 명

에 연명합니다”라고 새기게 된다. 곧 밤섬마을을 상징하는 부군당의 역사를 조선

왕조와 함께하는 역사성을 부여하고 주민들의 이름을 남기기 해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유명한 무속인과 악사를 청해 인 부군당 의례를 개최하고 

이를 해 추렴을 하여,42)무속인과 악사들의 인건비와 의례를 비한 주민들의 인

건비, 음식장만 등에 사용하게 된다. 당시 추렴에는 주민들의 성  외에 촛 와 향

로, 커텐 등의 물을 받았으며 국회의원과 구청장, 동장, 그리고 재개발조합과 밤

섬향우회에서도 보태는 등 주변과의 연 를 확장시키기 시작했다. 이후 밤섬주민들

의 부군당 의례는 과거 한강가에서 배를 짓고 살 때처럼 무속인을 불러 성 하게 

차려진다. 1997년 아 트 재개발을 계기로 새로 지어진 부군당과 다시 제작한 명

진수를 시작으로 이후부터는 굿치성을 동원한 의례로 과거 밤섬에서부터 했던 형태

로 회귀하게 된다.43) 한, 안내장에 쓰여 있듯이 이미 이 시기부터 ‘국가에서 공

인할 수 있는 무형 문화재로서 원히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의도가 드러

나고 있다.

한, 철거의 험에서 벗어난 신축 부군당 건물은 2000년에는 마포구로부터 부

군당 건물을 내 다른 근 건물과 함께 보존해야 할 ‘근 건축물’로 지정받아 

행정 인 리를 받게 된다. 이것은 밤섬부군당 건물 자체가 신축건물이 아닌 기존

에 있었던 건물의 역사성을 인정해 주고 이에 한 소유를 ‘마을공유’로 인정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44)실제로 토지는 공유지로 공원부지로서 법제상으로는 

인정되기 힘든 상황이지만, 구청의 행정 리 차원에서 근 건축물로서 보존할 상

으로 인정해 으로써 부군당의 속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당시 밤섬부군당은 건

축년도를 1968년으로 그리고 소유자를 마을공유로 인정받게 되었는데, 사실상 이 

두 가지는 모두 행정기 과 타 된 결과물이다. 1997년 신축된 부군당 건물을 밤섬

주민들이 와우산으로 이주한 1968년으로 인정한 것이나 이 건축물의 소유자를 ‘마

42) 1997  당  당  원   113  4,360,000원 었는 ,  그  가  지  큰 

 ‘   사’  2,000,000원  사 었  타 건  수  사

었다(한 샤 니 학  1999 : 184-195).

43) 다만, 그 다  해  1998   하고 진지  했다. 당시 IMF  경 가 어 운 

상 라 간 하게 진지  했다고 한다.

44) 당 건  에도 ‘공민  사당’과 강 학 내 건  4개동 등 마포  내 1950-1960

 건  근 건  지 어 통보 었다(마포  체 과 공  고).



238

을공유’로 명기한 것은 밤섬주민들이 말하는 역사 으로 ‘엄연한 것’임을 수용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과 같은 법률과 토지 장과 건

축물 장이라는 엄 한 소유 계를 보여주는 문서의 내용과 상반되는 것으로 밤섬

주민들의 주장이 구청의 문화행정의 역에서 공식 으로 인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아 트 재개발 이후 규모와 형식을 갖춘 새로운 당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은 부군당 의례를 보다 공식 인 역으로 치시키는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부군당이라는 공간 혹은 건축물의 존립 근거를 마련한 이후에는 부군당굿이라는 의

례의 형식이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도함으로써 미신으로 신고받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그 이 에는 굿치성이 돈도 많이 들어 하기가 쉽지 않

았지만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되어 경찰서에 신고가 될 수도 있는 주민들만의 비공

식 인 의례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부군당은 신앙  의미를 떠나서 자신들의 집단  정체성의 기반에 있

어 당 인 것으로 수용되고 있었다. 특히 마을의례의 물질  공간인 부군당을 성

공 으로 지켜냄으로써 해체된 마을의 주민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의례를 거행

을 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하게 된다. 동시에 외부자들에게도 밤섬의 존재를 인식시

켜 오랜 역사와 통으로서 부군당굿을 확인시킴으로써 이후 개되는 무형문화재

지정으로 개될 수 있는 동력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부

군당이 존치되어 재까지 그들의 의례를 연속할 수 있었던 것은 쉽게 주어진 결과

물이 아니었다. 철거를 해야 하는 무허가 건축물을 구청으로부터 인정받기 해 주

민들은 밤섬의 오랜 통과 역사를 행정당국에 설득해야 했으며, 구청 역시 통문

화 자원으로서 밤섬의 가치에 공감하고 부군당 존치뿐 아니라 밤섬 주민들의 고향

방문 행사까지 수용하는 데까지 합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군당은 철거의 험

이 제거되어 속 인 보존의 상으로 행정기 의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이를 바

탕으로 마을을 체하는 장소로 변용된다.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마을의 지속

인 존속에 한 열망은 한국사회의 도시개발 구조 속에서 좌 되었지만, 법의 제한 

속에서 분투하는 주민들의 열망은 부군당을 남겨두고 이들의 의례를 다시 무형문화

재라는 법 체계 속에서 속 인 인정을 획득해 내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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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밤섬마을의 재생과 통의 역학

1. 지방자치단체의 한강변 문화자원 활용

앞서 개한 바와 같이 서울에서 한강 주변 혹은 그와 련된 역사와 민속을 토

로 하는 통의 재생은 한강종합개발과 서울올림픽 개최와 매우 긴 하게 연동된

다. 그리고 개발과 함께 착수된 한강주변 유 의 복원은 1980년  후반 1990년  

반 지방자치제도 실시라는 사회  변화와 맞물려 자치구를 단 로 하는 매우 집

된 형태로 실천된다. 1990년 지방자치법안이 정비되면서 이후 본격 인 지방자치제

도가 1990년  반 실 되면서 지자체별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통의 

재생이 활발하게 진행된다. 이러한 상은 한국사회 반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기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통이나 정체성이 이 에 비해 훨씬 요해지면서 이것을 

지역사회 발 의 차원에서 요한 문화  자원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 결과 부분의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의 역사  통을 문화  자원으

로 만들어가기 한 로젝트들을 발 시켰다.45)

그것의 구체  사례들은 기존의 통을 새롭게 창출하거나 축제화시켜 지방경제

의 활성화를 도모하거나 역사유 을 복원하여 명소화시키는 등 다양한 방식으

로 개되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한강변 유 의 복원과 재생의 움직임 역시 

서울시에서 각 할 구청으로 역할이 변모하게 되면서 보다 활발하게 진행된다. 마

포구의 경우 과거 마포나루라는 역사  자원을 이용하여 마포나루굿을 재 하는 행

사를 1991년부터 기획해서 재까지 실시하고 있다. 매년 단오에 맞춰 마포나루굿

을 재 하며 밤섬을 방문하는 등 밤섬과 연 된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마포나루굿

이 밤섬과 깊이 연 된 이유는 마포나루굿이 “마포나루와 밤섬을 드나들던 뱃사람

들이 나룻배의 무사항해를 용왕신에게 기원하는 일종의 무속신앙으로 시작 다”

고 해지기 때문이며, 특히 밤섬사람들이 황포돛단배를 만들고 이를 진수한 후에

45) 러한 ‘지역 통’과 ‘ 체  ’   연 사 는 근식  연  고( 근식 

 2005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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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밤섬에서 마을을 수호해주는 동신에게 마을의 평온을 비는 동신제와 같은 

동제를 벌이는데 이를 나루굿’이라 했다고 해오기 때문이다.46) 마포나루굿이 밤

섬마을과는 불가분의 계로 엮여 마치 마포나루굿이 밤섬사람들의 의례인 것으로 

설명되는 것은, 여 히 밤섬 주민들 에는 통 인 한선을 제작하는 목수들이 남

아 있어 이들이 실제 역사 속 배들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

러나 1930년  반 출생인 70  주민들은 마포나루굿에 한 구체 인 기억을 갖

고 있지는 않다. 밤섬의 부군당에서 당굿을 하는 것을 보거나 직  참여해 왔지만 

그것이 마포나루굿과 연 되거나 마포 나루의 상인들이 거 밤섬 부군당 의례에 

참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다. 분명한 것은 1930년   언더우드의 기록처

럼 배를 만들어 처음 진수시킬 때 의례를 지내는 행 는 일제시기 까지 지속된 것

으로 악되며, 유년 시  주민들의 기억에서도 확인된다. 결국 마포나루와 밤섬의 

역사  공생 계가 밤섬주민들을 사라진 마포의 역사  자원으로서 재구성된 마포

나루굿에 참여하도록 추동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포나루의 역사는 재 살

아있는 역사  존재인 밤섬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재 할 수 있었으며, 밤섬의 가치

는 마포구에 의해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공식 으로 채택되는 과정을 밟게 된 것이

다.  

한, 이후 마포나루굿은 1994년을 기해 ‘서울정도 600년 사업’이 시작되면서 

보다 활성화된다. 당시 서울시에서는 각 구별 통자원 혹은 역사의 복원을 진흥시

키는 사업에 산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창기 밤섬주민들에게 좀 더 극 으로 

제안한 것은 마포구가 아니라 등포구 다. 당시 밤섬  윗밤섬을 할하고 있던 

등포구청에서 1993년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부군당제와 고향방문행사를 제안 했

으며,47) 그 이듬해에도 원주민 고향방문 행사를 실시하고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밤

섬유래비를 개막하기에 이른다. 곧 1993년과 1994년 두 해 동안은 등포구청에서 

밤섬 련 행사를 주도하게 된다.

46)『 계 보』1994  6월 5  사 고.

47)『동 보』1993  10월 31  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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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8]밤섬귀향제 모습.처음 귀향제가 불교식으로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좌)세계일보 1993년 10월 31일자,여의도에서 개최한 밤섬유래비 제막식 모습

(우)세계일보 1994년 10월 22일자

이러한 등포구의 통문화 정책은 한강개발과 올림픽을 계기로 부각된 밤섬이 

할구역에 속해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서울 정도 600년’ 사업에 발맞춰 공식

인 문화행사로 정착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시에는 각 구별 

통문화를 복원의 계기로 삼았으며,48) 1994년에는 서울뿌리 찾기, 서울토박이 찾기 

행사를 비롯해 ‘서울 명소 600곳’을 선정하는 등 인 사업을 개시키게 된

다. 당시 밤섬과 와우산에 있는 부군당 둥 밤섬주민들과 연 된 장소도 두 곳 선정

되는데, 밤섬은 등포구 명소로 선정되고 와우산 밤섬부군당은 마포구의 명소로 

선정된다. 곧 밤섬의 지리  치와 행정  할이 당시 밤섬마을과 분리된 상에

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등포구가 아닌 마포구가 밤섬 련 통행

사를 1998년 이후 지속해 온 것은 마포나루굿에서 보여지듯이 마포나루의 장소성이 

밤섬의 조선(造船)과 긴 하게 작동해 왔던 역사성에 기반했기 때문이다. 곧 조선

(造船)과 이에 련된 의례가 포구라는 장소성이 만들어내는 친연성이 이들을 동질

인 장소로 연결하고 있다. 실제로 20세기 이후 등포가 철도역과 시장개설, 공장

48) 당시 울시는 ‘우수한 통  계승 시키  하여 , 숭 , 운  등  복원

하여 지  하고 한산  , 곽복원 , 한강변    

하여 통과 가 운 도시’ 가꾸는 계  주 한  택하고 었다 

( 울특별시 1992 :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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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된 이후부터는 여의도를 거쳐 도보로 등포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19

세기 말과 20세기 반 상당기간까지 밤섬주민들의 생활권은 마포와 서강에서 분리

될 수 없었다. 한, 마포나루터가 있던 곳은 밤섬이 폭 되었던 1968년 서울 교

(  마포 교) 공사로 인해 사라지게 되었다는 에서 두 장소는 운명  동질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반면 등포구에 속하는 여의도는 밤섬의 폭 와 마포나루의 소

멸 이후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곳으로 성장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밤섬의 역사와 이

질 인 공간으로 분리된다. 

[사진 5-9]1994년 마포나루굿 행사 모습(좌:서울특별시1995:94),제36회 국

민속 술경연 회에서 마포나루굿이 공로상을 수상했다(우 :조선일보 1995년 10

월 13일자).

그러나 처음부터 밤섬마을이 마포구의 통을 계승하는 집단으로 상호연결된 것

은 아니었다. 1991년 처음 마포나루굿을 개최하고 1994년 밤섬주민들과 용신굿을 

하고 밤섬을 방문한 이래 그 이후는 단된다. 다만 ‘서울정도 600년 사업’기념으로 

마포나루굿과 마포나룻배 진수놀이를 서울 표 명소로 지정하고, 1995년 충남 공

주에서 개최된 제 36회 국민속 술경연 회에서 마포나루굿이 공로상을 수상하

게 되면서 마포나루굿 재  행사는 지속 인 통문화 행사로 진행되었을 뿐이다. 

이후, 1995년~1997년 사이 와우산 밤섬마을이 재개발에 휩싸이면서 주민들이 뿔

뿔이 흩어지는 시기에는 ‘정도 600년 사업’이 종료되면서 등포구에서는 밤섬과 

련된 행사를 더 이상 개최하지 않았으며, 마포구 역시 마포나루굿만 지속시켜 나

갔다. 곧 밤섬이 지방정부로부터 통문화 자원으로 주목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도록 주도한 것은 다름 아닌 밤섬주민들이

었다. 마포구에서 다시 밤섬의 역사에 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앞서 설명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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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산 밤섬마을이 재개발되어 아 트로 변하게 되면서부터이다. 구청은 아 트 숲

에 자리한 부군당 건물의 철거문제로 밤섬마을 주민과 치하는 과정에서 부군당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한 발 더 나아가 극 으로 밤섬의 역사자원을 활용하는 방편

을 마련하게 된다. 그 첫 번째 사업이 황포돛배 제작이다. 마포구청은 밤섬의 배목

수들에게 의뢰하여 마포나루굿에 활용할 황포돛배 제작을 했는데, 배의 용도는 마

포나루굿을 한 용도 뿐 아니라 밤섬주민의 고향방문까지 고려한 것이었다.

이로써 다음 해인 1998년에는 마포나루굿에 밤섬목수들이 만든 황포돛배가 이용

되었으며, 추석 즈음에는 주민들을 태우고 고향을 방문하는 행사가 만들어진다.49) 

이 때 만들어진 배는 다음 해 마포구에서 밤섬 실향민 고향방문행사에 활용되어 본

격 으로 마포구가 밤섬 련 통문화행사를 추진하는 계기가 된다. 마포구청은 밤

섬을 마포나루권역에 속한 역사문화 자원으로 악하고 통문화 재생 로그램을 

본격 으로 착수한다. 1998년 이후 매년 추석을 기해 밤섬실향민 방문행사가 실행

되었으며, 2003년 이후부터는 격년제로 실시되어 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이후 

2005년 밤섬부군당굿이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다음부터는 밤섬부군당도당굿

의 당주무녀와 악사들이 참여해 주민들의 유교식 제의와 무속인의 굿의례가 결합된 

형태의 귀향제가 지속되고 있다.

2. 통문화행사의 실천과 역학 

1) 마포구 통문화행사와 행 집단

마포구의 통문화 행사는 재 마포나루굿 재 (1991년 시작), 밤섬실향민 고향

방문(1998년 시작), 밤섬부군당도당굿(2005년 시작), 마포새우젓축제(2008년 시작) 총 

4가지이다. 마포나루굿이 밤섬의 조선(造船)과 동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제한

다면 4가지 행사  3가지는 밤섬의 역사와 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시작된 마포새우젓축제 역시 새우젓 시장으로 번성했던 마포

나루의 역사를 재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에는 밤섬 사진과 황포돛배 

49)『 보』1997  11월 27  사 고.



244

시가 삽입되어 있어 밤섬과 무 하지 않다. 마포나루가 포구로서의 번 했던 역사

를 재 하는 데 이어 황포돛배가 요한 매개체가 된다는 과 그것을 재까지도 

승해온 밤섬주민의 존재는 ‘살아있는 통’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한 행

자로 수용된 것이다. 안내문에도 마포나루굿의 유래를 마포나루에서 지냈던 의례로 

설명하는 동시에 “옛날 밤섬에서도 밤섬주민들이 실제로 부군님, 삼불제석님, 군웅

님 등의 신을 모시고 밤섬과 나루터의 안녕을 기원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 마포나루굿은 1991년 시작되어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원래 기에는 황

포돛배를 한강에 띄워 무녀와 악사들이 용왕께 굿을 올리는 배굿과 땅 에서 지역

의 안녕과 번 을 기원하는 육지굿과 음식을 나눠 먹는 동제로 나뉘어서 펼쳐졌

다.50) 그러나 황포돛배를 수선하고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2004년 행사부터는 한강 

선상에서 하지 않고 망원동 한강공원 성산 교 에서 육지굿만 진행하고 있다. 행

사의 장소가 좁고 험한 선상에서 한강공원으로 변경된 이후부터는 배굿과 육지

굿, 동제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황포돛배와 바지선으로 

나 어서 진행했던 밤섬주민의 고향방문 행사도 황포돛배가 망가지게 되면서 2005

년부터는 바지선만을 이용하고 있다. 한, 마포구의 공식 인 통문화 행사로 자

리잡게 되면서 행사가 정례화되고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한 이벤트가 

나타나고 있다. 를 들어, 2011년 제21회 행사 때는 마포문화원 풍물패단원으로 구

성된 풍물패가 사 행사를 하고 이후 국민의례와 내빈소개, 인사말  등의 형

인 지역행사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여느 통문화 행사와 다르지 않게 구청장과 주

요 기 장, 문화원 계자들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이 다수 참여하여 연설을 하

으며, 공연자들인 무속인과 악사들 그리고 보조자들, 촬 기록자들과 란색 조끼를 

착용한 마포문화원 자원 사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었다. 굿 도 에는 일반인이 앞

으로 나와 치성을 하거나 무당의 공수를 받기 해 을 서는 등 다른 행사와 유사

한 형태로 개된다. 구청에서 기획한 문화행사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안

내리 릿에 그 목 이 ‘구민의 안녕과 번 기원’이라고 나와 있듯이, 진행순서에

도 반 된다. 곧 굿을 시작하기 에 국민의례를 진행한다거나(국기에 한 경례, 

순국선열  호국 령에 한 묵념) 내빈을 서열에 맞게 소개하는 등의 형 인 

제 행사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구청을 리하는 문화원의 역할이 두드러 진다. 

마포문화원은 행사를 주 하고 있으며 향후 마포나루굿이 밤섬부군당굿과 같이 서

50)『연합뉴스』2003  5월 29  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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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10]2008년 10월 마포새우젓 축제.밤섬주민은 시된 배

가 통 인 형태가 아니라고 비 한다.

울시 무형문화재

로 지정되길 희망

하고 있었다. 

계자는 행 무형

문화재제도에서 

요하게 생각하

는 승의 문제를 

규명하기 해서

는 실증할 수 있

는 기록이 필요하

다고 말하고, 그 

부분을 아쉬워하

고 있었다. 그는 

‘ 통문화라는 

것이 원래 기록이 없어 승을 정확하게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정을 통해 지

속시키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다.51) 이러한 문화원의 입장은 법 인 뒷

받침이 지원 의 안정 인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밤섬부군당굿이 

문화재로 지정된 이래 마포문화원이 마포구의 요한 문화행사를 탁받아 시행하

는 매개체가 되어 왔다. 서울시의 지원 과 구청의 지원 이 합해져 행사규모가 커

지게 되면서 구청의 행정력으로 행사운 이 어려워지게 되자 마포문화원이 구청과 

주민들을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자체 산을 편

성하거나 서울시로부터 보조 을 받게 되면 직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문화원을 

통해 용역을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마포나루굿 재  행사가 마포구에서 기획된 통문화 행사인 반면 밤섬 련 행사

는 문화재라는 통의 권 뿐 아니라 지원 의 집행과 정산에 서울시와 마포구, 마

포문화원, 밤섬주민모임 4자간의 역학 계가 형성된다.

51) 마포 루  주 하는 마포 원 계  U 는 연  에  향후 재  신청해

 통   과 행사   승체계  보할 계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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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마포구 통문화행사 보조 지 의 흐름

구분 지원 의 흐름 지원 내역 산  정산 차 비고

승지원
서울시→밤섬부군

당보존회

부군당 보존 

련 각종 

일상경비로 

사용

매월 90만원

(공식 으로 

정산할 필요 없음)

밤섬주민모임 

내부에서 

비공식 으로 

정산처리함

행

사

지

원

밤섬

부군당

도당굿

서울시→밤섬부군

당보존회←마포구

→마포문화원

무속인지 과

상차림, 

행사 비  

진행비

서울시 500만원

(보존회에서 정산)

마포구 300만원

(문화원에서 정산)

밤섬

실향민

귀향제

서울시→밤섬부군

당보존회←마포구

→마포문화원

무속인지 과

상차림, 

행사 비  

진행비

서울시 300만원

(보존회에서 정산)

마포구 300만원

(문화원에서 정산)

밤섬부군당도당굿은 총 800만원의 지원   서울시가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돈은 모두 밤섬부군당보존회로 입 되어 무속인들에게 250만원, 상차림 비용이 

250만원으로 사용된다. 행사 후 보존회에서 서울시로 정산서를 제출하게 된다. 그

리고 마포구청에서 지원되는 나머지 300만원은 청장, 수막 등 홍보물에 활용되

는데 마포문화원에서 집행하여 구청에 정산서를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마포문화원

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은 들어가는 내용이나 밤섬 역사와 련한 요한 사진들의 

삽입은 보존회에서 여해서 제작하고 있다. 밤섬실향민 귀향제는 총 600만원의 지

원   서울시에서 300만원이 지원되는데 마찬가지로 무속인들에게 150만원, 상차

림하는 데 150만원을 사용하고 서울시에 정산서를 제출하게 된다. 구에서 지원되는 

300만원은 2005년부터 문화원에서 탁받아 집행하고 있는데 주로 도시락과 수건, 

홍보물 제작에 사용된다. 이러한 계의 상은 문화재안내 에도 나타난다.

조선시  서울 천도와 함께 조선공(배 만듦)들이 정착하면서부터(약 130세 가 

살았음) 부군당이 있어 주민들의 애향심이 아주 강하 다. ...( 략)...지 도 음

력 1월 2일이면 밤섬 도당굿을 매년 지내고 있으며, 2004년 12월 서울시에는 

마을굿으로 그 통성과 술성이 승 본존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

시 무형문화재 제 35호로 지정을 받고 이제 실향민이 된 밤섬주민만의 복을 

비는 동네굿이 아니라, 서울 시민과 마포의 발 을 한 한자리 모임의 장으로 

종교를 월하여 마포의 통문화를 꽃 피우는 생활문화의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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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재과

마포구청 문화체육과

마포 문화원

밤섬 부군당 보존회

보존회에 의해 만들어진 이 안내 은 이들이 서울시와 마포구, 마포문화원에 의

해 지원되고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보존회에서는 이것을 만들기 해 서울시

에서 지원되는 승지원 으로 경기도 벽제까지 찾아가 비석 만드는 데를 수소문해

서 만들었다고 한다. 문구의 작성을 해서도 심사숙고하여 조선시  한강과 련

된 내용은 문서 을 참고하 으며, 자신들의 거주지 이주와 부군당의례의 역사  

가치와 의미까지를 담는 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에 여

한 요한 행 그룹을 계에 맞게 순서 로 나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들은  한국사회에서 기 자치단체 수 에서 개되는 

통문화 련 행사들이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의 구조와 공통 인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원과 술 회 등을 포함하는 지

역문화단체, 그 외 고고학과 민속학을 포함하는 학자그룹이 개입되는 경우가 일반

으로 드러난다.52) 여기에는 문화 부나 역자치단체와 같은 국가와 상  자치

단체에서 기획되어 기 자치단체가 보조 을 받아 실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문 진

흥원이나 문화재단과 같은 공공기 에서 정부의 지원 을 받아 민간을 상으로 직

 수행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 상을 정체성의 문화정치 혹은 

민속학에서 제기되었던 포크로리즘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한국사회에서 포크로리즘의 가장 주요한 매개집단에는 국가나 지방정

부 외에도 문화재지정과 역사와 민속재  행사의 자문을 해주는 문화재 문가들, 

그리고 기록자들과 미디어가 있다. 여기서 기록자 집단은 앞서 민속에 심있는 연

구자를 포함해 아마추어 일반인들 그리고 다큐멘터리 사진을 하는 사진가들이 있

다. 미디어에는 주로 주요 일간지나 방송국이 촬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 

밤섬부군당의례가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작은 행사소식으로 많이 보도되고 주로 마

포지역 언론사와 인터넷신문에 많이 게재되고 있다. 이들은 부군당 앞 마당에서 벌

어지는 굿 을 촬 하기 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 곤 하는데, 주로 무당에 의해 

52) 러한 연  사 는  룡 지역  연 한 근식  연  고( 근식  2005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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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11]2010년 2월 15일 밤섬부군당굿에서 무녀가 돼

지머리를 삼지창에 세우려 하자 촬 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굿이 정에 달하는 부

분이나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춤을 추는 

목에서 카메라가 집

된다. 를 들어, 부군

당 의례에서는 삼지창

에 돼지머리를 올려 균

형을 맞추는 신의 험

이 투 되는 장면에서, 

나루굿에서는 용왕님을 

맞이하러 한강제방으로 

내려가는 장면에서 일

제히 카메라 래시가 

터진다. 이들은 통민속 행사 객의 일원일 뿐 아니라 이들에 의해 기록된 혹은 

포착된 이미지들은 지식과 정보, 통을 재 하기 한 것으로 소비된다. 이러한 

장에서 민속학자와 기록자들은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신문과 방송 련 사람

들은 굿의 정과 퍼포먼스 장의 역동  이미지를 담으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민속 련 연구자나 기록자들은 굿의 내용을 부 녹음하거나 캠코더로 촬 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요컨 , 밤섬부군당이나 고향방문의례가 펼쳐지는 공간은 주민들과 구청, 문화원

의 계자들, 청된 주요기 의 인사들, 카메라를 손에 쥔 다양한 사람들의 응집으

로 북 북  다. 이러한 일련의 상은  한국사회에서 통과 민속을 해석하

는 포크로리즘의 메카니즘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정

부와 문화원과 같은 소  주최와 주 단체들의 행 가 포크로리즘을 만드는데 어떠

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지는 개별 사례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단순히 보조 을 

지 하거나 행하는 데에 그칠 수 있으며 보다 깊숙이 개입하여 민속을 개발해 내

고 재구성하는 데까지 여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밤섬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포크로리즘 메카니즘의 일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의미들이 주민들에 의

해 표출되고 있다. 그것은 통의 창출과 원형의 차원이 아닌 밤섬마을을 심으로 

하는 공동체성에 한 진정성을 연속해가려는 열망과 그 열망을 표출하기 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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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통해 드러난다. 곧 밤섬주민들의 정체성 구성을 한 문화  실천에 한 해

석은 그러한 열망을 추동시켜 온 역사  과정을 극 인 실천의 의미로 악하는 

것에서 출발할 것이다.

2) 통문화행사에 한 밤섬 주민들의 비  인식

마포구의 통문화 행사에서 나타나는 사례들은 1990년  후반 이후 개된 문

화행사의 틀에서 보편 인 수 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속과 무형

문화재와 련해서는 구청을 심으로 서울시와 마포문화원, 문화재 원에 속하는 

민속학자 그룹에 의해 주도되는 상을 찰할 수 있다. 그러나 간에 매개체 역할

을 하는 마포문화원이 구청으로부터 행사의 진행과 내용, 방식 등을 탁받아 용역

을 수행하는 형태 못지 않게 밤섬주민단체의 활동이 상당한 비 을 차지하고 있다

는 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산  가장 많은 부분이 서울시로부터 직  보조

을 받아 무속인들과 상차림을 한 비용으로 사용되고 이를 직  정산처리하고 있

으며, 구청은 문화원에 홍보와 행사를 한 산을 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한, 

문화원에 탁한 홍보물 역시 안내장과 청장에 삽입되는 요한 컨텐츠는 밤섬주

민단체에서 제공하고 검토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다.

무엇보다, 밤섬주민단체들은 의례의 주체가 자신들이며, 자신들을 통해 마포구의 

역사와 통이 소개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구청이나 문화원에서 일

회성 행사로 치부하는 행 에 비  인식을 드러내고 이들과의 상을 통해 밤섬

마을의 역사와 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

출하기 해 고심하고 있다. 밤섬주민들에게는 요한 의례이지만 구청과 문화원에

서는 여타 다른 행사와 같은 구민들을 한 이벤트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에 해 

주민 표들은 반감을 드러낸다. 밤섬을 매개로 만들어진 산과 행사임에도 불구하

고 주체인 밤섬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의식 속에서 보존회의 역할과 밤섬 심

의 인식을 환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무형문화제 제도가 무속 심의 퍼포

먼스 주로 재편되는 상에 해 주민 표는 밤섬부군당제나 밤섬귀향제가 어디

까지나 밤섬에 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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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사람들은 시간만 때우는 걸로 알고, 그걸 모든 걸 문화원에 넘기라고 하

더라고. 넘기라는 것은 거기서 다 리하는 걸로. 그래도 그리 넘어가도 보존

회라는 것은 존재해야 된다고. 행당 같은 데는 개인 소유에요. 그러다보니 문

화원에서 하지만, 우리는 동네자체ㄲ니까. 개인 한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

니니까, 구에서는 문화원에 일임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무녀나 이 사람들

도 그걸 원하는 거 요. 뭐냐면, 이제는 자기네들이 자격을 얻었잖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알기로는 집에 가면 문에다 문화재보유자 그거 해 놨나  

쉽게 말하면 이제 뭘 하나 줘도 이제 돈이 틀리잖아. 이제 밤섬에 을 두

는 게 아니라 거기다 을 두는 것 같아. 자기네들도 문화원에 하면 열두거

리니 뭐니 복잡한 거 안하고 충 시간 때우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 

 구청에서는 고향방문행사 때 이제 막 흥이 돋기 시작했는데 빨리 끝내라는 

거야, 마이크 충 이 다 다고 그러는 거야. 형식 으로 할 거면 있으나 마나 

한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싫다는 거야. (K씨, 1936년생)

이들이 토로하는 비 들은 문화재의 지정주체가 자신들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의 반이 무속인들에게 책정되고 이들에게 당주무당이니 당주악사니 하는 명칭까

지 주어진 것에 한 반감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청과 문화원이 보이는 태도에 한 

문제 뿐 아니라 무속인 집단과의 갈등과 나아가 무형문화재 제도가 무속에 편향되

었음에 한 비 을 포함하고 있었다. 동시에 2005년 서울의 마을굿으로 동시에 지

정된 ‘행당동애기씨당굿’과 ‘ 화산도당굿’과 비교해서 자신들은 개인 소유나 이주

자가 아닌 원래 밤섬 사람들의 ‘동네 자체 꺼’라는 것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

었다. 한, 서울시에 비해 구청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단하고 구청의 극 인 지

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 방식으로는 서울시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줬으면 구에

서도 ‘뭔가를 명칭을 붙여서 향토문화재나 뭔가 지정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

안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구청에서 지원을 받기 해 공식 인 근거를 마련하기 해

서 다고 한다. 곧 서울시처럼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것에 근거하여 승지원

이 확보되는데 구청에서는 그런 지정을 하는 심의기구가 없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에서 밤섬주민들은 스스로 통을 계승하고 담지하는 주체로서의 역할

에 해 매우 극 으로 행 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무속인들의 공연 주로 

편성되는 의례에 해 거부할 수는 없지만 문제 을 지 하고 이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행 들을 실천해 나가고 있었다. 를 들어 2005년부터 시작된 서울무형문

화재 축제에서는 3일 동안 종묘제례악, 송 다리밟기, 남이장군사당제 등 서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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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인 무형문화재가 공연되었을 때 밤섬부군당도당굿도 같이 공연된다는 소식

을 듣고 청되지 않았지만, ‘밤섬부군당보존회’ 깃발을 들고 참가하기도 했다. 무속

인들 공연 심이었음에도 스스로 참가할 사람을 수소문해 깃발을 들고 참여했으

며, 2010년에는 부천무형문화재축제에도 참가하여 다른 무형문화재 단체의 활동을 

악하고 교류하는 등의 실천을 하고 있었다. 한, 지방정부뿐 아니라 문화재 문

가를 비롯해 기록자들을 극 인 홍보수단을 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

존회에서는 의례가 있기 에 청장을 보내는 작업 뿐 아니라 민속과 련된 사람

들이나  자신들에게 향력을 끼치는 문화재 원에게 직  화를 통해 참석하기를 

부탁하고 있으며, 몇 년마다 바 는 명단을 확보하기 해 서울시와 하여 주요 

인사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었다. 한, 행사 당일 방문하는 연구자들과 기록자들

의 카메라 세례는 거의 의례를 방해할 정도로 극성이지만 제지하는 법이 없다. 이것

은 자신들의 역사와 통을 연구하고 알리기 해 온 사람들이라는 생각으로 이들

을 밤섬을 극 으로 알릴 수 있는 상호 인 트 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다.

한, 2005년 같이 지정된 서울의 마을굿인 ‘도당굿’과의 연 는 새로운 트

쉽을 한 극 인 행 로 나타난다. 이들은 서울시무형문화재로서 각각 33,34,35

호로 동시에 지정된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단체는 도당굿이라는 굿의 

명칭부여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서로 교류하고 있는데, 개 서로 행사 때마다 화한

을 교환해서 축하하기도 하지만, 얼마 에는 서로 음식을 행사를 비하는 데 부족

한 일손을 돕거나 행사 당일 격려차 방문하기도 한다. [사진 5-12]와 같이 화환을 보

내는 경우가 가장 일반 인 교류이며, 보존회 표나 임원들이 상호방문하거나 큰 

행사 개최 시 서로 의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인근의 공민왕 사당제와 마포나루굿 

행사와 마포새우젓축제에 참여하여 내 통문화 행사의 계자로서 교류하고 있

다. 한, 문화원의 정기 총회나 동 주민센터의 문화활동은 물론 구청과 시청과의 

업무 의와 면담 등을 통해 수시로 행정기 과의 계를 유지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밤섬주민들은 자신들의 역사  통에 한 주체  인식을 통해 지방

정부와 문화원과 효과 인 역학 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한, 무속인 집단이나 다

른 무형문화재지정 단체와도 갈등과 연 를 통해 자신들의 치를 차별화하는 략

을 선택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마을의례가 무속인 심이 되지 않도록 견제함으로

써 행 문화재 지정의 제도  문제 을 비 으로 인식하고 마을의례 심의 문

화재지정 단체와 연 하는 행 를 보여 다. 이것은 통을 두고 개되는 문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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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장에서 밤섬주민들이 주체로서의 치를 공고하게 해주는 실천들이라고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5 . 밤섬마을 재생의 주체

1968년 이주 이후 1998년 아 트 재개발에 이르는 30여 년에 걸친 밤섬마을의 역

사는 이주와 이산, 소멸과 재생의 과정이 반복되는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밤섬주민들의 조선업과 부군당은 과거 한강에서와 다른 형태로 연속해 

나가게 된다. 조선(造船)은 기술의 세 간 수가 사실상 힘들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일부 세 에서 배를 지속 으로 만들었으며 조선술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

다. 부군당에서의 의례 역시 한강 밤섬에서 모셨던 의례를 이어갔지만, 밤섬의 물질

 토 인 ‘용아머리’와 주목인 ‘상수리나무’를 따로 모시는 상차림 신 인근 

창 동의 남이장군을 모시는 상차림으로 체되는 등 변화가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한강에 있을 때와 달리 이웃 주민들을 의식하게 되면서 정월 이튿날 밤에 하던 

의례를 오후에 시작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한, 무당들과 악사들 여러 명을 불러 

치성하던 방식을 간단히 만신 1명만을 부르고 마을주민들의 제를 심으로 하는 진

지치성만 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와우산 이주 기에는 직  돼지를 잡고 무당

을 불러 밤새 굿을 하는 ‘한강 밤섬’에서 했던 형태를 유지해왔지만, 이웃들의 민

원과 굿의 비용, 그리고 설날차례를 각자 지내야 하는 문제와 와우산에서 태어난 세

들의 참여부족은 진지치성과 마을 표들에 의한 유교식 의례로 간소화되기도 했

다. 그러나 주민들은 한해 걸러 다음 해에 한다거나, 수 년 동안 립된 기 을 활용

해 밤섬에서 원래하던 굿치성을 하고자 부단하게 시도한다. 마을의 결속을 걱정하

는 세 들을 심으로 굿치성을 해야 부군님을 더 정성스럽게 모실 수 있으며 이것

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해 다는 의미를 공유해가며 이들을 심으로 부군당은 사라

지지 않고 와우산에서도 연속되어 왔다. 

이러한 밤섬마을의 부군당굿의 연속은 코마로 가 의례를 단순히 승되는 ‘ 통’

의 반 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의례를 보다 ‘의무 인 의미있는 실천(Mund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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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ful Pratice)’으로 설명했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러한 

실천은 의례가 행 되는 환경 속에서 재생산되는 것이 아닌 변형되는 것을 의미하

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코마로  1993 :ⅹⅵ  ). 와우산 이주 이후 굿의 내용과 형식

의 변화는 단순히 과거의 승이나 재생산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그

들의 ‘의미있는 실천’으로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들이 나름 의미화

하고 있는 부군당굿은 여타 다른 부군당과의 거리두기에서도 드러난다. 이주민이 

아닌 토착 주민에 의해서 이어져왔을 뿐 아니라, 말만 마을굿이 아닌 마을주민이 주

도하는 의례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서울시에서 마을굿으로 동시에 지정받은 

‘왕십리 애기씨당’과 ‘ 화산도당굿’과의 차이에서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 두 

당은 밤섬과 달리 무속인에 의해 연속되어 온 개인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2005년에 3개의 마을굿이 문화재로 동시에 지정받았지만, 가장 의미있게 이어온 마

을굿은 밤섬부군당굿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강에서 사라졌던 밤섬이 다시 살아오는 물리  재생과 한강을 역

사와 통이 재 되는 장으로 드러내는 행 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에는 주

로 올림픽을 기념한다든가 ‘서울정도 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사가 단

편 으로 발생했다 사라졌지만, 마포구청에서 마포나루라는 역사  공간에 한 

심은 향후 개될 밤섬의 역사와 통을 재생시키는 데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1998년부터 밤섬주민들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행정  지원과 산을 보조받게 

된 것이다. 이 부분은 ‘ 통의 발명’ 혹은 ‘포크로리즘’의 시각으로 밤섬의 

통을 비평의 상으로 삼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이 추진되는 과정은 지방

자치단체의 일방  역할에 결정되었다기보다는 밤섬 주민들이 구청으로부터 타

하고 조정해서 획득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마포구청이 밤섬의 역사

와 통에 심을 갖게 된 것은 구청의 제안이나 지역 문화단체의 매개가 아니라 

오히려 와우산 아 트 재개발 과정에서 신축된 부군당의 철거문제에서 비롯되었다. 

1997년 당시 마포구청에서는 도시계획과 건축법상 불법인 밤섬 부군당을 철거해야 

아 트 공이 처리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이에 해 밤섬주민들은 진

정과 민원을 제출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해온 역사를 설명하는 노력을 통해 

부군당을 지켜내게 된다. 그 결과 다음해인 1998년부터 고향방문행사까지 지원받게 

되는 결과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밤섬폭  이후(1968년) 와우산으로의 이주와 부군당철거 논란(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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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이르는 시간은 개발로 시작되어 개발로 종결되는 과정을 거쳐오게 된다. 이 

시간은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유지해 온 부군당을 심으로 하는 마

을의 결속과 유 의식을 형성시켜 온 시간이기도 했다. 그들은 단순히 한 동네사람

이라는 의식보다 강한 공동체  유 감을 형성시켜 왔으며, 이는 ‘내가 자란 뿌

리’라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히 태어난 고향이 같다는 동향의식 보다 

강하게 표 된다. 그리고 그것의 심에는 오래 부터 배를 짓고 살아온 역사와 부

군당의 존재가 자리 잡고 있었다. 부군당 철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들이 자신

들의 역사에서 ‘엄연한 것’으로 보고 마포구청과 유리하게 상할 수 있었던 것

은 이러한 의식에서 기인한다. 이들은 부군당을 지켜냈을 뿐 아니라 법 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건축물 소유권을 마을공유로 인정받았으며, 고향을 찾아갈 수 있는 기

회까지 얻어냈다. 고향방문 행사에서 이루어진 의례의 형식이 불과 10여 년 남짓한 

기간에 만들어졌다고 그것을 제행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 속

에서 주체를 발 해 낸 밤섬주민들의 행 를 통해서이다. 코마로 가 의례를 ‘만

들어 지고 있는(In the Making) 역사’로서 이해할 것을 제안했던 아이디어는 밤섬

주민들이 고향방문 행사를 먼  제안해서 의례를 어떻게 할 지를 고안해 내 실행하

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 ‘만들어진 통’이나 ‘ 통의 발명’이 그 결과를 

요시하거나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 성들을 강조하고 있다면, ‘만들어 

지고 있는 역사’는 주체들의 행 와 실천을 요시하고 있으며, 이것에 한 의미

를 역사  과정에서 찾기를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고향을 방문할 

때, 어떠한 의복과 형식으로 의례를 실행할지를 스스로 마련했으며, 주민들에게 고

향에 한 정서를 충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사진 을 개최하는 등의 행 를 개시

키게 된다. 

이후 밤섬 주민들은 아 트 재개발로 인해 이산된 주민들을 부군당을 심으로 

불러 모아 매년 마을의례를 실행하고 자신들이 밤섬 사람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확

인하는 작업을 개시킨다. 이  세 로부터 이어온 마을의 표상을 지켜내고자 하

는 노력과 시도 속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출해가는 과정은 이후 다

양한 방식으로 실천된다. 특히, 자신들의 역사와 통을 후 들에게 지속 으로 연

계시켜 주시기 해서 문화재지정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문화재 지정은 의례 

승의 안정  지원과 법  체계를 통해 통으로서 인정받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만, 밤섬 주민들은 문화재 지정이 승을 담보해 다고 확신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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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이후에도 무형문화재와 련된 다른 단체들과 연 해서 서로 상부상조

하거나 밤섬부군당이나 밤섬의 역사를 알리는데 련된 문화단체와 행정기 과 연

를 하는 등의 분투를 개시키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것에서 기인한다. 한 

주민 내부자들과 그 후손들에게 그들의 역사와 통을 실증해 주는 자료들을 제시

하고 공유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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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밤섬주민의 정체성 구성을 한 문화  실천과 

‘역사쓰기(Writing of History)’ 

1 . 밤섬주민 모임의 결성과 활동  

1. 밤섬향우회의 결성과 활동 

1980년 를 거쳐 1990년 는 밤섬을 둘러싼 사회  논의가 확 되어 가는 동시

에 밤섬 주민들에게도 마을의 이산이라는 커다란 변화의 기 에 있었던 시기 다. 

올림픽을 계기로 한강변 주변의 역사유  복원과 통을 재 하려는 움직임도 활발

하게 개되어 갔다. 밤섬은 환경보호와 통문화 재생의 분 기 속에서 생태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밤섬주민이 재 해 낸 황포돛배에 한 심을 계기로 조선

(造船)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와우산 밤섬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 트 재개발과 이후 마을의 이산 과정은 사라질 기에서  다시 생존을 

거듭하며 변화와 지속의 흐름을 연속해 나가는 밤섬의 역사를 보여 다. 동시에 밤

섬주민들의 의례인 부군당굿이 미디어에 의해 세인들에게 소개되기 시작했으며, 밤

섬은 과거 한강의 경 을 회고하는 데 있어 빈번하게 등장하는 장소가 되어 산업화 

이  한강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역사 속 한강은 조선의 

물류가 집결하는 상업의 심지로 포구마다 배와 사람이 넘쳐나는 활력있는 장소로 

재 되었으며, 밤섬 주민들은 이러한 조선시  한강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집단

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밤섬마을 외부뿐 아니라 주민들 내부에서도 자신들의 역사

를 되돌아보고 같은 ‘동네사람’으로서 집단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행 들을 

개시켜 가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 첫 번째 움직임이 주민 모임 결성이었다. 밤섬에 

한 세인들의 심과 이들의 생업기술이었던 조선술이 인정받게 될 무렵, 밤섬 주

민들은 더 이상 흩어지는 것을 우려해 향우회를 결성했으며  밤섬마을을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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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조직으로 만들어 가게 된다.  밤섬향우회는 1988년을 시작으로 상계를 하면

서 먼  40명 정도 운 되다가 정기 인 모임을 갖는 친목회로 발 하여 조직된 것

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와우산에 정착한 기부터 ‘율도친목회’라는 친목회 형태의 

모임이 있었으며, 기타 래집단의 모임이 몇몇 존재해오고 있었다. 여기서 율도친

목회는 연령 가 높은 상계와 역할을 달리하며 마을의 소사를 주도해갔지만 

실 으로 마을의 어른들이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에서 두 모임간에 연령 차이

가 어들게 된다. 게다가 상계는 장례가 차 병원 안실과 장례업체에서 행

하는 방식으로 환되자 그 기능이 약화되었다. 특히, 상여 매는 것이 없어지자 

구차를 임 해주는 형태로 환되었으며, 각자 바쁜 일상에서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것보다는 부조 을 주는 형태로 환되었다.

(향우회가 만들어진 배경은?) 맨 처음에는 안○○씨라고 얼마 에 돌아가셨는

데, 밤섬 사람들이 자꾸 흩어져서 만나자고 해서 만들었는데 친목회 있기 에

는, 밤섬이 한 집안 식구나 같아. 그 에는 상계를 했다고, 한 30명씩 모

여 상계를 하는데 계가 자꾸 깨지니까 친목회로 묶어버리니까.( 상계는 어

떤 일을 했나요?) 밤섬에는 천막이 있었는데, 상나면 그 집에 쳐 다고, 천

막은 돌아가진 집에 보 에 두었다고 다른 집에 상나면 옮겨가고, 자꾸 상

계가 없어지려고 하니까 친목계로 묶은 거지. (M씨, 1936년생)

상계는 밤섬마을에서 가장 활발하고 오래 지속된 조직이었으며 밤섬에서부터 

이어진 주민 모임이었으나, 장례식 차와 내용이 변화되면서 1980년  후반 들어 

유명무실해 지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상계는 기존의 친목회와 통합되어 밤섬향

우회로 일원화되어 밤섬마을의 소사를 처리하고 상부상조하는 모임으로 운 된

다. 한, 과거 상계와 율도친목회 회원은 밤섬 출신으로 외지에 나가있지 않은 

곧 와우산에 거주하는 장년과 노년의 남성이 심이었다. 그러나 1988년 밤섬향

우회로 다시 통합되었을 때에는  어드는 회원수로 인해 와우산 밖의 외지인

들까지 포함하게 되었으며, 이를 심으로 부군당 의례를 실행하게 된다.

밤섬향우회의 활동은 와우산 밤섬마을이 재개발되면서 서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

는 1994년 이후와 밤섬부군당보존회가 결성되는 1997년에 이르러 그 역할이 요

하게 부상하게 된다. 과거에는 노년층의 상계가 장례 의례를 처리하고 장년층

인 율도친목회에서 마을의 소사와 부군당에 련된 일까지 처리하는 형태 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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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1]2009년 5월 1일 등포에서 있었던 밤섬향

우회 모임

밤섬향우회가 이 두 가지를 

통합해 실질 인 마을의 운

기구로 재편한 것이다.

1988년 친목회 형태의 새

로운 모임 제안은 부분의 

주민들에게 받아들여져 향

우회가 만들어졌다. 향우회

는 상계가 수행했던 상부

상조의 기능을 일부 가져와 

1990년  와우산 재개발 

이후 밤섬마을의 이산 과정

에서 더욱 공고히 되어 

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향우회는 마을 

해체 이후 1990년  말에 부군당 운 의 심인 ‘밤섬부군당보존회’의 핵심 구성원

을 만들어 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향우회는 남성 노년층의 모임이라는 

에서 밤섬부군당보존회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부군당보존회의 회장과 부회

장, 감사, 총무는 모두 향우회 회원이기도 하다. 그리고 과거 상계에서 상이 난 

집에 쳐주던 천막의 사용이 향우회의 결성 이후 유명무실해지자, 이 천막은 부군당 

행사 때 사용하게 된다. 1997년 말 신축된 부군당에서 처음 부군당굿을 하게 되면

서 밤섬향우회 명의로 이 천막을 기증한 이후 재까지 매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밤섬에서부터 이어온 상계와 향우회, 그리고 부군당보존회가 상호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 다. 

향우회는 밤섬의 통을 이어받은 오래된 주민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한정

되어 있다는 과 나이 많은 사람이 사망해감에 따라  회원수가 고 있다는 

문제 을 안고 있다. 향우회는 상계의 방식 로 호주이거나 고령의 아버지를 

신한 가구주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거의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재 향우

회를 이끄는 70  회원들은 보다 많은 회원들이 입회하길 희망하고 있지만 몇몇  

이견들이 충돌하고 있어 회원수는  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나이든 세 는 나

이 제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나이차가 무 많이 나면 서로 술을 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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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주요 구성원 회원수 연령 비고

1
밤섬에 시집 온 여성들 모임

(출생지가 밤섬이 아님)
13명 70

처음에는 향우회처럼 계

를 운 했지만 재는 

운 하지 않음

2 밤섬출신 여성모임

래별 

10여명

50 , 60

밤섬 출생자로서 밤섬

에서 처녀시 이나 청

소년기를 보낸 여성들

3 밤섬출신 남성모임 50 , 60

향우회에 극 흡수되지 

못하는 다소 은 세
(일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

고 신 향우회원으로 가입)

4 밤섬출신 혼성/성별 모임 40  후반
밤섬에서 출생한 향우회 

회원들의 아들 세

5
와우산에서 태어난 

세 들의 혼성모임
20여명

30  후반

~40  반
와우산 세

고 친목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와 함께 그동안 쌓인 회비 립액이 상당하

여 그 혜택을 무상으로 할 수 없어 입회비를 상당히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밤섬에서 출생한 50-60 의 비교  나이가 은 세 는 

다소 모임에 심을 보이지만, 와우산에서 출생한 40 들은 심이 더 은 편으로 

밤섬에 한 애착이 많지 않아 모임을 확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비향우회 밤섬 주민들이 밤섬과 련된 모임에 무 심한 것은 아니다. 비

교  나이든 세  심인 향우회와 별도로 이들은 나름 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만남을 통해 교류를 지속하고 있었다. 밤섬에서 태어나자 마자 와우산으로 이주한 

1960년 생들은 아버지세  만큼 고향에 한 향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같이 자란 

친구들과의 친목은 돈독한 편이다.  밤섬향우회 역시 실제로  어드는 향우회 

구성원의 수를 늘리고 활성화시키기 해 군소의 여러 모임들을 합쳐보려는 생각은 

있었지만, 번번이 향우회 내에서 이견이 있어 실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개 향우회 

회원이 사망하게 되면 그 아들이 참여하길 권하고 있지만 은 세 들은 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 비공식 으로 모임을 갖는 밤섬모임들은 개 서로 친분이 있

는 연령차가 얼마 나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지만, 여성들로 구성된 모임이나 동년

배 모임 등이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표 6-1]밤섬향우회 이외의 친목모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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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과 같이 남성 심의 향우회에서 소외된 70  여성들은 개 출생지가 밤

섬이 아니지만 밤섬에서 아이를 낳고 살았던 세 로 밤섬에 한 애착이 강해 고향

방문 행사 때 극 으로 참여하는 집단이다. 그 다음 50~60  여성 집단은 밤섬 출

신으로 50 가 밤섬에서 유년기를 보낸 세 라면 60 는 밤섬에서 청소년기와 성년

이 될 때까지 살았던 세 이다. 한편, 남성 모임은 향우회에 편입하지 않은 60세 

후의 세 와 그보다 연령이 다소 낮은 50  모임이 있는데, 주로 향우회 고령자들보

다 거의 한 세  아래로 아버지뻘 되는 사람들과 같이 모임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므

로 나이 에 맞는 모임을 갖고 있다. 물론 향우회 내에서도 50 의 은 인물이 있

기도 한데, 이 경우는 개 고령의 회원 곧 아버지가 사망하고 그 아들이 회원자격

을 승계해서 가입된 경우이다. 그 외, 비교  나이가 은 40 들은 향우회 핵심 멤

버들의 아들 세 로서 성별 구별없이 혼성으로 만나거나 각자 동년배끼리 남녀별로 

만나기도 했다고 한다. 이들 소모임들은 밤섬향우회처럼 정 을 통해 상호부조하거

나 매년 명  때마다 선물을 나눠주는 등의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주로 식당에서 

만나서 친목을 도모해왔다고 한다. 이 모임들의 구성원 수는 밤섬 향우회보다 월등

하게 많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향우회와 같은 모임은 아니더라도 동네 친구 모임으

로 유지되어 왔던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이들 모임 역시 와우산 마을이 이산된 

이후에는 뿔뿔히 흩어져 있어 만나기가 더욱 어려운 형편이라고 한다.  향우회에서

는 회원들 내에서 다소 이견이 있지만 앞으로 밤섬 사람들끼리 우애를 다지기 해

서는 이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재 향우회회원들의 후속 

세 들 역시 비록 아버지 세 와 같이 각별하게 밤섬을 생각하기는 힘들어도 이러

한 세 간 연결이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숙제’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같은 경우도 실제 밤섬에 살던 친구가 네 명이 있어요. 어렸을 부터 지

도 만나고 그래요.  형친구들 끼리도 만나고 그 로 서로 만나고 그래요. 

아버님들처럼 동네 체 으로 밤섬향우회는 안해도.

(70년 생들 모임이 있는가?)

와우산도(와우산에서 태어난 세 ) 자기 래들끼리 만나요. 우리도 3형제지

만 개 래들 여자들끼리 만나요. 30  후반 40  반들도 만나고. 아버지 형

제들 동생들은 (60 ) 밤섬 친구들하고 친목회하기 때문에 많이 모이기도 하

고. (앞으로 향우회나 부군당보존회는 아버지 세  이후 어떻게 될 거 같습니

까?) 아버지 같이는 아니더라도... 뭐,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숙제죠. (N씨, 

1967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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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주로 1960년  생들로 밤섬 그 자체만으로 그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개 밤섬 사람들은 고향이 어디냐는 질문에 해, 서울이라고 답

하는데 서울  어디냐고 하면 마포라고 한다고 한다. 거기서 좀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밤섬이라고 이야기 한다. 따라서 밤섬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곳에서

의 고향에 한 서사가 없는 세 들에게 그들의 고향은 어디까지나 서울이며 좀 더 

좁 도 마포 일뿐이지 밤섬으로 좁 지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유년시 의 부

분을 와우산 창 동에서 보낸 것에도 있지만, 깃불조차 안들어 오는 한강에서 배

를 만들고 살았던 이야기에 공감하기 힘든 생활세계를 살아왔던  서울의 도시

인들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들이 유지하고 있는 친구 계나 모임은 어

렸을  ‘동네친구’를 연상시키는 정도이지만, 그 다고 밤섬에 한 인연이 

 없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N씨의 경우는 와우산에서 아버지가 배를 만들 때 공터

(  놀이터)53)에서 나무를 잡아주거나 톱밥을 치우는 등 집안일을 돕기도 했으며, 

아버지가 소임으로 일하기도 했기 때문에 부군당에 해서도 알고 있었다. 한, 할

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친구들이 많이 와서 도와주었던 것도 그들끼리 다져진 동네

친구일 뿐 아니라 아버지 세 들끼리 다져진 밤섬에서 지속된 계와도 상호작용하

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특히, 와우산 시기에는 상이 났을 때 구차가 직  

집 앞 까지 올 수 없어 N씨의 친구들이 을 들고 내려와야 하는 수고가 뒤따랐다. 

이때 N씨의 친구들은 동네친구로서의 우정에서뿐 아니라 그 동안 밤섬시 부터 해

온 아버지 세 들이 공유해온 의미까지 이해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재 향우회는 개 서강과 등포 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매월 1일에 개

최한다. 주로 고깃집에서 친목을 도모하며 과거의 이야기를 나 거나 안부를 묻는 

등 형 인 친목모임이지만, 부군당이나 귀향제와 련된 회의를 겸하기도 한다. 

2009년 5월 모임의 경우에는 향우회원  비슷한 연배의 다른 친목모임이 있어 참

석을 못한 회원도 있었다. 모인 회원  70  이상이 많을 때는 아래 연배의 회원들

은 다른 친목 모임에 참석하기도 한다고 한다. 주로 등포와 서강 일  회원들이 

참석하지만, 2009년 5월 모임에도 김포에 거주하는 주민(1933년생)의 사례와 같이 

53) 우산에는 원래  만들만한 평평한 공간  없었지만, 사람들  연탄재  많   경사

지  닦  계  그곳에  업  하다보니 커다란 평지가 었다고 한다. 후  공간  

트 내  었 , 재 당에  40여 미  래에 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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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멀리 살고 있는 사람이 참석하기도 한다. 그는 밤섬에서의 생활에 한 이야기

와 함께 부군당굿이 명  휴일 날 낮에 하게 되면서 참석하기 어려워진 반면 향우

회는 빠짐없이 참석한다고 이야기한다. 주로 서로의 안부와 함께 술과 고기를 먹으

며 옛날 밤섬 얘기를 하는 것으로 모임의 부분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연구자 : 매달 한번은 꽤 많이 하는 편 아닌가요?) 딴 데는 일 년에 몇 번 하

는 정도인데... 우리는 동네사람들 우애도 좋고 주변에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매달 하는 거지. 근데 좀 아래 애들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아래 애들들이 안들

어 와서 축소가 되고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문제에요. 향우회가 밤섬의 모체라

고 야지 거기서 부군당보존회, 밤섬보존회 다 하지. 밤섬에서 태어난 세 는 

그래도 애착을 많이 가지지.

내가 향우회 총무도 92년부터 하고 당굿은 97년도부터하고 그랬어. 만든 지는 

88년도고, 지 은 28명 돌아가신 4명 빼면 24명 처음에는 43명이었는데... 재

개발해서 이주나갔을 때도 향우회는 꼬박꼬박하고 그랬어. 처음에는 친목회라

고 했는데, 향우회라고 해야 뿌리가 있고 계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향우회도 

처음에는 다 돌아가시고 스물 몇 명밖에 안 되요. 아래애들이 들어와야 부군당

굿을 활성화 하려면 계속 아들도 들어오고 자손도 들어와야 되는데... (D씨, 

1933년생)

[표 6-2]2011년 밤섬향우회 연말정산 개요 (단 :원)

년/월 회비 지출 식사지출 잔치지출
병문안

지출

추석 

고기지출
기타

2011년

1~12월

4,990,000 2,400,000 1,813,000 600,000
(회원 2명의 

자체결혼식)

400,000
(회원 가족 

4명의 병문안)

1,200,000 해지

3,025,347

이러한 향우회의 활동은 매년 연말에 하는 정산표에서 간략하게 나타난다.  표

와 같이 매월 회비를 걷어 과 친목을 한 회식에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회원

의 경조사를 챙기고 있다. 개는 결혼식과 병문안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추석

에는 고기를 사서 회원들끼리 나눠먹는 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회비의 립

은 매년 되어 상당한 액이 되었으며, 향우회를 운 하는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물론 이들에게 가장 요한 활동은 매월 모여서 회식을 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2011년에도 매달 서강과 등포 혹은 신 을 오가며 개최했는데 8월에는 

삼계탕을 먹는 모임을 했으며 9월에는 귀향제와 날짜가 인 해 있어 귀향제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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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으로 체하기로 했다.54) 보통의 향우회나 친목모임에 비해 비교  자주 정

기 인 모임을 가지고 있는 이유에 해서는 ‘우리는 동네 사람들 우애도 좋고, 주

변에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들고 있다. 실제로 밤섬과 와우산을 떠났지만 부근

의 서강과 창천동, 동교동, 망원동 등 비교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과 ‘우

애가 좋다’는 것에서 여 히 밤섬 주민들은 도시 속 마을로서 ‘한동네’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밤섬에서 청장년기를 보낸 이들은 여 히 밤섬을 조선(造船)을 하

고 고기잡이와 부군님에 한 정서를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세 들로 가장 왕성

하게 밤섬에 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향우회가 갈등과 불화 없이 순탄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모임

에나 있을 수 있는 의견 립은 늘 존재하고 있었으며, 특히 1930년 생들을 ‘아

씨’라고 부르는, 곧 아들보다는 더 나이가 든 조카뻘 되는 50-60 들과의 의견차이

가 상존해 있었다. 연령 차이에서 오는 것뿐 아니라 과거 재개발 문제를 두고 갈등

했던 경험과 기타 향우회 기  혹은 보존회 지원 과 련된 복잡한 사정이 걸쳐 

있기도 하다. 연구자가 최근 참 하게 된 2012년 6월 모임은 다소 그러한 갈등의 의

견이 피력되었던 자리 다. 향우회에서는 부군당보존회 일이 거론되기도 하는데, 최

근 집행부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비교  나이가 많은 70-80  어른들이 먼  자리를 뜨고 비교  나이 은 세 가 

남아 이러한 문제를 토의하는 형세로 보여주었다. 연구자 역시 식당 밖으로 나가야 

할 만큼 동네일 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다. 사실 이러한 갈등의 요소는  

상존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1988년경부터 이어온 회칙을 바꾸자는 구세

의 말을 쉽게 수용하지 않는 비교  은 세 들의 의견 불일치와 회계를 좀 더 정

확하게 하자고 하는 문제, 그리고 향우회 회원 진입을 바꾸자는 의견에 한 문제에

서부터 부군당 때에 소임을 가 할 것인가와 총무와 회장을 가 해야 하는 것까

지 늘 있어왔던 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은 항상 언성이 오가더라도 

당히 타 되거나 무마되어 왔던 문제이기도 하다.55) 이러한 갈등과 이견 속에서도 

향우회가 매월 개최되는 원칙은 바 지 않았으며, 1년에 한두 번도 아니고 12번의 

54) 2011  실향민귀향 는 행사 간  울시  거  어 어 2012  연

었다. 

55) 1985  사 료에 도 계   하는  등과 같  사한 갈등  타

고 었다( 재  1985 :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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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오랫동안 지켜오고 있다. 이것은 향우회가 밤섬마을을 표하는 모임으로 

유지만 된 것이 아니라 타 과 갈등, 불화와 화해 속에서 역동 으로 개되어왔음

을 보여 다.

따라서 연구자는 향우회의 지속성을 그동안 축 해온 물  토  외에도 여 히 

이들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밤섬이라는 고향에 한 강렬한 서사가 유효한 것임을 

이들 화에서도 감지할 수 있었다. “니들이 내가 똥지게 다닌 거나 아냐? 아 씨

가 언제 져봤다고 그래요?”와 같은 싸움이 날 것 같은 상황의 화나 “내가 밤섬

에서  배 수 십 척을 지면서 활보하고 다녔을 때, 개들은 코나 흘리고 다녔어.”라는 

푸념은 정다운 것과 거리가 멀지만, 이들이 밤섬에 한 서사를 공유할 수 있는 유

일한 구성원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다. 비록 사망한 회원에게  몇 가

마니를 줘야하는지에 해 서로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처음 향우회를 만들었던 주민

간의 상부상조 원칙은 지켜지길 열망하고 있으며, 부군당과 마찬가지로 향우회가 

밤섬마을의 역사를 연속해 가는 동력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향우회는 밤섬주민을 표하는 조직으로서 그들의 집단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심 인 역할을 하게 된다. 재개발로 인해 마을이 이산된 이후, 주민

들은 향우회 조직을 통해 밤섬에 한 집합  기억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고향에 

한 서사를 재구성하는 계기를 가지게 된다. 이들의 고향이 서울이며 재 살고 있

는 곳도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향우회를 조직하게 된 것은 ‘밤섬’이라는 공간과 

그 곳의 역사를 구별짓기라는 행 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들은 지속 으로 자신들

의 의례와 고향방문을 통해 고향의 기억을 연장시켜 소멸된 공동체에 한 재생의 

의지를 실천해 가고 있다. 비록  회원수가 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마을이 

이산된 실에서 밤섬마을을 지속시킬 수 있는 원천이 부군당과 더불어 향우회임을 

주민들은 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재 향우회가 처한 실은 무엇보다도 

모임의 연속에 한 고민이 있다. 이것은 비단 향우회뿐 아니라 부군당을 지속시켜

야 하고 밤섬이라는 마을을 연속시켜야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 에 다 죽으면 

없어질 것’이라는 부정 인 망 속에서 ‘계속 사람들이 좀 들어와야 하는데...’

라는 희망을 표출하는 이유도 군가는 자신들의 뒤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고민이 

늘 뒤따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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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밤섬부군당보존회의 결성과 활동

향우회 못지않게 밤섬을 표하는 주민단체로는 밤섬부군당보존회를 들 수 있다. 

두 단체는 긴 한 계를 맺고 있는데, 향우회 회원 에서도 부군당 일을 도맡아 

하는 70  반의 몇몇 회원들은 밤섬부군당보존회의 주축이기도 하다. 이 조직은 

부군당을 문화재로 신청하고 문화재로 지정 신청 받은 이후 승지원 을 통해 부

군당 의례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향우회가 1980년  말  

해체되어 가는 밤섬마을의 기 속에서 결성되었다면 부군당보존회는 1997년 아

트 재개발 구역에 신축된 부군당이 불법 건축물로 헐리게 될 기에 처하자 부군당

을 지키고 다시 성 한 의례를 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재 밤섬부군당보존회는 1997년 신축된 부군당의 명패제작을 시작으로 매년 부

군당 의례를 주 하는 한편, 2005년 밤섬부군당 의례가 서울시문화재로 지정되면

서 서울시로부터 매월 승지원 을 받아 부군당굿에 한 운 을 맡고 있다. 이 조

직의 가장 큰 업 은 밤섬부군당굿을 문화재로 지정받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밤섬

마을 공동체를 표상하는 부군당 의례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보존회에 의해 문화재

신청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한 개인이 아니라 마을을 상으로 문화재로 지정받았다

는데 의미가 있다. 한 개인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수자를 지정하지 못하거나 

수자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명맥이 끊기게 되지만, 밤섬부군당 의례는 지정 

상이 밤섬부군당보존 원회라는 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보다 속 으로 문화재로

서 지원받고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난 1992년 밤섬의 조선장이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었지만, 그 장인(匠人)이 사망하고 나서 수자가 지정되지 않아 

지정해제 되었던 사례와 비교해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보존회 표들은 생각하

고 있다.

부군당보존회 외에도 밤섬보존회가 있는데 양자는 동일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

다. 밤섬보존회는 고향방문행사를 주 하게 되는데 주로 부군당보존회의 주축들이 

여한다. 왜냐하면 고향방문 시 이루어지는 상차림과 주민 표의 제의 주  등의 

일이 부군당 의례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 과 주민 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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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2]2009년 1월 25일 보존회 임원이 부군당굿을 하기

에 음식과 시에 쓰일 사진들을 비하고 있다.

말을 들어보면 두 개 조직이 어떻게 존재하는 지 쉽게 악된다.

제 1조(명칭)

 ○. 본 회는 밤섬보존회라 칭한다.

제 2조(목 )

 ○. 밤섬을 원히 잊지 않고 밤섬 실향민과 그 자손들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

모하고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5호인 밤섬부군당 도당굿 문화행사를 더욱 

발  계승시켜 나가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귀향제할 때 부군당보존회하면 어색하잖아. 그래서 이름만 밤섬보존회로 바꿨

지, 그래서 밤섬부군당보존회가 향우회원도 되고 다 되는 거야. 그런데 귀향제 

할 때도 밤섬보존회 명의가 아니라 밤섬부군당보존회 명의로 지원 이 나와. 

(다만) 홍보할 때 안내장에는 밤섬보존회라고 사용하지, 부군당보존회라고 하

면 어색하잖아.(밤섬부군당보존회 총무)

명칭은 밤섬보존

회이지만 목 은 밤

섬 주민간 친목도모

와 밤섬부군당 도당

굿을 발  계승시키

는 것을 목 으로 하

고 있어, 밤섬보존회

와 밤섬부군당보존

회는 두 가지 의례를 

실행하기 한 조직

으로 명칭만 달리할 

뿐 구성원을 같이하

고 있는 조직이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주는 승지원 을 받기 해서는 ‘밤섬부군당보존회’라는 

명칭이 유일한 공식 인 조직이며, 지원 이 입 되는 통장의 명의가 이것으로 등

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향방문 행사 때만 명칭을 밤섬보존회로 사용하고 있다. 두 조

직은 회장과 부회장 등 주요 표단들의 인원구성도 모두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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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설립

연도
주요 활동 주요 구성원 모임 횟수 모임 시기

밤섬  

향우회
1988

밤섬 주민들의 

친목모임 주
60,70  남성 1달에 1번 매달 1일

밤섬 

부군당 

보존회

1997
밤섬 부군당

의례 주
60,70  남성 1년에 2번

섣달 열흘, 정월 

부군당굿 이후 

정산을 해 3월 

임시총회

밤섬 

보존회
1998

밤섬 귀향행사 

주

밤섬 부군당 

보존회 표와 

원들과 일치

일정한 

모임없이 

향우회에서 

의논

격년제로 추석 

즈음에 행사 

실시

[표 6-3] 표 인 밤섬 주민 모임

 표와 같이 밤섬주민의 주요 모임에서 주축들은 거의 복되고 있다. 를 들

어, 밤섬부군당보존회 회장과 총무는 밤섬보존회 회장과 총무를 겸하고 있으며, 얼

마 까지 밤섬향우회까지 맡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다소 은 주민에게 양보했다고 

한다. 향우회 조직이 요한 것은 향우회의 주축들이 부군당보존회를 맡고 있기 때

문이다. 보존회의 활동은 문화재지정단체로서 다른 무형문화재들과의 교류와 구청, 

문화원과의 계 등에서 서로 업해야 하는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은 세

보다는 나이든 세 가 아직 맡고 있다. 보존회는 부군당 의례의 행사 비와 행사 

당일의 시와 천막을 검하는 등의 비뿐 아니라 승지원 으로 밤섬의 역사를 

알리는 자료를 수집하고 사진을 액자를 만들어 시하는 것 까지를 맡고 있는 밤섬

모임의 가장 핵심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재 밤섬의 주요 행사들을 이끄는 주민 표들은 어떻게든 밤섬주민들이 향우회

로 집결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세 와 성별로 따로따로 불규칙 이고 비공식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밤섬사람들의 모임들이 향우회로 통합되어 나이든 세 뿐 아니라 

은 세 들이 합류를 했을 때 보존회도 세 간 승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992년부터 밤섬부군당보존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주민은 재 회원수는 28명이지

만 돌아가신 4명 빼면 24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처음에는 43명이었는데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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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게 되었으며, 1988년부터 시작해 1994년부터 1997년 재개발해서 이주 나갔을 

때도 향우회는 꼬박꼬박했다고 한다. 재개발 과정에서 철거에 반 해 일부 주민들

이 농성을 했을 때는 향우회가 나서서 문품을 달하는 등 마을의 갈등을 조정하

는 역할을 해오게 된다. 재 총무는 다음과 같이 회비를 이거나 분할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로 회원 늘리기를 고민하고 있다.

(향우회) 우리 정 에서 혜택을 주니까 (후배들이) 들어와서 돈만 타먹으려면 

안되잖아 이거야. 그래서 회비를 여서 은 애들을 입하는 게 낫다고 하니

까  이제껏 고생한 나이든 사람 홀 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3번이나 

4번 분할해서 내라고 할까 하는데 아직까지 자식한테 돈 타쓰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것도 힘들어. 어떻게든 향우회든 보존회든 후배들을 끌여들여야 돼. 향

우회를 어떻게든 계속 이끌어야 하잖아. (D씨, 1933년생)

이에 비해 부군당보존회는 재개발이 끝나가는 시 에서 만들진 모임이다. 아 트 

재개발 부지에 신축된 부군당에서 1997년부터 곧 의례를 주 해 왔는데 문화재

로 지정된 2005년 이후부터는 시의 지원 을 수령하기 해 단체로서 공식 인 활

동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0년 작년에 세무서에 등록하기 해 회칙과 회장선출 

등의 제반 서류를 갖춰 공식 인 단체명의를 정식으로 만들어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확인서를 서울시로부터 받게 되었다. 밤섬보존회 역시 마포구 지원하에 밤섬고향방

문 행사를 시작한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주민 표들은 밤섬부군당보존회나 밤

섬보존회보다는 향우회가 밤섬의 모체라고 보고 있다. 이 조직을 통해 부군당보존

회, 밤섬보존회의 요 의례와 행사 비가 이루어지고 시청과 구청, 문화재 원과 

같은 외부와의 소통에 핵심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 향우회와 보존회의 표를 맡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은 세 들이 잘 이어

 수 있을 지가 걱정이면서도 한편으론 은이 나름 로 변화가 있겠지만 잘 돌아

갈 것으로 기 하고 있다. 한, 70  반이 주축인 재로서는 이들이 보다 나이 

많은 세 와 은 세  사이에서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이들은 식민말기 아버지로

부터 조선술을 배웠으며, 밤섬을 떠나오기 (30 ) 돈을 벌어 부군당굿 추렴으로 

내 놓았던 일과 와우산으로 이주한 이후(50 ) 변화 속 지속해 가는 부군당굿의 역

사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되어 재를 이어온 과정 체를 모두 경험했던 세 들로 

마을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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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우

 회원

 부군당

 보존회

 련 임원

 과거 조 (造船)에 

 종사했거나 보조로

 경험이 있는 주민

[그림 6-1]부군당과 향우회 그리고 조선(造船)

과 련된 주민의 계

1930년 생들로 구성된 이들 집단은 향우회의 주축이자 부군당굿을 운 하는 핵

심구성원들이다. 한, 과거 청년기 혹은 장년기까지 조선(造船)에 종사했거나 집안

일을 도와 배목수 보조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가령, 과거 부

군당 의례에서 소임을 여러 번 맡았던 이․지․마․최씨는 모두 목수들이다. 곧 앞선 세

로부터 마을의 의례와 생업을 달받았던 세 인 동시에 마을의 이주와 이산을 

직  경험하면서 요한 마을일에 의사표명을 하고 개입했던 세 들이다. 이들은 

밤섬에서 경험했던 과거를 자신들의 뿌리로서 인식하고 후속세 들에게 달되기

를 열망하고 있으며 이를 해 밤섬의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에 몰두

하고 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세 로부터 반 에 부딪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은 세

들의 참여가 밤섬마을의 속을 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 으로 발언하

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으로 이들은 향우회 내에서의 세 차이에도 불구하고 향우

회 주축 구성원들은 앞으로 ‘밤섬마을’을 이끌어갈 은 세 에 한 정 인 

기 를 갖고 있다. 한 주민은 밤섬의 통이 잘 이어질지에 한 염려를 하면서도 

“ 은애들도 자기네들이 맡으면  잘 하겠지 나름 로 은 애들도 잘 돌아갈 거

야”라며 밤섬의 역사와 통이 후손들에게 잘 달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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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밤섬부군당굿의 문화재지정과 의례의 실천

1. 무형문화재 지정 과정과 포크로리즘의 구도 

1) 1990년  이후 무속의 무형문화재화와 밤섬부군당굿의 지정 과정

밤섬부군당굿의 문화재 지정 과정은 서울굿을 매개로 개된 무속인과 문화재

문가 그리고 문화재 행정당국 간의 역학을 보여 다. 이미 한국의 무형문화재 지정

체계에서 무속은 굿이라는 의례의 형식을 심으로 지정되어 이른바 지정종목으로 

선택되어 지원이 이루어져왔다. 지정이 이루어진 이후 이들은 통문화의 승자로

서 지역축제와 공연무 를 비게 된다. 이러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법

으로 보증된 민속의 형태들을 매개로 실천되는 문화 상들은 포크로리즘의 일면으

로 설명되기도 한다. 밤섬부군당굿의 실 역시 이러한 문화 상으로 설명될 수 있

는 성격임에도 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과 그 이후 개된 주민들의 실천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지에 한 검토를 통해, 문화재 지정이 밤섬마을의 역사에서 차지하

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90년 의 사회  환경 속에서 주민들과 

그들을 둘러싼 행 그룹들의 계가 어떻게 개되어 갔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먼 , 문화재보호법이 1962년 시행된 이래 기 무형문화재 지정에서 무속의 비

은 매우 미미한 편이었다. 1980년 이 까지 약 20년 동안 국가 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 무형문화재를 합쳐 총 91개 무형문화재 에서 무속과 련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1980년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980년 에  10건, 1990년  

7건, 2000년 이후 11건으로 늘어난다. 여기서 목할 만한 은 지방자치제 부활이

라는 사회  변화가 1990년  무형문화재 지정 추이에 향을 끼치고 있다는 이

다. 실제로, 앙정부에 의한 지정이 1980년  8건, 1990년  2건에 그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아  지정이 되고 있지 않다. 반면, 시도지정 곧 지방정부에 의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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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90년  5건, 2000년 이후 11건으로 격히 늘어난다.56) 이러한 흐름은 서울의 

경우에도 용되는데, 1996년 ‘서울새남굿’(국가 요무형문화재 104호)이 국가에 

의해 처음 지정된 이래 그 이후부터는 모두 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의해 지정되었다. 

1999년에 처음으로 서울시에 의해 ‘남이장군사당제’(서울시무형문화재 20호)가 

지정되었으며, 2005년에 밤섬부군당이 포함되어 있는 3개의 마을굿이 동시에 지정

된 이후에는 2010년에 ‘삼각산도당제’가 지정되었다. 이로써 총 5건의 무속 련 

무형문화재가 서울에서 지정되었는데, 이 숫자는 1990년  이후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정된 총 16개의 무속 련 무형문화재  1/3에 해당되는 비 을 보여 다. 

[표 6-4]1990년 이후 지정된 서울의 무속 련 무형문화재 목록

지정연도 명칭 지정한 주체 지정받은 주체

1996 서울새남굿 국가 보존회 단체, 당주무당

1999 남이장군사당제 서울시 보존회 단체, 당주무당

2005

밤섬부군당도당굿

왕십리애기씨당굿

화산도당굿

서울시
보존회 단체  

당주무당, 당주악사

2010 삼각산도당제 서울시 보존회 단체

[표 6-4]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90년  후반 이후 서울의 무속은 무형문화재로 

수용되어 갔으며, 특히 무속인뿐 아니라 승주체로서 단체 곧 주민이 지정되고 있

음을 악할 수 있다. 밤섬부군당굿 역시 서울시에 의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과

정은 1990년  이후 형성되어 갔던 지방자치 단체의 문화정책과 민속을 매개로 상

호작용해갔던 사회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서울올림픽 이후 무형문화재 지정

이 활발해진 서울시에서는 1990년  후반부터 무속이 무형문화재의 역으로 진입

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은 와우산 밤섬마을이 이산되어 새로운 신축 부군당이 만들

어졌던 시기이기도 하다. 1997년 신축부군당에서 처음 개최한 의례에서 문화재지

정에 한 의지가 표명된 이래, 1999년에는 한국샤머니즘학회의 조사가 이어지는

데 조사의 후원에는 무속인이 극 나섰음은 물론이고 주민들 역시 문화재에 한 

기 에 극 으로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주민 표는 당시 조사를 책임졌던 학자

56) 통계는 재청 지 산 보  했 (http://www.cha.go.kr), 2000  후

는 2000 ~2010 지  지  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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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Y박사’로 기억하고 있으며 ‘우리가 아는 로 다 말해주고, 갖고 있는 거 다 줬

다’고 설명하고 있다. 바로 그해에 주민들은 문화재지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

고 지정신청서를 수하는 등의 시도를 시작으로 수 년에 걸친 문화재지정의 기나

긴 여정이 시작된다. 

이와 같이, 1990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개되는 일련의 문화정책 속에서 무

속은 좀 더 공식 인 통의 역으로 나오게 된다. 밤섬 주민들이 부군당을 문화재

화 할 것을 표출했던 것도 자신들의 의례를 연속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더불어 이러

한 환경이 한국사회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상이 상호작용했기 때문인 것으

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 시기 무속인들에게도 통문화인으로 거듭나

기 한 열병이 확산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무속인들 내부에서의 경쟁 인 무형문

화재에 한 열망은 ‘인간문화재병’이라고 지칭될 정도로 심화되어 갔다(양종승 

2001 : 152). 이들에게서 무형문화재 지정은 단순히 국가에서 보증하는 ‘국무(國

巫)’라는 권 와 통의 계승자로서의 자부심뿐만이 아니었다. 무속이  한국

사회에서 다분히 범 하게 실천되는 신앙이라는 실 속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는 그 권 에 기 어 수 백명 이상의 제자집단의 양성과 굿의 실행에 한 경제  

보상 그리고 연 형태로 지 되는 생활의 안정을 리게 되는 특혜가 주어진다. 그

리고 이러한 형태는 지정된 보유자를 리하는 행정체계에 의해 보다 강화되는데, 

곧 보유자 아래에 수교육 조교를 두고, 그 아래에 이수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수생을 두어 보다 계 인 승시스템 속에 치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에 의한 

승체계의 리방식과 경쟁 으로 보유자의 지 에 오르기 한 무속인들의 행태

는 무속이 실 속에서 탈맥락화되어 감으로써 민속 승의 실을 반 하지 못한

다는 비 의 상이 되기도 한다(이경엽 2004 : 296, 308). 아  무속을 무형문화재 

상에서 빼버리자는 의견은(홍태한 2005 : 146), 바로 이러한 민속의 승을 더 혼

탁하게 만드는 상에 한 비  인식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곧 무속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제화되어 가는 실태 속에서 하나의 ‘종목’으

로서 카테고리화 되었으며, 지정된 종목을 승시키기 해 종목의 내용과 가치인 

‘원형’을 승해 나가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57) 따라서, 무속을 구성하는 핵심

 능인 ‘굿’은 지정의 상이 되었으며, 굿을 실행하는 무당은 보유자로서 인

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마을굿은 그것을 주 하는 집단인 마을주민이 주체로서 

57) 한   도에  ‘ ’과 ‘원 ’  개 과 그 미는 진(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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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보존회가 보유단체로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유교식을 주도 으로 지내는 

사례의 경우에는 당연히 당주무당이 지정될 필요도 없으며, 무속 의례가 비 이 큰 

별신굿의 경우에도 마을단체만 지정되고 무속인은 지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

히, 무당뿐 아니라 서울의 마을굿 지정과정에서는 악사까지 따로 보유자로 인정한 

것은 다른 지정 사례와의 차이를 보여 다. 이것은 지정을 결정하는 행정 청과 여

기에 자문하는 문화재 문가들의 결정, 그리고 무속인 집단의 극 인 응이 

합되었음을 보여 다. 그런 에서, 밤섬부군당굿의 지정 과정은 1990년  이후 

개되는 문화행정의 역학 속에서 보다 심화되는 무속인들의 지정에 한 열망과 뒤

엉켜 개되었던 맥락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밤섬의 사례에서는 마을주민이라는 주체의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05년에 같이 지정된 왕십리애기씨당의 경우 보존회 표가 무당이며, 

실제로 승해온 당사자가 무당으로, 왕십리라는 마을주민의 실천과는 유리되었음

을 보여 다. 화산도당굿 역시 이를 지속 으로 주 해온 주민단체가 있었지만, 

무당이 당을 실질 으로 운 하는 형태를 이어오고 있었다. 이와 달리 밤섬은 주민

들에 의해 지속 으로 부군당 의례가 실천되어 왔음은 물론이고, 무당의 선정도 독

립 으로 이루어져 왔었다. 한 앞서 기술했듯이 행정당국과 문화재 원의 조사라

는 행정 차에 앞서 문화재지정에 한 의지를 표출하기도 한다. 신축 부군당에서

의 인 굿치성은 마을의 상징인 부군당을 통해 마을의 존속을 연속해 가기 

한 열망이었으며 이를 해  부군당굿을 무형문화재 제도와 연결시킬 것임을 드러

낸다. 당시 이러한 계획을 알리고 주민들을 불러 모으는 청장을 살펴보면 ‘밤섬

인의 지와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 으로써 ‘국가에서 공인할 수 있는 무형문

화재’로 환할 계획임을 밝히고 이를 주민들에게 제안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58) 

곧 주민들 스스로 무형문화재로 인정받기 한 실행을 먼  기획했음은 물론이고, 

1999년 7월에는 주민 141명이 서명한 문화재지정 민원을 서울시에 요구하게 된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공식 인 문화재지정 신청을 문화재 행정당국에 제출함으로써 

밤섬마을의 존속을 부군당을 통해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개진시키게 된다. 

어서부터 아버님이 밤섬에 다니셨어요. 90에 돌아가셨는데, 난 9살부터 공부

했어요. 내가 65살이니까 백 년이 벌써 넘었으니까. 살아계시면 112살이에요. 

58) 1997  당  청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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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도 밤섬에 다니셨나요?) 그럼요. 설네라고 책에 다 나와 있어요. 

(1999년도 한국샤머니즘학회 조사 배경은?) 그 양반이(당시 문화재 문가) 

심의 원하셨는데 그 양반이 조사를 한 거에요 먼 . 우리는 계속 일은 했는데 

문화재 신경도 안쓰고 우리는 우리 할거만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그 부터 

조사를 했어요. 그 게 자료조사를 했는데 책을 만들자 해서 돈은 우리가 냈

죠. (문화재 지정과정은 어떠했습니까?) 먼  문화재지정 신청은 했죠. 했다가 

두 번인가 빠꾸 맞았는데...... (지정 신청은 직  하셨습니까?) 제가 했어요 직

요. 그때 심사를 한번 해 야겠다고 내가 자라온 과정서부터 몇 살 때부터 

거기 다녔으며, 내가 밤섬 다닐 때 강이 얼어서 쩡 소리나면 엎드려서 다닌 생

각 그런 것도 얘기하고......, 거기가 하루 에 소임 집에 가서 굿을 해요. 그집 

터주 감을 놀아줘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당에 가서 유가라는 것을 돌고 그러

지요.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내가 있는 그 로. (F씨)

무속인들의 후원이 있었던 1999년 2월 한국샤머니즘의 조사59) 역시 악사가 주도

하여 다음해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주민들은 이미 1년 에 악사와

는 별도로 문화재 지정을 먼  신청했을 뿐 아니라 악사와 동시에 두 번째 지정신

청을 하게 된다. 당시 주민들은 악사가 따로 신청하더라도 같이 하면 유리하다는 말

을 문화재 문가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이는 무형문화재가 되고자 하는 무속인의 

열망 이상으로 주민들의 의지가 주도면 하게 표출되었음을 보여 다. 그러나 행정

당국인 서울시에서는 지정조사를 보류하고 서울굿 일제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을 제

기하며 조사를 연기하게 된다. 이후 조사는 착수되지 않다가 2003년부터 조사계획

이 수립되어 그해 말부터 그 다음해 인 2004년 까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후 2004년 10월에 밤섬부군당굿을 포함한 왕십리애기씨당, 화산도당굿 3개가 

서울의 마을굿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이듬해인 2005년에 최종 서울시보에 고시됨으

로써 문화재지정은 완료되기에 이른다. 60)밤섬부군당굿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보유

단체로는 밤섬부군당보존회가 지정되었으며, 이후 보유자로서 무당과 악사가 공식

인 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최  문화재 지정을 염두해 두었던 1997년으로부터 

10여 년에 걸친 문화재 지정 과정을 살펴보면 [표 6-5]와 같다.

59)  보고 는『마포 당도당  연 』(1999)  간행 었는 ,  ‘마포   당

란 뜻  마포 당 라 하 다.’고 하고 다.

60) 재 지 단체 에 해 지 는  시도시  재 도는 통상 ① 재지

신청 → ② 재 원 사 → ③ 재 원  개  → ④ 재지 고  고시  단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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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내 용 참 여 자 비  고

1997.2.9
신축 부군당에서 인 굿치
성을 통해 밤섬부군당굿 개최

밤섬부군당보존회 
밤섬주민들

‘국가에서 공인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로서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

1998.1.29
간소하게 진지 치성으로 밤섬부
군당굿 개최

밤섬부군당보존회와 
주민

1999.2
굿치성으로 밤섬부군당굿 개최, 
한국샤머니즘학회 조사

한국샤머니즘학회 연구
자들(4명 참여)

무속인에 의해 조사비 지원

1999.7
밤섬주민 141명 서울시무형문
화재 지정요구 민원제출

서울시 민원제출
문화재과에서 검토하여 문
화재지정신청 수 요청

1999.9 서울의 단체굿 일제조사
각 구청에서 제출토록 
실시

실효 없었음

1999.11
밤섬 주민 정식으로 문화재 지정 
신청

2000.11
밤섬 주민 두번째 문화재 신청, 
이번에는 악사가 따로 신청

밤섬주민
무속인(악사)

2000.12 문화재지정 조사 유보 통보 문화재 원

유보사유: 서울시에 많은 
굿이 존재하므로 굿에 
한 일제조사를 할 경우에 
조사키로 함

2003.3~5
서울시에서 각 할 구청을 통해 
서울시 소재 마을굿 실태조사

실효가 없었음

2003.10
~2004.4

서울시에서 직  서울 소재 마을 
굿 실태조사 실시

밤섬부군당굿 문화재
지정조사

문화재 원

2004.5
마을굿 상으로 문화재 원회 
개최

밤섬부군당굿 포함한 
지정가능한 마을굿 심의

2004.10.20 밤섬부군당굿 지정 고

2004.12.17 밤섬부군당굿 문화재 원회 개최

밤섬/ 화산/애기씨당 
3개의 마을굿을 무형
문화재 지정 상으로 
선정 확정

서울시, 밤섬부군당보존회, 
무당과 악사

2005.1
밤섬부군당도당굿 서울시무형문
화재 제35호로 고시

서울시, 밤섬부군당보
존회, 무당과 악사

-밤섬부군당굿보유단체 
인정서 발

-단, 지정된 무당과 악사를 
유지해야 하며 무당과 악
사의 보유인정은 추후 실시

2008.3
무당과 악사가 무형문화재 보유
자로서 인정 통보

무당과 악사

[표 6-5]밤섬부군당굿 문화재지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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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지정을 미 가지고 그때 지정을 했어요. 우선 단체만(밤섬부군당보존

회를 지칭) 지정을 하고 제도 인 액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보유자 지

정(무당과 악사를 지칭)은 다음으로 미뤘어요. 

(문화재지정 조건에 지정된 무당과 악사를 명기한 이유는?)

계속 내림으로 해왔던 사람이 해와야지 마을굿도 약간 사이비들이 치고 들어

와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에부터 내림으로 해

온 사람이 해야된다 그런 취진데 그것도 굿에 따라 알고 보면 조 씩 달라요.

계속 해왔다고 하던데 그런 건 문제가 없는데 다른 데 해왔던 무당은 계속 해

온 사람이 아니고 악사도 계속 빙하는데... 요즘은 악사하고 무당이 세트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한 사람이 계속했다고 우기더라고요. (H씨)

사실 서울시 무형문화재를 리하는 행정의 역할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제안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밤섬 주민들의 행 는 행정을 움직이는 결과로 이어졌

다. 집단민원과 2회에 걸친 지정신청서 수는 서울시에 의해 할구청에 의한 서

울의 굿을 수조사토록 하는 조치를 이끌어 냈으며, 이것이 실효가 없자 서울시에

서 직  서울굿에 한 반 인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비록 이 과정에 2년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했지만, 장기간 지정보류는 서울시에 행정 인 압박을 주었

으며 그 압박은 밤섬마을 주민이 원인제공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정 

과정에서의 요한 요건은 굿을 하는 무당과 이를 보조하는 악사가 서울․경기 지역 

굿의 계승자로서 얼마나 통성이 있으며, 한 이들이 해당 마을굿에 얼마나 오랫

동안 참여해 왔는가 다. 당시 밤섬의 경우 무당과 악사가 모두 문화재 문가들의 

인정을 충분히 받은 것으로 드러난다. 당시 무당은 이미 서울굿의 보유자로서 유명

했던 무당의 제자로서 승자로서의 치가 이미 탄탄했으며, 악사 역시 아버지

부터 를 이어 밤섬을 드나들었던 사람으로 KBS 속의 능인이기도 했다. 곧 이 

악사를 통해 밤섬주민들과의 계가 를 이어왔으며, 남매지간인 두 무속인은 

1997년 신축부군당에서 개최된 인 굿치성을 계기로 밤섬부군당굿에 참여하

기 시작했던 것이다. 곧 밤섬부군당굿의 한 축인 무속인 집단은 문화재 문가들로

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10

여개의 마을굿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속인들의 과도한 경쟁과 이른바 ‘인간문화

재병’의 문제가 있었음은 당시 계자의 이야기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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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지정으로 인한 문제는?)

민원 때문에 힘들었죠, 잘못된 사고방식이 살아있는 한. 연  보 이 되는 거

잖아요. 거기에 목을 매는 거구요. 그 사람이 최고 잘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 종목이 없어질까  지정해서 보존하는 거거든요. 구 무형문화재다 인간

문화재다 하는데 인간문화재는 잘못된 거죠. 그걸 지정받길 해서 사는 게 

생의 목 인데. 밤섬쪽은 그동안 유지했던 사람들이 재 무당쪽이 문제를 일

으킨다고 해도... 그래도 무당과 악사가 그동안 행사를 지원하다시피 해서 살

려오긴 한 건데, 사실은 주인은 주민들이에요. 주민들이 굿의 취지는 지 까

지 잘 살려오고 있는데... 지원하는 돈을 무당, 악사들이 다 먹고 있더라고요. 

주민들도 불만은 있지만 그 동안 수 십년 동안 이 분들의 공로가 있어서 

함부로 못하죠. 그런 것은 에서 챙겨야할 문제에요. (무속인들이) 상당히 

목소리가 큰 부분이 있긴 해도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한마디로 이어온 거나 마

찬가지에요. 새로 지정받을려는 분들이 요즘은 없는 것도 할 에 옛날부터 내

려오는 것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니까...(H씨)

여기서 행정당국자의 의견은 무형문화재를 둘러싼 행 집단간의 역학을 잘 설명

해주고 있다. 곧 밤섬마을 주민들이 주인이지만, 주민들 역시 굿을 승해온 무속인

집단을 무시하지 못하며 이 둘 계의 정립은 문화재 당국에 의해 조정된다는 것이

다. 무속인들의 통문화 승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는 문화재 원들과 이를 통

해 운 되는 문화재 행정 체계는 이후 개인보유자 곧 무당과 악사를 문화재로 지정

하게 되는 결과를 보여 다. 처음 지정되었을 때에는 단체 곧 ‘밤섬부군당보존회’만

이 지정되었으며, 개인 보유자인 무당과 악사는 ‘지정받을 만한 가치’만을 인정받고 

지정은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후, 무속 심의 승을 요시하는 

문화재 원들의 시각은 무속인을 지정 상자 수 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종국에는 

2008년 무속인을 공식 인 문화재로 지정하는 단계로 까지 종결지음으로써 10여 

년에 걸친 문화재 지정은 끝이 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은 무속인들에 한 승의 실행자로서의 인정이 극

으로 이루어졌다는 이다. 그것은 F씨(1948년생)가 1963년경부터 이미 아버지를 

따라 밤섬을 드나들며 굿에 참여했으며, 그 아버지(1900년생)와 어머니( 설네라고 

별칭) 역시 일 부터 밤섬에서 굿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이 크게 작용했다. 곧 

식민지 시기 이래 를 이어 밤섬과의 계를 맺어 온 무속인으로서 그 통성이 

문화재 원들에게 인정받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악사의 통 능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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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자부심은 문화재지정이 별거 아닌 것으로 말할 정도로 매우 큰 편이었다. 

한, 마을단체가 지정된 이후 3년이 지나 지정이 된 것에 해서도 불쾌해 하고 있었

다. 그러나 1999년도 민속학자들의 조사를 후원하고 그 다음해 문화재지정 신청을 

직  한 사례에도 볼 수 있듯이 무속인들의 무형문화재 지정에 한 심과 노력은 

자신들을 공인된 통 능인으로 드러내기 해 필요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고 나서도(지정조사 하고 나서도) 한참 있었어요. 난 신경도 안 쓰고 내가 

그 당시 이비에스에 민속악단으로 있었으니까.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

요. 원체 바쁘니까 공연하랴 녹음하러다니라 방송하느라 신경을 안 쓰고 있었

는데 나 에 문화재과라고 화가 오더라고. (나 에 개별로 지정이  되셨는

데 그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그것도 한 3년 기다렸나 요. 내가 생각할 때

는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거냐? 언짢은 소리를 했거든.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하

고 그런 거 안해도 되니까 괜찮다고 내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마을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을주민들이야 김선생님이 되셔야 한다고...... 그게 다 

마을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더라고요. 이 양반이 몇 살부터 다녔고 뭐 그런 거 

조사하고 다 물어보라고 나한테 이 다 다 말도 없이. (F씨)

 

문화재 지정 이후, ‘밤섬부군당굿’은 ‘도당굿’이라는 지방정부와 문화재 원으로 

불리는 문가 그룹에 의해 제안된 명칭과 형식으로 굳어지게 된다. 여기에는 몇 가

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무형문화재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제도

인 특성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곧 무형문화재제도에서 가장 요한 핵심인 승

(Transmission)의 문제가 수반되어 있다. 만약 부군당 건물이 오래된 것이라면 유

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었지만, 신축된 것에 불과해 도당굿이라는 의례를 실행하

는 형태가 결합됨으로써 비로소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곧 유형의 

부군당 자체가 아닌 부군당에서 하는 무형의 의례 자체가 지정된 것으로, 이 의례가 

과거로부터 승된 형태를 가지고 있기 해서는 원형(Archetype)을 유지해야 하

는데 그 원형은 의례의 형식인 굿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 행 무형문화재 제도라

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문화재지정 주체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승의 실행자가 무

당과 악사로 연결되는 모순을 보여 다.

결국 이러한 모순은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주체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문화재지정 이후 의례의 외형이 무속인의 능 심으로 재편되어 가는 형태와 자

신들의 설자리가  좁아지는 상에 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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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무속인들 개인에 한 문제가 아닌 기능과 기  심의 

 무형 문화재지정 체계에 한 비  인식이기도 하다. 한, 문화재 지정이 행

정기 과 문화재 문가 그리고 무속인들의 노력만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었듯이, 문

화재가 지정된 이후 변화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자신들이 주체가 되는 방식에 

해 지속 으로 고민하고 있다. 주민들은 밤섬마을 역사의 주체가 자신들이듯 마을

의 역사와 함께한 부군당의 주인은 자신들임은 ‘엄연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이를 해 무속인과 계기  그리고 문화재 문가들과 차별 인 치에서 부군당

의 미래를 모색해 가고 있었다.

2) 문화재 지정 이후 주체성의 문제 

밤섬부군당굿의 문화재지정은 무속인들의 치와 역할을 바꿔놓았으며 이것은 

이후 주민들에게 주체성의 기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물론 

2004년 문화재 지정 결정에 문화재 원과 행정당국은 양자를 하게 재함으로

써, 마을단체를 우선 지정하되 지정된 무속인과 결합된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단

서가 붙게 된다. 비록 무속인 집단을 유지해야만 하는 의무가 생겼지만, 지정주체로 

‘밤섬마을’을 표하는 보존회가 지정되었다는 은 목할만한 것이었다. 그리

고  주민들은 문화재지정으로 야기된 이와 같은 상황에 해 스스로 주체 인 생각

과 단을 하고 있었다. 지정 명칭에 한 단 역시 문화재 문가들과 이견을 가지

고 있었다. 지정 명칭인 ‘밤섬부군당도당굿’은 밤섬부군당과 도당굿이 합성된 형

태인데, 여기서 밤섬부군당은 1997년 신축된 부군님이 모셔져 있는 당집 곧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도당굿은 밤섬주민들이 오랫동안 승해온 의례를 의미하는 것으

로 이 명칭은 민속학자로 구성된 문화재 원들이 부여한 명칭이다. 그러나 원래 

‘도당’은 마을신을 모시고 제사하는 단(壇)을 뜻하고, 그 제의의 방식을 굿으로 

하는 주로 경기도 지방의 마을굿을 지칭하고 있었다. 밤섬 주민들은 도당굿은 처음 

들어 보았다고 반응하고 있으며, 그들은 어렸을 부터 부분 당굿으로 불 다고 

한다. 따라서 주민들은 밤섬부군당에서 하는 밤섬부군당굿은 쉽게 이해가 가는데, 

도당굿은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처음 들었다며 다소 비 이다. 한, 부군당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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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날짜 내  용 특이사항 비 고

2004.

10.20

‘밤섬부군당굿’은 옛 밤섬문화를 고수하려는 밤섬 이

주민들의 역사성, 술성, 축제성을 갖춘 서울의 마을굿

으로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 인정하여 승, 보존할 

가치가 있음(신청자 밤섬부군당굿보존회 표 마○○). 

한편, 무당 김○○은 밤섬부군당굿의 당주무당으로서 무

굿에 능통하므로 서울시무형문화재 능보유자로 인정할 

만함. 악사 김○○은 밤섬부군당굿을 실질 으로 이끌고 

있고 서울굿 무악의 명인으로 뛰어난 기량이 인정되므로 

서울시무형문화재 능보유자로 인정할 만함.

무당과 악사의 

능보유자로서 

인정

무당과 악사의 

선택권이 있음

당이 첩된다는 말을 외부자에게 들은 다음 부터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밤섬부군

당굿’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61)

이러한 주민들의 생각은 문화재 행정당국과 문화재 문가 그리고 무속인 집단이 

상호작용하는 역학 계 속에서 주민집단의 주체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한 고민을 포함하고 있다. 부군당굿의 문화재화는 곧 밤섬마을 주민들만의 의례가 

아닌 외부인들과 소통되는 의례로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부군당이 

신축되면서부터 나타나게 된다. 곧 할구청으로부터 철거가 아닌 공인된 건축물과 

장소로서 인정을 받은 이후, 이들은 건물뿐 아니라 그들의 의례까지 공인받기를 원

하게 된 것이다. 문화재 지정은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했으며, 종국에는 2005년 ‘밤

섬부군당보존회’라는 마을단체가 지정을 받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비록, 재 

무속인 집단과의 연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지만 밤섬부군당굿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 인 주체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와 동시에  무속

인들의 선정권한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이 느끼는 참여비 이 어들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과거 밤섬에서는 소임이 무당을 선정하기도 했으며, 와우산에서는 

악사없이 지낸 도 있었지만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는 정해진 무당과 악사만이 

마을의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문화재 지정을 알리는 고시

문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다.62)

[표 6-6]밤섬부군당굿 문화재 지정 고시문

61) 실 , 한 민 과 사 에 도 “지  ‘ 당도당 ’ 지만, ‘ 당 ’

 한 다.”고 술하고 다(http://encykorea.aks.ac.kr 고).

62) 울특별시고시  2004-324 (지 고)  2005-4 (지 고시)에 고시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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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10

 ‘밤섬부군당굿’은 밤섬 이주민들의 동의식을 고취

시키고 결속하여 온 서울의 마을굿을 그 통성과 술

성이 승 보 할 가치가 있기에 밤섬 부군당굿을 서울

시무형문화재로 지정 결정함.

단, 지정당시 굿의 원형보존과 당주무당(김○○), 당주악

사(김○○) 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변형이 있을 시는 

서울시무형문화재 지정을 해지할 수 있음.

당주무당과 당

주악사의 지정

무당과 악사의 

선택권이 없음

 [표 6-6]과 같이 처음 고시문에는 밤섬마을을 지정가치의 심에 두고 무당과 

악사는 능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두 번째 고시문에는 

원형보존을 해 지정된 무당과 악사를 유지해야만 하는 단서조항이 생기게 되었

다. 곧 마을주민들의 의지로 무당과 악사를 바꿀 수 없도록 된 것이다. 그러나 서울

시의 문화재지정과 련해서 주민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지정 명칭 역시 

민속학자로 구성된 문화재 원에 의해 제안된 내용이었으며, 당주무당의 결합 역시 

이들의 의지와는 별개 다. 밤섬주민들에게 무당은 의례가 있기 에 청을 하는 

상으로 마을의례를 좌지우지 하는 주체라기보다는 객체에 불과했다. 특히 악사는 

무당이 굿을 할 때 동행하는 집단이었던 데 반해 무당과 함께 통 능인으로 독

립 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밤섬부군당 의례에서도 요한 치를 차지하게 된다.  

한, 이들에게 주어진 당주무당이나 당주악사니 하는 지 가 밤섬주민들에게는 주

객이 도된다고 할 정도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밤섬부군

당 의례는 어디까지나 밤섬에서 승해온 오래된 통으로 밤섬사람들이 심이 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밤섬에서 나오면서 부군당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이 분실되면서 역사  기록이 없다고 치부되거나 마을단  동제가 기록에 기반

하지 못한다는 특성 때문에 밤섬부군당 의례는 무속과 결합되었다고 생각하고 있

다. 이러한 문화재 지정 과정과 승의 실천에 얽힌 밤섬주민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

이 표 된다.

(문화재 지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처음 우리가 했지, 나하고 총무하고 지정신청을 해서 문화재 원이 나왔는데 

밤섬에 아직도 있다면 유형문화재가 되는데 이건 문화재가 되면 무형문화재가 

되는데, 이건 뭐 근거자료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거야. 그랬는데 그걸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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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보니까 무녀들 하고 같이(해야 한다고 해서), 당주무당이니 뭐니 그런 게 

나오고 (명칭도) 도당굿이 되지 않았을까? 

( 에는 뭐라고 불 나요?) 에는 당굿이라고 했지. 밤섬도당굿으로 지정

되고서 기를 맨들자고 해서 밤섬부군당도당굿이랬는데, 부군당이나 도당굿이나 

뜻이 같다고 나오는 거야, 우리는 그냥 당굿이라고만 했지 도당이라는 것은 처

음 들어봤어, 시에서 공문이 날아오면서 알았어. 도당굿이라는 말은. 

무녀를 당주무녀 김○○과 해야 된다고 지정고시문에 나왔어. 당굿 할 때 무녀

들은 얼마 주고 고정으로 주는 돈을 목돈이라고 해, (그 돈이 무 많이 들어

가서) 그 때 무녀를 바꾸는 게 어떠냐는 말까지 나왔어, 근데 시에서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 해서, 몇 년 에 자꾸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다른 

무당을 만났었어, 처음에는 맡아 다고 하더니 그쪽에서 서열이 있으니까 감히 

이쪽으로 못오는 거야. 처음에는 마포무녀 회에서는 그냥 해 다고도 했거

든. 문화재 원회에서 정해줘서 할 수 없지. (K씨, 1936년생)

주민들은 비록 문화재지정이 행정기 과 민속학자 그룹으로 조직된 문화재 원

들의 무속 심  성향에 의해 추동되었지만, 그들 스스로 그것에 한 문제 을 인

식하고 마을주민들이 심이 되는 형태로 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은 에서 정해  무당을 교체하려고 시도하거나 무당이 당주( 主)라는 용어로 지

칭되는 것에 한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여기서 당주라는 것은 부군당을 운

하는 주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주체성에 한 훼손으로 이들은 해석하고 

있다. 당주는 ‘우리가 당주지 돈이나 한 번 벌러 오는 것’ 뿐이므로 무당과 악사는 

당주가 아니라는 것이다. 원래 무당은 주무(主巫)와 조무(助巫)로 구분되어 굿의 

핵심을 담당하는 주무와 그것을 보조하는 제자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무당들로 구

성된다. 그리고 당주는 과거부터 밤섬주민들이 선출한 표자가 당주로서 역할을 

해 온 것이었는데, 문화재지정 이후 무당과 악사가 당주로 지정됨에 따라 주체성에 

한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내부에서 표출되고 있다.

문화재 지정 상은 보존 회로 되어서 그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어쩌는게 

아니라 우리 부군당이 존재하니까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존재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 사람들이 수장학생을 교육시키

고 있거든 시킬 때 무당이 시키고 있지만 우리한테 구라고 애기가 되야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자기가 된 건데, 자기네가 있어서 우리 밤섬이 

있는  알고 착각을 해. 어떤 때 서류같은 거 보면 당주무녀로 나오거든. 당

주는 우리야. 어떻게 당주가 돼? 당주피리쟁이 이리 나오거든. 잘못된 거 같

아. 희들이 무슨 당주야. 돈이나 벌려 한 번 오지. 당주면 비오고 태풍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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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부군당에) 나와 야 할 거 아니야. (D씨, 1933년생)

인제 그 사람들은 우리 태어나지도 않을 때서부터 댕긴 거야. 로 어떻게, 그 

사람부터 그 로도  무당이지. 아, 희 아버지가 댕겼었는데, 그 악사 아

버지래니까. (무당은) 어머니하고 그 이야. 그 아버지 서부텀 댕긴 거라니

깐. 나이 먹고 옛날 사람들 다 죽었지, 가 있어. 를 이어서 밤섬하고는  

오래 어. (M씨, 1936년생)

‘당주는 우리야’라는 표 은 통을 이어온 밤섬 역사의 주체가 자신들임에도 불

구하고 굿을 하는 무당과 악사가 주체가 된 듯한 상황에 한 강한 반감을 드러낸

다. 그러나 마을굿의 주체가 마을주민이 아닌 그것을 실행하는 형식의 하나인 굿에 

집 된 것에 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체념만 한 것은 아니었다. 다른 무당을 

찾아보기도 했으며 근본 인 것을 개선하기 해 문화재 원이나 시 당국자와도 

하거나 문화원에도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행 를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문화재

지정 이후 수 년이 흐른 지  재의 무속인 집단과의 계를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고 있다. 주민들도 인정하듯이 그들은 그 아버지 부터 밤섬과 계를 맺어온 각

별한 집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문화재지정 기 지원  분배와 지정주체의 혼란

으로 밤섬주민 표들은 의례의 주체를 굿이라는 형식이 아닌 밤섬마을로 집 시키

고자 하는 노력을 개하면서 상호간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맺어진 

재 무속인과의 결합이 자신들의 역사를 드러내는 데도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

다. 무속인들 역시 자신들의 기 가 주민들과 상호작용할 때 의미가 있음을 부인하

지 않는다. 2010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밤섬부군당굿을 공연할 때도 그 동안 

문화원 계자에게 진행과 해설을 맡겼던 행을 바꿔 ‘밤섬 주민이 하는 게 맞다’는 

제안을 해와서 주민이 직  맡아서 해오고 있다. 이러한 무형문화재를 둘러싼 역학

계는 포크로리즘 논자들의 시각에 의해 민속행사가 주도로 진행되는 타율  지

역 정체성 구축 작업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문화단체가 주

도하는 민속행사와 지역축제가 그 사례가 되고 있다(이상  2009 : 286-288). 그

러나 밤섬부군당굿은 문화재보호법의 체계 속에서 서울시와 마포구청의 산지원

하에 있을지라도 의례의 비와 실행 그리고 그것의 역사  의미화를 주민들 스스

로 담당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그들 나름 로 주체가 되는 방식을 고민하고 선택하

고 있다. 일례로 문화재로 지정되면 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 문화재안내 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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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스스로 세우게 되는데, 그 내용 역시 서울시나 문화재 원이 써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 의해 쓰여진 마을의 역사 다. 한, 무속인과의 계 설정 역시 타 해 

가고 있는데, 특히 승지원 을 둘러싼 문제는 앞으로 ‘그쪽한테 다시 잘 말해서’ 

조정해 볼 것이라고 설명한다. 

요컨 , 밤섬부군당굿의 문화재지정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연속해 온 그들의 의례

를 지켜내는 것을 통해 마을의 이산이라는 기를 극복하기 한 선택이었다고 설

명할 수 있다. 그런 에서 이들의 문화  실천은 무형문화재라는  한국사회에

서의 민속의 생존체계를 략 으로 활용하고 수용하는 행 를 보여주고 있다.63) 

문화재지정으로 인해 부군당굿에 한 주도권이 무속인과 지방정부로 분산되는 변

화를 경험하게 되지만, 주민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의 지분을 지켜내고 확보하기 

해 분투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들이 문화재지정 이후에도 밤섬부군당굿의 주체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행 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의례의 주체를 확보하고자 하는 열망

은 마을의 역사를 연속해가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례

의 역사’야말로 밤섬마을의 역사이자 재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부군당은 여 히 

‘엄연한 것’으로 의미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후속 세 에게 의해 그러

한 의미가 연속되길 열망하고 있다. 

2. 밤섬부군당 의례의 실천

1) 의례조직과 비

밤섬 부군당굿은 매년 설 다음날 개최하는데 이에 앞서 보존 원회에서는 가 

소임을 맡고 총무를 맡아서 할지를 결정한다. 가장 요한 상차림은 소임이 맡고 있

는데 회장과 총무가 고정되어 오랫동안 하고 있는 반면 일이 많고 힘든 소임은 많

63) 주민들  재 도  략  택한 것    연  보 어 지 

다는  라고 할 수 다.  연   보  다  사 에 는 주민들

 주체  단하에 재  거 하는 경우도 타 게 다(강 원 2002). 그것  

재 도가 승지원  통해 지원    지할 수 지만, 에 

수 는 건  경  에 지할 수 에 없  에 주민들  주체  훼  수  

 것 다.



285

이 나서질 않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마을의례를 운 하는 조직의 변화가 나타난다. 

원래 소임은 굿의 운  반을 책임지는 치이고 음식장만은 도가로 지칭되는 사

람이 맡아서 했다. 그러나 와우산 이주 이후부터 도가는 거의 선출하지 않고 소임이 

음식장만을 담당했으며, 통장이 총 해서 마을의례를 진행했다. 재는 통장이 아닌 

부군당보존회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총무가 회계를 맡고 소임이 음식장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의례조직의 변화는 한강 밤섬 시기와 와우산 시기 그리고 재개발 

이후로 구분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의례의 형식변화와 주민의 참여도, 문화재지정으

로 인한 향 등의 요인으로 각 치별 역할도 다르게 나타난다.

[표 6-7]밤섬부군당 의례의 조직과 역할 변화

구 분
밤섬

(1968이 )

와우산

(1968~1997)

재개발 이후

(1998~)

의례조직

-통장:행정  통제  

마을 질서 유지

-소임:추렴, 무당선임 등 

제반사항

-도가:음식장만

-통장:마을 표로서 행

정  마을질서 유지

-소임 : 추렴, 무당선임 

 음식장만 등 의례 

반 총

-보존회 회장 : 홍보  

외 업무

-보존회 총무 : 추렴  

승지원  회계처리

-소임:음식장만

밤섬 시기에는 통장과 소임 그리고 도가의 역할이 구분된 반면, 와우산 시기에는 

소임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도가의 역할까지 다 하는 체계로 환된다. 굿치

성뿐 아니라 비가 비교  은 진지치성이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가가 맡은 일

이 차 소임으로 이 된 것이라고 한다. 재개발 이후에는 보존회장이 통장의 역할

에다 문화원과 구청, 서울시 등을 비롯해 언론기 과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추렴 뿐 아니라 승지원 의 회계를 처리하는 총무가 등장해 과거 소임의 

역할을 분산 으로 맡고 있다. 한편, 소임의 가장 요한 일이었던 무당 선임은 문

화재 지정 이후 당주무당과 악사가 고정되면서 주요 임무에서 사라졌으며, 과거 도

가가 맡았던 음식장만이 소임의 가장 큰 일이 되었던 것이다. 소임은 와우산 시기 

무렵 도가가 사라진 것을 신해 의례 반의 책임과 실무를 모두 책임지는 치가 

되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돼지를 잡거나 음식을 장만하는 등 실질 으

로 에 여러 사람을 보조로 두고 주민들의 도움으로 의례를 진행해왔다. 재개발 이

후 에는 마을주민들의 도움으로 음식 장만을 직  하기 어렵게 되자 제사음식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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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3]2009년 1월 25일 부군당굿에 앞

서 소임을 맡은 주민이 돼지고기를 삶기

해 비하고 있다.

업체와 도우미를 고용해서 비하고 있다.

지원 은 서울시에서 받는 승지원 과 마포구에서 주는 보조 이 있는데 마포

구는 다시 마포문화원에 탁을 주는 형태이다. 따라서 산의 집행은 밤섬부군당

보존회와 마포문화원이 이 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의례를 사  비하고 

당일 행사를 이끄는 모든 행 들은 밤섬부군당보존회 표들에 의해 움직인다. 가

령, 장만해야 할 음식  가장 요한 검은 돼지를 구하기 해 강화도를 갔다 오거

나 부군당을 청소하고 주변을 검하는 일체의 일은 모두 밤섬주민들의 몫이다. 

한, 행사 에 미리 청장을 보내 주요 인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화를 통해 문

화재 원이나 문화재 련 인사들의 참석을 요청하는 일도 모두 밤섬부군당 보존회

의 일이다. 

연구자가 참 하기 시작한 2009년에는 개최하기 2일 에 소임과 회장, 총무가 미

리 나와 고용된 도우미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의례용 음

식 비, 손님들에게 할 돼지고기 

삶기, 당 안과 밖 청소, 밤섬사진  

비, 제기 닦기 등이다. 의례 음식은 

에는 직  마을 사람들이 동원되서 

음식을 장만했지만, 설날에 주민들이 

모여 음식장만 하기가 어려워져 최근

부터는 제사음식 문업체에 주문하

고 있다. 그러나 가장 요한 돼지머

리와 손님들에게 할 고기는 직  

사와서 의례가 있기 이틀 에 가마솥

에 삶아 놓는다. 과거 밤섬에서는 돼

지를 직  잡았으며, 와우산으로 이주

하고서도 한동안은 직  돼지를 잡았

지만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구

입해서 삶아 오고 있다. 한, 일손이 모자라 당 주변 청소부터 당 내부 곳곳을 깨끗

이 하기 해서 도우미 2명을 고용해 행사 비와 행사당일 청소  부엌일을 시키

고 있다. 도우미는 행사 당일 날 주요 청인사와 당주무당과 악사들과 같은 공연자

들에 한 심 과 의례가 끝난 후의 청소를 맡고 있다. 음식장만과 청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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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일로는 사진  비가 있다. 밤섬 사진 은 사진 20여 을 이젤 에 액자를 

얹는 방법으로 시하는데, 미리 꺼내 먼지를 닦고 고장난 이젤이 있는지 검해서 

행사 당일 아침에 배열하기 쉽게 한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담을 제기를 꺼내 닦는 

것으로 행사 비를 마치게 된다.

한편, 마포문화원에서도 래카드를 걸거나 문화원 홈페이지 게시 에 게재한다. 

발송된 청장에는 부군당의 유래와 함께 ‘주민들의 유 강화와 통문화의 진수

를 체험할 수 있는 산교육의 장’이라든가 ‘ 통문화의 수와 계승’64)이라는 문

구가 작성되어 있는데 안내문의 요한 부분들은 모두 밤섬 주민 표에 의해 작성

된 이다. 마포문화원의 역할은 주로 내 행사의 일환으로 홍보하는 것에 치 된

다. 마포 지역신문이나 인터넷방송에 연락을 하지만 의례에 직  개입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 어디까지나 마포구청에서 주는 보조 을 탁받아 홍보물과 기념품 제

작에 사용한 후 정산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이들은 구청 문화담당 부서와 연결하여 

구청장과 구의원 등을 참석시키고 련자들과 미디어에 홍보하는 일을 주도 으로 

하여 밤섬주민들과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 

2) 부군당 의례의 참여집단

부군당굿에 여하는 집단은 앞서 략 으로 설명했듯이 산지원과 연계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문화원이 비 있게 여되지만 실질 인 운 과 실행은 거

의 주민단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청장이나 래카드에 기입되어 있듯이 행사에 

참여하는 주요 행 집단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행사 산을 지원하고 이를 집행하는 행정당국과 마포구문화원으로 구분되

64) 2010  2월 15 에 개  당 개  내 에 개   당  개  미는 

다 과 같다.

   “ 에 사람  살  시 한  400   당  워  (祭)  지내  것 , 1968  

 폭  재  리  겨 (祭)  지내 고 습니다. 매   1월 2  당에 

여 신에게  리  마  과  원하는 통 동  지역 주민들  

강  통  진수  체함할 수 는 산   고 습니다. 2010  경  

새해에도 여러 내   주민들  시고 울시 재 35  지   당  

행할 니 통  수  계승에 여하는 리가  수 도   하여 주

시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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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기 이다. 3개로 다시 나눠지는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주최 : 마포문화원

               주  : 밤섬부군당 도당굿 보존 원회

               후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구의회

이들 소  기 들 각각의 역할은 산지원 련 행정당국과 이를 용역받아 집행하

는 문화원 그리고 행사를 직 주 하는 부군당보존 원회로 구성된다. 따라서, 행

사에 앞서 시작되는 축사에는 구청장과 문화원장, 구의원 등 련인사들 인사말이 

포함된다. 그러나 사실상 밤섬부군당굿에서 실질 인 역할은 없다. 내 문화행사

에 계하는 기 이나 계자로 분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당굿을 실행하는 출연진으로 무속인 집단이다. 여기에는 당주무녀, 박

수무당, 조무, 악사당주, 피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안내 팸 릿에 6명의 사진과 

이름이 소개된 소  공연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외에도 당주무녀의 제자나 

련된 무속인들이 공연을 보기 해 찾아온다. 이들 무속인들은 요한 행사시에 서

로 연락하여 방문하거나 화환을 주는데 이 날 행사에는 ‘약수암주씨당’, ‘여운

석보살’ 등에서 화환을 보내왔다.

셋째, 이들의 행 가 공연인 것을 보여주는 집단으로 민속을 촬 하기 한 혹은 

기록하기 한 민속 련 연구자와 취재를 한 신문, 방송 그리고 사진가들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자리를 잡고 촬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녹음을 해 문 인 장비

를 비해 온다. 이들은 객을 구성하는 요한 집단으로 밤섬부군당뿐 아니라 마

포나루굿 그리고 인근에 있는 공민왕사당제에도 참석하는 집단이기도 하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집단은 의례의 주체인 마을주민들이다. 보존회 회장과 부

회장, 감사 총무, 원 등 10여 명이 주된 참여자이고 나머지 주민들이 설 이튿날 손

님을 보내고 나와서 고향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2010년 부군당굿 참가자 사례>

L씨(1952년생)

그는 매년 참여하는 데, 보존회 이사이자 배목수인 M씨의 동생으로 재 삼성

아 트에 거주하고 있어, 와우산을 떠나지 않은 몇 안되는 밤섬주민이다. 그는 

어렸을  배목수인 아버지를 도와 일한 이 있으며, 와우산 이주 후에 분가



289

하여 살고 이후 건설 노동자로 살았다. 이후 아 트재개발 이후에도 임 아

트에 거주하며 부군당 련 행사 시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다. 평소에도 부군당

을 자주 오고가며 리하는 일을 한다.

   

G씨(1947년생)

그는 부군당에 열성 인 인물로 부군님의 험함을 이야기 하며 자신의 경험

을 연구자에게 이야기 해주면 매년 부군당 의례를 참여하고 있다. 그는 특히 

뒤켠에 마련된 공간에서 불을 피우며 주로 주민들이 모여 술과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비하는 역할을 매년 하고 있다. 

E씨(1936년생)

그는 퇴직한 공무원으로 과거 아버지가 통장을 역임했으며 굿보다는 동네 사

람보러 자주 나온다고 한다. 6.25 이  밤섬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배목수 으

며 여의도 땅콩밭에서 농사도 졌다고 한다. 마을에서 아 트를 분양받은 뒤 이

주해 나갔지만 부군당 할 때 가능한 시간을 내서 참석하고 있다

Q씨(1938년생) 

성산동에 살고 있으며 그는 술과 고기를 먹으며 고향 사람들 만나러 나온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주민 외에도 밤섬 출신 친구를 찾기 해서 부군당굿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 

온 사람이나 경기도에서 조선장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장인이 통배 복원 사업과 

련하여 방문한 경우, 그리고 무업(巫業)과 연 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굿을 찾

아 방문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4개의 참여집단은 부군당 안과 밖의 공간의 분할 속에서 서로 다르게 

배치가 된다. 곧 부군당 안과 앞마당이 보존회와 행사를 주 하는 참 자, 굿공연

자, 공연을 참 하는 무속인들과 카메라나 수첩을 든 기록자들의 공간이라면, 밖은 

밤섬과 그 주변 주민들 집단이 속한 공간이다. 그  M씨(1936년생)와 G씨(1947년

생) 등 행사에 참여하는 주요 인원은 양자를 오가며 뒤켠으로 음식과 술을 달하며 

양자에 모두 여한다. 부군당 안이 민속의 재 이 펼쳐지는 무 라면 뒤켠은 옛일

에 한 회상과 오랜만의 회포를 푸는 잔치분 기가 만들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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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분 인원 참여자(집단) 비  고

부군당 안과 

앞마당
약 60여 명

밤섬 주민 : 보존회장, 총무, 소임 

등 일부 주민 5명

무속인들 : 15명 정도

(부군당 앞마당) (부군당 앞마당과 뒤켠의 경계)

(부군당 뒤켠) (부군당 뒤켠)

(부군당 뒤켠)

[사진 6-4]밤섬부군당굿의 공간별 황.부

군당 앞 인 는 천막에 가려져 있으며,뒤

켠 다소 넓은 공간에 주민들이 불을 피우며

모여있다.

이러한 참여집단간의 배치와 련하여, 2011년 2월 4일 행사 사례를 표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표 6-8]밤섬부군당굿 의례의 공간구분과 참여집단



291

련 기 (구청, 문화원, 시의원, 

국회의원, 동장 등) : 20여명

민속학자, 언론, 기록자들 : 15명

일꾼 : 2명

안과 밖의 

경계
3명 총무와 주민 2명

부군당 밖 22명

주민들과 기타 : 22명 

뒷마당 : 10여명

문 앞 : 10여명

밖의 22명  15명 정도가 

주민으로 보이므로 총 주

민은 20명 내외가 참석

하는 것으로 악됨

안에서 무속공연과 기록자들의 움직임, 주민의 치성, 계 인사들의 사교 행  등

이 벌어지는 반면, 밖에서는 고기와 음식을 비하고 장작을 패서 바비큐를 비하

고, 회비를 걷는 등의 잔치행 가 벌어진다. 몇몇 주민들이 양자를 오고 가며 잔치

를 보살피고 있다. 과거에는 부정 소지가 있는 사람이 당 앞을 지나거나 들어오지 

못했는데, 재 상황은 주민 다수가 부분 밖에 있는 편이다. 보존회 표는 부

군당 안과 밖으로 공간이 분할되고 주민 다수가 밖에 있는 것에 해 다음과 같

이 이야기 하고 있다. 

(부군당굿할 때) 장소가 소해, 우리가 무형문화재가 되가지고 마을굿이 서울

시 문화재로 될 거라고는 상 못했지, 동네꺼로는 공간이 충분해, 근데 구에

서 나오지 시에서 나오지 하니까 좁아. 에는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 멘스

를 하면 부정을 탄다고 못들어와 그리고 그해 상이 났다거나 상가집 갔다 

오면 그 안에 못 들어 오고 밖에 있었는데, 지 은 밖에 다 나가 있어, 안에 

들어오면 돈 들어가니까. (K씨, 1936년생)

주민들이 주로 뒤켠 공간을 차지하게 된 것에 해서는 략 두 가지로 설명한다. 

먼 , 앞마당이 소한 데다가 공연하는 무당들과 악사들 그리고 마이크와 엠 , 거

리마다 갈아입는 의복과 무속도구들이 문화재 지정 이후 폭 늘어났고, 계 인사

들이 난로가 있는 곳 의자에 집해 있어 장소가 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

른 이유로는 앞에 있으면 무당에게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경제 으로 부담이 된다

고 한다. 무당이 주민들의 안녕과 덕담을 해주게 되면 돈을 바쳐야 하므로 앞에 나

서기를 꺼려한다고 한다. 바로 이 은 밤섬마을 주민 표와 무속인 집단 간의 미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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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립을 보여 다. 공식 으로 받는 비용 외의 주민들의 성 까지 심을 갖는 것

에 해 주민 표와 마찰을 빚기도 하는데, 주민들이 ‘당주’라는 명칭에 해 갖

는 반감 역시 이러한 사정이 복합 으로 작용한 나타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보

존회 일을 담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무당의 행동이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데 

해하고 있다고 반감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당굿에 자주 참여하는 주민들 

몇몇은 ‘정성’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부군당굿 할 때 매년 나오시나요?) 물론이죠, 여기로 와요. 마음에 정성이 깃

든 사람은 물론 오고. 있다 보면 알겠지만 시작을 하면 나 같아도 술집에서 

도 주듯이 마찬가지야. (무당에게 쓰는 돈이 얼마나 드나요?) 안  수가 없잖

아? 술이 취하고 풍악을 울리면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요. 지 도 몇 십 

만원씩 다 써. 정성들여서 해로울 거 없다고. 분에 넘치는 정성은 안 되고. 여

기 있으면 재미있어요, 있다 보면. (I씨, 1938년생)

보존회 표들은 최근 주민들의 참여가 조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  하나가 경

제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무당들이 자제해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에는 돈을 많이 번 주민들이 참여해서 굿 에 경제  후원을 과시했던 시 이 있었

음을 설명하며 변화된 상황을 이야기 한다. 그리고 실 으로 자신들의 마을의례

가 이들과의 공유 속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을 수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뒤켠이라는 공간은 주민들 나름 로 구축한 밤섬 내부자들의 마당이라는 에서 

의미를 가진다. 사실 의례 자체는 여러 가지 여건상 굿을 행하는 공연자의 무 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실이다. 굿치성의 규모가 문화재지정 이후 확 되면서 비좁은 

앞마당은 공연자들에게 내주고 뒤켠을 주민들이 담소를 나 고 술을 나눠 마시는 

잔치의 공간으로 확보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오 에 일  온 주민들은 뒷마당으

로 가서 주변을 정리하고 인근에서 나뭇가지나 폐목재를 구해 불을 피워 돼지고기

를 구울 비를 한다. 주변이 정리되면 음식과 술을 놓을 수 있는 긴 테이블을 놓고 

본격 으로 잔치 비를 하게 되는데, 혼잡한 앞마당에 비해 뒷마당은 주민들 주

의 비교  여유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게 된다. 주민들은 불을 며 기다리다가 사람

들이 늘어나면 철망으로 된 커다란 불 을 얹고 고기를 굽기 시작하고 간 간에 

부엌을 오가며 술과 안주를 가져다 먹는다. 곧 뒷마당은 무속인들과 행사 계자들, 

카메라를 든 기록자들로부터 독립된, 밤섬 주민들만이 확보한 공간으로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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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오  8시부터 의례를 비하는 사람으로 분주하지만, 본격 으로 당 주변이 붐비

는 것은 10시 이후 무당과 악사들을 비롯해 련인사들이 도착하게 되면서부터이

다. 오  11시 30분부터 문화원장과 보존회 회장, 구청장 등 주요 인사들의 연설을 

시작으로 12시에 본격 으로 시작해 밤 10시 무렵까지 진행하는 일정으로 짜여져 

있다. 앞선 인사말 행렬이 주도의 1부 행사라면, 2부는 주민들과 무당이 함께하는 

본행사의 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행사의 순서는 과거로부터 승되

는 굿의 단계와 순서에 입각해 진행된다. 굿의 간 간에는 재 어떤 단계를 진

행하고 있는지를 종이로 만든 게시 이 알려 주고 있다. 행사에 참 하는 공무원들

과 구청 주요 기 장들이라 할 만한 인사들이 인사말을 하고 사라지거나 심 시간

이 돼서 빠져나가는 반면, 밤섬 주민들은 설 이튿날 방문하는 손님을 보내고 뒤늦게 

나오는 편이다. 개 딸과 사 가 설 이튿날 방문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집안정

리를 하고 나오면 오후 3시 이후가 된다고 한다. 아침부터 나와 당 주변 정리와 밤

섬 사진 시를 비하는 인원들은 부군당보존회 표들과 일부 주민들인 반면 오후

에는 20-30명의 주민들이 뒤켠에서 술과 고기를 즐긴다. 그리고 맨 나 에 성 낸 

사람들을 해서 소지를 올리는데 개 학 합격기원을 해달라거나 장사를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등의 기원을 담고 있다. 부군당굿을 한 추렴은 밤섬 주민들의 높은 

참여도를 보여주는데 에는 100가구가 넘었던 것과 비교해 어들었지만 재에

도 반 정도인 50여 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여기서 실제 부군당굿에 참석하는 주

민은 그것의 반 정도이다. 

그러나 문화재 지정 이후 외부자들의 심과 참여가 늘어난 상황이 내부자들인 

주민의 소외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한 시도를 하고 있다. 문화재 지정 이후 보

존회의 홍보와 뉴스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외부자들의 방문이 많아졌지만, 주민들

의 심 한 많아졌다고 한다. 를 들어, 밤섬 사진을 새로 구한 후 ‘이번 새로 구

한 사진에는 어디 어디가 나왔는데 구네 살던 곳인 것 같다. 와서 좀 여기 라’라

는 말을 해주면 주민들이 궁 해서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것은 부군당을 의

례로서만이 아닌 밤섬이라는 고향에 한 서사를 공유하기를 열망하는 매개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무속을 심으로 한다는 것에서 기독교 주민들이 꺼리

는 경우도 있지만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신앙  의미는 거의 무의미해진 신 마을

의 통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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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지원 이 나온다는 이유로 추렴하는 사람들이 고 있는 형편이지만, 안정 으

로 밤섬의 역사와 통을 알리고 보존회 표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주고 

있다는 에서 탁월한 선택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 개인이 아닌 마을 

자체가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밤섬 후손들이 원히 살아 있는 한 문화재가 해제되

지 않을 것이므로 밤섬마을의 역사와 통이 속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러한 자부

심은 여타 서울의 다른 마을굿 지정 단체와 달리 이주민이 아닌 토박이로 구성된 

유일성에 근거하기도 하며, 신앙이 아닌 ‘1년에 한 번씩은 보자고 하는’것이고 ‘그게 

마을의 역사’를 말해주기 때문인 것으로 부군당의 의미를 수용하고 있다. 

(부군당굿이 밤섬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정성이지. 이제 밤섬을 다 나

왔으니까 1년이 한번씩은 보자고 하는 거고. 어디 신이 있다고 하는게 아니

고. 사람이 정성이라는 거야. 와우산으로 왔을때도 부군당이라는 것을 지극 정

성으로 모셨는데... (I씨, 1938년생)

동네마다 부군당이 많았는데, 우리 같이 원주민들이 지 까지 계승하는데는 우

리 밖에 없어. 행당동도 개인 꺼고, 화산 것이 이건 동네 꺼긴 한데, 화상

(그림, 무신도)이 없잖아. 밤섬하고 세 개가 동시에 문화재로 지정 는데 우리 

만한 데가 없어. 다른 데 가면 보존회보면 회장이니 총무니 간부를 보면 거긴 

출신이 아닌 사람이 많아, 우리는 보면 산 증인들이라는 거지. 실제 보고 느끼

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부군당이 이제 종교가 아니라 역사지, 종교라기 보다

는 밤섬에 이런 게 있었구나 가치효과 같은 거 어떻게 보면 (밤섬이) 마포

까지도 설명해주는, 한강에서 임진강으로 땔감 같은 것도 나르고. 사실 그

게 역사를 말해주니까. (K씨, 1936년생)

행 무형문화재 제도는 밤섬부군당 의례가 도당굿이라는 형식  틀에 서울지역 

무가와 무악이 가미되어 승되고 있다고 단하고 있다. 밤섬주민들에 의해 실천

되고 의미화 되었던 의례가 무속 심으로 변형되고 행정당국의 지원  역시 이러

한 분야에 비 있게 투입되고 있는 것이 실이다. 한, 참여하는 밤섬주민에 비해 

무속인들과 외부 계자들 그리고 민속에 심있는 연구자들과 촬 자들이 분비는 

상황이 매년 연출되고 있다. 그러나 보존회 표들은 거침없이 카메라를 들이 는 

사람들에 해 밤섬의 역사에 한 심으로 이해하고 있다. 밤섬부군당이 통문

화를 수호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자신들이 그 심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

고 있었으며, 외부자들의 참여 역시 이들의 활동이 밤섬마을의 역사를 홍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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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단으로 기 하고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통을 두고 경합하는 정부와 문화기 과 단체, 이와 연 되

는 연구자와 기록자들이 형성하고 있는 지형을 포크로리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을 실행해 나가는 ‘사람들’ 곧 밤섬주민들의 행 는 단순

히 통이 만들어지고 재구성되는 측면 뿐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주체 인 실

천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들은 정부가 주도하거나 문화재

원과 같은 집단 그리고 최말단에서 문화행정을 집행하는 문화원과 같은 기 과 

상해 나가며 스스로 진정한 밤섬마을의 의미를 만들기 해 경합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이들은 무형문화재가 무속을 심으로 재편되어 있는 것에 해 

비 으로 인식하고 승의 주체는 무속이 아니라 밤섬마을이라는 집단임을 지속

으로 표출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것을 표출하는 방식이 서울시나 문화원에 진

정서를 내든, 혹은 구의원에게 산을 부탁하든, 과거 밤섬의 사진을 시를 하든 

무엇이든 밤섬의 오랜 역사가 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실에 기반하고 있다. 

3) 부군당 의례의 변화와 주민 참여

그 동안 밤섬마을의 의례는 경제  여건과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형식이 조 씩 

변화해 왔다. 시기 으로는 밤섬과 와우산 시기 그리고 재개발 이후와 문화재 지정 

이후에 이르는 4단계에 걸친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밤섬에서 했었던 당

굿이 원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밤섬에서는 설날 당일 주민들이 공식 인 굿이 시작

되는 날에 앞서 가족끼리 와서 을 올렸다고 한다. 곧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부

군님께 세배를 드리고 다음 날 마을 공동으로 굿치성으로 당굿을 하는 것이 밤섬시

부터 해왔던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의례 형식의 골격은 와우산으로 이주

한 이후에도 지속된다. 그러나 와우산에서는 굿치성이 수월치 않게 되자 굿보다는 

주민 표들이 제 이 되어 차례를 지내는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를 마

을 사람들은 진지치성으로 불 다. 물론 진지치성에 무당이  되지 않은 것

은 아니다. 무당 1명이 간소하게 열두거리 형태를 갖추지만, 진지치성 자체가 주민

들이 술과 진지를 올리고 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무당보다는 주민들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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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큰 셈이다. 

진지치성 시에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집단세배는 굿치성을 할 때도 이루어진다. 

곧 굿거리의 여러 차  하나인 ‘마지올림’이 바로 진지치성 때 하는 일종의 유교

식의례이다. 여기서 마지는 메 곧 진지를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주민들은 ‘고

향메’를 올린다고 한다. 굿의 간에 이루어지는 ‘마지올림’은 다른 마을의례와 달리 

밤섬에서는 요한 의례 차로 승되어 왔다. 이때는 의례를 주 하는 소임이 먼

 부군과 삼불제석, 군웅께 술을 올리고 마을 표들이 당안에서 마지를 올리면 일

제히 당밖의 주민들이 을 올린다. 곧 진지치성은 굿의 차  하나인 ‘마지올림’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의례를 면화시키고 무당의 역할이 최소화되는 형태로 설명

된다. 굿의 각 거리마다 여러 무당이 동원되고 옷을 바꾸어 입거나 악사들이 동원되

는 굿치성에 비하면 매우 간소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와우산 시기에는 굿치성과 진지치성을 거의 번갈아 가면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 

굿치성을 하더라도 많은 무당과 악사를 동원해서 ‘시끄럽게 놀기는’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 재개발로 인한 부군당의 신축은 부군당 의례의 새로운 

환 이 되었다. 새롭게 건립된 부군당을 계기로 명 을 다시 새기고 보다 공식화된 

의례로 변화시키고자 인 굿치성이 이루어지며, 이 때 굿을 맡은 무당과 악사

가  문화재지정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굿치성으로의 회복은 단순히 부군당 신축을 

기념하는 행 만이 아니었다. 이미 그 이  무렵인 1994년과 1995년부터 굿치성으

로 의례형태가 자리잡게 된 것에는 당시 재개발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개입되어 있

었다. 이 시 은 밤섬마을의 외형이 소멸의 단계로 진입하는 시기로 재개발을 두고 

벌어진 주민들간의 갈등이 팽배해 있었다. 결국 끝까지 반 하는 주민들은 조합에 

의해 강제철거를 당하게 되었고 주민들은 주변으로 뿔뿔히 흩어지게 되는데 주민들

은 마을 해체의 기감에 굿치성을 통해 마을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1995년에는 집이 철거되는 상황에서도 부군당은 남겨두고 그곳에서 굿치성을 올렸

으며, 1996년에는 새로운 부군당을 짓기 해서 새롭게 터잡기와 상량제를 올리고 

부군당의 성공 인 낙성을 기원하는 사당제를 올리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무속인

에게 지출한 비용에서도 차이를 보여 다. 1994년과 1995년 굿치성 시 무속인 지출

비용이 70만원이었던 반면, 1997년 굿치성 때는 여러 무당과 악사들의 인건비를 합

쳐 200만원으로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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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의례형식 련 상황 의례비용 무속인지출66) 비고

1994 굿치성
재개발로 인해 주민 

갈등
398만 70만원

1995 굿치성
재개발로 인해 주민 

이주
555만원 70만원

1996 진지치성

부군당 신축 공사

(상량식 개최) 련

하여 사당제 개최

196만원 -

터잡기와 

상량식 

의례도 개최 

1997 굿치성
신축 부군당에서 처음 

개최(명 제작)
522만원

200만원

(악사포함)

1998 진지치성
IMF 향으로 간소

하게 진지치성
178만원 40만원

1999 굿치성

마을 주민 표가 제

복을 입고 참여하기 

시작

미상
200만원

(악사포함)

한국샤머니즘

학회조사

[표 6-9]부군당 신축 후 의례 형식의 변화65)

이후 1999년에는 굿거리  ‘마지올림’ 단계에서 이 지는 의례에 주민 표들이 

제 복을 갖춰 입고 참여하게 된다. 곧 신축된 부군당에서의 의례가 밤섬사람들뿐 

아니라 무형문화재를 지향하는 공식 인 의례로서 보여지는 것을 의식하게 되면서 

보다 형식 인 격식을 갖추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제 복을 갖추는 것이었다. 동

시에, 1998년 마포구에 의해 귀향제가 지원된 이후부터는 공식 인 통문화로서 

인식하고 팸 릿이나 시 등에 신경쓰기 시작했는데 특히 문화재지정 이후 승지

원 을 이러한 사업에 투입시키게 된다. 

 

이제 부군당이 밤섬사람들꺼만이 아니라 마포구, 서울시의 통문화 행사가 되

었단 말이야. 밤섬 사람들만 오는게 아니라 여기 기서 다 온다고. 그러니까 

제 복도 맞추고 그 게 한 거지. 마포구에서 귀향제도 지원하고 나 에 문화

65) 과  지  등  료는 한 샤 니 학 (1999)에  사했  료  

 고했다. 당시 료에는 1994~1998  지  결산 가 실  , 1999   

지  에 한 보는 당시  주민에게 들  보 다.

66) 1980  에게 지 했   살펴보 , 1987 에는 40만원, 1988 ~1990 에는 

50만원 었다( 울특별시 1990 : 16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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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밤섬 시기

(1968년 이 )

와우산 시기

(1985/1990년의 사례)

재개발 이후

(1997~2004)

문화재지정 이후

(2005~ )

굿의

차
67) 

주당물림

고삿반

유가돌기

부정

가망청배

부군거리

서낭거리

본향말명

마지 올림

상산거리

신장거리

감거리

불사거리

군웅거리

창부거리

뒷 (소지올림)

주당물림

고삿반

주름돌기

부정

가망청배

부군님모시기

신장거리

서낭거리

본향말명

마지올림

상산거리

신장거리

감거리

불사제

군웅거리

창부거리

소지올림

뒷

가망청배

부군님

모시기

감거리

말명거리

창부거리

불사거리

조상거리

장군거리

부군님께 

제사

성주군웅굿

우물굿(용왕굿)

소지올림

뒷

주당물림

부정

가망청배

부군거리

본향말명

마지올림

장군거리

별상거리

신장거리

감거리

불사거리

군웅거리

창부거리

뒷 (소지올림)

주당물림

유가돌기

부정거리

부군거리

본향말명

마지올림

장군거리

별상거리

신장거리

감거리

불사거리

군웅거리

창부거리

뒷 (소지올림)

재지정하면서 승지원 을 그런데 쓴 거지. 한 2000년도인가 그 후 해서 

도포 같은 거 만들어서 입다가 문화재 지정되고서 다시 인사동 가서 몇 벌 더 

해서 맞춰입어서 귀향제 할 때 가서 쓰고 했지. (D씨, 1933년생)

한 굿의 차상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밤섬 시기에 있었던 차가 원형으로 간

주되어 가능한 이 시기에 했던 굿의 주요한 차를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와우산 

에는 우물이 없어 자연 으로 우물굿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특히 재개발 이후 마을

의 외형  형태가 사라지면서 소임의 집에서 치러지는 고사반과 마을을 한바퀴 도

는 유가돌기가 사라지게 된다. 이후 문화재로 지정된 다음에는 원형에 착안하여 유

가돌기를 부활시키게 된다. 주민들은 우물굿도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하지면 우물

이 없어 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민왕 사당 부근의 우물이 얼마  없어진 것

을 안타까워하며 그 우물이 있다면 우물굿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곧 문화재지정 이후 실행되고 있는 원형의 형태 역시  상황에서 가능한 방식으로 

타 된 결과이기도 하다. 물론 세 로부터 이어온 형태의 의례를 지속하고자 하

는 열망은 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 다. 무속인이나 문화재 문가들의 요구가 아니

어도 주민들은 과거에 했었던 굿의 차를 다시 재생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표 6-10]부군당굿 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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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의 

차상 

특징과 

변화

고삿반,유가돌

기가 있었으며 

당 안의 의례가 

끝난 이후 우물

굿이 이어짐

진지치성과 굿치성 병행 : 굿치성 

시 고삿반과 유가돌기를 하기도 

했으나 유가돌기는 동네가 산이라 

하지 않은 때도 있었으며, 우물이 

없어 유물굿은 하지 않았으나 무

당이 부군당에서 간소하게 하는 

때도 있었음

마을 이산으로 

인해 고삿반과 

유가돌기가 없

어짐

원형을 해 밤섬

시기에 했었던 

굿의 차  

유가돌기만 부

활시킴

 표와 같이 문화재지정 이후 실 으로 가능한 유가돌기는 부활시켰으나 소임

집에서 해야하는 고삿반이나 우물굿은 생략되었다. 요한 은 앞서 설명했듯이 

굿 간에 이루어지는 ‘마지올림’ 은 주민들의 경건한 의례로 연속되어 왔다는 이

다. 하얀 도포를 차려입고 제 들이 들어서면 무당은 퇴장하고 주민들만의 집단의

례가 시작된다.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부터 굿치성이 안정화되었지만 주민 

이외의 사람들로 부군당이 북 이게 되면서 마당을 가득 채워 을 하는 주민들이 

어지는 변화를 가져왔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고향메 올리기’를 할 때 자리가 

비좁은 것은 주민 표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다. 이에 해 주민 표들은 과거로

부터 달되어온 형식을 고집하기 보다는 가능한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새로

운 방안, 주민들이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를 모색하

고 있었다. 

재, 가장 큰 안은 공간 문제와 부군당굿 개최 날짜 변경이다. 과거에는 뒤켠

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는데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참여하는 무속인들과 련된 장

비들, 계 인사들이 늘어나면서 앞마당을 령하게 되었고 주민들은 차차 뒤켠에

서 잔치를 벌이게 된 것이다. 주민 표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공간을 

확장하는 계획과 설 이튿날이 참석하기 힘든 날짜임을 감안해 개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다. 사실 고향방문행사에 비해 부군당굿하는 날은 주민이 

많이 모이긴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실 으로 설 이튿날 집안에서 모이는 가

족들간의 명 을 포기하고 부군당굿에 참석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한, 김포나 고양, 안산 등지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와 같이 타지에 사는 사

람들은 거의 오기가 힘든 형편이다.

67) 시  재개  후 시   는 한 샤 니 학 (1999)  사  고했 , 우

산 시   는 재  사(1985)  울특별시(1990) 료   했 , 재 

지  후는 연 가 직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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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당굿할 때는 자주 오시나요?) 매년 오지. (고향방문 때와 비교해서 참석

율은?) 좀 덜하지. 왜 그러냐면 여기 살 때는 부 다 나와 가지고 했는데, 재

개발한다고 해서 이 동네 몇 집밖에 안 남았어. 다 이사 가고 아 트에 남은 

사람은 체주민 에서 서  명 밖에 안 남았어. 거리가 머니까 이해해야지. 

(G씨, 1947년생)

이 아 트 짓는 바람에 걸(부군당) 어떻게 하느냐? 내려앉히느냐 슬라 로 

하느냐 이 시키는 둥 말이 많았어요, (건축은 건설회사에서 그냥 해주었나

요?)건축회사 삼성물산에서 했지, 아니 왜 있는 건데 헐어. 헐 수가 없잖아? 

이걸 질려면 여기가 아 트를 지니까 험하단 말야. 그 때 말이 많았다니까.

(어떠한 말이 많았습니까?) 이걸 잘 해 달라고 여기 기 넓 달라고 그때 생

각해 . 넓고 평평하고 돌바닥에. 지  가스도 없어 그때 이 동네 사람들이 처

리를 잘못했지. (I씨, 1933년생)

 왜 이튿날 하는지 유래를 생각해봤지. 이튿날 이면 다 모이잖아. 그런

데 여기는 와우산에서는 서로 뿔뿔이 살잖아 옛날에는 여기서 같이 있을 때

는 괜찮았어요, 근데 개발이 되고 나눠어지니까 오히려 사람이 어지는 이유

가 옛날에는 자식들이 고향에 있으니까 로 다 모 는데, 이제 딸 가진 사람

은 사 가 오잖아. 이제 집을 못비워서 참여율이 어지는 거야. 그래서 문화

재 원장한테 몇 번 건의했어요. 날씨도 춥고 제 지내기고 어렵고 결국은 이

튿날이라는 게 자손들이 부모여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도 날짜를 옮겨

서 음식도 그러니까 부 노는 뻘건날 3월 1일 3.1 이 어떤가 아님 3월 3일 

삼짓날 그런데 화산이 3월 3일 날하니까 공무원들도 놀고 다 그러니까 3.1

에 하는 게 좋지 않나. 그 게 하니까 000씨(문화재 원)는 무 의미가 없

지 않냐? 우리가 날이 무 추워서 그러는  알고 그리고 문화재로 인정받고 

사람이 들어나니 오히려 장소를 늘리는 게 선무라고 여러 가지 뛰어다니고 

구의원 만나고 해서 구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민

원을 제기한다 그러는 거야. 지 도 부군당 때문에 집값이 안올라 간다고 하는 

거야. 확장을 하면 주변에서 뭐라 한다고 하는 거지. 내 생각에는 조립식이라

도 하는 방법도 있고 뒷공간이 있으니까. (K씨, 1936년생)

주민들이 모이는 뒤켠은 정비가 되지 않은 곳으로 험한 장소 다. 주민 표들

은 공간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뒤켠에 조립식 건물을 증축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부

군당을 좋아하지 않는 주변 주민의 민원이 걱정되어 쉽게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런  때문에 부군당을 신축할 때 제 로 하지 못한 것에 해 후회하기도 한다. 처

음 지을 때 넓고,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에 해 동네 사람들은 애 부터 넓게 지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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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장소뿐 아니라 개최 일이 설날 이튿날이라 아

직 가지 않은 손님을 맞느라고 주민들이 부군당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날짜변경을 건의하고 있다. 와우산에 모여 살 때만 해도 부군당에 참여하기가 어렵

지 않아 참여율이 높았는데, 마을의 이산 이후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다. 보존회에서

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오랫동안 해오던 통을 다소 바꾸더라도 주민들의 참

여를 높이는 게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 의

미를 두고 있는 보존회와 달리 원형을 시하는 문화재 원은 날짜를 변경하면 

통으로서 의미가 사라지지 않느냐는 의문 때문에 부정 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 양

자간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지정 당시 명칭에서부터 의례가 

실천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지속 으로 밤섬마을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들로 이해할 수 있다. 무당집단과의 갈등, 계 행정당국이

나 문화재 원과의 의견불일치 속에서도 무속공연 심의 행사에서 탈피하거나 

의 이벤트  행사에 그치지 않고 밤섬의 역사를 소개하고 주민들이 단합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부군당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비록 계당국에 받아들여지기 어렵지만, 

이들은 지속 으로 주민의 참여를 독려시키고 무속 심의 행사에서 밤섬주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밤섬 주민들은 무속인들과 계당국, 문화재 원들이 제시하거나 규

정한 틀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해 이들과 상해 

나가고 있다. 이미 부군당 의례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의례의 형식은 주민들

의 의지에 의해서 변형과 유지가 이어져 왔다. 와우산에서는 매년 회의를 해서 그 

해 의례를 진지치성으로 할 것인지 굿치성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했으며, 굿치성을 

할 경우 무당을 가 할 지를 스스로 결정했다. 재개발 이후에는 문화재를 지향하기 

해 보다 자신들만의 의례를 실행할 때는 유교식 복장을 갖추기도 했으며, 외부인

들에게 자신들의 역사를 설명하기 한 팸 릿도 제작하게 된다. 곧 이들이 실행해

온 의례의 지속과 변화의 과정은 밤섬마을의 역사이기도 하다. 재 문화재로서의 

권 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부군당굿의 형태 역시 오래된 역사의 일부분으로 인

식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밤섬주민들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주체  치를 고민하고 있

으며 그 속에서 제기하는 문제제기는  한국사회에서 민속이 법  제도화 되면

서 무속의 비 이 확 되어가는 상에 해 나름 비  인식을 표출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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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곧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밤섬부군당굿의 역사와 통에서 

승이라는 개념은 그것을 실행해온 마을주민 집단을 심으로 해석해야지 무속인의 

굿은 형식 인 패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나름의 논리를 통해 문화재 제도

를 이해하고 민속학자들이 정의해 온 용어나 개념을 찾아가면서 스스로 단하고 

있었으며, 다른 사례들(서울의 부군당이나 마을굿)과의 차이 속에서 밤섬부군당굿의 

의미를 공유하고 있었다.

3 . 밤섬실향민 고향 방문 행사의 실천 과정

1. 고향 방문 행사의 정착 과정 

실향민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주로 고향을 갈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건설로 인해 수몰되었거나 북한에 고향이 있는 사

람들을 지칭하는 게 일반 이다. 그러나 밤섬마을이 폭 되어 사라졌다는 에서 

실향민이지만, 자연의 힘으로 스스로 다시 토가 살아나 철채도래지가 되었다는 

면에서 고향을 완 히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비록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방문할 수 있는 고향이 있는 셈이 되었으며, 제 2의 고향인 와우산에서는 매년 부군

당에서 마을굿을 개최하고 있다. 곧 이들이 상실한 것은 고향땅 자체보다는 그곳에

서 이루었던 ‘마을’ 그리고 그 마을에서 경험했던 것들의 정서와 서사라고 할 수 있

다. 이런 에서 밤섬주민들의 고향방문행사는 고향땅을 밟아 보고싶다는 것에서 

확장되어 고향 사람들을 만나고 고향 이야기를 나 면서 과거 마을에서의 정서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 으로 ‘고향’담론의 형성이 도시화 과정 속에서 

생성된 역사 인 산물이듯 밤섬주민의 ‘고향방문행사’ 역시 도시개발의 과정과 불가

분의 계를 갖고 있다. 곧 고향방문 행사는 정확히 고향이 박탈되는 시 에서 시작

되었다. 행사의 기획은 밤섬마을이 재개발로 사라지게 되는 시 에서 제안된다. 사

라졌던 밤섬이 비로소 철새도래지로 생존하게 된 이후 지방정부에서는 주민들을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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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섬을 방문하는 행사를 재개발이 완료되는 시 에 제안하게 된다. 사실 그 당시 

밤섬은 폭  이후 잊 진 존재에서 1980년  반 한강종합개발을 앞두고 다시 

재탄생되어, 언론에 간간이 언 되고 있었지만 주민들이 밤섬을 방문하거나 그에 

한 생각을 모아 실행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 사이 밤섬에 한 주도권은 오히려 

환경담론을 심으로 정치세력화하는 단체와 각 기업과 자원 사단체 심의 자연

환경보호 단체에 있었다. 밤섬은 홍수로 떠내려 온 쓰 기를 수거하거나 겨울에 철

새들 먹이를 주기 해 방문하는 장소 고, 철새의 생태를 찰하기 한 자연과학

자들의 공간이었다.

밤섬주민들의 생업과 연 해서 설명하면, 이 시기 밤섬주민의 조선(造船)은 거의 

생업으로 역할을 다하고 배목수들이 건축목수로 환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가끔 

지방에서 의뢰가 오면 출장가서 일도 하기도 했지만 1970년  말까지 지속된 보트

배 제작은 한강에서의 수 과 어로 지, 배의 이출입 통제로 더 이상 연명할 수 없

었다. 그 신에 올림픽을 계기로 왕성하게 표출되었던 통에 한 재 의 붐을 타

고, 밤섬 목수들이 재 해 낸 황포돛배를 한강에 띄우게 되었으며 제작기술을 가진 

목수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차차 밤섬이 역사  장소로서 그리고 그 주민들

이 통을 담지한 주체로 부상하게 된다. 밤섬주민들은 개발의 희생양으로 실향민

이 되었다라는 설정과 동시에 한강의 역사를 기억하고 보유한 존재라는 의미가 생

성되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밤섬주민들 외에도 1960년 -1980년  반까지 무

허가 주거지를 집단 으로 이주한 사례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지만 개 이러한 사

례는 20세기 후반 이주민들에 의해 형성된 주거지 던 반면, 밤섬은 오랫동안 정주

해왔던 공동체 다는 에서 이들은 서울의 진짜 토박이일뿐 아니라 부군당과 조선

(造船)이라는 과거의 유산을 계승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집단으로 주목받았다. 

이들에 한 심은 1990년  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서울시의 ‘정도 

600년 사업’이 연속 으로 이어지면서 할 자치단체의 제안으로 최 의 고향방문

이 이루어지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주민들 역시 태어나고 자란 삶의 근거지를 

다시 밟아보고 싶은 열망을 늘 담고 있었는데, 밤섬이 보다 안 하게 리되고 유실

되지 않도록 보완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고향땅을 밟아보고자 하는 열망이 실행

된 것이다. 이 시기는 와우산 재개발사업에 밤섬마을이 포함되면서  다시 해체 

기에 당면한 밤섬에 한 이야기가 보도되기 시작했던 시 이다. 곧 재개발로 마을

해체에 한 논란으로 혼란했던 시기인 1993년에 등포구에서 서울시민의 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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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발굴 작업의 일환으로 ‘밤섬주민 고향방문’행사를 추진하게 된다. 당시 윗밤섬은 

등포구 여의도동에 속했으며, 아랫밤섬은 마포구 당인동에 속해 있었다. 재 실

향민 의례가 개최되는 공간과 밤섬주민이 살았던 흔 을 기념한 표석이 있는 곳은 

아랫밤섬으로 마포구에 속해 있다. 그러나 당시 마포구에서는 ‘마포나루굿’을 통

문화 행사로 제안한 반면, 등포구에서 먼  밤섬주민들을 통문화 자원으로 채

택하게 된다.

그러나 1993년과 1994년 2년 동안만 행사가 이루어졌을 뿐 밤섬원주민이 재개

발로 인해 뿔뿔이 흩어져 이주를 나간 시기인 1995년-1997년 3년 동안은 밤섬 방

문행사가 단된다. 이 시기는 재개발로 인해 조합과 주민 내부에서의 갈등이 첨

하게 립하고 있었던 시기 다. 여기에 더해, 등포구청의 ‘서울 정도 600년’사업

이 종료되고 동시에 서강 교 공사가 재개되면서 밤섬에 출입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상황에서 밤섬방문 행사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당시 상황은 서강 교 공사를 재개

하려는 서울시 측과 환경론자들의 극렬하게 립하는 시기 으며, 주민들이 단체로 

섬을 출입하는 게 허용되기 어려웠던 시기 다. 이후 아 트 공 이후 부군당이 신

축되고 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자 밤섬주민들의 고향에 한 의식은 극 인 

행 로 환되어 갔으며, 그 과정에서 마을단체를 조직하고, 자치단체와 상하여 

새로운 형태의 고향방문 의례를 생성해 낸다. 재의 고향방문 행사는 처음부터 지

과 같은 양식과 차를 갖춘 것이 아니라 약 10여 년 동안의 시간에 걸쳐 변화해 

왔던 것이다.

다시 밤섬주민들의 귀향행사가 시작된 것은 1998년이다. 이 시기는 향우회 결성 

이후 10년의 시간이 지난 시기이며, 와우산 밤섬마을이 아 트단지로 변해 입주가 

끝난 시 인 동시에 밤섬이 폭 된 시 으로 하면 정확히 30년 만에 실시한 행사

다. 마포구에서는 이미 한 해 에 황포나룻배를 밤섬목수들을 통해 제작하여 밤섬

고향방문행사에 사용하게 된다. 이후 밤섬주민들은 마포구를 매개로 고향방문행사

를 지속 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밤섬의 지리  치가 마포 포구경제

와의 계 속에서 있었다는 역사  배경과 실질 으로 밤섬 주민들의 다수는 여

히 와우산과 서강 주변에 거주하는 마포구 주민이었다는 에서 등포구가 아닌 

마포구와 련을 맺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밤섬 련 행사를 

마포구에서 담한 배경은 당시 구청장의 역할이었음을 강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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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노○○ 구청장 때. 그 때 부군당 건물도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말만 

무허가지. 공원부지 내  건축물로 인정을 받았지. 당시 구청장이 부군당 

건물도 비공식 이지만 인정해 주고 귀향제도 연례 행사로 지원하게 된 거지. 

당시 구청장이 어렸을 에 밤섬도 오고가고 친구가 있어서 밤섬에 해서는 

각별하지. 우리가 몇 번식 들어가서 요구를 하고 부탁을 했지. 그리고 귀향제

도 98년도부터 해서 밤섬귀향제를 정례하해서 매년하는 걸로 해서 2003년까

지 하다가 그 이후로는 무 자주 하면 의미가 없어진다고 해서 격년제로 했

지. (D씨, 1933년생)

[사진 6-5](좌)1998년 황포돛배를 타고 고향을 방문하기 시작(동아일보 1998년 10월 14일

자)(우)황포돛배에서 실시된 용왕굿(조선일보 1999년 10월 7일자)

등포구의 제안이 다소 서울시의 지원에 의한 단기성 행사 던 것에 반해 마포

구의 제안은 주민들의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 다. 처음 고향방문을 제안했던 

등포구청은 밤섬 주민 표를 구청으로 불러 먼  제안을 하고 행사를 성사시키는 

방식이었지만, 이후 행사가 단된 이후 밤섬주민들은 마포구청에 먼  행사를 제

안하게 된다. 1997년 와우산 재개발 아 트 부지내 부군당이 무허가 건물로 공승

인이 나지 않게 되자 주민들이 구청과 치하게 되는데, 이 때 주민들은 밤섬의 역

사에 심이 있는 구청장과의 수 차례 상 끝에 부군당이 존치되도록 하는 한편 

그 이듬해인 1998년부터 귀향제를 지낼 수 있는 행사를 매년 개최할 수 있는 발

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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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개최
여부

주 
방문
시기

이동
수단

의례  부 행사 비 고

1993 ○ 등포구 추석 수송선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부군당제, 배 에서 
불교식 의례

1994 ○
등포구,
마포구

추석,
단오

수송선

․ 등포:여의도 고
수부지에서 유래비 
건립
․마포구 : 밤섬에서 
귀향제

1995~19
97

× 재개발로 인해 밤섬마을 이산

1998 ○ 마포구 추석
황포돛배, 
바지선

배 에서 간단히 
굿을 하고 밤섬에서 
유교식 차례를 지냄

1999 ○ 마포구 추석
황포돛배, 
바지선

2000 ○ 마포구 추석
황포돛배, 
바지선

2001 ○ 마포구 추석
황포돛배, 
바지선

2002 ○ 마포구 추석
황포돛배, 
바지선

2003 ○ 마포구 추석
황포돛배, 
바지선

2003년부터 
격년제 실시

2004 × 격년제 실시

2005 ○ 마포구 추석 바지선

밤섬에서 유교식 차
례를 먼 하고 굿치
성을 함

밤섬부군당
도당굿 서울시 
무형문화재 
35호로 지정

2007 ○
마포구

(마포문화
원)

추석 바지선

2009 ○
마포구

(마포문화
원)

추석 바지선

2011 ×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인해 2012년으로 연기

[표 6-11]밤섬실향민 고향 방문 행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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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1]과 같이 기 등포구의 형식 인 통문화행사가 잠시 단되었다가 

1998년 부군당 공과 함께 마포구의 후원하에 밤섬귀향제가 부활된다. 마포구에서

는 마포나루굿 행사와 겸용으로 황포돛배를 제작해 1994년부터 밤섬 고향방문 행사

를 주 하기 시작해 잠시 단된 이래 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특히 1998년에는 재

개발 기간 동안 하지 않았던 행사를 재개하며 귀향제 의례를 굿을 가미한 형태로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2005년 밤섬부군당굿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부터는 형

식 이었던 굿의례가 여러 거리를 연행하는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된다. 그 이 에는 

섬으로 이동하는 배 안에서 간단하게 용왕신에게 비는 것만 하다가 재는 주민

표가 차에 맞게 유교식 제의를 지낸 다음 간소한 형태이긴 하지만 7거리로 구성

된 용신굿을 진행한다. 밤섬주민이 복원한 황포돛배는 2003년까지 사용되다가 노후

되어 폐기되었는데, 승선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속인들과 주민 표만 황포

돛배에 타고 나머지 주민들은 모두 바지선을 타고 밤섬으로 들어갔다. 한 2005년

에 밤섬부군당굿이 서울시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마포문화원이 행사를 탁받아 

진행하게 되었으며, 행사 개최 주기도 격년제로 변화하게 된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서 고향방문행사보다 밤섬부군당굿의 비 이 커지자, 밤섬 련 통문화행사를 부

군당굿으로 일원화하려는 구청과 문화원의 주장을 주민들은 격년제로 할 것을 제안

해 타 한 것이다. 실제로 주민 표는 부군당굿 할 때 보다 고향방문 할 때 주민들

이 더 많이 참여한다는 것을 요하게 생각하고 이 행사를 반드시 연속해 가기를 희

망하고 있었다. 반면 구청과 문화원은 한강을 건 고 무인섬에서 장시간 행사를 개최

하는 것이 부군당에서의 행사보다 훨씬 험해 안 사고를 걱정하는 형편이다.

밤섬 처음 건 가서는 그게(제복) 없었지 나 에 그걸 맨들어서 지정 받고 나

서. 뭔가 하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오는 승지원 으로 총무하고, 청사 롱 

같은 거 만들어서 다는 게 낫겠다 많이 뛰어다녔어. 그 앞에 밤섬유래해 놓은 

거 내용은 별거 아니더라도 남이 서 알고 해야 되니까, 한양 천도 600년으

로 할 거내 500년으로 할거냐 별거 아닌 내용 같지만 그게 다 내려가야 할 건

데  후 에 까지. 문화재로 지정된 다음부터 제복도 입고 굿도하고. 에

는 간단하게 외우고만 하는 걸로 무녀가 했는데, 97년 처음 들어갈 때도 유교

식으로 하고 굿으로 하고, 처음에는 무녀가 외우는 것만 용왕신에게 풀이하는 

거 하고 2명 3명가서 문화재지정하고서는 무당을 많이 데려가서 음식도 크게 

차리고 행사가 커지고 주민들이 많이 들어갔지. (K씨, 1936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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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례의 형식도 보다 정교화되어 주민들이 먼  유교식의례를 마치게 되면 

무속인들이 7거리로 구성된 용신굿을 진행하는 형태로 정착된다. 처음에는 무속인

들이 황포돛배에서 용왕님께 기원하는 간단한 의례만을 하고 밤섬 장에서는 특별

한 굿을 진행하지 않다가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2005년부터는 주민 표들의 유교식 

제의를 먼  한 후 무속인들이 용신굿을 복장을 갖추고 정식으로 연행하게 된다. 참

여하는 무속인들의 수도 늘어났으며, 상차림도 지원 을 받은 이후에도 더 커지고 

주민들과 일반인들의 참여도 늘어나 참가하는 사람들의 폭도 확장되었다. 행사 때

마다 주민 표로 구성되는 밤섬보존회에서는 주민들의 참석명부를 작성하고, 주요 

참석 상 인원들에게 화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부군당 의례와 비

교해 귀향제는 무속인들의 계가 보다 독립 이다. 의례 순서 자체가 주민들이 먼

 유교식 의례를 지내는 것에서도 나타나지만 상차림 역시 굿상에 쓰이지 않는 사

과나 바나나를 쓰는 등 상차림을 부담없이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주민들은 귀향제 행사의 정례화를 구청과의 상을 통해 얻어냈을 뿐 

아니라 행정력의 동원과 산지원까지 확보함으로써 고향으로의 회귀를 재까지 

실행하고 있다. 스스로 의례를 한 복장을 고안하고 홍보물에 밤섬마을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하여 직  작성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를 어디에 

기원을 둘 것인지를 고민하기도 한다. 안 상 문제를 제기하는 구청에서는 고향방

문 행사를 꺼리고  있는 형편이지만, 주민들은 격년제로 실시할 것을 요구해 타합을 

이끌어 내 고향방문 행사를 연속시키게 된다. 의례의 형식 역시 굿치성에 앞서 주민

들의 유교식 제의를 먼  거행하는 등 주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며 고향방문 행사를 실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고향방문 행사를 10년 이

상 지속시켜 정례화 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성과로 

나타났다. 

2. 밤섬실향민 고향 방문 행사의 실천 

고향방문 행사의 건은 날씨인데, 행사 당일의 날씨뿐 아니라 행사  비가 많이 

왔을 경우 밤섬이 늪과 같은 상태가 된다면 행사를 실행할 수 없다. 행사일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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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휴일 기간 이  토요일에 실시하기 때문에 장마가 끼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날씨의 향을 많이 받는 편이다. 개 날씨로 인해 밤섬을 들어가기 힘들면 배가 

출발하는 망원동 성산 교 아래서 행사를 진행한다. 이곳은 마포나루굿이 실행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연구자는 2009년 행사를 참 할 수 있었는데, 2011년은 갑작스

런 돌발변수로 행사 직  돌연 취소되었다. 2009년 행사는 9월 19일 개최되었으며 

맑은 가을 날씨 덕에 주민들의 참여가 높았다. 고향방문행사의 출발 은 망원동 성

산 교 아래 선착장으로 참석자들은 바지선을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 아랫밤섬인 

서강 교 교각 아래에서 의례를 거행한다. 참석자들은 밤섬부군당굿과 마찬가지로 

문화원과 구청, 구의회 등의 계자들과 밤섬보존회 표로서 제의에 참여하는 주

민 4명과 밤섬주민들, 그리고 문화원과 구청이 청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2009년

에는 마포구 내 학교인 동도 학교 학생들이 청되어 밤섬을 방문했는데, 학생

들은 밤섬의 역사에 한 동 상을 제작할 계획으로 지도교사와 함께 방문했다.

[사진 6-6]2009년 9월 밤섬귀향제.2009년 9월 밤섬귀향제 때 사해용왕께 기원

하는 밤섬주민들

2009년 ‘밤섬 실향민 귀향제’는 안내 팸 릿과 수막에서 볼 수 있듯이, 마포문

화원이 주최하고 주 은 밤섬보존회가 한다. 밤섬보존회는 밤섬부군당보존회와 명

칭과 역할이 다르지만, 거의 같은 인물들로 구성되어 부군당굿을 주도했던 주민

표들이 귀향제를 맡고 있었다. 먼 , 섬에 도착하면 마을 표와 행사 련자들은 의

례를 치르기 한 음식진설과 자리 펴기, 사진 시 등을 시작한다. 행사를 비하는 

동안 밤섬 주민들 일부는 섬 안쪽 밤섬유래비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 사해용왕(四海

龍王)님께 기원한다. 이들은 모두 밤섬에 시집와 살다가 이주한 여성으로 귀향제 

때마다 만나 과거 밤섬에서의 추억을 서로 이야기 한다고 한다. 남성으로 구성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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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단이 공식 으로 유교식 의례를 거행하는 것과 달리 여성은 유래비 한켠에서 

용왕님께 기원하는 것에서 밤섬 련 주요한 모임과 행사가 가구주인 남성이 표해

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 다. 이러한 경우는 부군당과 향우회에서 여성들의 참여

나 모임이 은 것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밤섬귀향제는 비교  여성이 많이 참여

하는 편으로 이들이 공식 인 모임이 없는 상황에서 옛고향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요한 계기가 되고 있었다. 특히, 행사장 안쪽에서 밤섬사진이 시되는데 서로 옛

날을 회상하거나 희미한 사진 속에서 자신의 집을 찾아보는 화들이 오고가며, 밤

섬을 모르는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주민들이 답해 주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연령

가 비슷한 여성들은 주로 행사를 해 깔아 놓은 돗자리 맨 앞을 차지한 후 옛일

과 서로의 안부를 묻는 담소를 나 는 경을 보여 다.

<2009년 9월 19일 고향방문행사 참가자 찰 사례>

․ 사례 1 : 6.25 이후 서강으로 이주한 50  반 아들과 70  후반 아버지 

(사진  람)

여기가 수네집이고. 우리집은 요기 올라가잖아. 이게 지씨 집이고. 그 게 

되는 거야. 재네는 이 머고 여기고. 여기가 배맨드는 데고 나루터고. 여기

서 타기도 하고 장마때는 여기서 타고. 이게 맨꼭 기 동건네 집이고 할 거야. 

이 사진이 배짓고 있는 거야. 이건 부군당이고 그 당시 정월 이튿날 다왔어 

외지에 나간 사람도 그날은 다오는 거야. 나는 쟁 때 서강으로 (이사)가서 

거기서 (밤섬을)왔다 갔다 했어.

(연구자 : 게 6.25후 사진인가요?) 이 사진은 집 부서지기 이니까 6.25

이야. 그 뒤는 다 모래지. 양말산이 있으니까 좀 나와야 되는데 안보이잖아.  

그 니까 바 가 나온 거지. 

․ 사례 2 : 와우산 재개발 이후 이주한 80  할머니 2명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담소 )

 - R씨(1926년생) : 밤섬으로 시집왔으며 6.25 쟁 이후 피난갔다 다시 밤섬으

로 들어왔다. 이후, 1968년 와우산으로 이주해 재개발로 인해 화곡동으로 이주

함. 밤섬에서의 생업은 집안의 남자들은 자갈실이, 모래실이를 했으며, 본인은 

재배해서 등포, 아 동 시장에서 갔다 팔고 다니는 행상을 하고 조카가 밤

섬에서 배목수를 함.

 - S씨(1930년생) : 밤섬으로 시집왔으며 6.25 쟁 이후 피난갔다 다시 밤섬으

로 돌아왔다. 밤섬에서의 생업은 남편과 함께 와 호박 등 채소를 심어 시장

에 내다 는 행상을 하 다. 이후, 1968년 와우산으로 이주 후 재개발로 인해 

김포로 이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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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와 같이 밤섬사진을 두고 자신의 집을 찾거나 과거 사진이 언제  것인가

에 한 기억을 더듬는 경이 나타난다. 한, 밤섬 고향 찾기 행사에는 6.25 이후 

밤섬을 떠난 이주민들도 참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에 의하면 6.25때 나갔던 

사람들도 이후 부군당을 할 때면 모두 밤섬으로 왔다고 한다. 한 밤섬에서 태어나

지는 않았어도 밤섬으로 시집와서 살다 와우산으로 이주했던 80  할머니들도 참석

했는데, 이것은 부군당굿에 여성 주민이 없었던 것에 비해 에 띄게 다른 상이

다. 할머니들은 밤섬에서 를 재배해서 행상으로 먹고살았던 과거를 이야기하며 

가족의 안부를 묻는 담소를 나 고 있었다. 그리고 부군당굿이 60-70 가 주류 던 

것에 비해 어렸을  밤섬을 떠난 세 인 50 들도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어, 귀향제가 부군당굿에 비해 성별, 연령 별 참가폭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귀향제 의례는 마을 표가 유교식 제의를 먼  끝낸 한 후, 무당에 의한 용신굿

이 간소화된 형태로 진행된다. 물론, 부군당 의례와 같이 문화원장과 구청장 등의 

소  기 장들의 인사말 과 축사가 있으며, 뒤를 이어 주민 표가 유교식 제의에 

맞는 의복을 차려입고 분향명 → 헌→ 아헌→ 종헌의 순서로 진행한다. 이러한 

의례의 차는 2000년 경 처음 귀향제가 치러진 직후 주민들에 의해 제안된 형식이

었다. 당시 주민 표에 의하면, 밤섬귀향제가 외부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자 방

송국이나 언론사에서 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이에 주민 표들이 좀 더 공식화된 

의례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공식화된 방식은 유교식 의례에서 행

하는 복장과 차를 말한다. 이들은 귀향제가 밤섬 주민뿐 아니라 마포구의 통문

화 행사이자 서울시민의 행사로 확 되었다고 인식했으며, 미디어를 통해 범 하

게 자신들의 의례가 보여지게 된 상황에 호응하여 재의 의례방식을 고안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축문에도 나타난다. 제 이 을 하기 앞서 축문을 읽는데, 

“밤섬주민 모두가 옛 밤섬 생활 터 에서 귀향제일을 맞아 수도  서울 기지신과 

한강 용왕신, 밤섬주신 모두께 삼가 간단한 주과를 올리고, 밤섬 생태계의 보존과 

밤섬 실향민, 마포구민 그리고 서울시민의 복을 축원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축문

의 작성은 마을 표에 의해 직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 역시 귀향제의 의미를 밤

섬주민과 마포구, 그리고 서울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의례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후 마을 표단의 의례가 끝나자 마자, 무당과 악사, 조무들로 구성된 무속인들

의 용신굿이 진행된다. 용신굿은 간소화된 형태로 1시간 남짓 진행된다. 특히 밤섬

부군당굿이 문화재로 지정된 2005년 이후부터는 지정된 당주무당과 당주악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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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하고 있다. 기존에는 무당이 용왕신을 불러내서 축원하는 정도의 간단한 의례로 

진행되었던 것에 비해, 문화재지정 이후 늘어난 지원 으로 비록 간소하지만 굿

을 벌이고 있다. 동시에 밤섬에서 용신굿을 하게 된 상황 역시 귀향제의 변화상을 

보여 다. 2003년 까지는 황포돛배에서 용신굿을 했는데 배가 노후화되어 폐기됨

에 따라 배 에서 치 던 용신제가 밤섬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후 귀향제가 

격년제로 바 게 되면서 2005년부터는 밤섬부군당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자 당주

무당과 악사가 귀향제의 속 무속인으로 참여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재 실행되고 있는 귀향제의 의례 형태와 차는 1998년 이후 시작

된 형태에서 약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변화의 계기는 황포돛배의 훼손과 문화

재지정, 미디어의 심집  등 외부요인이 큰 향을 끼치게 되지만, 주민 내부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행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주민 표들은 제 복을 스

스로 마련하고 다른 제의에서 이루어지는 차를 차용함으로써 보다 공식화된 의례

의 형식을 갖추고자 했으며, 이와 연장선에서 축문과 행사를 알리는 안내장 그리고 

팸 릿까지 직  여하게 된다. 특히, 팸 릿에는 단순히 행사의 순서뿐 아니라 밤

섬의 유래와 옛 밤섬의 사진 등 다양한 사진을 삽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밤섬의 

역사를 설명해주고 있다.

재, 고향방문행사가 향우회나 부군당굿과 비교해 보다 많은 밤섬주민이 참석하

는 편이었다. 부군당굿이 기독교 주민들이 참석을 꺼리고 향우회가 비교  노년층

이 많은 반면 고향방문 행사는 밤섬에 한 기억이 희미하거나 거의 없는 장년층도 

참석하고 있어 세 를 아우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행사 개최일도 토요일로 정

해 직장있는 사람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밤섬에서 태어나지 않은 와우산 세 들의 

참석도 유도했다. 그러나 문화원과 구청의 계자들은  토요일에 하는 것에 해 좋

아하지 않거나 행사자체에 심이 어 주민 표들과 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밤섬 안에서 의례를 끝내고 ‘뒤풀이도 해야 하는데, 서둘러 끝내라는 요구’로 

인해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 

지  문화원에서는 인원을 이라는 거야. 많이 들어가면 어때? 서강 등학교 

보이스카우트 애들도 들어가자고 하는 데, 험하게 지난번에도 동도미디어학

교인가에서도 오던데. 문화원에서 데려와서, 왜 애들을 주민들을 오게 안하고 

행사를 한 행사, 생색내는 그런 거나 할려고 하고, 노인회 에서도 데려 오

고 그래. (부군당제와 비교해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고향 방문 때 훨씬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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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주 후원

마포문화원 밤섬보존회 마포구

- 홍보물 인쇄  기념

품 제작

- 천막 ․마이크 설치

- 도시락 비

- 행사비 정산 등 행사

반

- 참가주민  무속인 명단 

작성

- 제의 상차림 비

- 무속인 행사비 지

- 귀향제 참여

- 사진  비 등 귀향제 

반 비

- 행사비 지원

- 한강 리사업소에 밤섬 출입 

요청

- 행사 날 귀향제 제례장소 땅

고르기와 잡  제거

- 바지선 임   망원선착장 사

용허가 등 행정지원

오지. 오랜만에 이웃들하고 형수뻘 되는 사람도 만나고. 주민들 수만 50-60명 

약간 넘지. 뭐야 내가 살던된데. 사람들이 감동해서 그러더라고, 정말 우러러

서 나오더라고. (K씨, 1936년생)

와 같이, 문화원이나 구청이 구차원의 문화행사로만 치부하고 밤섬과 련 없

는 사람을 많이 모으려는 것에 해 밤섬주민 표들은 비 인 시각을 가지고 있

다. 그리고 주민들은 밤섬에서 좀 더 오래 머무르고 싶지만 안 사고를 걱정하는 주

최측에서는 행사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민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고향방문 

행사를 주민들 힘만으로 치룰 수 없는 실 속에서 주민들은 구청과 문화원과의 연

를 략 으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구청은 산지원뿐 아니라 출입 지구역인 

밤섬의 출입허가를 서울시로부터 받아내는 역할과 바지선 임  그리고 선착장 사용

허가와 같은 행정지원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행사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트

이기도 하다. 문화원 역시 구청에서 임받아 행사 반을 리하고 회계를 처리하

는 주최자이기 때문에 밤섬보존회의 역할과 상호 인 계 속에 놓여 있다. 이들 삼

자는 다음과 같이 각각 주 과 주최 그리고 후원이라는 계 속에서 행사를 실행하

고 있다.

[표 6-12]밤섬실향민 고향 방문 행사 주체별 역할 분담

2009년 다음은 2011년 9월 3일에 행사가 개최 정이었다. 그러나 날씨 이외의 변

수가 나타나 행사를 실행할 수 없었다. 갑자기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 선거문제로 주

민동원 행사가 선거법상 지되어 있어 2012년으로 연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미 두 달 부터 비를 차근차근해온 밤섬보존회는 이미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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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인 원 구 성 원

밤섬주민 76명
60  후반이 다수이며, 70~80 와 40~50 가 

골고루 편성되어 있음

무속인 22명 무녀, 박수무당, 악사, 조무 등

구청  문화원 등 20여명 구청장, 문화원장, 시의원, 구의원 등 

기타 30여명 동도 학교 상반13명, 서강 등학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작성된 명부를 살펴보면 총 98명이었으며, 그  무녀와 

악사 등 공연하는 사람이 22명이고 그 외 주민들은 76명이었다.68) 한, 공무원 계

자, 문화원 직원 그리고 올해도 동도 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상을 기로 했었으

며, 서강 등학교 학생 10명이 특별히 참가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 신청자 명부를 

작성했던 밤섬보존회는 부군당굿보다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높다는 사실에 고무되

어 일일이 주민들에게 참석 여부를 확인했으며, 참석여부가 미정인 주민들은 우선 

명단에 올려달라고 부탁하곤 한다.

[표 6-13]2011년 밤섬귀향제 참가 정자

문화원에서 참여주민의 수를 80명으로 제한했지만, 부분 갈 사람은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인원제한 때문에 갈 사람이 못가는 건 아니지만 주민 외에 다른 인원

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다소 비 이다. 밤섬귀향제가 밤섬주민들이 주체가 되

는 것이 아니라 마포구 내의 단순 문화행사로 치부되는 것에 한 우려 때문이다. 

주민들은 개 1920년 , 1930년 생인 70,80 부터 1950-60년 생인 40,50

까지 분포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수는 1940년  반 출생이 부분인 60  

후반에서 70세 후이다. 이들 세 는 향우회원에 속한 인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회

원이 아닌 사람들도 다수여서 부군당 의례 때보다는 훨씬 많은 수가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석자 리뿐 아니라 밤섬보존회를 맡은 마을 표들은 신경 쓸 

68) 2009  후 2011  9월 3  실향민 고향  행사가 어 었 , 울시  보

거  해 행사  갑  취 었다. 공직 거 상 거 60  에는 단체 행사에 여러 

한  가해지  에 청  시청과 없  주민들만 해  하  도시락  눠  수 

없다는  해  에 2012  연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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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많은 편이다. 총무를 담당하고 주민 표는 비가 와서 섬 바닥이 마르지 않으면 

사람이 빠지기 때문에 비가 올까  걱정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비가 오면 성산 교 

에서 의례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제의를 지내는 장소인 서강 교 을 직  

가서 검할 계획이며 혹시 행사 개최가 어려울 수도 있어 문화원에 날짜 연기도 

요청했었다. 비록, 문화원에서는 미리 공지된 사항이라 변경할 수 없다는 답을 듣

긴 했지만, 추석이 좀 일러서 날씨가 덥고 한두 번 비라도 오면 땅이 마르지 않을 

수도 있어 행사를 연기했으면 하는 바램을 달하게 되었던 것이다. 곧 2011년 행

사가 서울시장 선거라는 우발 인 변수로 연기되었지만 그 동안 날씨의 향을 많

이 받은 계로 주민 표들의 행사 비  상당부분은 이것과 연 이 되어 있다.  

한, 밤섬의 상황도 밤섬보존회가 악해야 하는 일의 범 이다. 홍수 때 쌓인 

쓰 기로 인해 행사개최가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를 구청에 제기하여, 구청에서 서

울시 한강 리사업소에 쓰 기 제거를 조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다는 답을 들

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행사의 주체임을 항상 피력하면서 산 삭감

이나 날씨를 탓으로 행사가 무산되지 않도록 지속 으로 자신들의 치 속에서 

략을 구사해 나가고 있었다. 산이 깍이면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으며, 

주민 외에도 심있는 사람들이라면 많이 참석하길  희망하고 있었다. 그 외 보존회 

표들은 모두 구청에서 문화원에 탁한 문화재지킴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행

사일인 9월 3일이 근무일과 겹쳐 신 근무할 사람을 구해야 하는 등 개인 인 일

도 조정해야 하는 행사와 연 된 복잡한 타 과 조정을 수행하고 있었다.

 

(2011년)이번에도 (귀향제) 산이 30% 깎 는데 원래 산에도 없었던 거

에요, 구의회 행정건설 원회 회장한테 말해서 다시 부활을 시켰어요. 그 사람

들이 모르는 거야. 산이 깎인 걸. 부군당제 때 얘기해서 다시 편성한 거야. 

마포의 표 인 건데 여기 같은 데가 없는데, 그래서 살린 거고, 그러니 자꾸 

피알 안하면 몰라. 우린 애착을 가지고 하는 거야.

가 과연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고정 념 때

문에 안되고 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있고, 노 심은 당굿하고 귀향제

고 많이 와야되잖아? 향우회도 올만한 사람한테 가서 한다고 거기 팔아주고 

그래. 이제 종교도 따지지도 않고 행사 때 사람좀 데려오라고 그래..그런다고.. 

이걸 앞으로 활성화시키려면 많이 참여시켜야 돼서... (K씨, 1936년생)

2011년 행사가 1년 미 졌지만 취소결정이 나기 직 까지 밤섬보존회는 마포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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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문화원과 함께 치 한 비를 계획하고 있었다. 삭감된 산을 살려내고 향우

회 개최 장소도 자신들 행사에 방문해주거나 홍보해  사람의 식당에서 개최했다

고 한다. 그리고 행사가 선거법상 된다는 결정이 통보되었을 때, 주민 표들은 

공무원들과 상 없이 직  섬을 방문할까 고려해봤지만 행사운 과 안 리 상 마

땅치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선거법이 동원만을 문제 삼는다고 해서, 주민

들 자체 기 으로 행사를 추진할까도 검토했지만 배를 동원해서 섬을 들어가는 행

 자체가 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밤섬보존회는 단했다. 한, 선거기간 

이후에 밤섬을 방문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한강 물살이 거세지고 바람이 세서 귀

향제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상했으며, 추석이 훨씬 지나서 개최한다면 의례의 의

미가 없다는 의견 때문에 1년을 기다리기로 했던 것이다.

요컨 , 밤섬실향민 고향방문 행사는 재개발 이후 마을의 구심 이 된 부군당굿 

행사와 더불어 주민들 간의 만남과 교류 그리고 밤섬의 역사를 외부자들에게 드러

낼 수 있는 기회로 정착하게 된다. 그러나 그 과정은 행사가 처음 기획된 1993년부

터 10여 년 이상 주최기 과 의례의 형식과 내용 등이 변화해 가는 과정이었으며, 

밤섬마을 주민들이 주 자로서 자신들의 참여를 확 해 가는 과정이었다. 처음 

등포구청의 제안으로 시작된 행사가 2회에 그치고 연속되지 못했지만, 다시 주민들

이 주체가 되어 고향방문 행사를 제안하고 실행해가면서 의례의 형식과 내용을 선

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은 부군당굿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보다 안정

으로 정착되어 갔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재생시키고 집단  정체성

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들을 실천해나가기 시작했다. 밤섬에서 사진 을 한다던가 

주민 표들이 제 복을 갖춰입고 유교식의례를 첨가하기도 했다.

4 . 밤섬역사의 재구성을 한 실천 

1. 밤섬에 한 아카이빙과 큐 이  

밤섬 주민들에게 한 외부자  시선은 이들이 과거 ‘개발의 희생양’으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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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고 제시되는 것이 일반 이다. 내부자들은 밤섬을 나오면서 겪은 고통들에 

해 회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언론이나 일부 연구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희생만

을 이야기하지 않는다.69) 오히려 자신들이 희생양이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거나 

당시 서러웠던 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지 은 지나고 나서 의미가 없다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는 다 힘들었다고 일반화시키거나 오히려 밤섬폭  때보다 와

우산 아 트 재개발로 인해 형편이 좋아진 사람들과 나빠진 사람들의 경제  상황

의 차이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으로 일부는 기와 수도와 같은 

혜택이 있어서 큰 항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물론 이주문제로 인한 갈

등으로 서울시에 항하고 립하기도 했으며 당시 국가  시책이라 반 할 엄두도 

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과거에 ‘희생’이라는 단어를 면으로 드러내는 

법이 없다. 굳이 표 하자면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기 보다는 ‘정부 시책 

때문에 조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이주지를 요구하는 상을 

해 왔다고 말하고 있다. 1997년 새로 신축된 부군당이 불법건축물로 철거 기에 몰

렸을 때에도 부군당을 밤섬의 역사와 함께 한 ‘엄연한 것’으로 부정할 수 없는 

실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포구청으로부터 귀향제 행사 개최 지원을 이

끌어내기도 했다. 자신들의 희생에 한 가를 요구하는 략보다는 오랫동안 한 

마을로 존재해왔다는 역사를 강조하고 집단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거

나 제안하는 역할을 실행하기도 한다.

이것은 밤섬을 개개인이 아닌 마을로서 그것의 역사  가치와 재와의 연속선상

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되며, 마을이 이산된 상황에서 마을을 단 로 하

는 집단  정체성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이 밤섬 역사

의 흩어진 조각들을 다시 모으고 의미화 하는 작업을 개시키게 된 것도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는 행 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밤섬 주민들 스스로 그들의 

역사를 말하기 해 자신들이 남길 수 없었던 과거를 다시 불러들이는 작업으로 집

된다. 이러한 작업에는 신문사에 가서 련 기사와 사진들을 수집하는 것 뿐 아니

라 밤섬의 과거와 역사를 보여주는 지도와 모형 제작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작은 섬

에 존재하는 밤섬 내부자들에 의해 이름지어진 공간을 정교화하고 주민별 거주지와 

69) 실   공  에  2000  경  주민 M  가  생  했지만,  

하게 살고 는 습 에  보 했다고 한다. 것  미 어에   ‘개  

생 ’  상  각시키고  했  도  맞지  것  생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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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7]밤섬 주민 M씨가 상차림을 남기기 해 그린 그림

우물과 은행나무, 의례의 장소들을 차례 로 복원해서 지도로 만들기도 했다. 이러

한 행 들은 ‘하나라도 자료를 구해서 밤섬의 후손들에게 밤섬의 역사를 알 수 있도

록 해야겠다’는 의지의 실천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진 수집에 한 집요한 노력은 

과거 다양한 방향에서 힌 밤섬 사진을 모으고 있는 노력에서 단 으로 드러난다. 

재 밤섬보존회는 서강 쪽에서 은 사진도 있고 양 에서 은 사진, 에서 

은 사진 다 있는데 다만, 뒤에서 곧 등포쪽에서 서강쪽으로 은 사진이 없다고 

한다. 보존회에서는 당시 섬의 뒤편에도 집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뒤쪽 방

향으로 보여주면 좋아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사진을 찾기 해 등포구청과 신

문사를 뒤졌지만 아직 구하지 못해 아쉬워했다.

이 게 밤섬 역사를 아카이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노력들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

된다. 가령, 과거 밤섬에서 었던 사진들이 이사 나오면서 없어진 것에 해 안타

까워한다거나, 마포에서 사진 하는 사람이 밤섬사진을 다고 했을 때 사 놓지 않

은 것에 해 후회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 외 한강과 련된 옛 사진 을 

한다는 정보가 있으면 밤섬 사진이 있는지 확인하기 해 시회에 가보기도 한다

고 한다. 사진에 한 심 외에도 일부 주민은 밤섬의 역사를 보여  수 있는 물증 

자료를 남기고 있다. 보존회 회장의 경우는 아버지가 남긴 와우산 밤섬 이주민 명부

와 주택 배치도를 요하게 보 하고 있으며, 문화재지정신청서와 부군당 의례와 

련된 기록자료를 보 하고 있기도 하다. 배 목수인 주민의 경우는 배 도면, 연장, 

나막신, 조선 련 사진을 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에 한 이들의 인식은 단순

히 애착이 아니라 밤섬 

역사를 보여주는 물증으

로서 기능할 수 있는 의

미있는 물질로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한, 

소임을 맡았던 주민은 혹

시 다음에 소임을  맡

거나 후속 세 에서 소임

을 맡았을 경우, 상차림

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림으로 직  그려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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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 그림은 그들이 그들 나름으로 승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며, 후속 

세 에서 무난히 이어주길 열망하고 있음을 보여 다.

그리고 밤섬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를 수집하는 목 은 밤섬의 후손들 뿐 아니라 

밤섬 외부자들에게도 밤섬의 역사를 의미있고 가치있는 것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열

망을 드러낸다. 수집된 자료들은 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기 해 분류되고 선

별되어 시된다. 부군당이나 귀향제할 때 주로 한 켠에 사진 시회를 하기도 하며 

비정기 으로 밤섬부군당굿을 공연 할 때 보존회에서 나서서 사진 을 개최한다. 

부군당굿이나 귀향제 행사 때는 주민들과 참석자들에게 나눠주기 해 밤섬사진이 

들어간 스티거를 제작한다든가 잘 안보이는 사진은 사진 문가에게 맡겨 다시 복원

해 확 해서 시하기도 했다. 이 때 여기에 들어가는 산은 시에서 매달 나오는 

승지원 을 사용한다. 승지원 의 주요 사용처가 부군당 주변 정리와 밤섬 

련 자료의 수집 등에 집 되는 것은 이들이 밤섬 역사자료 수집에 얼마나 공을 들

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 다. 주민들 역시 잃어버린 고향의 이미지를 소유하고자 하

는 열망을 표출하는데 밤섬이 잘 나온 사진이나 자기 집이 나온 사진은 개인 돈을 

들여 액자를 만들어 집에 보 하고 있다.

특히, 밤섬과 동일시되고 있는 ‘부군당 굿’의 공연이 ‘무당이 굿하는 것’이 

아니라 밤섬 역사의 일부분이며 재까지 승해온 통이라는 것을 달하기 해 

굿공연할　때마다 밤섬사진을 시하곤 했다. 서울시무형문화재 축제나 마포구청에

서 개최하는 ‘새우젓 축제’에도 사진을 시했으며 앞으로도 극 으로 시하

고자 시도하고 있다.

새우젓축제 때 그때도 마포사진 을 하는데 밤섬사진도 시할거야, 서울시에

서 하는 무형문화제 축제, 남산골 한옥마을하고 경희궁에서 했었는데, 이제 그

때 원래 우리는 안가도 되는데 굿할 때 사진 부 다 들고 가서 시도 하고, 

진행하는 사람한테 홍보 좀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러지. 그럼 이것 것 하는 

게 많아요, 어떻게 하면 방송국에 알리나, 신문사에 가서 모아놓고, 등포구

청을 가니까 사진이 없어. 마포구청에서도 향토문화재 같은 걸로 해달라고 몇 

번 가서 싸우고 했는데도, 안해주고 구청 같은 데서는 어떻게든지 당히 하려

고 해. 우리가 사진 같은 걸 갔다 놓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에

서 컸구나 하고 알지. 없는 사진 이쪽 쪽 신문사 쫒아다니면서, 요걸 어떻게 

해야 밤섬을 알리나 고민하고,행사본부가서 홍보멘트 해달라고 그러지. 깃발하

고 사진하고 시하면 (행사비 지원없이) 오히려 우리 돈을 쓴다니까. (K씨, 

1936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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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밤섬 주민들은 그들이 주도하는 부군당제와 고향방문 행사 뿐 아니라 서울

시무형문화재 축제처럼 무속 심의 공연에도 공연 시 주민 표가 스스로 가서 ‘밤

섬부군당’ 깃발을 들고 찾아가 사진 을 개최했다. 그들은 굿공연만으로는 시민들

이 밤섬의 역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밤섬의 역사를 제 로 알리기 해서 아무

런 행사 지원 없이 그들 스스로 액자와 이젤을 차량으로 운반해서 시를 하고 주

최측에 홍보해  것을 요구함으로써 굿 공연의 주체가 무당이 아닌 밤섬마을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들은 밤섬부군당굿에서도 주체가 밤섬주민이지 무속인 집단이 

아님을 용어문제에서도 드러낸 바 있다. 당주로서 밤섬주민 표들은 밤섬부군당의 

주체  치를 드러내기 해 굿공연에 앞서 밤섬사진 을 외부자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 밤섬과 련된 사진이나 자료의 획득은 직  찾아가 확

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동반한다. 가령, 선유도 공원에 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

고 찾아가 시된 유물과 사진을 살펴보고 밤섬 련 자료나 복원된 배의 명칭 등을 

확인하기도 했으며, 새우젓 축제 때 시된 배 역시 람 후 조선식도 아니고 일본

식도 아니게 복원해 놓은 것에 한 문제 을 지 한다. 특히, 배가 잘못 복원된 이

유를 배를 만든 사람의 기술과 그 기술의 승문제까지 지 하는 등 매우 심있게 

분석하고 있었다. 일상생활에서도 한강의 옛 사진이나 밤섬, 그리고 배가 나오는 사

진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와서 사진으로 어서 보 하는 경우도 있다. 배목수 던 

한 주민은 연구자에게 보여  배 사진( )을 마포에 있는 식당에서 구했으며, 직

 자신의 카메라로 은 뒤 인화해서 보 하고 있었다.

[사진 6-8](좌)밤섬주민들이 제작한 밤섬경 스티커

(우)2009년 밤섬실향민 고향방문행사에서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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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밤섬 련 자료들의 수집과 시에 투여되는 이들의 노력은 연구자의 아

카이 에도 심을 가지고 공유하길 바라고 있었다. 이를 테면, 조사과정에서 구한 

것으로 당시 국립 화제작소에서 촬 한 밤섬폭  장면이 담긴 동 상을 사진으로 

인화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 이를 행사 때 확 해서 시하길 원했다. 연구자는 조

사과정에서 과거 폭  이  밤섬의 공간을 기록한 지도를 마을 일에 주도 으로 

여하는 3명의 주민들에게 부탁했으며[지도 4-1 참고], 이후 연구자가 구한 상자료

를 함께 람하며 밤섬의 과거를 재구성해 보았다. 상자료를 보면서 연구자는 주

민 표로부터 ‘그걸 사진으로 구할 수 없나?’라는 질문과 부탁을 받기도 했다. 이

들은 연구자와의  과정에서 처음 본 자료들을 그들의 아카이 로 편입시키길 

원하고 있었다. 상을 람하면서 이들은 그들 과거 삶의 공간에 한 매우 구체

인 기억과 그들의 역사를 아버지로부터 듣고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재 

이러한 과거를 이들 스스로 수집하고 정리해서 후손들과 타인들에게 해주고자 하

는 열망을 표출하기도 했다. 한, 사진과 상자료를 집 으로 수집하는 이유 역

시 이들 자료를 통해 밤섬마을이 실존했음을 보여주는 물증을 증거로 제시하는 한

편, 나아가 ‘사진 속  집이 구의 집인지’까지를 설명함으로써 주민들 각자가 

밤섬주민이었음을 확인해 으로써 무 심한 주민들의 호기심을 유도할 수 있기 때

문이었다.

(폭 직  촬 된 국립 화제작소 상을 보며)

이건 바우아냐? 이건 은행나무고, 이건 홍수 때 쌓은 공구리고. 여기서 빨래

를 하고 그랬거든 여자들이, 이게 용아머리고. ( 기가) 여의도 비행장.여의도

에도 좀 높았다가 비행장이 있었는데 그 사이가 벌 이라고 그랬어. 돌이 많은 

 알고 폭 했는데, 돌이 얼마 없었던 거야., 물막이 쪽(용아머리쪽)만 좀 있

었고. 이거  거의 (모래잖아) 순 모래야 모래. 이게 와우산 아냐? 이게 서강

등학교고, 이쪽이 감은돌( 석동), 공소태, 길남이 고모가 살고 그랬잖아. 

(지 가 좀 높네요?) 높지, 그래서 용아머리 거기하고 여기랑 이블카를 놓는

다고 양쪽으로, 그 당시에 그랬어, 원래는 그런 말이 나왔다가 여의도 개발건

이 나오고 홍수 때 여의도 물흐름을 방해한다고 폭 한 거야. 을축년 장마 때

도 뒷개쪽만 떠내려갔지 나머지는 안떠내려갔어, 장마때 모래주머니를 해서 안 

넘었던 기억이 나. 바 가 체는 없어도 동쪽, 용아머리 쪽 돌이 견디게 해 

거지. 이번 장마도 끄떡없던 거지. 원래 한 130여호 는데, 을축년 장마지

면서 떠내려 간거지. (D씨와 K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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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술처럼 당시 밤섬의 상을 통해 공간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구체 인 경

험과 그것을 해석하는 인식들이 뒤섞여 쏟아지고 있다. 한, 자기 세 에서 경험한 

것 뿐 아니라 그 이  세 에서 들은 역사가 구 으로 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을축년 장마에 한 강렬한 기억은 밤섬주민들 사이에서 공통으로 승

된 기억으로 표 되고 있다. 주민들은 1925년 역사 인 홍수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섬은 굳건히 남았다는 것, 부군당은 기와 하나 떨어져 나간 

것 없이 멀쩡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궁극 으로 이들의 사진수집과 시, 

상자료 람, 지도제작은 가장 시각 으로 시효과가 큰 모형제작으로 수렴되고 

있다. 처음에는 업체에 의뢰해서 제작하려고 했으나 비용이 무 많이 들어 직  제

작해 보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완성되면 사진 등과 함께 시를 할 정인데 뜻

로 되지 않아 언제 완성될 지는 미지수라고 한다.

내가 모형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  우리 망  같은 데 가면 

있는 그런 모형을 그걸 만들어서 집까지 만들어 구 집이 어디있고 알 수 있

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종이를 풀을 써서 담기도 하고 을지로 다니면서 합  

그걸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무척 무겁더라고. 그래서 두꺼운 스티로폼에다 한 

번 해보자 해서 그러고 있는 거야. 신문지가 안되서 창호지에다 한 번 해보자 

해서 부 짜서 말려서 해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 에 사진하고 모형 시하려고, 그럼 거긴 다 나오지 언덕까지 다 만들었

어. 은행나무 그 에 집, 길이 어떻게 나있었고 웅덩이는 어떻게 있었고 이집

과 이집 사이의 언덕, 용아머리 고거 까지는 만들어 봤어요. 색깔만 칠하면 되

겠어. 그걸 이번 밤섬 귀향제 때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모형업체 홍 에 있는

데 몇 천 달래. 그 사람들은 외국에서 사오드라고. 이거 잘 하면 되겠다 해서 

..모래사장은 하얀 모래 붙여 놓며 되니까. 그거 만들어 놓면 왔다지. (K씨, 

1936년생)

밤섬 모형제작은 밤섬의 역사를 생생하게 재 하여 주민과 일반인들에게까지 밤

섬의 역사를 보여주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 다. 이들의 행 는 박물 에서 이루어

지는 시를 모방한 기획 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역사자료와 사진자료의 수집

과 시, 모형제작 등은 박물 에서 이루어지는 큐 이 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

다. 그리고 이러한 수집과 의미의 용과 해석이 가미된 이들의 행 는 일종의 자발

인 큐 이 이라 명명될 수 있다. 그들의 경험을 재구성하는 데 사진은 유용한 수

단으로 큐 이 (Curating) 되어 밤섬주민들과 그들 후손, 그리고 행사장을 찾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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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이들에게 보여진다. 이 과정에서 사진들은 밤섬의 역사에 부합되고 이들의 

과거를 설명해 주는 수단으로 그리고 밤섬마을의 실체를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큐

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들은 끊임없이 밤섬개발에 한 아이디어와 희망사항, 

지방정부에 한 요구로도 이어지는데, 여기에는 미래 밤섬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

는지에 한 생각까지 연결되기도 한다.70)

요컨 , 밤섬주민들의 밤섬 역사에 한 아카이빙과 큐 이 의 과정은 그들의 

역사를 단순히 재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집단과 외부자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설명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행 들을 보여 다. 이러한 행 들에 동원되는 

물질들은 과거뿐 아니라 재 진행되고 자료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이들의 실천 

역은 범 하게 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수집된 자료의 극 인 시를 

통해 밤섬역사의 주체를 확인시키고 모형제작을 스스로 기획하고 고안하고 있는 행

들은 이들이 무형문화재로 창출된 민속으로서 수동 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극

인 역사  실천의 주체로 행 하고 있음을 보여 다. 마을로서의 집단의 역사와 

통이 기억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열망과 그것을 실천해가는 분투들은 만들

어진 민속으로 규정된 상 그 이상을 함의하고 있다. 이  에서  한국 사회

에서 민속의 존재 방식으로서 무형문화재 제도는 이들에게 필요에 의해 선택된 방

식으로 밤섬 역사의 재로서 채택되어 이들의 역사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선(造船) 기술의 문화재지정 신청과 역사화

밤섬주민들에게 부군당과 조선(造船)은 밤섬 역사를 표상하고 있으며 통을 

승하는 집단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핵심  키워드로 기능하고 있다. 부군당굿

이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의례로서 승되어왔다면 조선(造船)은 주민들

의 주요한 생업으로서 세 간 기술을 승해 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식민화와 

70) 재 주민 는  도 공원과 같  생태공원   라고 다.  폭  

에도  건  가 돌 는 , 그  실 지  계  다시 실행  라고 

었다. 재 울시가 한강 상스 계   공 도 만들었듯   다시 사람  

다닐 수 는  만든다  후 에 한 것   수  것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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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화 과정을 거쳐 부군당굿이 이주과정에서 의례의 형식을 부분 으로 변화시켜 

왔다면, 조선(造船)은 식민지 시기 조선의 재료와 기술을 포함해 한강 수운 기능의 

축소라는 사회  변화 과정 속에서 쇠퇴와 소멸의 과정을 거쳐왔다. 물론 밤섬이 폭

되고 서울의 도시개발의 본격 으로 확산되는 1970년  ~ 1980년 에 이르러서는 

부군당 의례 역시 밤섬에서 해왔던 굿치성을 못하고 진지치성으로 체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지만 부군당이 의례를 거행하는 물질  기반으로 존재하는 데에는 문제

가 없었다. 반면, 조선(造船)은 한강이 락화되면서 보트배 수요에 의지해 일부 조

선기술자들이 주요 생업으로 연명해갔지만 부분 배목수에서 건축목수로 업해

가게 된다.

[사진 6-9]밤섬 주민이 일제시기

부터 사용했던 조선(造船)연장

이후 부군당굿과 조선(造船) 양자는 모두 문화재지정을 통해 다시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의미화된다. 부군당굿보다 조선(造船)이 먼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조선

(造船)은 1992년 처음 지정되었으며 부군당굿은 2005년에 모두 서울시무형문화재

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조선(造船)은 지정된 이후 당사자가 2년 뒤에 사망하게 되

면서 문화재 지정이 해제되었으며, 수조교가 기술을 수하지 않아 이후에도 문

화재로 지정될 수 없었다. 2005년 지정된 부군당굿이 ‘밤섬부군당보존회’라는 단체 

명의로 지정되어 마을단체가 존속하는 한 문화재지정 효력이 구 으로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반면, 조선(造船)은 개인이 문화재로 지정받아 개인이 사망하게 

되면 효력이 구히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후 밤섬의 배목수가 1997년 마포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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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으로 황포돛배를 복원하고 복원된 배를 밤섬 주민들의 고향방문 행사에 사용하

기도 했지만, 재 배를 모으는 기술을 가진 주민들은 차 죽거나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작업이 불가능해졌으며, 배를 모으는 연장도 사람과 함께 사라져 갔다. 재 

배를 모으는 기술을 가진 주민은 서  명 생존해 있으나, 연장을 가지고 직  작업

을 시작할 수 있는 주민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존해 있는 주민은 배를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다. 아버지로부터 여

히 그 기술과 도구를 수받은 주민의 경우는 배를 복원해 남기길 원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여지를 여 히 타진하고 있다. 우선 안정 인 작업환경을 만들고 지

원 을 받기 해 1994년 이후 지정해제된 밤섬의 조선(造船)이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형문화재제도에 있어 ‘ 승’이라는 개념을 비

추어서 조선(造船)을 문화재로 지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결과를 받게 된다. 그는 밤섬

부군당굿이 문화재로 지정받아 보존회가 있는 한 원히 갈 수가 있지만, 조선(造

船)은 승이 안 되어 지정불가로 서울시에서 회신이 온 것에 해 안타깝게 생각하

고 있었다.

이후 문화재지정이 좌 되자, 배를 복원하는 작업을 시도하게 된다. 배를 모으는 

일은 혼자서 할 수 없는 힘든 작업으로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2010년에는 

배를 만들기 한 구체 인 노력이 시도되었다. 시에서 배를 만들기 해 필요한 

산과 작업 계획을 질의하자 그 주민은 여기 기 알아보고 비를 했으나 산 부족

으로 착수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쉬워했다. 그는 직  재료와 인부를 구하고 경기도

에서 조선(造船)으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과 해 작업에 한 구상을 가지

고 있었다. 산이 많이 들어 진척이 되지 않고 있지만 여 히 배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 배가 한강과 밤섬의 역사를 보여주는 물질로 남겨지길 바라고 

있다. 이러한 생각과 연장선으로 그는 복원된 배와 연장이 박물 에 시되길 희망

하기도 한다. 그가 보유한 연장을 박물 에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듣고 박물  

계자가 방문했을 때, 그는 박물 에 한 기증은 ‘그냥 창고에 갔다 놓면 무슨 의

미가 있는냐?’고 말하며 만들어진 배의 시와 함께 연장의 쓰임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자체보다 그것에 한 맥락을 주요

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시되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까

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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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갖다놓면 그게 뭐에 썼는지 가 알아. 내가 다 설명해줘야지. 연장의 쓰

임과 사진으로 설명하고 시를 해야지. 그냥 여기에 있는 게 낫지. 나 죽으면 

갔다 놓면 되지, 연장만 쭉 갔다 노면 몰라. 나무를 고 갈을 박고 이러는 

거 다 사진 고 기록해서 같이 시해야지 창고 속에 넣느니 여기에 가만히 

놓는게 낳아. (M씨, 1936년생)

노량진 살던 친구가 일산에 살고 있는데, 개도 밤섬에서 주문해서 배도 만들었

었고, 박물 을 만들라고 해,. 일용이를 소개시켜주고 연장을 팔라고 하는데 

안 팔아. 실제 우리가 만들고 여기서 쓰던 거니까 (다른 것보다) 요하잖아.  

모형식으로 만들면 괜찮다 그걸 안하더라고, 뒤주도 만들고, 모래실이 배 같은 

건 간단하거든, 모형만 만들어나도 되는데, 작은 거 만들어서 유리박스로 딱 

만들어 놓면 좋을 텐데. (D씨, 1933년생)

이와 별개로 밤섬의 조선(造船)을 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주민 표들은 과거 문

화재로 지정되었다 해제된 목수들을 거론하며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먼  돌아가신 

박정옥옹의 아들이 아버지 보다 먼  죽은 것을 안타까워했으며 아들이 아닌 동네 

다른 사람을 수자로 지정해 계속 이어나갔어야 했다며 과거를 후회하고 있다. 특

히 밤섬 주민들의 조선(造船)에 한 자부심과 열정은 단순히 연장에 한 간직이나 

애착이 아닌 밤섬역사를 보여주는 요한 물증으로 의미를 두고 있다. 골동상에서 

구할 수 있는 다른 연장과 다른 은 바로 ‘우리가 만들고 여기서 쓰던 거’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리고 산이 무 많이 들어가는 큰 배 제작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작은 모형 배라도 만들어 조선(造船)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기도 한

다. 조선(造船)의 지속을 표출하고 싶은 것은 부군당과 같이 밤섬 역사의 표상이 지

속될 수 있다는 열망에 기반한다. 작은 모형배라도 만들어 보라고 권하거나 서울시

와 해 황포돛배를 재 하고자 하는 시도들 그리고 박물 에 자신의 연장들이 

시되어 밤섬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들은 바로 이러한 것에 기인

한다. 이것은 밤섬주민들이 사진을 모으고 시하고 모형을 제작한다거나 하는 행

들이 박물 에서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큐 이 하는 행 와 같이 정교하게 기획

되고 실천되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造船)과 련된 밤섬 주민 내부에서 인식하고 있는 밤섬의 역사

는 기원에 한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신들의 역사가 언제부터라는 것을 외부

자들에게 설명하기 해 자료도 찾아보고 주민들간에 이야기도 나눠보기도 했다. 

그러나 역사 인 기록으로 실증할 수 없는 역이므로 선 로 부터 들은 기억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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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 생각으로 마을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개 세 가지로 마을의 

역사  기원을 표 하는데, 한양천도라고 하거나 그것을 조  구체화해서 600년  

혹은 400, 500년 으로 표 하고 있다. 

부군당사우재삼이건내택문

본 부군당 사우(祠宇)은 원래 한강율도에

한양천도 당시 창건한 것으로 추측되며 근오백칠십여년간 율도주민들이 매년 

정월 2일에 제향(祭享)을 행  단기사천삼백일년에  와우산록 이축 시

향(侍享)타가 국책으로 APT단지가 조성됨으로 부득이 3차이건  되니 명하

신 신령이시여 물경물외(勿驚勿畏)하시고 본사당에 시빙의안정(永永是憑

依安靜)하시기를 기원하오니

원시혜주심을 천만복원하나이다

단군기원사천삼백이십팔년 십이월십사일

밤섬부군당굿 

한양천도 600년의 연 을 함께 지닌 밤섬 부군당을 이  신축하고 을 제

작 밤섬 원주민 이름을 길이 남기고져 명 에 연명합니다.

밤섬부군당제 홍보팸 릿

밤섬 부군당제는 밤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약 400년 부터 당이 세워져 

제(祭)를 제내온 것으로, 1968년 밤섬이 폭 되면서 재의 자리로 옮겨 제

(祭)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밤섬실향민 고향방문 행사 홍보팸 릿

500년  조선의 서울 천도와 함께 배 만드는 기술자들이 처음 정착했다고 

해지는 이곳은 마포항이 물산의 집산지로서 번성하 던 까닭에 고유의 통 

한선(황포돛배)제조업이 발달하 고 배짓기  진수 등의 과정에서 유래된 

“마포나루배 진수놀이”이라는 독특한 통 문화를 간직해왔다.

먼  500년이라는 숫자는 조선시 를 표 하는 일반 인 시간이자 주민들간에 

해 온 패턴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30년  언더우드가 한강변에서 조선(造船)을 

조사했을 때에도 500년 동안 배를 만들어왔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은 이들이 자신들

의 역사를 조선왕조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 과거부터 해 내려온 인식임을 보여

다. 한, 무라야마 지 이 밤섬 인근 용강동의 부군당을 조사했을 때 주민들이 

‘지 으로부터 오백여년 에 동막리의 창설이래로부터 신으로 받들여졌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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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村山智順 1936 :16). 따라서 

조선왕조를 500년으로 표 하든 600년으로 표 하든 실제로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

은 아니었다. 문구를 직  쓴 주민 표는 실제 조선왕조가 세워진 지가 600년이 넘

었으니까 500년이 아니라 600년으로 해야 되는데, 윗 한테 들은 것은  500년이라

는 말을 듣기도 해서 무엇으로 해야 할까 고민스러웠다고 한다. 400년이라는 것도 

마을에 한 구체 인 묘사와 기록이 1556년 조선왕조실록에 나온다는 것을 듣고서

는 좀 더 실증 인 기록이라고 단하고 400년이라고 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

되게 표 되는 것은 문화재안내 에 쓴 것과 같이 ‘조선시  서울 천도’라는 표

이다. 이 표 은 그 동안 신문이나 방송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반 하고 있었다. 

가끔 찾아와서 물어볼 때마다 나이 든 주민들은 조선시  서울 천도부터 밤섬의 조

선(造船)이 시작되었다고 윗 로부터 들은 것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여기서 400년과 

500년 그리고 600년이라는 시간 는 객 으로 증명되거나 기록에 근거한 것이 아

니라 주 이고 주민 내부자들에 의해 구성된 시간으로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400~600년이라는 큰 편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 성 있게 서울의 역사와 자신들

의 역사를 동일시하고 있다. 밤섬마을을 단 로 하는 집단  정체성을 재구성하기 

한 략으로 선택된 역사  시간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을의 역사에 한 심은 최근 밤섬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증거물이

었던 은행나무를 다시 심는 문제로 표명되기도 한다. 이 은행나무는 고려 말 충신 

김주(金澍)71)에 의해 심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밤섬 사람들에게는 부군당과 더

불어 밤섬마을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물로 이야기되곤 했다.72) 재 김주의 

후손들인 서산 김씨 종친회에서 밤섬주민 표에게 밤섬에 은행나무를 심을 것을 제

안했다고 한다. 밤섬주민 표들도 이를 검토해서 귀향제를 할 때 이를 실행하고자 

계기 에 알아보고 있으며 밤섬마을에서 가장 오래 존재했었던 은행나무에 한 

기억을 재생시키는 노력을 다음 귀향제에서 실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71) 주(金澍)는 에  하  행  심었    다. 그는 1392 (공  

4) (禮儀判書)  지내  하 사(賀節使)  라에 갔다가  마 고 돌 다가 

강에 러 망  식  듣고 라  다시 돌 가 그곳에  죽었다고 한다. 그  해

는  행  에 뿌  고  사 하   지킨  하여   

 다고 한다( 미 지 향  http://gumi.grandculture.net, 울특별시 1985 : 

724).

72)  행 에 한 는  집 『靑莊館全書』 2  시고 2(嬰處詩稿二) 

‘栗島’에도 등 한다.



329

옛날에 밤섬에 유배 왔던 서산 김씨가 있어. 서산 김씨 후손들이 옛날 조상의 

할아버지가 밤섬에 유배와서 은행나무 두 그루를 심었 요. 그걸 알아가지고 

부군당하는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직 은행나무가 남았냐고. 그분들이 밤섬에

다 은행나무를 심을려고 해요. 자기네들이 밤섬 들어가는 것보다도 밤섬보존회

에서 추진하면 유리하지 않느냐해서 밤섬보존회에서 책임지고, 은행나무를 양

평 용문사 은행나무를 밤섬보존회에서 심어달라고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거든

요. 작년에 와가지고 우리가 밤섬에서 철거할 때 은행나무 사진을 어놨던걸 

자기네들이 크게 확 해서 보 하고 있어요. 후손들 종친회 회장이 한번 찾아 

왔더라구요. 그래서 구청에다 이야기했더니 구청에서도 서울시에다 더라고. 

서울시 조경과에 허락을 맡으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우리가 귀향제를 지낼 

때 가서 은행나무를 심으면  될거 아니야.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

무를 뽑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밤섬에다 심으면 방해할 사람은 없을 것 같

아. (D씨, 1933년생)

요컨 , 조선(造船)과 부군당을 심으로 하는 밤섬주민들의 행 와 그것에 연

된 일련의 과정들은 밤섬마을의 집단  정체성의 재구성과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

다. 조선(造船)이라는 통  자산을 통해 다른 집단과 구별짓고 있으며, 서울의 다

른 부군당이나 마을의례보다 훨씬 깊은 역사성과 토착성을 가진 것으로 자신들을 

구분짓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서울의 다른 부군당과의 차별성뿐만 아니라 마을굿

으로 같이 지정된 왕십리 애기씨당이나 화산도당굿과의 거리두기에서도 드러난

다. 두 당이 무속인이 소유하면서 연속해 온 의례라면 밤섬부군당은 그들 스스로 연

속해온 의례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이들이 마을의 이산으로 가시화

된 마을의 해체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내부자로 하여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집단으로서의 결속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들

은 기록되지 않은 혹은 기록되었지만 알려지지 않은 자신들의 역사를 재구성해 가

는 ‘역사쓰기’를 통해 구체화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들이 시도하는 역사쓰

기는 과거로부터 연속해 온 과정을 그들 나름의 시각과 인식에 기반해 설명하고 있

다. 이러한 과정들은 통에 한 발명이나 창출이라기보다는 소멸되었다가 다시 

재생되고 그 과정에서 다시 부가되거나 강조되는 변형을 실천해 온 밤섬역사의 일

부라고 할 수 있다. 곧 재 밤섬에 해 악되는 상들은 시간의 축  속에서 가

장 상층에 치한 표면으로 오래 부터 지속되어온 체의 과정을 추동시켜 온 결

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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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역사없는 사람들’의 역사쓰기

지 까지 문화재지정을 후로 하는 밤섬마을 주민들의 문화  실천들을 살펴보

았다. 이들은 밤섬을 역사화, 통화시키면서 자신들의 본거지로서 고향에 한 서

사를 재생산하는 노력들을 개시켜 왔다. 특히 밤섬마을의 이산 이후 개되는 부

군당굿과 고향방문행사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문화에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주

민들의 극 인 의지와 실천에 기반해 이끌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무

속인 심의 문화재지정에 해 비 으로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심으로 환시

키기 해 노력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밤섬사람’

으로서의 역사와 통이 어떠한 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해 고민하고 스

스로 도출해내고 있었으며, 그것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한 시도를 개시켜 나가

기도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들은 동향(同鄕)으로서 밤섬을 여 히 하나의 마을

로 상정하고 이 범주를 집단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구별짓기를 시도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밤섬마을의 부군당굿이 여타 다른 한강변의 부군당과 비

교해 원주민에 의한 의례의 승이 보다 충실하다는 자부심과 그들이 이어온 조선

(造船)의 역사가 서울과 한강의 역사를 담지하고 있다는 의미화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2000년  이후 개되는 의례들 역시 최근에 갑자기 만들거나 이 부터 

연속해온 것들과 다른 의미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부군당굿과 고향방문행사 등이 에 의해 발명된 것으로 단순화해버리는 해석에 

한 연구자의 비 이기도 하다. 밤섬주민들은 이미  원주민들의 수가 어드는 

공동체의 이산에 한 기감을 느끼고 이에 한 비를 해오고 있었다. 1980년  

후반 무렵부터 실 속에서 보다 주민들의 공동체  연 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을 

내 모임을 통합해 갔다. 이 시기는 한강종합개발이 완수된 이후이자 올림픽을 맞이

하는 시기 으며, 조선(造船)을 생업으로 연명해가던 주민들이 건축목수로 겸업하거

나 아  업화된 시기 다. 밤섬 주민이 복원한 배는 개발이 완수된 한강에서 역사

와 통의 상으로 부상해 유람선과 함께 떠다니게 된다. 조선(造船)이 생업이 아

닌 통화되는 동시에 주민의 와우산 이탈은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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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밤섬마을을 유지해왔던 결사체의 통합으로 연결되었다. 기존 한강 밤섬 마을에

서부터 있었던 상계와 와우산 이주 이후 생겨난 친목계 등을 밤섬향우회로 통합

했던 것은  장례문화로 상계가 유명무실해진 이유와 함께 장례를 상계에

서 담당하고 마을의례를 친목회에서 담당했던 구조를 밤섬향우회로 일원화시킨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이후 향우회를 심으로 재개발의 시련과 마을의 이산 

속에서도 마을공동체를 표상하는 부군당을 지켜내게 된다. 특히, 향우회를 발 으로 

재개발 이후 밤섬마을의 공동체  의례를 연속시키기 해 밤섬부군당보존회를 만

들게 되었으며, 구청으로부터 고향방문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행

사의 원활한 추진을 해 밤섬부군당보존회를 밤섬보존회로 변용시켜 행사 때마다 

마을 일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러한 향우회나 보존회가 의례를 실행하는 주체로 부

상하는 상은 밤섬부군당 외에도 다른 부군당에서도 공통 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은 부군당 의례가 도시화로 인해 흩어졌던 실향민을 규합시키고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과 인간  지속을 확인하는 기제로 활용되고 있는 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73)

마을공동체를 연속시키고자하는 주민들의 극 인 행 는 짜여진 행사처럼 보

이는 부군당굿을 할 때도 드러난다. 굿이 이루어진 공간 자체는 무속인들 심의 공

연이 심으로 이 맞춰지는 것으로 찰되기 십상으로, 무속인들과 카메라와 

수첩을 든 기록자들 그리고 련단체들에 의해 앞마당이 유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뒷마당에서 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경이 나타난다. 보존회 표들은 뒷마당에

서 고기를 굽고 술을 먹을 수 있도록 미리 비하고 굿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안주

를 가져다 주는 식의 앞마당과 뒷마당을 연결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

다. 한, 지속 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해 문화재 원이나 련 인사들과 개최날

짜 조율과 공간확장 등을 타 하는 노력을 통해 부군당굿이 ‘밤섬사람들’의 것으로 

연속시키기 한 시도를 지속해간다. 이러한 시도들은 행사를 지원하는 문화원이나 

구청과 갈등을 빚기도 하는데, 특히 배를 타고 밤섬을 방문하는 고향방문행사에서 

첨 하게 드러난다. 구청에서는 구 차원의 통문화 행사로서 다른 구성원들의 참

여를 원하고 있으며 행사의 안 을 해 밤섬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반면, 

밤섬주민 표는 주민들의 참여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밤섬에서 주민들끼

73) 태우(2008)는 러한 당  도시  울 지역에   고  ‘ 리 실향

민’들  체 과 간  지  하는  고  시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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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친목의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구청측은 과거 고향

방문 행사를 부군당굿 행사와 일원화시키고자 시도했으나, 주민들이 강하게 반 하

고 격년제 실시를 제안함에 따라 양자가 합의하게 된다. 한 주민 표들은 자신들

이 직  유교식 의례에 참여하고 있으며, 의례에 참여하기 한 의복을 마련하고 의

례공간 뒤편에 밤섬 사진 을 개최하는 노력을 통해 구청 주의 행사에 밤섬마을

의 역사와 통을 공유할 수 있는 시도들을 개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밤섬마을이라는 집단으로서 정체성을 구성해 가는 문화  실천들은 자신들

의 역사와 통에 한 아카이빙과 큐 이 으로 나타난다. 과거로부터 연속해 온 

존재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의 기반은 어디까지나 한강의 밤섬에 남아있으며, 그것은 

부군당과 조선(造船)에 한 역사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밤섬사진을 부단히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과 과거 한강수운의 역사

를 표출하는 물증으로서 조선(造船)과 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다. 한 조선

(造船)을 문화재로 지정신청하거나 배를 만들었던 도구들을 시하는 노력으로 발

되기도 한다.

동시에, 밤섬마을 주민들은 부군당굿과 연 되어 자신들의 주체  치를 자리매

김하기 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해서 밤섬 역사와 통의 의미화를 상호 공유

할 수 있는 시도들을 해오고 있었는데, 먼  할 구청이나 문화원이 개입하는 행사

라 하더라도 밤섬을 소개하는 내용이나 요한 문건들은 모두 밤섬주민 표에 의

해 작성되고 있었다. 가령, 밤섬주민 표에 의해 작성된 ‘밤섬문언’은 밤섬의 역사

를 소개하는 각종 리 렛이나 안내 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 문건을 토 로 무형문

화재인 ‘밤섬부군당굿’에 한 문화재안내 까지 작성하게 된다. 곧 할 자치단체

에서 설치하고 있는 공식 인 문화재안내 의 문안까지 주민이 직  나서 역사를 

서술하고 의미화하는 행 를 보여주고 있다.

밤섬(栗島)文

내가　살던　고향　밤섬은　 부터　마포　팔경의　하나로　뛰어난　풍경을　

자랑하던　곳으로서,　돌방구지 넘어　나룻터에서　배를　탔고　아랫말　우물

뚱게,　딱지치기,　구슬치기,　재기차기,　엽 딴지치기,　자치기,　팽이돌리기,　

은행나무에서　은행따고（굵고　큼),　 바 　웅덩이에서　버드나무에　실 낛

이　메어　피라미잡고,　새말에서　민어부래　끓여　사 리　으깨　연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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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치 매겨　연  끊어먹기 하며　당쩌끝에서　부군당　한강수신을 다스리고 

동네안녕을 비는 치성굿 구경하고 밤섬에서 높은 곳 윗잰말래, 아래잰말래가 

있고, 용아머리에서 기념사진 고 문둥게에서 미역감고(수 ), 배짓고( , 

나가사끼, 주냄비), 배 띄워 잔돈벌어 깔사탕 사먹고, 야학부에서  배우고, 

공청(노인정)으로 동네 회의하고, 수평 철  운동하며, 윗뻐게 명사십리 놀이꾼 

구경하며 뒷께를 끼고, 아래뻐게에서 삘기 뽑아먹고, 물쑥캐어 나물 무쳐먹고, 

공지잡아 고추장 어먹고, 여름홍수때 건진 나무 땔감에 보태쓰고, 지 이 

뭉치질로 뱀장어 잡아먹고 양보충하고, 벌 (여의도)에 땅콩심고 채소심어 

일년양식 장만하고, 배짓고 민어회 매운탕 얼큰하게 끓여 먹고, 모래실이 자갈

실이 삶에 보태고, 밤에는 모기피해 배 띄워 잠자리했고, 겨울에 얼음 썰어 빙

고에 장하고, 썰매타고 팽이치기 스 이트 타는 것(아이스하키) 구경하고, 동

쪽은 삼개(마포), 용산에 노들다리(제일한강교)가 있고, 서쪽에는 양화도에 선이

(선유도), 쥐산, 두산, 당인리 발 소, 남쪽은 청풍명월 악산아래 여의도 

비행장, 양말산 (국회의사당), 등포에 공장이 많았고 북쪽은 북한산아래 와우

산, 서강 등학교, 신 과 서강나루가 있었으며, 밤섬의 특성  희성이 많이 

살았으니(성씨로는 김, 나, 마, 박, 백, 서, 선, 석, 성, 안, 이, 인, 오, 유, 윤, 

장, 조, 지, 채, 최, , 표, 한, 허, 함) 이십오개 각 성받이가 살았으나 한집안 

같이 인심이 좋고 화목하게 잘 살았음.74)

‘밤섬문언’은 어느 한 사람의 이 아닌 주민 공동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

표  한 사람이 주도 으로 작성했지만 문구 하나하는 여러 명이 동시에 참여해

서 결정했다. 문장 속에는 밤섬의 공간과 그 속에서의 향수 그리고 한강이라는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생활문화를 담고 있었다. 이들은 ‘이런 거라도 있어야 밤섬에 사람

이 살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이러한 노력은 외부자들과 밤섬의 

역사를 공유하고 홍보할 뿐 아니라 내부자들에게도 밤섬마을의 역사에 한 요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후손들에게도 달하고자 하기 한 시도로 설명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앞서 설명했던 자료의 수집을 토 로 하고 있다. 자료수집의 과정 역

시 신문사에서 과거 사진을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 내부의 나이든 세 로부

터 확인을 받아 비교  정확한 정보로 기록하는 형태를 보여 다. 아래 밤섬마을의 

변화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록된 정보로 밤섬에 심있는 사람들에게 배포되

는 자료이다. 이 간단한 표는 6.25와 밤섬폭 를 기 으로 하는 마을 호수 변화를 

기록하고 있지만, 부군당을 마을 가구에 포함한 내용이나 6.25 당시 괴된 집과 사

망한 주민 수까지 기록한 것은 이 자료가 각별한 노력과 확인과정을 통해 만들어졌

74)   에  태어 고 란 K (1936 생)에 해 주도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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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게 드러난다.

[표 6-14]밤섬마을의 변화(밤섬주민 표 작성)

시 기 마 을  황 비 고

6.25이 부군당 포함 110가구

6.25당시 폭격으로 당 주변 13가구만 무사
53명 사망

(97가구 괴)

이주당시 65가구 443명 이주 창 동 산 2번지로 이주

이와 같이, 밤섬에서 개되는 문화  실천들은 내부자들에 의한 과거에 한 심

층 인 탐구와 노력 그들 스스로 재를 통으로부터 설명해내고자 하는 시도들과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폭  이 의 역사  과정을 재 자신들이 속한 집단

으로 연속시키고자 하는 치열한 열망들은 역사  주체로서 자신들의 역사를 써내려

가는 작업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부자들에 의해 제시되는 자신들에 

한 의미화를 그들 스스로 비 으로 검토하고 조정해가는 작업 역시 역사쓰기의 

일환이기도 한다. 이를 테면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온 ‘당굿’을 ‘도당굿’

으로 이름짓기 한다거나 반드시 지정된 무녀가 굿을 해야 하는 문제, 부군당굿을 개

최하는 날짜를 변경해서는 안되는 문제에 해 주민 표들은 구청과 민속 문가들

과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역사와 통의 문제를 제기하는 외부 문가들

과 의 입장과 달리 마을주민들에 의해 이 모든 문제들은 재론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오히려, 외부에서 규정한 역사와 통에 해 의문을 제기

하고 밤섬마을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그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나가고 있다. 조나던 리드먼이 ‘역사없는 사람들’이란 타자에게 자신의 정체성

을 내 보일 수 없는 사람들로 설명했던 방식을 용하면, 지속 으로 자신들의 정체

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을 확인하는 ‘역사없는 사람들’이 아닌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Friedman 2010: 260-261). 곧 밤섬 주민들의 문화  실천은 이들이 ‘역

사없는 사람들’ 이 아니라 ‘역사를 가진’ 사람들, 더 나아가 ‘역사를 직  쓰

는’ 사람들로서의 면모를 드러내 다.

곧, 밤섬주민들의 정체성 구성을 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  실천은 자신들의 정

체성을 확인하기 한 행 일 뿐 아니라 그러한 행 들을 통해서 근 화라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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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역사 속에서 의미있는 존재로 살아왔던 집단으로서의 역사를 드러내기 한 

행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소개하기 한 역사서

술 행 뿐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를 아카이빙하고 큐 이 하는 작업 그리고 모형을 

제작하거나 문화재제도에 한 비  인식의 표출을 포함하는 집단의 주체성을 드

러내는 일련의 실천들은 역사를 써내려가고자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20세기 도시개발 과정에서 사라져간 서울이라는 도시 속에 

남아있는 ‘마을의 역사’를 부군당이라는 의례의 물질  잔존을 통해 연속해 가려

는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의 민속으로 제시되어 통문화 자

원으로 실행되고 있는 부군당의 존재가 함의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무속신앙을 

매개로 연속해 온 마을단  공동체  문화의 역동 인 변화와 지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밤섬주민들에게 부군당 의례는 코마로 가 설명하고 있는 ‘만

들어지고(In the Making) 있는 역사’로서의 의미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원형을 고집하는 문화재 원들이나 문화재제도에 비해 훨씬 유연하게 자신들의 과

거를 해석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서 제안

하고 있다.

한, 연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지 이라는 행정의 작용을 과다하게 설정

하고 있는 ‘발명된 통’의 시각은 밤섬주민들의 역사를 타자화시키는 ‘희생자’로서

의 시각을 재생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발명’ 이 에 그것의 과정

(process)과 주체들의 실천(pratice) 그리고 역사  과정에서 볼 것을 요구한 보롭

스키(1994)의 인식은 밤섬의 재를 역사 속에서 독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것

은 서론에서 개했던 바와 같이 ‘ 통의 발명’이 사회이론가들에 의한 주변부 문화

에 한 공격으로 간주했던 살린즈의 시각에서 만나고 있다. 연구자는 밤섬사람들

을 희생자가 아닌 문화  주체로서 자신들의 역사를 실천해가는 있는 집단으로 의

미화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의 근 화 과정에서 주변부로 려났었던 사람들에 한 

새로운 해석의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요컨 , 밤섬마을의 20세기 역사는 의례가 모든 인간 사회에서 하나의 역사의 도

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의례라는 것은 종종 바로 그런 것을 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는 코마로 의 인식과 병치된다. 그는 의례가 도처에서 사회  사

실들과 집단  정체성을 만들거나 재구성하는 과정들의 요한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의례에 한 두 가지 인식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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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보수 으로 그리고 보호주의자 으로 보는 오래되고 지속 인 통 그리고 이와 

다르게 사회  재생산이나 문화  지속, 정치  권 의 요한 메커니즘으로서 보

는 시각 양자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제안된다(Comaroff 1993 :ⅹⅹⅸ  ). 여기서 

코마로 가 설명하는 의례는  한국사회에서보다 복잡하게 얽 있다. 무속  신

앙과 동제 그리고 민속과 무형문화재는 제도의 변주는 한국  근 화의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인식은 한국에서 개되고 있는 무속신앙에 한 원형

주의와 문화정치학 양자 사이에 요한 시사 을 던져주고 있기도 하다. 의례의 원

형과 의례의 권  하에서 개인과 집단  열망은 의도 이든 그 지 않든 새로운 기

호들과 의미들을 엮어내고 있듯이 밤섬주민들의 실천은 그들이 의도 이든 그 지 

않든 간에 ‘도시 속 마을’의 역사를 표출해 내는 통의 계승자로 그리고 자신들

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역사  행 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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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결론

이 연구는 근 화 과정에서 통을 근 성과 분리시켜 ‘ 근 인’ 것으로 사고

화하도록 주도하는 담론에 해 균열을 가하는 시도로 기획되었다. 서론에서 밝힌

로 크게 두 가지 논지로 개시켰는데, 첫 번째는 도시개발의 과정에서 마을의 역

사를 새롭게 구성해내고 그곳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을 역사  주체로서 의미화하는 

작업이다. 연구자는 이 과정에서 기존 한강변 민속신앙의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군당에 한 새로운 의미화를 시도했다. 재 부군당의 존재가 어떠한 의미를 드

러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해 한 마을의 역사와 재까지 마을의 의례를 

실행하는 주민집단의 문화  실천에 한 연속  이해를 시도했다. 연구자는 이를 

통해 부군당을 민간신앙과 굿이라는 무속의 공간으로 한정짓기 보다는 소멸되지 않

고 지속되어 온 ‘도시 속 마을(Village in Urban)’의 존재를 표출해내는 매개체로 정

리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통의 핵심으로서 일반화된 민속의 상들이  한국

사회에서 법제화되고 행정  패턴화되어 가는 구조에 기 어 ‘ 통의 발명’으로 

단해가는 경향에 한 비 이다. 이와 연 시켜 한국에서 주도 으로 이루어졌던 

민속연구의 특성인 상  패턴화와 원형주의  지향에 한 비 담론인 ‘포크로리

즘’에 한 재론 역시 이와 연장선에 있다. 이 두 가지 논리는 한국사회에서 통의 

문제를 이해하는 요한 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사례별 차이에 한 

구분과 시간  과정을 차별없이 용시키는 한계를 발생시키고 있다. 연구자는 이

러한 이 재 한국에서 통으로 명명되어 생존해가는 형태들을 문화정치  역

학구조로 일반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은 다분히 과거로부터 

연속된 근 화의 과정과 격하게 재편되는 재로 연결되는 지 들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공백으로 처리한 것에 기인한다고 단하고 있다. 이러한 은 역사와 민

속에 기반하는 통 인 상들을 문화비평  언어로 압축하는 결과들을 생산해내

면서 포스트모더니스트  취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연구자는 이들의 시각에 한 비  이해를 해 살린즈와 코마로 의 설명을 

제시하고 이를 토 로 논지를 개해 왔다. 살린즈는 역사  과정 속에서 주체들의 

문화  실천들에 한 극 인 엄호를 통해 ‘ 통의 발명’이라는 명제에 항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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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하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 통’을 근  역사에서 문화 으로 특수

한 변화의 체계로서 이해하고 마치 통을 하 주체들의 마음에도 없는 문화나 행

로 정의되고 있는 담론에 해 비 했다(Sahlins 1993 : 377-381). 단언컨 , 

국가의 의도와 행정의 작용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지역의 문화원 등은 행 집단  

하나로서 요한 힘의 역학 계를 구성할 지라도 어디까지나 이들 집단은 통  

행 를 직  실행하는 혹은 의미화하고 그것을 열망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기존 

사회이론가들이 설명하는 통과 민속의 생존구조는 마치 ‘사람들(Peoples)’이 없

어도 설명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해석의 틀 속에 국가와 행정의 작용을 과 하게 설

정하고, 직  그것을 행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과소하거나 국가와 행정의 의지

에 부속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인식은 코마로 가 인간 행

자(Human Agents)가 없이는 ‘실제들(Realities)은 실 되지도 않으며 상들은 

상화되지 않고, 사회 인 것은 사회화되지 않으며 재는 존하지 않는다’고 강조

했던 설명에서 보다 구체 으로 설명된다(Comaroff 2002 : 290). 

따라서 연구자는 재 심의 분석이 과거를 심하게 생략시키거나 상식 인 도식

으로 일반화시켜 설명하는 패턴에 그치고 있다고 단하고 그러한 시각을 교정하기 

한 하나의 방법으로 시간  과정을 통해 개된 역사  주체들의 행 들을 재

와 연결시켜가는 작업에 집 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의 근 화 과정에서 요한 20

세기라는 시간 를 풍부하게 연결시켜 재와 연속 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작업을 

개시켰다. 본론의 각 장들이 통하고 있는 한 가지는 마을의 역사를 단 보다는 

지속과 재편과정으로 이해하고 과거와의 연속성을 의미있게 보고 있다. 특히, 마을

공동체의 잔존을 표상하는 밤섬부군당은 공동체의 역사를 보여주는 물질이자 공간

이며, 그것이 무형문화재로서 연명하고 있는 상은 사회체계 내에서 재구성되는 

상인 동시에 여 히 마을을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집단에 의해 추동되어 선

택된 것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역사  과정을 통해 재의 문

화  실천을 의미화 할 것을 주장한 코마로 의 생각과 궤를 같이한다. 그는 남부 

아 리카 연구를 사례로 통 인 아 리카인들의 의식과 물질들을 근 성과 구분

된 것으로 제시할 게 아니라 이것을 역사화시켜 일상의 세계 안으로 집어넣어야 한

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례를 단순히 ‘ 통’의 승의 반 으로 간주하는 데 만족

하지 않고 그 개념을 보다 의무 인 의미있는 실천으로 엮는 것으로 시도하고, 의례

를 항상‘만들어지고 있는 역사(History-In-The-Making)’의 매개체로 설명하고 있



339

다(Comaroff 1993:ⅩⅩⅸ). 의례를 상징에서 해방시키고 특정 집단의 문화  동질성

을 보여주는 매개로 설명하는 것에 벗어나 역사화시킬 것을 주장한 코마로 의 설

명방식은 밤섬의 의례에도 유효하게 용될 수 있다고 단된다. 곧 밤섬마을에서 

부군당의 의미를 ‘신성한 수호신’에 한 언술로 표상화시킬 것이 아니라, 역사

 실천과정에서 그들이 문화  주체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략으로 이해하는 시

각으로 독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문제는 한국의 무형문화재에 한 비 과 포

크로리즘에 한 시각, 그리고 통의 발명을 둘러싼  한국사회에서의 민속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문화재보호법이라는 체계의 구성과 실천은 국가의 힘에 의해 

제안되지만, 그것에 반응하는 밤섬 사람들의 주도면 한 행 들이 매우 정교하고 

략 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문화재 지정 자체를 발명의 역학이 아

닌 새로운 의미의 생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와 더불어 그들의 과거와 재의 

행 들이 생존의 과 공동체의 강제  해체의 과정에 주체 으로 반응하는 역사

 실천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상존해 있다.

이러한 재의 의례를 역사화하기 해서는 변화와 재편에 한 구체 인 사실들

을 악하는 것이 연구의 요한 부분이었으며, 연구자는 이 부분을 역사  민족지

의 재구성으로 명명했다. 재의 상을 분석하는 논리들이 과거로부터 연속되어 

온 과정들을 단  혹은 창출로 무력화시키거나 생략시킨 지 들을 재생시키는 작업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로부터 변화와 지속된 행 들 속에서 ‘사람

들’을 발견해 내고 이들을 심으로 개되는 문화  실천을 구성함으로써 역사  

과정과 실천의 개를 구체화시켰다. 특히, 그 동안 자세하게 개되지 못했던 밤섬

의 구체 인 역사  과정을 재구성하기 해 ‘시간과 공간, 사람들’을 마을이라는 

공동체의 단 로 설명해내고자 했다. 연구자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재 밤섬 주민

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문화  실천들을 의미화하는데 있어서, 시간  과정과 공

간의 소멸과 재생으로 연결되는 복잡한 지 들의 연결을 시도할 수 있었다. 

특히, 시간  과정은 자연환경과 지리  구조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되고 지속된 

사회경제  체계를 ‘장기지속’의 으로 악했다. 오랫동안 마을의 요한 생업

기술이 세 간 수되어 왔으며, 그 작업방식 역시 가족과 친인척간 그리고 마을주

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한강수운이라는 사회경제  체계 속에서 가능한 것

이었다. 그 체계는 19세기 말 통사회에서 제도 으로 괴되었지만, 20세기  

일본제국을 심으로 하는 제국의 도에서 형성된 무역구조, 유통과 교통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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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반까지 이어졌다. 이후 개되는 정치  격변과정 속

에서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추동된 수자원 개발과 도시개발 행 가 착수되는 1960

년 까지 연속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시간  과정과 동조하는 공간의 

의미는 앙리 르페 르(Lefevbre)가『공간의 생산』에서 설명했던 사회  공간과 

정신  공간의 의미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앙리 르페 르 2011). 밤섬은 근 화

와 도시개발의 이행과정 그리고 주민들에 의해 새롭게 재구성되는 과정을 통해 공

간의 의미가 확장되고 새롭게 생성되고 있다. 이것은 밤섬의 자연환경과 지리  

치가 20세기 후반을 거쳐 복잡하게 변용되고 의미가 생성되는 과정을 포함한다. 밤

섬은 폭  이후  퇴 되었으며, 이후 다시 제거논쟁에서 살아남아 한강의 자연

생태보호구역으로 재생되는 공간의 역사를 써오고 있다. 공업화가 진 되어 가고 

있던 1980년  반 당  한국사회에 의해 추동된 환경담론의 힘은 밤섬을 보호되

어야 할 공간으로 단하게 된다. 동시에 밤섬주민들에 의해 역사와 통, 유년 시

의 향수와 같은 고향에 한 서사가 만들어 내고 있다는 에서 밤섬은 정신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미디어에서 과거 한강의 아름다웠던 

경 의 요소로 밤섬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밤섬을 도시 서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연으로 환유하고 있음을 보여 다. 동시에, 부군당은 여 히 마을공동체를 

열망하는 이들에 의해 표출된 밤섬 주민 내부의 정신  공간이기도 하다. 곧 고향의 

육체와 분리되었지만 고향에 한 서사를 생산해 내는 장소로 흩어진 주민들을 강

렬하게 집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상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 속

에서 마을공동체의 외형이 해체되어 가는 과정에서 원에서의 기억을 재구성하고

자 하는 열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다름 아닌 근 화 과정에서 발생된 ‘고향’

담론의 생산물이라는 설명과도 연 된다(나리타 류이치 2007 : 367-368).

이와 같이, 시간과 공간의 생산이 상호작용해온 밤섬의 역사는 마을공동체로서 

밤섬의 생활문화를 재구성하고 그들이 개해온 행 들을 설명하는 작업을 통해 통

합된다. 먼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  사실들’로부터 추론하자면, 조선 기 무렵

부터 여의도 목축장이나 밤섬의 경작지의 작물을 리하는 주민들이 거주했으며, 

이들에 의해 모셔진 신당이 밤섬부군당의 출발이었던 것으로 설명된다. 17~ 18세

기 무렵에 이르러서는 마을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기록들이 등장하는데, 여의도에

는 목축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집단의 마을이 그리고 밤섬에는 우리가 재 알

고 있는 조선(造船) 장인이 사는 섬으로서의 실체가 분명해진다. 인근 포구경제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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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인 한강수운 경제체계의 주요 지 으로서 밤섬은 수운의 요한 매개물인 선

박의 수리와 제조를 담당했던 장인들의 거주지  하나 던 것이다. 곧 재 밤섬의 

역사와 통을 표출해내고 있는 부군당과 조선(造船)은 오랜 역사  과정과 변화의 

축 이 만들어 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한강수운의 역동성이 변화와 재편의 

과정 속에서도 20세기 반부까지 생명력을 발휘하는 동안 밤섬과 인근 한강변의 

조선인 마을은 공동체  의례로서 부군당을 연속해나갔다. 이것은 식민지 시기 새

로운 지배형태와 사회경제  구조의 변동, 과학기술, 교통수단 등의 변화요인에도 

불구하고 한강 포구를 심으로 하는 조선인들의 교환경제가 유효했던 상과 연동

되기도 한다.

특히, 밤섬은 마을의 요한 생산토 인 조선(造船)을 상당기간 유지시켜 나간

다. 식민시기 동안 일본 선박 제조기술의 도입과 한강의 락화와 발맞춰 놀잇배를 

생산하는 등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조선(造船)을 유지시켜 나갔는데, 그 과정에

서 재료와 제작도구 등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식민정부의 정

책  기조와 연동되어 나타났으며, 밤섬 사람들에게는 ‘나가사키’니 ‘덴마’니 하는 

배들을 만들었던 경험으로 나타나게 된다. 부군당 의례 역시 주민들의 기억에서 ‘당

굿’으로 되살아나고 당시 마을을 환하게 비추었던 ‘부군등’에 한 유년의 기억을 

생생하게 달하고 있다. 동시에 밤섬 인근의 한강변 일 에서 부군당이 마을의례

로서 연속되었던 상황은 무라야마 지 이나 아키바 다카시 등의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실행된 민속조사에서도 확인되는 바이기도 하다. 

이후 20세기 반 쟁으로 인해 한강수운이 물리 으로 단 됨으로써 밤섬을 

시한 한강변 포구마을은 격히 재편되기 시작한다. 변화된 환경과 새로 유입된 

이주민들 사이에서 밤섬에는 원주민들이 다시 들어와 마을을 재건했으며, 여 히 

조선(造船)을 근간으로 강의 생태를 매개로 하는 생업들을 지속해갔다. 이러한 상

황은 본격 인 도시개발의 시 로 환되기 이 까지 계속되었으며, 그리고 이 과

정에서 당  도시개발의 역학은 개발에 한 국가  아젠다와 군인 료들의 신속한 

추진력과 구미에서 유학한 기술 엘리트들 그리고 토건기업의 성장과 상호작용하면

서 불도 로 환유(換喩)되는 속도주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밤

섬주민들의 선택이 정해진 상황 속에서도 마을을 유지시키기 한 략을 실천하게 

된다. 이들이 재까지 지속시키고 있는 ‘마을’을 심으로 하는 집단  정체성 형

성의 열망은 폭 가 있었던 1968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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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서 해석된 희생양으로서의 인식은  그들이 극 으로 마을의 역사와 

통을 유지해가려는 실천들 속에서 희미해지게 된다. 와우산으로의 이주가 원활하

지 않자 서울시로부터 토지 부를 얻어냈으며, 섬에서 산으로 마을을 통째로 바꿔

버린 실 속에서도 주민 공동으로 축 를 쌓고 각자의 집을 만들어 갔다. 서울시가 

연립주택 건설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들 스스로 ‘5계단’에 걸친 주

택들을 만들어 모든 주민들이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만의 밤섬마을

을 재건하게 된다. 동시에 마을의 공동체  의례인 부군당굿을 이어나갔으며, 수가 

었지만 와우산 꼭 기에서도 배가 만들어졌다. 밤섬마을이 재건되는 시간은 사라

진 밤섬이 귀환하는 시간이자 철새도래지로 생존해 오는 역사와 동시에 진행된다. 

섬의 실체가 복원되자 자연보호의 상징이 되어 버드나무와 풀숲이 된 고향을 주민

들은 밟아보고 싶은 열망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망은 통문화 자원을 발굴

하는 지방정부의 의지와 만남으로써 성사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20세기 개발의 연 기는 밤섬폭 로 끝난 게 아니었다. 와우산 산동네가 

아 트로 재개발 되면서 주민들은 이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마을공동체

를 상징하는 부군당을 지켜내기 한 분투를 통해 집단  정체성을 연속해나가게 

된다. 동시에 부군당 신축을 기념한 인 굿치성이 주민들의 기 으로 실행되

었으며, 이후에도 매년 추렴을 통해 부군당에서의 의례가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다. 

한 의례의 지속은 무형문화재라는 제도의 수렴을 통해 확보하게 되는데 주민 표

의 지정신청 노력으로 2005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승지원 과 행사비를 보조

받고 안정 으로 마을의례와 주민들의 고향방문행사를 병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하게 된다.

곧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들로 통합된 밤섬마을의 역사가 노정해온 재  의

미는 집단  정체성을 정교하게 표출하는 문화  실천들로 집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  실천의 요한 행 들  하나는 집단 내부와 외부자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시도들을 통해 악할 수 있다. 아카이빙과 큐 이 으

로 명명되는 이러한 행 는 마치 시기획자의 시각으로 자신 집단의 역사자료를 

수집하고 재 이루어지는 행 들을 기록하여 시하고 이를 설명하는 정교한 기획

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한 수집된 자료의 극 인 시를 통해 밤섬역사의 주체

를 확인시키고 모형제작을 스스로 기획하고 고안하고 있는 행 들은 이들이 무형문

화재로 창출된 민속으로서 수동 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극 인 역사  실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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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행 하고 있음을 보여 다. 곧 이러한 실천들은  한국 사회에서 민속의 존

재 방식으로서 무형문화재 제도가 이들에게 필요에 의해 선택된 방식으로 밤섬 역

사의 재로서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이들의 역사를 구성하는 일부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의례가 무형문화재 제도와 연결되는 과정은 

2005년 이후에 개된 ‘부분  사실’로서 혹은 긴 역사  과정의 단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의 의례는 제도에 의해 공모된 이벤트로 이해하기 이 에 밤섬마을이

라는 집단에 의해 추동되어 ‘만들어지고 있는 역사’의 부분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연구자는 밤섬주민들에 의해 주도되는 다양한 문화  실천들을 과거로부

터 연속되어진 밤섬의 역사를 스스로 되돌아보고자 하는 주민들 내부의 ‘역사쓰기’ 

작업으로 의미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외부에서 기억하는 밤섬의 역사 곧 여의

도의 제방으로 사라져간 마을의 역사는  한국사회에서 기억되지 않거나, 개발

의 역사의 일부로 혹은 ‘개발의 희생양’으로 이미지화될 뿐이었다. 자신들의 생업인 

조선(造船)이 언제부터 어떻게 개되어 왔고, 자신들이 살았던 공간에 한 매우 

구체 인 정보들을 밝 내려고 하는 노력과 자신들의 마을 의례에 담긴 의미들과 

그 가치를 표 해내고 공유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그들 나름의 역사쓰기 작업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밤섬주민들이 문화재지정을 갈망했으면서도 

지정용어와 명칭, 주체의 모호성, 개최 시기와 운 방법 등에 걸쳐 지속 으로 비

을 제기하는 태도들에서도 발견된다. 이들이 토로하는 일종의 ‘불만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원만하게 운 하고자 하는 열망의 표출이자 무형문화재 제도 그 자체가 

가진 권력에 항하는 내용이기도 했다. 사회  제도의 안정  지원과 자신들의 주

체  치짓기 사이를 타기하며 개시키고 있는 문화  실천의 양상은 밤섬‘사

람들’ 스스로가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체임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 , 본론에서 정리된 개요들을 서두에서 제기했던 문제로 환원시켜 연결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  연구자의 시각

은 서구 유럽을 심으로 근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 통의 발명’ 

로젝트를 비서구에 무분별하게 기계 으로 입하거나 ‘포크로리즘’으로 일반화

시키려는 문화정치학  입장들에 한 비  입지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이러한 차원의 주제를 통해 압축  근 화의 이행을 경험한 한국사회와 연결

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 논고의 목 이기도 하다. 식민화 과정과 해방 이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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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화 과정에서 격한 속도로 진행된 근 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의 통이 타자화

되어 먼 과거 혹은 타국의 문화처럼 낯설게 된 것은 그것을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한국 사회에서 

통은 종종 ‘발명’이라는 담론의 우산 속에서 지역과 집단에 한 구분 없이 설명되

기도 한다. 곧 근 화라는 식민화와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주변부, 근 , 통, 민

속으로 명명되는 것들에 한 해석에 있어서, 국가권력을 심으로 해석하는 틀이 

여 히 지배 이다. 이를 테면, 사회학에서 민속, 무형문화재에 한 인식은 거의 

행 주체의 역사성에 한 고려가 미미하며, 식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의 역사  

실천들이 무시되고 있다. 유독 국가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만들어’지거나 

거 한 모의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해 사회구조 심의 거 한 역사에서 벗어나 개인과 집단의 생활세계에 근 한 

상학  연구들로 환시키고 이를 통해 생활의 미세한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사람

들의 문화  실천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궁극 으로 경험의 실체 악과 해

석의 균형은 근 화 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역사의 법칙  발 과는 다른 양상의 

역사과정을 발견할 수 있으며, 역사에 의해 만들어질 뿐 아니라 동시에 역사를 만들

어가는 주체로서의 사람의 역할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오명석 2002). 이러한 

은 ‘역사없는 사람들’의 역사쓰기 문제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공

유하고 있는 통의 진정성을 생존시키고자 하는 ‘열망’의 치열함을 의미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역사  민족지들과 인류학  역사들

의 생산이라는 과제를 해서는 연구 상에 있어서도 국가나 거 한 지역을 단 로 

하는 작업에서 벗어나 작은 집단과 작은 지역  장소들에서 이루어지는 모순 이고 

우발 인 사례들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론과 모순되는 사례의 발견

을 통해 주도 인 사회이론의 균열된 지 을 포착하고, 인류학  해석을 통해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비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 논고의 의

의 역시 한국사회에서 활발하게 생성되고 있는 근 화와 통의 담론에 한 의미

있는 해석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근 화 과정과 역사쓰기의 문제, 그리고 

통을 둘러싼 문화  주체들의 경합에 한 한 해석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의의는 마을사 쓰기에 한 문제의식과 문화  실천으로서의 ‘역사쓰기’

에 한 문제의식에 해서이다. 자료조사 기에 연구자는 재 서울이라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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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밤섬마을’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혹은 한강변에 분포해 있는 부군당

들의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의문을 갖고 출발하게 되었다. 이후  자

료가 축 되면서 연구자는  한국사회에서 ‘도시 속 마을(village in urban)'의 

존재는 민속을 상화한 통  형태들을 심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들의 존재

는 근 화 과정에서 주변부로 인식되어 온 주체들로 의미화할 수 있다는 단을 하

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그들 스스로 역사  주체로서 의미

화를 해 가는 과정 그 자체가 마을의 역사, 주민의 역사를 새로 써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요한 은 연구자에 의해 시도되는 역사쓰기와 그들의 역사쓰기가 

별개가 아니라 결합되어 공동으로 역사를 써내려가는 작업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은 첫 번째 제기했던 통에 한 

인식과도 상통한다. 밤섬마을의 역사쓰기는 ‘한강의 기 ’으로 은유되는 20세기 

한국 사의 지배 인 서술에서 강  사람들의 삶을 통해 균형을 맞추는 시도이

기 때문이다. 1960년  후반 이후 시작된 개발의 연 기는 강과 함께 공존했던 삶과 

그리고 강을 떠나온 사람들에 한 이야기를 묻어버렸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통

의 이름으로 다시 호명되고 있다. 재 통 혹은 민속으로 규정되는 한강변의 마을 

의례들이 발명되었거나 창출되었던 것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법제화된 문화재행정

체계와의 상호작용이 만들어 낸 구도이자 결과론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통으로 

호명하기 이 부터 연속해 온 강  마을의 역사  과정 속에 마을의 제당은 치하

고 있었으며, 재까지 마을의 역사를 표출하는 물질이자 장소로서 의미화될 수 있

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보롭스키가 설명했듯이 결과 이  그 과정의 세부들을 역사 

속에 치시키는 작업은(Borofsky 1994), 이들을 탈역사화된 문화비평의 시각으로 

희생자로 고정화시키는 에서 탈피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들 스스

로 지속 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자신들의 과거를 통해 마을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역사를 연속해가는 문화  실천은 ‘보여  정체성이 없는 집단이야말로 역사가 없

는 사람들’이라는 리드먼(Friedman 2010)의 해석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

다.

따라서 연구자는 밤섬마을 연구의 의의를 도시개발의 역학에서 소외되었던 ‘사

람들’을 역사  주체로 부상시킴으로서 문화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자 한다. 이것은 당  한강개발 과정에서 하 도의 제거가 유로를 직선화시켜 홍수

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었으며 이것이 당  토목공학의 한계 이었다고 인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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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20세기 근 화 과정에서 문화의 문제가 역사를 직선화시키기 해 주변화되

었던 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재 우리는 강의 균형  역할을 했던 하 도(河

中島)를 제거하고 강의 생태를 무시하는 일직선 인 흐름을 고집했던 과오를 성찰

하고 있다. 그런 에서 이 밤섬연구를 하나의 목소리를 담은 직선 인 역사가 아닌 

다양한 주변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역사쓰기의 사례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쓰기 문제의 구도 속에서 통을 매개로 제기되는 문화정치학의 

을 좀 더 긴 역사의 호흡 속에서 볼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밤섬마을 연구가 남긴 한계와 과제를 언 하지 않을 수 없

다. 무엇보다도 밤섬마을을 심으로 하는 장기지속  역사를 20세기 후반 마을의 

재편과 이산 그리고 재 개되고 있는 문화  실천과 연속 으로 이해하는 

을 보다 선명하게 제시하기 해서는 보다 풍부한 아카이 와 민족지  자료들의 

통합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마을역사의 요한 부분으로 제안한 밤섬부군당은 한

강변에 치한 다른 부군당에 비해 역사  기록이 거의 없는 형편으로, 밤섬에서 보

했었던 자료의 소실이 매우 아쉬웠다. 자료의 부족뿐 아니라 지조사의 한계 역

시 큰 편이었다. 과거 밤섬마을의 생활세계를 보다 구체 으로 이해하기 해서는 

1920년 생들에 한 인터뷰가 실했지만 이미 사망한 경우가 다수 으며, 오

래  밤섬을 떠나 각지로 흩어졌던 사람들에 한 조사와 밤섬을 고향으로 서사화

하지 않고 있는 은 세 에 한 조사 역시 해결하지 못했던 한계 다. 무엇보다

도, 연구자의 논의가 밤섬마을과 비교할 수 있는 많은 사례들과 통합되어야 함을 

실하게 시인한다. 연구자는 앞으로 이 작업을 향후 과제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시 속 마을’들의 역사  실제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문화  

의미를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특히 재 무분별하게 도시를 잠식해 가는 

‘개발의 연 기’에 한 문제제기와 마을공동체  통이 국가 주도로 유되어 가

는 곧 민속의 제화에 한 성찰을 제안할 수 있는 실천  연구로 발 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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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 밤섬 련 내용(추출)
밤섬의

토지이용상황
사회 상황

1
1423년 2월 16일
(세종 5년)

밤섬에 뽕나무 8천 2백 80주가 있음 뽕나무재배

2
1451년 4월 21일
(문종 1년)

호조(戶曹)에서 밤섬[栗島]안에서는 백성이 개간하여
경작하는 것을 하고,오직 뽕나무만 심어서 그것이
자라거든 섬 안의 심을 만한 곳을 가려서 옮겨 심게
할 것을 계하자 왕이 그 로 따름

뽕나무재배
밤섬이 백성에
의해 개간

3
1451년 11월 3일
(문종 1년)

밤섬[栗島]에 심었던 감 (甘草)가 무성하여,명년
에 각도(各道)에 나 어 심도록 명함

감 재배

4
1463년 12월 14일
(세조 9년)

이흥상(李 商)이 “각 방(坊)의 군포(軍鋪)를 수즙(修
葺)하게 하고, 밤섬(栗島)의 감 (甘草)를 옮겨 심
으소서.”아뢰니,명하여 해당 사에 회부함

감 재배

5
1467년 5월 10일
(세조 13년)

신숙주가 지 밤섬[栗島]은 토성(土性)이 뽕나무에
합한데,매우 무성하지 못하니,청컨 백성들로 하
여 밭에 들어가게 하고, 밭 사이에다 공상(公桑)
을 심게 하여서 국용(國用)을 갖추게 하면,곡식에 해
롭지 않고 나라에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하니,임
이 가상히 여겨 받아들임

뽕나무
재배

백성들이 밤섬에
들어가 개간하
도록 하고 국가
에 쓸 뽕나무를
심도록할 것을
주장함

6
1472년 2월 11일
(성종 3년)

공조(工曹)에서,밤섬(栗島)안의 상시(奉常寺)등
제사(諸司)의 밭 가운데에 자생(自生)한 뽕나무를 배
양(培養)할 것을 아뢰자 그 로 따름.

뽕나무밭

에서 잠업진흥
정책의 하나로
밤섬 뽕나무 배
양을 논함

7
1475년 2월 16일
(성종 6년)

공조(工曹)에서‘연희궁(衍禧宮)·아차산(峨嵯山)·낙천정
( 天亭)의 세 잠실(蠶室)에 심은 뽕나무 묘목(苗木)
을 제사(諸司)로 하여 나 어 받아서 율도(栗島)에
옮겨 심게 하고,옮겨 심은 뒤에는 제사(諸司)에서 해
마다 심게 하여,그 숫자를 회계( 計)에 기록하라고
했으나 민가에서 강탈하여 취하고,혹은 다른 사(官
司)에서 심은 것을 몰래 서로 훔쳐서 옮겨 심으니 그
폐단이 크니 앞으로는 섬 안에 사는,사포서(司圃署)·
상시(奉常寺)·제용감(濟用監)의 노비로 하여 나
어 받아서 지키게 하도록 아뢰어 그 로 따르도록 함

뽕나무
재배

밤섬의 뽕나무
묘목을 민가에서
강탈하거나 에
서 몰래 훔치고
있음

8
1488년 1월 20일
(성종 19년)

율도(栗島)의 응방 (鷹坊位田)은 이미 공 (公田)
으로 환속(還屬)하게 하 으니,매[鷹]를 기르는 데에
수용(用)되는 것은 호조(戶曹)로 하여 지 하도록 함

밤섬에 있는 응방
이 공 으로

환속됨

부 록 자 료75)

[자료 1: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15세기 ～ 16세기 말 밤섬의 사회 이용]

75) 료는  지  료  통해 했 , 연  에 맞게  췌 거

  재 었다. 각각  료는 한 고 역원(http://db.itkc.or.kr), 실

(http://sillok.history.go.kr), 울 규 각(http://e-kyujanggak.snu.ac.kr), 한 언 진 재단에

 한 사통합검색(http://www.kinds.or.kr)  해 한 역사통합 보시스

(http://www.koreanhistory.or.kr)  했 , 보 사 검색  울 도

(http://library.snu.ac.kr) DB  하고, 식민지 시 에 간행  료는 립 도  원 검

색(http://www.dibrary.net)과 도 (http://www.nanet.go.kr)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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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516년 5월 22일
( 종 11년)

․박육이 잠실(蠶室)의 상군(摘桑軍)이 공무를 빙자
하여 사리(私利)를 하느라고 패(牌)를 차고 여염
을 출입하며 민간에서 사사로 심은 뽕을 빼앗고 있다
고 아룀
․용개가 “밤섬(栗島)같은 데에는 뽕나무를 많이 심
었으나 수직(守直)하는 자가 사가(私家)에 죄다 팔므
로,도리어 공용(公用)의 뽕이 부족하여 백성의 뽕나
무를 빼앗는 폐단이 있게 되었다”고 아룀

뽕나무재배
밤섬의 뽕나무를
수직하는 자가
사가에 팔고 있음

10
1516년 5월 23일
( 종 11년)

공조(工曹)에 지(傳旨)를 내렸다.
...밤섬(栗島)등에 에 심은 뽕나무도 규검(糾檢)·
수직(守直)하지 않아서,많이 몰래 따가는 일이 있게
되고,그 수직하는 사람도 혹 사사로 팔므로,공잠(公
蠶)을 치기에도 족하지 못하여 사삿집 뽕을 따서 민
간에 폐단을 짓기에 이르니,지극히 온편치 못하다.
성 밖 서울 가까운 뽕나무 심기에 마땅한 노는 땅에
뽕나무를 많이 심어 무성하게 하고 수직할 사람을 따
로 정하고, 밤섬 등에 해마다 더 심어 검찰하고,
수직하며,때때로 간(摘奸)하여 사사로 따는 것을
해서 잠실의 용도를 히 하되,간수(看守)를 삼
가지 않아서 성기고 무성하지 않거나 사사로이 따서
몰래 는 일이 있으면,수직하는 사람을 하게 논
죄(論罪)하라.”

뽕나무재배
밤섬의 뽕을 몰래
따거나 사사로이
팔고 있음

11
1533년 1월 17일
( 종 28년)

밤섬(栗島)에 한 여인의 시체가 뽕나무 아래 버려진
사건이 발생함

뽕나무

12
1556년 4월 4일
(명종 11년)

간원이 아뢰기를,
“잉화도(仍火島)는 양화진(楊花津)과 밤섬(栗島)사이
에 있는 별도의 구역으로 조종조 때부터 돼지와 양을
방목하여 가축을 기르는 곳으로 만들어 생서(典牲
署)와 사축서(司畜署)의 원으로 하여 장하게 하
여왔습니다.그런데 그 서의 복(典僕)들이 원에
게 지공할 돼지와 양을 기르는 일 때문에 그 섬에 집
을 짓고 살고 있는데 그들의 풍속이 족친(族親)끼리
서로 혼인을 하여 사 이나 오 도 피하지 않는가 하
면 홀아비나 과부가 있으면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도 다른 곳으로 보내어 결혼시키지 않고 마음내키는
로 같이 살면서도 조 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고 있
습니다.
이는 개 섬의 사면이 모두 물이고 인 한 마을이
없어 사람들의 이목(耳目)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입하기 해 물을 건 에 사로 물이 깊으면
벗고 얕으면 걷고 건 는가 하면 남자는 끌고 여자는
붙들고 가는데,그들의 추잡한 행실은 오로지 여기에
서 말미암은 것입니다.섬의 인가(人家)를 모두 철거
하여 본서(本署)근처로 이주시키고,만약 남녀가
처럼 섬에 출입하는 자가 있으면 무거운 율(律)에 좌
죄시키소서.그리고 원에게 지공하는 것과 가축을
기르는 일은 일체 남자가 하게 하여 추잡한 폐단을
근 시키소서.

여의도에는 사축서
할로 돼지와 양이
방목되어 있음

밤섬의 성풍속이
개방 이었음

13
1574년 5월 30일
(선조 7년)

유희춘이 진언하기를,
“ 상시(奉常寺)의 밤섬(栗島)의 원두(園頭)에는 종
부터 아홉 군데에 막(幕)을 치고 하 (下典)들로 하여
수직(守直)하게 하 는데,상의원(尙衣院)의 뽕나

무밭과 잇닿아 있으므로 하 들이 몰래 뽕잎을 훔치
느라 뽕나무를 손상하자,공조(工曹)가 공사(公事)를
마련하여 모든 막을 철거하기를 계청(啓請)하여 두
곳만 남겨 두었습니다....

뽕나무,채마밭

밤섬에 상시의
채마밭과상의원의
뽕나무밭이 있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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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94년 10월 1일
(선조 27년)

상시(奉常寺)가 아뢰기를,
“각사(各司)의 채 (菜田)은 조종조(祖宗朝)때로부터
하게 (折給)한 것이므로 서로 침탈(侵奪)해서

는 안 됩니다. 상시의 밤섬[栗島]채 은 오로지 제
향(祭享)에 사용하는 채소를 재배하기 한 곳으로,
지 비록 사변(事變)의 뒤라 아직 제향을 폐하고는
있으나 조만간 다시 제향을 하여야 하는데,사포서(司
圃署)에서 이보(移報)하여,호조에서 반을 나 어
할 일로 입계(入啓)하여 윤허가 내렸습니다.사포서
의 채 은 각처에 그 로 있으므로 제향에 사용하는
채 을 침탈해서는 안 되는데 호조에서 살피지 못하
고 계청(啓請)하 으니 매우 온편치 못합니다.지
종묘 사직과 각능의 제(節祭)를 모두 이미 복설(復
設)하 고 바치는 채소도 모두 채 에서 가꾼 것으로
사용하니,밤섬의 채 을 본시(本寺)에 되돌려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교하기를,
“이러한 때 어떻게 제향에 사용하겠는가.훈련 도감
에 하여 채소를 가꾸어 군사를 기르도록 하라.”
하 다.

채마밭

밤섬에 상시의
채 이 있었으나,
임진왜란으로 인
해 훈련도감에서
채소를 길러 군
수용으로 사용하
고 있었음

번호 연 밤섬 련 내용(추출)
밤섬의

토지이용상황
사회 상황

1
1601년 1월 3일
(선조 34년)

지난 병신년 2월 사이에 비변사가 입계하여 상시·사포
서·제용감의 원두 채 (園頭菜田)을 제외한 그 밖의 묵
은 땅에 하여 근처 사람들로 하여 농사짓게 하고
(官)에서 그 반을 거두어 와 그것으로 주사(舟師)의
군량을 삼았으니,이것이 상 을 수하기 시작한 시
습니다.(…)밤섬(栗島)은 원래 상방(尙方)에 소속된
상 이라고 들었다. 에치는 일은 왕정(王政)의 기본이
니,어 한 일이 아닌가.난리를 당하자 법조와 기강
이 없어져 제사(諸司)에서 이때를 틈타 사방에서 일어나
남의 것을 넘보아 앞을 다투어 멋 로 수하더니 이제
는 밤섬까지도 차지하려 든다.폐단이 한번 열리자 결과
가 이 게까지 되었다.지 만약 그 수를 부 몰수하

주사(舟師:수군)의
군량을 해 경작
되고 있음

상 을 각 기
에서 수하여
공 화시킴

번호 연 밤섬 련 내용(추출) 출 처 밤섬의 토지이용

1 15세기 말

그 일곱 번째는 율도역자다.큰 섬 동북쪽에 섬이 있는데 뽕나
무가 몇 리에 걸쳐 뻗어 있다.푸른 잎이 어지럽게 무성한데.맑은
안개 속에 그림자를 담그고 있다.손을 뻗어 뽕잎을 따려는 사람
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으니, 에를 쳐서 길 을 하는 것이 성공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 (成俔)의
『읍취당기』

뽕나무 재배

2 15세기 말

남강의 밤섬[栗島]에는 뽕나무를 많이 심어서 해마다 이를 따서
에를 쳤다.옛날 서울 성 안 큰 집에서는 다만 서 집이 에
를 쳤는데,지 은 큰 집뿐 아니라 비록 일반인의 조그마한 방
이라도 에를 기르지 않는 집이 없어서 뽕잎이 극히 귀하여 뽕나
무를 심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많았다.

성 (成俔)의
『용재총화』
제10권

뽕나무 재배

3 1530년 경

잉화도(仍火島)서강(西江)남쪽에 있으며 목축장이 있는데,사축
서(司畜署)와 생서(典牲署)의 원 각각 1명씩을 보내어 목축(牧
畜)을 감독하 다.율도(栗島)마포(麻浦)남쪽에 있는데 약 를
심고 뽕나무를 심는다.

신증동국여지
승람 제3권

․여의도:목축장
․밤섬 :약 와
뽕나무 재배

[자료 2:지리지 등 기타 술에 나타난 16세기 밤섬의 사회 이용]

[자료 3: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17세기 밤섬의 토지이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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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모조리 원상 로 묵히지 않으면 뒤에 가서는 여러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수한 것을 마치 자기 고유의
것인 양 생각하여 틀림없이 한 (閑田)으로 만들어 손떼
지 않을 것이다.

2
1603년 3월 11일
(선조 36년)

“본시(本寺)의 밤섬(栗島)의 채 (菜田)은 바로 조(前
朝)의 재상인 조반(趙胖)의 것으로 태종조(太宗朝)에 본
시에 특사(特賜)하 는데,사포서(司圃署)가 문소 (文昭
殿)과 연은 (延恩殿)에 제향하는 일로 그 밭을 나 어
달라고 청하 습니다.그러나 돌아보건 본시 역시 제
향하는 일을 으로 장하고 있고 채 은 다른 사람
에게 나 어 주는 물건이 아니므로 도제조가 이문(移文)
하여 도로 돌려 달라고 청하 습니다만 사포서가 허락
하지 않습니다.명하여 도로 돌려주게 하소서.

상시의 채 이
분할되고 있음

3
1610년 2월 22일
( 해군 2년)

상시가 아뢰기를,
“본시(本寺)가 제향 채 (祭享菜田)을 수받은 곳이 한
두 곳이 아닌데 밤섬(栗島),낙천정( 天亭)이 그 에 가
장 큽니다.이른바 낙천정 채 은 낙천정 남쪽의 살곶이
의 한쪽에 있는데 새로 냇물이 터져 강이 되었으므로
사람이 통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강건 한 뙈기 남
은 땅도 원래 살곶이 들이었는데 나뉘어 두 군데의 목
장이 되었으나 말을 내를 건 방목할 수 없었으므로
문득 한 (閒田)이 되었습니다.그러므로 명종조(明宗朝)
에 좌의정 이명(李蓂)이 본시 사복시 제조를 겸 하
면서 피차간의 편리함과 불편함을 헤아려 탑 에 입시
하여 본시에 지 하여 제향 채 으로 삼자고 청하 었
는데,그때 양시(兩寺)의 제조와 병조 당상이 입회하여
측량해서 수해 것으로 그 밭이 9결(結)이며 처음부
터 경작을 하여 지 40여 년이 되었습니다.계사년 환
도(還都)한 뒤에 종묘·사직·산천의 각 제향을 다 회복하
여 세우지 못했고 본시의 복(典僕)이 미처 환집하지
못해서 수받은 채 이 버려져 묵고 경작되지 않았는
데,역 진(珒)이 틈을 타서 태반을 유했습니다.그가
패한 뒤에 비로소 다시 추심하고자 하니 사복시가 살곶
이 들의 남은 땅이라 핑계 고 억지로 빼앗아 경작했습
니다.그런데 지 들으니 그 다투던 땅을 제맘 로 박
동언(朴東彦)집에 해 주었다고 하니 듣기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바라건 ,명종조의 구례에 따라 속히 양
시 제조로 하여 병조 당상 양주 목사와 회동하여
자세하게 측량해서 채 9결을 (準給)하고 사면에
벽을 쌓아 표지를 세우고 이밖의 남은 땅은 박동언 집
에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승
을 받들어 시행하게 하소서.〉 ”
하니,윤허한다고 교하 다.

상시의 낙천정
채 이 한 화되
다가 사복시가
수하여 개인에
게 함

4
1621년 12월 14일
( 해군 13년)

한성부가 아뢰기를,
“내빙고(內氷庫)의 장빙(藏氷)을 이제 실시하려 하는데
년에는 천사(天使)가 왕래할 때 침학이 자못 많아 연
안의 방민(坊民)이 거의 도망하 습니다.(…)포수(砲手)·
살수(殺水)·사수( 手)·조례(皀隷)·나장(羅 )·상사(上司)
의 하인·어부·진부(津夫)·빙부(氷夫)·악공( 工)·악생(
生)·역리(驛吏)·여러 종류의 공장(工匠)·밤섬(栗島)의 산
직(山直)등을 모두 장빙에 부역시키되,그 거역하는
자는 법사로 하여 가두어 엄히 다스리게 하소서.강
연안의 각 고을 에서 계(契)가 깨졌다고 하면서 부역
에 불응하는 자가 매우 많은데,이 한 방민(坊民)이니
례 로 발하여 포도청으로 하여 하나하나 잡아다
가 엄히 다스리게 하소서.(…)근래에 나라의 기강이 해
이해지고 인심이 나빠져 승 (承傳)을 받든 일이라 하더
라도 도리어 개인집의 청탁만도 못하게 여깁니다.지난
해 장빙할 때 여러 곳에서 침학을 받아 지연되어 간신
히 장빙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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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년 5월 6일
(인조 7년)

주강에 《서 》을 강하 다.지경연 이귀가 아뢰기를,
“농업과 잠업은 나라의 본이므로 잠시라도 폐지해서
는 안 됩니다.우리 나라 뽕밭으로는 밤섬(栗島)보다 잘
되는 데가 없는데 지 은 뽕나무를 심지 않고 있
습니다.이는 사부(士夫)들이 값을 주었다고 하면서 그
토지를 유하여 사 (私田)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
다.바라건 명년 부터는 뽕나무를 많이 심고 경작을
못하게 하소서.”하니,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매우 옳다.그 게 시행하도록 하라.사부들
이 그것을 유하여 사 으로 만들고 있다니,매우 한심
한 일이다.해당 원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추
고하도록 하라.”
하 다.

사 부들이 밤섬
의 밭을 사 화
함

번호 연 밤섬 련 내용(추출) 밤섬의 이용 비고(출처)

1 1695년

‘옛날 우리 선조(宣祖)께서 계사년·갑오년 두 해의 흉년 때 어
공미(御供米)를 내어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셨다.지 도
한 참작해 어공미를 덜어내어 율도(栗島)의 굶주린 백성을 먹
이는 물자에 보태게 하라.’하고,친히 제문(祭文)을 지어
서(關西)의 굶어죽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내렸다.

진휼소
숙종부록,

숙종 왕행장(行狀)

2
1697년 4월 22일
(숙종 23년)

해조(該曹)로 하여 어공미를 참작해서 덜어내어 율도(栗島)
에서 굶주린 백성에게 죽(粥)을 끓여 주는 천으로 보충하게
하라.

진휼소 조선왕조실록

3
1697년 4월 23일
(숙종 23년)

호조(戶曹)에서 덜어낸 어공미(御供米)6석(石)을 율도(栗島)
의 진제소(賑濟所)로 옮겨 보내고,포도청(捕盜廳)에서 도둑질한
죄인 70여 명을 석방하 는데,모두 임 의 교 때문이었다.

진제소 조선왕조실록

4 1697년

옛날에 선묘(宣廟)께서 계사년과 갑오년에 큰 흉년을 만나 어
공(御供)에 쓸 까지 덜어내어 기민을 구제하 으니,이는
실로 성조(聖祖)께서 백성을 구휼한 성 한 덕이다.어 오
늘날에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니겠는가.해조로 하여 어공에
쓸 을 당량 덜어 내어 율도(栗島)에서 기민에게 죽을 쑤
어 먹일 자본으로 삼도록 하라.

진휼소
국조보감 제 50권
숙종10,23년

5
1697년 5월 25일
(숙종 23년)

율도(栗島)의 굶주린 백성들을 놓아 보냈다.율도에서 후하
여 죽(粥)을 끓여 구제하는 데로 나아간 수가 남녀를 합하여
8백 75명이었는데,물고(物故)되었거나 병에 염된 자를 제
하면 남은 수효가 7백여 명이었다.이때에 이르러 보리를 추
수할 시기가 벌써 이르 다고 하여 그들의 청원을 따라 내보

진휼소 :
875명

조선왕조실록

[자료 4:17세기 밤섬의 토지사용 변화를 보여주는 기록]

연 밤섬 련 내용(추출) 출 처

1601년 1월 3일
상 을 각 기 에서 수하여 공 화시티는 상황에서 밤섬은 주사(舟師:수군)의 군
량을 해 경작되고 있음

조선왕조실록

1603년 3월 11일 밤섬이 상시의 채 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각 기 에서 차지하고자 갈등하고 있음

1610년 2월 22일
상시의 채 밤섬과 낙천정이 가장 크며,이토지들이 한 화되다가 사복시가
수하여 개인에게 함

1621년 12월 14일 밤섬(栗島)의 산직(山直)에게 장빙에 부역시킬 것을 건의함

1629년 5월 6일 사 부들이 밤섬의 밭을 사 화함

[자료 5:17세기 말 진휼소로 사용 던 밤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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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밤섬 련 부분(추출) 주요 내용
비고

( 자 출처)

1 何處淸淺流。菑田平若案。槿籬浮鼻犍。耕海飽成筭。
율도 서(栗島觀稼)
:밤섬의 농사를 구경
하는 일

이간(李柬)
외암유고(巍巖遺稿)

2
疎雨渡江鳴。孤邨事晩耕。雲端千畝直。野外一天淸。滑滑衝泥去。登

登撥岓傾。敢辭終日力。秋熟萬家情。

율도우경(栗嶼雨耕)
:비내리는 밤섬의 밭
갈이

서명응(徐命膺)
보만재집(保晚齋集)

3

채마밭에는 녁 바람에 약 향이 풍기고
울타리의 녁 햇살에 자반이 말라가네
창졸간에 주인이 소반에 회를 담아오니
떠나려다 머뭇머뭇 정이 듬뿍 남는다네

밤섬의 채마밭과 마을
풍경

윤순의 백하집

4

무릉도원을 찾아가려 하지 않았기에
오직 밤섬의 집이 좋기만 하네
시장의 떠드는 소리 들리지 않고
강물은 굽이굽이 휘감아 흐른다네

나무꾼과 목동이 섬을 나 어 차지하고
밭가는 소들이 바로 물가에까지 이른다네
신선의 섬은 내 들어갈 살고 싶은 곳이라

드넓은 땅에 연꽃을 심어드리라

밤섬의 경
:나무꾼과 목동,밭가
는 소들

이 려의 ‘遊栗島’

5

강이 맑아 조각배를 띄우고
섬이 조 하여 빈 모래밭을 거닌다.
물결에 동서의 강기슭이 잠겼는데
안개가 여기 기 인가에서 피어나네
뜰 텅 비어 느티나무가 보이고
울타리 낮아 복사꽃이 드러나네
시골 늙은이 객을 잡을 알아
농사 이야기에 해가 벌써 무네

...

밤섬의 경
:시골 늙은이의 농사
이야기 등

심육의 ‘遊栗島’

내면서 그 노정[程道]의 멀고 가까움을 따져 각기 양식을 지
하여 보냈다.그러나 나간 뒤에도 얻어 먹을 곳이 없어 죽
은 자가 한 반이 넘었다.

6
1698년 2월 26일
(숙종 24년)

지난해의 례(前例)에 의하여 율도(栗島)에 진휼소(賑恤所)를
설치하고,제조(提調)가 왕래하면서 공궤(供饋)하는 것을 감독
하도록 명하 다.

진휼소 조선왕조실록

연 내 용 출처

1788년 4월 5일
여의도 주민 한연상이 홍수 때 양식을 진휼한 수철리에 사는 동지(前同知)장한보와
여의도 사람 한량(閑良)이경룡에게 상을 것을 건의

일성록

1788년 12월 6일 내농포(內農圃) 원의 밭이 밤섬에 있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포락(浦落)됨

1789년 12월 14일
․여의도 백성 노창 ,밤섬 백성 한 태 등이 호조, 생서,사포서의 토(田土)를 경
작하는 가로 납세하고 있는데,흉년으로 인해 납세의 어려움을 호소
․밤섬 한 태 등이 염선과 어선으로 생업하고 있는데,과다한 수세로 어려움을 호소

1789년 12월 21일
여의도와 밤섬에 있는 호조, 생서,사포서의 토 에 수해를 입은 곳을 감세하게 해
달라는 호소에 따라 여의도의 이창배 등에게 감해 주었고,밤섬의 사포서 도 세
을 감해 .

          

[자료 6:18세기 말 여의도와 밤섬]

[자료 7:18세기 밤섬의 경 묘사를 담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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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날 흥이 일어나서 보니
좋은 객이 계획 없어도 모이네
갑작스 맑은 강을 만나서
서로 손 잡고 작은 섬을 향하네
돌아가는 배에서 지는 해를 보는데
고목에서 가을바람 이는 알겠네

내 뜻은 가를 지어놓고
농삿일은 농부에게 묻는 것

번호 밤섬 련 부분(추출) 주요 내용
비고

( 자 출처)

1

자욱한 안개에 포구는 아득한데
회 는 배와 가는 강남땅의 풍경인 듯

선이 락하고 노래만 남았기에
밤섬의 꽃을 찾아올 수 있다네.

회를 는 배와
가집이 있었음

신 ,밤섬

2

평평한 모래 은 제비꼬리처럼 갈라지고
외롭게 떠 있는 섬은 물에 뜬 까마귀 머리인양
고기 잡고 나무하는 사람들의 두런 는 말소리
가을 맞은 런 갈 밭에 으슥한 시골 마을들

밭 가운데 조개를 주을 수 있는 곳
울타리 아래에 바로 배를 메어둔다네
녁 햇살이 높은 나무에 훤하니

성긴 안개가 녁 모래톱에 모여든다.

고기잡이와 나무하
는 사람들이 사는
시골 마을이며 모
래톱에서 조개를
주을 수 있는 곳임

김재찬,
밤섬(해석유고76))

3

경강(京江)의 배는 송 (松坡)수어청(守禦廳).지 은 주(廣州)에 부
속되었음.(.....)
○ 자내는 옥정리(玉亭里)ㆍ옹리상하계(瓮里上下契)ㆍ 석리(玄石里)ㆍ
율도(栗島)ㆍ다인리(多人里)ㆍ하 리(下中里)ㆍ합정리(合井里)ㆍ수일리
(水溢里)ㆍ망원정일이계(望遠亭一二契)ㆍ시흥(始 )ㆍ신정리(新井里)의
4진(津)의 별장에게 맡아 다스리게 하고,선세(船稅)도 역시 각진의 별
장(別 )으로 하여 보고서(報告書)를 완성하여 상납 한다.

밤섬의 어염선세
는 진의 별장에
납부함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 3’(財用編三)

4

이제 목축(牧畜)을 맡은 서를 다시 설치하고 목인 수십 명을 증원한
다음,근교(近郊)에 갈라 보내서 양치는 데에 념하도록 함이 마땅하
다.밤섬[栗島]ㆍ 도(典島)ㆍ청라도(靑羅島 :부평에 있음)ㆍ미법도(彌
法島 :강화에 있음)같은 여러 곳에 모두 우리를 설치하고 양을 칠
것이다.그해 연말에 공장(功狀)을 아뢰도록 하고 본서(本署)에서 그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고찰한 다음,호조에 보고한다.그리하여 공이 있
는 자는 서반(西班)말직(末職)에 참여하도록 하면 10년이 못 되어 조
선에도 양이 많아질 것이다.그 요포(料 )와 소비되는 재물 같은 것은
사축서 공물(貢物)을 본서(지 은 호조에 속해 있다)에 다시 이속(移
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빙고(氷庫)에 얼음 장하는 법을 나의
말 로 한다면 해마다 수만 꿰미 돈이 남을 터이니,그 반을 사축서
로 넘겨주면 하지 못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주(廣州)
당정주(棠亭洲)에도 양을 칠 만하다.

밤섬 등에 양을 칠
것을 이야기함

다산 정약용,
‘경세유표’제1권

‘교 지속(敎官之屬)’

5

밤섬은 서강 남쪽의 한 섬으로 고운 모래가 10리까지 펼쳐져 있으며,
부민이 많다.(栗島在西江之南一島皆明沙延袤數十里居民富繁)
여의도는 밤섬의 서쪽으로 고운 모래사장가 연결되어 있으며,
생서 밖 창고에서 양을 기르고 있다.(汝矣島在栗島之西明沙連陸有典
牲署外庫牧羊)

밤섬에는 부민이
많으며, 여의도는
양을 치고 있는 곳
임

김정호 편,
‘大東地志’

[자료 8:19세기 밤섬 련 시와 기록]

76) 『해 고』는 필사  미상  립 도 에 어 , 재  생몰연 가 

1746~1827  감 하  18  말에  19  에 시가 쓰여진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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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신분 가옥규모
비고

(거주지와 조사시 )

1 박순화(朴 和) 양인 가집 3칸
밤섬

1877년

2 강귀득(姜貴得) 양인 가집 3칸

3 이윤행(李允行) 양인 가집 4칸

여의도

4 최 백(崔永伯) 양인 가집 8칸

5 안순행(安 行) 양인 가집 3칸

6 이윤화(李允化) 양인 가집 8칸

7 김순교(金 喬) 양인 가집 3칸

8 이근서(李近西) 양인 가집 8칸

9 오순지(吳 之) 양인 가집 4칸

10 이천돌(李千乭) 양인 가집 5칸

11 김학이(金學伊) 양인 가집 8칸

12 장학순(張學 ) 양인 가집 8칸

13 이 화(李英化) 양인 가집 3칸

14 김귀보(金貴甫) 양인 가집 5칸

15 안재문(安在文) 양인 가집 6칸

16 김서실(金西實) 양인 가집 6칸

17 조순화(趙 化) 양인 가집 8칸

18 김 보(金永甫) 양인 가집 7칸

19 최성연(崔成淵) 양인 가집 4칸

밤섬 1885년

20 박순서(朴 西) 양인 가집 3칸

21 이춘엽(李春燁) 양인 가집 3칸

22 김원순(金元 ) 양인 가집 7칸

23 이 순(李永 ) 양인 가집 4칸

24 김용석(金用石) 양인 가집 4칸

25 최진식(崔辰植) 양인 가집 4칸

26 최순보(崔 甫) 양인 가집 3칸

27 마창운(馬昌云) 양인 가집 4칸

28 마창식(馬昌植) 양인 가집 3칸

29 정순원(鄭 元) 양인 가집 5칸

30 진치규(陳致圭) 양인 가집 5칸

31 김학련(金學連) 양인 가집 4칸

32 엄치학(嚴致學) 양인 가집 5칸

33 석경선(石景先) 양인 가집 3칸

34 한 석(韓官石) 양인 가집 5칸

35 표창수(表昌守) 양인 가집 7칸

36 임 우(任永右) 양인 가집 4칸

37 홍양서(洪良西) 양인 가집 5칸

38 함성도(咸聖道) 양인 가집 4칸

[자료 9:19세기 말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밤섬․여의도 거주 주민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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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연 주요내용 출처

1 1896년 5월 26일

사신우상이란 것은 조곰도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없고 도리어 사람을
해롭게 하니 다만 백성의 집만 할뿐 아니라 국 에 크고 작은 귀신
화상과 각 부에 있는 부군당 화상도 다 함이 문명의 진보가 될 듯
하더라

독립신문

2 1896년 6월 11일
총순 황종 이가 이번에 경무청 을 기 어 요사한 귀신 화상들을 훼
철하는데 의 남창 부군당에 드러가서 여러 화상들을 떼다가 불에 살
으는데 그 가운데 태조 왕 화상이 계신 고로 황종 을 면 을 시켰다

독립신문

39 조인성(趙仁成) 양인 가집 4칸

여의도

40 한석이(韓石伊) 양인 가집 4칸

41 이경보(李景甫) 양인 가집 4칸

42 황운성(黃云成) 양인 가집 4칸

43 임정권(林正權) 양인 가집 4칸

44 최필보(崔必甫) 양인 가집 4칸

45 김성백(金聖白) 양인 가집 4칸

46 지운경(池云景) 양인 가집 8칸
밤섬

1891년
47 우성집(禹成集) 양인 가집 4칸

48 조순화(趙 化) 양인 가집 3칸
여의도

49 신 화(申永化) 양인 가집 4칸

50 지완범(池完範) 양인 밤섬 1893년

[자료 10:1917년 동막 이입화물 가격]77)

종 별 단 수 량 가 격 요

석 45,000 135,000 연백군 주군

미 석 3,600 41,320 원주군

두 석 1,100 18,600 연백군

소두 석 680 14,960 원주군

교맥(蕎麥) 석 430 4,085 해주군,연백군,옹진군

목탄 표 2,600 6,320 옹진군

薪(땔감) 4,450 8,540 개성군,연천군

소 석 12,500 32,400 수원군,부천군

새우젓(鹽漬蝦) 독(瓮) 290 1,270 강화군

조개(蛤) 독 1,685 5,550 강화군

석화 독 8,325 2,283 강화군,수원군

송엽 속 1,850 351 천군,김포군

박석 매 315 58 강화군

계 370,737

1개월 평균 30,895

[자료 11:1890년 ～1900년 부군당 련 신문기사]

77)  는『大陸之京城』  “한강  수 ”편(阿部辰之助 1918 : 256-264)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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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황종 이 가서야 그럴 이치가 있으리요.죈즉 당 에 태조 왕 화상
을 부군당에 갓다 둔 사람이 입어야 올타더라.

3 1896년 6월 13일

경무청 원들이 본청 을 기 어 요사스런 귀신 화상들을 떼다 불에
살으는데 근일에 들으니 귀신 활상을 하고 어리석은 남녀들을 속이고
돈을 빼앗는 사람들이 경 들을 모해 하려고 요사스런 화상을 가지고
태조 왕과 명 들의 촤상이라고 말들을 하다니 이꾀에 빠져 나라일
잘하던 사람들을 상 을 주기는 새로에 벌들을 주니 듯기에 불상들
하더라.이 화상들이 참 선왕의 화상과 명 의 화상들도 아니요 설령 그
더라도 이런 소 한 화상들을 잡귀의 화상과 가치 성황당 부군당 같
은데들 갓다 모시니 그 모신 사람들이 죄가 잇지 모로고 살은 사람들이
죄가 더 있스리요.

독립신문

4 1896년 8월 04일

상해 국신문지 미큐리에 말하기를 우리가 들으니 조선 군주 폐하께
서 조선을 아주 개명하여 나라를 강하게 하고 문명진보한 것을 힘쓰시
려고 결심하신 까닭에 허망하고 옛 풍속을 차차 없애시고 실상 일만
행하신다니 우리는 경축히 생각하노라 근일에 독립 신문을 보니 조선
군주 폐하께서 요사시런 부군당과 백성을 속이는 무당과 수들을 모
도 하시고 귀신이라고 모든 것들을 모도 불질느게 하시며 군사들과
순검들을 서양법으로 교육을 시키시고 옛 풍속은 차차 없어지게
하신다니 아마 조선도 차차 되야 가는 거시오(후략)

독립신문

5 1897년 1월 07일

조선 백성들이 살수는 없다고 하면서 헛되이 돈 내여 버리는거을 생각
하거드면 가히 우습고 찬식할 일이 만히 있는지라.서울 문안 문 밖에
어리석은 여인네들을 속여 돈 뱄는 무당과 슈들이 천여명인데...(
략)...정부에는 큰 일이 지 정부에서 엄히 법률을 마련하여 신당과 부
군당과 그 외 각색 귀신 한다고 하는 것들을 일 히 하거드면 그만
한 사업은 없을터이요 나라명 와 우둔한 백성들을 개명하는데 큰
공로가 있을터이라 일 에 남산 이왕 화독에 올나가 구경을 하는데
그 신당 속에 태조 오아 폐하의 사진이시라고 각색 잡귀 화상 상이에
모셔스니 그화상이 당 에 태조 오아 폐하와 같지도 안커니와 설령
참어진이 잇을 것 같으면 그 오막살이 신당 속에 다른 잡귀의화상들과
같이 모셔두는 거시 선왕을 하여 실례라.선왕의 어진 앞에 와서 오사
한 무당들과 미련한 수들이 장구와 고리작을 가지고 떠들며 밥과 실
과를 되지 않은 사기 그릇에 담아 노코 다른 잡귀와 같이 수라를 하니
엇지 태조 왕 폐하 성령께 무례한 일이 아니리요.우리는 바라건 정
부에서 경무사의게 특별히 식칙하여 이런 신당을 모도 없애게 하고
만일 선왕의 어진이라고 하는 그림들이 있거든 별도히 딴집데 하게
모셔 무당과 수가 감히 실례치 못하게 하는 것이 정부 인의 직무 일
일 듯 하더라.

독립신문

6 1897년 2월 06일

1월 16일 교하군 최을녹등이 내부에 소지하기를 본 고을 수리 이동회가
옛 례를 도로 회복한다 칭하고 이왕 원통히 무던 부군당 고사에 드는
베 매호에 오육말식 곳 바치라고 각 동리 림장을 잡아 가두고 랍
하던 날 게갑을 밧아 밧치라는 훈칙 잇다하고 동독하여 곳밧치라하니
일병 물침 하여지이라 하엿다더라

독립신문

7 1907년 5월 02일
再昨日下午八時 에 成均舘養賢庫附近 에셔 失火야 五間이 燒燼되얏
 幸無傷命고 同十時 에 鎭火얏다더라

황성신문

8 1908년 8월 28일

양 동에 있던 부군당이 작년에 불에 탔는데 그곳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부군당이 불탄 후로는 동리에 병도 만코 실진한 사람도 잇다하여 그
당을 다시 건축할차로 재력을 수취하고 한성부와 내부로 등소하 는데
인허를 아니하매 호소무쳐라고 한다더라

한매일신보

9 1908년 9월 08일
종묘안에 있는 칠사와 부군당의 사우를 재작일에 모다헐고 각 패는 매
안(埋安)하는 고유제를 설행하 다더라

한매일신보

10 1908년 12월 26일

( 략)음사(陰祠)의 폐를 논하던 소 성황(城隍),석불(石佛),부군당
(府君 )등이 허황된 형상의 구조라 무삼 신령이 이에 의부하며
설혹 의부한 이 있다할지라도 거물(渠物)이 능히 만물의 주령되는 사
람에게 병자를 낫게하며,빈자를 부유하게 하며,無子를 有子 하
는 실험이 없다하겠거늘 무식의 남녀가 이를 숭배하며 이를 祈禱하여
(후략)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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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909년 4월 23일
麗王影幀廢止
學部內府君 에 高麗恭愍王의 影幀 一本을 奉安얏  該影幀은 廢
止고 御眞을 奉安기로 決定얏다더라

황성신문

12 1910년 4월 15일
漢城內各普通學校에셔 奉安 御眞을 學部內前府君 에 都聚奉安얏
 該府君 을 庫間으로 使用기 爲야 御眞은 他處로 移安코져 擬議
 中이라더라

황성신문

13 1910년 5월 12일
학부안 부군당에 안한 어진은 타처로 이안하고 그 부군당은 곳간으로
쓰려고 지 수리하는 이라더라

한매일신보

14 1910년 5월 12일
學部內府君 을 庫間으로 使用키 爲야 該 에 奉安 御眞은 他處로
移安다더라

황성신문

시기 내 용 한강(밤섬)에 한 향 비 고

1900 한강철교 개통 강남과 강북이 최 로 연결
1912년 1944년 선로
가 추가로 건설

1905 경부선 개통 한강수운의 축 본격화

1911 경원선 개통
서빙고,한남 등 한강연안이 철도로 연결
되기 시작

용산-의정부간

1916 여의도비행장 건설
여의도 마을 소멸,목축장이 비행장으로
변화

1917 한강인도교 개통 도선업 축

1924 한강 유선 업허가제 한강 락화

1925 을축년 홍수 한강변(밤섬포함)인구 감소

1926～1935 한강제방공사 시행 연안 경 변화

1927 조선하천령 시행 한강 공간 이용 통제

1929 여의도비행장 시설확장 국제공항으로 활용

1930 당인리발 소 개소 밤섬지척에 화력발 소가 생김

1931 경성부 수 장개설 한강의 락화

1934
경기도,경성 주요 지역 연결도로
공사

제방공사로 노량진 조선장 축소 혹은 소
멸

1936 고양군,시흥군 등으로 시구확장
마포,밤섬,여의도, 등포 등 경성부로
편입

1936 한강 교 개통 노량진 보트구락부 번성

1939 경춘선, 앙선 개통 한강수운 축의 면화

1939～1943 청평 건설 북한강 주운 통제

1940～1944 화천 건설 북한강 주운 통제

[자료 12:식민지 시기 한강 련 식민정부의 주요 개발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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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내용

1896.5 사 (私田)의 도지(賭地)상납 지령에 하여 의 세납할 수 있도록 진정

1896.5 쟁서 공인이 밤섬에 사는 마(馬)․김(金)두 명이 창고를 빼앗으려 하자 이를 지해달라는 소지

1896.7
내장원과 여의도에서 를 이어 경작해온 주민간에 공사토 논쟁이 있었으며,내장원에서 공토로 처분하여 다
시는 제소하지 못하게 함

1896.8
사축서 의 마름 김상묵(金相黙)이 공 을 투매하여 사 한 창고지기(장학순,김경구)를 엄벌해 달라는
소지

1897.4
여의도 결을 재측량하고 횡징을 하라는 결
여의도 결세 추징 기 문의

1902.3 여의도 거주민 장한상이 내장원에 입토(入土)한 토지를 돌려달라는 청원

1903.5
밤섬과 서강 그 일 연강의 주민들이 조가(朝家:조정)에서 무명잡세를 해 달라는 청원(청원자 :김재윤
등 38명)

연번 연 주요내용 출처

1 1901년 08월 22일
일본수비 제2 가 明日 銅雀江 栗島 등지에서 往하야 野外演操
한다더라

황성신문

2 1906년 06월 14일
경부철도가 이미 유철도가 된 고로 일차연회를 設行할터인데 西江栗
島 民有地에 宴 을 건축하는데 該田土主의 損害金은 마땅히 徵給할
일이오 3,4일 宴樂 후에는 해당 토지를 환 出給한다더라

황성신문

3 1906년 06월 18일
경부철도를 일본정부에서 買收하고 再昨日 西江栗島등지에서 축하차로
園遊 를 벌이고 정부 을 청오(請遨)하 는데 정부회의로 인하여 添
政府大臣은 未添하 다더라

황성신문

4 1908년 2월 14일
일 에 西江栗島부근에서 便戰을 開하 는데 어떻게 된건지 許人이 銃
丸을 亂放하여 편 하는 네사람이 쓰러졌다더라

황성신문

5 1908년 03월 14일
西湖漢江가에 있는 여의도에 토를 측량하여 結卜을 승총(陞総)하 다
는데 결복수는 80결이라 그 에 各陵의 소 된 토가 多有하다더라

황성신문

6 1908년 09월 10일
( 략)…시가의 오물을 남 문 밖 용산,만리창,율도진개소기장(栗島塵
芥燒棄場)4개소와 동 문 밖,율도분뇨처치장(栗島糞尿處置場)에 搬出하
여…(후략)

황성신문

7 1910년 8월 2일
풍덕군에 사는 주석명씨는 일번에 삼개밤섬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강도
네명에게 칠십여환어치 물품을 빼앗겼다더라

한매일신보
78)

8 1915년 1월 30일

고래로 조선서는 상당히 규모를 가진 조선기 이 없고 근히 각처에 船
泊工匠이 산재하여 극히 근소한 선척을 제조할뿐인데,경기도 노량진과
밤섬은 조선 최다수의 선박을 제조하고 밤섬 등은 총수 65호의 제
조업자가 있으나 밤섬(주민)에 의하면 다수의 배 만들기가 沈滯되었으나
20일에 지나야 일약(一躍)754톤의 出荷를 보일뿐이오 21일 이후는 차
감소하여 작 은 일일에 300톤내지 500톤 가량의 출하를 유지하고,
이상의 미곡 착하주요지는 부산이니 거의 삼분의 일 이상을 하고 인
천군산이 이에 견 다하더라.이는 필경(畢竟)미가조 의 자연 추세
(趨勢)에 후는 일시는 이상태를 지속하리라고 당국자는 말하더라.

매일신보

9 1916년 6월 13일

용산철교의 하류된 한강 의 사주(沙洲)여의도는 칠만평의 大砂原인데,
사구 에 백여호의 농 은 6월말로 부 퇴거 하여 목하과반수는 撤
하 는데 다수는 등포 부근의 시흥군 내에 이주하는 이며,그땅은
군용지로 甚히 고가로 매수한 것이라더라

매일신보

[자료 13:1900년 -1910년 밤섬 련 신문기사]

     

[자료 14:19세기 말 밤섬․여의도 련 정부기록 고문서]79)

78) 신 에도 동 에 동 한 사에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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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storical Ethnography of 

Bamseom Village and Cultural 

Practice of Villagers

Gwon-Hyeok Hui

Dep.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eeks to ascribe significance to Bamseom villagers as historical 

subjects based on the historical ethnography of Bamseom Village and cultural 

practice of its villagers. Bugundang, the main site of rituals held by Bamseom 

villagers, is presented as a venue that is strongly indicative of the existence of 

the village community in the history of development and redevelopment. At the 

same time, the changing history of rituals owing to location will be interpreted 

not only as a history of the village that explains the invention of tradition, but 

also as a history created by Bamseom villagers themselves. Ultimately, by 

adopting a different approach from existing studies that view rituals of 

Bamseom village as a folk religion or victims of development, the dominant 

views of historical description will be balanced out. The documentation of 

changes and reorganization surrounding Bamseom and the banks of the Han 

River has been identified as the main task, and a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 cultural practice of current villagers and continuing histo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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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es. This shows that today’s Bamseom Village is connected to complex 

points associated with long periods of time, and the extinction and regeneration 

of space.  

First of all, the periodic process behind the formation of Bamseom Village 

was studied from the perspective of long-term continuity of its natural 

environment, geographical structure, and socioeconomic system. Shipbuilding, 

the main source of livelihood in the village, has been passed down through 

generations. The socioeconomic system in the form of the Han River’s water 

transport facilitated operations between family, relatives, and villagers. This 

system was institutionally removed from traditional society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but persisted until the 20th century despite innovations intrade, 

distribution and traffic during the reign of the Japanese empire in the early 20th 

century. Amidst rapid changes to policies, this continued until the 1960s, when 

the government actively pursued the development of water resources and urban 

development. In 1968, Bamseom was used for the embankment of Yeouido, and 

the villagers were driven out of the island. Later, they were loaned a plot of 

land in Wausan by government. Even with the change inhabitat from island to 

mountain, the villagers each built a home for themselves. They also continued 

the village ritual of Bugundang. With fewer villagers working as boatwrights, 

skilled carpenter stook over the building of boats and fishing vessels for use in 

the Han River.

The pace of urban development back then moved ahead like a bulldozer, 

propelled by mutual interaction between national agenda, the drive of military 

officials, technology experts who have studied in Western countries, and the 

growth of civil engineering companies. The blowing up of Bamseom marked the 

limit of civil engineering, which was aimed at river development and flood 

prevention. This was seen as a bad precedent of development, but development 

in those days was pursued based on rightful value. In this process, the people 

of Bamseom chose to devise a strategy to protect their village. Here, we cannot 

refer to their history as a scapegoat cowering in the shadow of development 



375

since this expression was reaped by the villagers themselves. This 

misconception by outsiders gradually faded with the villagers’ efforts to 

preserve the history and tradition of their village.  

Thirty years after the bombing of Bamseom, the same village in Wausan is 

once again caught in a surge of development and facing reorganization. When 

the local office declared the new Bugundang as an unauthorized structure and 

ordered its demolition, the villagers argued for its preservation by describing its 

role in their lives and the history of the village. In addition to gaining approval 

from the local office, they received funding to visit their hometown of Bamseom 

in the Han River, thus having more opportunity to extend their history. Funds 

raised by the villagers were used to offer devout prayers commemorating the 

newly built Bugundang. Rituals at the Bugundang continued with annual 

fundraising. The continuity of rituals was further ensured by the policy on 

intangible cultural assets. In 2005, the rituals of Bugundang were designated as 

an intangible cultural asset. Government funding for preservation and various 

events provided the villagers with stability in performing rituals and a chance to 

visit their hometown. 

The rituals of Bamseom villagers hold greater significance than being part of 

an invented or regulated folklore, as can be seen from their attempts to teach 

their history both within and outside the village. Also known as archiving and 

curating, they collect historical data and record current practices. Just like an 

exhibition planner, they tell their story in the form of an elaborate exhibition. 

Through an active display of collected materials, they identify themselves as 

the subject of Bamseom history. By directly participating in modeling, they do 

not merely exist passively as an intangible cultural asset, but serve as an active 

subject of historical practice. The policy for intangible cultural assets was thus 

adopted by Bamseom villagers, and this constitutes the history of Bamseom 

Village today. Their rituals were not born out of the above policy, but rather, 

developed as part of the history being created by Bamseom Village. As they 

continue their cultural practice with stable institutional support and a soli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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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we can see that Bamseom villagers fulfill their role as historical 

subjects by writing their ow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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