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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제주도� 전설과� 당신본풀이에는� 고려시대� 삼별초의� 입도[1271년(원종12)],�

조선시대� 천미포� 왜란[1552년(명종7)]으로� 대표되는� 왜란,� 이형상의� 신당� 철

폐[1702년(숙종28)],� 신축년� 난리[1901년(광무� 5년)]와� 같이�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각편들이� 다수� 발견된다.� 이는� 제주도에서� 전설과� 당신본풀이가� 공

식적인� 역사� 기록이� 부재한� 공동체의� 기억을� 증언하고� 반추하는� 역할을� 했음

을� 암시한다.� 본고에서는� 이렇듯� 오랜� 전승기간�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내려오면서� 하나의�특정한�이야기� 형태로�집약된� 기억을� ‘기억서사’라

는� 용어로� 개념화하였다.� 이를� 통해� 본고는� 제주도� 역사� 전설과� 본풀이를� 대

상으로� ‘기억서사’의� 양상을� 파악하고�해당�역사적� 사건의�형상화를�가능하게�

한� ‘기억서사’의� 형성원리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전설과� 신화라는� 갈래

에� 따른� 차이를� 고찰함으로써� 기왕의� 설화� 갈래� 연구를� 한층� 쇄신하고자� 하

였다.

2장에서는�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네� 가지� 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자료들

을�전설과�본풀이로�나누어�시간순으로�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기억서사의� 네� 가지� 양상을� 분석하였다.� 먼저� 고려시대� 삼별초와�

관련한� 전설에서는� 항파두리토성� 인근� 마을들을� 중심으로� 군사기지로서의� 마

을� 지도가� 그려진다.� 특히� 여몽연합군에게� 항파두리토성으로� 들어갈� 방도를�

알려주는� 아기업게는� 그가� 생존을� 위해� 성� 밖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음을� 암

시한다.� 한편,� 고려시대�삼별초와�관련한�당신본풀이들에서는� 의도적으로�항몽

의� 맥락을� 망각하는� 각편들이� 존재한다.� 때로는� 김통정을� 선인으로� 그려내기�

위해,� 때로는� 김통정을� 악인으로� 그려내기� 위해� 항몽의� 맥락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제주도에서� 벌어진�왜란과� 관련하여� 토산당�관련�전설에서는� 토산

리� 마을� 외부인들의� 토산당� 뱀신앙에� 대한� 혐오가� 강하게� 드러난다.� 이로� 인

해� 토산리에서� 채록된� 일부� 각편에서조차� 토산당� 여신의� 존재는� 부정된다.� 그

럼에도� 이들� 각편에서는� 마을� 여성을� 겁탈하는� 왜구의� 존재가� 명시되어� 있다.�

<자운당본풀이>에서는� 토산당� 여신이� 왜란을� 막아준� 보답으로� 신풍리� 본향당

의� 남신에게� 첩으로� 시집을� 오던� 중� 자운당에� 눌러앉게� 되었다고� 구송한다.�

이에� 맞서서� <토산알당본풀이>에서는� 왜구의� 침입을� 여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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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징벌로,� 따라서� 여신과� 남신의� 혼인을� 왜구의� 침입과는� 무관한� 일로� 설

명한다.

이형상의� 신당� 철폐와� 관련한� 전설에서는� 제주� 신당에� 대한� 이형상의� 패배

를� 말하는� 각편이� 있는가� 하면� 이형상의� 승리를� 말하는� 각편이� 있다.� 본고에

서� 주목한� 것은� 후자의� 경우에� 문명화� 사명들이라는� 기치� 아래� 이전에� 존재

하던� 다른� 역사적� 인물들의� 전설들이� 이형상으로� 규합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형상의� 신당� 철폐와� 관련한� 본풀이에서는� 이형상의� 신당� 철폐를� 인

정하면서� 그� 이후로부터� 신당의� 재건을� 말하는� 본풀이들이� 있는� 한편,� 이형상

의� 신당� 철폐를� 부정하면서� 신당의� 영속을� 말하는� 본풀이들이� 존재한다.� 곧�

마을�신당의�목적에�따라�이형상의�신당�철폐�역시�때로는�생략되는�것이다.

신축년� 난리� 관련� 전설에서는� 난의� 시발점으로� 무법천지의� 사태를� 가져온�

프랑스� 신부들의� 치외법권을� 지적한다.� 그로� 인해� 기존� 제주도의� 법이� 증발되

어버린� 상황에서� 이재수는� 그� 스스로가� 법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

서� 영웅으로� 기억된다.� 이에� 비추어볼� 때� 상대적으로� 본풀이에서� 이재수는� 잘�

호명되지� 않는다.� <고도채비본풀이>에서는� 이재수가� 아닌� 고도채비라는� 인물

을� 신축년� 난리의� 영웅으로� 기억하여� 조상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본풀이가� 역적으로� 죽임을� 당한� 이재수를� 은폐하고� 그� 대신� 고도채비를� 군웅

조상신으로� 내세우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고도채비는� 이재수의�

그림자�영웅이다.

이상의� 고찰을�종합하여� 4장에서는�기억서사의�형성원리를�갈래별로�규명하

였다.� 우선� 전설� 기억서사의� 형성원리는� ‘오기억’이다.� 오기억은� 제보자의� 구

연� 내용에� 대해� 조사자나� 청중의� 논쟁이� 즉각적으로� 허용되는� 이야기판의� 성

격과� 관련이� 깊다.� 특히� 제주도민의� 집단기억이라는� 층위를� 고려하면� 전설에�

드러나는� 오기억은� 제주도� ‘내부’와� ‘외부’를� 중심으로� 나름의�규칙성을�보인

다는�사실을�알� 수� 있다.

신당� 철폐의� 경우� 이형상이� 서련� 판관,� 기건� 목사와� 혼동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서련� 판관의� 기념비나� 기록� 문헌이라는� 명백한� 증거물의� 존재에도� 불구

하고� 나타나는� 오기억이다.� 더욱이� 이형상이라는� 강력한� 제주도� ‘외부’는� 서

련� 판관이나� 기건� 목사와� 같은� 다른� ‘외부’를� 압도하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외부’에� 대한�무차별적�인식이다.

삼별초와�관련해서는� 복수의�외부가� 등장하는데� 이에�따라�이들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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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인식이� 나타난다.� 삼별초라는� ‘외부’와� 제주도� ‘내부’� 사이에� 동질성

을� 강조하는� 전설에서는� 김통정이� 싸우는� 대상을�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적군

으로�설정함으로써� 삼별초라는� 동질적�외부와� 제주도�내부를� 하나로�재편하려�

한다.� 반면� 여몽연합군이라는� ‘외부’와� 제주도� ‘내부’� 사이에� 동질성을� 강조

하는� 전설에서는� 김통정을� 진나라� 진시황과� 같은� 확실한� 이질적� 외부로� 규정

함으로써�제주도�내외부의�관계를�정립한다.

신축년� 난리와� 관련하여�이재수는�철저히� 제주도� ‘내부’를� 상징하는� 인물이

다.� 천주교가� 서구적� 근대로서� 이질적� 외부를� 표상한다면� 그와� 비교할� 때� 한

양� 조정은� 동질적� 외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양� 조정에� 의해� 이재수가� 역

적으로� 규정되고� 처형되는� 결말은� 한양� 조정이� ‘외부’에� 방점이� 찍히는� 동질

적�외부임을�자각하게�하는�계기가�된다.

왜란과� 관련해서� 나주� 출신의� 뱀여신은� 이미� 토산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앙이라는� 점에서� ‘동질적� 외부’를,� 왜구는� 그런� 동질적� 외부를� 밀

어낸다는� 점에서� ‘이질적� 외부’를� 상징한다.� 그런데� 토산리에는� 토산당� 뱀신

앙의� 위력을� 증언하는� 외부의� 전설에� 맞서� 토산당� 뱀신앙은� 처음부터� 존재하

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전설이� 존재한다.� 토산당� 뱀신앙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도� 뱀으로� 변한� 처녀가� 왜구를� 쫓아냈다는� 전설에는� 그러한� 오기억� 너머로�

억압된�기억이�있음을�암시한다.

본풀이가�구송되는�굿판은� 전설이�구연되는�이야기판과� 달리� 심방의�구술이�

조사자� 혹은� 청중의� 기억과� 다르다고� 해서� 즉각적인� 논쟁이� 벌어지지는� 않는

다.� 본풀이� 기억서사의� 형성원리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본풀이가� 불리는� 굿판

이� ‘의례’의�현장이라는�점을�고려해야�하는�것이다.

본풀이� 기억서사의� 형성원리는� 바로� ‘폐제’와� ‘흔적’이다.� 일련의� 본풀이들

에서는� 해당� 역사적� 사건을�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인식하는� ‘폐제’의�

형성원리가� 작동한다.� 신당� 철폐� 관련� 본풀이에서� 신당� 철폐의� 맥락이� 폐제된�

것은� <김녕당본풀이>와� <두리빌렛당본풀이>이다.� 특히� <김녕당본풀이>에서는�

신당� 철폐뿐� 아니라� 고총� 치산도� 폐제되어� 있는데� 이는� ‘외부’� 사이의� 연결

성을�차단하기�위한�본풀이의�전략이다.

삼별초� 관련� 본풀이에서도� 김통정을� 등장인물로� 내세우면서도� 항몽의� 맥락

을� 망각하는� 본풀이들이� 존재한다.� 김통정의� 입도로부터� 설촌이� 된� 유수암리

는� 여몽연합군에� 의한� 학살의� 기억이� 있다.� 따라서� <금덕리당본풀이>는� 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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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숭앙하기� 위해� 항몽의� 기억을� 지운다.� 유수암리의� 설촌에� 삼별초가� 깊숙

이�개입했다는�사실은�김통정으로�대표되는�고려�삼별초가�이� 마을의� ‘구성적�

외부’로� 자리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와� 반대로� 지형상� 예로부터� 왜적을�

방비하기� 위한� 마을이었던� 고내리는� 여몽연합군과� 긴밀히� 연결된� 마을로서�

<고내본향당본풀이>에서는� 김통정을� 악인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항몽의� 기억을�

없앤다.� 역으로� 고내리에서는� 여몽연합군이� ‘구성적� 외부’였다고까지� 말할� 수

는�없어도,� 적어도� ‘동질적�외부’로� 자리했을�가능성이�있는�것이다.

신축년� 난리� 관련� 본풀이에서� 이재수를� 폐제하고� 있는� 것은� <고도채비본풀

이>이다.� 신축년� 난리는� 제주도� ‘내부’를� 상징하는� 인물이� 역사의� 전면에� 나

선�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인물이� 역사에� ‘역적’으로� 기입된다는� 사실은�

문제적이다.� 본풀이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역적으로� 형장의� 이슬이� 되어버린�

영웅이� 아니라� 임금의� 어사품을� 하사받고� 당당하게� 귀향한� 영웅이기� 때문이

다.� 이러한�견지에서�이재수는�폐제될�수밖에�없다.

특정한� 본풀이들은� 역사적� 사건� 혹은� 역사적� 인물을� ‘흔적’의� 형태로� 간직

하고� 있다.� 이때� ‘흔적’은� ‘기억’되어� 남은� 것을� 뜻하면서도� 그� 안에� ‘망각’

의� 요소를� 포함한다.� <외도본향당본풀이>는� 이형상의� 신당� 철폐에도� 불구하고�

신당이� 살아남아� 마을� 주민과� 함께� 4.3사건을� 목격했다고� 증언한다.� 이형상의�

방화는� 신당이� 마을의� 역사와� 함께� 영속했음을� 주지하는� ‘흔적’인� 것이다.� 주

목할� 것은� 신당이� 4.3사건� 당시� 제주도민이� 겪은� 고통의� 원인에� 대해� 제주도�

‘외부’의�행적으로�설명한다는�점이다.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기억서사’라는� 개념을� 통해� 제주도� 역사� 전설과�

그� 본풀이를�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그동안� 구비문학에서� 기억이론이� 방법론으

로� 원용된� 적이� 있지만� 전설과� 신화라는� 양� 갈래를� 대상으로� 한� 총괄적인� 논

의는� 드물었다.� 이러한� 사실을� 상기하면� 본고는� 구비문학에� 나타난� 기억서사

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기

억서사의� 형성원리는� 다른� 전설과� 신화� 해석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

이다.� 기억서사� 관련� 자료의� 확장과� 한� 단계� 심화된� 논의는� 차후의� 과제로� 삼

고자�한다.

주요어� :� 제주도,� 역사,� 전설,� 본풀이,� 기억서사,� 형성원리�

학� � 번� :� 2016-3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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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목적

본고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파생된� 일련의� 제주도� 신화와� 전설을�

‘기억서사’로� 규정한� 뒤,� 각각의� ‘기억서사’의� 양상을�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해당�역사적� 사건의�형상화를� 가능하게�한� ‘기억서사’의� 형성원리를�도출하는�

데에�목표를�둔다.�

한국의� 신화는� 문헌신화와� 구비신화로� 대별되는데,� 문헌신화의� 요체가� 건국

신화라면� 구비신화의� 핵심은� 곧� 무속신화라고� 할� 수� 있다.1)� 그중� 제주도의�

무속신화는� 일명� 본풀이라� 불리며� 일반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 당신본풀이로�

세� 범주의� 계열화가� 가능할� 만큼� 지속,�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으로�

큰� 주목을� 받아� 왔다.2)� 그� 연구� 경향은� 대개� 현장론,� 유형론,� 작품론으로� 삼

분되는데� 여기서는�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각

편들이� 있는� 제주도의� 당신본풀이와�전설을� 중심으로�연구사를�간략히� 언급하

면서�문제의식을�예각화하기로�한다.

1)� 조현설,� 『동아시아� 건국신화의�역사와� 논리』,� 문학과지성사,� 2003,� 15-16면.

2)� 서대석,� 『무가문학의� 세계』,� 집문당,� 2011;� 신동흔,� 「〈세경본풀이〉� 서사와� 삼세경�

신직의� 상관성� 재론」,� 『비교민속학』51,� 비교민속학회,� 2013,� 119-145면,� 신동흔,�

「창세신화의� 연장으로� 본� <세민황제본풀이>� 연구」,� 『구비문학연구』41,� 한국구비문

학회,� 2015,� 145-176면;� 정진희,� 「제주도� 무속� 신화� <문전본풀이>의� 가부장제와�

‘어머니로� 살기’」,� 『국문학연구』19,� 국문학회,� 2009,� 149-182면,� 정진희,� 「제주도�

조상본풀이� <양이목사본>의� 한� 해석」,� 『제주도연구』32,� 제주학회,� 2009,� 205-228

면,� 정진희,� 「제주도� 본풀이의� 젠더� 담론과� 그� 여성문학적� 의의」,� 『한국고전여성문

학연구』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5-42면,� 정진희,� 「풍농(豊農)의� 원리:� <세
경본풀이>� 서사의� 신화적� 의미」,� 『국문학연구』28,� 국문학회,� 2013,� 111-144면;� 조

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사상사,� 1997;� 조현설,� 「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8,� 한

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455-482면,� 조현설,� 「제주� 여신신화의� 변형체계와� 그� 의

미:� 일반신본풀이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36,� 제주학회,� 2011,� 85-119면,� 조현

설,� 「제주� 본풀이에� 표현된� 집단기억과� 제주인의� 정체성� 연구」,� 『고전문학연구』58,�

한국고전문학회,� 2020,� 265-294면;� 최원오,� 「제주도� 구전신화에서의� 여성의� ‘감

성ㆍ감수성’과� 신체적� 표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3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115-143면,� 최원오,� 「<천지왕본풀이>의� 서사적� 분기(分岐)와� 그� 신화적� 성
격」,� 『구비문학연구』47,� 한국구비문학회,� 2017,� 39-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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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론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인� 아키바� 다카시(アキバ� タカシ),� 아카마

쓰� 지조(アカマツ� チジョウ)의� 『조선� 무속의� 연구(朝鮮巫俗の硏究)』(1937)3)

에서� 제주도� 당신본풀이가� 처음� 채록된� 이후,� 1960년대부터� 장주근,� 진성기,�

현용준� 등이� 다량의�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본격화하였다.4)� 이

들의� 조사를� 끝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현장론은� 2000년대에� 들어서� 김헌선,�

강정식,� 허남춘,� 문무병�등에�의해�활발히�진행되고�있다.5)

유형론은� 장주근과� 현용준이� 현장론에서� 더� 나아가� 본풀이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형� 분류를� 시도하면서� 그�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6)� 이들의� 논의는� 제주도� 신화� 연구의�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

3)� 아키바� 다카시(アキバ� タカシ)·아카마쓰� 지조(アカマツ� チジョウ),� 『조선� 무속의�

연구』(상)·(하),� 최석영�역,� 민속원,� 2008.

4)�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서사무가』,� 역락,� 2001.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5)� 김헌선은� 강정식,� 현용준과� 함께� 그간� 채록한� 조상신본풀이의� 자료를� 전사하여� 소

개했다.� (김헌선� 외,� 『제주도조상신본풀이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강정식은� 이� 방면에서� 다각적으로� 조사를� 수행했는데,� 먼저� 고광민이나� 이

두현과� 같은� 선학들의� 기증� 자료를�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지원� 아래� 출간한� 자료들

이� 있다.� 먼저� 이두현이� 기증한� 자료를� 토대로� 한� 자료집은� 다음과� 같다.� 강정식�

외,� 『제주도� 성주풀이』,�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강정식� 외,� 『제주도� 수산본향당�

신과세제』,�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고광민이� 기증한� 자료를� 토대로� 한� 자료집은�

다음과� 같다.� 고광민·강정식,� 『제주도� 추는� 굿』,� 피아,� 2006;� 강정식� 외,� 『제주도�

동복� 신굿』,� 국립무형유산원,� 2019.� 마지막으로� 직접� 조사하여� 채록한� 자료집들이�

있다.� 강정식� 외,� 『동복� 정병춘댁� 시왕맞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강정식� 외,� 『동복리� 본향당굿』,� 문화관광체육부� 공연전통예술과,� 2011.� 한편� 허남

춘은� 주로� 특정한� 심방을� 대상으로� 그� 심방이� 구술하는� 당신본풀이뿐� 아니라� 조상

신본풀이,� 일반신본풀이� 등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허남춘� 외,� 『이용옥심방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허남춘� 외,� 『양창보심방본풀이』,� 제주대학교� 탐

라문화연구소,� 2010;� 허남춘� 외,� 『고순안심방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허남춘� 외,� 『서순실심방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5.)� 문무병

은� 주로� 일반신본풀이에� 대한� 자료�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현재는� 2011년� 신구월�

17일� 동안� 실연된� 정공철� 심방의� 초역례� 신굿을� 채록하여�자료집으로�간행하는� 과

정� 중에� 있다.�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제주도전통문화연구소,� 『제주도큰굿자료:� 1997년� 동김녕� 문순실댁� 중당큰

굿』,� 제주도,� 2001;� 문무병,�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 황금알,� 2005;� 문무

병,� 『제주� 큰굿� 자료집1』,� 황금알,� 2019.)

6)� 장주근은� 당신본풀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6개의� 주요�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그것을� 조합하여� 당신본풀이를�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에� 따르면� 당신본풀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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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지만�당신본풀이를� 지나치게� 단선적인� 진화론의�시각에서�파악하고�있다

는� 한계가� 있다.7)� 제주도� 본풀이가� 단형에서� 장형으로,� 선형적으로� 발전했을�

것이란� 이들의� 가설� 속에서� 단형이� 많은� 당신본풀이는� 장형이� 많은� 일반신본

풀이의� 전� 단계로� 규정되어버렸다.� 그로� 인해� 제주도� 당신본풀이는� 일반신본

풀이에�비하면�상대적으로�연구자들의�관심을�받지�못하는�영역이�되었다.8)

이러한� 연구사의� 흐름� 속에서� 문무병9),� 유달선10),� 정진희11),� 강정식12)� 등

기원형,� 기본형,� 성장형,� 완성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기원형은� 남신의� 용출이나�

여신의� 입도만으로� 구성된� 것이다.� ②� 기본형은� 기원형에� 각각의� 경우의� 좌정경위

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③� 성장형은� 기본형에� 더하여� 남신과� 여신의� 결혼이� 나타

나는� 것이다.� ④� 완성형은� 성장형에� 더하여� 식성� 차이로� 인한� 남신과� 여신의� 갈등

과� 별거� 그리고� 추방된� 자신(子神)의� 해중무용담으로� 구성된다.� (장주근,� 「제주도�
당신신화의� 구조와� 의미」,� 『제주도연구』3,� 제주도연구회,� 1986,� 249-256면.)� 현용

준은� 당신본풀이와� 일반신본풀이의� 내용이� 다르나� 당신본풀이의� 성장형이� 곧� 일반

신본풀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따라서� 본풀이의� 형식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신본풀이는� 당신본풀이가� 지니는� 기승전결의� 구조에� 내용이� 덧붙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기승전결의� 구조는� 당신의� 출생과� 추방,� 행각(行脚)� 그리고� 사
제(司祭),� 선정(選定),� 마지막� 좌정으로� 정리된다.� (현용준,� 「巫俗神話 본풀이의�
形成」,� 『국어국문학』26,� 국어국문학회,� 1963,� 124-140면.)

7)� 현용준의� 다음과� 같은� 논의는� 이� 점을� 명징하게�보여준다.� “이�小考는�現在 道內
에� 散在해� 있는� 資料로써� 그� 發生과� 形成發達의� 過程을� 한번� 試圖하여� 보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먼저� 前提해야� 할� 것은� 첫째� 現存하는� 모든� 文化事象은� 本原
的인� 그대로가� 아니라� 不斷히� 進化發達하여� 온� 결과라는� 것이다.� (…중략…)� 또
한� 거기엔�外部로의�傳播에�依한�混合 乃至 接觸이� 따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중략…)� 이런�見地에서�道內에�分布되어� 있는�雜多한� 본풀이에�發達上의�時
間的 關係를�認定할�수� 있으리라�보며,� 이것들을�單純한�것에서부터�複雜한�것으
로,� 未分化의� 것에서� 分化된� 것으로� 低次인� 것에서� 高低의� 것으로,� 基本形態의�
것에서�混合 乃至 接觸形態의�것으로�排列해� 놓으면� 그�起源 및�進化의�歷史的 
順位가�밝혀질�수� 있으리라�보는�것이다.”� (현용준,� 위의� 논문,� 124면.)�

8)�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이다.� 김헌선은� 제주도� 본풀이� 가운

데� 비교적� 연구가� 덜� 된� 쪽이� 당신본풀이와� 조상신본풀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자료의� 편향된� 면모와� 폐쇄적� 성격을� 꼽았다.� 김헌선,� 「제주도� 돗제와� 궤눼깃당� 본

풀이� 연구」,� 『탐라문화』3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7,� 110면.� 그러나� 이는�

일반신본풀이의� 내용에서� 한반도의� 고소설,� 서사무가와� 유사한� 화소들이� 발견되면

서� 가중된� 결과이기도� 했다.� 한반도� 본위의� 관점� 속에서� 한반도와� 유사성을� 더� 많

이� 내포하고� 있는� 일반신본풀이가� 당신본풀이에� 비해� 더� 주목을� 받았던� 것이다.�

일례로� 서대석은� 한국� 무속신화를� 연구하면서� 칠성풀이와� 장자풀이의� 전국적� 분포�

양상을� 탐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일반신본풀이� 각편을� 검토하고� 있다.� 서

대석,� 『한국신화의�연구』,� 집문당,� 2001,� 289-382면.�

9)� 문무병은� 민족지적인�현지조사를� 통해� 제주도의�당신들을�직능의� 최소단위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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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새로운� 유형론을� 시도하였다.� 제주도� 당신본풀이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제주도� 전역에� 존재하는� 당신본풀이의� 전승� 양상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분류�

체계를� 고안한� 것이다.� 이는� 앞선� 연구에서� 드러났던� 단선적� 진화론의� 시각을�

탈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게다가� ‘제주도’라는� 공간적� 성격에� 각별

히� 유의하고� 있어� 한반도� 본위의� 시각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다만� 당신본풀이의� 전승� 양상을� 전체적으로� 살피다� 보니� 개별� 당신본풀

이가�갖는�함의의�대해서는�깊이�있게�분석하지�못한�점이�아쉬움을�남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작품론은� 개별� 당신본풀이를� 대상으로� 한� 작품에� 한하여�

분류하였다.� 이는� 제주도의� 당신앙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능

하는가에� 주목한� 연구였다고� 할� 수� 있다.�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

교�박사학위논문,� 1993,� 7면.

10)� 유달선은� 문무병의� 공시적� 접근방식이� 이전� 연구와는� 분명� 차별화되는� 것이나�

당신앙의� 기능에� 치중하다� 보니� 정작� 당신본풀이의� 서사는� 충분히� 해명되지� 못하

였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당신본풀이� 그� 자체에� 대한� 구조주의적� 분석에� 골몰했

는데,� 특히� 제주도가� 섬이라는�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러한�

특성이� 당신본풀이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밝히고자� 했다.� 그러나� 그� 분석의�

결과가� 천신이나� 지신,� 수신� 등은� 고대사회에서부터� 있었던� 신들이며� 인신이나� 이

주신은� 역사적� 산물이나� 현실에� 의해� 새롭게� 나타난� 신들이라는� 것을� 도출해내는�

데에� 머무르고� 있다.� 유달선,� 「濟州島 堂神本풀이� 硏究」,�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1994,� 7-8면,� 18면,� 200면.

11)� 정진희는� 교술적인�내용이� 담긴� 본풀이에서�서사적인�내용이� 담긴� 본풀이로�발전

해갔으리라� 보는� 선행연구의� 관점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당신본풀이가� 지니는� 기능에� 유의하면서� 당신본풀이를� 3가지로� 유형화했다.� 각각

의�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제향경위담� 확대형� 당신본풀이는�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기능이,� 당신내력담� 확대형� 당신본풀이는� 마을� 사이의� 통합이나� 분파� 등�

역사적� 체험에� 따른� 결과를� 정당화하는� 기능이,� 영험담� 확대형� 당신본풀이는� 기존�

공동체를� 와해하려� 하는� 대립� 집단에� 대해� 당신의� 우위를� 확인하고� 기존� 공동체를�

결속하려는� 기능이� 있다고� 해석했다.� 정진희,� 「제주도� 당본풀이의� 유형과� 변천� 양

상�연구」,�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9,� 19면,� 90면.

12)� 강정식은� 당신들의� 관계가� 곧� 신앙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공동체� 이합집산

의� 역사를�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강정식의� 논의에� 따르면� 당신본풀이의�

전승권은� 배타적이다.� 그럼에도� 제주도� 당신본풀이는� 동일� 유형의� 본풀이가� 여러�

마을에서� 전승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 이유는� 당신들이�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일종

의� 계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정식은� 계보를� 비교적� 뚜렷하게� 전

승하고� 있는� 당신본풀이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곧� 송당계� 당신본풀이,� 한라

산계� 당신본풀이,� 예래계� 당신본풀이,� 금악계� 당신본풀이에� 따라� 당신본풀이의� 전

승과� 변이의� 양상을� 탐구했다.�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2,� 3면,�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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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미를� 분석하거나13)� 국소� 지역� 당신본풀이의� 특성을� 파악하고14)� 조상신

본풀이나� 일반신본풀이와의� 관계를� 해명하거나15)�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는�

등16)� 다각적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연구사를� 이렇게�

일별할� 때,� 이� 논문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눈길을� 끄는� 것은� 현장론과� 유형

론,� 작품론을� 막론하고� 당신본풀이를� 일종의� 구비역사로� 인식하는� 태도이다.�

예컨대� 당신본풀이를� 마을의� 역사에서� 더� 나아가� 제주도의� 역사� 그리고� ‘민

중’의� 역사로까지� 파악하고�있는�것이다.17)� 이러한� 주장의�근저에는� 무엇보다�

13)� 고은영,� 「제주도� 서사무가� 당나미� 문씨아기당� 본풀이에� 나타난� 복합적� 신격의� 양

상」,� 『한국무속학』35,� 한국무속학회,� 2017,� 117-135면;� 권태효,� 「제주도� 서귀본향

계� 본풀이의� 자료적� 성격과� 양상」,� 『한국무속학』22,� 한국무속학회,� 2011,� 137-165

면;� 김진하,� 「송당� 신화의� 분화와� 새로운� 영웅� 문곡성의� 탄생」,� 『탐라문화』30,� 제

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7,� 5-38면;� 김헌선,� 앞의� 논문,� 2007,� 109-173면,�

김헌선·오정아,� 「<세화리당신본풀이>의� 식성� 갈등� 구조-이달춘� 구연본을� 중심으로

-」,� 『한국무속학』23,� 한국무속학회,� 2011,� 31-63면;� 양영자,� 「토산� 알당� 한집� 본

풀이� 연구」,� 『영주어문학회지』7,� 영주어문학회,� 2004,� 87-105면;� 이소윤,� 「제주도�

서사무가� <서귀포본향당본풀이>에�나타난� 권력과� 젠더의�향배(向背)-‘신부� 바꿔치
기’� 화소를� 중심으로」,� 『탐라문화』5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7,� 7-43면;�

정진희,� 「당본풀이로� 당본풀이� 읽기-제주� <세화� 본향당� 본풀이>의� 사례-」,� 『고전

문학연구』53,� 한국고전문학회,� 2018,� 271-297면.

14)� 강정식,� 「서귀포시� 동부지역의� 당신앙� 연구」,� 『한국무속학』6,� 한국무속학회,�

2003,� 127-153면;� 고광민,� 「당본풀이에� 나타난� 갈등과� 대립」,� 『탐라문화』2,� 제주

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83,� 127-160면,� 고광민,� 「당신들의� 역할분화와� 그� 신앙

형태」,� 『비교민속학』1,� 비교민속학회,� 1985,� 155-180면,� 고광민,� 「행정권과� 신앙

권」,� 『제주도연구』6,� 제주도연구회,� 1989,� 59-68면;� 김헌선,� 「제주도� 안덕면� 당신

본풀이의� 구비전승적� 위상」,� 『비교문화연구』5,�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99,�

109-162면,� 김헌선,� 「제주도� 당본풀이의� 계보� 구성과� 지역적� 정체성� 연구」,� 『비교

민속학』29,� 한국비교민속학회,� 2005,� 243-287면.

15)� 강소전,� 「제주도� 칠성의� 형성과� 본풀이� 전승」,� 『실천민속학연구』27,� 실천민속학

회,� 2016,� 195-224면;� 권태효,� 「제주도� 맹감본풀이의� 형성에� 미친� 당신본풀이의�

영향과� 의미」,� 『한국민속학』32,� 한국민속학회,� 2000,� 151-194면;� 이경화,� 「양씨아

미본풀이의� 장르� 교섭� 양상과� 그� 의미」,� 『한국무속학』36,� 한국무속학회,� 2018,�

311-329면;� 허남춘,� 「칠성과� 부군� 신앙,� 뱀� 신앙」,� 『비교민속학』58,� 비교민속학회,�

2015,� 11-46면.

16)� 이경애,�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무속서사시�비교」,� 『탐라문화』34,� 제주대학교�탐라

문화연구소,� 2009,� 91-134면;� 정진희,� 「제주도와�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신화에� 보

이는� 입도녀·토착남� 화소의� 비교� 고찰」,� 『구비문학연구』28,� 한국구비문학회,� 2009,�

241-271면.

17)� 문무병은� 제주도� 당신본풀이가� 한� 마을의� 역사일� 뿐� 아니라� 결국은� 민중의� 역사

라고� 역설했다.� (문무병,� 「마을의� 설촌과� 당본풀이」,� 『백록어문』7,� 백록어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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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전승이� 문헌기록이� 담아내지� 못한� 제주도의� ‘역사적� 진실성’을� 핍진하게�

드러내고�있다고�보는�생각이�가로놓여�있다.�

이때� 제주도� 당신본풀이에서� 실제�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는� 각편들이� 다

수� 발견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그뿐만� 아니라� 전설에서도� 그와�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언술하는� 각편이� 존재하고� 있다.� 문헌기록에� 편입되지� 못한� 제

주도의� 역사가� 구비전승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실로� 부정할� 수� 없는� 것

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제기되는� 문제는� 과연� 이들� 자료에� 어떻게� 접근

할�것인가�하는�점이다.

기실� 구비문학에서� 역사적� 사건이� 등장하는� 작품을� 연구할� 때에는� 대체로�

문헌기록과� 구비전승을� 비교18)하거나� 여러� 갈래의� 구비전승이� 존재하는� 경우�

1990,� 7면.)� 유달선은� 당신본풀이를� 통해� 문헌에� 기록되지� 못한�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여겼다.� (유달선,� 앞의� 논문,� 7-8면.)� 정진희는� 당신본

풀이가� 여러� 유형으로� 존재하는� 것은� 마을� 공동체에� 전환적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에� 대한� 집단의� 공통� 해석이� 필요할� 때� 당신본풀이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되며� 그� 결과� 당신본풀이는� 전승집단의� 역사인식을� 반영하게� 된다고� 주장했

다.� (정진희,� 앞의� 논문,� 1999,� 4면.)� 강정식은� 당신본풀이에� 드러나는� 신들의� 관

계가� 공동체의� 이합집산의� 역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이해하면서� 따라서� 당신본풀이

가� 마을의� 구비역사라고� 강조했다.� (강정식,� 앞의� 논문,� 2002,� 3면.)� 한편� 정진희

는�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신화와� 제주도� 신화를� 비교하면서� 당신본풀이가� 제주도와�

제주도� 외부�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수용의� 역사를� 투영한� 일종의� 역사적� 담론이라

고� 재차� 분석한� 바� 있다.� (정진희,� 앞의� 논문,� 2009,� 266면.)� 이경애� 역시� 오키나

와와� 비교� 연구를� 수행하면서� 제주도� 당신본풀이가� 당신,� 사제자,� 신앙민,� 당과� 마

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애,� 앞의� 논문,� 96면.)� 김헌선

은�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고유성과� 독자성이� 인간의� 구비역사에� 대한� 추구가� 낳은�

쾌거라고�언급하기도�하였다.� (김헌선,� 앞의� 논문,� 2005,� 279면.)

18)� 현길언,�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인식-이형상목사의� 신당� 철폐에� 대한� 설화적� 인

식-」,� 『탐라문화』2,�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3,� 95-125면.

임철호,� 『설화와�민중의� 역사의식-임진왜란�설화를� 중심으로』,� 집문당,� 1989.

조현설,� 「궁예이야기의� 전승양상과� 의미」,� 『구비문학연구』2,� 한국구비문학회,� 1995,�

147-173면.

최웅,� 「역사� 기록과� 구전� 설화로� 본� 궁예」,� 『인문과학연구』27,� 강원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2010,� 301-330면.

차충환,� 「이항복� 문헌설화와� 구비설화� 비교� 연구」,� 『한민족문화연구』54,� 한민족문화

학회,� 2016,� 167-203면.

이상� 제시한� 연구들처럼� 굳이� 문헌� 기록을� 개별� 장으로� 다루지� 않더라도� 역사적�

인물에� 관한� 구비전승을� 논의하는� 연구들에서는� 문헌기록에� 대한� 언급이� 자연스레�

등장하는�것을�확인할� 수�있다.� 다음과�같은�연구들을�대표적인�예로� 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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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갈래에서� 드러나는� 양상을� 분석19)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전자는� 역사

와� 전설의�관계를� 논하면서� 문헌기록과� 구비전승에서�드러나는�차이를� 토대로�

민중의� 역사� 인식을� 도출한다.20)� 후자는� 대개� 신화와� 전설에� 나타난� 역사적�

인물의� 신성화� 및� 전설의� 신화화� 등을� 화두로� 삼으며� 왜� 민중이� 유독� 비극적

인�최후를�맞은�역사적�인물을�신으로�숭앙하는가를�해명하는�데� 집중했다.21)�

오세정,� 「전설의� 서술방식과� 역사적� 상상력-세� 유형의� 인물전설을� 중심으로」,� 『한

국문학이론과�비평』41,�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8,� 93-122면.

한편,� 역사학계에서도�이러한�방식의� 연구들이�행해진� 바�있다.

백은영,� 「문헌설화와� 구비전승에� 나타난� 고려의� 기억-문화적� 기억� 속의� 최영(崔
瑩)장군」,� 『한국중세사연구』23,� 한국중세사학회,� 2007,� 91-125면.

박성주·김수민,� 「김유신� 관련� 문헌사료와� 설화의� 비교」,� 『신라문화』3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8,� 181-248면.

19)� 최길성,� 「恨의� 象徵的 意味-崔瑩 將軍의� 죽음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4,�
비교민속학회,� 1989,� 37-67면.

홍태한,� 「說話와� 民間信仰에서의� 實存人物의� 神格化 과정-南怡 將軍과� 林慶業 
將軍의�경우」,� 『한국민속학보』3,� 한국민속학회,� 1994,� 31-52면.

김효경,� 「한국�마을신앙의�인물신� 연구」,� 충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8.

,� 「端宗의� 신격화� 과정과� 그� 의미」,� 『민속학연구』5,� 국립민속박물관,� 1998,�
261-295면.

오세길,� 「남이� 장군� 설화의� 신화적� 성격과� 민중의식」,� 『설화와� 역사』,� 집문당,�

2000.

최명환,� 「단종�전설의� 신화성� 연구」,� 세명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1.

임재해,� 「공민왕� 몽진� 설화에� 나타난� 주민들의� 역사의식」,� 『구비문학연구』21,� 한국

구비문학회,� 2005,� 327-374면.

박종오,� 「공동체� 신앙과� 씨족� 인물의� 신격화:� 전북� 군산시� 선유도� 사례를� 중심으

로」,� 『남도민속연구』17,� 남도민속학회,� 2008,� 135-163면.

서종원,� 「실존인물의�신격화� 배경에� 관한� 주요� 원인� 고찰」,� 『중앙민속학』14,� 중앙대

학교�한국민속학연구소(현�한국문화유산연구소),� 2009,� 97-122면.

20)� 대표적인� 연구로� 임철호와�조현설의�연구를� 들� 수� 있다.� 임철호는� 임진왜란� 설화

를� 문헌설화와� 구비설화로� 나누어� 분석했다.� 문헌설화의� 경우� 문헌설화� 담당자들

이� 정치에서� 일시적으로� 소외된� 자들이기� 때문에� 위정자들로� 인해� 묻힌� 유능한� 인

재의� 존재를� 역설한다고� 주장했다.� 구비설화의� 경우� 구비설화� 담당자들은� 피지배

집단이므로� 민중이� 민족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민중주체� 민족의식이� 드러난다고�

해석했다.� 임철호,� 앞의� 책,� 312-314면� 참조.� 한편,� 조현설은� 궁예이야기의� 전승양

상을� 살펴보면서� 문헌전승만이� 아니라� 구비전승조차도� 궁예를� 부정적으로� 형상화

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이는� 궁예이야기가� 문헌전승과� 구비전승의� 상호영향과정에

서� 문헌전승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헌주도형�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한�

바� 있다.� 조현설,� 앞의� 논문,� 1995,� 173면.

21)� 구체적으로는� 최길성과� 홍태한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최길성은� 최영� 장군의� 묘에

는� 풀이� 나지� 않았다는� 전설을� 기점으로� 중부� 무속에서� 최영� 장군의� 역사적� 사실



- 8 -

이� 두� 가지� 연구방식은� 결국� 민중이�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

한�문제의식을�심중하게�던지고�있다고�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방식에서� 문제가�되는�것은� 전승주체를� ‘민중’으로�범칭하는�경

향과�소위�문헌기록에�드러나지�않는� ‘역사적� 진실성’을� 구비전승에서�발견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는� 제주도� 당신본풀이와� 전설을� 연구할� 때에도� 유사하

게� 드러나는� 문제점이다.22)�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 한� 마을� 안에서도� 이야기�

집단이� 여러� 갈래로� 나눠질�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23)� 즉�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전승주체의� 성격에� 따라� 다른� 맥락을� 내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관점은� 역사적� 진실성이라는� 개념� 자체도� 의문에� 부치도록� 한다.� 전승주

체에� 의해� 동일한� 사건이라도� 달리� 이야기될� 수� 있다면� 이야기가� 함의하고�

있는� 역사적� 진실성� 역시� 이야기를� 전승하는� 집단의� 수만큼이나� 복수의� 것이�

될� 수� 있다.� 정리하면� 전승주체를� ‘민중’이라는� 단일� 집단으로� 상정하고� 구비

전승에� 단� 하나의� ‘역사적� 진실성’이� 내장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은� 재고되어

야�하는�것이다.

한편� 당신본풀이가�마을�의례의� 현장에서� 심방에� 의해� 공식적으로� 구송되는�

것24)이라면� 전설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마을� 주민들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향

과� 관련한� 신격화� 양상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그는� 최영� 장군의� 비극적� 죽음이�

그� 자체로� 민중의� 한을� 극대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최영� 장군의� 신격화에

는� 현실에서� 패했어도� 패했다고� 믿지� 않으려는� 민중의� 한이� 기저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최길성,� 앞의� 논문,� 48-53면,� 62-63면.� 홍태한은� 이러한� 최길성의� 논의

를� 이어받아� 민중들이� 억울하게� 죽은� 역사적� 인물을� 숭배하는� 것은� 민중들이� 지닌�

변혁의� 욕구를�반증하는�것이라�해석했다.� 홍태한,� 앞의� 논문,� 47-48면.

22)� 예컨대,� 현길언은� 역사적� 사건이� 등장하는� 제주도� 당신본풀이와� 전설에� 그� 사건

을� 바라보는� 제주도� 민중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지적하고�있다.� 현길언,� 『제주

도의� 장수설화』,� 홍익사,� 1981,� 27-28면.

23)�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영해지방� 현지조사� 자료의� 구비문학적� 분석』,�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4,� 9면.

24)� 일찍이� 당신본풀이가� 지니는� 형식상의� 엄격성에� 대해서는� 강정식에� 의해� 논구된�

바가� 있다.� 가령� “당신본풀이는� 구비문학의� 다른� 갈래와는� 달리� 전파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신본풀이는� 특정한� 마을의� 당과� 관련된� 신화이다.� 당신화는�

본래� 메인심방에� 의하여� 전승되며� 그� 마을� 내에서만� 불리던� 것이다.”라는� 서술이

나� “그런데� 당신본풀이는� 의식적으로� 유동성을� 제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가

운데� 전승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신본풀이의� 구연을� 담당한� 심방들은�

문헌에� 기록된� 것을� 읽어내듯이� 기억� 속의� 문서를� 재현하는� 것을� 이상적인� 구연으

로� 인식해온� 것이� 사실이다.”라는� 서술이� 그러하다.� (강정식,� 앞의� 논문,� 2002,�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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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사건이� 드러나는� 제주도�

당신본풀이와� 전설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각� 갈래에� 따른� 특성을� 논구하는� 시

도들이� 있었지만�그것이� 신화와�전설의� 갈래론에� 대한� 질문으로까지는� 나아가

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자료의� 실상을� 통해� ‘민중’과� ‘역사적� 진

실성’이라는� 개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가운데� 신화와� 전설이라는� 갈래에�

따라� 드러나는� 차이를� 지적할� 것이다.� 이는� 결국� 기존에� 이루어진� 제주도� 당

신본풀이와� 전설의� 연구를� 한층� 심화시키려는� 시도이며� 기왕의� 신화� 및� 전설�

일반의�설화�갈래�연구를�좀� 더� 쇄신시켜보려는�시도이기도�하다.

1.2.� 연구대상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역사적� 사건이� 형상화된� 일련의� 제주도�

당신본풀이와� 전설이다.� 해당� 역사적� 사건은� 고려시대� 삼별초의� 입도[1271년

(원종12)],� 조선시대� 천미포� 왜란[1552년(명종7)]으로� 대표되는� 왜란,� 이형상

의� 신당� 철폐[1702년(숙종28)],� 신축년� 난리[1901년(광무� 5년)]이다.� 이� 네�

가지� 역사적� 사건들은� 유독� 각각의� 사건을� 바탕으로� 한� 제주도� 당신본풀이와�

전설� 각편들을� 다수� 남기고� 있는데� 이는� 각각의� 사건들이� 제주도에� 큰� 영향

을�끼쳤음을�보여준다.

먼저� 고려시대� 삼별초의� 입도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삼별초는� 고려� 원종� 11

년(1270)� 무인정권의� 붕괴,� 원종의� 개경환도� 조처� 등에� 대항한� 항몽(抗蒙)�
세력을� 일컫는다.� 이들은� 진도에� 거점을� 설정하고� 부몽(附蒙)을� 표방했던� 개
경정부에� 대항하여� 항몽을� 목표로� 하는� 진도정부를� 설립했다.� 그러나� 고려� 개

경정부와� 몽골� 연합군의� 치밀한� 공세로� 진도정부는� 1년� 만에� 붕괴되고� 이때�

진도를� 탈출한� 일부� 세력이� 제주에� 새로운� 거점을� 확립한� 뒤� 항전을� 지속해�

나간다.25)� 원종� 12년(1271)� 5월� 장군� 김통정의� 지휘로� 진도의� 잔여� 세력이�

면,� 155면.)

25)� 윤용혁,� 『고려� 삼별초의�대몽항쟁』,� 일지사,� 2000,� 128,� 143,� 160,� 2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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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먼저� 입거하고� 이를� 따라� 남해에� 있던� 장군� 유존혁� 역시� 80여� 척의�

선단을� 이끌고� 김통정� 세력과� 합류한다.� 윤용혁은� 이를� 두고� 제주도의� ‘일천

년래� 제일대사건’이라� 한� 바� 있는데,� 그� 당시까지� 지정학적� 위치상� 고려� 삼별

초와� 같은� 외부� 군사� 집단이� 제주도에� 대규모로� 입거한� 경우는� 전무했기� 때

문이다.26)� 이러한�이유에서인지�고려�삼별초는�여러�방면에서�제주도에�큰� 영

향을� 미치게� 된다.�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에는� 삼별초가� 여몽연합군과� 최후의�

격전을� 벌였던�항파두리토성이� 항몽유적지로�남아� 있으며�이와�관련하여�항파

두리토성� 축성에�직접� 동원되었던� 제주민의� 설움을�토로하는� 민요가�전해지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신본풀이와� 전설의� 경우� 주로� 김통정� 장군의�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고려시대� 삼별초

의� 입도� 사건이� 형상화된� 당신본풀이와� 전설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전

개하고자�한다.

한편,� 제주도에� 왜구의� 침입이� 기록상으로� 남아� 있는� 것은� 고려� 고종� 10년

(1223)이� 처음이다.� 이후� 잦아진� 왜구의� 침략은� 고려가� 망할� 때까지� 무려�

519회에� 달했다고� 한다.27)� 이러한� 왜구의� 침범은� 조선시대에� 들어서� 심화되

는데,� “서귀포에� 왜배나� 들어라.� 먼� 뎃� 친척� 만나보게”로� 시작하는� 사설의� 민

요가� 제주도에서� 불릴� 정도였다.28)� 조선� 명종� 7년(1552)� 5월에는� 중국� 상인

도� 함께� 타� 있던� 왜선� 8척이� 정의현� 천미포에� 표착하여� 마을� 사람들을� 살해

하고�약탈하는�사건이�발생한다.� 배로� 돌아갈�수� 없었던�잔당� 30여�명은�한라

산에� 잠복해� 있다가� 생포되었으나� 그래도� 남은� 왜적� 일부가� 진에� 잠입하여�

어선을� 침탈하고� 도망쳤다.29)� 이는� 왜구의� 항로상� 동쪽� 정의현� 인근의� 우도�

일대,� 서쪽� 대정현� 지역의� 차귀도� 일대� 및� 비양도� 일대가� 왜구의� 정박지로� 점

쳐졌던� 것30)과� 비교해볼� 때� 다소� 독특한� 양상이었다.� 《탐라기년》의� 기록을�

26)� 윤용혁,� 『삼별초:� 무인정권·몽골,� 그리고� 바다로의� 역사』,� 혜안,� 2014,� 272,� 294

면� 참조.

27)� 나종우,� 「대외관계사」,� 『고려시대사의�길잡이』,� 일지사,� 2007,� 220-221면.

28)� 고광민,� 「제주도�처녀당� 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2,� 40면.

29)� 도리고에� 겐자부로(とりごえ� けんざぶろう),� 『고대� 조선과� 왜족』,� 홍성목� 역,� 제

주시우당도서관,� 2007,� 215-216면.

30)� 정영현,� 「여말선초의� 제주와� 왜구」,� 『한국민족문화』7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

연구소,� 20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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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해도� 왜구의� 침략은� 주로� 지금의� 제주� 시내인� 대천에서� 조공천,� 귀일,� 고

내,� 곽지,� 명월,� 우둔,� 반포,� 차귀� 등으로� 이어지는�섬의�북서부에�치중되어�있

었던�것이다.31)� 따라서�천미포�인근의�표선면�토산리에서�왜구의�침입을�소재

로� 한� 당신본풀이와� 관련�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는� 점은� 일찍이� 선행연구에서

도� 주목해왔던� 바이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이� 당신본풀이와� 전설에� 삽입된�

왜구의�침략�사건이�천미포�왜란으로�상정될�수� 있기�때문이다.32)� 본고에서는�

이러한� 왜란� 사건이� 형상화된� 전설과� 당신본풀이� 역시�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논의하도록�한다.

‘이형상이� 절� 오백,� 당� 오백을� 파괴했다’고� 전해지는� 이형상의� 신당� 철폐�

사건은�흔히�중앙권력에�의한�폐습�추방의�상징적�사례로�이야기된다.33)� 조선�

숙종� 28년(1702)� 제주도에�목사로�부임한� 이형상은�이전�목사들과�달리�제주

도� 풍속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그가� 제주도에� 부임했을� 당시� 남긴�

기록인� 《남환박물》에서는� 여성의� 신체� 노출,� 부모·처자의� 매매,� 동성혼,� 축첩,�

재혼�등이�제주도에�빈번하게�나타나고�있음이�지적된다.34)� 이에� 대해�이형상

은� 일련의� 교정을� 시도하는데� 곧� 각종� 금지령을� 통해� 제주도의� 풍속을� 교화

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형상의� 신당� 철폐는� 이러한� 교화� 시도� 가운데서도� 가

장� 극단에� 위치해� 있던� 것으로� 일시에� 신당� 129개소가� 불태워지고� 사찰� 5개

소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무격� 285명이� 귀농하는� 결과를� 낳았다.35)� 제주도�

신당을� 표적으로� 삼은� 이형상의� 정책은� 무속이� 성행하였던� 당대에� 제주도� 사

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형상이� 절� 오백,� 당� 오백을�

파괴했다’라는� 구비공식구와� 함께� 이형상의� 신당� 철폐를� 형상화하고� 있는� 당

신본풀이와� 전설이� 제주도에� 다수�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형상의� 신당� 철폐� 사건이� 형상화된� 전설과� 당신본풀이도� 논의의� 대상으로�

31)� 도리고에�겐자부로,� 앞의� 책,� 214-215면.

32)� 물론� 표선면� 토산리에는�다수의� 왜구� 침입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중

에서도� 천미포� 왜란은� 표선면� 토산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건이었다.� 그� 파장

이� 실로�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선면� 토산리에서� 전승되는� 전설과� 당신본풀이의�

왜구� 침입은� 바로� 이� 천미포� 왜란이라는�역사적�사건으로�집약될�수� 있다고�본다.

33)� 마치다� 타카시,� 「조선시대� 제주도� 풍속을� 둘러싼� 이념과� 정책」,� 『역사민속학』55,�

한국역사민속학회,� 2018,� 68면.

34)� 마치다� 타카시,� 위의� 논문,� 69면.

35)� 마치다� 타카시,� 위의� 논문,�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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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고자�한다.

일명� 이재수의� 난이라고도� 불리는� 신축년� 난리36)는� 1901년� 당시� 제주도에

서� 교세를�확장하던�천주교도와�이재수로�대표되는�제주민� 사이에서�벌어졌던�

민란을� 말한다.� 민란의� 시발점은� 봉세관� 강봉헌으로� 인한� 세폐에� 있었다고� 추

정된다.� 그러나� 봉세관� 강봉헌이� 세금� 징수� 등에� 있어서� 천주교도의� 힘을� 빌

린� 바� 있고� 이와� 더불어� 선교사의� 권력을� 등에� 업은� 일부� 천주교도의� 횡포가�

심해지면서� 어느새� 난은� 세폐에서� 교폐로� 저항의� 지점이� 옮겨갔다.37)� 처음에

는� 대정군수� 채구석을� 필두로� 조직된� 대정� 상무사가� 난의� 중심에� 서� 있었으

나,� 실질적인� 우두머리였던� 오대현이� 천주교도� 측에� 납치되면서� 그를� 대신한�

이재수가� 난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 이재수는� 그의� 고향인� 보성리가� 있던� 대

정읍부터� 시작하여� 천주교도가� 점령한� 제주성까지� 서진하면서� 천주교도를� 차

례로�압살하는데,� 이� 난을� 통해� 300여� 명이� 목숨을�잃었다.� 이재수에� 관한�전

설과� 이� 난을� 소재로� 한� 본풀이들이� 전해지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이� 자료� 역

시�연구대상에�포함시키도록�한다.

36)� ‘신축년� 난리’는� 연구자에� 따라� ‘이재수의� 난’,� ‘신축제주항쟁’,� ‘신축교안’� 등

으로� 불린다.� 특히� 역사학계에서는� ‘이재수의� 난’에서� ‘난’이� 지니는� 부정적� 함의�

때문에� ‘신축제주항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천주교� 측에서는� 제주� 교인

과� 비교인� 사이에� 벌어진� 분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신축교안’으로� 지칭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축제주항쟁’과� ‘신축교안’이라는� 용어에�

내포된� 특정� 집단의� 관점을� 피하기� 위해� 이� 두�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보다�

실제� 전설과� 본풀이에서는� ‘이재수의� 난’이라는� 표현이� 압도적인데� 이미� 이� 표현

이� 지니는� 부정적� 함의가� 많이� 논구되었으므로� 이� 표현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재수의� 난’� 다음으로� 전설과� 본풀이에� 많이� 나타나는� 명칭은� 바로� ‘신축년� 난

리’이다.� ‘신축년� 난리’는� 비교적� 전설과� 본풀이의� 실상을� 드러내면서도� 특정� 집

단의� 관점을� 피할� 수� 있는� 명칭이라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

서는� ‘신축년� 난리’라는� 용어를�사용하도록�한다.�

37)� 강창일,� 「1901年의� 濟州島民 抗爭에� 대하여-韓末 天主敎의� 性格과� 관련하여
-」,� 『제주도사연구』1,� 제주도사연구회,� 1991,� 96-97면.� 강창일에� 따르면� 광무개혁

에� 따라� 제주도에� 입도한� 봉세관� 강봉헌은� 지방관의� 비협조� 내지� 방해로� 매우� 어

려운� 지경에� 처했었다.� 이에� 같은� 외래세력으로� 토착세력과� 마찰을� 빚고� 있던� 천

주교� 및� 유배인과� 제휴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조세의� 수취권자

로서� 그리고� 작인에� 대한� 감독자로서� 일부� 천주교도는� 그� 대상인� 도민과� 첨예한�

갈등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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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방법

“이� 고을의� 풍토는� 또� 하나의� 유별한� 곳으로� 하나하나� 매우� 달라서� 까딱하

면� 탄식하고� 놀랄만하나� 모두가� 볼만한� 것이� 없다.”� 충암� 김정의� 《제주풍토

록》은�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한다.38)� 이러한� 내용은� 제주도를� 명백히� 타자로�

인식하는�태도를�드러내는데� 《제주풍토록》에서�제주도는�줄곧�유별난�풍속[異
俗]이� 있는� 색다른� 지역[異區]으로� 여겨진다.39)� 이는� 비단� 김정에게서만� 나
타나는� 것이� 아니다.� 병와� 이형상은� 《남환박물》에서� “제주� 구역은� 저절로� 구

별되고� 풍토가� 유달리� 특수하다.� 관습과� 내려오는� 풍속은� 빈번하게� 사람을� 놀

라게� 한다.”40)고� 했으며,� 백호� 임제는� 그의� 시에� “밭을� 갈아� 살아가는데� 나라

의� 교화� 미친�지� 오래로되/성황당� 전래의� 습속�남만의� 풍속과� 비슷하군.”41)이

라는� 구절을� 남겼다.� 유선� 목만중은� 석북� 신광수의� 《탐라록》� 서문에� “탐라는�

비록� 판적에� 속하여� 주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바다� 가운데� 하나의� 작은�

나라”42)라고�이야기하기도�했다.�

이렇게� 제주도를� 유배지나� 부임지로� 혹은� 환승지로� 방문했건� 간에� 상관없이�

조선시대� 문인의�글에는� 제주도를� 이질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분명하게�드러

난다.� 게다가� 그러한� 시선의� 종착에서� 제주도는� 당혹스러움과� 히스테리를� 유

발하는�장소로�남아�있다.43)� 중요한�것은�미개한�제주도의�풍속을�교정하려는�

38)� “此邑風土,� 別是一區,� 事事殊異,� 動可吁駭,� 一無可觀.”� 김정(金淨,�
1486~1521)은� 조선시대� 중종대� 학자이자� 문신으로� 1520년� 8월� 21일에�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濟州風土錄》은�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누이의� 아들에게� 제
주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답장으로� 써� 보낸� 글이다.� 《冲庵先生集》에� 수록되어�
있다.� 김일우,� 「제주풍토록� 해제」,� 『역주� 제주� 고기문집』,� 제주문화원,� 2007,� 3,�

11-12면� 참조.

39)� “그러나� 남아로서� 세상에� 태어나� 큰� 바다를� 가로질러� 이� 색다른� 지역을� 밟아� 유

별난� 풍속을� 보는� 것도� 또한� 세상살이에� 있어� 기이하고� 장한� 일이다(然男兒落地,�
橫截巨溟,�足踏此異區,�見此異俗,�亦世間奇壯事.).”� 제주문화원,� 위의� 책,� 19면.

40)� 이형상,� 『남환박물』,� 이상규·오창명� 역주,� 푸른역사,� 2009,� 103면.

41)� “耕鑿久添王國化,�城隍元與島夷隣.”� 제주문화원,� 앞의� 책,� 6면.
42)� “耽羅今雖屬版籍爲州縣,�其實海中一小國.”� 제주문화원,� 위의� 책,� 189면.
43)� 마치다� 타카시,� 앞의� 논문,� 59면.� “조선시대� 귀양되거나� 파견된� 중앙� 관인에게�

제주도� 풍토는� “사사수이(事事殊異)”이며� 바로� 당혹과� 놀라움이� 가득한� 이문화
(異文化)� 체험이었다.� (…중략…)� 이� 시대� 제주도와� 육지의� 이문화� 접촉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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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이다.� 김정은� “만약� 학문으로서� 가르쳐� 그� 마음을� 열지� 못하면� 영원히� 풍

속� 바꾸는� 것을� 기약치� 못할� 것”44)이라고� 우려한다.� 이형상은� “풍속이란� 것

은� 백성을� 기르는� 데에� 마땅히� 먼저� 해야� 할� 것이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를� 소홀히� 한다.”면서� “하물며� 이� 절해� 고도는� 풍속이� 유별나고� 사람도� 다르”

기� 때문에� “그� 회수하는� 바� 내복보다� 더욱� 달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45)� 이

러한� 입장은� 조정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어서� 일읍일교의� 원칙에� 따라� 모

든� 군현에� 향교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시기보다� 더� 이른� 조선� 태조� 원년

(1392),� 제주도에는� 이미� 향교가� 세워졌다.� 이러한� 조처는� 무엇보다� 제주도를�

교화가�가장�시급한�지역으로�인식했던�결과라고�할� 수� 있다.46)

이러한� 조선시대� 조정과�문인의� 입장은� 피식민자를� 바라보는� 식민자의� 입장

과� 은연중에� 닮아있다.47)� 조선과� 제주� 사이에� 지배� 관계가� 정립되어� 있으며�

문화적�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풍속을� 교화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곧� 식민주의적� 사고의� 시각이� 내재되어� 있는� 것

이다.48)� 물론� 제주도는� 고려시대에� ‘탐라국’에서� ‘탐라군’으로�다시� ‘제주’로�

큰� 이질감을� 가질� 만한� 일이었으나,� 그� 차이를� 말하는� 글쓰기(literacy)는� 당연히�

육지의� 한학적� 교양에� 의해� 일방적으로� 독점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양상은� 조

선시대�제주도�풍속과� 관련된� 글쓰기를�둘러싼� 기본적인�권력� 구도를� 말해준다.”

44)� “若不敎以學文,�以開其心,�則永無移風之期.”� 제주문화원,� 앞의� 책,� 18면.
45)� 이형상,� 앞의�책,� 121면.

46)� 양진건,� 「조선조� 제주삼읍� 향교의� 신창,� 중창,� 이건에� 관한� 연구」,� 『교육사상연

구』19,�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06,� 68면.

47)�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 Spivak)에� 따르면� “식민자”와� “피식민자”는� 상당히�

유동적이고� 탄력적인� 개념으로,� 낯선� 외부의� 국가가� 자체의� 법과� 교육� 체계들을�

지긋이� 강요하고� 자체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산� 양식을� 재배치하면서� 스스로를�

지배자로� 확립할� 때� “식민자”와� “피식민자”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 Spivak),� 「한국어판� 저자� 서문」,� 『포스트식민� 이성� 비판』,� 태혜

숙·박미선� 역,� 갈무리,� 2005,� 2면.

48)� 위르겐� 오스터함멜(Jurgen� Osterhammel)에� 따르면� 무엇을� 식민주의로� 볼� 것인

가를� 정의하는� 일은� 쉽지� 않다.� 식민주의의� 역사는� 하나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민주의의� 역사가� 전격적인� 습격으로� 시작

된� 적은� 드물었는데� 대개� 식민주의는� 최초의� 발견과� 접촉으로부터� 서서히� 시작된�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식민주의란� 집단� 간의� 지배� 관계로

서,� 이� 관계에서는� 종속민의� 삶에� 관련된� 근본적인� 결정이� 문화적으로� 이질적이며�

적응� 의지가� 거의� 없는� 소수� 식민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식민자들은� 외부의� 이

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을� 내리며,� 실제로� 이를� 관철시킨다.� 또한,� 일

반적으로� 근대� 식민주의에는� 자신의� 문화적� 우월성에� 대한� 식민자의� 확신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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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되는� 과정에서� 일찍이�한반도� 국가에�귀속되었으므로�일종의� 내부� 식민지

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49)� 문제는� 이렇듯� 내부� 식민지로서� 제주도를� 인식

할� 때,� 역사적으로� 말을� 하거나� 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언제나� 권력자들이었

다50)는�점이다.� 유배인이나�관리자를�통해�이입되는�한반도�문화의�침투�역시�

제주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극히� 이질적인� 것이었지만� 그들의� 반응은� 항상�

유교� 지식인의� 시선에� 의해� 포착되어� 선택적으로� 전달되는� 것이었다.� 이는� 비

단�조선과�제주만의�문제는�아니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당신본풀이와� 전설에� 나타나는� 역사적� 사건들

은� 모두� 제주와� 그� 외부�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의�

구체적� 양상은� 역사적으로� 아예� 조명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제주가� 아닌� 외

부의� 입장에� 의해� 역사로� 남겨졌다.� 신축년� 난리만� 보더라도� 정작� 그� 난과� 관

련해서는� 제3자의� 입장에� 서있었던� 유배인� 김윤식이나� 난의� 당사자로서� 자연

스레� 천주교도� 측의� 입장에� 서있었던� 프랑스인� 선교사들의� 일기와� 편지를� 통

해� 처음� 난의� 경과가� 알려진� 것이다.51)� 제주도의� 역사는� 자체적으로� 쓰인� 적

한� 사명� 이데올로기적� 정당화� 원칙이� 결부되어� 있다.”는� 식민주의에� 관한� 그의� 정

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위르겐� 오스터함멜(Jurgen� Osterhammel),� 『식민주의』,�

박은영·이유재� 역,� 역사비평사,� 2006,� 34면.� 물론� 조선과� 제주도의�관계를� 근대� 식

민지� 모국과� 식민지의� 관계로� 바로� 치환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식민지는�통치� 식민지,� 거점� 식민지,� 정착� 식민지로�분류할� 수� 있는데� 본국

에서� 파견되어� 일정� 기간� 활동한� 뒤� 귀환하는� 관료나� 군인들의� 존재는� 제주도를�

일종의� 통치� 식민지로� 간주할� 수� 있게� 해준다.� 심지어� 제주도는� 고려시대에� 원나

라의� 일본� 정벌을� 위해� 목마장이� 설치되는� 등� 원나라의� 거점� 식민지가� 되기도� 하

였다.� 그보다� 앞서� ‘탐라’가�고려에� ‘제주’로�귀속된� 것�역시�지적해볼�수� 있다.

49)� 마이클� 헤치터(Michael� Hechter)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내부� 식민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그에� 따르면� 내부� 식민주의는� 해외� 식민

주의와� 많은� 유사성이� 드러난다.� 무엇보다� 식민지� 모국에� 해당하는� 중심부는� 문화

적으로� 구별되는� 식민지-주변부� 토착민들에� 대해� 차별을� 수행한다.� 즉� 중심부와�

주변부의� 문화적� 차이가�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Michael� Hechter,�

Internal� Colonialism,� Berkeley� and�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pp.� 30-42.� 조현설� 역시� 제주도를�내부식민지로�규정하고�제주도� 본

풀이에� 드러난� 제주인의� 정체성에� 대해� 논의한다.� “고종은� 광무� 1년(1897)에� 제주

라는� 식민지의� 존재를� 근거로� 삼아� ‘대한제국’을� 선포한다.� 제주는� 조선의� 영토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내부식민지(Internal� Colony)’였던� 것이다.”� 조현설,� 앞의� 논

문,� 2020,� 279면.

50)� 가야트리� 스피박,� 앞의� 글,� 4면.

51)� “지금까지� 주로� 이용된� 자료는� 천주교측� 입장만� 강조한� 천주교측� 자료와� 지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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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번도�없다는�점을�유념할�필요가�있다.

물론� 문헌�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주도의� 역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기억이론의� 대두는� 근대를� 지탱해온� 역사이념에� 대한� 회

의와� 반성으로부터� 비롯된다.� 즉� 역사라는� 미명(美名)하에� 공식적� 위치에서�
군림했던� 일원화된� 기억을� 거부하고,� 대신� 사적인� 자리로� 밀려났던� 파편화된�

기억에�대해�관심을�기울이고자�하는�것이다.52)� 이러한�기억이론에�따르면�역

사는�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후에,� 대개� 그� 사건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누군가에�의해�문자로�기록된�하나의�기억에�불과하다.53)� 이러한�관점

은�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인� 당신본풀이와� 전설을� 단지� ‘역사’가� 되지� 못했을�

뿐인,� 수많은� ‘기억’� 가운데� 일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이� 논

문에서는� 기억이론을� 방법론으로� 원용함으로써� 제주도의� 당신본풀이와� 전설을�

‘기억서사’로� 규정하고�그� 형성원리를�고찰하는�것을�목표로�삼는다.

굳이� 기억이론을� 경유하지� 않더라도� 구비문학은� 이야기의� 구조를� 기억하여�

전한다는� 설화의� 속성� 때문에� 기억술의� 차원에서� 종종� 기억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맺는�것으로�인식되었다.54)� 또한� 설화�가운데�하나인�전설은�증거물을�

들의� 보고에� 기초한� 《皇城新聞》·《官報》,� 그리고� 雲壤 金允植이� 견문한� 《續陰晴
史》였다.� 이들� 자료는� 기록자에� 따라� 달리�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각각의� 사
실에� 대한� 상호분석이나� 사료비판이� 필요하다.”� (김양식,� 「1901년� 제주민란의� 재

검토」,� 『제주도연구』6,� 제주학회,� 1989,� 126면.)

52)� 전진성,� 『역사가�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2009,� 18면.�

53)� 이탈리아� 구술사가� 알렉산드로� 포르텔리(Alessandro� Portelli)는� 기록� 문헌이� 사

실적� 신뢰성을� 독점하고� 있는� 지배적� 편견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한다.� 그의� 표현

에� 따르면� “기록� 문헌도� 종종� 출처를� 알� 수� 없는� 구술� 자료가� 통제되지�않고� 전승

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문헌� 기록은� ‘텍스트’라는� 불변하는� 형태를� 가장함으

로써� 시간에� 대한� 의존성을� 숨긴다.� 알렉산드로� 포르텔리(Alessandro� Portelli),�

「무엇이� 구술사를�다르게� 하는가?」,�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아르케,� 2010,�

85-86면.� 벨기에� 역사가인� 얀� 반시나(Jan� Vansina)� 역시� 기억에� 대한� 연구가� 모

든� 역사적� 사료들이� 시작부터� 주관성을� 담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주장

한다.� 자료는� 제작되고� 지각되는� 행위에서조차� 이미� 기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관성은� 이미�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얀� 반시나(Jan� Vansina),� 「기억과�

구전」,� 위의� 책,� 75면.

54)� “설화의� 구전은� 일정한� 몸짓이나� 창곡과는� 관련� 없이� 보통의� 말로써� 이루어지며,�

이야기의� 구조에� 힘입어� 가능하게� 된다.� 설화의� 구전은� 구절구절� 완전히� 기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핵심이� 되는� 구조를� 기억하고� 이에� 화자� 나름대로의� 수

식을� 덧보태어� 이루어진다.� 따라서� 설화는� 구전에� 적합한� 단순하면서도� 잘� 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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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야기의� 사실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역사와� 가장� 친연성이� 깊은� 갈래

로� 이해되었다.55)� 특히� 역사적� 인물과� 관련한� 설화는� 지배층� 중심의� 역사가�

담아내지� 못한� 민중의� 기억을� 재현하는� ‘대항기억’으로서� 의미화되기도� 하였

다.56)� 이때의� ‘대항기억’이란� 공인된� 지식으로서의� 역사에� 저항하는� 정치적�

실천의지를�담고�있는�개념이다.57)� 그런데�이와�같은�구비문학의�구술사�기억

이론� 적용방식은�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즉� 구비문학의� 연구대상이�

바로� ‘서사(敍事)’라는� 점이다.
구술사에서의� 기억이� 개인의� 경험적� 기억을� 일상적인� 언어로� 구술한� 것인�

반면�구비문학에서의�기억은� 집단의�의식화된� 기억이�문학적� 형식으로� 구연된�

것이다.58)� 이�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다루는� 당신본풀이와� 전설� 역시� 허구성

을� 담지한� ‘이야기’이다.� 특히� 구전의� 전통을� 가지는� “이야기가� 만들어질� 때�

이야기는� 그� 지역사회의� 지배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편집되고� 재구성된

구조를� 지니며,� 표현� 역시� 복잡할� 수� 없다.”�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2013,� 37-38면.

55)� 강등학� 외,� 『한국구비문학의�이해』,� 월인,� 2008,� 114면.

56)� 대표적으로� 천혜숙의� 연구가� 있다.� 먼저� 천혜숙은� 안동� 청운마을의� 신당� 수난사

건을� 기억이론으로� 분석한� 바� 있는데,� 이때� 연구대상으로� 다룬� 자료는� 1856년,�

1923년,� 1990년대라는� 세� 시기에� 걸쳐� 명문세족이자� 지주토호였던� 심씨� 가문에�

의해� 마을의� 동신당이� 훼손된� 사건을� 기억하는� 마을� 주민들의� 구술� 자료이다.� 천

혜숙,� 「동신당(洞神堂)� 수난의� 마을사와�민중적� 기억의� 재현」,� 『역사민속학』38,� 한
국역사민속학회,� 2013,� 185-222면.� 그는� 이러한� 자료들이�지니는� 연구사적�의의를�

푸코의� ‘대항기억’으로� 의미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백은영의� 연구를� 참조해볼� 수�

있다.� 백은영,� 앞의�논문�참조.

57)� “The� historical� sense� gives� rise� to� three� uses� that� oppose� and� correspond�

to� the� three� Platonic� modalities� of� history.� The� first� is� parodic,� directed�

against� reality,� and� opposes� the� theme� of� history� as� reminiscence� or�

recognition;� the� second� is� dissociative,� directed� against� identity,� and� opposes�

history� given� as� continuity� or� representative� of� a� tradition;� the� third� is�

sacrificial,� directed� against� truth,� and� opposes� history� as� knowledge.� They�

imply� a� use� of� history� that� severs� its� connection� to� memory,� its�

metaphysical� and� anthropological� model,� and� constructs� a� counter-memory-a�

transformation� of� history� into� a� totally� different� form� of� time.”� Michel�

Foucault,� Language,� Counter-memory,� Practice,�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77,� p.160.

58)� 김귀옥,� 「구술사와� 구비문학의� 비교:� 특성과� 소통」,� 『통일인문학』57,�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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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9)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야기’는� 역사� 바깥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속에는� 자기들의� 역사를� 가지지� 못한� 피지배자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지배� 이데올로기의� 침투로�

인해� 희석되어� 있을�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 게다가� 한� 사회의� 권력을� 놓고� 쟁

투하는� 집단이� 여럿인� 경우� 그� 사회의� 운명에� 따라� 피지배자들의� 목소리는�

복수(複數)가� 될� 수도�있다.� ‘기억’은� 서로� 도전하고�융합하고�제거하고� 융해
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까닭이다.60)� 이에� 따르면� ‘이야기’를� 곧바로� ‘민

중’의� ‘기억’으로�치환하고�그� 속에서� ‘역사적�진실성’을� 읽어내는�것에는�어

느�정도�무리가�따름을�알� 수� 있다.

� 스피박이� ‘하위주체는� 말할� 수� 있는가?’를� 질문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

의해서이다.� 그는� 하위주체를� 둘러싼� 복잡다단한� 맥락을� 무시하고� 이들을� 뭉

뚱그려� 단일주체로� 상정하는� 한,� 틈을� 비집고� 나오는� 하위주체의� 목소리는� 결

코�들을�수� 없다고�힘주어�말한다.61)� 당신본풀이와�전설의�경우에도�전승주체

와� 갈래에� 따라� 여러� 목소리를� 간취해낼� 수� 있다.� 이는� 당신본풀이와� 전설의�

서사가� 여러� 하위주체의� ‘기억’이� 갈무리된� ‘기억’,� 곧� ‘기억’에� 대한� ‘기억

들’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상의� 논의는� 당신본풀이와� 전설이� ‘기억’

이� 될� 수� 있지만� 이들이� ‘서사’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기억’과� ‘서사’를� 합성한� ‘기억서사’라는� 개념을�

창안하여� 당신본풀이와� 전설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삼고자� 한다.� 이러

한� 방법론은� 당신본풀이와�전설을�역사가� 담아내지� 못한� ‘기억’으로�바라보게�

하면서� 이들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서사’� 분석� 틀을� 원용할� 수� 있게� 해준

다는� 의의가� 있다.� 이때� ‘기억서사’를� “권력관계가� 반영된� 기억과� 망각의� 특

수한� 결합의� 산물”62)로,� 그래서� 하위주체들의� 목소리들과� 지배� 이데올로기의�

목소리가�중층적으로�얽혀�있는�서사로�바라보는�관점을�견지하도록�한다.

59)� 얀� 반시나,� 앞의� 글,� 69면.

60)� 나탕� 바슈텔(Nathan� Wachtel),� 「기억과� 역사� 사이에서」,�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아르케,� 2010,� 113-116면.

61)� 가야트리� 스피박,�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역사에� 관한� 성찰들』,� 태혜숙� 역,� 그린비,� 2018,� 430-431면.

62)� 전진성,� 앞의�책,�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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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고려를� 종합하여� ‘기억서사’의� 개념을� 정의하자면� ‘기억서사’는� 공

식적인� 역사� 기록이� 부재한� 공동체에서� 해당� 공동체의� 기억을� 증언하고� 반추

하는� 역할을� 하는� 서사를� 말한다.� 요컨대� 오랜� 전승� 기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하나의� 특정한� 이야기� 형태로� 집약된� 기억을�

일컫는� 것이다.� 이� 개념은� ‘설화’나� ‘구술서사’,� ‘구전서사’와� 같은� 개념과�

달리�다음과�같은�이점이�있다.63)

첫째,� ‘기억서사’의� 전승양상이� 달라지는� 이유를� 전승주체와� 관련하여� 설명

할� 수� 있다.� 주지하듯� ‘기억’은� 기억주체의� 선택과� 배열을� 거쳐� 존재하는� 것

이다.� 이에� 주목한다면� ‘기억서사’라는� 개념은� 전승양상에� 균열을� 가하는� 각

기� 다른� 전승주체의� 존재를�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당신본풀이와�

전설이라는� 각각의� 기억서사의� 경우� 기존의� ‘제주민’이라는� 단일하고� 추상적

인� 전승주체의� 범위에서� 벗어나,� ‘마을’이나� ‘가문’�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전

승주체의�범위를�설정할�수�있는�것이다.�

둘째,� ‘기억서사’가� 함의하는� 특수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에� 주목할� 수� 있다.�

전승양상이� 전승주체의� 선택과� 배열에� 따른� 것이라면� 왜� 전승주체는� 그러한�

선택과� 배열을� 했는가라는� 의문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여기에는� 전승주체의�

정치적� 입장이� 크게�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곧� ‘기억서사’라는� 개

념을� 통해� 기억서사가� 지니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은� 실재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각� 마을과� 신당이� 취했던� 정치적� 입

장이�당신본풀이와�전설의�결을�다르게�만들었으리라는�추정이�가능하다.

63)� 구비문학에서� ‘설화’는� 설화� 삼분법을� 받아들여� 신화,� 전설,� 민담으로� 분류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경우,� 「설화의� 분류」,�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58-66면� 참조.� 이� 논문의� 연구대상� 가운데� 하나인� 당신본풀이는� 신의� 본(本)을�
푼다는� 의미가� 있기에� ‘설화’� 가운데� 신화로� 생각해볼� 수� 있다.� 문제는� 당신본풀

이가� 무속� 의례의� 현장에서� 무당에� 의해� 노래로� 구송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들

의� 이야기를� 담고� 있음에도� 본풀이는� 통상적으로� ‘설화’가� 아닌� ‘무가(巫歌)’의�
범주에서� ‘서사무가(敍事巫歌)’라는� 학술적� 명칭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
도�역시� 본풀이의�의례적� 맥락을� 강조하기�위해� 신화,� 전설,� 민담을� 아우르는� 개념

으로� 사용되는� ‘설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한편,� ‘구전서사’는� 이야

기가� 전해지는� 양상에� 주목한� 용어(조동일,�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1998,� 14

면.)이며,� ‘구술서사’는� 이야기가� 연행되는� 측면을� 강조한� 용어이다.� 각각의� 개념

은� 서사에� 특정� 공동체의� 기억이� 담겨� 있다고� 보는� 이� 논문의� 관점을� 담아내기에

는�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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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기억서사’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당신본풀이와� 전설에� 드러나는�

‘기억서사’의� 양상을�파악하고�해당�역사적�사건의�형상화를�가능하게�한� ‘기

억서사’의� 형성원리를� 규명하는� 데� 방점을� 둔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다음

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2장에서는�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네� 가지� 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자료들을� 전설과� 본풀이로� 나누어� 시간순으로�

검토할� 것이다.� 3장에서는� 자료들에� 드러나는� 특징을� 중심으로� 기억서사의� 구

체적인�양상을� 해명하고자�한다.� 4장에서는� 3장의�양상�분석을� 토대로�전설과�

본풀이�각각의�기억서사가�지니는�형성원리를�도출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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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개관

2.1.� 삼별초�관련�자료

그간� 선행연구에서는� 삼별초� 관련� 전설과� 당신본풀이가� 총망라된� 적이� 없

다.� 이는� 권태효의� 연구� 이후,� 새로운� 자료들이� 추가� 채록된� 점이� 가장� 큰� 이

유일� 것이다.� 그러나� 가장� 최근� 연구에서조차� 특히� 전설의� 경우에� 그� 전모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절에

서� 삼별초� 관련� 전설과� 당신본풀이의� 자료� 양상을� 나누어� 살펴보되,� 기존� 전

설� 목록에� 현지조사를� 통해� 입수한� 『유수암리지』,� 『성산포지� 해뜨는� 마을』에�

수록된� 자료들을� 추가하였다.� 또�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해마다� 실시한�

현지� 학술조사� 자료인� 『백록어문』17,� 18·19,� 23과� 『구엄학구향토지』,� 『광령약

사』,� 『예래동지』,� 『외도동� 향토지』에� 수록된� 자료들도� 포함하였다.� 이들� 자료

들은� 삼별초� 관련� 전설이� 수록되어� 있음에도�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바가� 없다

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 필자가� 직접� 채록한� 각편도� 추가하였다.� 먼

저� 전설�자료�목록을�표로�제시하도록�한다.

 삼별초�관련� 전설�자료�목록
연번 각편명 구연자 전승지 서명 채록연도

1
황바도리[古城里]와�
김통정(金通精)

진용표 한경면�고산리 『남국의�전설』 1957

2 김통정장군 전승규 제주상업고 『제주도전설』 1960

3 희뿌리�샘물 고〇〇(男,� 78) 애월면�수산리 『한국구전설화』9 1964

4 김통정장군 김련(男) 애월면�고성리 『제주도전설』 1965

5 김통정장군 강태언(男,� 64) 애월면�고성리 『제주도전설』 1975

6 김통정장군 박승남 제주시�용담2동 『제주도전설』 -

7 김통정장군 박길순(男,� 80) 애월면�애월리 『제주도전설』 1975

8 김통정장군 고〇〇(男) 애월면�광령리 『제주도전설』 1975

9 김통정장군 강정(男,� 61) 애월읍�고성리 『제주도�전설지』 -

10 갈구미 김병수(男,� 82) 애월읍�고성리 『제주도�전설지』 -

11 김통정�장군 이화옥(女,� 80) 안덕면�덕수리 『한국구비문학대계』9-3 1981

12 애기업개�말도�들어라 고용해(男,� 45) 애월읍�광령1리 『제주설화집성』(1)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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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김통정(金通精)(Ⅰ) 김승추(男,� 76) 애월읍�어음1리 『제주설화집성』(1) 1984

14 김통정(Ⅱ) 장덕기(男,� 76) 한림읍�옹포리 『제주설화집성』(1) 1984

15 오성돌 - 애월읍�구엄리 『구엄학구향토지』 1987

16 날개�달린�김통정 - 애월읍�광령1리 『광령약사』 1990

17 김통정�장군 - 애월읍�고성리 『고성리지』 1993

18 김통정�장군 - 애월읍�고성리 『고성리지』 1993

19 안오름�호수(장털왓) - 애월읍�고성리 『고성리지』 1993

20 아기�업게�말도�들어야 - 애월읍�고성리 『고성리지』 1993

21 물달운이�전설 - 애월읍�고성리 『고성리지』 1993

22 종신당 - 애월읍�고성리 『고성리지』 1993

23 아기업게�돌 - 서귀포시�예래동 『예래동지』 1993

24 지명유래� :� 도근내 김성도(男,� 80) 제주시�외도동 『백록어문』17 2000

25 토성�쌓기(가혹한�삶) 김성도(男,� 80) 제주시�외도동 『백록어문』17 2000

26 김통정�장군 김정순(男,� 84) 제주시�외도동 『백록어문』17 2000

27 장전리의�유래� 1 강태균(男,� 73) 애월읍�장전리 『백록어문』18·19 2002

28 장전리의�유래� 2 강태복(男,� 61) 애월읍�장전리 『백록어문』18·19 2002

29
마구수(馬口水)/마고수(

馬古水)의� 유래
강태균(男,� 73) 애월읍�장전리 『백록어문』18·19 2002

30 장수물�이야기 고태인(女,� 78) 애월읍�장전리 『백록어문』18·19 2002

31 김통정�장군�이야기� 1 강태복(男,� 61) 애월읍�장전리 『백록어문』18·19 2002

32 김통정�장군�이야기� 2 진성효(男,� 82) 애월읍�장전리 『백록어문』18·19 2002

33 김통정의�신이한�출생

진용성(男,� 84)/강
정(男,� 80)/문선희
(男,� 65)

애월읍�고성리

『제주� 항파두리�항몽유적지�

학술조사�및� 종합�기본정비�

계획』

2002

34
김통정의�비정상적인�잉태�

이야기
강충희(男,� 67) 애월읍�유수암리

『제주� 항파두리�항몽유적지�

학술조사�및� 종합�기본정비�

계획』

2002

35 날개�달린�장수�김통정
양재수(男,� 79)/강
조숙(女,� 78)

애월읍�광령1리

『제주� 항파두리�항몽유적지�

학술조사�및� 종합�기본정비�

계획』

2002

36 김통정의�출생

강량표(男,� 75)/고
이얼(男,� 77)/안태
영(男,� 76)

애월읍�장전리

『제주� 항파두리�항몽유적지�

학술조사�및� 종합�기본정비�

계획』

2002

37 토성�쌓기ⓐ
양재수(男,� 79)/강
조숙(女,� 78)

애월읍�광령1리

『제주� 항파두리�항몽유적지�

학술조사�및� 종합�기본정비�

계획』

2002

38 토성�쌓기ⓑ
홍윤배(男,� 68)/김
영숙(女,� 65)

애월읍�상귀리

『제주� 항파두리�항몽유적지�

학술조사�및� 종합�기본정비�

계획』

2002

39 토성�쌓기ⓒ

강량표(男,� 75)/고
이얼(男,� 77)/안태
영(男,� 76)

애월읍�장전리

『제주� 항파두리�항몽유적지�

학술조사�및� 종합�기본정비�

계획』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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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토성�쌓기의�어려움

진용성(男,� 84)/강
정(男,� 80)/문선희
(男,� 65)

애월읍�고성리

『제주� 항파두리�항몽유적지�

학술조사�및� 종합�기본정비�

계획』

2002

41 토성�쌓기의�고통 강충희(男,� 67) 애월읍�유수암리

『제주� 항파두리�항몽유적지�

학술조사�및� 종합�기본정비�

계획』

2002

42 삼별초군의�전투�상황ⓐ
양재수(男,� 79)/강
조숙(女,� 78)

애월읍�광령1리

『제주� 항파두리�항몽유적지�

학술조사�및� 종합�기본정비�

계획』

2002

43 삼별초군의�전투�상황ⓑ

강량표(男,� 75)/고
이얼(男,� 77)/안태
영(男,� 76)

애월읍�장전리

『제주� 항파두리�항몽유적지�

학술조사�및� 종합�기본정비�

계획』

2002

44 아기업개의�반란ⓐ

진용성(男,� 84)/강
정(男,� 80)/문선희
(男,� 65)

애월읍�고성리

『제주� 항파두리�항몽유적지�

학술조사�및� 종합�기본정비�

계획』

2002

45 아기업개의�반란ⓑ 강충희(男,� 67) 애월읍�광령1리

『제주� 항파두리�항몽유적지�

학술조사�및� 종합�기본정비�

계획』

2002

46 아기업개의�반란ⓒ
양재수(男,� 79)/강
조숙(女,� 78)

애월읍�광령1리

『제주� 항파두리�항몽유적지�

학술조사�및� 종합�기본정비�

계획』

2002

47 아기업개의�반란ⓓ

강량표(男,� 75)/고
이얼(男,� 77)/안태
영(男,� 76)

애월읍�장전리

『제주� 항파두리�항몽유적지�

학술조사�및� 종합�기본정비�

계획』

2002

48 김통정�최후ⓐ 강충희(男,� 67) 애월읍�유수암리

『제주� 항파두리�항몽유적지�

학술조사�및� 종합�기본정비�

계획』

2002

49 김통정�최후ⓑ

김동진(男,� 65)/김
정자(女,� 63)/김용
진(女,� 75)

애월읍�하귀2리

『제주� 항파두리�항몽유적지�

학술조사�및� 종합�기본정비�

계획』

2002

50 김통정�최후ⓒ

강량표(男,� 75)/고
이얼(男,� 77)/안태
영(男,� 76)

애월읍�장전리

『제주� 항파두리�항몽유적지�

학술조사�및� 종합�기본정비�

계획』

2002

51 날개�달린�장수�김통정ⓐ 강충희(男,� 67) 애월읍�유수암리

『제주� 항파두리�항몽유적지�

학술조사�및� 종합�기본정비�

계획』

2002

52 날개�달린�장수�김통정ⓑ
양재수(男,� 79)/강
조숙(女,� 78)

애월읍�광령1리

『제주� 항파두리�항몽유적지�

학술조사�및� 종합�기본정비�

계획』

2002

53
김통정�가족의�최후:�

종신당ⓐ
강충희(男,� 67) 애월읍�유수암리

『제주� 항파두리�항몽유적지�

학술조사�및� 종합�기본정비�

계획』

2002

54
김통정�가족의�최후:�

종신당ⓑ
문선희(男,� 65) 애월읍�고성리

『제주� 항파두리�항몽유적지�

학술조사�및� 종합�기본정비�

계획』

2002

55 장수물ⓐ
진용성(男,� 84)/강
정(男,� 80)

애월읍�고성리

『제주� 항파두리�항몽유적지�

학술조사�및� 종합�기본정비�

계획』

2002

56 장수물ⓑ 신성식(男,� 40) 애월읍�애월리

『제주� 항파두리�항몽유적지�

학술조사�및� 종합�기본정비�

계획』

2002

57 장수물ⓒ
홍윤배(男,� 68)/김
영숙(女,� 65)

애월읍�상귀리

『제주� 항파두리�항몽유적지�

학술조사�및� 종합�기본정비�

계획』

2002

58 장수물ⓓ
강량표(男,� 75)/고
이얼(男,� 77)/안태

애월읍�장전리
『제주� 항파두리�항몽유적지�

학술조사�및� 종합�기본정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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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별초� 관련� 전설은� 항파두리토성이� 위치한� 제주시� 애월읍� 일대뿐� 아니라�

제주시� 외도동� 부근과� 서귀포시의� 성산읍� 성산리� 등� 비교적� 제주시�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편에� 따르면� 제주시� 외도동은� 여몽연합

군의� 삼별초� 정벌� 이후� 원나라에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던� 곳이었으며1)� 성산읍�

고성리는� 김통정이� 제주도� 성산포로� 들어와서� 이� 지역을� 가장� 먼저� 답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 삼별초� 관련� 전설은� 주로� 김통정과� 밀접한� 관련을�

1)�-24.
2)�-61.

영(男,� 76) 계획』

59 등경돌/징경돌 - 성산읍�성산리 『성산포지�해뜨는�마을』 2004

60 일출봉 - 성산읍�성산리 『성산포지�해뜨는�마을』 2004

61 토성안 - 성산읍�성산리 『성산포지�해뜨는�마을』 2004

62 김통정�장군 김치하(男) - 『외도동�향토지』 2005

63 김통정�이야기 - 애월읍�봉성리 『백록어문』23 2007

64 김통정과�애기업개의�지혜 김치하(男,� 75) 제주시�삼도2동 『한국구비문학대계』9-4 2009

65 태암감당과�태암사 - 애월읍�유수암리 『유수암리지』 2010

66 종신당 - 애월읍�유수암리 『유수암리지』 2010

67 김통정�장군당 - 성산읍�성산리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지
2015

68 김통정전설� 1 강보화 애월읍�광령리 제주학�아카이브(음원) 2015

69 김통정전설� 2 김선 애월읍�광령리 제주학�아카이브(음원) 2015

70 김통정전설� 3 강충희 애월읍�유수암리 제주학�아카이브(음원) 2015

71 김통정 김여옥(女.� 99) 안덕면�사계리 『제주문화원형-설화편1』 2016

72 김통정�장군과�모기�장군 김명훈(女,� 64) 애월읍�광령3리 『제주문화원형-설화편1』 2016

73 김통정과�아기업게 강양자(女,� 75) 애월읍�고성1리 『제주문화원형-설화편1』 2016

74 김통정과�아기업게의�말 강정(男,� 89) 애월읍�고성리 『제주문화원형-설화편1』 2016

75 김통정의�불치�공출 김재화(女,� 87) 애월읍�고성리 『제주문화원형-설화편1』 2016

76 유수암�종신당 강충희(男,� 79) 애월읍�유수암리 『제주문화원형-설화편1』 2016

77
토성�쌓은�김통정과�

지집아이
부규일(男,� 86) 애월읍�수산리 『제주문화원형-설화편1』 2016

78 휏부리�장수물 진성출(女,� 89) 애월읍�고성1리 『제주문화원형-설화편1』 2016

79 아기업게�말도�들으라 양병연(男,� 89) 애월읍�애월리 『제주문화원형-설화편1』 2016

80 김통정과�유수암리의�유래 강○○(男) 애월읍�유수암리 필자�채록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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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지역에서�김통정을�중심으로�활발히�향유되고�있음을�알� 수� 있다.

김통정� 관련� 전설은� 대개� ‘아기업게� 말도� 들어라’라는� 속담이� 언급되는� 김

통정의� 패배담,� 김통정의� 흔적으로부터� 만들어진� 각� 마을의� 지명� 유래담,� 김

통정이� 항파두리토성을�지을� 때� 제주민을�동원하고�각종�세금을� 거두어들였다

는� 노역담·공출담,� 지렁이� 아버지와� 인간� 어머니� 사이에서� 날개가� 달린� 채로�

태어났다는� 김통정의� 출생담,� 김통정이� 고생한� 제주민에게� 샘물을� 주었다는�

횃부리물� 이야기,� 김통정�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한� 종신당� 이야기� 등이� 전승되

고� 있다.� 이들� 각편� 가운데� 일부의� 면면에는� 김통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항파

두리토성�인근�마을�주민들의�형상이�나타난다는�점에서�주목된다.

특히� 마을� 주민의� 노역담,� 공출담은� 항파두리토성을� 위한� 노역과� 공출이� 단

독� 화소로�나타나는�각편들� 이외에도� 횃부리물�이야기나�아기업게�이야기에서

도� 부분� 화소로� 등장하고� 있다.� 항파두리토성� 인근� 마을인� 애월읍� 고성리,� 광

령리,� 상귀리,� 수산리,� 유수암리,� 장전리뿐� 아니라� 제주시� 외도동� 일대에까지�

마을�주민의�노역담과�공출담이�전승되고�있다는�사실은�특기할�만하다.

한편,� 지금까지� 채록된� 삼별초� 관련� 당신본풀이는� 모두� 11편이다.� 본풀이�

자료�목록을�표로�제시하면�다음과�같다.

위� 표를� 보면� 애월면�고내리와� 금덕리에서� 채록된� 각편이� 6편,� 성산면�성산

리에서� 채록된� 각편이� 3편,� 안덕면� 덕수리에서� 채록된� 각편이� 2편이다.� 이들�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본풀이의� 내용이� 지역별로� 유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데� 애월면� 고내리와� 안덕면� 덕수리에서� 채록된� 본풀이� 각편� 7

 삼별초�관련� 본풀이�자료�목록
연번 각편명 구연자 전승지 서명

1 성산본향본풀이①(장수당) 신명근 성산면�성산리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2 성산본향본풀이② 조옥순 성산면�성산리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3 광정당본풀이 고창학 안덕면�덕수리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4 고내본향당본풀이① 양태옥 애월면�고내리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5 고내본향당본풀이②(큰당) 양창보 애월면�고내리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6 고내본향당본풀이⑤(신도본향) 고경삼 애월면�고내리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7 고내본향당본풀이⑥(고내본향) 진유아 애월면�고내리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8 금덕리당 고일부 애월면�금덕리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9 성산본향당 진명옥 성산면�성산리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0 광정당 고창학 안덕면�덕수리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1 고내리본향본풀이 양태옥 애월면�고내리 『제주도�무속과�서사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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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은� 공통적으로� 김통정이� 삼장수에� 의해� 징치되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산면� 성산리에서� 채록된� 본풀이의� 경우� 대개� 김통정의� 영웅적� 위세에� 대해�

단편적으로� 언술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애월면� 금덕리에서� 채록된� 각편은� 김

통정의� 영웅적인� 행적이� 비교적� 서사적인� 짜임새를� 갖추고� 전개되고� 있다.� 그

런데� <금덕리당본풀이>와� <고내본향당본풀이>에서� 항몽의� 맥락이� 굴절되어� 있

다는�점은�주목을�요한다.�

2.2.� 왜란�관련�자료

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는� 본풀이� 가운데� 본고에서� 주목

하는� 것은� <토산알당본풀이>이다.� 따라서� 왜란� 관련� 전설을� 살펴보는� 데� 있어

서도� 토산당과� 관련한� 전설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토산알당본풀

이>에� 삽입된� 왜란의� 화소는� 결국� 신당이� 해당�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는가에� 대한�기억의� 문제이며�이를� 전설에서는� 어떻게�기억하고�있는

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토산당� 관련� 전설을� 부분적으로만�

확인해서는� 왜란이� 전승� 주체의� 기억서사에� 끼친� 영향력에� 대해� 제대로� 논의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우선� 왜란� 관련� 전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토산당� 관련� 전설� 자료의� 총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아

직까지�선행연구에서�정리된�바가�없다.

 왜란�관련�전설�자료� 목록
연번 각편명 구연자 전승지 서명 채록연도

1 토산� 귀신 안하윤(男) 조천면�함덕리 『제주도�민담』 1962

2 당� 오백�절� 오백 안사인(男) 제주시�용담2동 『제주도�전설』 1964

3 굴칫�영감과�토산당�뱀 김두익(男,� 70세) 구좌면�동복리 『제주도�전설』 1975

4 사신(蛇神)(1) 양남학(男,� 63세) 남원읍�하례� 1리 『한국구비문학대계』9-3 1982

5 사신(蛇神)(2) 양남학(男,� 63세) 남원읍�하례� 1리 『한국구비문학대계』9-3 1982

6 토산뱀 김정호(男,� 50세) 중문면�강정리 『제주설화집성』(1) 1985

7 자운당 오문복(男,� 46세) 성산읍�신풍리 『제주설화집성』(1) 1985

8 토산뱀 김정호(男,� 50세) 서귀포시�강정동 『제주도�전설지』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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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산당� 관련� 전설은� 총� 19편이� 남아� 있다.� 이상의� 각편은� 토산당이� 소재한�

표선면� 토산리가� 아닌� 그� 외� 인근� 지역에서� 구전되는� 유형과� 토산당이� 소재

한� 표선면� 토산리� 지역에서� 구연되는� 유형으로� 양분할� 수� 있다.� 전자는� 토산

리� 출신� 며느리를� 따라온� 토산당신을� 시아버지나� 남편,� 혹은� 좌수나� 목사가�

독에� 가두는� 내용과� 토산당신의� 강한� 영기로� 인해� 신당� 철폐� 사건에서� 토산

당이� 살아남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후자는� 토산당신의� 입도� 과정에� 관한� 내

용과� 왜란으로� 인해� 토산당신이� 위해를� 입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전자의� 유형

이� 토산당신의� 위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후자의� 유형은� 토산당신의�

위력� 약화와� 연결된다.� 여기서� 토산당신의� 위력� 약화에� 무엇보다� 왜란이� 큰�

영향을�끼쳤을�것임을�알� 수� 있다.

신풍리에서� 채록된� 전설에서는� 왜란� 때문에� 토산당신이� 신풍리� 개로육서또

에게�시집가면서�여신의� 거처를�토산리의�토산당이�아닌�신풍리의�자운당으로�

옮겼다고� 언술하고� 있다.� 이는� 왜란과� 관련한� 본풀이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자운당본풀이>� 역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그러므로� <토산알당

본풀이>와� <자운당본풀이>의� 자료�목록을�표로�제시하면�다음과�같다.

9
백목사(白牧使)와�
토산당(兎山堂)

신승빈(男,� 83세) 조천면�북촌리 『제주도�전설지』 1985

10 토산�구렁이 오순삼(男,� 67세) 서귀포시�보목동 『백록어문』9 1991

11 토산뱀 허정봉(男,� 65세) 구좌읍�송당리 『백록어문』13 1996

12 토산당�이야기 부기선(男,� 75세) 표선면�토산2리 『백록어문』18·19 2001

13 뱀에�관한�설화 김순재(男,� 51세) 표선면�토산리 『백록어문』18·19 2001

14 토산�뱀귀신 김일생(女,� 72세) 표선면�세화2리 『백록어문』20·21 2003

15 토산당�뱀귀신 유혜옥(女,� 84세) 남원읍�신흥1리 『백록어문』22 2005

16 토산뱀�이야기 임진(女,� 85세) 애월읍�봉성리 『백록어문』23 2006

17 토산뱀과�도채비 김기연(男,� 77세)
서귀포시�중문동�

하원마을
『백록어문』25·26 2008

18
잔칫집에�따라간�정읫골�

뱀조상
윤성인(女,� 87세) 제주시�이도1동 『제주문화원형-설화편』 2016

19 신풍리�자운당 오문복(男,� 79세) 성산읍�신풍리 『제주문화원형-설화편』 2016

 왜란�관련�본풀이� 자료�목록
연번 각편명 구연자 전승지 서명

1 토산당본풀이 - - 『조선�무속의�연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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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산알당본풀이>는� 표선면� 토산리에서,� <자운당본풀이>는� 성산면� 신풍리에

서� 전승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지역이� 각각� 신당의� 소재지라는� 당연한� 사실

에서� 기인한다.� 먼저� <토산알당본풀이>는� 그� 내용이� 긴� 관계로� 서사단락을� 소

개하면�다음과�같다.

가�나주(羅州)� 영산� 금성산에는�커다란� 귀가� 달린� 뱀신이� 살고� 있는데,� 새로운� 목사
(牧使)가� 부임해올� 때마다� 뱀신이� 그� 목사를� 죽여서,� 모든� 신하가� 나주� 목사� 임명을�
극도로� 기피하게�된다.

나� ‘걸추리’라는�이름의�선비가�나주목사로�자원하고�첫�마을�순례를�도는�날,�큰굿을�

치러� 뱀신을�불러낸� 뒤� 세� 토막으로� 잘라� 불태워버린다.

다�불에�탄�뱀신은�금바둑과�옥바둑으로�환생하여�서울�종로�네거리로�가서�떨어지고,�

마침�우리나라�이태조에�진상을�하러�온�제주도�토산리�출신�강씨�성방,�한씨�이방,�오

씨� 성방�세� 사람이� 우연히�금바둑과� 옥바둑을� 줍는다.

라�금바둑과�옥바둑의�조화로�세�사람은�이태조로부터�진상�품목에�대해�극찬을�받고,�

주막으로�들어가�금바둑과�옥바둑으로�술값을�계산하려�하나,�그렇게�되지�않자�금바둑

과� 옥바둑을�바닥에� 던져� 버린다.�

마�고향으로�돌아가려는데�배가�뜨지�않아서�고민하다가,�서산대사의�점괘를�통해�제주

도에� 입도할� 귀신을� 모셔가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듣고,� 세� 사람은� 뱃선앙에서� 정성껏�

고사를� 올린다.

바�막혔던�바람구멍이�터져�제주바다에�거의�도착했을�때,�짐�속에서�바닥에�버렸던�금

바둑과� 옥바둑을�발견하고,� 바다에�또� 던져� 버리려�하나� 강풍이� 불어�실패한다.

사�잠결에�얼핏�월궁선녀가�배에서�스르르�내리는�것을�보고�깨어나니,�뱀신이었던�월

2 알당본① 박생옥 표선면�토산리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3 토산본향② 조산옥 표선면�토산리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4 토산본향③ 강만원 표선면�토산리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5 드렛당 한원평 표선면�토산리 『제주도무속자료사전』

6 토산�알당본풀이 고봉선 표선면�토산리 『제주도�무속과�서사무가』

7 토산�알당본풀이 양창보 표선면�토산리 『양창보심방본풀이』

8 자운당① 홍매화 성산면�신풍리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9 자운당② 오문복 성산면�신풍리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0 자원당③ 권영년 성산면�신풍리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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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선녀는�온평리�본향당신인�명호부인에게�인사드리고,�명호부인의�권유로�토산리로�간

다.

아�월궁선녀는�토산리로�가는�길에�신흥리에�이르러�상·하천리�마을�당신인�개로육서또

에게� 손목을�잡히고� 더럽혀졌다면서� 스스로�손목을� 자른다.

자�토산리에�좌정한�한집은�석달�열흘을�기다려도�대접하는�사람이�없자(이�과정에서�

개로육서또와�부부의�연을�맺기도�한다.)�왜선을�파선시키고�강씨�성방�딸은�빨래를�하

러� 갔다가�왜놈� 여덟� 명에게�윤간을� 당하고� 죽는다.�

차�한씨�이방�딸은�급질에�걸려�어떤�약을�써도�효험이�없어�큰굿을�한다.�큰굿을�하니�

시누이(강씨� 형방� 따님아기)� 혼령이�날려� 들어� 원을�풀어달라고� 한다.�

카�시누이가�눕던�자리를�보니�구렁이가�말라�죽어�있어�굿을�하니�뱀신이�살아오고�강

씨� 성방�따님아기는� 나비로� 변하고,� 한씨� 이방�따님아기는� 신병이� 좋아진다.

이상의� <토산알당본풀이>에서� 주목되는� 것은� 토산당신인� 토산한집이� 왜선을�

파선시키는� 내용이다.� 보통� 제주도� 해안에� 위치한� 신당의� 당신은� 가는� 선,� 오

는� 선을� 모두� 차지하는� 신으로� 묘사된다.� 토산한집이� 왜선을� 파선시키는� 것도�

해역상의� 모든� 배가� 바로� 자신의� 권능�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바라� 하겠다.� 문

제는� 왜선� 파선의� 화소가� 서사� 전개상� 급작스럽게�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때�

마을� 공동체의� 역사� 전개에� 있어� 전환적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

러한� 상황에� 대한� 집단의� 공통적� 해석이� 필요할� 때� 당신본풀이가� 새로운� 모

습으로� 재편된다는� 주장을� 고려해볼� 수� 있다.3)� 선행연구에서� 여러� 차례� 주장

되었듯이� 왜란이라는�충격적인� 역사적�사건이� 토산리�마을에� 발생했고� 토산당

은� 이를� 어떤� 식으로든지� 기존의� 서사� 속으로� 편입시켜� 왜란이� 일어난� 이유

를� 해명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했을� 터다.� 그러나� 토산당의� 해명이� 성공적이

지� 못했음은� <자운당본풀이>와� 앞선� 전설� 각편의� 내용들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자운당본풀이>는� 토산한집이� 신풍리� 당신인� 개로육서또의� 첩으로� 가는� 도

3)� 정진희,� 「제주도� 당본풀이의� 유형과� 변천�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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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말� 발자국의� 물을� 빨아� 먹은� 후� 개로육서또가� 더럽다� 하여� 바로� 그� 자리

에� 방치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곳이� 신풍리� 하천에� 있는� 자운당이� 되었

다는� 것이다.� 이는� <토산알당본풀이>에서� 토산한집이� 큰� 무리� 없이� 개로육서

또의� 부인이� 되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 점부터가� 토산한집의� 위상� 약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운당의� 기능이다.� 자운당은� 마을에서� 마

을� 사람들이� 말과� 소를� 잃어버리면� 이를� 되찾게� 해주는� 정도의� 구실을� 하는�

신당이� 된다.� 이는� <토산알당본풀이>에서� 토산한집이� 왜선을� 파선시킬� 정도의�

위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신의� 직능이� 현저히� 약화되었음을� 알려�

준다.

2.3.� 신당�철폐�관련�자료

신당� 철폐� 사건이�형상화된�전설과� 당신본풀이�역시�선행연구에서� 부분적으

로� 언급된� 바는� 있으나,� 그것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적은� 없다.� 다만� 신당� 철

폐� 관련� 자료를� 일별할� 때,� 특히� 전설� 자료에서� 특수한� 점은� 이형상의� 신당�

철폐� 관련� 전설이� 서련� 판관의� 김녕사굴� 전설이나� 기건� 목사의� 고총� 치산� 전

설과� 혼착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 혼착의� 정도는� 서련� 판관의� 김녕

사굴� 전설이� 더� 심한데,� 이로� 인해� 전설� 자료의� 각편� 명에서는� ‘김녕사굴’이

나� ‘김녕뱀굴’� 등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전설� 자료군은� 이� 장

의� 자료� 목록에는� 포함시키지� 않으나,� 본고의�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기억의�

혼착� 문제를� 적극� 해명할� 것이다.� 전설� 자료� 목록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신당�철폐�관련� 전설�자료�목록
연번 각편명 구연자 전승지 서명 채록연도

1 광정당과�뱀 이덕우 제주시�도남동 『제주도설화집』 1960

2 당� 오백�절� 오백 안사인(男) 제주시�용담2동 『제주도�전설』 1964

3 김녕뱀굴 고대휴(男) 애월면�광령리 『제주도�전설』 1965

4 광정당�말무덤 양성필(男,� 77세) 안덕면�화순리 『제주도�전설』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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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철폐와� 관련한� 전설� 각편은� 모두� 27편이다.� 비교적� 제주도� 전역에� 위

치하고� 있지만� 김녕사굴이� 위치한� 김녕리를� 비롯하여� 구좌읍에서� 4편이,� 그�

외에� 광정당이� 위치했던� 안덕면� 덕수리를� 비롯한� 그� 근방에서� 또� 4편이� 집중

적으로�전승되고�있음이�특기할�만하다.�

해당� 각편은�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 이형상과� 광정

당� 말무덤이다.� 광정당� 앞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려야� 하는데� 이형상이� 그냥�

지나치려� 하자� 과연� 말의� 다리가� 절어� 앞으로� 못� 나아갔다.� 둘째,� 이형상과�

5 김녕�뱀굴 임정숙(男,� 86세) 구좌면�동김녕리 『한국구비문학대계』9-1 1979

6 김녕�뱀굴 양구협(男,� 71세) 제주시�오라동 『한국구비문학대계』9-2 1980

7 이형상�목사와�무덤 송기조(男,� 74세) 제주시�오라동 『한국구비문학대계』9-2 1980

8 영찰목사 김재현(男,� 85세) 서귀포시�중문동 『한국구비문학대계』9-3 1981

9 광정당과�이형상 이화옥(女,� 80세) 안덕면�덕수리 『한국구비문학대계』9-3 1981

10 광정당과�이목사 송경은(男,� 70세) 안덕면�덕수리 『한국구비문학대계』9-3 1981

11 광정당�말무덤 강신생(男,� 76세) 대정읍�보성리 『제주설화집성』(1) 1983

12
영천�이목사(永川 

李牧使)(Ⅰ)
김승추(男,� 76세) 애월읍�어음1리 『제주설화집성』(1) 1984

13 영천�이목사(2) 장덕기(男,� 76세) 한림읍�옹포리 『제주설화집성』(1) 1984

14 영천소목사 양우종(男,� 86세) 한림읍�귀덕리 『제주도�전설지』 -

15 광정당과�이목사 송경은(男,� 71세) 안덕면�덕수리 『제주도�전설지』 -

16
광정당�말무덤·영천�

손목사
강신생(男,� 76세) 대정읍�보성리 『제주도�전설지』 -

17
백목사(白牧使)와�
토산당(兎山堂)

신승빈(男,� 83세) 조천면�북촌리 『제주도�전설지』 -

18 김녕사굴(1) 강인화(女,� 75세) 구좌읍�김녕리 『백록어문』6 1988

19 김녕사굴(2) 김인조(女,� 79세) 구좌읍�김녕리 『백록어문』6 1988

20 김녕사굴(3) 강일채(女,� 83세) 구좌읍�김녕리 『백록어문』6 1988

21 김녕뱀 홍기생(女,� 73세) 표선면�토산리 『백록어문』18·19 2001

22 영천이목사와�김녕뱀� 1 강태복(男,� 61세) 애월읍�장전리 『백록어문』18·19 2002

23 영천이목사와�김녕뱀� 2 진성효(男,� 82세) 애월읍�장전리 『백록어문』18·19 2002

24 김녕굴�전설 유혜옥(女,� 84세) 남원읍�신흥1리 『백록어문』22 2005

25 김녕사굴 김기연(男,� 77세)
서귀포시�중문동�

하원마을
『백록어문』25·26 2008

26 영천목사 이연희(男,� 76세)
서귀포시�중문동�

하원마을
『백록어문』25·26 2008

27 김녕�굴� 목사 전보현(男,� 79세) 제주시�이도동
『이도� 1동,� 그� 시간의�

숨결을�느끼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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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철폐이다.� 전반부에� 광정당� 말무덤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

다.� 광정당� 말무덤을� 계기로� 이형상은� 제주도를� 순시하며� 신당마다� 신령을� 보

이라� 하고� 신령을� 보이지� 못하는� 신당은� 부수어버린다.� 그래서� 각시당은� 사라

지고� 토산당은� 살아남는다.� 셋째,� 이형상과� 김녕사굴이다.� 김녕사굴은� 해마다�

뱀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친다.� 이형상이� 이에� 분개하고� 뱀을� 찔러� 죽인� 뒤� 달

아난다.� 그러나� 한쪽� 발이� 상하거나� 고향에� 있던� 아들이� 죽는� 등의� 위해를� 입

는다.� 넷째,� 셋째� 유형에� 더하여� 고총� 귀신의� 화소가� 붙어� 있는� 유형이� 있다.�

이형상은� 산과� 들에� 흩어져� 있는� 백골을� 매장하고� 제사를� 치러준다.� 이형상에

게� 감복한� 고총� 귀신이� 이형상에게� 당귀신과� 절귀신이� 그를� 급습할� 것이라�

일러준다.� 이형상은� 고총� 귀신이� 알려준� 일시에� 제주도를� 떠나� 목숨을� 구한

다.� 대신� 셋째�유형과�마찬가지로�고향에�있던�아들이�죽는�각편도�있다.

이상의� 유형� 가운데� 셋째� 유형은� 서련� 판관의� 김녕사굴� 전설이,� 넷째� 유형

은�기건�목사의�고총�치산�전설이�습합된�경우이다.

다음으로�신당�철폐와�관련된�당신본풀이�각편은�모두� 6편이다.

이상의� 각편은� 내용에� 따라� 다음의�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이형상이�

당� 오백�절�오백을�부순�때에도�살아남은�신당이라거나�그로�인해�제주� 4.3사

건이� 터졌다는� 식으로� 이형상의� 신당� 철폐� 사건을� 간명하게� 등장시키는� 경우

이다.� 둘째,� 이형상이� 김녕� 괴뇌깃당의� 뱀신을� 죽여� 그� 자신도� 죽을� 위험에�

처하나� 이전에� 고총� 치산을� 했던� 덕으로� 고총귀신의� 도움을� 받는� 등� 제주도

를� 탈출하지만� 그럼에도� 고향의� 아들이� 죽거나� 혹은� 결국� 자신이� 직접� 죽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유형의� 본풀이에서는� 전설에서� 흔히� 등장하던� ‘이형상이�

절� 오백,� 당� 오백을� 파괴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구비공식구가� 등장하지� 않는

다.� 즉� 이형상의� 신당� 철폐의� 맥락이� 삭제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중�

 신당�철폐� 관련�본풀이�자료� 목록
연번 각편명 구연자 전승지 서명

1 미럭당① 홍복인 제주시�이도동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2 죽성당① 강제길 제주시�오등동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3 두리빌렛당① 문창옥 제주시�외도동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4 외도본향③ 정명열 제주시�이호동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5 김녕당④ 김을봉 구좌면�김녕리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6 남당머리 이상문 애월면�곽지리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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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빌렛당본풀이>는� 이형상의� 육지� 귀환� 이후의� 기억을� 담고� 있어� 더� 주목

된다.

2.4.� 신축년�난리�관련�자료

신축년� 난리� 관련� 전설과� 본풀이는� 선행연구에서� 정리된� 바가� 없다.� 이는�

구비문학계에서� 이� 자료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4)� 일명� 신축년� 난리를� 이끈� 장두가� 여러�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이

재수에� 대해서만�그를� 영웅으로�기억하는�전설이� 집중적으로� 전승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에� 반해� 본풀이에서는� 이재수가� 아닌� 신축년� 난

리의�전혀�다른�인물이�기억되고�있는�것이다.�

먼저� 신축년�난리�관련�전설�자료�목록부터�살펴보기로�한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수와� 관련한� 설화,� 전,� 소설� 등을� 바탕으로� 제주� 민중항쟁에�

대해� 논의한� 허남춘의� 연구는� 주목을� 요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도� 설화� 목록이� 제

시되고� 있지는� 않으며,� 논의� 대상에는� 본풀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허남춘,� 「설

화·전·소설에� 수용된� 제주� 민중항쟁과� 이재수」,� 『반교어문연구』14,� 반교어문학회,�

2002,� 65-73면.

 신축년�난리�관련�전설� 자료�목록
연번 각편명 구연자 전승지 서명 채록연도

1 고도체비 정태무(男,� 59세) 제주시�이도일동 『제주�민담』 1957

2 신축년�난리 강덕염(男,� 92세) 대정읍�일과리 『제주�민담』 1958

3 성당우력 김원형(男,� 66세) 표선면�성읍리 『제주�민담』 1958

4 이제수의�싸움 이국행 남원면�남원리 『제주도설화집』 1958

5
이� 재수(李在守)의�

싸움[亂]
이국행 남원면�남원리 『남국의�전설』 1958

6 이기선광�엄가 김만권(男,� 52세) 대정읍�하모리 『제주�민담』 1960

7 성교�난리 양형희(男,� 56세) 제주시�노형동 『한국구비문학대계』9-2 1980

8 이재수 김재현(男,� 85세) 서귀포시�중문동 『한국구비문학대계』9-3 1981

9 성교난(聖敎亂) 양원교(男,� 72세) 서귀포시�영천동 『한국구비문학대계』9-3 1981

10 이재수�이야기 송경은(男,� 70세) 안덕면�덕수리 『한국구비문학대계』9-3 1981

11 이재수난(李在守亂)(Ⅰ) 김승추(男,� 76세) 애월읍�어음1리 『제주설화집성』(1)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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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은� 총� 19편으로� 제주도� 전역에서� 전승되고� 있는데� 이를� 지도상에� 표기

해보면� 주로� 제주도� 해안� 가장자리를� 따라�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축년�

난리� 당시� 대정읍을� 기점으로� 해안� 가장자리를� 따라� 이재수는� 서진(西進)하
고� 오대현은� 동진(東進)했던� 것과� 관련된다.� 대부분의� 각편은� 신축년� 난리가�
일어나게�된� 경위와�그� 진행과정,� 그리고�결과를�소상히�구술하고�있다.

본풀이는� 각각� 당신본풀이가� 1편,� 조상신본풀이가� 1편� 남아� 있다.� 당신본풀

이의� 경우� 대정읍� 보성리에서� 전승되는� <쿳남밭당본풀이>가� 유일하다.� <쿳남

밭당본풀이>에는� “삼방� 송악구절이/아흔아홉골인디/ 골만� 더� 셔시민/왕이�

나나/범이� 나나/ 건디,/골� 엇기로/왕도� 곰도� 범도� 아니나던/이� 섬중입네
다./신축년난리에/이제수가� 장도질을� 여/쑤물다에/이� 당을� 성교꾼이/부시
와부난/이제수� 장수가� 일려세완/올히가� 예쉰시해체우다.”5)라는� 내용이� 등장하

고� 있다.� 대정읍� 보성리는� 이재수의� 출신지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쿳남밭당

본풀이>에�이재수가�등장하는�점은�바로�이� 사실과�유관한�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 조상신본풀이의� 경우,� 제주시� 일도이동에서� 채록된� <고도채비본풀

5)�-1.

 신축년�난리�관련�본풀이� 자료�목록
연번 각편명 구연자 전승지 서명

1 쿳남밭당① 이남부 대정읍�보성리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2 고도채비본 정씨 제주시�일도이동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2 이재수난(Ⅱ) 장덕기(男,� 76세) 한림읍�옹포리 『제주설화집성』(1) 1984

13 이재수난(Ⅲ) 오술생(男,� 74세) 한림읍�명월리 『제주설화집성』(1) 1983

14 이재수난(Ⅳ) 양기빈(男,� 75세) 성산읍�시흥리 『제주설화집성』(1) 1981

15 이재수난(Ⅴ) 고경송(男,� 74세) 애월읍�광령1리 『제주설화집성』(1) 1983

16 이재수(李在守)의� 난(Ⅰ) 강신생(男,� 76세) 대정읍�보성리 『제주도�전설지』 -

17 이재수(李在守)의� 난(Ⅱ) 오술생(男,� 74세) 안덕면�덕수리 『제주도�전설지』 1981

18 이재수난 김안길(男,� 60세) 표선면�토산리 『백록어문』18·19 2001

19 생교의�난 한윤력(男,� 88세) 구좌읍�평대리 『백록어문』24 2007

20 이재수의�난 김○○(男,� 58세) 대정읍�보성리 필자�채록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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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유일하다.� 일도이동은�과거�제주성터였던�곳이다.� 신축년�난리는�대정읍

에서� 시작되었지만� 실상� 대부분의� 격전이� 제주성을� 중심으로� 벌어졌었다.� 게

다가� <고도채비본풀이>는� ‘군웅조상’에� 대한� 본풀이이다.� 즉� 고도채비는� 일종

의� 무력� 영웅인� 것이다.� 이� 점들은� 신축년� 난리라는� 거대한� 사건을� 직면한� 후

에� 제주성터� 인근에� 살던�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 <고도채비본풀이>가� 형성된�

것임을� 알려준다.� 이� 본풀이에서� 주목할� 것은� 이재수가� 아닌� 고도채비가� 조상

신이� 된다는� 점이다.� 본풀이에� 따르면� 고도채비는� 신축년� 난리� 때� 총을� 잘� 쏘

아� 외국인� 신부를� 깜짝� 놀라게� 한� 인물이다.� 난의� 결과로� 이재수를� 비롯한� 오

대현,� 강우백� 등과� 함께� 끌려가� 임금의� 심문을� 받게� 되었을� 때도� 고도채비만

은� 뛰어난� 총� 솜씨로� 인해� 오히려� 임금에게� 칭찬을� 받고� 양총을� 하사받는다.�

이와�같은�내용은�전설로도�전승되고�있다.�

당신본풀이에서는� 당의� 내력을�언급하는�과정에서�이재수를�잠시�거론할� 뿐

이다.� 반면� 조상신본풀이에서는� 고도채비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왜� 이재수는� 신이� 되지� 못하고� 고도채비가� 신이� 되는가에� 대해� 심중

한�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왜� 조상신본풀이는� 신축년� 난

리에서� 이재수를� ‘망각’하고� 고도채비를� ‘기억’하기로� 결정했는가� 하는� 의문

을�제기하는�것이라�할� 수� 있다.

이상의� 자료� 개관에서� 이형상의� 신당� 철폐� 그리고� 신축년� 난리와� 관련해서

는� 직접� 해당� 사건을� 겪은� 당사자들의� 문헌� 자료가� 함께� 남아� 있어� 주목을�

요한다.� 우선� 이형상의� 신당� 철폐의� 경우,� 이형상이� 직접� 저술한� 《탐라록》,�

《남환박물》의� 문헌� 자료가� 전해진다.� 《탐라록》은� 이형상이� 숙종� 28년(1702)�

3월� 제주로� 들어오는� 길에서부터� 다음� 해인� 숙종� 29년(1703)� 6월� 이임되어�

그의� 고향인� 영천� 호연정으로� 돌아가기까지를� 기록한� 것이며,� 《남환박물》은�

그� 후� 영천� 호연정에서� 조카사위인� 윤두서의� 부탁을� 받아� 지은� 기록이다.6)�

이들� 문헌� 자료에는� 당시� 제주도의� 신당� 철폐� 사건에� 관한� 이형상의� 생각을�

알아볼�수� 있는�기록들이�있다.

6)� 이형상,� 『탐라록』,� 김진영� 역주,�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20,� 5-7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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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 난리의� 경우,� 『이재수실기』7),� 『제주도신축년교난사』8)� 등의� 문헌� 자

료가� 전해진다.� 『이재수실기』는� 조무빈이� 1932년� 일본� 오사카에서� 발행한� 것

으로� ‘야월의� 한라산’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그� 목차를� 보면� ‘記者의� 말’,�
‘李在守의� 産出과� 그의� 氣勢’,� ‘李朝 末葉의� 政治와� 天主敎徒의� 橫暴’,�
‘李在守의� 擧義와� 天主敎의� 殲滅’,� ‘瀛洲十景歌’,� ‘佛鑑의� 來侵과� 官軍의�
鎭壓’,� ‘이재수(李在守)� 등� 三義士의� 上京談判事實’,� ‘(李順玉)� 嘆願書’,�
‘李順玉의�經歷’으로� 구성되어� 있음을�알� 수� 있다.� ‘記者의�말’에� 따르면�이
러한� 『이재수실기』는� 이재수의�여동생인� 이순옥의�요청에� 의해�집필된�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재수의� 가족들과� 그� 주변� 인물들이� 신축년� 난리를� 어떻게�

회상하고�있는지를�보여준다는�점에서�살펴볼�필요가�있다.

『제주도신축년교난사』는� 1980년�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 소속� 김옥희� 수녀

가� 제주� 교회� 창설� 80주년을� 기념하여� 저술한� 것으로� 김윤식의� 《속음청사》나�

《황성신문》� 기사� 등� 기존의� 사료들이� 지극히�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편향된� 시

각만을� 담아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라크루� 신부9)와� 무세� 신부10)의� 서간과� 보

고서� 등� 새로운� 사료를� 확보하여� 천주교의� 입장에서� 신축년� 난리를� 회고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제주도신축년교난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프랑스� 신부

들의� 서간과� 보고서는� 당대� 천주교도� 측의� 입장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

으로�보인다.�

7)� 조무빈,� 『이재수실기』,�大阪 :� [발행자불명],�昭和7[1932].
8)� 김옥희,� 『제주도신축년교난사』,� 태화출판사,� 1980.

9)� 라크루(Lacrouts,� 具瑪瑟,� 1871~1929)� 신부는� 프랑스� 출신으로� 1890년� 9월� 16
일� 파리� 외방전교회에� 입회하여� 1894년� 7월� 1일� 사제로� 서품되었다.� 같은� 해� 한

국에� 도착한� 그는� 처음� 5년간은� 전라도에서� 한국어를� 배웠으며� 1900년� 5월� 4일에�

김원영(金元永,� 아우구스티노)� 신부와� 함께� 제주도에� 부임하였다.� 1901년에� 일어
난� 신축년� 난리를� 체험하면서�이� 상황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전보를� 여러� 차례� 썼

다.�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소� 역·편,� 『초기� 본

당과� 성직자들의�서한� (1)』,� 천주교� 제주교구,� 1997,� 10-11면� 참조.

10)� 무세(Mausset,�文濟萬,� 1876~1957)� 신부도� 프랑스� 출신으로� 1895년� 9월� 파리�
외방전교회� 신학교에� 입학하여� 1900년� 6월� 22일� 졸업과� 동시에� 사제로� 서품되었

다.� 같은� 해� 10월� 9일� 한국에� 입국한� 뒤� 1901년� 5월� 10일� 제주로� 부임했다.� 제주

에� 도착한� 그는� 이미� 진행된� 신축년� 난리로� 인해� 40여� 명의� 신도들과� 함께� 목포

로� 피신했다가� 10월� 말경� 제주로� 귀환한다.� 그의� 서한은� 총� 4통인데� 대부분� 난과�

관련한� 내용이다.�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소� 역·

편,� 『초기� 본당과� 성직자들의�서한� (2)』,� 천주교� 제주교구,� 1997,� 9-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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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료는�김윤식의� 《속음청사》나� 《황성신문》이� 그러했듯� 제3자의�입장에서�

신축년� 난리에� 대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직접� 난에� 참여했던� 당사자의� 입장

에서�각각의�기억을�반영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상의� 문헌� 자료들은� ‘기억서사’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유용할� 것

으로� 생각된다.� 시대에� 따라� 문헌� 자료가� 지니는� 의미가� 변화하는데,� 이형상

의� 신당� 철폐� 사건에서� 문헌� 자료가� 지니는� 의미와� 신축년� 난리� 사건에서� 문

헌� 자료가� 지니는� 의미가� 각각� 시간을� 거치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간략

하게�언급하면�전자에서� 문헌이�지배계층에� 의해� 독점되는� 것이었다면� 후자에

서는� 인쇄기술의� 발전에� 의해� 피지배계층� 역시� 문헌을� 통해� 자신들� 나름의�

기억을�담아낼� 수� 있게�된� 현실을�보여준다.� 즉� 기억� 전쟁의�장(場)이� 구전에
서� 문헌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념비의� 증설� 역시� 고려

할�만한데,� 이러한�문제들은�모두� 4장에서�심도�있게�논의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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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억서사의�네� 가지�양상

3.1.� 삼별초에�대한� 기억들

3.1.1.� 점령지�제주와�억압된�아기업게

김통정� 관련� 전설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기업게의� 말도�

들어라’라는� 속담으로� 표현되는� 각편의� 내용이다.� 김통정은� 삼별초를� 이끌고�

제주도로� 들어와서� 항파두리토성을� 쌓는데� 그러한� 김통정을� 잡으러� 여몽연합

군이� 들어오자� 항파두리토성의� 성문을� 걸어� 잠근다.� 성문을� 열지� 못해� 문� 앞

을� 서성이는� 여몽연합군에게� 항파두리토성의� 성문을� 열� 방도를� 알려� 주는� 이

가� 아기업게인� 것이다.� 이때� 아기업게는� 다름� 아닌� 제주민이라는� 점에서� 이러

한� 아기업게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사적� 이견

이� 존재해왔다.� 이는� 각편에� 따라� 김통정을� 영웅으로� 볼� 수� 있는� 기억들이� 있

는가� 하면� 억압자로� 볼� 수도� 있는� 기억들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김통

정이� 여몽연합군에� 쫓겨� 달아날� 때� 그가� 신은� 군화� 발자국으로� 백성들에게�

샘물을� 마련해주었다는� 각편이� 있는가� 하면� 항파두리토성을� 쌓느라� 고생했던�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다� 서로의� 인분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각편도� 있

는� 것이다.� 각편의� 맥락에� 따라� 아기업게의� 행위는� 영웅을� 배신하고� 여몽연합

군에� 영합한� 것으로� 혹은� 여몽연합군이� 억압자를� 물리치는� 데� 일조한� 것으로�

해석될�수도�있었다.

그런데� 각편의� 내용을�찬찬히� 살펴보면� 항파두리토성�인근�마을들을�중심으

로� 군사기지로서의� 마을� 지도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애월읍� 동귀리는�

“군(軍)이� 입항했다� 해서� ‘군항이’란� 이름이� 붙은� 것이”1)고� 애월읍� 장전리는�
“그� 장전이라고� 해서� 리� 명을� 지은� 것은� 이곳에� 사장(射場:� 활쏘는� 훈련장)
이란� 밭이� 잇”2)었기� 때문이다.� 사장은� 일종의� “군사� 훈련기지”3)로서� “각� 리�

별로� 영� 보면은� 조금� 거시기헌� 부락에는� 사장이”4)� 있었다는� 것이다.� 장전리

1)�-5.
2)�-27.
3)�-27.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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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예전에� ‘마위전’이란�명칭도�있었는데� “김통정이가�고성에�와� 가지고�주둔�

헤가지고� 할� 때.� 여기서� 말을�멕이고� 가르치고� 헤서”5)�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장전리의� 마구수라는� 샘물의� 명칭� 역시� “김통정� 장군이�을� 멕여난� 물”6)이
었다고� 한다.� 한편� 제주시� 외도동의� 도근내는� 김통정이� “제주� 전체의� 거� 세금

을� 받으면은� 여기서� 실어가지고� 그� 토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7)로� 곧� 김통정

에게� 세금을� 바치던� 경로였다.� 심지어� 유수암리는� 삼별초군을� 따라� 입거한� 고

승� 척화� 스님이� 김통정을� 위해� 태암감당이라는� 불사를� 지었던� 곳이라고� 전해

진다.8)� 그중� 항파두리토성이� 위치한� 고성리는� 특히� 마을� 전체가� 김통정의� 군

5)�-28.
6)�-29.
7)�-24.
8)� -80:� “제보자:� 고려� 원종� 12년,� 1270년...도� 겨울,� 11월달이지.� 김통정� 장군이�
거느린� 항몽� 삼별초군이� 이� 밑에� 항파두성에� 운거할� 때,� 그� 진중에� 함께� 따라온�

고승이� 한� 분이� 있었어.� 이� 고승님� 성함은� 문헌으로는� 전해지지� 않지만은,� 전언에�

따라서� 척화스님이라고�전해와요.

조사자:� 척화스님.

제보자:� 척화스님.�

조사자:� 네.

제보자:� 에..� ‘화’가� 무슨� ‘화’자인지는� 잘� 모르겠어.� 척화스님이라고만� 이렇게� 전

해와요.� 척화스님...� 그래서� 그� 척화스님이�한� 번은� 어느� 봄날,� 한� 번은� 여기� 산세를�

내다보고� 참� 수려한� 그� 산세에� 감동이� 되어서� 이� 지경을� 답산을� 하게� 되었어.� 그�

당시는� 여기가� 모두� 그저...� 수풀과,� 아주...� 그� 뭐야� 밀림,� 밀림� 속이랐어.� 그런데�

답산을� 하다� 보니깐� 여기에� 아까� 본� 그� 물,� 용천수� 물이� 샘솟아� 흘러나오는� 게� 보

였어.� 그러니까� 그� 물을� 보고� 또� 이� 자연환경을� 잘� 답산을� 하다...� 자연환경을� 잘�

답산을� 한� 결과,� “바로� 여기가�유수암이로군.”� 이렇게�주위�사람에게�얘기했어.

조사자:� 아,� 물이� 흐르는...

제보자:� 유수암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땅이� 지맥과� 기맥...이� 물과� 함께� 흐른

다.� 그러니까� 이� 땅이� 살아있다는� 생기(生地)다,� 생기처(生氣處)다.� 죽은� 땅이� 아
니고� 살아있는� 땅이다.� 그런� 뜻이야.� 이렇게� 큰� 온돌까락에� 물이� 샘솟아� 흐르니까�

그걸� 유수암이라� 한다.� “유수암이� 바로� 여기다.”�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얘길� 했

어.� 자세히� 보고나서� 그� 척화스님이� 바로� 이,� 연나무� 밑에,� 저� 조그만� 나무� 보이잖

어.� 거기� 좀� 땅이� 나갔지.�

조사자:� 네.

제보자:� 거기다가� 암자를� 하나� 짓고,� 불사를� 시작했어.� 부처님을� 모시고� 이제� 암자

를� 지어서� 불사를� 시작했는데.� 그� 불사를� 하는� 이유는� 참� 멀리� 온� 사람들이� 향수를�

달래고� 또� 삼별초군이� 모시던� 장군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올리기� 위한� 그런� 뜻에

서�암자를� 지은� 거야.

조사자:� 김통정� 장군을�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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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지로써� 만들어졌던� 기억을� 지닌다.� 삼별초가� 망을� 보던� ‘망일이동산’9),�

삼별초가� 뱃놀이를� 하던� ‘안오름� 호수’10),� 김통정과� 그의� 장군들이� 살았던�

‘대궐터’,� 병사들이나� 사녀들의� 막사가� 있던� ‘성내골’,� 삼별초군이� 검술을� 훈

련하던� ‘검성이왓’�등의� 지명�유래가�전해지고�있는�것이다.11)

파농(F.� Fanon)은� 식민지� 세계가� 둘로� 나뉘며� 그� 구획선과� 경계선은� 병영

과�경찰(서)로� 표시된다고�말한�적� 있다.12)� 당시� 제주도가�김통정과�삼별초에�

의해� 점령되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전설에� 나타난� 공간들에� 반영된� 힘의� 구획

선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항파두리토성� 인근� 마을들의� 지명� 유래는�

김통정이� 제주도에� 입도한� 뒤� 그� 일대가� 병영을� 기점으로� 구획되었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 항파두리토성� 인근� 마을들은� 김통정을� 비롯한� 삼별초군의� 전유�

공간이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이러한� 각편들의� 내용을� 고려할� 때,� 발견되는�

것은�김통정을�중심으로� 한� 지배계급과� 제주민을� 중심으로� 한� 피지배계급간의�

상하관계이다.� 김통정은� “높은� 사람”� 혹은� “아주� 특별허게� 그� 높은� 사람”� 등

으로�지칭된다.

(가)� ‘장전’은�장자가� ‘어른장(長)’자에� ‘밭전(田)’자인데.�이게�원래는� ‘마위전(馬
位田)’이주.�마위전.�이�장전이란�의미가�어디서�나오냐하면.�마(馬)자�자리위(位)
자.� 높은� 사람�만�멕여난� 곳.
옛날은�김통정이가�고성에�와�가지고�주둔�헤가지고�할�때.�여기서�말을�멕이고�가르치

고�헤서.�또�그�유사시에�적으로부터�어떤�문제가�나타나면�수시로�적을�방어할�수�잇

은�위치라.�마위전이엔�헌�게.�여기서는�‘높은�사람�몰만,�항시�전투할�수�잇은�만�기

제보자:� 응.� 김통정� 장군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그� 장군과� 수하들을� 위해서.� 그

런데� 암자를� 지어놓고�뭐라고� 했냐면은�태암감당이라고�했어.� 아까� 봤지?”

9)�-9.
10)�-19.
11)� 고성리향토지� 편찬위원회� 편집부,� 『고성리지』,� 1993,� 114면.� 그� 외에� 제주시� 외

도동의� 연대동은� 삼별초가� 봉화를� 올리던� 곳으로� 그러한� 이름이� 붙었다(-26)고�
하며,� 성산읍� 성산리의� 토성안은� 산별초가� 토성을� 쌓아� 방어� 시설을� 만들었던� 것

에서� 그러한� 이름이�붙었다(-61)고� 한다.�
12)� 프란츠� 파농(F.� Fanon),�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남경태� 역,� 그린비,� 2015,�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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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곳’이다.13)

(나)� 김통정� 장군이�을� 멕여난� 물이다,� 이렇게� 해서� 그� ‘마구수’다� 말이� 이서.�

(…중략…)�게난�‘마(馬)’재에�‘입구(口)’를�써서�‘마구수(馬口水)’라고�헐�수가�
잇고.�이제�뭐�아주�특별허게�그�높은�사람만�먹을�수�잇은�물이어서.�요새�뜨면은(같
은면)� 그� 대장급.� 그래서� ‘옛고(古)’� 재를� 쓴다는� 얘기도� 잇고.� 물이� 크질� 않으니까.�
그� 뭐,� 확실하지는� 않고.14)

(다)� 게난� 김통정이,� 김통정� 그저,� 지금뜨민� 아마� 영관급(領官級)인� 모양이라� 양.�
통정이.� 소령(少領)인지� 중령(中領)인지� 대령(大鈴)인진� 모르지만은.� 거� 부하를� 거
느리고�토성(土城)을�싸서�와서�하루에�그�우리가�엿날에�듣기에는�토성을�싸서�저�
집이� 메일�밥� 헤영� 먹어난�불치(재)는� 그레�가져오라고.� 토성데레.15)

(라)�그�물을�‘휏자국’�‘휏자국’�하는데�그�김통정이가�휏발이여.�그�옛날에�그�신랑같

은� 높은�사람이� 신는� 거� 잇잖여?

<조사자1:� 아.� 신� 마씸?>

응.�왜�요즘도�테레비�나오는�거�보면�그� ‘훼’라고�옛날�양반들은�신고�상놈들은�그걸�

못�신었지.�그�회를�신은�발로�‘휏발’로,�그디를�자락�발부멍.�“발자국에�물이나�빨아먹

어라”� 웨친거라.� 하하하.16)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가)와� (나)의� 장전리� 마을� 지명� 유래에서� 장전리는�

“높은� 사람� 몰만,� 항시� 전투할� 수� 잇은�만� 기르는� 곳”으로� 이� 마을에� 있는�
마구수는� “아주� 특별허게�그� 높은� 사람만� 먹을� 수� 잇은� 물”로� 이야기된다.� 장

전리와� 마구수는� 각각� 김통정� 장군이� 말을� 길렀던� 곳,� 김통정� 장군이� 말에게�

13)�-28.
14)�-29.
15)�-6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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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먹이던� 곳이다.� 여기에서� 김통정을� ‘높은� 사람’으로� 지칭하는� 것은� 마을�

주민들이� 김통정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했음을� 알려준다.� (다)에서는� 김통정이�

지금으로� 따지면� ‘영관(領官)’에� 해당하는� 신분이었다고� 말하며� (라)에서도�
김통정이� 신고� 있던� 신발에� 대해� “옛날� 양반들은� 신고� 상놈들은� 그걸� 못� 신

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역시� 마을� 주민들과� 김통정� 사이의� 계급� 간� 격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김통정을� 죽일� 방도를�

가르쳐준� 이가� 더러� ‘머슴’으로� 등장하는� 각편이� 존재한다는� 점은� 매우� 주목

된다.

(마)� 김통정은� 한� 번� 침실에� 들면� 한� 달� 동안은� 식음을�전폐하고� 잠을� 잤다.

어느�날,�김통정의�살이(머슴)가�꿈을�꾸었는데,�어떤�백발�노인이�나타나�장군을�잠
자지�못하게�하라는�것이었다.�머슴은�이�꿈�이야기를�잠자는�김통정�장군에게�말하려�

가니,�평소�오만한�기질이�있는�머슴이라,�장군은�말을�들어보지도�않고�내쫓아�버렸다.�

이것이�원한이�되어�김방경�장군에게�김통정을�죽이는�방법을�가르쳐�주었다�한다.17)

�

(마)에서�머슴은�자신이�꾼� 꿈에�대해�김통정에게�말하려�하나�평소�오만했

던� 그의� 기질로� 인해� 김통정은� 이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원한이� 되어�

머슴은� 김방경� 장군에게� 김통정을�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는� 것이다.� 이

때� 김통정과� 머슴�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의� 원인이� 하필이면� 머슴의� 오만한�

기질이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오만’은� 지배계급인� 김통정의� 입장에서� 볼�

때� 피지배계급인� 머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기질이었을� 터다.� 따라서� 이� 각편�

또한� 김통정과� 제주민들� 사이에� 계급� 간� 갈등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옹성물과� 구시물의� 구분도� 김통정� 치하의� 제주� 사회가� 차별과� 배제의� 이데올

로기로� 구축된� 사회였음을� 보여주는� 단서이다.� 상귀리에� 있는� 옹성물은� 김통

정을� 비롯한� 지휘관들의� 식수로� 사용했던� 물로,� 일반� 병사와� 평민은� 이곳에서�

약� 500m�떨어져�있는�구시물을�식수로�이용했다는�이야기가�전해진다.18)�

17)�-2.
18)� “옹성물은� 삼별초가� 항파두리성에� 웅거할� 때� 김통정� 장군을� 위시하여� 귀족들만�

먹던� 물이었다.� 그래서� 병사나� 사녀는� 구시물을�먹고,� 이� 물은� 장관이나�계급이� 높

은� 사람들이� 전용했다고�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옹성물”,� 한국향토문화전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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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일부� 각편에서는� 성� 안에� 있던� “어떤� 사름”이� 물을� 찾기� 위

해� 토성을� 나섰다가� 그� 사이에� 쇠문이� 잠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여몽연합

군에게� 쇠문을� 뚫을� 방도를� 가르쳐주었다고� 전승하기도� 한다.� “어떤� 사름”이�

물을� 찾아� 여몽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는� 성� 밖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옹성물과� 구시물의� 존재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배계급이� 마실� 수� 있는� 물과� 피

지배계급이� 마실� 수� 있는� 물이�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김통정과� 그의� 군사들을� 위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이� 둘로� 양단된� 세

계가�항파두리토성�인근의�마을�주민들이�목도하는�현실이었던�것이다.

게다가� 항파두리토성을� 중심으로� 한� 인근� 마을들에는�토성을� 쌓느라�고생하

던� 주민들이� 몹시� 배가� 고파� 서로의� 인분(人糞)마저� 먹은� 참혹한� 굶주림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제주민’의� 염원을� 반영한� 영웅� 김통정

이라는� 해석에� 이끌린� 나머지� 이들� 각편들을� ‘제주민’이� 아주� 어려웠던� 생활

상을� 구술하면서� 막연하게� 김통정� 시절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

다.19)� 즉,� 토성� 쌓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각편들을� 전승� 상의� 혼착으로� 치부

하고� 있는� 것이다.� 김통정이� 날개가� 달린� 영웅이라면� 김통정� 치하에서� 고통스

러웠던� 기억들은� 이렇게� 지나쳐도� 되는� 것일까.� 주목할� 것은� 고통의� 기억이�

계속해서�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이다.20)� 기억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이들� 기억

서사들은� 더� 이상� 구전되지� 않을� 것이다.� 설령� 그것이� 혼착이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여전히� 구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다.� 이렇게� 볼� 때� 토성� 노역과� 함께� 공출과� 세금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각

편들이�눈에�띈다.

전,� <http://www.grandculture.net/ko/Contents?dataType=99&contents_id=GC00710192>,�

2021.03.26.

19)� 권태효,� 「제주도� 김통정이야기의� 당신화� 및� 전설로의� 변용양상」,� 『구비문학연구』

8,� 한국구비문학회,� 1999,� 160면.

20)� 마을� 주민들의� 항파두리토성� 노역담·공출담은� 항파두리토성을� 둘러싼� 인근� 마을

인� 애월읍� 고성리,� 광령리,� 상귀리,� 수산리,� 유수암리,� 장전리뿐� 아니라� 제주시� 외

도동� 일대에까지�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이� 사실은� 항파두리토성을� 쌓느라� 주민들

이� 고생한� 이야기가� 항파두리토성� 인근� 마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기억서

사’일�수� 있다는�가능성을�암시한다.

http://www.grandculture.net/ko/Contents?dataType=99&contents_id=GC0071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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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아마�이�제주도에서�쪽숟가락,�머�옛날�그�청동기�이후니깐�놋쉐에,�그�저�이러한�

것들이�많이�잇엇는데,�건�씨가�엇이�전부�거두어다가�고걸로�무기를�만들고�그�거기에

다가�철문을�헤서�이중삼중�겹겹이�쌓아�노니까�도저히�뚫을�방법이�엇더라는�겁주.21)

(사)�제주도민을�전부�모여갔고�이제�동원시켜서�토성을�쌓아�노니깐�백성은�먹을�것도�

없고�그디�강�그�일만�자꾸�시켜�노니�그�당시에는�그기�일하다가�대변을�보고�싶으면�

대변,�대변을�보아서.�그�대변을�돌아앉아서�봐릴(볼)�겨를�없었다고�해.�어떤�놈이�지

켜�섰다가�확�주워�먹어�버린단�말이여.�얼마나�험악한�살림을�살아왔기에�그러한�전설

이�남았느냐�허는�거지.�그래서�그때�한�얘기라고�그래요.�길�어염에�개꽝(?).� “너는�

개꽝,�너는�자유롭게�길가에�가만히�앉아서�있지만은�너희�개도�언젠가는�무언가�이제�

과세.�세금을�내라고�닦달할�때가�있을거다.”�개꽝낭�보고�그런�얘길�했다는�거여.�그거�

두�가지.�똥을�싸가지고�자기가�돌아앉아서�봐리기�전에�딴�놈이�줏어�먹어�불었다.�길

가에�핀�개꽝낭�보고�너도�언젠가는�세금�부담을�받아야�될거�다하는�그런�얘기.�그것

이�그�토성을�쌓을�때�나왔다는데�에.�김통정이가�제주도�와서� 2년� 반쯤�밖에�견디질�

못했거든.22)

(바)에서는� 김통정이� 제주도에� 있는� 놋쇠를� 씨가� 없이� 전부� 거두어다� 무기

와� 철문으로� 만들었다고� 구연하고� 있다.� (사)에서는� 길에� 핀� 개꽝낭,� 곧� 쥐똥

나무를� 보고� 너도� 언젠가는� 세금� 부담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

가� 토성을� 쌓을� 때� 나온�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토성� 인근� 마을� 주민들은� 김

통정� 치하에서� 삼별초군의� 전술을� 위해� 공출을� 당하고� 세금을� 내는� 등의� 곤

욕을� 치렀던� 기억서사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김통정이� 여몽연합군으

로부터� 항파두리토성을�감추기� 위해�마을�주민들에게�빗자루와�잿가루를�공출

했다는� 전설� 각편에서도� 드러나는� 바이다.� 김통정의� 도술은� 마을� 주민들의� 공

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인데,� 빗자루와� 잿가루가� 없다면� 말꼬리에� 빗자루를� 매

달아� 잿가루를� 날리는� 도술을� 부릴� 수� 없기� 때문이다.� 김통정의� 영웅적� 면모

를� 기술할� 때� 이� 공출� 화소가�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21)�-1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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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롭게� 분석될� 여지가� 있다.� 문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들� 서사에서�

수탈의� 기억을� 흔적으로� 남기고� 있다고� 의미화해볼�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바레지� 못헤야� 탕�는� 사름이� 죽지� 안� 하거든.”23)이라는� 언술에서� 보이
듯이� 김통정의� 전술은� 결국� ‘ 탕�는� 사름(말� 타고� 달리는� 사람)’인� 김통
정과� 그의� 군사들을� 위함이다.� 이때� 막상� 공출에� 이용된� 마을� 주민들의� 생사

는� 고려되지� 않는다.� 여기서도� 김통정과� 마을� 주민들� 사이의� 거리감을� 인식할�

수�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흔히� 김통정의� 선정(善政)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횃부리
물,� 즉� 장수물의� 존재� 또한� 그� 맥락을� 다시�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선정의� 일

환이� 아니라� 김통정� 자신이� 백성에게� 저지른� 악행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샘물

을�만들어주기도�하는�것이다.

(아)�김통정은�도민들을�동원하여�토성(土城)을�쌓았다.�내성(內城)과�외성(外城)을�
쌓는�데�오랜�시일이�걸렸고�또한�흉년이�들어�일하던�역군들은�굶주림에�허덕였다�한

다.�그래서�역군들이�인분(人糞)도�다투며�먹었다는�말이�전해�온다.�(…중략…)�김통
정�장군은�토성을�탈출하면서� “제주도민을�고생시켰으니�물이라도�먹고�살아라.”�하며�

홰(가죽으로�만든�신발)를�신은�발로�암반을�밟고�떠났다.�바위에�발자국이�패이고�그

곳에서�금방�샘물이�솟아�나왔는데�이�샘물을�장수물이라고�한다.�홰�신은�발로�밟았다

해서� 「횃부리」「횃자국물」이라고도� 한다.24)

(아)에서는� 횃부리물이� “제주도민”을� 고생시킨� 것에� 대한� 김통정의� 보답으

로� 주어지고� 있다.� 김통정은� “제주도민을� 고생시켰으니� 물이라도� 먹고� 살아

라.”하고� 외치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횃부리물이� 등장하는� 모든� 각편에� 나

타나는데,� 이는� 김통정이� 제주도민의� 고생에� 대해� 일종의� 부채의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김통정을� 돈이나� 쌀� 대신� 빗자루와� 재로� 세금을� 받

았던� 서민적� 영웅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물이� 절실한� 백성에게� 죽어가면서까

지�샘물을�만들어준�문화적�영웅으로�그리는�각편들도�존재한다.25)� 그러나�횃

23)�-75.
24)�-9.
25)� 그러나� 김통정이� 이렇게� 선정(善政)을� 베풀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등장하는� 각



- 46 -

부리물이� 등장하는� 각편� 가운데는� 더러� 전반부에� 토성� 쌓기의� 고충을� 토로하

는� 각편들이� 적지� 않은� 수로� 구전되고� 있다.� 이러한� 각편들의� 후반부에� 등장

하는� 횃부리물은� (아)에서와� 같이� 마을� 사람들에게� 토성� 쌓기의� 대가로� 주어

지는� 샘물로� 생각해볼� 수� 있다.26)� 이와� 같은� 전승의� 분열� 양상에� 비추어� 볼�

때� 횃부리물을� 김통정이� 지닌� 애민정신의� 증표로� 봤던� 선행연구의� 해석은� 재

고의� 여지가� 있다.27)� 이상의� 군사기지로� 구획된� 마을,� 상층� 지배계급으로� 인

식된� 김통정의� 존재,� 노역과� 공출의� 고통� 등은� 기존�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

던�억압된� ‘기억서사’라� 할� 수� 있다.

한편,� 아기업게는� “부정적� 기능을� 하는� 호국여산신”28)으로� “결국은� 가해자

이지만� 한편으로는� 지배집단에� 의해� 피해를� 당한� 토착민”29)으로� “제주의� 평

화와�안정을�바라는�존중되어야�할� ‘생명’의� 상징”30)으로�평가받았다.� 이러한�

논의들은� 아기업게가� 여몽연합군에게� 항파두리토성의� 쇠문을� 뚫을� 방도를� 알

려준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이다.� 모두� 타당한� 견해라고� 할� 수� 있지만� 본고에

서� 주목하는� 것은� 아기업게가� 여몽연합군을� 대면하기� 이전� 상황이다.� 왜� 아기

업게는� 성문� 밖에서� 여몽연합군과� 조우할� 수밖에� 없었는가.� 본고는� 이러한� 물

음에� 대해� 서사� 속에서� 아기업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검토할� 필

요가� 있다고� 본다.� 아기업게의� 상황� 또한� 김통정� 치하� 마을� 주민들의� 억압된�

‘기억서사’의� 편린을�보여주기�때문이다.

아기업게가� 왜� 성문� 밖에�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각편은� 없다.� 다만�

앞서� ‘물’을� 찾으러� 성문� 밖을� 나간� ‘어떤�사람’의� 존재는� 주목할� 만하다.� 논

의의�편의를�위해�각편�내용을�인용문으로�제시하면�다음과�같다.�

편은�의외로� 3편에�불과하다.�-5,�-10,�-13.
26)�-3과�-78이�그러하다.
27)� 권태효와� 이남옥은� 모두� 김통정이� 죽어가면서� 샘물을� 제공하는� 것은� 그의� 수신

적� 성격을�보여주는�것이라고�분석하고�있다.� 권태효,� 앞의� 논문,� 1999,� 184면;� 이

남옥,� 「김통정� 설화� 연구」,� 『탐라문화』2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6,� 305

면.� 배윤정은� 김통정이� 마지막� 유언으로� ‘횃부리물’을� 남기는� 것이� 제주도민에� 대

한� 애민정신을� 보여준다고� 기술하고� 있다.� 배윤정,� 「김통정� 이야기의� 전승과� 역사

의�재구성」,� 제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8,� 26면.

28)� 권태효,� 앞의�논문,� 1999,� 182면.

29)� 이남옥,� 앞의�논문,� 302면.

30)� 배윤정,� 앞의�논문,�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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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래서�蒙古軍과으�쌈이�오래�걸렷는디�성�안에는�물이�엇어�사름들은�물�곤란
을�몹시�당하게�됏는디�어떤�사름이�성�밖으�시암물�질로�나가서�물을�질러각고�성�안

으로�들어갈런디�무쇠찰문이�꾿게�닫혀서�들어가지�못하고�무쇠�城門 밖에�잇엇수다.�
그래서�蒙古軍이�와서�이�성�안에�들어갈라먼�어텋게�히야�들어갈�수�잇냐고�헛수다.�
그�사람은�두�일레�열나흘�쇠철문을�불매질하민�무쇠철문으�문거리가�녹아서�문이�열린

다고�힛수다.�몽고군은�이�말을�듣고�무쇠鐵門에�불을�피워�두�일헤�열나흘�불매질을�
했더니�문으�문거리가�녹아서�鐵門이�부서저서�城門이�열려�蒙古軍士가�성�안으로�
처들어왓수다.

(자)에는�삼별초와�몽골군의�싸움이�오래되자�성�안�사람들이�물로�인해�어

려움을� 겪는� 상황이� 나타난다.� 식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성에

서� 식수를� 구할� 수� 있는� 외부와의� 차단은� 곧바로� 생존의� 문제를� 야기했을� 터

다.� 따라서� 전란�가운데� 물을� 찾으러�성� 밖을�나선�어떤�사람의�행위는� 그� 자

체로�생존�투쟁이라고�할� 수� 있다.� 그런데�이� 어떤�사람이� 물을�긷는�사이�성

문은� 굳게� 닫혀버린다.� 그리고� 몽골군이� 성� 밖에� 있던� 이� 사람에게� 성문을� 여

는� 방법을� 물어본다.� 어떤� 사람은� 두� 이레� 열� 나흘� 동안� 성문에� 불매질을� 하

라고� 일러준다.� 이는� 다른� 각편들에서� 아기업게가� 여몽연합군에게� 알려주던�

방도이다.� 곧� 어떤� 사람의� 다른� 이름은� 바로� 아기업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다른� 각편들에서� 아기업게가� 왜� 성문� 밖에� 있었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 각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성문� 밖에� 있던� 아기업게의� 행위는�

생존의�문제와�직결되었던�것임을�어렵지�않게�유추할�수� 있다.

(차)�두늠이�오라�부난.�쉐문을�영�탁�간,�들어앚아�불엇어.�겨니�확�들어오는�동안
에� 아기업게(업저지)를� 안� 들여�놧어,� 잊어�불언.31)

(카)�옛날에�김통정이� ‘어린아이�업는�업개(보모)’가�이서서.�어떵헹�애기업개가�밖에�

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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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는� 걸� 모르고� 왜적들이� 들어오난�문을� 더꺼브러서(닫았다).32)

(타)�김통정이가�몽고놈이�오라네�게.�무쉐로�집을�지어신디.�그만�시간은�바쁘고�아기

업개(보모)를�그만� 들여놓지� 못헤연.33)

그럼에도� 성문� 밖에� 있는� 아기업게의� 존재는� 위의� 인용문들에서� 드러나듯�

대개� 김통정의� 망각이나� 무지,� 부주의함으로� 인해� 무시된다.34)� 기실� “쉐문”으

로� 표현되는� 성문은�토성�자체가� 그러했듯이�김통정이� 여몽연합군을�방비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쟁� 상황에서� ‘아기업게’를� 비롯한� 항파두리

토성� 인근� 마을� 주민들이� 정작� 김통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토성� ‘밖’의� 존재는� 쉽게� 잊혔던� 것이다.� 군사기지에서� 생겨

난� 마을들,� 노역과� 공출로� 고통받은� 사람들의� 존재가� 환기하듯� 탐라국은� 명목

상� 주권만� 갖고� 김통정� 치하에서� 실질적� 지배를� 받는� 일종의� 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구분과� 구획,� 분류,� 명명이� 식민지� 지배의� 논리라

는� 점을� 감안하면� ‘성문’을� 기점으로� 토성� ‘안’과� 토성� ‘밖’의� 공간이� 나뉘

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35)� 활과� 검,� 군사가� 존재하는� 토성� ‘안’

과� 달리,�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토성� ‘밖’은� 적에게� 무방비로� 노출되

32)�-30.
33)�-32.
34)� 더러는� 의도적인�성격을� 지니기도�한다.�

� � �-12:� “아마� 이� 제주도에서� 쪽숟가락,� 머� 옛날� 그� 청동기� 이후니깐� 놋쉐에,� 그�
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잇엇는데,� 건� 씨가� 엇이� 전부� 거두어다가� 고걸로� 무기를�

만들고� 그� 거기에다가� 철문을� 헤서� 이중삼중� 겹겹이� 쌓아� 노니까� 도저히� 뚫을� 방

법이� 엇더라는� 겁주.� [조사자� :� 네.� ]� 기어오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또� 방법은� 이

거� 쉐니깐� 때여서� 녹인다는� 거여.� 근데� 그걸� 모르고� 어� 거기서� 김� 통정� 휘하에� 잇

던� 사람덜이� 그� 애보개� 하나를� 거� 좀� 싫어헤� 가지고� 아마� 장군� 뒈니까� 여자들도�

좀�좋아�헤실테주�그러니깐�그�중에서� 아마� 그�침실에� 그난걸� 그� 좀� 잘� 돌보지�않

는다고� 내쪼까� 버리니까,� 고게� 밖에서� 뱅뱅� 맴돌다가� 아,� 이거� 그� 여·몽� 연합군이�

와�가지고� 하는� 거�보니깐� 우습더라�거여.”

35)� 파농에� 따르면�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과� 이주민들이� 사는� 지역은� 서로� 대립하며�

더� 높은� 차원에서� 통일될� 가망도� 없다.� 두� 지역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규칙

에� 따라� 상호배타성의� 원리를� 취한다.� 그러므로� “식민지� 세계는� 마니교의� 세계”라

고�말한다.� 프란츠� 파농,� 앞의�책,� 52-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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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공간이다.� 그리고�그� ‘밖’을�아기업게가�맴돌고�있었던�것이다.�

또� 다른� 각편에서는� “...강� 딱�가부니까�그� 군인들�서울서�온� 군인도�들어
가지� 못하고� 그� 아이도� 들어가지� 못헨.”36)이라고� 구술된다.� 이처럼� 토성� ‘밖’

에� 있는� 것은� 오로지� 적군과� ‘아기업게’� 뿐이었다.� 그러므로� 아기업게가� 여몽

연합군에게� 항파두리토성의� 쇠문을� 열� 비법을� 알려주는� 것은� “죽지� 않으

려”37)는�처절한�몸부림이기도�하다.� 아기업게의�행위는�생존�투쟁의�연장선상

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아기업게가� 삼별초의� 편으로� 여겨지지� 않

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르트르(J.� P.� Sartre)는� 식민지� 상황에서

의�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주민� 병사들이� 원주민을� 자기� 동료로� 생각하

지� 않는다는� 범주� 제한의� 원칙을� ‘누메루스� 클라우수스(numerus� clausus)’로�

설명한� 바� 있다.38)� 아기업게에게� 성문은� 곧� 사르트르가� 말한� ‘좁은� 문’이었

던�것이다.�

아기업게가�성문�밖에�남아�있던�것은�삼별초가�아기업게를�같은�편으로�인

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삼별초가� 아기업게를� 같은� 편으로� 인식했더라

면� 아기업게가� 성문� 밖에� 남도록� 그대로� 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아기업게

가� 실종되었음에도� 아무도� 그를� 찾지� 않는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서사

에서� 인물들이� 아기업게의� 행방을� 추적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김통정이� 죽

으면서� 자신의� 원한을� 갚기� 위해� 아기업게를� 죽일� 때와� 김방경이� 아기업게에

게� 고맙단� 인사를� 전하려다� 김통정의� 아기를� 밴� 것을� 알고� 아기업게를� 죽일�

때이다.� 아기업게는�죽기�위해�발견되는�것이나�다름없다.

(파)�김통정�장군은�토성을�뛰어나갈�때�아기�업개의�말�때문에�죽게�된�것을�알았다.�

36)�-71.
37)�-32:� “무쇠로� 된� 문을� 도저히� 열어볼� 재간이�어스난(없으니까)� 아기업개를�붙
잡아가지고� “이� 문을� 어떵허케� 열면� 되느냐?”� 물은거라.� 아기업개는� 게� 죽지� 않

으려고� “나무� 가져다그네� 불을� 막� 때서� 무쉐를� 녹여야� 열립니다”하고�라분거라
(謂:� 이르다).”

38)� “해외에� 나간� 우리� 병사들은� 모국의� 보편주의를� 거부하고� 인류에게� ‘누메루스�

클라우수스’(numerus� clausus;� 범주� 제한-옮긴이)를� 적용한다.� 즉� 누구도� 자기�

동료를� 노예로� 삼고,� 강탈하고,� 죽이는� 죄를� 지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병사들

은� 원주민이� 자기� 동료가� 아니라는�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장� 폴� 사르트르,�

「1961년판�서문」,� 『대지의� 저주받은�사람들』,� 남경태�역,� 그린비� 20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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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성�밖으로�뛰어나가며�안오름에�있는�아기업개를�발견하고는�발길로�한�대�차고�

날아갔다.�아기�업개는�그�자리에서�피를�토하며�죽었다.�그�피가�번져�지금도�안오름의�

흙은� 붉다.39)

(하)�아기�업개의�도움으로�김통정�장군을�죽인�김방경�장군은�그�공을�갚으려고�아기�

업개를�찾아갔다.�아기�업개는�임신해�있었고,�그�아이가�김통정�장군의�아이임을�알게�

되었다.�그래서�아기�업개를�죽이고�배를�갈라�보니�비늘이�달리고�날개가�돋은�아이가�

한참� 파닥파닥�뛰더라� 한다.40)

(파)에서� 김통정은� 토성을� 뛰어나가면서� 아기업게를� 발로� 차서� 죽인다.�

(하)는� 아기업게의� 도움을� 받은� 김방경� 장군이� 직접� 그의� 손으로� 아기업게를�

살해한다는� 점에서� 더� 극적이다.� 여기서� 아기업게가� 최종적으로� 여몽연합군의�

편으로� 여겨지지도� 않는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아기업게가� 살해당하는� 이

유는� 그녀의� 이중성� 때문이다.� 그러한� 이중성은� 그녀의� 몸에� 그대로� 아로새겨�

있다.� 그녀의� 몸은� 명백히� 김방경� 장군을� 도움으로써� 공을� 세웠지만,� 그녀의�

몸속,� 곧� 자궁� 안에는� 김통정의� 아이가� 있다.� 따라서� 그녀는� 본질적으로�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아기업게는� 성� 밖에� 있으나� 성� 안으로� 포

섭되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성� 밖으로� 포섭되지도� 못한다.� 아기업게는�

은유적인�의미에서�양편�모두로부터�영원히� ‘밖’에�위치하는�것이다.�

힘의� 구획선을�넘지�않고�제자리를�지키는�일은�식민지�원주민에게�가장�먼

저� 요구되는� 의무이다.41)� 여몽연합군이� 항파두리토성� 주변을� 점령했을� 때� 마

을� 사람들은� ‘토성� 안’에서� 각자� 자기� 자리를� 지켜야� 했을� 터이다.� 아기업게

는� 자의에� 의해서� 혹은� 타의에� 의해서� ‘토성� 안’이라는� 제자리를� 지키지� 못

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아기업게가� 성문� 밖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좁은� 문’을�

발견한다는� 사실은� 다시�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기업게는� 이주민과는�

다른� 원주민으로서의� 위치를� 깨닫는다.� 김통정과� 그의� 군사들이� 병영으로� 구

축했던,� 차별과� 배제의� 원리로� 움직이는� 세계를� 소환하는데� 일조하는� 것이다.�

39)�-5.
40)�-4.
41)� 프란츠� 파농,� 앞의� 책,� 64-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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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업게가� ‘좁은� 문’을� 열� 수� 있는� 방도를� 알고� 있었다는� 것도� 놓치지� 말아

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좁은� 문’은� 외부인이� 점령한� 부조리한� 세계를� 철

폐할�수�있는�문이기도�했다.42)� 이는� 억압된�기억서사가�들려주는�하위주체의�

또� 다른�목소리임에�틀림없다.

3.1.2.� 항몽의�망각과�악인�김통정

그간의� 연구는� 왜� 김통정을�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본풀이가�존재하는가를� 해

명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금덕리당본풀이>나� <성산본향당본풀이>와� 같이� 김

통정을� 선인(善人)으로� 그려내는� 본풀이가� 있는가� 하면� <광정당본풀이>나�
<고내본향당본풀이>처럼� 김통정을� 악인(惡人)으로� 그려내는� 본풀이도� 있었기
에� 심화된� 논의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본풀이에서� 드러나는� 항몽� 맥락의� 유무

에� 주목하여� 그� 양상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풀이에� 김통정을� 출현시키면서�

항몽의� 맥락을�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의도적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먼저� 항몽� 맥락이� 보존되어� 있는� <성산본향당본풀이>와� <광정당본풀이>를� 검

토하도록�하겠다.

�

(가)�황바두리�짐통정�장수님,/동서문을�잡아가지고/억만명�팔만명�군를/로�끼에
/누린풀�비여가듯기/몰을�시겨두고/성산을을�물설기�봐,/통을�파고/인간�가호�설
시고,/그� 인간이/먹을�물을� 파고/다� 전였다.43)

(나)� 황바드리� 짐통경(金通精)이가� 들어와� 토성(土城)� 싸고� 호호마다� 제(灰)� 닷뒈
(五升)� 비(箒)� 리썩�세금(稅金)을� 받아,�토성(土城)� 우의�제(灰)는�고�
꼴리에�비는�아매여�채를�주어�리니�시상(世上)이�왁왁허여가난�과양당(廣壤堂)�
서낭당� 광정당(廣靜堂)� 싀성제(三兄弟)가� 짐통경(金通精)을� 심으레�간다.44)

42)� 물론�외부인에�의한� 점령의�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43)�-1.
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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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용문은� <성산본향당본풀이>로� 그� 내용이� 지극히� 단편적이다.� “황바

두리� 짐통정� 장수님”이라고� 하여� 김통정을� “억만명� 팔만명� 군를”� 한� 번에�
몰살하는� 무력적� 영웅으로� 형상화할� 뿐� 아니라� “인간이� 먹을� 물을� 파고”� 전

하였다는� 문화적� 영웅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나)� <광정당본풀이>에서도� “황

바드리� 짐통경(金通精)이가� 들어와”라고� 하여� 항파두리토성을� 지은� 김통정의�
존재를� 명시한다.� 그런데� 김통정을� (가)에서는� “장수님”이라고� 하여� 높인� 것

과� 달리� (나)에서는� “짐통경(金通精)이가”라고�하여�낮춘다.� 또한� 전설에서와�
마찬가지로� (나)에서� 김통정은� 토성� 위에� 재를� 뿌리고� 말꼬리에� 빗자루를� 매

고� 달리게� 하여� 토성을� 감춘다.� 여몽연합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취하는�

전술일� 터인데,� 광양당,� 서낭당,� 광정당� 삼형제는� 이� 전술이� 세상을� 캄캄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김통정을� 징치한다.� 곧� (나)에서는� 김통정이� 세상을�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혼돈의� 상태에� 빠지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김통정

이� <성산본향당본풀이>에서는� 긍정적으로,� <광정당본풀이>에서는�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반된� 평가는� 각� 본풀이를� 구송하는� 마

을� 신당의� 입장�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일� 터이다.� 기억서사는� 관련된� 집단의�

성격에�따라�재편되는�성격을�지니는�것이다.

한편,� <금덕리당본풀이>와� � <고내본향당본풀이>에는� 항몽의� 맥락이� 직접적

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금덕리당본풀이>는� 김통정을� 선정을� 펼친� 영

웅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성산본향당본풀이>와� 유사하다.� 반면� <고내

본향당본풀이>는� 김통정이� 대국� 천자국� 삼장수에게서� 징치된다는� 점에서� <광

정당본풀이>와� 맥을� 같이� 한다.� 우선� <금덕리당본풀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

음과�같다.

�

(다)�옛날�이�실�설위 적이/유수암에�짐장수가�설위/당이우다./짐장수�시절에/고
내오름엔� 녹대벗인/이� 나� 이섰는디,/놈으� 곡을�  먹어불곡/여도/시� 심질�
못연�는디,/로은�밤이�짐장수�꿈에/산신대왕�산신백관이/나타나서,/“아멩아멩�
영�심으민/고내오름엣�녹대벗인�을/심어질�거매,/그�을�심엉�타민/알을�도래가�실�
거라”/연,/이젠�짐장수가/그�산신대왕�산신백관이/아준대로�난/그�을�심어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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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장수가�을�심어단/타는디,/ 어이에/지주삼읍을� 돌앙�오곡/였수다./그영
는디,� 해엔/되놈들이�쳐들어오란/실에�재물을�약탈고/예편네를�겁탈고,�
여가니/짐장수가� 나서/지주목신디� 가/실� 말을� 고/령들을� 빌어단/성제오름�
서북펜으로�간/넙은�홈에�곱앙�시렌/여두언,/짐장수가�되놈들�신디레�간/성제오름�앞
데레�홀리와�오난,/이� 때� 곱았단�령들이/꺼번에�나산/되놈들을�절박연/지주목에�
들어간� 바치난/지주목 상감님께�오난,/나라에선� 큰� 상금이�리고,/건공장군� 배실
지� 주었수다./그영난� 짐장수가/건공장군이� 되였는디,/글지후제� 짐장수가/산신대왕�
산신백관을� 위는� 당을�설연난/실� 사름들도� 무심 수가/엇어,� 정성으로� 위네
다./후제� 영천� 이목 시절에/이� 당집에� 불지더부난/이제지� 그냥�옵네다./수덕�
좋고� 버내�좋은/산신대왕� 산신백관님이우다./제일,�손에� 생기� 맞은�날45)

(다)� 인용문에서� “짐장수”라고� 지칭되고� 있으나� 금덕리,� 곧� 현재� 유수암리

의� 설촌� 유래에� 김통정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김통정임

을� 알� 수� 있다.46)� 그런데� <금덕리당본풀이>에서� 김통정은� 삼별초� 항쟁과는�

무관하게� 꿈에� 나온� 산신대왕� 산신백관이� 알려준� 대로� 고내오름에� 있던� 굴레�

벗은� 말을� 타고� 제주� 삼읍을� 돌아다니면서� 오곡을� 심는� 문화적� 영웅의� 형상

으로� 나타난다.� 또� “되놈”이� 쳐들어와� 마을의� 재물을� 약탈하고� 여인을� 겁탈하

자� 제주목사에게� 군사를� 빌려서� “되놈”을� 소탕한다.� 이� 공으로� 김통정은� 나라

에서� 큰� 상금을� 받고� 건공장군이라는� 벼슬까지� 얻는다.� 그리고는� 산신대왕� 산

신백관을�위하는�당을�이� 마을에�설위하였다고�심방은�구송하고�있는�것이다.

<고내본향당본풀이>의� 각편� 수는� 5편으로� 가장� 많은� 각편이� 채록되었는데,�

본고에서� 문제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장편화된� 각편�-4,�-7,�-11
에서� 항몽의� 맥락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47)�-4의� 일부를� 인용문으로�
45)�-8.
46)� 유수암리는� 일제시기�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금덕리로� 마을� 명칭이� 개정되었다가�

1995년� 옛� 지명�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1996년� 1월� 1일부터� 본래의� 명칭인� 유수

암리를� 다시� 사용하고� 있다.� 삼별초군을� 따라온� 고승이� 마을� 주변을� 둘러보고� “이

곳이� 바로� 유수암이다.”라고� 했다는�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하였다는� 이야기가� 전

해진다.� 유수암리지�편찬위원회,� 『유수암리지』,� 애월읍� 유수암리,� 2010,� 190-194면

에�설촌사가�자세하게�소개되어�있다.

47)� 이에� 비해� -5와� -6은� 서사의� 내용이� 소략한� 편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5의� 경우에는� “삼장군이/제주도� 황바도리/짐통정날리� 때/들어오랐습
네다.”라고� 하여� 항몽의� 맥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6은� “옛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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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면�아래와�같다.

(라)�고내�을�본향�역는/옛날에�제주도가/탐라국으로�있을�때,/우마와�각종�생산물
이/많이�풍성히�될�때,/천국에서/짐통정장수를�시겨서/탐라국을�돌아보라고/보내였는
디,/짐통정장수가�와서�보니/우마와�생산이�잘�낳니,/그것을�욕심고/탐라국을�먹을랴
고/무류탕심니,/천국이선� 짐통정� 장수를/잡을려고� 삼장수를/보내였습네다./천국
에서는/황서따에�황서님/을서따에�을서님./국서따에�국서님./삼장수가/제주를�들어롤�때

에/짐통정이는� 토성으로/만리를� 끼였습네다./짐통정이는/삼장수를� 피랴고/각� 백성에
게/불체�닷되,�비�리를/받아서,/불체는�토성에�고/비록은�꼴리에�아서/
을� 타고�성위를�렸습네다.48)

(라)는� 제주도가� 탐라국이었던� 시절로부터� 시작된다.� 대국� 천자국에서는� 탐

라국의� 축산물을� 비롯한� 각종� 생산물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김통정을� 보내�

탐라국을� 둘러보라고� 명한다.� 김통정은� 탐라국의� 생산물을� 확인하고� 욕심이�

나서� 탐라국을� 독차지해버린다.� 대국� 천자국에서는� 김통정이� 돌아오지� 않자�

황서,� 을서,� 병서라는� 이름의� 세� 장수를� 보낸다.� 김통정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삼장수를� 피하기� 위해� 도술을� 부려� 제주도를� 암흑� 속에� 빠뜨린다.� 만� 리의� 길

이에� 달하는� 황파두리토성에� 재� 다섯� 되를� 뿌리고� 그� 위를� 꼬리에� 빗자루를�

묶은� 말을� 타고� 달려� 제주도� 전체가� 암흑� 속에� 잠기게� 한� 것이다.� 이후의� 서

사는� 전설에서와� 마찬가지로� 문� 밖에� 있던� 아기업게가� 삼장수에게� 토성의� 쇠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 김통정이� 끝내� 삼장수로부터� 죽임을� 당하

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삼장수가� 항파두리토성의� 무쇠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있자� 이를� 보던� 아기업게가� 석달� 열흘� 동안� 불을� 쬐면� 무쇠문이� 열릴� 것이라

는� 방도를� 알려준다.� 이에� 삼장수가� 무쇠문을� 열자� 김통정은� 자신의� 아이를�

가진� 아내를� 살해한� 후에� 추자도� 옆에� 무쇠방석을� 던지고� 앉는다.� 삼장수� 중�

황서가� 제비,� 을서가� 새우로� 각각� 변신하여� 무쇠방석에� 오른� 김통정을� 괴롭힌

다.� 그러다가� 우연히� 김통정의� 목이� 들렸을� 때� 병서가� 은장도를� 휘둘러� 그� 목

국서/짐통정� 잡으레� 온� 삼장군”으로�간략하게�서술되고�있다.�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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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베어�죽인다.

이렇듯� 〈고내본향당본풀이〉는� 입도� 경위에서부터� 김통정이� 고려� 삼별초를�

거느린� 장군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유기하고� 있다.� 즉� 본풀이에서는� 김통정

이� 제주도로� 입도한� 이유와� 그가� 제주도에� 입도해서� 벌인� 항몽의� 행적이� 생

략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항몽� 맥락의� 망각은� 이� 서사가� 김통정을� 악인으

로� 형상화하려는� 의도로� 기획되었음을� 알려준다.� 김통정은� 제주의� 우마와� 생

산물을�탐내�제주를�차지하려�했던�악인으로�형상화되고�있는�것이다.�

흥미로운�것은� 김통정이�악인으로�규정되는�국면에서�김통정의�욕망이� 문제

가�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김통정의� 욕망은� 본디� 대국� 천자국이� 욕망했던�

바이다.� 제주도의� 축산물과� 생산물에� 대해� 김통정은� 직접� 눈으로� 보고� 흑심을�

품었지만� 대국� 천자국에서는� 제주도에� 대해� 이미� 귀로만� 전해� 듣고도� 흑심을�

품은� 상태였다.� 대국� 천자국이� 김통정을� 제주도에� 보낸� 이유에는� 결국� 제주도

를� 집어삼키려는� 야욕이� 크게� 자리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게다가� 김통정이� 무장(武將)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국� 천자국은� 무장인�
김통정을� 파송함으로써� 제주도를� 무력으로라도� 집어삼키겠다는� 의도를� 내보인�

것이다.� 그러나� 본풀이에서� 명시되고� 있는� 것은� 오직� “모든� 생산이� 탐이� 나니

/제주도를� 자기가� 먹”49)� 고자� 하는� 김통정의� 탐욕뿐인데,� 각편에�따라서는� 김

통정이� 재� 다섯� 되와� 비� 한� 자루로� 도술을� 부려� 대국� 천자국으로부터� 닥쳐올�

위협에� 대비하는� 것조차� 제주도를� 자기� 혼자� 차지해보려는� 심산의� 행동으로�

읽히기도� 한다.� 요컨대� 김통정의� 도술에는� “제주� 섬중을� 감쳐지게� 하고/제주

섬을�자기가�먹”50)으려는�속셈이�담겨있다는�것이다.�

이렇게� 김통정의� 욕망이� 전경화되면서� 대국� 천자국의� 욕망은� 은폐된다.� 본

풀이는� 김통정에게� 처음� 시찰을� 맡기고� 김통정이� 돌아오지� 않자� 곧바로� 삼장

수를� 파견해� 김통정을� 처단하려는� 대국� 천자국의� 의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다.� 〈고내본향당본풀이〉에서� 대국� 천자국은� 배후에서� 탐라국을� 욕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통정은� 그런� 대국� 천자국의� 욕망을� 대신� 가로채려�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악으로� 규정된다.� 〈고내본향당본풀이〉에서� ‘악’은� 선험적으로�

49)�-7.
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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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국� 천자국의� 욕망에� 예속되어� 있어야� 할� 김통정의�

욕망이� 발현되는� 순간에� 사후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김통정의� 반대급부에�

존재하는� ‘선’은� 대국� 천자국의� 욕망을� 가로채지� 않는� 자이다.� 김통정의� 반대

편� 선상에� 서� 있는� 대국� 천자국의� 삼장수는� 오직� 김통정을� 응징하라는� 대국�

천자국의� 명령만을� 충실하게� 따른다는� 점에서� 대국� 천자국과� 동일한� 욕망을�

품은� 김통정과는� 대조적으로� 무욕적인� 인물들로� 형상화된다.� 여기에는� 분명�

역설적인� 지점이�존재하는데�삼장수가�표상하는� ‘선’이란� 본질적으로�대국�천

자국이�김통정을�제거하려는�욕망을�표방하는�것이기�때문이다.

내용을� 정리하면� 항몽의� 맥락을� 망각함으로써� <금덕리당본풀이>에서는� 김통

정을�패배하지� 않는�영웅의�형상으로�그려낸� 것과� 달리� <고내본향당본풀이>에

서는� 김통정을� 자기� 자신의� 탐심� 때문에� 자멸하는� 악인으로� 그려내고� 있다.�

기억서사가� 선택과� 배열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것임을� 주지한다면� 항몽의�

맥락이� 유실된� 것도� 전승주체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성산본

향당본풀이>와� <광정당본풀이>의� 경우와� 유사하게� 이들� 본풀이� 또한� ‘항몽’에�

대한� 각� 마을� 신당의� 입장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신당

의� 입장은� 결국� 마을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신당과� 단골� 집단인� 마을의�

관계를�추적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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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왜란에�대한�기억들

3.2.1.� 뱀신앙�혐오와�부정되는�여신

전술한� 바와�같이�표선면� 토산리의� <토산알당본풀이>에는�왜란의� 화소가�직

접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표선면� 토산리에는� 토산당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왜구의� 침략에� 대해� 거론하고� 있는� 전설� 자료들이� 있다.� 한편� 성산면� 신풍리

에도� 토산당과� 관련하여� 왜란에� 대해� 언술하는� 전설� 자료들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토산당신이� 왜란을�계기로� 표선면�토산리에서�성산면� 신풍리로� 이주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표선면� 토산리와� 성산면� 신풍리에� 남아�

있는� 토산당과� 관련한� 전설� 각편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그러나� 왜란

이라는� 사건이�마을�주민들에게�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살펴보

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의� 범주를� 좀� 더� 확장하여� 토산당과� 관련한� 전설� 각편

의� 전체적인�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오히려� 표선면� 토산리�

이외의� 지역에서� 토산당에� 관한� 전설이� 더�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으며,� 여기에�

토산당� 신앙에� 대한� 인근�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 외부에서� 토산당� 신앙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마

을� 내부에서� 토산당� 신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무관하지� 않

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토산당과� 관련하여� 토산리� 사람들이� 왜란을� 기억하

는�방식에도�일정�부분�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먼저� 표선면�토산리와�성산면� 신풍리를� 제외한�지역들에서는� 주로� 토산당신

을�위협하는�남성들에�대한�전설이�구전되고�있다.

(가)�여기�우리�이�근방�우리�마을에서는�동쪽에�저�토산이란�그�부락도�잇고�그�근방

에는�뱀귀신이�잇거든,�뱀귀신...�그�김녕�튼�디�가믄�그�많이�들어보잖아.�그래서�여
기서�이제�만약에�딸을,�거�가서�딸을�구해가지고�신부를�데려�올라며는�여기선�잘�안�

해.� 귀신이� 따라온다고�해서.� 또� 그� 토산귀신은� 여자�뒤에만� 따라오는�거라.� <조사자:�

음.�여자�자식,�들이나...>�응,�거기서�딸을�여기로�이제�시집을�오면은�그�귀신이�따
라와.�게믄�여기�자손이�나면�그�귀신을�계속�위해야�돼.�여기서는�무시거�무시거�토산

귀신이라�그러니까�<조사자:�그래서�그�귀신을�모시면�그�집이...>�모셔아�그�집안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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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게�살지�<조사자:�그거�얘기�뭐�더�자세하게�뭐�어떤�집�며느리가�그랫다던가�이런�

거는...>� 그런� 그런�거는� 그런� 거는�잘...� 그런� 이야기가�잇엇다.51)

(나)�그�어떻게�되었냐�하면은,� 사람이�그냥�그�어찌�어찌허다가�토산당을�잘�아이�

모시니까니�죽게�되어서.�이�사람이�죽게�됐는디,�이거�선밴�모양이라이.�선밴디�막�
라가지고�행�보난.�옛날은�이�폐병을�보고�저�염병,�폐병보고�폐병됀�죽게�되었단�말이

여�이젠.�경허는디�가만히�책을�보고�뭘�허는디.�예펜은�들녘에�가고�예펜은�뱀을�거시

지� 말라�허매이?�뱀을� 거셔난디�뭣이� 있다.� 팥이� 있다� 해작고.

“그�당신은�남편을.�당신�남편이�뱀을�거스려부니까�그렇게�람다.�염병을�람시니까�
뱀을� 거시지�말라.”

그런�말을�들었다�말이여.�겐디�란�그�얼마나�죽게�마련이라�경허는디,�배엄이�올래로�
그냥�구렁이가�들어와,� 큰�구렁이가.�그걸�보니�그것을�고만히�놔둘�수가�없어.� (…중

략…)�응,�그래�죽인�예가�열인지�스물인지�모르지.�겐�죽여�노니�이거�예펜�오기�전이�

처치해야�될�거�아니라.� (…중략…)�이젠�묻어�놓고,�그�예펜�오니�일절�이�뱀� 마리�

잡앙은,�자기가�토산당을,�죽낸�하니까니,�아니�먹은�채�행�이젠�빼는�묻어불고�허는디.�

건강은�헌다�말이여.� 해엔�그냥�나상.�그놈은�이제�잊어버령�내버렸는디.�아이�예펜

이�뭐�자꾸�굿을�허여.�무당이�굿을�허면은�토산�넷때기�모을이랜�헌�디서�굿을�허면은�

저� 영험이�잇수다(조사자에게�영험이� 있음을� 확인시키며).

“그� 조상이� 배엄인디,� 조상이� 이젠�나오질� 못햄수다.”

경� 잘� 알드라� 이거여.

“어째서� 못� 나오냐.”

“옥에� 가둬져서� 나오지�못헌댄.”

저�토산이�나오도록�해야�이젠�이�모을이�크게......�조상이�어디에�있느냐.�무당이�그�집

이� 가보라�허니까.

“아� 우리� 그런�거� 엇수다.”

이젠� 거짓말�허당� 남편이.

51)�-17.



- 59 -

“에잇,� 여자로부터니�모든� 것이� 또� 피재가� 나겄다.”

너네�서방�먹었댄.�게난�큰일난다�뭐다�허니까,�솔솔�행�이젠�좋은�빼�드러나니까�안�먹

었댄�했지�뭐.�겐�이젠�묻은�건�예펜이�알아시니까�이젠�판보니�빼가�그대로�있어요.�이

젠�찰리�담아다가�어디�아무도�모르게�감낭�아래다가�아맹�네불었젠.�게니�그게�찾아
가드라� 허여.� 경헌디�아가는디� 만약에� 이놈이� 우리� 집안에� 다시� 나타낭은� 근본엇이�
해지쳐불렌�겅�약속을�해놘.�그�집인�오문�토산당을�믿지도�안허고�다신�또�배척도�안

허고.52)

(다)�조천면(朝天面)�조천리에�굴칫�영감이라는�이가�있었다.�워낙�부자로�살고�또�학
식이� 좋아서�남의� 사주(四住)나� 보아� 주며�한가로이� 살고� 있었다.

어느�날�정의(旌義)�사람�하나가�아들을�장가�보내려고�사주를�보러�왔다.�신부는�정
의(旌義)� 토산(兎山)이었다.� 영감은� 신랑� 신부의� 사주를� 맞춰� 보다가� ‘어,� 이�주
(四住)�못쓰쿠다(못쓰겠습니다).�잔치지�맙서’�하고�옆으로�슬쩍�밀어�놓았다.�신랑
의� 부친은�막무가내라며� 가� 버렸다.

실은�사주가�못쓸�게�아니라�신부의�사주가�너무나�좋아서였다.�굴칫�영감은�이�사주를�

보자,�며느리로�삼을�욕심이�생겨서�거짓말을�하고�파혼시킨�것이었다.�영감은�즉시�사

람을�시켜�이�색시�집에�청혼을�하였다.� (…중략…)�굴칫�영감은�신부를�구하면서,�정

의(旌義)� 신부니까� 토산당� 뱀� 귀신이� 따라� 올� 것이라는� 것은�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
이� 귀신은� 딸에서� 딸로� 뒤를� 좇아간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

략…)�신부가�들어와�앉는�순간,� 신부�방석�밑에�머리칼�같은�이상한�것이�붙어�오는�

것이�영감�눈에�비쳤다.�영감은�미리�준비해�두었던�자그만�독에�얼른�이�머리칼�같은�

놈을�집어�넣어�봉했다.�그리고�다시�이�독을�큰�독�속에�넣어�봉하고,�다시�더�큰�독�

속에�넣어�삼중으로�봉해�놓았다.�그러고는�땅을�깊이�파서�단단히�묻어�놓은�후,�아무�

일도� 없었다는�듯이� 잔치를� 계속했다.

이� 머리칼�같은� 놈이� 신부�뒤를� 따라온� 토산당�뱀� 귀신이었던� 것이다.

몇�개월이�지나자�신부의�오빠가�병이�났다.�차일피일�병은�점점�무거워져�백약이�무효

였다.�문복(問卜)을�하니,�‘내�조상�내�귀신을�학대한�죄목’이라�했다.�‘틀림없이�사돈�

52)�-11.



- 60 -

집에서�내�조상을�학대하고�있는�게�분명하다.’�이렇게�신부�집에서는�단정하게�되었다

(조상이란�그�귀신을�일컫는�것).� (…중략…)� 3,� 4년이�지났다.�병은�더욱�심해�정말�

피골(皮骨)이� 상접(相接)해졌다.� 사경(死境)에� 이르러가자,� 신부� 부친은� 마지막� 용
기를�내어�사돈집으로�찾아왔다.�(…중략…)�굴칫�영감은�가련한�생각이�들었다.�‘이젠�

오래�되었으니까�이놈을�내어�놓는다�해도�괜찮지�않을까’�하는�생각도�들었다.�그래서�

나가는� 사돈을�불렀다.

“이레(이리)� 와� 봅서.� 혹시�이것� 때문사� 아닌지.”

신부� 부친은� ‘옳지,� 되었다’� 하는� 희열이�번졌다.

종을�시켜�그�독을�파� 내었다.� 비워�보니�머리칼�같은�놈이�하나�나왔다.� 그�후,� 신부�

오빠의�병은�거뜬히� 나았다.� 가두었던� 귀신을�해방시켰으니�병이�나을�것은�당연했다.

얼마�안�있어�며느리가�임신을�했고�해산�시기가�되었다.�산기가�있자,�굴칫�영감은�책

을� 펴놓고�길한� 시간을� 점쳐�보았다.� 길한�시간은� 한참� 더� 있어야� 했다.

“삼승할망(助産役을�하는�巫)이�들어와�해산을�도우는데,�아이는�금방�낳을�것�같았
다.� 영감은� 마루에� 앉아서,

“어떻든� 이� 시간만�제라.”
삼승할망에게� 몇� 번이고� 당부하며� 길한� 시간을� 당기도록� 했다.�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아니었다.� 아이는�빽� 하고� 울며�떨어졌다.

굴칫� 영감은�후다닥� 자리에서� 일어서며�종들을� 불렀다.

“이야,�종이고�뭐고,�오늘부터�열두�식구가�꼭�찌(같이)�나�먹는�대로�먹어라.�나만�
잘� 먹어�보민� 소용이시냐(있느냐)?�집안은�써� 망게�되었다.”
그날�저녁부터�열두�식구가�쇠고기에�쌀밥을�마구�해먹기�시작했다.�집�재산이�고깃점�

없어지듯� 없어져�갔다.53)

(가)는� 서귀포시� 중문동� 하원마을에서� 채록된� 각편인데,� 이� 마을� 동쪽에� 토

산리가� 있으며� 그� 근방에서� 토산당신을� 모시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토산리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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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척에� 있는� 마을임에도� 이� 마을에서는� 신부를� 데려올� 때� 절대� 토산리에

서� 데려오지� 않는다.� 토산리� 신부를� 데려오면� “토산귀신”이� 따라온다는� 것이

다.

이렇듯� 표선면� 토산리와� 성산면� 신풍리를� 제외한� 지역들의� 전설� 각편에서�

남성들이� 토산당신을�위협하는� 이유는�그것이� 토산리�여성을� 따라왔기� 때문이

다.� (나)에서� 토산리� 여성과� 결혼한� 남편은� 토산당을� 잘� 모시지� 않아� 폐병에�

걸린다.� 이에� 앙심을� 품은� 남편은� 아내가� 집을� 비웠을� 때� 뱀을� 잡아먹는다.�

아내� 몰래� 뱀을� 여러� 마리� 구워� 먹은� 남편은� 건강해지고� 1년을� 거뜬히� 보낸

다.� 그� 후� 토산리에서� 굿을� 하는데� 토산당신이�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

무당은� 토산당신이� “옥에� 가둬져서� 나오지� 못헌댄.”이라며� 여자의� 집을� 지목

하고� 여자의� 남편이� 뱀을� 잡아먹었다고� 추궁한다.� 추궁� 끝에� 남편은� 자신이�

뱀을� 잡아먹었음을� 실토하며� “에잇,� 여자로부터니� 모든� 것이� 또� 피재가� 나겄

다.”라고� 말한다.� 남편은� 모든� 화근을� 토산리� 출신인� 자신의� 아내에게로� 돌리

고� 있는� 것이다.� 이후부터� 그� 집안에서는� 토산당을� 믿지도� 않고� 또� 해하지도�

않는다.�

(다)에서� 토산리�여성과� 아들을�결혼시킨�시아버지는� 토산당을�단지에� 가두

어� 집안이� 망하게� 된다.� 시아버지인� 굴칫� 영감은� 토산당신이� 토산리� 출신� 며

느리를� 따라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래서� 며느리가� 시댁에� 처음� 온� 날�

방석에� 앉을� 때� 머리칼� 같은� 것이� 보이자� 그것을� 잡아� 독에� 이중,� 삼중으로�

봉해� 땅에� 묻는다.� 몇� 달이� 지나� 며느리의� 오빠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점을� 쳐

보니� “내� 조상� 내� 귀신을� 학대한� 죄목”� 때문이었다.� 사돈� 집안에서는� 굴칫� 영

감� 집안을� 몇� 차례� 방문하는데� 그때마다� 차마� 찾아온� 이유를� 말하지� 못한다.�

마음이� 약해진�굴칫�영감은� 결국� 토산당신을�풀어주지만�토산당신을�탄압했던�

일은� 끝끝내� 화를� 낳게� 된다.� 길시에� 손자가� 태어나지� 못하고� 그� 이후로� 굴칫�

영감의�집안이�완전히�망해버린�것이다.�

이러한� 양상에서� 뱀신을� 억압하는� 남성들이� 남편,� 시아버지� 등의� 가부장적�

남성� 권력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가부장적� 남성� 권력의�

횡포는� 토산당� 신앙이� 모계로� 전승된다는� 특성� 때문에� 더� 도드라지는� 측면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산당신이� 위해를� 가하게� 되는� 대상도� 바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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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적� 남성� 권력의� 욕망이다.� 특히� 굴칫� 영감� 집안을� 망하게� 하기� 위해� 토

산당이� 건드리는� 것은� 다름� 아닌� 굴칫� 영감� 집안의� 후사이다.� 기실� 굴칫� 영감

이� 토산리� 출신임에도� 며느리를� 집안에� 들인� 것은� 며느리의� 사주가� 좋기� 때

문이었다.� 그� 근저에는� 며느리의� 사주를� 발판으로� 삼아� 장차� 자신의� 집안을�

일으킬� 후손을� 낳게� 하려는� 가부장적� 욕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토산당신

은� 그러한� 가부장적� 욕망을� 좌절시킴으로써� 그에게� 복수한다.� 굴칫� 영감은� 집

안에� 든� 흉조를� 며느리의� 사주를� 판별했던� 바로� 그� 사주책을� 통해� 깨닫는� 것

이다.� 다른� 각편에서도� 토산당신은� (나)와� 같이� 남편이� 원인� 모를� 병에� 걸리

게� 함으로써� 가부장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해하거나54)� 혹은� (다)의� 경우처

럼�그� 후사가�끊어지게�함으로써�가부장의�계보를�간접적으로�위협한다.55)

54)�-1:� “표선면� 토산리에서는� 뱀을� 귀신이라� 하여� 모신다.� 이� 귀신을� 흔히� 토산
귀신이라� 하는데,� 이� 토산귀신은� 딸이� 시집� 갈� 때� 반드시� 뒤를� 따라간다.� 그래서�

그� 딸이� 이� 귀신을� 위하게� 되고,� 이� 딸엣� 딸이� 다시� 시집을� 갈� 때는� 다시� 뒤를� 따

라가� 그� 집에서� 위하게� 된다.� 그래서� 딸에서� 딸로� 전해� 가므로� 반드시� 토산� 사람

이� 아니더라도� 토산과� 외가가� 연결된� 집에서는� 이� 토산귀신을� 위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토산귀신이� 있는� 집안의� 딸에게는� 구혼하는� 자가� 없게� 되므로� 토산귀신

이� 있는� 집안에서는� 그것을� 속여� 딸을� 시집� 보낸다.� 토산귀신이� 있는� 집안의� 딸과�

결혼하여� 그� 귀신을� 모시지� 않으면� 그� 남편이� 병을� 앓는� 수가� 많다.� 이� 병은� 원인�

모를� 병으로� 백약이�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하여� 남편이� 죽어가도� 부인은� 토산귀신

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왜냐� 하면� 그� 사실을� 말하면� 그� 귀신

에게� 축원해서� 병은� 났겠지만� 결국은� 이혼� 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토산귀신이�있는� 집안은� 많지만�비밀로� 숨기고� 있다.”

55)�-18:� “[제보자]� 응,� 아덜은� 나믄� 괜찮은,�은�나믄� 괜찮헌디.� 아들은� 나믄� 죽
어.

[조사자]� 아,� 아덜은� 죽어?

[제보자]� 아덜은� 죽어.� 우리� 둘째� 언니는,� 그,� 저� 뭣고.� 화순,� 안덕,� 안덕면에� 우리�

형부는� 안덕면� 직원이고� 헌디,� 거기를� 시집을� 갓는데.� 우로� 딸� 둘인가� 나고,� 밑에로�

아덜을� 둘을� 낫인디.� 첨� 나난� 죽고,� 두� 번째� 나난� 죽어.� 게난,� 게난�덜은� 그걸� 알
아도,� 우리는� 죽어도� 안� 허,� 안� 모신다,� 그렇게� 헌� 거지.� 자기네� 어머니만� 그렇게�

헷어.� 우리�그� 작은어무니�일칙� 돌아가신�후엔� 난�뭐� 엇고,� 나도.

[조사자]� 기구나예.

[제보자]� 게난,� 그� 다음에는,� 우리� 둘째� 언니는,� 두� 번째� 아들,�은� 둘은� 살고,� 아
덜� 둘은� 죽으니까.� 그� 다음엔� 우리� 언니두,� 그냥,� 그냥� 죽엇어.� 죽고,� 그� 다음에� 언

니는� 딸만� 두� 개� 나고,� 그게� 안허니까.� 그,� 막,� 그게� 좇아완� 뭣하난,� 일본� 갓인디,�

그로� 후젠� 몰라.

[조사자]� 그믄은� 그,� 토산� 벰� 조상� 안�모시젠,� 일본으로� 도망간�거?

[제보자]� 응,� 그래,� 그래서� 일본� 갓는데,� 일본� 가고� 나고,� 나도� 또,� 커서는� 그디,�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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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산당�신앙을�둘러싼�갈등의�양상은�신앙�구획의�문제로�비화되기도�한다.

(라)� 토산(兎山)서� 굿을�잰(할려고)�니까� 그� 어느� 김칩(金氏宅)의랐던� 모냥이
라마씸.�굿을�잰�니까�이제�심방이�시�말미를�나오지�안해가지고(않아서)�큰일
났습니다곤�니깐,
“뭐이냐?”

곤� 그러니깐,

“대신님은� 창고내� 뱀바리�강댁...”

그� 이름을�부르면서,

“......그� 집의� 가두와져서�지금� 옥살이고� 있습니다.”고,
“강(가서)� 모셔와야�굿을�겠습니다.”
곤�니깐,
“그러면� 가서� 모셔오라.”

고.� 가서,

“그� 대신을� 내어�주십사.”

고�니깐,
“다시는�대정(大靜)�땅에�발을�안�부찌(붙이)겠다면�줄�것이고,�발�부찌겠다면�못�주
겠다.”� 이러니깐,� [조사자:�웃음]

“다시는� 대정� 땅에는�발� 못� 부찌게�겠습니다.”
“그러민� 가지고� 가라.� 게민� 너� 정의(旌義)서,� 토산(兎山)에서만� 해� 먹어라.”

해� 가지고�돌아온� 것이� 그� 토산� 당(堂)이라고� 것이� 이십주(있지요).

아보지� 못허고� 허니까,� 어떻게� 뒛는지� 모르는데,� 토산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베

염이� 잇어,� 베염.� 겐디� 그� 다음에는� 그거,� 그러고,� 이,� 사럼들이,� 동촌� 사럼들은� 그

래서� 여자,� 새각시를� 아니허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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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예.]

그� 뱀이�토산�귀신.� 저� 대정(大靜)� 사름덜�뱀의�봐지민,� ‘이� 정의(旌義)� 귀신,� 정의�
귀신’�니다.� [조사자:� 예.]
[조사자:�경니까(그러니까)�이제�거기서�경�굿 때�불러들연,�담안�이�토산�심방이�

말을� 못해여�부리니깐� 그� 원인이�잘리예(자루에)� 담아�부난...?]

예,� 예.� 옥중생활을�고� 있다� 그겁주.
[조사자:�걸� 이제� 가� 모셔오니까....]� 예.� 거� 모셔다가� 토산서�굿을� 해십주(했지요).

[조사자:�게난(그러니)� 이제�말미가� 나왔다� 이거구나�예.]56)

(라)에서� 토산당신이� 갇혀� 있는� 창고내� 뱀바리� 강댁은� 안덕면� 창천리� 강씨�

집안을� 말한다.� 이� 각편의� 서두에는� 굿을� 하려는� 강씨� 집안� 여성들과� 굿을� 못�

하게� 하려는� 가부장이� 서로� 대립한다.� 굿을� 할� 때� 나온� 뱀을� 주머니에� 가두자�

마침� 토산리에서� 굿을� 하는데� 뱀이� 나오지� 않는다.� 이는� 강씨� 집안� 여성들이�

굿을� 올리려� 한� 신이� 바로� 토산당신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토산당신

이� 모계로� 전승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씨� 집안� 여성들� 가운데� 토산리� 출신

의� 여성이� 있었던� 것이다.� 창천리� 강씨� 집안에서� 뱀을� 가둔� 것을� 알게� 된� 토

산리� 사람들은� (나)의� 토산리� 무당과� (다)의� 토산리� 사돈이� 그러했듯� 강씨�

집안을� 찾아온다.� 창천리� 강씨� 집안에서는� 뱀을� 돌려주면서� 다시는� 뱀이� 대정�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라고� 엄포를� 놓는다.� 이에� 토산당신은� 대정으로�

오지� 못하게� 되었고� 그� 뒤로� 정의귀신으로� 불렸다는� 것이다.� 이때� ‘정의귀신’

이라는� 명명은� 토산당� 뱀신의� 신앙� 구획을� ‘정의현’으로� 한정하려는� 시도이

다.� 곧� 토산당� 뱀신의� 신앙� 구획이� ‘대정현’까지� 확대되지� 못하도록� 방어하려

는�행위인�것이다.

이상의�내용에서�전제가�되는�것은�토산리�여성이�반드시�다른�마을�남성과�

결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족외혼이라는� 혼인� 제도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족외혼이� 기반이� 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토산당신의� 신앙� 전파� 방식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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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모계� 전승이라는� 특성은�

가문의� 차원에서는� 가부장제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마을의� 차원

에서는� 그� 마을의� 기존� 신앙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마

을이� 집성촌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며� 해당� 성씨� 가문이� 숭앙하는� 조상신이�

더러� 마을� 당신으로� 변모하기도� 한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토산당� 신앙의� 위력이� 인근� 마을� 사람들에게� 강하게� 인식되어온� 것

이다.

그간� 선행연구에서는� 모계로� 전승되는� 당신앙� 가운데� 유독� 토산당� 신앙이�

제주도� 사람들에� 의해� 탄압을� 받는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드러내왔다.57)� 그러

나� 전설의� 총체적인� 면모를� 살펴보면� 결국� 그� 탄압의� 이유가� 토산당� 뱀신앙

에� 의한� 가부장제와� 기존� 마을� 신앙에� 대한� 위협�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토산당신의� 위력에� 대한� 인근�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 토산리�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토산당신에� 대한� 이야기� 전승을� 위축되게� 만드는� 결과

를� 낳았다는� 점이다.� 토산리� 마을� 사람들은� 토산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혼을�당하거나�하숙을�거절당하는�등의�손해를�보았다고�말한다.58)� 이로� 인해�

57)� “북제주군� 구좌읍� 한동리에는� <중산당>이라� 해서� 각� 마을의� 당신을� 한곳에� 모아�

모시는� 당이� 있다.� 이� 당에는� 다른� 마을에서� 시집� 온� 여자들이� 친정� 마을의� 당신

을� 종합적으로� 모셔� 놓고� 모두� 여기에� 가서� 친정� 마을의� 당신을� 위하고� 있다.� 이

것도� 친정� 마을� 당신이� 딸을� 따라오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런� 것은� 괴이하게� 여

기지� 않고� 토산신만은�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용준,� 「濟州島 뱀神話와�信仰 
연구」,� 『濟州島 巫俗과�그�周邊』,�集文堂,� 2002,� 430면.

58)�-13:� “...게� 이렇게� 헤서� 이것이� 그냥� 와전,� 와전,� 와전되고� 허다� 보니까� 그냥�
이� 여기� 잇은� 처녀들이� 시집갈� 적에� 가서� 그� 집에� 가서� 무신� 아프거나,� 또� 뭐,� 무

슨� 좀� 잘못되거나,� 허믄� 그냥� 전부� 여자� 탓으로� 돌리는� 거라.� 게서,� 이혼도� 헤버리

고,� 이렇게� 행� 허는데.� 이러,� 이거는� 뭐,� 터무니� 없는� 거고,�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

됭(발달된)� 이� 컴퓨터� 시대에� 이런� 말은� 이건� 진짜� 저� 도채비(도깨비)� 이,� 인데� ..

이건� 잇을� 수도� 없는� 얘기고,� 또� 여기와서� 이렇게� 헤봐도� 그렇게� 허는� 곳이� 한군

데도�없고.”

-15:� “옛날에� 이토산이� 배염땅이옌� 허주게.� 게난� 토산땅� 토산땅� 허주게.� 게난�
이� 여기서는� 배염을� 보민� 막� 토산�이� 비는� 사름이� 잇어.� 경허고� 또� 토산�이�
또� 배염을� 또� 집에나� 어딜� 다� 댕기민� 그걸� 막� 모셔그네� 뭐� 당헤당� 모시곡� 그렇게�

허는� 법이� 이서나서게.� 건디� 지금도� 그런거� 믿는� 사람이� 혹시나� 이신지� 몰라도� 그�

중간에�정은� 그렇게� 헹� 영� 토산은� 게난� 우리� 토산� 사름은� 어디� 저� 시에나� 어디
나� 가그네� 방을� 옛날엔� 집을� 빌� 수가� 업고� 방을� 빌엉� 살앗주게� 학생들이라도� 근

데� 어디� 동네가� 어디니� 지경이� 고향이� 어디니� 하믄� 토산이옝� 허민� 방을� 빌려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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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토산당이�있는�토산리에는�관련�전설이� 2편만�조사되고�있는�것이다.

(마)�옛날에�이�제주도�사람이�옛날�육지�뭉치대를�갔어.�(…중략…)�뭉치대�갔단�말은�

흉년이�지니까� 사례�갔단�말이라.� (…중략…)�거�나�들은�바에�의하면�라주�영산에�

구경이�좋다고�허니�구경이나�가자�허서�동넷사람들�허고�구경을�갓는데�아주�곱디�곤�

아름다운�처녀가�거기� 아주�상봉에�있다고�하시니�구경�가자고� 허엿거든.� (…중략…)�

그렇게�하는데�그때는�아마�일본놈들도�여기�자꾸�들엇다�낫다�할�때인�모양이지.�일본

놈들� 돌아댕긴� 오래니까�여기.� 뭐� 올라� 갈려고� 하면은� 아� 그� 우리� 제주도말로� 안개가�

폭� 씌워�분단� 말이야.� 폭� 씌와� 불언.� 어?� 폭� 씌워� 분단� 말이야.

<조사자:�안개가� 마씨?>

어.�안개가�폭�씌와�불어가지고�아�그�처녀가�안�붼단�말이야.�산꼭다리�못�올라가게�안

개�폭�씌워�분단�말이야.�아�거�찾아볼�수가�없단�말이야.�게니�거�올라가서�그�뭐�처녀

한테�말이라도� 번�해볼려고�했더니�호기심에�여기까지�아�제�가도�못�하니�어떻게�

말을�할�것이여.�구경을�못하니까니�에�구경도�못하고� 이상하다�는디�일본놈이�여
러�번�댕긴�놈이라.�그놈이�여러�번�댕기다가�옛다�모르겠다하고�이놈으�산에�불을�질

러�불겠다고�이�뭐�처녀가�앉아�가지고�조화를�부려버리니까�이�지나가는�무리가�불을�

질러� 분다고�불� 팍� 질러버리니까�이� 산� 탈� 거� 아니라게.

<조사자:�예>

산�타가니�뭐�기와집도�타�부릴�거주게.�기와집도�타�부리고�뭐�산도�타�부리고�다�타�

불거주.� 처녀도� 타사불었는지� 어떵하는지�타� 부리니,�

안허여�그� 뱀� 구신� 붙인다고�그렇게� 헤낫어.”

전설� 자료� 목록에는�포함시키지�않았지만� 2021년� 7월� 17일� 표선면� 토산리� 토산포

구에� 소재한� 토산알당에서� 굿이� 열리던� 날,� 굿에� 참여한� 제보자� 현○○(女,� 80세)
에게� 역시� 같은� 내용을�채록할� 수�있었다.

“제보자:� 이� 동네가� 옛날부터� 전설이� 있어부만� 제주시� 옛날에� 학생들이� 집을� 빌

러� 가면� 토산이라�하면�토산�땅이라고�해서� 집� 방도� 안�빌려줬어요.�

조사자:� 아,� 진짜요?

제보자:� 네.

조사자:� 어머.� 집도� 안� 빌려주고�그랬어요?

제보자:� 옛날은� 제주시� 가면� 방을� 안� 빌려줬주.� 토산이라� 하면.� 토산땅이라고� 토

산뱀이�따라간디�하면.� 그리고� 아주� 옛날에는.� 그...� 이� 토산� 아가씨들은�아주� 옛날

에는�이� 좋은� 집안에� 결혼도�못� 하고� 그런� 식으로�하다가� 이제는� 그렇지�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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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예>

이제는�거기서�이제는� 구랭이가�한� 마리�나오더라야.� 쓱� 기어나가는게�붸드라�말이야.

(…중략…)� 아� 그래서� 이제는� 그게�저� 성산면� 그� 온평리로� 들어왔단� 헤여.� 배가.

<조사자:�아~>

온평리�배였던가�어딧�배.�온평리가�어딧�거�헤영�들어오니까�아�거기서�이제는�이렇게�

보니�구신이�제주를�세여늘려고�한�거지.�거�거�뭐�그�사람�앞에�뭐�의탁될려고�한�것도�

아니고�새여놀려고�한�건데�것도�모르고�그�사람은�뭐�거�던져버린�거거든.�게�딱�오니

깐�그�구신이�와서�구신이라고�이제�아마�구신�지�안다고�아마�안�거지.�알아서�이렇
게�쳐다보니�토산에�아주�지형도�좋고�아주�명당지지고�디라�말이야.� (…중략…)�거
기�올레소�가서�그�구신이�세탁을�헷덴허여.�세탁을�하레�갔는데�종�고�말이여.�그�종
이란� 알지?

<조사자:�예.>

종�고�아마도�구신이라도�거�거�보통�구신이�아니지.�종�라서�종�고�와서�세탁을�
헌다하니�일본놈들이�넘어가다가�그�철통을�봐가지고�말이야�망완경으로�말이야�철통.

<조사자:�아~>

옛날에� 그� 철통이라고� 하거든.

<조사자:�예.>

아�걸�딱�보니�뭐�큰�처녀가�이�저�세탁을�하고�있거든.�빨래를�하고�잇으니�아�저놈의�

처녀�나가서�좀�붓잡아서�뭐해서�간다고.�아�그놈의�배가�와아니�종이�있다가�하�거�여

의� 배가�들어옵니다.� 일본�배보고� 여,� 여배라고� 했거든.

<조사자:�아~>

여배라고.� 그� 왜놈들이라고도� 했을�거여마는� 여배가� 들어옵니다�하니

<조사자:�예>

어디서�오냐고�저디서�옵니다.�아�빨리�찰영�담아야지�안�된다고�빨래�빨리�잘�찰영�담

아서�도망가야지.� (…중략…)�거기를�그�때는�그�사이�여기�안�살아가지고�뭐�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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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거기를�가서�억트멍에다�숨었거든.�숨으니까니�이놈의�자식이�뜨래�와서�강탈을�

해빗다� 이거야.

<조사자:�예.>

강탈을� 해비니�죽었다� 얘기서.

<조사자:�예>

해서�위한�것이�거�신이니까니�아마�그�존경하는�사람도�잇엇겟지?�그게�바로�토산당

이�되부럿어.�토산당이�돼서�그기에다가�뭐�햇다가�한디�여기가�성당이�생기고�예기�잘�

못�온디란�말이라�다�거기만�왔어.�게니�그전에는�타고�간�람도�이�옛 그�질이�

나기전에�해변가로�솔솔�돌아�댕겻거든.�지금�뭐�그�해안도로�한�부분으로다가�그�돌트

멍�까시트멍으로�돌아�댕길�때�고�가는�사람이�토산�안네�오며는�을�내리지�안
이면�아�거�넘어진다�하여.�뭐�갑자기.�이�들럭해서�넘어지고�하니�그게�이름이�나분
거라.�토산가면�  가던�것도�어떤�양반도�을�내려서�토산가지�아니면�고만�아맹
이나�처부린다고.�이렇게�가지고�이름이�나가지고�토산당�구신�토산당�구신�하는데�그

게�아마�구신이�배엠�구신이랏다�모양이라.�신이.�이렇게�되니�토산당�뱀이�토산당�뱀이�

렇게�하는데�배엠이라고�다�토산당�배엠이�아니라.�여기�지금�다녀도�뭐�그런�구신이�
잇엇다는�거지.�그렇게�해서�옛날엔�그런�토산당�위력을�발휘했지마는�요즘은�뭐�그렇

게� 발휘하는�것도� 엇어.� 믿도� 안햐.59)

(바)�옛날에�그�저�이�어떤�것이�옛날에�우리가� 1200년�전�역사를�가졌는데.�여기�사

람들이�엄청나게�똑똑헌거야.� 엄청나게�똑똑허니까,� 오랑캐들이�여길�이제�쭉� 다� 이제�

저�오랑캐들이�이제�전부�이제�침략을�헤가지고,�높은�사람�다�죽이고.�이렇게�헹�허는

데,�토산을�딱�왔다�말이여,�토산을,�토산을�왔는데,�그�바로�그.�저�현청�바로�앞에�큰�

냇가가�하나�잇다�말이여,�큰�냇가가�잇는데,�물이�아홉군데�옛날에�물이�막�잘나니까,�

물이�아홈�군데서�냇물이�죽�내려가다�아주�깊숙헌(깊숙한)�뭐�깊이를�알�수�없는�이�

팽팽이�물이렌�헌�물이�잇엇단�말이여.�바로�현청�바로�이�서쪽�냇가에�바로�붙어�잇다�

말이여.�그�냇가에서�빨래를�하고�잇어�여자�처녀�세�개가.�토산�처녀들이�토산처녀들이�

아주� 높은� 사람�그� 뭐� 자제분이겟지.� 토산� 처녀가� 세분이�아주� 예쁘게� 이렇게� 차려서�

이제�빨래를�하고�잇엇다�말이여.�빨래를�허고�잇엇는데,�아�오랑캐�그�아주�무리들�아

59)�-12.� 밑줄� 필자� 표기.� 이하�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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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쁜�놈들이�그�여자�아가씨�세�아가씨를�그냥�막�강탈하려고�한거야.�빨래�하는걸�

그냥�게서�막�안고�막�하니까,�거�어떻게�헐꺼냐�말이여.�게니까,�그�여자�셋이는�이제�

뱀으로�딱�변신이�되�버린거라.�어디서�조화를�부렸겟지.�아,�게니까�그�남자들이�그�오

랑캐들이게�막�안고�이렇게�헌디�뱀을�안은거야.�뱀을�게믄�어떻게�된거냐.�기냥�버리고�

막�도방갔어.�게서,�그�사람들이�가서�토산여자는�건드리지�말라.�뱀뱀�따라온다,�뱀�따

라�온다,�어,�이렇게�해서�오랑캐를�무찔럿다.�겐디�그렇게�헌게�아니고,�하늘이�조화를�

부려가지고�그�오랑캐한티�뱀으로�둔갑을�시켜버린거지.�뱀으로�그�아기지가�뱀이�맨드

러진게(만들어진게)�아니라,�그�오랑캐�눈에�뱀으로�보여�버린거라�말이여.�이렇게�헤

서�이제�그때부터�토산여자는�이제�상대하믄�뱀이�이렇게�헤서�어,�안된다,�뭐,�시집갈�

때�따라간다,�뭐,�이렇게�전설이�그렇게�내려오는데.�그거는�터무니�없는거고�오히려�뭐,�

김녕�튼�디가(같은�데가)� 처녀들� 저...
<조사자:�재물로.>

재물로�받치고�허잖여.�겐디(그런데),�그디는(거기는)�시,�실지적으로�경�했음에도�문제

가� 없고,� 우린� 아무것도�아니지.60)

(마)와� (바)는� 모두� 토산당과� 관련하여� 토산리� 주민들이� 구술한� 내용인데,�

(마)는� <토산알당본풀이>와� 일정� 부분� 차이는�있지만� 토산당의�유래를� 설명하

고� 있으며,� (바)는� 인근�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토산당신이� 실제로는� 존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두� 각편의� 서사적� 지향점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두� 각편에서� 모두� 왜구의� 존재가� 언급된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마)에서는� 나주에� 있던� 여신이� 제주도로� 입도하게� 되는� 계기로� 왜구가� 일으

킨� 화재를� 지목한다.� 또� 제주도에� 들어온� 후� 토산리� 올리소에서� 빨래를� 하던�

여신이� 왜구의� 강탈에� 의해� 죽게� 된� 후� 신이� 된� 것이� 토산당의� 유래라고� 말

하고� 있다.� (바)에서도� 토산리에� 있는� 냇가에서� 빨래를� 하던� 세� 명의� 처녀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왜구가� 침략했을� 당시� 하늘의� 조화로� 인해� 뱀으로� 변신한

다.� 이에� 놀란� 왜구가� 도망갔다는� 것이다.� 토산당신의� 존재를� 인정하든� 혹은�

인정하지� 않든� 간에� 토산리� 마을� 주민들이� 토산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왜구의�침략은�빠질�수� 없는�사건이다.

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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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구의� 침입은� (마)에서는� 토산당신이� 토산리의� 마을당신으로� 제향을� 받게�

되는� 이유이며� (바)에서는� 뱀으로� 변한� 처녀들을� 통해� 해결되는� 문제이다.� 특

히� (바)의� 내용은� 의미심장한� 측면이� 있는데,� (바)에서� 하늘이� 조화를� 부려서�

뱀으로� 변화한� 처녀들이� 왜구들을� 물리쳤다는� 내용에� 일종의� 서사� 상의� 왜곡�

내지� 굴절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물음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마)와� (바)�

모두� 서사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토산리� 인근� 마을� 주민들의� 토산당� 신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토산리� 마을� 사람들이� 여러모로� 큰� 피해를� 입었

음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이들이� 토산당� 신앙을� 숨기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

러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물음은� 진지하게� 답해질� 필요가� 있다.� 적어도�

원래의� 내용은� 하늘이� 아닌� 토산당신의� 조화였으며,� 뱀으로� 변한� 세� 처녀는�

애초에�뱀신인�토산당�여신이�아니었을까�하는�추정이�가능해지는�것이다.

성산면� 신풍리에서는� 토산당과� 왜구의� 침범과� 관련해� 전혀� 상반된� 내용의�

기억서사가�전승되고�있다.

(사)� [조사자:� 토산에서�신풍리로� 씨집을� 와서마씸(왔다구요)?]

우리� 동네�당(堂)에� 씨집을� 오니까네,� 외십주게.

[조사자:� 어떵� 해연(어떻게� 해서)� 그� 토산당이� 글로(그리로)� 씨집을� 와수꽈(왔습니

까)?]

토산당이마씀?

[조사자:�예.]

거,�이제�자꾸�왜베[倭船]가�들엉(들어서),�놈의�나라�마을에청�왜베가�자꾸�쳐들어와�
가니까�그것을�도저히�막아�감당 수가�없고,�왜베가�쳐들어오면�그�토산당은�처녀인�

때문에�자꾸�겁탈젠�곡�니까(겁탈할려고�하니까),� 이제는�시집을�가야�뒈켄(되
겠다고)�디(했는데),� 그때,� 이제는�양서육서개로육서또가�심(힘)이� 세고,� 군졸이�많
고�위품(威風)�좋곡�댄(하다고)�니까,�이제는�개로육서를�청해서�토산�놈의�나라�
왜베를� 막안.� 이제는� 왕(와서)� 공� 가플�길이� 엇이난(없으니)

‘난� 소첩으로라도� 들어강�살쿠댄(살겠습니다)’고� 햇어(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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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경랜(그렇다면�그래라고)�난(하니),�이제는�은�택일(擇日)해서,�이제는�
예장(禮狀)� 받고� 해서,� 이제는� 가멜�타고� 신풍리로� 가십주.

가는데,�아,�이제는�물을�먹고�시픈데,�물을�먹을�수가�없어서�체면상�물�도랜도(달라고

도)�못곡�디,�게도(그래도)�막� 목이�란(말라서)�는디,�마침�쏘나기가�짜르르
르게�오니깐,�길바닥에�물이�빈들빈들�고엿는디,�이�딱�지나가민�발자국이�딱�안납
니까?�[조사자:�예.]�이제�물이�발자국에�흥건이�고이니까�물�먹고�시픈�김에�얼룬�내

려�가지고�읫�밧디(옆밭에)�보리�딱�짤라서,�걸로(그것으로)�해연�쭉�아먹언,�물을�
먹어� 부니까,� 이제는,� 그� 개로육서는� 봐� 가지고,�

“거�예펜네가�체통엇이(體統없이)� 발자국에�린�물을�그렇게�물�먹고�시퍼서�하
인덜� 보는�앞의서� 물을� 먹엇다.”

고� 해서,

“이제�널라그네(너는)�물�먹고�싶지�못해영�니까(못해서�안달하니까)�물�퍼먹을�딜
로(데로)�내창에나�안자그네(앉아서)�물�퍼�먹으랜(먹으라고)”�해�가지고,�그�내�가운

데� 앉혀�부니까,� 거기가�자운당이� 뒈엿젠(되었다고).�

[조사자:�야,� 자운당이마씀?]

예,�경해연�지금도�무당이�가서�뭣을�거나�경은�안고(그렇지는�않고),�뭐�이제�쉐�
뜬(소�같은)�거�일러�불거나�고�관계�신�거(있는�것을)� 때는,�쉐�잃어�병(버

려서)�으레�갈� 때나,� 잃어�병�으레�갈� 때는�그�당에�밥해영�가그네(가서)......�
영� 뎅겨가민(다녀가면)� 잘�아진댄�해서� 이제덜도� 뎅깁네다.61)

(사)에서� 토산당신은� 표선면� 토산리에서� 성산읍� 신풍리� 개로육서또에게로�

시집을� 간다.� 여신은� 계속되는� 왜구의� 침략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때마다�

왜구가� 처녀인� 토산당신을� 겁탈하려� 했던� 것이다.� 힘이� 세고� 군졸이� 많고� 위

품이� 좋은� 개로육서또의� 위세를� 빌려� 왜구를� 물리친� 여신은� 그� 공을� 갚기� 위

해� 개로육서또의� 첩으로� 들어가� 살기로� 결정한다.� 그러므로� (사)는� 결국� 토산

당의� 유래가� 아닌� 토산당신이� 신풍본향당의� 개로육서또에게� 시집오면서� 생긴�

자운당의� 유래가� 된다.� 이러한� 내용에� 따르면� 왜란� 사건은� 여신의� 지위� 추락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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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전설에서는� 토산당신이� 왜구

의� 침략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토산당� 신앙을� 둘러싼� 토산리� 인근� 마을� 전설의� 구전� 양상이� 낳은� 결과로� 보

인다.62)

3.2.2.� 권능의�여신과�쫓겨난�여신�

<토산알당본풀이>는� 일찍이� 그� 서사의�복잡성� 때문에� 연구사적으로�큰� 주목

을� 받아� 왔다.63)� 이러한� 서사의� 복잡성은� 이� 본풀이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

62)� 이에� 대해� 허남춘은� 제주도� 표선면� 토산리의� 뱀신앙이� “근대� 서구사상이� 유입된�

이후� 사악한� 존재처럼� 여겨지면서�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을�

참조할� 수� 있다.� 허남춘,� 「칠성과� 부군� 신앙,� 뱀� 신앙」,� 『비교민속학』58,� 비교민속

학회,� 2015,� 43면.�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1년� 7월� 17일� 필자가� 조사

한� 바에� 따르면� 정작� 토산알당의�단골� 여성들은�인근� 마을� 사람들의� 토산당� 뱀� 신

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연원을� 상당히� 오래된�것으로� 보고� 있었다.

“조사자:� 저� 궁금한�게� 있는데.�

제보자1:� 뭐시거니.

조사자:� 다른� 마을에서� 막� 토산� 뱀� 이렇게� 하면서� 안�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그런�거예요?

제보자1:� 그거는� 한...� 100년도� 더�됐어.�

조사자:� 아...� 100년.

제보자1:� 100년도� 더� 됐주.� 우리...� 아유,� 100살� 난� 분들도� 몰라,� 이건.� 뭐� 헌...� 이

건�뭐� 헌...� 옛날� 그� 우리�인간에서�태어나자�말자� 이거는� 한� 것이니까.�

(…중략…)

조사자:�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교회가� 들어오고� 성당� 들어온� 다음에� 그

런�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보자2:� 그� 교� 나오기� 전에,� 아주�옛날에.”�

제보자1은� 오○○(女,� 75세)이며,� 제보자2는� 현○○(女,� 80세,� 58번� 각주의� 제보
자)으로� 모두� 토산알당의�오랜� 단골들이다.

63)� “<토산드렛당본풀이>는� 이야기� 전개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이� 본풀이
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상�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

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양이목사가� 사신을� 퇴치하는� 대목이다.� 둘째는� 바둑돌로�

변신한� 아기씨가� 토산당신으로� 좌정하는� 대목이다.� 셋째는� 해적에게� 죽임을� 당한�

아기씨가� 강씨� 아기에게� 빙의하여� 해원을� 하고,� 당신으로� 받들어� 모셔지기� 시작했

다는� 결말� 부분이다.”�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



- 73 -

일종의� 편집을� 거쳤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한다.� 그리고� 왜란은� 그러한� 편집

이� 일어나게� 된� 요인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본격적

인� 논의에� 앞서서� <토산알당본풀이>가� 보여주는� 서사의� 복잡성을� 우선적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이는� 왜란의� 화소가� 이� 서사에� 편입되기� 이전� 이� 본풀이의�

서사적�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재구해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재구는� 결국�

이� 본풀이에� 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편입이� 서사상� 어떤� 효과를� 낳게� 되

었는지를� 검토해보려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토산알당본풀이>의� 양상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살펴보는� 가운데� 토산당� 신앙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를�바탕으로�문제의�소재를�더듬어보기로�한다.

<토산알당본풀이>의� 전반부는� 전라도� 나주� 금성사에� 있던� 뱀신이� 제주도로�

입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뱀신은� 목사와의� 대결에서� 패하는데� 이는� 뱀신

과� 목사가� 상징하는� 바,� 무속문화와� 유교문화의� 갈등을� 보여주며� 그� 갈등에서�

후자가� 전자를� 밀어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목사에� 패한� 뱀신은� 제2의� 좌정

처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데,� 나주에서� 제주로의� 입도가� 목사에� 의한� 뱀신

의� 축출을� 의미하는� 만큼� 뱀신은� 뱀이라는� 그� 모습� 그대로� 입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뱀신은� 이본에� 따라� ‘금바둑’,� ‘은바둑’,� ‘옥바둑’� 등으로� 변하

고� 서울� 종로에� 진상하러� 온� 제주도� 출신의� 강씨,� 한씨,� 오씨� 성방의� 눈에� 띄

어�제주도에�입도하게�되는�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논구한� 바� 뱀신이� 바둑돌로� 변화하는� 것은� 진귀한� 물품에� 신

이� 붙어� 온다고� 믿었던� 제주도� 사람들의� 관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

다.64)� 그러나� “신의� 바둑돌� 변신화소는� 흔하지� 않은� 것”65)이라는� 현용준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둑돌’이라는� 소재� 자체에만� 주목하고� 정작� 이�

바둑돌의� 신적� 기능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자세하게� 논의한� 적이� 없다.� 본고

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2,� 182면.�

64)� 현용준과� 양영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현용준은� “이것은� 바둑돌이� 귀

하던� 시대� 제주인들의�神觀”으로� “제주도�巫俗神話에� 보면� 바다� 건너에서� 가지고�
온� 귀한� 옷감이나� 물건에� 신이� 붙어� 따라왔다는� 화소가� 흔한데,� 이� 화소도� 그러한�

등속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현용준,� 앞의� 글,� 424면.)� 양영자는� “특히� 진

귀한� 물품의� 왕래에는� 신이� 붙어� 온다고� 믿었던� 것”이라고� 하였다.� (양영자,� 「토산�

알당� 한집� 본풀이� 연구」,� 『영주어문학회지』7,� 영주어문학회,� 2004,� 91면.)

65)� 현용준,� 앞의�글,� 앞과�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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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이� 점부터�논의해보기로�한다.

강씨,� 한씨,� 오씨� 성방은� 서울� 종로에� 진상하러� 갔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바둑돌’을� 발견한다.� 세� 인물은� “난데업는� 옥바독이� 러저,� 광채� 찬연하고�
잇거늘/일종의� 쳘물이라는� 생각으로”66)� 혹은� “이게� 보물이라.”67)는� 생각으로�

또는� “야,� 요것도� 나라에� 상납 만다.”68)라는� 생각으로� 바둑돌을� 줍는다.�
그런데� 바둑돌을� 줍고� 난� 후� 이들은�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바둑돌을� 버리게�

된다.� 그� 이유는� 바둑돌이� 조화를� 부리는� 영물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

다.

(가)� 그 제쥬� 강씨형방과�한씨리방이/진상을� 하고저� 서울로�가는� 길

한강에�박선하야�두고,�륙지를�들어섯더니/난데업는�옥바독이�러저,�광채�찬연하고�잇거늘
일종의� 쳘물이라는�생각으로/행담에� 집어노코,� 다음에� 입경한즉

제주�토산�강씨형방과�한씨리방은/진상함을�득달하야,�쳔사망�만사망을�엇고/돈도�만이�버을엇다

유열이� 만신하야�서울을�나올�/이것은�필연코� 어느� 영신의�변색이다
차번에� 득성한�것도� 이� 신의�암조이나/디험민우헌� 졔주도에� 지환하면

혹시�불상사가�발생할�위험이�잇겟거늘/옥바독을�본�장소에�방치하야�두고,�한강에�일으러

조선할려하니,� 일긔가� 폭변하야/풍랑이� 험격함에,� 삼삭일� 순백일을�객고하다

나중에� 어느�사찰대사에게� 문의하니/당신네가� 제주로�시행하여야� 할� 신위가�잇슴니다

그� 신위를�시행하여야지/그러치� 안으면� 사후�혼백으로� 가게� 되리이라

(…중략…)� 일순식에�제주를� 근당하니,� 선부들이� 말하기를

저것이� 젹확한�귀신인바,� 제주로�들어가면/제칫하면� 위해를� 바들이니

제주인간들로붓터� 원성이�심하리로다/시야라� 비야라,� 챠피의의이상착하다가

66)�-1.
67)�-2.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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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에� 옥바독은�대해수� 깁흔� 물에/투각하게�되엿다/하니� 이의에� 폭풍이�광취하야

선체는�전복될� 파열될� 하더라/혼겁헌�일동은/사력을�내�여산지로�들녀하니,�그도�못하고
조텬도�못�들고,�금녕에도�못�들어/단지�물결아�이리저리�허덕일�,� 폭악한�파도는
선의� 열운이신더이빌레로�싸다가� 언저� 버렷다/전신이�로곤하고� 얼진� 사람들은
죽은� 듯� 조으는� 듯� 하며�늘어젓다/그 월궁시녀갓흔� 미녀가�낫타나서

강씨형방과� 한씨리방은�공이� 드럿소/그런데하고� 말이�아직�나기� 전에
 여보니�비몽사몽이라.69)

(나)� 한집은/금바둑에� 환싱고/늦인득이정하님은/옥바둑에� 환싱여,
나주질에� 떨어지니,/이젠/서월�동지기에� 간/백몰랫거리에� 떨어지고,

서월� 종노�늬거리로/우리나라� 안� 태조/진상가는�팔도지/가명오명� 다� 받아.
그� 때� 시절에는/진상을�번� 강오민/삼댄�먹고� 삼댄� 써도/남나.
강씨성방,� 한씨이방,� 오씨성방,/산촌으론�초기,/중촌으론� 고사리,

어래빗,� 진피,/해각으론� 우미,� 전각/초각매역,� 팬푸,� 고동,

생복� 하영�받아./이디� 선간� 잽혀,/전배독선여/밸도로� 배를� 놓아,
큰과탈,� 족은과탈,/소안도� 명구미,/배진,� 고달도,/서월� 동지기�간

백몰랫거리� 떨어지니/난디�읏인/금바둑� 옥바둑이� 펜식여,
“이게� 보물이라.”/강씨성방,� 한씨이방,� 오씨성방,/행담에�주워놓고,

우리나라� 안� 태조� 상감님에/선신문안을� 시기니,/팔도진상은�다� 퇴고,
강씨,� 한씨,� 오씨/받은�진상은/“존� 것도� 좋수다.”/궂인� 것도� 좋수다.”

진상을� 괴양�바쪄./상감님이� 말을�되,/“보답은�갱맹지,� 물맹지,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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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맹지,� 오방주,/일문갑서,� 대항노,/월광단,� 일광단,
누추무추,� 바단대단,/넉매무색,� 서미녕,/서마포,/금� 만량,� 은� 만량,

돈� 만량�내여주니,/전배독선고,/“이게� 구신의� 조애로다.”
금바둑� 옥바둑은/놨단�디� 간� 놔두고,/배진�고달도로/배� 대붕을� 시겼더니

석 열흘�백일을/름궁기� 절궁기� 막아,/고�답답다.
서산대 문점을�지니,/“절도입도 구신을/아니모상� 가민

죽어�고혼으로나밖이는/절도는�못가쿠다.”/“경민�어떵민/절도는�가질�수가�싯수가?”
“뱃선앙이� 고 올립서.”/“앎도� 알서라!”/동지섯 강물에/하정놈이� 물에� 빠지고

모욕을�고/각서추물�대전상을�,/더운메�단메� 쳐� 올리고,/뱃선간이� 고 올려,

뱃방귈� 덩덩�울려,/맹지와당� 씰름� 나고,/갈치와당� 갈름� 나고,/감은나리�선나리,
어가찻� 소리에/배� 띄와� 놓자/깃발은� 육지레�상고/배는� 절도절섬� 들어오라.
산짓바당� 오난/강씨,� 한씨,� 오씨는/장포를� 털려� 보니,/“난디�읏인
금바둑이� 들었구나./옥바둑이�들었구나./이게� 구신이�적실다.
절도를� 모상.� 가며는/우리는� 구양을�보낼� 테이니./미연� 바당데레�집어� 쏘우자

호련이� 강풍이�불어,/강씨,� 한씨,� 오씨를/죽이젱�민/열두�봉가� 죽을로다.”
모진� 강풍을�불어,/대도� 낸기고,/치도�낸기고,/문둥섬으로/산지� 드들개� 못들고,

밸도로� 들젱�해도� 못들고,/신촌으로� 들젠�해도� 못들고,/조천으로�들젠� 해도� 못들고,

함덕으로도/들젠� 해도�못들고,/정이� 열룬이/혼인못으로� 배� 올란./열두� 동센

된� 배질여나난�이� 들고,/강씨,� 한씨,� 오씨도/이�들어.
월궁서녀� 한집들은/배종판을�시르르�리멍/말을�되,
“강씨,� 한씨,� 오씨는/공이� 남아/지가�들었주마는/모릿날�오간이� 상봉자.”70)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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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들이� 바둑돌을� 습득하고� 난� 후� 진상의� 결과가� 지나치게� 좋았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곧� (가)에서는� “쳔사망� 만사망을� 엇고/돈도� 만이� 버을엇다”

고� 이야기할� 뿐� 아니라� 심지어� (나)에서는� 임금에게� 진상을� 하고� 되려� “보답

은� 갱맹지,� 물맹지,/초록맹지,� 오방주,/일문갑서,� 대항노,/월광단,� 일광단,/누
추무추,� 바단대단,/넉매무색,� 서미녕,/서마포,/금� 만량,� 은� 만량,/돈� 만량”� 등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세� 인물의� 입장에서� 이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으로�인식된다는�점은�주목할�필요가�있다.�

그들은� 이에� 대해� “필연코� 어느� 영신의� 변색이다”(가)라고� 말하거나� “구신

의� 조애”(나)라고� 말한다.71)� 그들은�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가를� 따져보게�

되는데� 그� 원인은� 바둑돌로� 귀결된다.� 즉�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바둑돌’

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석연치� 않은� 것이다.� 그들은� ‘바둑돌’을� 원래� 습득했던�

장소에� 조심스레� 돌려놓는다.� (가)에서� “차번에� 득성한� 것도� 이� 신의� 암조이

나/디험민우헌� 졔주도에� 지환하면/혹시� 불상사가� 발생할� 위험이� 잇겟거늘/옥

바독을� 본� 장소에� 방치하야� 두”거나� (나)에서� “금바둑� 옥바둑은/놨단� 디� 간�

놔두”는� 것이다.

바둑돌의� 유기는� 결과적으로�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세� 인물이� 탄� 배가� 거센�

풍랑으로� 인해� 출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배를� 출발시키기� 위해� 바

둑돌을� 직접� 도로� 찾아와� 굿을� 하거나� 혹은� 굿을� 한� 후� 버렸던� 바둑돌이� 짐

에� 다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굿이� 끝나자� 배는� 순식간에� 제주도

에� 가까워지는데,� 이는� ‘바둑돌’이�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점을�

확실히� 하는� 계기가� 된다.� 선부들은� “저것이� 젹확한� 귀신인바,� 제주로� 들어가

면/제칫하면� 위해를� 바들이니/제주인간들로붓터� 원성이� 심하리로다”라고� 경고

한다.� 혹은� 세� 인물이� “난디�읏인/금바둑이� 들었구나./옥바둑이� 들었구나./이게�

구신이� 적실다./절도를� 모상.� 가며는/우리는� 구양을� 보낼� 테이니./미연� 바당
데레� 집어� 쏘우자”라고� 자각한다.� 이에� 따라� 바둑돌은� 2차로� 유기되는� 것이

다.� 이상의� 논의에서� 서사� 속� ‘바둑돌’이� 인물들에게� 부정합한� 존재로� 명확하

71)� 심지어� 다른� 각편에서는� 진상의� 결과가� 좋은� 것에� 대해� “내국이� 망듯다.� 어
서�리�내국� 제주도로�가자”(-6)고� 반응하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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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인지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난데없이� 나타난� ‘바둑돌’은� 그� 자체로�

귀신으로�지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의� 진상� 체제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고려시대� 때부터� 육지의� 조정에� 여러� 진상� 품목을� 올리게� 되는데� 조선� 초기�

세종� 3년� 이전까지는� 그리� 많지� 않았던� 진상� 품목이� 세종대� 이후로� 접어들면

서는� 나름의� 체계성을� 갖출� 정도로� 대거� 확정된다.� 매해� 동지와� 정조를� 맞이

하여� 연례적으로� 말과� 결궁,� 장피� 등이� 봉진되었으며� 2월부터� 9월까지는� 전

복,� 오징어� 등� 해산물과� 비자,� 해동피� 등의� 약재류를,� 10월과� 11월에는� 귤과

를,� 12월에는� 약재류를� 봉진하였고� 목사의� 도임� 시와� 체임� 시의� 말과� 백랍,�

그� 외� 말과� 소,� 사슴류의� 수시� 상납72)이� 있었다.� 대동법� 실시� 이후� 전국적으

로� 진상이� 공물과� 같은� 토지세로� 전환되어� 갔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예외였던�

것이다.73)� 이때� 조선시대에� 제주도를� 일종의� 속국으로� 보고� 제주� 목사� 체임�

시의� 진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74)� 제주도

가� 역시� 일종의� 내부� 식민지로� 기능하였음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

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진상물을� 수송하는� 진상선에� 배를� 운행하는� 사공과� 진

상� 관련� 관리� 이외에도� 민간인� 행상이� 동승한�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는� 진상물� 수송이� 제주도와� 한반도� 사이의� 상품� 유통� 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

을�끼쳤음을�암시한다.75)

‘바둑돌’의� 실체가� 신이라는� 사실은� 이� 신이� 제주도의� 경제� 체제를� 뒤흔들�

72)� 박찬식,� 「19세기� 제주� 지역� 진상의� 실태」,� 『탐라문화』1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

구원,� 1996,� 263면.

73)� 박찬식,� 위의�논문,� 257-263면,� 271면.

74)� 《조선왕조실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허적이� 아뢰기를,� “제주

는� 속국과� 마찬가지여서� 체임시의� 진상을� 마치� 제후가� 조공(朝貢)하는� 법처럼� 해
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없앨� 수는� 없지만,� 무회목처럼� 쓸데없이� 폐해

만� 있는� 것은� 줄여� 주는� 게� 좋을� 듯합니다.”하니,� 상이� 줄여� 주라고� 하였다(積曰:�
“濟州如屬國,�故遞任進上,�若諸侯朝貢之法.�其來已久,�今不可遽罷,�而如無灰木,�
無用而有弊者,� 減之似好.”� 上曰:� “減之.”).”� 《顯宗改修實錄》� 25卷,� 顯宗 13年 
2月 12日 戊子.� 원문� 및� 번역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id/krb_11302012_002>,� 2021.03.26.

75)� 나가모리� 미쯔노부,� 「조선후기� 제주� 진상물� 조달과� 수송」,� 『탐라문화』23,� 제주대

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3,� 162면.� 이미� 17세기에� 사선운임제가� 등장하면서� 진상

선에�민간인� 행상들이�동승하기�시작한다.

http://sillok.history.go.kr/id/krb_11302012_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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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엄청난� 권능을� 지닌� 존재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바둑돌이�

부리는� 조화의� 요체� 역시� 조공경제에서의� 비정상적인� 흐름이다.� 진상이� 마치�

장사를� 한� 것처럼� 돈을� 벌고,� 진상의� 답례를� 받는� 것이다.� 진상을� 무역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뱀신의� 위력인� 것이다.76)� 이는�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야기

하기도� 한다.� 정리하면� 토산당� 뱀신앙은� 조공경제를� 중심으로� 제주도� 외부� 경

제와� 내부�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탄생한� 신앙이라� 할� 수� 있을�

터다.77)

토산당신이� 입도한� 이후의� 서사는� 더� 복잡하다.� 각편에� 따라� 왜구� 침입으로�

인해� 죽는� 이방� 딸과� 죽은� 원혼으로� 인해� 급질을� 받는� 여성의� 성씨가� 달라지

는� 것이다.� 왜구의� 강탈로� 죽는� 이방� 딸의� 성씨가� 각편마다� 달라지는� 것에� 대

해� 고광민은� 그만큼� 왜구로� 인해� 죽은� 제주도� 여성이� 많았음을� 반영한� 결과

라고� 한� 바� 있다.78)� 그런데� 전설에서� 토산당� 신앙과� 관련하여� 모계� 전승의�

성격이� 부각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선행연구에서� 그간� 주목받지� 않은�

화소가� 있다.� 그것은� 바로� ‘누이바꿈’의� 화소이다.� 성씨는� 달라지더라도� 서울

에� 진상하러� 갔던� 세� 인물� 가운데� 두� 인물의� 집안이� 서로� 사돈� 관계를� 맺는�

장면은�꼭� 나타나는�것이다.

(마)� 이 토산의� 강씨형방과�

76)� 이렇듯� 진상과� 교역이� 결부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제주도의� 특징이었다.� 이욱,�

「18~19세기� 중반�濟州地域 商品貨幣經濟 발전과� 성격」,� 『국학연구』12,� 한국국학
진흥원,� 2008,� 518-519면.

77)� 허남춘� 역시� 제주와� 육지와의� 교류� 속에서� 제주도의� 뱀신앙이� 발전되어� 갔던� 정

황에� 대해� 주목하였다.� 요컨대,� “<토산� 여드렛당� 본풀이>에서� 나주� 영산의� 신이었

던� 존재가� 서울을� 거쳐� 제주도에� 내려오고,� <나주기민창본풀이>에서� 곡식� 창고의�

신이� 제주로� 옮겨� 오는� 현상”이� “제주� 신앙의� 변화를� 예고”했다는� 것이다.� 허남춘,�

앞의� 논문,� 2015,� 27면.� 특히� <나주기민창본풀이>에� 나타난� 기민창이� 영·정조시대�

전라도� 나주� 영암지역의� ‘제민창’이라고� 본� 현용준의� 논의를� 바탕으로� 나주� 곡식�

창고의� 신앙이� 제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피력하였다.� 허남춘,� 「제주� 신화� 속의� 해

양교류와�해양문화」,� 『탐라문화』52,�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16,� 32면.

78)� “그러면서도� 왜적들로부터� 피해받은� 주체가� 제보자들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

는� 무엇일까?� 그것은� 전승상의�変異이기도� 하지만,�倭賊들로부터� 받은� 피해에서�
오는� 가슴의� 응어리(恨)가� 여러� 사람으로� 확산됐음을� 示唆하는� 것이� 아닐까?”�
고광민,� 「제주도� 처녀당� 본풀이�연구」,� 제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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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리방에게는� 누이밧굼을�하야

혼레를� 지낸�귀여운� 외이� 하나식�잇섯는데
륙월� 염턴�한더위에

두이� 보리방아를�코� 잇더니
홀연히� 득병하야,� 전신불수가� 되거늘

이것이� 엇 급질이라� 하야

침의를� 초대하야다�침질을� 하얏다

그러니� 돌연�발광하야,� 부모친척도�몰으고

동내� 사람도�몰으게� 되고� 말엇다

무당을� 초래하야,� 긔도하며� 굿을�하고

감재를� 풀어가니,�아기들� 형제가�웨치며
서울진상� 갈�의� 사실만단을� 말하고
오좌수�님�죽던� 말지� 하며
나는� 지금에�토산알당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직히고�잇스며

오좌수�은�방금� 나의� 밋헤서
인간의� 기록을�거행하고� 잇나니라

내가� 내여준�주단으로� 레문헤장하야

혼인을� 매즈면서,� 웃봉정성도� 안이하야�무심하니

고약허기� 한량업서,� 신병을� 내가�주엇노라

내� 머리�맛테� 궤상에� 강명주�물명주가� 잇스니

그것을� 취출하야,� 이주칠일� 십사일을�굿을�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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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구제하야�주옵소서

궤상을� 열고�보니,� 과연�물명주� 강명주가� 잇섯다

내노와본즉,� 그� 명주� 속에는�만쥬앰이� 가잇스니

그것이� 수상타�하야� 굿을� 하니

아기들의� 병은�순후에� 쾌유하얏다79)

(바)� 강씨아민

그디� 씨녁힐�오라.

씨누이가� 척귀가�되고

전새납� 육을을�였구나.
“어머님아� 아바님아,

누게� 우렁�굿을�네까?”
“널� 울고� 굿을�다.”
“금동섭섭쾌상

연갑�고�봅서
아바님이

쳇서월� 가고�올� 때에

갱맹지� 물맹지

동애작이� 싯습네다.

마흔 상방울로�노념서,
설은 중방울로�노념서,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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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물 하방울로�노념서.”80)

(마)에서는� 오좌수와� 강씨형방,� 한씨이방이� 함께� 서울에� 진상하러� 갔다� 오

는데,� 그중� 강씨형방과� 한씨이방이� ‘누이바꿈’을� 통해� 사돈� 관계를� 맺는다.�

여기서� ‘누이바꿈’은� 일종의� 여성� 교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레비-스트

로스(Levi-Strauss)에� 따르면� 여성� 교환은� 족외혼�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부족은� 끝나지� 않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족내혼을� 금기로� 제시하고� 다른� 부

족과� 여성을� 교환함으로써� 부족� 간의� 동맹을� 공고히� 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

종속과� 남성� 지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81)� <토산알당본풀이>에� 드러난� 누이

바꿈�역시�가부장적�남성�권력을�전제로�혼인이�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준다.�

문제는� 토산당신이� ‘누이바꿈’의� 대상이� 된� 두� 여성에게� 급질을� 준다는� 점

이다.� 이는� 전설에서� 가장� 문제시되었던� 것이� 토산당� 신앙의� 모계전승임을� 감

안할� 때�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일차적으로는� 토산당� 신앙의� 전파� 방

식이� 모계� 전승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족외혼� 사회에서� 토산당� 신

앙의� 전파� 방식이� 지니는� 위력을� 드러낸다.� 족외혼� 사회에서� 여성은� 끊임없이�

교환되기� 때문에� 여성을� 통해� 전승되는� 토산당� 신앙은� 여성이� 교환될� 때마다�

그� 가계를�점령하게�되는�것이다.

한편,� 전신불수가� 된� 두� 딸을� 위해� 굿을� 올리자� 토산당신이� 빙의된� 두� 딸은�

이렇게� 외친다.� “서울진상� 갈�의� 사실만단을� 말하고...내가� 내여준� 주단으로�
레문헤장하야/혼인을� 매즈면서,� 웃봉정성도� 안이하야� 무심하니/고약허기� 한량

업서,� 신병을� 내가� 주엇노라”82)� 서울� 진상을� 하러� 갔을� 때� 얻었던� 답례품의�

실체가� 바로� 자신의� 조화였음을� 토산당신이� 밝히고� 있는� 것이다.� 토산당신은�

자신이� 준� 답례품을� 예물로� 삼아� 혼인을� 맺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위해주지�

않아서� 두� 딸에게� 신병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토산당� 신앙� 자체가� 제주도�

80)�-3.
81)� 거다� 러너(Gerda� Lerner),� 『가부장제의� 창조』,� 강세영� 역,� 당대,� 2004,� 46-47

면.

82)� 사실� 딸들이� 외치는� 내용에는�오좌수의�딸에� 관한� 이야기도�섞여� 있다.� 오좌수의�

딸은� 왜구로부터� ‘차례겁간’을� 당하고� 죽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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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경제와� 외부� 경제가� ‘진상선’을� 통해� 긴밀히� 연결되는� 지점에서� 탄생한�

신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진상하러� 갔을� 때� 얻은� 답례품으로� 굿을� 치러달라

는�토산당신의�요구는�그의�입장에서�볼�때�합리적인�요구라고�볼�수�있다.�

(나)에서는� 토산당신이� 아닌� 왜구에� 의해� 죽임을� 당한� 오씨가� 자신의� 시누

이인� 강씨에게� 빙의된다.� 여기서도� 오씨와� 강씨� 집안이� 서로� 사돈� 관계를� 맺

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강씨에게� 빙의된� 오씨가� 요구하는� 것� 역시� 아버지

가� 처음� 서울에� 갔을� 때� 얻은� 답례품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

대,� 그것으로� 굿을� 치러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토산알당본풀이>의� 핵심

은� 진상에� 따른� 조공경제와� 그것을� 기반으로� 탄생한� 토산당� 신앙이다.� 서사의�

처음과�끝에�모두� ‘진상’이� 놓여있는�것이다.

‘누이바꿈’의� 화소에� 주목하여� 보면� 어떤� 화소가� 덧붙음으로써� <토산알당본

풀이>의� 서사가� 더� 복잡해졌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바로� 왜구의� 침입� 화

소이다.� 이때�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죽는� 여성의� 성씨� 이외에도� 토산당신과�

개로육서또의� 혼인� 여부가� 각편에� 따라�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전설을� 참조하면� 왜구의� 침입으로� 인한� 여

성의� 죽음,� 그리고� 토산당신과� 개로육서또의� 혼인은� 서로� 유관성을� 지니는�

바,� 이를� 함께�표로�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83)� 여기서는� 바람웃또의�후첩이�된다.

각편�

연번
-1 -2 -3 -4 -5 -6 -7

개로육서

또와의� �

혼인�

여부

× ○ △83) × ○ × ○

왜구에�

의해�

죽는�

대상

오좌수�

딸�죽음

강성방�

딸�죽음

오씨�딸�

죽음

강씨�딸�

죽음

한집�

죽음

오씨�딸�

죽음

강씨�딸�

죽음

급질을�

받는�

대상

강씨�딸�

한씨�딸

한씨� 딸�

조씨� 딸�
강씨�딸

한씨�딸�

오씨�딸
강씨� 딸 강씨�딸 오씨�딸



- 84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총� 7편의� 각편� 가운데� 토산당신과� 개로육서또와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각편은� 3편이고,� 그렇지� 않은� 각편은� 4편이다.� 또� 후자의�

경우� 바람웃도의� 후첩이� 되는� 이본도� 있어� 이러한� 서사� 상의� 변이가� 주목된

다.� 중요한� 것은� 채록� 시기의� 격차를�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개로육서또와�

토산당신의� 혼인� 여부가� 본풀이를� 구송하는� 심방� 집단� 사이에서� 통일되지� 않

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개로육서또와� 토산당신의� 혼인이� 어떤� 계기로� 인해�

편입된� 기억서사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토산당신이� 왜선을� 파선시켜� 왜구로�

하여금� 토산리� 여성을� 겁탈당하게� 하는� 내용도� 통일되지� 않고� 있다.� 앞서� 언

급하였듯이� 각편에� 따라� 죽는� 여성과� 그� 여성의� 혼이� 급질을� 주는� 여성의� 성

씨도� 다� 달라지며� 이들의� 사돈� 관계도�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

욱이� 한� 각편에서는�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죽는� 주체가� 토산당신으로� 나타나

기도�한다.� 이는� 단순한�기억상의�혼착�문제로�치부할�수는�없다.

이때�마을�공동체의�역사�전개에�있어�전환적이라고�할� 만한�사건이�일어나

면� 그러한� 상황에� 대한� 집단의� 공통적� 해석이� 필요할� 때� 당본풀이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된다는� 주장을� 고려해볼� 수� 있다.84)� 왜란이라는� 충격적인� 역사

적� 사건이� 토산리� 마을에� 발생했고� 토산당은� 이를� 어떤� 식으로든지� 기존의�

서사� 속으로� 편입시켜� 왜란이� 일어난� 이유를� 해명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했

을� 터다.� 따라서� 토산당신이� 왜선을� 파선시켜� 토산리� 여성들을� 겁탈하게끔� 만

드는� 화소는� 급작스럽게� 삽입된� 화소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로� 인해� <토산알

당본풀이>의� 서사가� 복잡해진� 것이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

면� 본고에서� 해명해야� 할� 것은� 이� 본풀이가� 어떻게� 왜란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점이다.

왜란의� 발단은� 토산리� 마을� 사람들이� 토산당신을�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그에� 대한� 징벌로� 토산당신은� 왜구의� 침입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다.� 여기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것은� 바로� “왜선”이다.� 토산당신은� 쉰� 살� 부채

로� 광풍을� 일으켜� 왜선이� 파선하게� 만든다.� 이러한� 서사화가� 가능했던� 것은�

84)� 정진희,� 「제주도� 당본풀이의� 유형과� 변천�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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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산당신이� ‘진상선’을� 통해� 입도한�여신으로� ‘진상선’에� 의해�이루어지는�조

공경제� 전반을� 관장하기� 때문이다.� 토산당신이� 왜선마저� 통제할� 수� 있다는� 점

은� 결국� 바다� 위에� 뜬� 모든� ‘배’가� 토산당신의� 직능� 아래에� 있음을� 천명하는�

것이다.� “팔대선/저� 바당에� 떠시니,/이젠� 요왕부인이� 말을� 되,/“저� 배는� 모
든� 게/내�지이우다.”85)라고� 말하는� 것이다.� 토산당신은� 왜선이� 파선하여� 토
산리에� 닿게� 하고� 그� 결과� 왜구에게� 겁탈당한� 여성이� 사망하게� 함으로써� 토

산리�주민에�대한�징벌을�완수한다.

흥미로운� 것은� 왜구에게� 쫓기는� 여성의� 다급한� 외침이다.� 곧� 왜구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알고� 쫓느냐는� 물음인� 것이다.� 여기서� 각편에� 따라� ‘천리경’�

혹은� ‘만리경’이라는� 이름의� 망원경이� 등장한다는� 점은� 중요하다.� 여성은� 왜

선에� 탄� 왜구의� 망원경에� 의해� 포착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천리

경’이� 조선에� 처음� 들어온� 것은� 1631년(인조� 9)� 7월� 12일로� 명나라에� 사신

으로�갔던�진주사�정두원에�의해서이다.86)� 이후�천리경은�군사�목적으로�간간

이� 이용되긴� 했으나� 영조가� 천리경으로� 태양을� 바로� 관찰하는� 것은� 왕에게�

도전하는� 의미로� 비친다� 하여� 천리경을� 부수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쓰임이� 활발하지는� 못했던� 듯하다.� 이후� 실록에서는� 조선과� 교역을� 하고자�

하는� 나라들에서� 천리경을� 선물로� 가져왔다는� 내용만� 종종� 등장하고� 있다.87)�

85)�-2.
86)� “진주사(陳奏使)�정두원(鄭斗源)이�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와� �천리경(千里鏡)·서
포(西砲)·자명종(自鳴鐘)·염초화(焰硝花)·자목화(紫木花)� 등� 물품을� 바쳤다.�천
리경은� 천문을� 관측하고� 백� 리� 밖의� 적군을� 탐지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서포는�

화승(火繩)을� 쓰지� 않고� 돌로� 때리면� 불이� 저절로� 일어나는데� 서양� 사람� �육약한
(陸若漢)이란� 자가� 중국에� 와서� �두원에게� 기증한� 것이다.� 자명종은� 매� 시간마다�
종이� 저절로� 울고,� 염초화는� 곧� 염초를� 굽는� 함토(醎土)이며,� 자목화는� 곧� 색깔이�
붉은� 목화이다.� 상이� 하교하기를,� “서포를� 찾아온� 것은� 적의� 방어에� 뜻을� 둔� 것이

니,� 정말� 가상하기� 그지없다.� 특별히� 한� 자급(資級)을� 올려� 주라.”� 하니,� 간원이�
가자(加資)하는� 명을� 도로� 거둘� 것을� 청하자,� 상이� 따랐다(○甲申/陳奏使鄭斗源,�
回自帝京,� 獻千里鏡,� 西砲,� 自鳴鍾,� 焰硝花,� 紫木花等物.� 千里鏡者,� 能窺測天
文,� 覘敵於百里外云.� 西砲者,� 不用火繩,� 以石擊之,� 而火自發,� 西洋人陸若漢者,�
來中國,�贈斗源者也.�自鳴鍾者,�每十二時,�其鍾自鳴.�焰硝花,�卽煮硝之醎土.�紫
木花,�卽木花之色紫者.�上敎曰:� “覓來西砲,�志在禦敵,�誠極可嘉,�特加一資.”�諫
院請還收加資之命,�上從之.).”� 《仁祖實錄》� 25卷,�仁祖 9年 7月 12日 甲申.�원문�
및� 번역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id/wpa_10907012_001>,�

2021.03.26.

http://sillok.history.go.kr/id/wpa_10907012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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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상황을� 고려하면� 이� 본풀이에�등장하는� ‘천리경’은� ‘바둑돌’과� 마찬가

지로�조선�후기의�시대상을�반영하는�것이다.

다만� <토산알당본풀이>에서� ‘바둑돌’이� 조공경제의� 맥락에� 놓여있다면� ‘천

리경’은� 그와는� 다른� 이질적인� 맥락에� 놓여있다.� ‘천리경’을� 사용하는� 이들은�

더러�도둑과�악당으로�지칭되기도�하지만�명백히� “외국�거선”에서�내리는� “왜

군졸”이다.� 곧� 이들은� 외국의� 군사문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게다가� 서사� 속에

서� ‘천리경’은� 길에� 다니는� 개미도� 볼� 수� 있을� 정도라는� 점에서� 공포감을� 준

87)� 천리경� 관련� 기록은� 다음을� 참조할� 것.� “김재로가� 또� 말하기를,� “지난번� 관상감

(觀象監)에서� 연경(燕京)에서� 무역(貿易)해� 온� 책자(冊子)� 및� 측후기(測候器)·
천리경(千里鏡)·지도(地圖)� 등을� 안으로� 들여간� 후,� 책자는� 반질(半帙)만� 다시�
내려� 보내고� 반질은� 내려� 보내지� 않았으며,� 천리경� 및� 지도,� 측후기는� 각기� 쓸� 곳

이� 있는데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른바� 규일영(窺日影)
이란� 것이� 비록� 일식(日食)을� 살펴보는� 데는� 공효가� 있으나� 곧바로� 일광(日光)을�
보는� 것은� 본디�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채경(蔡京)은� 해를� 보고도� 눈을� 깜박거리
지� 않았으니� 그가� 소인(小人)임을� 알겠는데� 이제� 이름하기를� ‘규일영’이라� 하면�
좋지� 못한� 무리들이�위를�엿보는� 기상(氣象)이� 되는� 것이므로�이미�명하여� 깨버렸
고,� 책과� 지도도� 역시� 세초(洗草)해� 버렸다.”� 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찬탄(贊
歎)하였다(在魯又曰:� “頃日觀象監燕貿冊子及測候器,� 千里鏡與圖內入之後,� 冊
子半帙還下,�半帙不下,�鏡與圖,�器,�各有用處而未下矣.”�上曰:� “所謂窺日影,�雖
云有功於察見日食,� 而直見日光本非美事.� 蔡京視日不瞬,� 知其爲小人,� 今名之曰
窺日,� 則不逞之徒窺上之象也,� 已命碎之,� 冊與圖亦已洗草矣.”� 諸臣皆贊歎.).”�
《英祖實錄》� 61卷,� 英祖 21年 5月 12日 癸未.� 원문� 및� 번역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id/kua_12105012_001>,� 2021.03.26.

“‘금년� 2월� 20일� 서남풍을� 만나� 이곳에� 와서� 국왕의� 명으로� 문서와� 예물을� 귀국의�

천세� 계하(千歲階下)에� 올리고� 비답이� 내리기를� 기다리기로� 하였으며� 공무역(公
貿易)을� 체결하여� 양포(洋布)·대니(大呢)·우모초(羽毛綃)·유리기(琉璃器)·시진
표(時辰表)� 등의� 물건으로� 귀국의� 금·은·동과� 대황(大黃)� 등의� 약재(藥材)를� 사
고� 싶다’고� 하였는데,� 이른바� 바칠� 예물은� 대니(大呢)� 홍색� 1필,� 청색� 1필,� 흑색�
1필,� 포도색� 1필과� 우모(羽毛)� 홍색� 1필,� 청색� 1필,� 포도색� 1필,� 종려색(棕櫚色)�
1필,� 황색� 1필,� 양포(洋布)� 14필,� 천리경(千里鏡)� 2개,� 유리기� 6건(件),� 화금뉴
(花金紐)� 6배(排)와� 본국의� 도리서(道理書)� 26종이라� 하였습니다(‘今年二月二十
日,� 逢西南風來此,� 以國王命,� 奉文書禮物,� 上奉貴國千歲階下,� 只候批回,� 因公
貿易設約,�以洋布,� 大呢,�羽毛綃,� 琉璃器,�時辰表等,�貨買貴國金,� 銀,� 銅,� 大黃
等藥材,� 所謂上獻禮物,� 大呢紅色一疋,� 靑色一疋,� 黑色一疋,� 葡色一疋,� 羽毛紅
色一疋,�靑色一疋,�葡色一疋,�棕色一疋,�黃色一疋,�洋布十四疋,�千里鏡二箇,�琉
璃器六件,� 花金鈕六排,� 本國道理書二十六種.’).”� 《純祖實錄》� 32卷,� 純祖 32年 
7月 21日 乙丑.� 원문� 및� 번역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id/kwa_13207021_004>,� 2021.03.26.

http://sillok.history.go.kr/id/kua_12105012_001
http://sillok.history.go.kr/id/kwa_13207021_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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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윤간을� 당하는� 여성은� 올리소에� 숨는데,� 진성기의� 주석을� 보면� 토산리에

서� 이� 소는� 누구라도� 그곳에� 숨으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영험한� 곳이었다고�

한다.88)� 그러나� 그러한� 지리상의� 영험함이� 왜구의� 천리경� 앞에서는� 무장해제

된다.� 그러므로� 절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었는데� 도대체� 자신의� 위치

를� 왜구가� 어떻게� 알았냐는� 토산리� 여성의� 반문에서는� 당혹스러움이� 묻어난

다.� 천리경으로� 대표되는� 신식� 문물을� 활용하는� 외국의� 군대는� 그� 자체로� 공

포의�대상이�되는�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조공경제를� 바탕으로� 탄생한�토산당� 신앙은�왜란이

라는� 중대한� 사건� 앞에서� 진상선뿐� 아니라� 외국� 군대의� 거선까지� 자신의� 직

능� 아래�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공동체의� 위기상황을� 타개하려� 했음이� 분명하

다.� ‘현재의� 위기는� 토산리� 주민이� 토산당� 신앙을� 제대로� 위하지� 못한� 데에�

있다.� 따라서� 토산당� 신앙을� 제대로� 위한다면� 지금의� 왜란과� 같은� 비극은� 다

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본풀이가� 말하고� 있는� 기억서사인� 것이다.�

전설은� 다른� 기억서사를� 전하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이러한� 본풀이의� 전략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전설에서는� 왜구로부터� 강간당하는� 주체가� 토산당신으로�

나타난다.� 본풀이� 각편� 가운데� 한� 편도�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토산당신이� 왜구로� 인해� 겁탈당하는� 주체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후에도� 왜

구의� 습격이� 계속되었으며� 이� 점이� 당대에� 토산당� 신앙의� 권위에� 균열을� 일

으켰음을� 시사한다.� 토산당신은� 왜구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했다.�

이제� 다시� 토산당� 신앙은� 새로운� 돌파구를� 필요로� 한다.� 이때� 긴요했던� 것이�

바로�개로육서또와의�혼인이다.

본풀이에서는� 개로육서또와의� 결연에�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한다.� 실

패는� 원래의� 서사이고� 성공은� 덧붙은� 서사일� 것이다.� 물론� 개로육서또와의� 결

연은� 토산당신이� 한� 번� 거절한� 뒤에� 성공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토산당신이�

거부했던� 개로육서또를� 다시�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토산당신이� 그를� 필요로� 했던� 이유는� 그녀가� 토산리� 주민들의� 숭앙을� 받지�

못해서� 혹은� 개로육서또를� 거절한� 것에� 대해� 다른� 제주� 신격에게� 호통을� 받

88)� “알토산리� 서쪽� 송천(군산천)에� 있는� 소(구멍이� 뚫려� 물이� 들어가면� 바다로� 통

하는� 신령스런� 소인데� 이곳에� 죄인이� 숨으면� 찾지� 못한다는� 신통한� 곳임).”� 진성

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4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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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기� 때문이다.� 곧� 서사상� 왜구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했기에� 그를� 필요로� 했

다는� 불명예스러운� 내용이� 본풀이에서는� 그려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전설

은� 토산당신이� 거듭된� 왜구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자� 개로육서또의� 첩이� 되

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구술하고� 있다.� 이러한� 전설의� 언술이� 나름� 타당한� 것

은� 개로육서또의� 형상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천리본향본풀이>를� 보면� 개로육

서또는� 외국에서� 온� 무장의� 형상으로� 그려진다.� 그는� “근본� 시기� 불리가� 외국

에서/들어올� 때/무쇠� 각대� 무쇠� 도포� 무쇠� 장장회를/둘”르고� “제주로� 뚝� 떨

어”진� 것이다.89)� 거듭된� 왜구의� 침략은� 외국에서� 온� 강력한� 남성� 장군신을�

요구했음이�틀림없다.

<자운당본풀이>는� 토산당신이� 개로육서또에게� 시집가는� 과정을� 보다� 적나라

하게� 드러낸다.� 토산당신은� 개로육서또에게� 시집가기� 위해� 자신의� 좌정처마저�

옮기는�것이다.�

(사)�냇기�양또가/토산당의�개로역�한집을/소실로�안�올�때에/개로역�한집이/가매
쏘곱이서/애가� 쾅쾅�란/물먹구정연/가매알로�련/질헤�쿱엣� 물을/보릿낭�래
기로/물을�아먹고/쿱엣� 터럭이/콧궁기레� 드난/ 머리� 다� 먹은간/씬간�고/노
린내가�탕천니/양또가�는�말이/“큰부인�노릇�못키여,/부정니,/냇창물이나�하
영�먹엉/살라.”/연,/실�냇가운디레�리난,/자운당을�설련였수다./가는�오는�사름
들의/제인정을� 받앙�삶네다./제일�손에� 생기맞은�날90)

<자운당본풀이>에서� 토산당신은� 개로육서또의� 첩으로� 가는� 도중� 말� 발자국

의� 물을� 빨아� 먹은� 후� 개로육서또가� 더럽다� 하여� 바로� 그� 자리에� 방치된다.�

그곳이� 신풍리� 하천에� 있는� 자운당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토산알당본풀

이>에서�토산당신이�큰� 무리�없이�개로육서또의�부인이�되었던�것과�대조적이

다.� 더군다나� <토산알당본풀이>에서� 토산당신은� 개로육서또가� 손을� 잡았을� 때�

그� 손목을� 잘라낼� 만큼� 개로육서또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었다.� 그에� 비

하면� <자운당본풀이>에� 드러나는�토산당신의�면모는� 그녀의�위상이� 현저히�약

화되었음을�보여주는�것이다.�

89)� 진성기,� 위의�책,� 235면.

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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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한� 것은� 자운당의� 기능이다.� 자운당은�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말과�

소를� 잃어버리면� 이를� 되찾게� 해주는� 정도의� 구실을� 하는� 신당이� 된다.� 진상

선을� 통해� 귀한� 바둑돌의� 모습으로� 도래한� 여신,� 왜선을� 파선시킬� 정도의� 힘

을� 지닌� 여신의� 모습은� 여기서� 온데간데없다.� 그녀의� 직능� 역시� 현저히� 약화

된� 것이다.� 토산당� 신앙이� 마주한� 위기는�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

로는� 토산당신의� 위력으로� 인한� 토산리� 주민들의� 위축� 문제가,� 외부적으로는�

거듭되는� 왜구의� 침탈로� 인한� 토산당� 신앙의� 효용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

같다.� 토산당�신앙은�내외부적으로�압박을�받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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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당�철폐에�대한�기억들

3.3.1.� 패배한�이형상과�문명화�사명들

광양당은� 제주를� 방문한� 조선시대� 문인에게도� 그� 신이가� 포착될� 정도로� 명

성이� 대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원진의� 《탐라지》에서� 광양당은� “한라호국신

을� 모시는� 사당”으로� 민간에� 전하는� 말에� 한라산신의� 동생이� 성덕이� 있어� 죽

어� 신이� 되었다고� 하며,91)� 이건의� <제주풍토기>에도� “섬� 사람들은� 무릇� 재앙

과� 복이� 있으면� 여기에� 기도하지� 않음이� 없고,� 자못� 신령이� 있다고� 한다.”92)

고�소개하고�있다.� 따라서�이형상은� 129개나�되는�신당을�철폐하기에�앞서�광

양당을� 본보기로� 삼는다.� 광양당을� 표적으로� 삼아� 광양당에서� 기도하던� 풍습

부터� 제일� 먼저� 금지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이형상과� 광양당� 사이의� 악연을�

고려하면� 광정당� 말무덤� 전설에서� 이형상이� 등장하고� 있는� 점은� 자못� 흥미롭

다.� 광정당은� 광양당의� 동생격인� 신당으로� 광정당� 말무덤� 전설에서� 보이는� 이

형상과� 광정당� 사이의� 신경전은� 어찌� 보면� 신당� 철폐의� 서막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기�때문이다.93)

광정당� 말무덤� 전설은� 광정당의� 영험함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광정당도� 영

기가� 센� 신당으로� 이� 신당� 앞을� 지날� 때는� 누구든지� 반드시� 말에서� 내려� 절

을� 하고� 가야�했다고� 한다.� 만일� 말을�탄� 채로� 그냥� 지나치려�하면�말이�발을�

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죽게� 된� 말의� 뼈가� 쌓여� 말무덤을� 이루고� 있다는� 것

이다.

(가)�안덕면�화순항에�우뚝�닥아선�산방산�서쪽�길가에�광정당이라는�음사가�있는데�당

주는� 큰� 뱀이었다。

예전에는�길가는�사람마다�이곳에�이르면�예배를�했고�말을�타고�가는�사람이면�으례히�

말에서� 내려�예배한� 다음에� 지나가곤�하였다。

91)� 이원진,� 『탐라지』,� 김찬흡�역,� 푸른역사,� 2002,� 146면.

92)� “島人凡有禍福,� 無不祈禱於此,� 頗有其靈云.”� 제주문화원,� 『역주� 제주� 고기문
집』,� 제주문화원,� 2007,� 175면.

93)� <광정당본풀이>에� 따르면� 한라산에서� 솟아난� 삼� 형제� 가운데� 큰형은� 제주� 광양

당에,� 작은형은� 정의� 서낭당에,� 막내는� 대정� 광정당에�각각�자리�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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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렇지�않으면� 말의� 다리가�절어서� 더� 나아가지�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이조�제19대�숙종�23년(서기1702년)에�이형상�목사가�제주를�순회하는�도중에�

광정에�이르렀는데�부하가�말에서�내려�지날�것을�권하자�목사는�괘씸히�여겨�그�사유

를� 물음에�전기한� 사실울� 얘기하였다。

그러나�목사는�이�말을�미신이라�하여�그대로�지날려고�하자�과연�말의�다리가�절여�더�

나아가지� 못하였다。94)

(나)� [제보자가�조사자에게� 묻는다.]

[제보자:�산방(山房山)� 뒤� 그� 당(堂)이라는� 거� 알아져(알아요)?]

[조사자:�예,� 압니다.]

[제보자:�당(堂)!� 그� 부인네덜� 무슨�정성� 올리고�는�거.]
[조사자:�예.]

당이�있는디,�그�밑에�오니까�그�부하덜이,�환이랄까�‘하마샌’�건�깨(가마)�아
래�립샌(내리라는)� 말이주.� [조사자:� 예.]� 웨냐,
“여기�광정당이란�당이�있는디,�여기�하마�안해서(下馬)�그냥�지나며는�발이�저려서�
가질� 못네다.”
경니,
“잔소리� 말아라.� 그대로� 행차(行次)해라.”

게난,�그대로�나갔주.�아닌게아니라�조금�가니까�이�저려가지고�걷질�못는�거라.� [조
사자:�예.]�아,�경니�‘그대로�걸라’�해�놓고�이제�또�하마�기도�싫단�말이지.�남의�
기십으로�다시�오라그네(와서)�하마해영� ‘잘못해수다’�기가�싫으니까�이제는.,.95)

(가)에서� 이형상은� 부하가� 광정당� 앞에서� 하마해야� 하는� 이유를� 전하자� 이

94)�-1.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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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미신’으로� 치부해버린다.� (나)에서도� 이형상은� 부하에게� 그대로� 행차하라

고� 명한다.� 여기서� 이형상이� 광정당의� 풍습을� ‘미신’으로� 치부한다는� 점은�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이형상과� 광정당의� 만남이� 단지� 제주� 목사가� 제주도� 신당

의� 풍습과� 처음� 마주한� 것� 이상의� 의미를� 내재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기� 때문

이다.� 이는� 다름� 아닌� 유교� 문화와� 무속� 문화가� 조우하는� 순간이었으며,� 전자

는� 외부� 문화이며� 후자는� 토속� 문화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망이� 중층

적으로� 얽혀� 있는� 이질적인� 문화� 사이의� 대면이었다.� 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는� ‘미신’이라는� 표현이�단적으로� 보여주듯이� 문명이�야만과� 접촉하는�지점이

었을� 것이다.� 게다가� ‘하마’라는� 행위가� 곧� 광정당의� 권위에� 대한� 굴복을� 의

미한다는� 점에서� 여기에는� 일종의� 권력의� 위계� 문제까지� 녹아들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형상이� 광정당� 앞에서� 하마를� 한다는� 것은� 단지� 광정당의� 영기

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제주도� 무속� 문화,� 그리고� 그� 무속� 문화를� 지지

하는� 제주도� 토속� 문화� 앞에� 굴종한다는� 의미를� 지녔다.� 동시에� 이러한� 순간

은� 이형상뿐만� 아니라� 제주에� 부임하는� 모든� 목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였을�

터이다.

제주� 목사가� 부임하는� 첫날� 관덕정에� 있는� 신목� 두� 그루에� 제를� 올리는� 풍

습이� 있었다는� 일부� 각편의� 내용도� 결국은� 같은� 문제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

는� 것이라� 할� 수� 있다.96)� 제주� 목사는� 신당의� 권위� 앞에� 굴복해야� 했던� 것이

다.� 제주� 목사가� 제주도� 내� 권력의� 위계질서에서� 신당보다� 하층에� 위치한다는�

인식은� 무엇보다� 목사의� 권력은� 한시적인� 것이며� 신당의� 권력은� 영구적인� 것

이라는� 사실에� 있었다.� 이형상� 역시� 《남환박물》의� 몇몇� 대목에서� 그가� 자신의�

권력을� 한시적인� 것으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예컨대,� 이형상은� 제주�

여성들이� “치마가� 없어서� 단지� 삼노로써� 허리를� 두루� 메고,� 몇� 자의� 굵은� 베

를� 바늘을� 이용하여� 삼노의� 앞면에� 얽어매었으니,� 오직� 그� 음부를� 가릴� 뿐”,�

96)� -17:� “이조� 때� 백� 목사가� 제주도에� 부임할� 당시에� 섬� 중에는� 당� 오백과� 절�
오백이� 있었다.� 부임하자마자� 관덕정(觀德亭)에� 이르고� 보니,� 커다란� 신목(神木)
이� 두� 그루� 있었는데,� 여러� 백성들이� 모여들어� 소까지� 잡아� 놓고� 제� 지낼�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이상하게� 여긴� 목사는� 이방(吏房)을� 불러� 세워� 놓고,� 백성들이�
제를� 지내기� 위하여� 법석대는� 원인을� 물었다.� “왜� 이리� 야단법석인고?”� “이� 섬�

중에서는� 어느� 목사님이건� 부임하게� 되면,� 관덕정� 신목� 밑에서� 이렇게� 제를� 올려

야�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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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과� 치마를� 벗고� 몸뚱이와� 볼기짝을� 드러낸� 것이어서� 참담하여� 차마� 볼� 수

가� 없다”면서� 의관에� 대한� 명을� 내린다.� 이에�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

습관을� 영원히� 바꿨다.”라고� 하였지만,� 어찌� 그� 옛날로� 돌아가지� 않음을� 알

랴?”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97)� 이렇게� 볼� 때� 광정당� 말무덤� 전설에서�

광정당의� 풍속을� 외면하는� 이형상의� 모습은� 신당의� 권위� 앞에� 복종하지� 않겠

다는� 포고이며� 제주도� 무속문화,� 더� 나아가� 토속문화에� 대해� 거부하겠다는� 의

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형상은� 결국� 광정당의� 영기를� 이기지� 못하는데,� 부

하의� 말대로� 이형상의� 말이� 정말� 다리를� 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광정당의�

영험함을�주지하는�광정당�말무덤�전설은�이형상의�패배를�그려내고�있다.�

한편,� 광정당� 말무덤� 전설에서� 이형상에게� 광정당과� 관련한� 풍습을� 알려주

는� 부하의� 존재는�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하는� 제주도에� 처음� 부임하여�

제주도를� 순력하는� 목사� 이형상에게� 제주도� 곳곳의� 풍속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제주도가� 일종의� 내부식민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러한� 부하의� 존재는� 토착정보원[Native� Informant]의� 형상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스피박은� 식민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토착정보원이� 식민� 지배층에

게� 있어� 그� 자체로� 그들� 지식의� 원천이자�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98)� 물

론� 토착정보원이� 제공한� 정보라고� 해서� 모두� 식민� 지배층에게� 유용한� 지식이�

되는� 것은� 아닌데� 식민� 지배층은� 피지배층의� 관념이나� 문화에� 대해� 선별적으

로� 자기� 자신의� 오만한� 무지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가된� 무지’99)라�

할� 수� 있는데� 이형상이� 광정당� 말무덤에� 대한� 정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은�바로�이러한�인가된�무지의�전형적�사례이다.100)

97)� 이형상,� 『남환박물』,� 이상규·오창명� 역주,� 푸른역사,� 2009,� 107-108면.

98)�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 Spivak),� 『포스트식민� 이성� 비판』,� 태혜숙·박미선�

역,� 갈무리,� 2005,� 8면.

99)� 가야트리� 스피박,� 위의� 책,� 24면.

100)� 이는� 김녕사굴에�대한� 풍속에�대해서도�마찬가지이다.�

-13:� “그래,� 부하덜을� 불러서,
“웨� 제주도�사은�배암을�그렇게� 위느냐?”
“아이구,� 배암을� 거셧다가는(건드렸다가는)� 큰일납니다.� 배암� 거셧다가는� 집의� 다�

망니다.”
“그려.� 거� 어째� 배암이� 많느냐?”

“하,� 제주도에는� 당(堂)이� 오백개고� 절이� 오벡갭니다.� 그놈의� 당� 오벡,� 절� 오벡이�
그렇게� 많아� 천� 갠디� 제주도� 인구가� 이삼만바끠� 안� 뒈는디� 그러민� 당� 믿고,� 절�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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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핵심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형상의� 신당� 철폐가� 본격적으로� 이야

기되는� 전설� 각편� 가운데� 토착정보원의� 형상이� 지워진� 각편들을� 확인할� 수�

있는�것이다.

(다)� 옌날� 영천지목사(永川之牧使)엔� 하르방이� 이씰(李氏)거라� 그� 하르방,� 그�
하르방이� 평양�감사로� 가라니(처음� 벼슬을� 할� 때에� 평양� 감사로�가라하니),
“저는� 제주� 목(牧)� 한� 번� 가보겠습니다.”

“식,� 제주�뭐하러� 갈� 거냐.”
영�연(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올시다.”

아마� 육지에서도,� 서울에서� 잘� 알았던� 모양이라.

“제주에�가면�조금� 사람은�다�당(堂)�믿어�살곡,�조금� 사름은�절(寺)� 믿언�사
니,�농사�지어서�살�사람이�없다.�당이�오백이요�절이�오백이니�당�오백�절�오백�믿고�

또�트멍에(틈에)�딴�종교�믿곡�민,�전부�믿는�사름�천지라노니까(뿐이므로),�농사�질�
사름이� 없다� 하니,� 이� 누무� 걸� 오라서� 한번� 때려� 부수자고,� 전� 제주� 목으로� 가겠읍니

다.”

“엣�식,� 제주� 뭘� 볼� 게� 이서서� 가겠느냐?”
“아니� 겅해도� 제주� 번� 가보겠읍니다.”

“그래� 제주� 목으로�가거라.”

고�당� 보민� 이놈의� 싀상은� 사 살지� 못할� 지역이고,� 또� 더불어� 배암을� 귀신으

로�위고�니,� 아,� 당귀신이� 전부� 배암입니다.”
“그러민� 당에� 배암이� 잇느냐?”

“예,� 당에� 배암이� 잇습니다.”

“아,� 그러민� 당이� 오벡개란�말이냐?�그러면� 배암이� 오벡개란�말이냐?”

“예,� 당마다� 이런� 놈의� 배암이� 잇는디� 사을� 제숙(祭需)으로� 씁니다.� 그래야� 제주
도�사은�살기가�편안니다.”
“그려.”

가만히� 영천� 이목가�셍각니,� 이렇게� 우둔 놈은�읎댄� 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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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서� 배에서� 내려� 왕(와서)� 보니,� 굿소리가�우상우상나.� 굿도�댄�말만� 듣더니�
 잘�는�디구나(데로구나).�굿소리가�보니�막�난단�말이여.�날이�어두어.�그�날�저녁
은�어두우니�이젠,�소창옷�입고�그냥�다복�벗어�두곡�소창옷�입고�보통�어디�평민덜�쓰

는� 밀짚� 쓰고� 나갔지.� 굿는� 디� 굿소리만� 듣고� 나갔지.� 보니� 죽을락� 살락� 굿을� 햄
서.101)

각편� (다)를� 보면� “제주에� 가면� 조금� 사람은� 다� 당(堂)� 믿어� 살곡,� 조
금� 사름은� 절(寺)� 믿언� 사니,� 농사� 지어서� 살� 사람이� 없다.� 당이� 오백이요�
절이�오백이니�당�오백�절� 오백�믿고�또�트멍에(틈에)� 딴�종교� 믿곡�민,� 전
부� 믿는� 사름� 천지라노니까(뿐이므로),� 농사� 질� 사름이� 없다”는� 사실은� “아마�

육지에서도,� 서울에서� 잘� 알았던� 모양이라.”고� 이야기된다.� 여기서� 제주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토착정보원의� 형상은� 사라져� 있다.� 대신� ‘제주도에는�

당� 오백� 절� 오백이� 있다.’라는� 객관적인� 기술의� 형태로� 가공된� ‘지식’만이� 부

유하고� 있다.� 더불어� 이� 지식의� 출처는� 다름� 아닌� 이형상이다.� 스피박에� 따르

면�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 ‘날� 것의� 인간’으로� 기술된� 토착정보원은� 식민�

지배층의� 문명화� 사명을� 정당화하기� 위한� 지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 존재�

자체가� 폐제되어� 버린다.102)� 곧� 그들은� 문화정체성에� 관한� 텍스트들을� 발생시

키면서도� 하나의� 공백으로� 남는� 것이다.� 오로지� 존재하는� 것은� 식민� 지배층의�

관점으로� 표백된� 식민지에� 관한� ‘지식’이다.� 즉� 식민� 지배층에� 의해� 투명하게�

전달된다고�간주하는� ‘지식’인�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요는� ‘제주도� 백성들이� 농사는� 안� 하

고� 굿을� 하기에� 바빴고� 또� 무당의� 수가� 너무� 많아� 정작� 농사할� 사람이� 없었

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에는� 경제적� 논리가� 개입되어� 있다.� 식민지� 관리자

인� 제주� 목사의� 입장에서� 신당은� 농사의� 방해� 요소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는�

식민지의� 피지배층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책무,� 곧� 농사� 말고는� 아무것도� 해서

는� 안� 된다는� 식민주의의� 공리를�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당� 철

폐의� 결과는� “그곳에서� 무당� 노릇하는� 남녀� 무당들을� 모두� 농사를� 짓게”103)

101)�-10.
102)� 가야트리� 스피박,� 앞의� 책,� 8면.

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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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형상의� 《남환박물》에서도� 신당이� 백성을� 경제적으로�

착취한다는� 점이� 신당의� 폐해� 중� 하나로� 중요하게� 거론된다.� 그리고� 신당� 철

폐� 이후� 이형상은� 무당� 수백명의� 이름을� 무안에서�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그들

을�모두�농사�지을�수� 있는�범민(凡民)으로�귀속시키고�있는�것이다.104)

그럼에도� (다)에서는� 그러한� 식민주의의� 공리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는� 않

는다.� 다만� 식민주의의� ‘지식’은� 이형상으로� 하여금� 제주도를� “바로잡으

려”105)고�하는� 사명감을� 지니고�제주도로� 부임하게끔�한다.� 이� 사명감은� 광정

당� 말무덤에� 대한� 풍습을� ‘미신’으로�치부하였던� 식민주의적� 사고의�연장선상

에서� 제주도를� 문명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따라서�

“식,� 제주� 뭐하러� 갈� 거냐.”106)라는� 핀잔이나� “평양� 감사로� 가라”107)는� 제
안은� 이형상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는� 오직� 제주도를� 교화시키겠

다는� 일념만으로� 제주도로� 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형상의� 신당� 철

폐� 사건과� 관련한� 전설에서� 서련의� 김녕사굴� 전설이나� 기건의� 고총� 치산� 전

설이� 혼효되는� 지점은� 자연스럽다.� 일찍이� 선행연구에서는� 서련의� 김녕사굴�

전설과� 기건의� 고총� 치산� 전설이� 모두� 이형상의� 이름으로� 전승되는� 것에� 대

해� 부분적으로� 논구한� 바� 있다.108)� 그러나�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이� 세� 전

설은� 모두� ‘문명화� 사명’이라는� 커다란� 주제� 아래� 서로� 맞물리고� 있는� 것임

을�알� 수� 있다.

서련은� 조선� 중종� 10년(1510)에� 제주� 판관으로� 부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그는� 김녕사굴의� 처녀공희를� 폐지한� 인물로� 지금도� 김녕사굴� 입구에는� 서

련에� 관한� 기념비� 2기가� 세워져� 있다.� 하나는� 1937년� 봄에� 강공칠이� 세운�

[판관� 서공� 기념비]이며,� 다른� 하나는� 1972년� 4월� 제주판관� 서공� 사적건립위

원회가� 세운� [제주판관서공린사적비]이다.109)� 문제는� 이렇게� 기념비가� 두� 차

104)� 마치다� 타카시는� 《남환박물》에서� 이러한� 신당� 철폐가� 제주도민에� 의해� 자발적

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일종의� ‘데몬스트레

이션’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다� 타카시,� 「조선시대� 제주도� 풍속을� 둘러싼�

이념과� 정책」,� 『역사민속학』55,� 한국역사민속학회,� 2018,� 76면.

105)�-15.
106)�-10.
107)�-10.
108)� 현용준은� 영천� 이형상� 목사� 전설과� 기건� 목사� 전설이� 혼효되고� 있는� 양상을� 지

적한� 바�있다.� 현용준,� 앞의� 글,� 4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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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세워졌음에도�불구하고�김녕사굴의�처녀공희를� 폐지한�인물이� 더러� 이형상

으로� 이야기된다는� 점이다.� 이를� 유념하면� 기념비가� 두� 차례� 세워진� 사실은�

다르게� 읽힌다.� 왜� 기념비는� 두� 차례나� 세워질� 수밖에� 없었는가?� 전승의� 불

안정성이� 기념비를� 요구한� 것은� 아닌가?� 기념비가� 전설의� 증거물이라면� 두�

차례� 세워진� 기념비의� 존재는� 전승을� 지속시킬� 만한� 증거물이� 불충분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부� 각편에서� 서련의� 손자가� 제주도� 김

녕사굴을� 둘러보고� 서련에�관한� “흔적이� 없어”� 비석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110)� 기념비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서련에� 관한� 전승은� 그

대로� 끊길� 수도� 있다.� 그렇기에� 서련의� 손자는� 망각을� 뛰어넘어� 서련이� 기억

될� 수� 있는� 기념비를� 바란� 것이다.� 기념비는� 망각의� 심연을� 넘기� 위한� 가교이

지만�동시에�그곳에�망각의�심연이�있음을�나타낸다.111)

김녕사굴� 전설에서� 단순하게� 서련이� 이형상으로� 치환되는� 것만은� 아니다.�

서련의� 김녕사굴� 전설과� 이형상의� 김녕사굴� 전설� 사이에는� 동차가� 있다.� 먼저�

서련의� 김녕사굴� 전설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서련의� 김녕사굴� 전설에서� 처녀

공희의�희생양이�되는�것은�모두�하층�계급�여성이다.

(라)�

구좌면�김녕리(金寧里)�마을�동쪽에�큰�굴이�있다.�이�굴�속에는�옛날에�큰�뱀이�살았

109)� 장태욱,� “뱀의�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당기니...[김녕마을3]� 주민들� 괴롭히는�

뱀� 퇴치한� 판관� 서련의� 이야기”,� 오마이뉴스,� 2008.10.1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96

868>,� 2021.03.26.

110)� “저것도�비(碑)� 세웁기도(세우기도)� 멫� 십년� 아이� 되었습니다.
[조사자:� 예].

그� 서판관� 손가�번� 그� 할아버지가� 이디서� 그런� 일이� 잇어났다고�니,� 구경을�
오고� 보니� 흔적이� 없어.� 비�나도� 없으니,� 그� 일본� 놈� 도(島司)땐디,� 항의를� 허
여십주.

“그렇게� 훌륭한� 어른인디�비�나도�없는� 것이� 뭣이냐.”곤.
니,� 그� 때는� 그� 때야� 비로소� 그� 비석을� 세왔습니다.� 비석을� 세왔는데,�  백�
멫년� 쯤� 역가� 보니� 뒈지� 아녀겟습데가(아니� 하겠읍디가)?”� 『한국구비문학대계』
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41면.

111)� 알라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변학수·채연숙� 역,� 그린비,�

2011,� 71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9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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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여� ‘뱀굴’이라� 부르게�되었다.

뱀은� 어마어마하게�큰� 것이어서,� 다섯� 섬들이의� 항아리만큼이나�몸통이� 컸다� 한다.

이�뱀에게�매년�처녀를�한�사람씩�제물로�돌려�큰굿을�했다.�만일�이�굿을�하지�않으면�

그�뱀이�나와서�이�밭�저�밭�할�것�없이�곡식밭을�다�밟아�휘저어�버려서�대흉년이�들

게� 마련이었다.� 그래서� 매년�꼭꼭� 처녀� 한� 사람씩� 희생으로� 바친�것이다.

양반의�집에서는�딸을�잘�내놓지�않았다.�무당과�같은�천민의�딸이�으레�희생되게�마련

이었다.� 그래서� 무당이나� 천민의�딸은� 시집을� 가지�못했다.

이러할�즈음,�조선조�중종(中宗)�때�서연(徐憐)이라는�판관(判官)이�부임하여�왔다.�
그의� 나이� 19세였다� 한다.

서판관은�이�뱀굴의�소문을�듣고�괴이한�일이라�분개하였다.�곧�술·떡·처녀를�올려�굿

을� 하도록�하고,� 몸소�군졸을� 거느리고� 김녕�뱀굴에� 이르렀다.

굿이�시작되어�한참�진행돼�가니,�과연�그�어마어마한�뱀이�나와�술을�먹고�떡을�먹고�

처녀를�잡아먹으려고�하는�것이었다.�이때�서판관은�군졸과�더불어�달려들어�창검으로�

뱀을� 찔러�죽였다.

이것을�본�무당이� ‘빨리�말을�달려�성�안(제주시)으로�가십시오.�어떤�일이�있어도�뒤

를� 돌아보아선�안� 됩니다’라고� 일러� 주었다.

서판관은�말에�채찍을�놓아�성�안으로�향하였다.�무사히�성(城)�동문�밖까지�이르렀다.

이때� 군졸�한� 사람이� ‘뒤쪽으로� 피비[血雨]가� 옵니다’라고� 외쳤다.

“무슨� 비가,� 피비가� 오는� 법이�있느냐?”

서판관은� 무심코�뒤를� 돌아다보는� 순간,� 그� 자리에�쓰러져� 죽었다� 한다.

뱀이� 죽자,� 그� 피가�하늘에� 올라� 비가�되어� 서판관의� 뒤를�쫓아온� 것이다.112)

(마)�

[조사자:� 지금� 사굴(蛇窟)에� 대해서� 우리� 아는� 것은� 저기� 그� 탐라지(耽羅誌)에� 써�

112)�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76,� 101-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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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거� 밖에는� 양.� 간단 거.]

그게� 그겁주계(그거지요).� 특별 거� 엇수다(엇습니다).� 그� 때� 그시절에는� 오백년�

전[청중:�써있는�걸론�뭐가�안�주(안되지오).�기여니깐(그러니까)...�하며�이야기하기를�

권한다.]�아니,�아니,�그게�그거라.�겨니(그러니),� 그�때�시절에는,�겨니,�아무�때도�천

인(賤人)은� 수가�없어.�무당이나�백정놈은�덜은�결혼을�못해났읍니께(못하지�않
았습니까).� 삼십이나�십이�뒈나�건(그것은)�처녀로만�바쪘으니까(바쳤으니까),�제숙
(祭需)으로.� 거� 물론� 다� 올랐을�겁니다.

바찌는디,� 이제는� 서판관(徐判官)이라고� 허여가지고� 비석에� 있지� 아녑데가(아니합디
가)?� 서판관이라고� 허여가지고서,� 사굴에.

“이런� 풍습이� 있다.”

이러니,

“가� 보자”고.113)

(라)를� 보면� 김녕사굴에서� 처녀공희가�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대흉년”이라는� 마을� 공동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때� 뱀에게� 바쳐

지는� 처녀는� (라)와� (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듯� 무당이나� 천민의� 딸로� 주

로� 하층� 계급� 여성인� 것을� 알� 수� 있다.� 양반의� 딸과� 같은� 상층� 계급� 여성은�

처녀공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희생물을� 둘러싸고� 상층� 계급과�

하층� 계급� 사이의� 갈등� 관계가� 존재했음을� 짐작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

서� “대흉년”이� 지속되는� 한,� 하층� 계급� 여성은� 절대� 처녀공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하층� 여성을� 대가로� 마을� 공동체� 전부가�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처녀공희를� 중단하려는� 힘이� 마을� 공동체� 내부로부터� 자체적으로� 나올� 리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서련이다.� (라)에서� 서련

은� 김녕사굴의� 처녀공희에� 관한� 소문을� 듣고� 괴이한� 일이라� 분개한다.� 다른�

각편에서는� 이를� ‘악습’으로� 규정하기도� 한다.114)� 이와� 같은� 서련의� 태도는�

113)� 『한국구비문학대계』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39면.

114)� 현용준,� 앞의� 책,� 1976,� 102-103면.� “서판관은� 굿을� 하게� 하여� 처녀를� 잡아먹

으려는� 뱀을� 죽여,� 이런� 악습(惡習)을� 없앤� 후� 곧� 배를� 타고� 제주를� 떠났다.� 그러
나� 제주와� 추자도(楸子島)� 사이의� 무인도� 사서코지까지� 가서� 파선당하여�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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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녕사굴의� 처녀공희를� 미신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낸다.� 식민지�

피지배층의�풍습을� 야만적인� 것으로�여기는� 식민지�지배층의� 시선을�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김녕사굴의� 처녀공희에� 관한� 풍습은� 토착정보원의� 형상� 없

이� 소문으로� 여과되어� 존재한다.115)� 이는� 어김없이� 서련으로� 하여금� 교화� 의

지를�지니도록�만든다.

이형상이� 등장하는� 김녕사굴� 전설에서도� 여성이� 뱀의� 희생양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바)� 이� 영천이� 목사는�김녕굴에� 버염까지� 짤랏다는�사람이라.

<조사자:�아.>

김녕굴에�큰�버염(뱀)이�잇어�신디.�그�버염은�예쁜�아가씨를�일년에�한�번�멕여야�되

어.�일년에�한�번�아가씨를�경�꼭�줘야만�그�버염이�그�지역을�편안허게�구니까.�영천이�

목사는� 이거� 안되겟다고�헤� 가지고,� 이� 버염을� 죽여불젠� 신방들�보고� 막� 굿을� 허라고�

시켠.116)

(사)� “웨� 이방이� 아이� 왓나?”

“그� 이방의�이�오 희성(犧牲)� 당니다.� 용수에서� 희성당니다.”
용수라� 건�어느동�가민�용수란�물이�잇어.�거기�가서�이방은� 나�내여노민�이방
질여�그때에.�게니�나쁜늠의�그까짓�이방영�머거여?�식�죽이고.�이건�바쪄�부
는� 거라,�을.
“거� 무신� 말이여?”

사신(蛇神)이� 따라가� 복수를� 한� 것이다.� 그� 후부터�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 사서코
지에� 이르면� 돼지� 머리를� 차려� 고사(告祀)를� 지내기� 시작했다� 한다.� 지금도� 사서
코지에서는�여전히� 고사를�지내고� 있다.”

115)� “버치는� 말을� 타고� 인도를� 달리면서� 자신을� 대표적인� 이미지로� 본다.� 그가� 보고�

말한� 것에� 의해� 소문은� 정보로� 바뀌고,� 히말라야� 산악� 지대에� 있는� 유럽인의� 형상

은� 낯선� 자에서� 주인으로,� 대문자� 주체로서� 주권자로� 재각인된다.”� 가야트리� 스피

박,� 앞의� 책,� 307-308면.

1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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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방을�댕기며는�을� 희성으로�내어놉니다.”
당굿,� 당굿는� 디� 잇어.
“을� 그레� 제물로�바찝니다.”
“거� 무신말이냐?”

그건� 용기가�독긴� 독 늠이라,� 그� 영천이는.

“아이,�리�을�리라.”
칼�탁�차고� 타고,�용수에�그�굿는�디�가서�보니,�아이�심방(무당)�새끼덜이�와닥
닥와닥닥� 굿는�체햄서.117)

(바)에서� 이형상은� 일� 년에� 한� 번� 김녕사굴에� 처녀를� 바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뱀을� 죽이기로� 결심한다.� (사)에서는� 김녕사굴이� 아닌� 용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형상은� 아버지가� 이방� 자리를� 얻기� 위해� 자신의� 딸을� 희생양으로�

바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굿을� 하는� 장소로� 향한다.� 서련이� 그러했듯� 이형상은�

김녕사굴의� 처녀공희를� 자신의� 문명화�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있

다.� 서련과� 이형상� 모두� 김녕사굴의� 처녀공희� 폐지를� 통해� 곧� 문명화된� 남성

이� 비문명화된�풍습으로부터� 비문명화된� 여성을�구원해냈다는� 서사를�써� 내려

가게� 되는� 것이다.118)� 그러나� 전자는� 금기를� 어겨� 죽는� 것과� 달리� 후자는� 죽

지� 않는다.� 서련은� 절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어겨� 죽음을� 맞

이한다.� 서련에게� 금기를� 알려주는� 인물은� 무당119)으로� 이� 역시� 제주도와� 관

련한� 풍습을� 알려주는� 일종의� 토착정보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형상이�

광정당� 말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무시했던� 것처럼� 서련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이야기를� 간과하게� 되고� 그� 결과� 그를� 쫓아온� 뱀에� 의해� 죽게� 된다.�

반면� 이형상은� 김녕사굴의� 뱀을� 죽이더라도� 결코� 죽지� 않는다.120)� 흥미로운�

117)�-12.
118)� 스피박은� 시르무르의� 라니와� 힌두교의� 사티� 풍습에� 드러난� 서발턴� 여성의� 형상

에� 대해� 논구하면서� “백인종� 남자가� 황인종� 남자에게서� 황인종� 여자를� 구해� 주고�

있다”는� 문장을� 생성해낸다.� 가야트리�스피박,� 앞의�책,� 396면.

119)� 현용준,� 앞의�책,� 1976,�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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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목은� 바로� 이러한� 결말부의� 차이가� 기건의� 고총� 치산� 전설이� 틈입하는� 지

점이라는�것이다.�

기건은� 조선� 세종� 25년(1443)에� 제주� 목사로� 부임한다.� 과거에� 급제한� 적

은� 없으나� 뛰어난� 학행으로� 포의로� 먼저� 발탁된� 이후� 제주� 목사로까지� 임명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흔히� 제주에서� 선정을� 베푼� 관리로� 언급되는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는�기건에�대해�다음과�같이�소개하고�있다.

판중추부사� 기건이� 제주목사로� 있을� 때� 일이다.� 그곳은� 전래의� 풍속이� 부모가� 죽으면�

장사�지내지�않고�구렁에�내다�버렸다.�그는�부임하기�전부터�먼저�고을의�아전에게�관

곽을�갖추고�염하여�장사�지내는�법을�가르쳤다.�제주에서�부모를�장사�지내게�된�것은�

그로부터�시작되었으며�교화가�크게�이루어졌다.�어느�날�그의�꿈에� 300여명이�나타나�

뜰아래서�절하고�머리를� 조아리며� “공의�은혜에�힘입어� 우리들�해골이�밖에�드러나는�

것을�면하게�되었습니다.�이�은혜�잊지�못하겠습니다.�사또는�금년으로�어진�손자를�보

실�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과연� 징험이� 있었다.121)

정약용에� 따르면� 기건은� 제주도� 사람들에게� 장사를� 지내는� 예를� 알려준� 인

물이다.� 이것이� 전설에서는� 버려져� 있던� 무덤을� 돌보도록� 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고�있다.

(아)

[조사자:�아까� 기건� 목(奇虔牧使)가� 어디� 저,� 가다가� 죽었다고� 양?]

그건� 이� 김녕뿐� 아니라� 전반�제주도� 일입주� 계(일이지요).

기건�목는�골총(古塚)을�다�수리허였단�말입니다.�다�수리라고�고,�당�오백�절�
오백은� 다� 뿌수와(부수어)�버리고.� 그러니� 이제는�기이� 뒈며는�나갈� 거� 아닙니까?

120)� 그런데� 구좌읍� 김녕리에서는� 유독� 김녕사굴� 전설의� 주인공이� 무명의� 목사로� 나

타나고� 죽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는� 이� 지역이� 김녕사굴이�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김녕당이� 존재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후술하

도록�한다.�

121)� 정약용,� 『역주� 목민심서』,� 다산연구회�역주,� 임형택� 교열,� 창비,� 2018,� 45-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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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구영신는�포구를�지금�화북�포구를�송구영신는�포구라�허영(해서)�글로(거기로)�
풍선(風船)�허영�탕(타서)�도임(到任)�허여서,�들어올�적에도�그�포구로�들어오곡�나
갈�적에도�글로(거기로)�나가는디.�나가게�뒈는디,�름이�역풍(逆風)이�뒈여가가지고�
멧�(몇� 달)� 동안을�나갈� 수가� 엇어마씀(없었습니다).
나갈�수가�없으니,�그것은�당�오백�절�오백을�부수와노니까,� 당구신(당귀신)�절구신덜

이�복수를�랴고�허여가지고서�못�나가겠구름�해서,�어느�기회를�보아가지고서�죽일랴
고�이렇게�뒈,�원체�이인(異人)이�뒈니까�얼른�잡아�죽이지�못고�있는�쯤에,�이젠�
골총� 구신덜이�나오라가지고(나와서),

“아무� 날� 아무�시랑� 대기헤영(대기해)�있다가� 배� 띄우십서”고.

겨니(그러니),�딱�대기헤여�있단(있다가)�그�날은,�그�날�저녁은�당니�름이�간게�
남풍이� 불거든.

이제는� 배� 타가지고� 가는디� 벨파진(碧波津)�지� 막� 들어가다가� 당구신덜이� 좇아간�
전복젠(전복하려고)�허연(해서)�보니�써(벌써)�상육허여�부렀댄�말이우다.�상육
니� 복수를� 못�여가지고서� 그� 신덜은(神들은)� 다� 돌아오라� 부렀다고(돌아와� 버렸다
고).� 허허허허.

그�때�기건�목가�당�오백�절�오백을�다�뿌수와�부러십주(부수어�버렸읍지오).�골총은�
다� 수리고.
[조사자:�아.]122)

(아)는� 기건의� 고총� 치산� 전설인데,� 기건이�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기건이�

당� 오백� 절� 오백을� 부수었다고� 되어� 있어� 이형상과� 기건이� 혼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건의� 고총� 치산� 전설도� 서련의� 김녕사굴� 전설과� 같이� 이형상이

라는� 인물에게로� 강하게� 경도되어�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고총� 귀신의� 존

재이다.� 고총� 귀신은� 기건이� 무사히� 제주도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출도� 일시

를� 알려준다.� 이형상이� 등장하는� 전설에서도� 고총� 귀신은� 같은� 역할을� 담당한

다.

122)� 『한국구비문학대계』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207-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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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배염굴이�우리�듣기에는�그�때�큰�구렁이가�눠가지고,�그디(거기)�제를�아이(아니)�지

내며는�대풍을�불어가지고,�름(바람)을�불고,�비를�뿌려가지고�곡을(곡식을)�못허
여�먹게�막�맨든다.�이런�밑에서�그러면�그렇게�자�허여서�그�때�멧번�허였다�그�말
이� 잇어�마씀(있습니다).

지내며는�이�놈이�걸�먹고�펜안허였는디�그�때�영천�목옌(永川牧使)라고�던가�어
느� 목가�온� 때에� 걸� 알아가지고� 쏘아� 부렀다고.
쏘았는디,�쏘아�둰(쏘아�두고)�기냥(그대로)�삼문,�제주시�삼문(三門)� 안에�들어가니�
등꽝(등뼈)이�선뜻더라고�는디,�그�때�그�놈의(그�뱀의)�피가�등에가�묻었더라고,�
피가.� 그� 놈의� 피가.

[조사자:�예.]

겨니(그러니),� 그�목가�제주를�떠나가지고�고향을�가젠�니(가려고�하니)� 대풍�불
어서�못가게�늘�니깐,�그�때에�그�어느�구신이(귀신이),�아,�그�목가�오라가지고(와
서)�절�오백�당�오백�다�부수와�불고(부수어�버리고).�제주목로�오라서(와서),�영천
목.� 또� 골총은� 막� 수비허여(수리해)� 줬어.� 골총은� 이거� 사름� 죽은� 골총이니까� 이거�
수비라� 허연(수리해라� 해서).
그�때�잘허여났기�따문에(�때문에)�골총구신이�들어서,�이연(이래서)�구신이,�하늘�옥

황에서�름을�불게�뒈였다고.�대풍을�불어서�배�가는�걸�엎찔른다,�이러니깐�아가건
(밝아가거든)�배를� 떠나시라고.�

그�골총구신이�수�만명이�들어서�그러니까,�‘아,�이렇구나’�허여서�동이�언뜩�터질까�말

까� 허여서�배를� 띄우난(띄우니)�저길�(방금)� 가니� 대풍이� 불더라고.123)

(차)

여러� 반디�해� 놓고�짐녕굴(金寧窟)을� 들어오니� 사굴(蛇窟)에� 떡� 들어왓댄� 말여.� 또�
그와치�거든�말여.
“여기는� 일년의� 처녀�나씩을� 꼭� 제숙을�씁니다.”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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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서는�이제는�가만히�영천�이목가�셍각니�함부로�다�내�목심도�위험직�거
든.� 그러니,� 떡� 들어와서,

“제주� 당� 오벡,� 절� 오벡해서�다� 불질르라.”

이거� 그디서�난� 말이요.

이놈의�섬의다가�당�오벡,�절�오벡�해서�사 죽은�것은�귀신으로�아니�거든�말여.�그
래서�이제는�전부�불질러�소탕시켯어요.�전부�낭(나무)�잇는�놈은�낭�끊어�냉기고�말여.�

당이고� 절이고�전부� 소화(燒火)시킨� 게� 이� 목여.�
(…중략…)

그때에�제주도에�식�읎는�묘는�전부�수리라�멩령햇습니다.�후(後)�읎는�묘.�죽어서�
벌초�안지,�제사�안지�그래서�제주�전도에�당�오벡,�절�오벡�전부�소화시키고�무덤
에�식�읎는� 무덤은� 다르거든요.� 벌초� 안니�말여.� 그래서,
“그� 묘는� 전부�정리해서� 제지내드리라.”
그러니,�그�절에�어떻게�햇느냐�민,�그전�목덜은�어뗏느냐�민�식�읎고,�후�읎
는�사은�제는�전부�국가에서�당신네가�관리해서�국가에서�제를�지내주엇다�니
다,� 제주도에.� 그래서�제주도에�관전(官田)밧이라� 것이�그거요.� 이것은�식�읎고�
후�읎는�람의�밧덜을�국가에서�전부�사서�그�묘를�공동으로�제를�지내주엇다�니
다.�잇날�그러니�어느�집안이던지�후�읎는�것은�관전밧이다,�나라에서�관리니까.�그래
서� 그런�묘를� 전부� 영천�이목가� 수리햇습니다.
수리해서�이젠� 삼년이�지낫지요.�지낫는디�영천�이목 누어자는�집�뒤에�커다란�묘

가�잇엇어요.�후�읎는�묘에.�커다란�묘가�잇어서�것도�당신이�전부�정리�잘해서�벌초�다�

해� 드리고.� 근데� 이젠� 제주도를� 떠날랴�니� 그때에는� 오행(五行)으로만� 제주바다를�
지날랴�민�목심을�걸엇거든요.� 그� 시대에는�게서�이제는�거기를� 때에�그때에�날�

보고� 음양오행(陰陽五行)으로�어느� 날� 떠나고�어느� 날� 실(時를)�다� 보고� 햇거든요.

“목님�떠날려고�민�어느�날�가민�천기(天水)가�좋고�어느�시에�떠나야�무히�완
도(莞島)나� 목포(木浦)에� 도착니다.”
해서� 그� 시� 보는� 오행�보는� 분네가� 잇어서�이제� 목님� 떠날랴� 때에는� 밤의�해시

(亥時)에,�시(子時)에�떠날려고�이렇게�해서�베�준비를�전부고�잇는디�이목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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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엇댄�말여.�이�드는디�이제�고총(古塚)�귀신이�몽(夢)에�와서�영천�이목
안티,

“목님�해시에�떠나십시오.�시에�떠나민�큰일납니다.�이제�여기�당귀신고�절�귀신
이�목님을�죽일랴고�니다.�바당의서�꼭�줄일랴�니다.�지금�뭐�궹장햇습니다.�
니까� 해시에�떠나십시오.”

해시믄� 지금�시간으로� 두시거든요.

“떠나민�추(楸子)�과탈의�름이�조니까,�남풍이�조니까�그저�목포�떠�버리면,�이놈
덜이�시에�떠날� 줄� 알아서�모든� 준비를� 다� 햇습니다.� 당귀신고�절귀신이.”
깨고�보니�꿈이거든�말여.�이젠�부하보고�배�띄우라고.�그래서�이젠�추 과탈을�거쳐�

당도해�보니�이놈의�귀신이�바당의�맨�불떼여.�맨�불떼여.�게서�목라서�죽일려�햇거든
요,� 영천� 이목를.� 그래서� 무히� 떠낫답니다.� 고총귀신덜이� 도운�거지요.
“우리를� 살렷으니� 우리도�이� 어른을� 살려야�다.� 저놈덜�죽이라.”124)

이형상은� (자)에서와� 같이�서련의� 김녕사굴� 전설이�삽입된� 경우에는� 김녕사

굴의�뱀으로부터�혹은� (차)에서와� 같이� 서련의�김녕사굴�전설이�삽입되었더라

도� 서사� 속에서� 신당� 철폐가� 나란히� 등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려� 당� 귀신,�

절� 귀신으로부터� 죽게� 될� 위험에� 처한다.� 이형상이� 이러한� 위험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고총을� 치산한� 덕이다.� (자)에서�

이형상의� 꿈에� 나타난� 고총� 귀신은� 당� 귀신과� 절� 귀신이� 이형상에게� 복수할�

것을� 미리� 알고� 이형상한테� 그� 사실을� 알려준다.� 때로는� 이� 장면이� 고총� 귀신�

대� 당� 귀신,� 절� 귀신� 사이의� 대결로� 그려지기도� 한다.� 옥황상제에게� 당� 귀신,�

절� 귀신이� 이형상을� 죽이겠다는� 등장(等狀)을� 올리자� 뒤이어� 고총� 귀신이� 이
형상의� 무고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그� 결과� 승리는� 고총� 귀신의� 몫이� 된다.�

“골총귀신이� 아매(아마도)� 이겨난� 모냥이라.� 골총귀신이� 이젠� 밤이� 목사에게�

와서,� “곧� 이제� 떠나지� 아니민� 이놈의� 당귀신,� 절귀신이� 나오라서� 당신을�
죽일� 테니� 곧� 떠나야� 니다.”고”125)� 알려주는� 것이다.� 각편에� 따라� 간혹�

124)�-13.
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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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상의� 아들126)� 또는� 부하127)가� 죽거나� 이형상의� 한쪽� 발이� 상하는� 경

우128)는� 있더라도�이형상은�절대�죽지�않는다.� 이는� 이형상이�지닌� 문명화�사

명이라는� 것이� 유교� 문화와� 맞닿아� 있는� 것임을� 확실히� 한다.� 이형상은� 후손

이� 없어� 버려져� 있던� 조상신의� 무덤을� 벌초하고�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고총�

귀신의�도움을�받을�수� 있었던�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형상과� 신당의� 갈등� 구도� 속에서� 고총� 귀신이� 힘을� 실어준�

쪽이� 이긴다는� 사실이다.� 고총� 귀신이� 이형상에게� 출도� 일시를� 알려줌으로써�

김녕사굴의� 뱀이나� 당귀신,� 절귀신은� 이형상에게� 복수하는� 데� 실패한다.� 반면�

고총� 귀신이� 힘을� 실어준� 이형상은� 그렇지� 않았던� 서련과는� 달리� 목숨을� 부

지하는�데� 성공하는�것이다.

정리하면� 이형상의� 신당� 철폐� 사건이� 형상화된� 전설에� 나타나는� 서련의� 김

녕사굴� 전설이나� 기건의� 고총� 치산� 전설은� ‘문명화� 사명’이라는� 하나의� 주제

로� 꿰어진다.� 그리고� 이들� 전설에서� 이형상은� 고총� 귀신의� 도움을� 받아� 무사

히� 육지로� 귀환함으로써� 신당� 철폐라는� 문명화�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시킨

다.� 곧� 유교문화와� 무속문화� 사이의� 대결은� 전자의� 승리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광정당� 말무덤� 전설은� 결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형상의� 하마는�무속문화에�대한�유교문화의� 굴종을�의미하며� 유교문화와�무속

문화�사이의�대결은�후자의�승리로�결론이�난다.

3.3.2.� 신당� 철폐의�은닉과�영속

제주도� 당신본풀이에서� 제주� 목사는� 곧잘�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전설과� 마찬가지로� 몇몇� 당신본풀이에서는� 제주� 목사가� 제주도� 내� 권력의� 위

계질서에서� 신당보다� 하층에� 위치한다는� 인식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예컨대,�

<가시락당본풀이>에서는� “시락당� 용해국� 대부인은/ 은� 밤이� 용연물에
서/태뱃놀이�  때에/지주목신디/뱃고를� 받아먹곡”129)이라고� 구술한다거
126)�-8,�-11,�-13,�-15,�-16,�-21,�-26.
127)�-13.
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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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북본향본풀이>에서는� “옛날� 제주목가/도임여� 들어올� 때,/밸도� 돈지
로/금돈지� 들어와서/배를� 부쪄� 내려와서/제주목가� 해신당이/열명해서� 동안�
앞일/연가맬� 타서� 들어오라/도임했습네다.”130)라고� 구송하고,� <성읍본향본풀

이>에서는� “제주목를�다�지인/영급 당이우다.”131)라고�언급하고�있는�

것이다.� 즉� 제주� 목사는� 당신한테� 뱃고사를� 올리거나,� 혹은� 부임하면� 신당에�

절부터� 하거나� 종국에는� 신당이� 제주� 목사직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다고� 이야

기되는� 것이다.� 이는� 위세가� 대단했던� <광양당본풀이>도� 마찬가지여서� “지주

목가� 오민/이� 당이� 선신을� 몬저�곡.”132)이라고� 구술하기도� 한다.� 곧� 제주�
목사가� 부임하면� 광양당에� 인사를� 먼저� 드려야� 했다는� 뜻이다.� <토산알당본풀

이>에서는� 이것이� 좀� 더� 명징하게� 나타나는데,� “나조목는/삼년� 중 면�
그만이고,/신당한집은�누백년”133)이라고�이야기된다.� 나주� 목사가� 언급되고�있

지만� <토산알당본풀이>는� 나주� 목사이건� 제주� 목사이건� 간에� 결국� 목사의� 권

력은�한시적인�것이며�신당의�권력은�영구적인�것임을�천명한다.

이쯤에서� <광정당본풀이>의� 다음� 구절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광정당본풀

이>의� 전반부에서는� “가는� 손님� 오는� 손님/발이나� 절뢍� 얻어먹으라.”134)라
고� 하던� 것이� 후반부로� 가면� “원임�또를� 출행 때라도/앞� 발� 절루는� 행실

을� 말라./가인� 인민에게� 발만� 절뢍/얻어먹어라.”135)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설에서� “길� 가는� 사람마다”136),�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면”137)이라고� 적시함으로써� 광정당� 앞을� 지나는� 누구라도� 하마하고� 절을� 해

야� 한다면서� 그� 예외를� 두지� 않았던� 것과� 대조된다.� ‘원임� 사또’로� 대표되는�

공권력에� 한해서만� 유보적인� 자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제주� 목사

가� 포함되었을� 것임은� 당연하다.� 전설은� 이형상의� 패배를� 공식화했지만� 당신

본풀이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러한� <광정당본풀이>의� 내용은� 실

129)� 진성기,� 앞의� 책,� 330면.

130)� 진성기,� 위의� 책,� 334-335면.

131)� 진성기,� 위의�책,� 458-459면.

132)� 진성기,� 위의� 책,� 323-324면.

133)�-2.
134)� 진성기,� 앞의� 책,� 529면.

135)� 진성기,� 위의� 책,� 530면.

136)�-1.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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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형상이� 광양당에서� 기도하던� 풍습을�금지시키고�차례로� 신당을�철폐해나

간� 것과� 관련하여� 당신본풀이� 내부에서� 일정� 부분� 조정을� 거친� 결과일� 수� 있

다.� 이형상의�신당�철폐가�휩쓸고�간�뒤�남은�상흔일�수�있는�것이다.

그� 외� 당신본풀이에서는� 제주도� 내� 권력의� 위계질서에서� 제주� 목사의� 권력

이� 신당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주� 목사와� 힘겨루기를� 하는� 고

성목이� 등장하는� <고성목당본풀이>에서는� 고성목이� 과도한� 진상� 요구를� 하는�

제주� 목사를� 피해� 인간� 세상을� 하직하고� 있다.� 이러한� 고성목은� 결국� 당신이�

되는� 것이나� 이� 당신본풀이에서는� 이미� 현실� 세계에서� 제주� 목사의� 권력이�

신당의�권력을�압도하고�있었음을�적시한다.�

이상의� 당신본풀이�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주� 목사는� 바로� 이형상이

다.� 이형상이� 등장하는� 당신본풀이는� 대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째는�

이형상의�신당�철폐�사건이�간략하게�언급되는�경우이다.�

(가)� 엿날� 엿적이

개판도업 후로

제주� 섬중에

당� 오백�절� 오백이� 시연

영청� 이목가
이� 당들을�다� 부시였는디,

이� 죽성당은

영청� 이목도�못부신
당이라.138)

(나)� 옛날� 영청� 이목 시절에

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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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오백�절� 오백� 부수완

미럭보살이� 꺼꾸라져시난

과양� 사는�이칩이서가

당설립했수다.139)

(다)� 영천� 이목 시대에

절� 오백�당� 오백을

소화시겨,

민간� 사름들이

위해보질� 못했수다.140)

이형상의� 신당� 철폐� 사건이� 간략하게� 언급되는� 당신본풀이는� 대개� 두� 가지

로� 정리된다.� 첫째는� (가)와� 같이� 이형상의� 신당� 철폐� 사건을� 당의� 영험함을�

증명하는� 기제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가)는� <죽성당본풀이>로� 이형상이� 당�

오백과� 절� 오백을� 다� 부수었으나� 이� 신당만큼은� 이형상도� 부수지� 못했었다고�

언명하고� 있다.� 둘째는� (나),� (다)와� 같이� 이형상의� 신당� 철폐� 사건� 당시� 신

당이�부수어졌다고� 이야기하면서�그럼에도�이� 신당이�다시� 세워졌음을� 강조하

는� 경우이다.� (나)는� <미럭당본풀이>로� 이형상이� 당� 오백,� 절� 오백을� 부술� 당

시� 이� 당의� 미륵보살이� 거꾸러져� 있었으나� 제주시� 광양동에� 사는� 이씨� 집안

에서� 이� 신당을� 다시� 설립했다고� 말하고� 있다.� (다)는� <남당머리본풀이>인데�

이형상이� 당� 오백,� 절� 오백에� 불을� 질러서� 민간� 사람들은� 이� 신당을� 위하지�

못했었다고� 이야기한다.� 중요한� 것은� 이� 신당이� 재설립되면서� 이러한� 내력을�

읊는� 당신본풀이가� 다시� 구송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당신본풀이는�

이형상의� 신당� 철폐� 사건을� 간략히� 언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해당� 신당이�

139)�-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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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건재하고�있다는�사실을�과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형상이� 등장하는� 당신본풀이의� 둘째� 유형은� 이형상의� 신당� 철폐� 사건이�

형상화된� 전설과� 그� 서사를� 대체로� 공유하면서� 장편화된� 경우이다.� 여기에는�

일종의� 역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전설과� 내용이� 같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이들� 본풀이에서는� 이형상의� 신당� 철폐� 사건의�

맥락이�등장하지�않는다는�것이다.�

(라)�

이� 고을에�굴당이라.

영청� 이목 시절에

이인지숙을�여가니
그� 원통고�청원
생각은� 말 수가� 엇고.

당굿날이� 당여
제상앞에� 이인지숙을

떡게� 디아,
“뭣이� 먹느냐?”고�민,
“배염이� 먹었다.”

영청� 이� 목가� 생각을�니
“이제� 무녀� 불러다가

굿을� 쳐라.

이런� 인지숙�받는� 귀신의

얼굴을� 보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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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녀가� 오라

두일뢰� 열나흘�굿을� 쳐가니,

배염이� 나오라.

 아궁인�천앙에� 붙이고,

 아궁인�지앙에� 붙이고,

아구릴� 딱� 벌리고� 나오라.

그러니

“몸땡일� 반드시� 배와라.”�난
이제는� 몸땡이가�나오게

되어,� 그러니

“불� 잘� 놓는�거제들,

활� 잘� 쏘는� 거제들,

모두� 모다들라.”�여,
그� 배염을�죽였구나.

이젠� 그� 조애로

당귀신� 절귀신으로�신

등불화초가� 번성여,
영청� 이목 죽이자고�니,
골총귀신으로� 신

피충귀신이� 나타나고

영청� 이목신디,
“옵서,� 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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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귀신� 절귀신으로�신

등불화초가� 당신을�금방� 죽일랴고

네다.
 이제�밸도� 수진개로

터납서.”�연,
영청� 이목가
배를� 타고�물를� 넘어니,
등불화초가� 그지�아가서
시� 이목 죽였어.141)

(마)�영청� 이목가/제주도에� 도임여�들어오라/
팽복으로�려가지고/제주일주를�여,/
그� 때는�사름� 묻은� 골총이/산담도�헷싸지고,/

산도� 쇠가� 파불고�디,/제주성내�들어와서/
사출을� 정여�앚아두서,/대정원,� 정의원,� 모관원에/통지여,/
“산담� 헐고� 파진�걸/잘� 수리여� 놓라”고� 때,/

“짐녕� 괴뇌깃당이/처녀�나씩�받나”는/소문을�듣고,/
이목가� “강� 보겠다”고�여/짐녕�괴뇌깃당엘� 간� 보니,/
귀신이� 없어,/“어느�게� 귀신이냐?니,/
“심방�아당� 굿을�치민/귀신이� 눈에� 뵙네다”여/
심방을�아단/굿을�쳐가니/큰큰 배염이/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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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맹이만� 미죽이�내아,/이목가� 말을�되,/
“배염이� 그� 상석에/올라�앚도록/굿을� 더� 잘� 치라”여,/
굿을� 치여가니/배염이�석상데레/막� 올라앚아,/

이젠� 총� 잘� 쏘는� 포술�불러,/총으로� 배염을� 쏘아�죽여,/

영청� 이목가�성낼� 들어오라./그날처녁�을�자는디/
꿈에� 백발노장이�들어오라,/“당신� 영천� 고을로/

당작� 돌아가지�아녀민/귀신이� 들어� 죽읍네다.”니,/
그제는� 배� 잘� 타는/박동지� 영감광/짐동지�영감을� 불러,/

“너� 배를� 잘� 타지느냐?”고/물었더니,/

“그자� 칫장이나/좀� 잡을�줄� 앎네다.”/

“건� 늴날랑� 영천골로/날� 식거다� 도라.”여,/
뒷녁날은� 배를�타고� 다는디,/상고지가� 배뒤에/

짝� 조차서고,/그냥�영천골로� 들어가� 보니,/
그� 신령이/영천�이목 죽이지� 못니/
고양에� 아들�나� 신� 걸/써�죽연� 이섰다./
영천� 이목 짐동지� 박동지�라/는�말이,/
“너� 뭣으로� 공을/갚아주민�좋겠느냐?”/

“무곡이나�배� 내여줍서./제주�가서� 굶는� 백성에/
환상을� 태우쿠다.”니,/그젠�이목가/박동지� 짐동지신디,/
동지� 배실을�내여주고/남인� 창고� 김인�창고에/가서/

무곡�배를�내여주니,/식거� 아져� 오다가,/
먼�르를�건당니/배에� 물집이�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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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수북수북�라앚아� 가니/짐동지광� 박동지는/
옥항에� 축술�기를,/“우린� 아뭇죄도� 엇습네다./
우린� 무곡�쳐당/환상빗에� 굶는� 백성을/

테울랴고� 식겅�옵네다./살려줍서.”/여가니,/
배에� 깃대고고리로/큰�구렝이가�려오라./
그� 물집�터진� 디를/핑�게�려져서,/
배가� 웃끗게�물웃테레/올라오라,/
한딜� 당여,/듬북개레�배를� 대여/
리판� 놔서/인부�빌어� 무곡을� 푸니,/
그� 때에�옥항이서�려와/물집� 막을�큰� 구렝이신디/
짐동지� 부인이�가서,/“내게� 태운� 조상이건/나의�치매레� 기여듭서”연,/
치매통을� 받으난/구렝이가�치매레� 기여들언/려지니,/
이젠� 짐동지�부인이/집으로� 가� 모샀단/갯 두리빌레로� 간� 모시니,/

영등 초를날은/두리빌레로�려가고,/
일천� 어부에�뱃노래/듣기� 위고/일천�수에�숨비기소리/
듣기� 위연/갯딜로�려가니,/글로� 간/
초를� 보름/만민손에�상을� 받고,/동짓 초를날/
른밭딜로� 오라/초를�보름� 상을� 받읍네다./
제일,� 매월� 1일,� 15일,/11월� 1일,� 15일.142)

(라)는� 구좌면� 김녕리에서� 채록된� <김녕당본풀이>이며� (마)는� 제주시� 외도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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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서� 채록된� <두리빌렛당본풀이>이다.� 이� 두� 본풀이는� 이형상의� 신당� 철폐�

사건이� 등장하는� 전설과� 김녕사굴의� 처녀공희,� 당� 귀신,� 절� 귀신과� 고총� 귀신�

사이의� 대결� 등� 여러� 화소를� 대체로�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전설과� 달리� ‘이

형상이� 절� 오백� 당� 오백을� 파괴했다.’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라),� (마)�

각각의�서사를�세밀히�들여다보면�각각의�차별점이�더� 확인된다.�

먼저� (라)는� 김녕사굴이� 위치하는� 구좌면� 김녕리에서� 채록된� 당신본풀이로�

서사� 역시� 김녕사굴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형상이� 김녕사굴

의� 뱀을� 죽이자� 전설에는� 등장하지� 않던� 등불화초라는� 새로운� 귀신이� 등장한

다.� “당귀신� 절귀신으로� 신/등불화초가� 번성여,/영청� 이목 죽이자고� ”
는� 것이다.� 여기서� 등불화초가� 정확히�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목할� 것은� 이형상의� 조화,� 곧� 뱀� 축출로� 인해� 이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점

이다.� 본풀이에서는� 이형상이� 그� 스스로� 자신의� 화를� 자초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번성한� 등불화초가� 결국� 이형상을� 죽이는� 데� 성공하기� 때문이다.� 이렇

게� 보면� 등불화초는� 복수의� 화신으로� 전설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던� 복수를� 이�

당신본풀이에서�달성하고�있는�것이다.

물론� 고총� 귀신이� 이형상에게� 제주도를� 떠나야� 한다고� 일러� 주지만� 등불화

초의� 번성� 앞에서� 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영청� 이목가/배를� 타고� 물를�
넘어니,/등불화초가� 그지� 아가서/시� 이목 죽”이는� 것이다.� 전설에

서� 당� 귀신,� 절� 귀신은� 제주도를� 벗어나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러나�

당신본풀이에서� 등불화초로� 명명되는� 당� 귀신,� 절� 귀신은� 바다에까지� 그� 힘이�

미친다.� 이때� 고총� 귀신이� 자손이나�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버려진� 무덤이라는�

의미의� 제주� 방언인� ‘피총� 귀신’으로도� 불린다는� 점은� 흥미롭다.� 전설에� 비해�

<김녕당본풀이>에서�고총�귀신의�위력은�현저히�약화되어�있는�것이다.

반면� (마)에서는� 이형상의� 고총� 치산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 그

러한� 연유인지� (라)에서� 고총� 귀신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던� 것과� 달리�

(마)에서� 고총� 귀신인� 백발� 노장은� 이형상이� 제주도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본풀이에서는� 박동지� 영감

과� 김동지� 영감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출현한다.� 이형상은� 고총� 귀신의� 이야기

를� 듣고� 다음� 날� 박동지� 영감과� 김동지� 영감에게� 자신을� 영천골까지� 배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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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다�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이는� (라)와� 마찬가지로� 고총� 귀신의� 위력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총� 귀신의� 조력만으로는� 한계

가� 있는� 것이다.� 배가� 영천골로� 가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무지개가� 배� 뒤를� 따

라붙는다.� 이� 역시� 전설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무지개는� 당� 귀신,� 절�

귀신으로부터�이형상을�보호하는�일종의�장치로� (라)에서와�달리� (마)에서�이

형상은� 바로� 이� 무지개로� 인해� 간신히� 죽음을� 모면한다고� 볼� 수� 있다.� <김녕

당본풀이>와� 마찬가지로� <두리빌렛당본풀이>에서도� 이형상이� 제주도를� 탈출하

는�과정은�그리�순탄치�못한�것으로�나타나고�있는�것이다.

주목할� 것은� <두리빌렛당본풀이>에서� 이형상�귀환� 이후의�서사를� 써� 내려가

고� 있다는� 점이다.� 이� 본풀이가� 두리빌렛당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에� 대

해� 언술하고� 있는� 당신본풀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박동지� 영감과�

김동지� 영감은� 이형상을� 영천골까지� 데려다준� 대신� 이형상으로부터� 무곡(貿
穀)을� 실은� 배� 한� 척과� 동지라는� 벼슬을� 얻는다.� 이들이� 얻는� 곡식이� 무곡이
라는� 점은� 특히� 눈길을� 끈다.� 무곡은� 이익을� 보려고� 몰아서� 사들이는� 곡식� 혹

은� 장사를� 하려고� 많이� 사들이는� 곡식을� 말한다.� 박동지� 영감과� 김동지� 영감

은� 이형상에게� 이� 무곡을� 제주도의� 굶는�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청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무곡이나�배� 내여줍서./제주� 가서� 굶는� 백성에/환상
을� 태우쿠다.”�그러나�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는� 실은� 이형

상� 그리고� 박동지� 영감과� 김동지� 영감�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는�것일�수�있기�때문이다.�

무곡을�실은�배가�제주도로�가던�도중�구멍이�나� 가라앉기�시작하자�박동지�

영감과� 김동지� 영감은� “우린� 아뭇죄도� 엇습네다./우린� 무곡� 쳐당/환상빗에� 굶

는� 백성을/테울랴고� 식겅� 옵네다./살려줍서.”라고� 외치는데,� 이들이� 스스로�

‘죄’로� 간주될� 수� 있을� 만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

요하다.� 이때� ‘죄’라는� 것이� “무언가를� 전달하는� 말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것을� 방어하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게� 하는� 터부의� 단어”143)라는� 점을� 감안

한다면,� 여기에는� 무엇인가� 은폐되고� 엄호되고� 있는� 것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곧� 무곡과� 벼슬이� 거래의� 결과물이� 아니었다면� 박동지� 영감과� 김동지�

143)� 알라이다� 아스만,� 앞의� 책,� 4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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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이� 이렇게까지� 죄의식을� 느끼지는� 않았을� 터이다.� 그들의� 추측대로� 침수

의� 배후에는� 뱀이� 있었고� 그들이� 죄를� 고백하자� 뱀은� 배에� 난� 구멍을� 몸으로�

감아�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는다.� <두리빌렛당본풀이>의� 후반부는� 박동지� 영

감과�김동지�영감의�뉘우침�그리고�뱀신의�용서로�요약될�수� 있다.

이형상의� 《남환박물》에서� 신당� 철폐를� 주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제주도� 토

착민들이다.� 곧� 이형상이� 베푼� 경제적,� 정치적� 혜택에� 감명을� 받은� 제주도� 토

착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신당을� 철폐하겠다고� 선언하고� 그� 다음� 날부터�

제주도� 토착민들에� 의해� 신당이� 차례로� 부수어진� 것이다.� “...은혜가� 이미� 이

에� 이르렀으니� 정성으로� 스스로� 감격하여� 백성들이� 또한� 서로�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지금부터는� 비로소� 서로� 금하겠습니다.� 그� 음사� 같은� 것은� 각각� 헐

어서� 치워버려� 그� 은혜를� 머금고� 그� 덕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려고� 합

니다.”144)� 이를� 문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두리빌렛당본풀이>

에서� 이형상의� 탈출을� 돕고� 그� 대가로� 무곡과� 벼슬을� 얻은� 박동지� 영감과� 김

동지� 영감처럼� 이형상의� 권력에� 영합하여� 이익을� 보던� 세력들이� 존재했을� 것

은� 확실하다.� <두리빌렛당본풀이>에서는� 그것이� 이형상의� 탈출을� 돕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신당� 철폐에까지� 개입했을지도� 모른다.� <두리빌렛

당본풀이>는� 이형상의� 귀환� 이후� 그러한� 세력들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보여준

다.

배가� 제주도에� 도착하자� 김동지� 부인은� 뱀에게� 가서� “내게� 테운� 조상이건/

나의� 치매레� 기여듭서”라고� 말한다.� 배가� 치마로� 기어드니� 김동지� 부인은� 이�

뱀신을� 두리빌레에� 모신다.� 이것이� 두리빌렛당의� 유래이다.� 여기서� 뱀이� 죽지�

144)� 이형상,� 앞의� 책,� 118-119면.� 마치다� 타카시는� 이형상의� 《남환박물》에서� 신당�

철폐가� 토착� 세력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렇게� 살펴보면� ‘이형상의� 음사� 혁파’로� 기억되는� 이� 역사적� 사건이� 갖는� 연극

적� 장치(spectacle)의� 성격을� 알게� 된다.� 온� 섬의� 관인� 수백� 명이� 모여서� 목사와�

조정에� 복종을� 맹세하고� 하루� 만에� 삼읍의� 모든� 신당과� 사찰이� 없어지는� 전개에서

는� 그� 모든� 장면이� 목사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획된� 데먼스트레이션인� 측면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주도한� 또� 하나의� 존재가� 부각된다.� 그것이�

바로� ‘중심’의� 시선을� 내면화한� 현지� 사람들이며� 육지� 권력과� 제주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 위치하는� 이중적이고� 중간적인� 사람들이다.� 이� 사건의� 경우� 그� 존재는� 임

금에게� 배례하면서� 신당� 파괴를� 실행했던� ‘향품문무’� 즉� 현지� 관인과� 토착지배세

력을�상정할�수� 있다.”� 마치다�타카시,� 앞의�논문,�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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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전설에서� 이형상은� 뱀을� 베어� 죽인� 후� 그� 몸이� 다

시� 붙지� 못하도록� 재를� 뿌린다.� 반면� 본풀이에서� 이형상은� “이젠� 총� 잘� 쏘는�

포술� 불러,/총으로� 배염을� 쏘아� 죽”이는� 것에� 그친다.� 결국� 뱀은� 이형상의� 미

진한� 마무리로� 인해� 되살아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형상은� 제주도를� 벗어

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신당에� 패배한� 것이다.� 정확히� 이형상

이� 육지에� 도착한� 이후� 이� 모든� 일은� 벌어진다.� 뱀은� 다시� 살아났으며� 이형상

을� 부조했던� 세력은� 그에� 대한� 죄과를� 고백하고� 뱀을� 다시� 두리빌레에서� 신

으로� 모신다.� <두리빌렛당본풀이>는� 이형상이� 제주도에서� 사라진� 다음� 모든�

것이� 원상복구� 되었음을� 언술하고� 있다.� <토산당본풀이>에서� 천명했던� 것처럼�

또� 《남환박물》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목사의� 권력은� 한시적인� 것이나,� 신당의�

권력은�영속적인�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김녕당본풀이>와� <두리빌렛당본풀이>에서� 신당� 철폐가�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눈길을� 끈다.� 당신본풀이의� 선택적� 구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라)에서� 당� 귀신과� 절� 귀신은� 신당� 철폐라

는� 사건� 없이도� 김녕사굴� 뱀이� 축출되자� 등불화초로� 규합한다.� (마)에서� 이형

상과� 대적하는� 것은� 김녕사굴� 뱀만으로� 충분하다.� 되살아난� 뱀은� 다시� 신이�

된다.

(바)� 옛날엔� 당집을� 짓언

할마님을� 모샀는디,

영천� 이목 시절에

불지더부난

그� 죄로�삼사건도
터지였수다.145)

(바)에서는� 이형상이� 당집에� 불을� 지른� 죄로� 제주� 4.3사건이� 발생하였다고�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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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하고� 있다.� 이렇듯� 이형상의� ‘죄’는� 당신본풀이에� 박제되어� 제주도에� 근

현대사의�비극을�안긴�것으로�언술된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점에� 주목할� 때� 김녕사굴� 처녀공희의� 희생

양이었던� 여성들은� 어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한� 맥락에서�

<김녕당본풀이>에서� “영청� 이목 시절에/이인지숙을� 여가니/그� 원통고�
청원/생각은� 말 수가� 엇”었다고� 말하는� 목소리는� 의미심장하다.� <김녕당

본풀이>는� 분명� 이형상� 귀환� 이후에� 만들어진� 기억서사일� 터이다.� 이는� 김녕

사굴� 처녀공희가� 이후로도� 한동안은�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원통하고�

청원한� 생각을� 말할� 수� 없었던� 이들은� 바로� 김녕사굴� 처녀공희의� 희생양이었

던�여성들이었을�가능성이�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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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신축년�난리에�대한�기억들

3.4.1.� 법의� 증발과�영웅화된�이재수

신축년�난리는�불리는�명칭이�다양한�만큼�그� 성격�또한�연구사적으로�다양

하게�규정되어�왔다.146)� 이는� 크게�천주교의�입장에서�이를�일종의� 천주교�박

해� 사건으로� 파악하는� 시각과�역사학의� 입장에서� 제주도민의� 민란으로� 파악하

는� 시각으로� 구분되는� 가운데,� 후자는� 민란의� 시발점이� 조세� 저항에� 있음을�

지적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민란의� 성격� 자체를� 국가의� 봉건주의에� 반대하는�

반봉건주의운동,� 또는� 프랑스의�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반제국주의운동으로까지�

의미화하였다.� 이들� 연구는� 신축년� 난리를� 촉발한� 주원인을� 무엇으로� 볼� 것인

가에� 대한� 뚜렷한� 시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그� 원인이� 봉세

관� 강봉헌으로� 인한� 세폐,� 또� 그에� 연합한� 일부� 천주교도의� 교폐에� 있다는� 데

에� 동의하고� 있다.147)� 그런데� 이들� 연구에서� 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은� 뮈텔� 주교의� 문서와� 김윤식의� 《속음청사》와� 같은� 문헌� 자료와� 이를� 바탕

으로� 한� 소설·영화� 등의� 2차� 창작물이다.148)� 정작� 신축년� 난리와� 관련한� 전

146)� “이재수난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민중운동은� (…중략…)�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교난으로서,� 민난으로서,� 혹은� 의병운동으로서� 그� 성격이� 규정되어� 왔다.”� 강창일,�

「1901年의�濟州島民 抗爭에� 대하여-韓末 天主敎의�性格과� 관련하여-」,� 『제주도
사연구』1,� 제주도사연구회,� 1991,� 91면.� 박재영에� 따르면� 이제� 제주도에서� ‘이재수

의� 난’이라는� 명칭은� 더� 이상� 쓰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난’이� 내포하는� 부정적�

의미� 때문이다.� 따라서� 대신� ‘1901년� 제주항쟁’� 또는� ‘신축제주항쟁’이라고� 불린

다고� 한다.� 박재영,� 「전통사회와� 외래종교의� 문화충돌-‘이재수의� 난’을� 중심으로」,�

『경주사학』13,� 경주사학회,� 2013,� 152면.� 실제로� 1901년� 제주항쟁� 기념사업회는�

『신축제주항쟁자료집』Ⅰ(각,� 2003)을� 펴낸� 바� 있다.

147)� 천주교� 측에서는� 물론� 봉세관� 강봉헌과� 천주교도� 사이의� 결탁을� 극히� 일부의�

사례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신축년� 난리의� 주요� 원인은� 봉세관의� 세폐에� 있으며�

채구석을� 비롯한� 상무사� 구성원들이� 천주교에� 대해� 의도적인� 공격을� 가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박찬식,� 「한말� 천주교회의� 제주교안� 인식-『뮈텔문서』를� 중심으로

-」,� 『한국민족운동사연구』1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8,� 188-190면.

148)� 김양식,� 「1901년� 제주민란의� 재검토」,� 『제주도연구』6,� 제주학회,� 1989,� 126면.�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김양식은� 주로� 이용된� 자료들이� 천주교� 측의� 자료와� 김윤식

의� 《속음청사》� 그리고� 지방관들의� 보고에� 기초한� 《황성신문》,� 《관보》� 등에� 치중되

어�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1981년부터� 1982년까지� 월간잡지� 《마당》에� 연재되다가� 1983년� 단행본으로� 출판

된� 현기영의�장편소설� 『변방에� 우짖는�새』와� 관련한�논문들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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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본풀이� 등이� 주� 연구대상으로� 다루어진� 적은� 허남춘의� 연구가� 유일하

다.149)� 이에� 본고에서는� 신축년� 난리와� 관련한� 전설과� 본풀이에� 집중하여� 이

러한�자료들이�형상화하고�있는�기억이�무엇인지�고찰해보고자�한다.

신축년� 난리� 관련� 전설은� 대개의� 각편이� 난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그� 진행�

과정� 그리고� 결과를� 충실히� 구술하고� 있다.� 물론� 일부� 결을� 달리하는� 각편도�

있지만� 그러한� 각편은� 매우� 소수로,� 대부분의� 각편이� 같은� 내용을� 전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신축년� 난리와� 관련하여� 전승주체는� 나름의� 공통

된�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터이다.� 『제주도신축년교난사』에서�

언급된바,� 천주교의� 입장에서� 볼� 때� 설령� 그것이� “그� 당시� 보고자들의� 감정적

인� 전달� 내용� 및� 왜곡되고� 편향적인� 보고서� 작성� 등에서� 빚어진� 좀� 지나친�

사료적인� 오기� 때문에,�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점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현재에� 있어서도� 제주도민들간의� 사실과� 상이한� 인식� 때

문에� 생기는� 오류”150)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더욱이� “지금도� 제주도� 민간인들

은� 이재수를� 영웅시� 하고� 있다”151)라는� 『제주도신축년교난사』의� 지적에서도�

김영화,� 「제주� 역사와� 문학」,� 『탐라문화』1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1-17면.

김수미,� 「『변방에� 우짖는� 새』에� 나타난� 민중의� 기억」,� 『인문학연구』14,�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53-86면.

홍기돈,� 「근대� 이행기� 민족국가의� 변동과� 호모� 사케르의� 공간-현기영의� «변방에�

우짖는� 새»,� «바람� 타는� 섬»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64,� 한국언어문화

학회,� 2017,� 239-261면.

1999년� 영화� <이재수의�난>이�개봉한� 이후로� 다음과�같은�논문들이�제출되었다.

박찬식,� 「<이재수의�난>� :� 사실성과� 상징성� 사이의� 표류」,� 『역사비평』48,� 역사비평

사,� 1999,� 373-385면.

조인숙,� 「역사의� 영화적�복원」,� 『영화연구』15,� 한국영화학회,� 1999,� 337-357면.�

박재영,� 「전통� 종교와� 외래종교의� 문화충돌」,� 『경주사학』36,� 경주사학회,� 2013,�

135-156면.

박규현,� 「영화를� 통해� 역사로� 가기,� 그리고� 계속적인� 글쓰기의� 의무:� ‘이재수의�

난’� 사례를�중심으로」,� 『비교문학』74,� 한국비교문학회,� 2018,� 93-122면.

149)� 허남춘은� 이재수와� 관련한� 설화뿐� 아니라� 그의� 실기와� 그를� 소재로� 한� 소설� 등

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는데,� 특히� 관련� 설화에� 관의� 입장,� 민의� 입장,� 천주교도의�

입장� 등� 각각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나타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다만� 앞

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풀이는� 논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허남춘,� 「설화·

전·소설에� 수용된� 제주� 민중항쟁과� 이재수」,� 『반교어문연구』14,� 반교어문학회,�

2002,� 101면.

150)� 김옥희,� 『제주도신축년교난사』,� 태화출판사,� 198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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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시피� 신축년� 난리� 관련� 전설의� 중심에는� 명백하게� ‘영웅� 이재수’

에� 관한� 지배적� 기억이� 있다.� 이때� 신축년� 난리를� 이끈� 장두가� 여럿이었음에

도� 하필이면� 왜� 신축년� 난리가� ‘이재수의� 난’으로� 기억되는가에� 대해서는� 먼

저� 해명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추

궁해보기로� 한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각편이� ‘영웅� 이재수’에� 대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배적� 기억을� 뚫고� 나오는� 균열의� 목소리� 역시�

미미하게나마�존재한다는�점에�주목해보려�한다.�

대부분의� 각편에서� 신축년� 난리가� 일어나게� 된� 계기로� 천주교도의� 패악� 행

위를� 들고� 있다는� 점은� 유념할� 만하다.� 이는� 앞서� 언급한바� 여러� 연구에서� 신

축년� 난리의� 시발점을� 세폐와� 교폐로� 본� 것과� 비교해볼� 때� 특징적인� 부분이

라고� 할� 수� 있다.152)� 1901년� 5월� 5,� 6일� 경� 처음� 열린� 대정군민의� 민회에서�

거론된� 것은� 바로� 정소(呈訴)를� 통한� ‘세폐’의� 혁파였다.� 이는� 5월� 9일� 대정
군수� 채구석이� 대정군민에게� 민회의� 원인을� 물었을� 때� 역시� 대정군민이� 주로�

‘세폐’를� 그� 원인으로� 답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일부� 천주교도의� 교폐는�

그� 당시의� 시점까지는� 부차적인� 문제였던� 것이다.153)� 그러나� 대부분의� 전설�

각편에서는�신축년� 난리의�시발점으로�일부�천주교도의� ‘교폐’를� 언급하고�있

151)� 김옥희,� 위의�책,� 56면.

152)� 이� 가운데� 천주교에서는� 세폐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으며,� 역사학에서는� 초기

에� 세폐� 척결에� 집중되던� 것이� 천주교도에� 의해� 민간인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

면서� 교폐� 척결로� 운동의� 구심점이�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주교안의� 원

인으로는� 주로� 봉세관의� 세폐와� 천주교회의� 교폐가� 지적되어� 왔다.� 비교회측� 자료

에는� 두� 가지� 원인� 가운데� 주로� 교폐가� 부각되어� 있다.� 특히� 제주도내� 유림들이나�

향토사학자들은� 제주교안을� ‘천주교란’으로� 규정할� 정도로� 반천주교적� 입장을� 강

하게� 보이고� 있다.”� 박찬식,� 앞의�논문,� 1998,� 184면.

153)� 김양식,� 앞의� 논문,� 138-140면.�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신축년� 난리는� 대정에서

부터� 발발한다.� 기실� 천주교� 제주교구는� 1899년� 4월� 22일� 페네� 신부와� 김원영� 신

부를� 파견하여�제주� 읍내에� 제주본당을�설립하도록�한다.� 교세의� 증가로� 1900년� 6

월� 12일� 정의군을�분리하여�김원영� 신부가� 현� 서귀포시�서홍동의�한논본당�설립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인근� 대정군민과의�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한논본당� 설

립� 이전부터� 대정군민� 가운데� 이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소� 역·편,� 『신축교안과� 제주�

천주교회』,� 천주교� 제주교구,� 1997,� 8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기� 등소� 운동에서�

주로� 제기된� 것은� ‘세폐’의� 혁파였는데� 이후� 이를� 둘러싸고� 일부� 천주교도와� 대정

군민이� 무력적으로� 충돌하게� 되면서� 공적은� 봉세관� 강봉헌에서� 천주교도로� 변화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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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곧� 천주교도가� “쇠도� 이꺼당� 잡아먹어불곡/도� 심어당� 잡아먹어불곡
”154),� “민간� 백성중에� 예쁜� 부인을� 보면� 함부러� 잡아다가� 강탈을� 하고� 또� 제�

선존가� 팔아버린� 사유제산을� 다시� 제� 마음데로� 헐값으로� 빼앗기는� 것� 등”155),�

“제사상을� 뒤엎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마귀� 숭배라”156)하며� “심지어는� 민간

에� 대해�저� 살해까지� 감행”157)하였다고� 구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천주교

도의� 교폐가� “무법천지(無法天地)”158)를� 방불케�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실� 백성들이/관가에� 원정을� 드려도/관이서도� 손을� 못
썬/성교팬� 떼짓엉� 울러� 강/ 것도� 아니였젱� 우기곡/아니 것도� 였젱�
배기곡/멍/관장� 알� 길� 이넉집� 장남� 부리� 듯/였쑤다./게나제나/성교패들이�
오만� 못 짓을/ 여� 두엉/성당드레만� 들어가불민/무고사탈”159)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제주도가� 천주교도에� 의해� 그� 어떤� 범법행위가� 저질러져도�

그것이� 처벌받지� 않는� 아노미� 상태였음을� 드러낸다.� 우리는� 여기서� ‘법’의� 문

제가�대두됨을�알�수�있다.

1886년� 6월� 조선과� 프랑스가� 체결한� 한불수호통상조약과� 1899년� 3월� 체결

한� 교민조약에� 담긴� 몇몇� 조항은� 1901년� 제주도에� 나타날� 일련의� 사태를� 예

고하는� 것이었다.� 이� 두� 조약은� 이전에� 조선이� 구미제국과� 체결했던� 조약과�

달리�치외법권�및� 영사재판권을�외교관뿐�아니라� 선교사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또� 천주교� 성당이� 교인의� 일반행위에까지� 간섭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내포하고� 있었다.160)� 따라서� 일부� 각편에서� 선교사는� 도민에

게� ‘자유’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전도를� 하는데� 이때� ‘자유’라는� 것은� 곧� 법

적�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말하는�것으로�볼� 수� 있다.

154)�-3.
155)�-4.
156)�-16.
157)�-4.
158)�-10.� 이러한� 표현은� 1900년� 8월� 제주민이� 올린� 천주교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올린� 등장초에서도� 발견된다.� “무릇� 어리석은� 남녀들이� 설혹� 언어가� 천박하고� 지

나치더라도� 관에� 고해� 정치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거늘,� 법정에서� 다스리지� 않고�

사옥을� 설치하여� 평민들을� 얽어� 매거나� 날조하여� 양곡을� 침탈하고� 돈을� 마음대로�

징수하니� 가히� 무법� 천지입니다.”�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한국

교회사연구소�역·편,� 앞의�책, 25면.
159)�-3.
160)� 강창일,� 앞의� 논문,� 136-1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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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899년� 제주도에�들어온� 선교사들이� 일부�도민들에게]

“우리� 교(敎)가� 좋으니까�붙어� 보라.”

경니,
“아니,� 당신네�교를� 붙으민� 뭘� 게냐?”

“나는�웨국서�왔는데�우리�도(道)를�잘�믿어주면�기네�유를�주겠다.”� [조사자:�야.]
“유를� 주다니,� 어,� 우리�제주도에도� 우리나라� 정치가...”
그� 땐� 제주� 목사(牧使)라고� 있어.

“...제주�목도�있고,�대정(大靜)�군수도�있고,�정의(旌義)�군수도�있는데�유를�주
다니� 우리가�어떻게�유를� 수가� 있느냐?”�

그러니,

“그건�문제가�아니다.�아,�우리�웨국�사름이�뭐�나뿐�일도� 거�엇(없)고,�가령�당신네�

는,�당신네안티(당신네들에게)�유를�맷겼다서�혹�관청에서�무신�말이�이시나(있거
나),�일이�이시면�그것은�염려�없다.�그것은�우리�웨국�사름�체로서,�아�건�절대�방지
해�가지고�관청에서�거�기네를�어떻게�다스리지�못게끔� 권리가�이시(있으)니까,�

권리가� 이시니,� 웨국서� 온� 사름이노라.”

해서,

“뭐,�제주�목,�어느�군수�은(같은)�직(職)은�이건�뭐�내가�벤명 필요가�없어요.�

무신�일�보잰(볼려고)�민(하면)� 번만�명령만�민�아주�까딱도�못게�되�있어.�
내가� 큰� 권리를� 가진� 사름이니� 번� 해� 보시오.”

거,� 행실이�불량 사름도�들고�해서�아,�어떻게�민간에�법에다�저촉되는�일�있거든.�

아,�이시(있으)니까,�인제는�민간에서는�아,�이�사름을�답달단(욱대기다가)�버치며는�
아,�어느�군수안티(군수에게),�정의�사름이민�정의(旌義)�군수,�대정�사름이민�대정�군
수안티� 말민,� 아,� 이젠� 대정군에서는� 그� 사름덜을� 불른� 거여.
본인을� 불러�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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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 그러느냐?”고.

“이것은� ‘누가� 군소리다’� 그렇지� 말라.”

아니,� 경해(그래)도� 듣들(듣지를)� 안여.
“웨� 듣지� 안느냐?”
듣지� 안연.
“아,�우린�우리대로지�뭐,�당신네�뭔�말�느냐?”고.�아,� 바로�비국민(非國民)인�식
으로� 말이여,� 비군민(非郡民)� 식으로� 말이지,� 군민(郡民)이� 아닌� 걸로� 아� 거들거련�
나가니,�아,� 이제는�그�사름을�조금�,� 아매(아무래)도�상관이라�그대로�둘�것이요?�
가령�처벌을�든지,�때린다든지�며는,�경게(그렇게)�되며는�저놈이,�이�신부안티
(神父에게)�강(가서)�이얘길�다�말이여.� (…중략…)�아,�그러면서�정반대로�나가는�
게라.� 아,� 경니(그러니),� 군수나�제주목나� 권리가� 없어요.161)

(가)에서� 선교사는� 어떻게� 자유를� 줄� 수가� 있느냐는� 도민의� 물음에� “우리�

웨국�사름�체로서,� 아�건�절대� 방지해�가지고�관청에서�거�기네를�어떻게�
다스리지� 못게끔� 권리가”� 있다고� 답한다.� 이때의� 권리란� 치외법권과� 영

사재판권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권리는� 외국인� 선교사의� 인

격� 자체에� 내재해�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해� 관청에서는� 자신들을� 함부로� 다스

리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큰� 권리”는� 곧� 천주교에� 입

교한� 도민들에게도� 적용된다.� 법에� 저촉되는� 일이� 있어� 그� 사람을� 처벌하려�

하면� 신부는� “잘할� 일도� 내가� 알고,� 못 일도� 내가� 알고�여서� 잘� 행해나
갈� 테니까니� 당추(절대)� 건들지� 말”라고� 응수하는� 것이다.� 여기서� 선교사는�

제주도� 내에� 존재하던� 기존의� 법질서와는� 다른� 법질서,� 곧� 치외법권을� 교인에

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축년� 난리가� 모두� 마무리된� 뒤� 1901

년� 7월� 2일� 조선과� 프랑스� 사이에� 체결된� 교민� 화의� 약정의� 조약� 항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바� 난이� 일어나기� 전� 선교사는� “엄연히� 프랑스� 재판관으로� 자

처하여� 평민을�잡아다가�형벌과� 투옥을�임의로”162)� 했던� 것인데,� 즉� 영사재판

161)�-8.
162)�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소� 역·편,�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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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시�교인에게까지�확대�적용하였던�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선교사의� ‘법’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되려�기존에� 존재

하던�제주도의� ‘법’은�텅�비어�버린�상태가�되었다는�점이다.�

(나)�지금으로민�천주굔가?�천주굘�거라.�선교(聖敎).�선교란�게�이서난디.�그�선교의�
목가� 권이�제주� 목왕�타.� 그러니� 제주�목가� 만일,�
“선교� 믿는� 사름을�줴를� 다스립니다.”

며는.� 이건� 선교� 목가,
“안� 뒌다.”

민� 내쳐�불어.� 이� 선교� 믿는�늠은,� 요새�뜨민� 어느�불교라든지� 예수교�이런� 디가�
선심(慈善心),�기가�복받을라고�는�건디,�이건�세력을�주장는�거라.�이�선굔�
세력을�주장니,�싀상�간음�간통,�몰명(미련한)�것덜은�각시도�잃어�불쥐.�확�빼어가
민머�그만이라.�이런�늠덜이�휩쓸�땐디.�선교�믿엇다�민원,�제주�목 똘�무섭지�안
거든.�성방이고�이방이고�삼만관숙이고�령이고,�이건원�기�음대로�는�거라.
가이�보니,�이거�안�뒈게�생겻거든.�이건�머�이렇게�며는,�싀상�천지가�밧도�확�빼
앗아�가불곡�각시도�빼앗아�가불곡.� (…중략…)�제주도�목는�행정처분을�못게�뒈
주.� 것덜에�려� 가지고.
(…중략…)�이재수가�아니며는�그늠의�선교�믿는�늠덜�때문에�제주도�백성덜�살�수가�

읎어.�자,� 고운�각시도�못영�살�거,� 재산도�이거원�확니�빼어가�불� 거.� 이건�바로�
무법천지니.163)

(다)� 옛날에� 그� 성교(聖敎)� 천주교라곤� 교(敎)가� 있는디,� 이� 교에� 든� 사람은� 원�
무법천지(無法天地)여.� 어디�강�행패를�부려도�원�누게(누가)�말 사람이�어서.� 벨

(변)� 비리(非理)를� 다� 허주.� 그놈의� 교에서� 원� 들었다만� 허면,� 원� 다� 깡패질만�곡�
니�원�사람이�견딜�수가�없어.�그�교에�몰려서�사람이�백성이�다�죽을�지경이여.�야,�
이거� 이치룩�행은(이렇게�해서는)�우리� 아이(하니)되겠다.164)

203면.

1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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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서�선교사의�권한은�제주�목사와�같아지며�종국에는�제주�목사가� “행

정처분을� 못게”165)되는� 지경에� 이른다.� 목사의� 권한이� 선교사의� 권한에� 밀
린� 것인데,� 곧� 힘과� 힘의� 싸움에서� 목사의� 권한이� 져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나)와� (다)에� 등장한� “무법천지”166)란� 말은� 곧� 제주도� 내에서� 기존에� 존재

하던�법이�무화(無化)되어버린�상황을� 일컫는�것이다.� 더� 이상� 목사의�행정처
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법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존� 법의� 효력

이� 정지된� 일종의� 예외상태가� 도래한� 것이다.167)� 실제로� 김윤식의� 《속음청사》

를� 보면� 구마슬� 신부는� 제주군수� 김창수가� 유배인� 가운데� 교인인� 이범주를�

비롯한� 유배인� 3명을�옥에� 수감하도록� 하자,� 그� 부당함을� 항의하고� 직접� 감옥

을� 찾아와� 옥문을� 부수어� 이범주를� 데려간다.� 이� 위세에� 눌린� 군수는� 결국� 나

머지� 2명도� 석방하도록� 한다.168)� 이는� 신부에� 의해� 제주도� 내� 기존� 법의� 효

164)�-10.
165)�-11.
166)�-10,�-11.
167)� 조르조�아감벤(Giorgio� Agamben),� 『예외상태』,� 김항� 역,� 새물결,� 2009,� 19면.

168)� “18일(28일�乙未):� 맑게� 갬.� 오늘� 아침에� 들으니,� 불란서에서� 교(敎)를� 전도하
러� 온� 사람<傳敎士>인� 구신부(具神父·주:� Marcel� Lacrouts,� 具瑪瑟
(1871.5.8.-1924.8.11.),� 1900년� 6월에� 제주에� 들어와� 있었다)가� 복사(福師)를� 보
내어� 본� 군수에게� 말하기를,� “죄수중에� 이범주(李範疇)는� 교인(敎人)이고,� 죄목
<刑名>이� 10년� 유형(流十年)에� 지나지� 않은데� 어째서� 함께� 옥에� 가두는가”하고�
놓아주기를� 청하였다.� 군수가� 듣지� 않으므로� 세차례를� 왕복하다가� 신부(神父)가�
말하기를,� “나뭇가시로� 온� 옥(一獄)을� 에워쌓았는데� 이것은� 반드시� 태워� 죽이려는�
의도이다.� 오늘� 밤� 일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생명을� 지키는� 것을� 의무로� 하

고� 있으므로,� 일을� 늦출� 수는� 없다”고� 하고는� 철착(鐵鑿·주:� 쇠� drill,� 쇠지렛대,�
유홍열의� 「한국천주교회사」에는� “도끼”로� 서술하고� 있다.� 1962판� 944쪽)� 한� 자루

를� 사오게� 하여� 손에� 잡고� 바로� 감옥서(監獄署)에� 가서� 말하기를� “이� 죄인들은�
이미� 재판(裁判)을� 거쳐� 유배(流配)된� 지� 6년이� 된다.� 지금� 한마디� 칙령(勅令)도�
없고,� 또한� 법부(法部)의� 훈령(訓令)도� 없는데,� 군수(郡守)가� 마음대로� 감옥에� 가
두고� 있다.� 또� 이런� 영어(囹圄·주:� 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 감옥)는� 세계에� 없는�
것으로� 야만국(野蠻國)에도� 역시� 있지를� 않다.� 어째서� 우리� 교도(敎徒)로� 하여금,�
뜻밖에� 이런� 화(禍)를� 입히고,� 명분도� 없이� 몰래� 죽이려� 하는가”고� 하였다.� 감옥서
(監獄署)에� 도착해서는� 교도(敎徒)들을� 지휘하며� 아무도� 앞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는� 스스로� 지렛대로� 자물쇠를� 뚫으니,� 단지� 세� 번� 내려친� 것에� 통쇠는� 떨어져�

나가고� 문이� 열렸다.� 이범주(李範疇)를� 이끌고� 문을� 나서� 곧� 나가려다가,� 아울러�
나머지� 사람도� 불렀다.� 양천(養泉 徐周輔)과� 규원(葵園 鄭丙朝)이� 나가려� 들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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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정지되었음을�보여주는�명징한�사례라고�할� 수� 있다.

외국인� 선교사에� 따른� 새로운� 법의� 등장은� 뜻밖에� 법적으로� 명명하거나� 분

류할� 수� 없는� 존재들을� 만들어냈다.� (가)에서� 교민들은� “비국민(非國民)”� 혹
은� “비군민(非郡民)� 식으로”� “군민(郡民)이� 아닌”� 범주를� 생성해내는데� 이는�
다름� 아닌� 외국인� 선교사의� ‘법’으로� 말미암는� 것이었다.� 이렇듯� ‘교인’이라

는� 새로운� 세력의� 등장은� 자연스레� 경계에� 대한� 물음을� 파생시켰다.� 기존� 법

이� 무화되고� 있는� 예외상태� 속에서� 그렇다면� 과연� 이� 법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경계에� 대한� 물음이� 던져졌던� 것이다.� 이재수는� 바로� 이� 점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설� 각편� -11에서� 그는� 민란�
초기의� 장두였던� 오대현을� 납치한� 김선달을� 살해하며� “이러 새끼는� 비우우

민(非佑愚民)이다.”169)라고� 말한다.� “우민(愚民)”은� 일반� 백성을� 뜻하는� 것
으로�볼�수�있는데�이재수는�교인을�우리�백성이�아니라고�본� 것이다.

판결문� 속� 최후� 공술에서도� 이재수는� “교인들이� 비록� 다른� 나라의� 글을� 배

웠다고는� 하나� 본시� 우리나라의� 신민인데,� 한번� 교회에� 들어가면� 다스릴� 수가�

없고,� 감히� 두려움도� 없이� 남의� 재물을� 빼앗고� 남의� 소송에� 간여하여도� 감히�

누구도�어찌할�수가�없고�심지어�인명을�살상하여도�감옥에�가두지�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이� 죽인� 것은� 역적인� 것이요.� 양민들이� 아”니

기� 때문에� “비록� 죽어도� 원한이� 없”다는� 것이다.170)� 이재수는� 교인들을� 기존

의� ‘법’으로� 다스릴� 수� 없었다는� 점,� 그러므로� 자신들이� 죽인� 것은� 기존� 법의�

적용을� 받는� ‘양민’이� 아니라� ‘역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외국인� 선교사

에� 의해� 새롭게� 생겨난� 부류는� 여기서� ‘역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전설에서�

않고� 말하기를,� “나는� 교인(敎人)이� 아니므로� 법에� 따른� 관령이� 아니면� 나갈�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때에� 구경꾼이� 담을� 두룬� 듯� 매우� 많아� 산과� 들게� 가득하였는

데� 남녀노소할� 것� 없이� 두� 사람에게� 슬퍼하지� 않음이� 없었고,� 혹은� 통곡하며� 실성

하는� 사람도� 있었다.� 얼마� 후에� 본� 군수가� 나오더니,� 두� 사람을� 이끌고� 나오며� 말

하기를,� “한� 사람이� 이미� 나갔는데,� 노형(老兄)� 두� 사람을� 홀로� 가두는� 것은� 일에�
도움이� 안된다”고� 하여� 드디어� 함께� 나왔다.� 구경꾼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하는� 소

리가� 벌판과� 들을� 진동시켰다.� 밤에� 양천(養泉),� 규원(葵園)을� 가서� 만나보았다.�
규원(葵園)은� 이미� 배에� 냉(冷)기가� 생겨� 있었는데,� 만약� 며칠� 더� 머무르게� 되었
더라면� 반드시� 지탱하지� 못했을� 것이다.”� 1901년� 제주항쟁� 기념사업회� 편,� 『신축

제주항쟁자료집』Ⅰ,� 각,� 2003,� 61-63면.

169)�-11.
170)� 1901년� 제주항쟁�기념사업회�편,� 앞의� 책,�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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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가� 분연히� 일어섰던� 것도� “이런� 나쁜� 놈덜이� 그냥�뭇� 이제� 우리� 민
족덜을�이렇게�손핼�시기”171)는�것을�못� 견뎠기�때문이다.� 이� 말에서도�알� 수�

있듯� 교인은� 우리� 민족에� 포함되지� 않는,� 우리� 민족에게� 손해를� 입히는� “나쁜�

놈”들로� 이미� 우리� 민족의� 경계선을� 벗어난� 자들이다.� 그러니� 이재수는� 그들

을�처단한�것에�대해�일말의�후회도�없었던�것이다.

전설에서�이재수는�이렇게� 새롭게�등장한� 교인�세력을� 일시에�제거해버리려

는� 욕망을� 드러낸다.� 경계선� 바깥에� 있는� 이들을� 모두� 없애버리려� 한� 것이다.�

이재수가� 제주성에� 입성한� 뒤� 수백� 명에� 달하는� 교인들을� 묶어� 놓고� 무참히�

살해하는�장면은�대개의�각편에서�매우�스펙터클172)하게�묘사된다.

(라)�관덕정�마당의�딱�무껀�정햇어.�이재수가�칼을�쓰는�거�보니�이상여.�그�황천
옌� 칼�탁�심어가지고,�영�사름을�내려베이지�안여.�강�콱콱콱콱�찍어�불주기.�씨끄
릅다고�말여.�쾅�죽이민�피가�머�하늘러레�콰짝�올라.�쾅쾅쾅쾅.�이�삼백멩이민�그까진�

거�시간에�다�아� 불어.
“보리낭�져� 오라.”
보리낭�져�완.� 그� 우틔� 놘.
“그� 핏내� 시끄릅다.”

고.� 그냥� 피� 부뜬�냄새게� 걸로�젼�막� 불� 짇어�불언.
딱� 것덜�죽여� 놘.� 그때� 용납 거�셔게?�게난� 턱� 장수를� 좌정(坐定)영� 앚이난.
“촌의서�나라도� 곱은�늠,� 선교�믿는� 늠은� 다�져� 오라.”
일소(一掃)시겨� 불라고.173)

171)�-7.
172)� 이재수가� 수백� 명의� 천주교도를� 살해하는� 장면은� 매우� 끔찍한� 광경으로� 대개�

의성어가� 설명으로� 동반되는,� 하늘까지� 솟구치는� 피는� 가시적인� 강렬함을� 동반한

다.� 이는� 푸코가� 말하는� 처벌을� 스펙터클로� 삼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미셸� 푸코

(Michel� Foucault),� 『감시와� 처벌』,� 나남,� 2016,� 30면.

173)�-11.



- 131 -

(마)� 이제수가� 들어간� 보니�그� 모냥을� 헨� 놔둰�니,
“벡성님네�이젠�우리가�살았습니다.�겨헌데(그런데)�이렇게�묶어�논�거라도�그대로�내�

부려서�이�사름덜이�살며는�후에는�더�그원수�포마시를(원수�갚음을)�헤�가지고�우리가�

못살게�뒙니다.�벡성님네가�이�사름덜을,�이�사름덜을�다�무찔러야�니다.”고.�세상�사
름�죽이는�거�봐나도�아연(본�일도�없던)�이들이�게�거�죽이젱� 거라?�아녀허연(아

니� 했어).

“벡성님네� 믿어서� 일� 못허겠습니다.”

그냥�(말)�탕(타서)�려�가멍(달려�가면서)�그자�그뚜루(모조리)�그자�칼도�황천
검이라고,�황천이안티�물려�받은�황천검을�들러서�그자,�막�그자,�헤여�냉겨서.�허연�그

자�피�붙엉그네(묻어서)�뭇�덩어리�피�붙어시민�그자� 탕그네(타서)�그자�그�발창,�

 그,�훼(靴)�창으로�그자,�싹�쓸어�뒁�다시�나타나는디,�원�이거�원,�뎃�벡�명사�헤여�
냉겨신디,� 그냥� 피로� 내가�리는디� 와랑� 와랑�터지더라� 허여.
허연� 그� 때예� 경(그렇게)�그� 사름덜� 경� 무찔러� 놓고,� 이제는�,
“이�깡패�요샛말로�깡패,�도둑놈덜을�거반�무찔러�놨지만네,�어디�기여도(그래도)�숨은�

사름이�이실(있을)�것이고,�또�그�뿐더러�이긔�성교라�는�그�도독놈�교에�들지�아인
(아니� 한)� 양반덜토� 그� 권세예� 그� 권릴� 써가지고� 저� 민족덜을� 못�디게(못� 견디게)�
는� 자가�있거들랑� 다� 잡아�오십서.”
그�,� 그때� 구한국(舊韓國)� 말세나네�뭐�이�권세로�허여그네(해서)�,� 그� 아이�
뒌�거,�돈�아�먹는�양반덜도�셨지(있었지).�겨난� 그런�사름들�,�그�때�읏이허여
(없애)�부렸지.�

 남군에� 거� 어느�을이옌(마을이라고)�더라마는,� 강진라고,� 아주� 거친,� 이

제,�거친�할으방인디(할아버지인데),� 벡성덜�그자�,�못견디게�허여그네�그자�돈이
나�아먹곡�눼물이나�받아먹곡�는�할으방을�잡아오란(잡아�왔어).�허,�비우(비위)가�
 굿굿던라�영(이렇게)� 가달(다리)� 되사려� 안지멍(앉으면서),
“이놈,� 네� 차마� 이제수놈이� 나롤�죽이겠느냐?”

아이�,� 사름은,� 큰� 사름은�큰�사름이랐지.�디,�그자�그� 말� 대답도�아녀고(아니�하
고)� 그자,� 저레(저기에)� 거꾸로�려맸어(달아매었어).� 어디� 멩령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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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려메난�그자�암�말도�읏이(아무�말도�없이)�그자�총� 번�탕�놘,�기자�헤연,�

경나네,�그�때에�그�제수가�어떻게�했느냐�며는,�그�성교꾼덜�경�뿐더러�그�어디�
묻어진�것도�전부� 가족덜�못젼디게�멍�전부�아내연�죽여�부리고,�거�그디�아이�
든(아니�들어간),�그�이제,� 사름도�거�거치렁게�민족덜�둘르는�사름은�전부�잡
아오랜� 허연�전부� 죽여� 부리난.� 했는디.174)

(라)에서� 이재수는� 사람을� 칼로� 베지� 않고� 찔러� 죽이는데� “쾅� 죽이민� 피가�

머� 하늘러레� 콰짝� 올라”갈� 정도였다.� 이렇게� 약� 한� 시간� 만에� 무려� 300여� 명

을� 죽인� 이재수는� “그� 핏내� 시끄릅다.”면서� 보리나무를� 가져와� 사람들의� 시신

을� 불태우게� 한다.� 다른� 각편에서는� 이재수가� ‘거여미’� 혹은� ‘겡지돈다’라고�

하는� 방식의� 확인사살을� 백성들에게� 시킨다.� 일렬로� 누워� 있는� 시신� 위를� 한�

무리의� 사람들로� 하여금� 밟도록� 한� 것이다.175)� 이는� 이재수가� 교인들을� 살해

174)�-7.
175)�-8:� “‘겡지돈다’는� 것은� 사름� 우의로� 멧� 회를� 넘어가고�넘어오라.� 무이�아
니고� 가령� 세� 번이민� 세� 번,� 열� 번이민� 열� 번� 사름� 우의로� 걸어,� 걷지,� 걷고� 오라�

경(그렇게)� 딱�게.� 그� 행를� 끝난� 후에� 보며는� 완전히� 죽은� 사름도� 있고� 두루�
죽은� 사름도� 있고,� 판지롱판지롱(뻔질뻔질)� 안� 죽은� 사름도� 있고,� 그런� 게� 실�
아니요,� 무기가� 아닌� 이상?� [조사자:� 예.]”

-17:� “이재수는� 관덕정� 맷돌위에�서서� 휘둘러보고는�큰� 칼로� 사람을� 푹푹� 찌르
며� 죽인� 후� 난군들에게� <거여미>(확인사살)� 돌� 것을� 명령했다.� 난군들은� 선교패들

로부터� 행패를� 당한� 것을� 생각하니� 분통이� 터져� 비바리도� 잡아가라,� 제상에도� 똥

도� 싸봐라� 하면서�돌멩이와�죽창으로�선교패들을�무참히� 짓밟아�죽였다.”

-9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된다.� “죄인들을� 백성들라�발로�아�죽이렌�였
자,� 백성은�음이� 약연� 그건�마(차마)�질� 못영,�느� 추룩�영� 넘어가
곡�난,� 이재수는� 그� 황천검� 쑥� 빠낸� 그놈도� 강� ‘칵’� 가슴� 툭� 찔러� 빠내곡,� 저놈
도� 강� ‘칵’� 가슴� 쿡� 찔러� 빠내연� 칼에� 그� 피� 벌겅게� 묻주.� 게민� 그놈들� 옷드레�
쑥쑥� 쓰러� 그네,� 그� 칼로� 고기� ‘툭’� 그창(끊어서)� 쑥� 썰어� 그네(잘잘하게� 잘라)�

술� 압�쭉� 마시곡�였주.”
-10:� “이젠� 성문을� 잡아� 부수완기어들언� 그놈을,� 사름을� 다�라(밟아)� 죽였다
고�여.”
-11:� “전부� 질러놓고� 이젠� 그땐� 말로� 거여이� 돌라 것은� 졸벵덜이(졸병들이)�

발로� 죽은� 걸�아� 주라고.� 게니(그러니)� 이쪽이� 승리니깐� 더러는� 하도� 분니
깐,�

“이제도� 비바리�사용해봐라.”

“제사칩의�제상�위에�똥도�싸봐라.”

면서� 돌멩이� 다� 어떤� 놈은� 잡아� 짓이기도� 면서.� 경대�  삼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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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집요했음을� 보여주는데,� 300여� 명을� 죽인� 후에도�

(라)에서� “촌의서�나라도�곱은�늠,� 선교� 믿는�늠은�다�져�오라.”176)고�그
가� 명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이유는� 무엇보다� 교인� 모두를� “일소(一掃
)”177)시키고자�했던�욕망에서�비롯된다.178)� 따라서� (마)에서도�이재수는�묶어

둔� 교인들을� 다시� 풀어주면� 이후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 주장하며� 이� 사람들

을� 다� 무찔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백성들이� 머뭇거리자� 이재수는� 일본인�

황천에게서� 받은� 황천검으로� 교인들을� 베어� 나간다.� 이때도� “피로� 내가�리
는디� 와랑� 와랑� 터지”179)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재수는� 실로� 많은� 교인들

을�살해한다.�

(마)에서� 이재수가� 그렇게� 교인들을� 모두� 죽인� 뒤,� 천주교에� 들지� 않았더라

도� 자신의� 권리를� 써서� 일반� 백성들을� 괴롭힌� 적이� 있는� 양반들을� 다� 데려오

라고� 한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끌려온� 강진사를� 거꾸로� 매

달고�총으로�쏘아�죽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이재수는� 백성들의�공적(公敵)
에� 대해� 심판을� 내린다고� 볼� 수� 있는데,� 곧� 이재수� 그� 자신이� 스스로� ‘법’이�

되어� 처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처결은� 실제� 다른� 장두들에게서

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듯하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인명� 살상을� 주도했던� 것

은� 양반� 오대현이� 주도했던� 동진이� 아니라� 천민� 이재수가� 주도했던� 서진이었

다.180)� 한양에서� 정부군이� 들어온� 이후에도� 서진에서는� 계속해서� 교인들을� 대

칼로�못� 죽지� 안 거� 다시� 훼생해서� 일어나민� 그� 죽은� 송장� 우티로(위로)� 풀

풀�라댕기멍(밟아다니면서)� 푹푹�질러�죽엿주.”
176)�-11.
177)�-11.
178)� “서진은� 죽이기를� 좋아하여� 인심을� 얻었는데,� 또한� 옛날부터� 들어보지� 못한� 것

이었다.� 이번의� 행차는� 장차� 삼읍에서� 빠뜨린� 교인을� 수색하여� 잡아내고� 게다가�

교인의� 집과� 가산을� 척매하여� 군용에� 보충한다고� 한다.”� 1901년� 제주항쟁� 기념사

업회�편,� 앞의� 책,� 122면.

179)�-7.
180)� “서진은� 기세를� 타서� 스스로� 제멋대로� 굴어,� 사또가� 있지� 않다고� 민병이� 총을�

들고� 동헌에� 돌입하여� 교인을� 잡으려� 수색했던� 것이� 4·5차례가� 되었고,� 교인을� 몰

래� 숨겼기� 때문에� 본관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이� 있게� 되자,� 동진이� 서진을� 막아내

어� 다행히� 욕보는� 것을� 벗어났다.� 그� 무지하고� 망령된� 짓이� 이와� 같아서� 이틀� 사

이에� 교인들의� 피살자가� 3백명에� 가까웠다.� 혹은� 죽었는데도� 죽지� 않고� 밤을� 지내

어� 완전하고� 있으면� 민병들은� 칼로� 찍어� 죽였으며,� 혹은� 시체를� 친족이� 몰래� 가져

갔는데� 살아나서� 기쁨을� 누린� 사람도� 있었다.� 듣고보면� 매우� 비참하였다.� (…중



- 134 -

상으로� 자체적인� 참형을� 실시한다.� 게다가� 이전� 난리에서� 난을� 진압했던� 양반

들을� 처단하려는� 데서� 더� 나아가181)� 평소� 백성들을� 괴롭혔던� 패악한� 무리까

지�척결하고자�하였다.182)� 이러한�강력한�방식은�이� 난의�주인공을� 다른�장두

들이�아닌�이재수로�만들었다.183)

기실� 이� 난의� 시작점에는� 세폐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초반에� 이�

세폐� 문제를� 강력하게� 문제� 삼았던� 것은� 대정� 상무사로,� 대정� 상무사는� 대정

군수� 채구석에� 의해� 조직된� 단체였다.� 이전에� 조세를� 담당했던� 토착� 지배세력

이� 봉세관� 강봉헌과� 천주교도가� 결탁하면서� 그� 권한이� 일부� 천주교도에게로�

략…)� 서진은� 아직도� 대정� 땅에� 있으면서� 마을마다� 교인을� 수괄하여� 매일� 죽이는�

게� 수십명이� 되었다.� 살육을� 이와같이� 하면서� 읍과� 촌의� 물정을� 비참하고� 불쌍히�

여길�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공살하는� 것을� 그치지� 않으며� 말하기를,� “이런� 종자

들을� 만약� 하나라도� 남겨두면� 별안간� 자만할� 우려가� 있으므로� 평민이� 지탱하여� 보

존해� 나갈� 수가� 없다.� 만약� 관령을� 내려� 장두를� 체포하도록� 해도� 경병� 이외에는�

이� 섬� 사람들은� 결단코� 손대려� 하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 아마도� 교인을� 매우�

미워했으므로� 장두가� 백성을� 구원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것으로� 여기는� 듯하다.”�

1901년� 제주항쟁� 기념사업회�편,� 앞의�책,� 117-118면,� 138면.

181)� ““또� 그때� 들으니,� 무술년(1898년)에� 난의� 수괴였던� 방성칠의� 동생� 성화가� 또

한� 난민� 중에� 있어� 장차� 그� 형의� 원수를� 갚는다고� 하였습니다.� 도적� 방성칠의� 난

은� 제가� 실제로� 주도하여� 섬멸하였습니다.� 그때� 난도들� 가운데� 동에서� 누락된� 자

가� 매우� 많았는데,� 하물며� 그� 동생이� 원한을� 풀고자� 했다면� 어찌� 무방비로� 화를�

당하지� 않았겠습니까?”하였습니다.”�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한

국교회사연구소�역·편,� 앞의� 책,� 117-119면.

182)� “그� 중에는� 자기� 족당을� 스스로�서로�잡아�바친�자도�있었는데,� 아마도� 평소� 패

악한� 친족의� 피해를� 실컷� 받았어도� 어쩌지� 못하다가� 이때를� 타서� 없애려고� 동생이�

혹은� 형을� 해치고,� 아저씨가�조카를� 해치는데�모두� 장두의� 손을� 빌어� 없앴다.� 인명

이� 죽게� 된� 까닭은� 이같이� 하여� 그렇게� 많아졌다.”� 1901년� 제주항쟁� 기념사업회�

편,� 앞의� 책,� 147면.

183)� 더불어� 그의� 카리스마는� 남달랐던� 것으로� 보인다.�-16에서는� 다른� 장두와� 이
재수를� 비교하며� 이재수가� 담력이� 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이재수와� 강우백

이� 한양으로� 잡혀갔을� 때의� 일을� 봐도� 이재수는� 담력이� 큰�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두� 사람이� 사형당하게� 되자� 강우백은� 눈물을� 줄줄� 흘렸으나,� 이재수는� 두려움� 없

이� 기다렸다가� 식사� 대접을� 받고� 배불리� 잘� 먹었다.� 그리고� 이재수는� “죄송합니다

만� 대왕님,� 담배나� 하나� 태울�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담한� 이재수의�

행동에� 임금도� 허락해� 주었다.� 이재수는� 담배를� 피우고� 난� 후� 조용히� 눈을� 감고�

죽음을� 맞이했다.”� 이는�-17도� 마찬가지인데,� 곧� “주동자인� 이재수,� 오대현,� 강
우백� 세사람을� 잡아다� 자초지종을� 심문하자� 오대현과� 강우백은� 몸을� 떨며� 아무말

도� 못했으나� 이재수는� 장검을� 짚고� 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했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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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된� 것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했던� 것이다.� 그로� 인해� 초기� 민란은� 오대

현을� 비롯한� 양반들이� 주도� 세력으로� 나섰었다.� 이렇듯� 자칫� 이득을� 둘러싼�

그들만의� 싸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들의� 싸움으로� 가져온� 이가� 있었으

니� 그가� 바로� 이재수였다.� 이재수는� 기득권� 경쟁에� 사로잡힌� 천주교도와� 양반

이� 아닌�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 난을� 진두지휘하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

존� 법질서를� 다시� 되찾고자� 하는� 백성들의� 열망이� 놓여� 있었다.� 이재수는� 그

것을�실현시킨�영웅이었던�것이다.

정리하면�기존의� 법질서가� 증발되어� 버린� 상황에서� 이재수는� 나름의�법질서

를� 재구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 자체로� 위험한� 것이� 되어버린다.� 왜냐

하면� 이재수의� 행위는� 전설의� 표현대로� 나라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184)으로�

그� 자체로� 법� 바깥에� 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역설적인� 지점인

데,� 기존� ‘법’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법’을� 수호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법’의� 파괴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법을� 파괴했다는� 바로� 그� 이

유� 때문에� 다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이재수가� 수백� 명

의� 교인을� 살해하는� 모습은� 대부분의� 각편에서� 스펙터클하게� 묘사된다.� 이때

의� 이재수는� 백성을�천주교인의�교폐에서�구해낸� 위대한�영웅의� 형상이라기보

다� 오히려� 수백� 명� 교인의� 피가� 묻은� 칼로� 설익은� 고기를� 집어� 먹는� 잔혹한�

살인자의� 형상에� 더� 가깝다.� “피나는� 칼로� 안주를� 썰어먹나,� 술� 먹고� 안주로�

사름�괴길�먹다시피(먹듯이).� 경니�눈이�벌겅했지�뭐.”185)
실제로� 이재수를� 비롯한� 여러� 장두들은� 자신들이�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

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었다.� 애초에� 신축년� 난리는� 그� 시작부터가� 백성� 여럿

이� 연대� 서명하여� 관에� 호소하는� 민원통달� 방식의� 등소였다.186)� 제주도민은�

184)�-7:� “이제는� 그,� 나라에선� 어떻게� 했느냐� 하며는,� 나라에선� 이거� 허가� 없이�
쌉는(싸우는)� 난� 장라�해� 가지고,”
-11:� “이재수는� 무허가�장군이거든.� 나라의서� 멩령을� 받아사�장수질는�거지.”
-13:� “그러나� 이것이�나라의� 멩령을� 받던지� 뭣이민�지마는�허가�읎이� 사름을�
많이� 살해햇기로�이건� 법으로배끤�따질� 수배끤�읎다.� 돌아가라.”

-18:� “겅헌디� 그� 조정에서는� 그게� 나라에서는� 허가엇이� 민란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백성들을� 죽엿다헤가지고� 이제� 마� 이재수를� 잡아� 죽이라는,� 그런� 조치가� 이

신거라.”

185)�-8.
186)� 박재영,� 앞의� 논문,� 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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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난리에�앞서�이미�여러�차례의� 난을�거쳤다.187)� 앞선� 경험은�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이끌어� 냈다.� 따라

서� 운동의� 성격이� 무력� 투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이들은� 끊임없이� 법에� 정

박되고자� 하는� 욕망을� 여러� 차례� 드러낸다.� 『제주도신축년교난사』에� 따르면�

구마슬� 신부의� 편지에서� 이재수를� 비롯한� 신축년� 난리를� 이끈� 장두들이� 천주

교인들을� 학살하기� 전에� 대정군수� 채구석과� 제주목사�김창수에게� 학살� 명령을�

요구하였다는� 것188)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행위를� 법의� 경계� 안에�

두고자� 했던� 욕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인� 112명을� 포살한� 우두머

리� 포수� 고영수가� 별방진장� 겸� 순포영장이� 된� 것189)과� 성안을� 지키던� 장두들

이� “배를�마련하여�출륙하려고�하며�서울로�올라가�고소하겠다고�성언하며�각�

촌마다� 자부(資斧‧주:�斧越(임금)앞에� 나아갈� 밑천,� 즉� 서울로� 올라갈� 노자)
를� 구한”190)� 것도� 기존� 법질서� 안에서� 사태를� 해결하려� 했던� 시도들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실패로� 귀결되는데,� 결국� 이재수는� “내란소동

죄”191)로�사형에�처해지게�되기�때문이다.

(바)� 삼인을� 데련� 갈랴고� 때예� 우리�백성덜은� 들구(들입다)�헌병대예,�

“이장군덜은�아무�줴가�없으니까�우리를� 치안에�협조를�해서�데려가지�맙서게(마십

시오).”

대,
187)� “이렇게� 발전된� 민회의� 운동노선은� 어디까지나� 집단적인� 등소를� 통해� 운동을�

관철시키려는� 온건적·합법적·비폭력적� 차원에� 있었다.� 이같은� 방법은� 1898년� 관을�

상대로� 무력에� 의존하였다가� 비참한� 최후를� 가져온� 경험의� 반성에서� 나온� 것이라

고�한다.”� 김양식,� 앞의� 논문,� 139-140면.

188)� 김옥희,� 앞의� 책,� 145면.

189)� “고영수는� 민란군의� 우두머리� 포수로서� 교인� 112명을� 포살했다고� 한� 것은� 그�

스스로� 떠들고� 다녔으며� 사람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찰리사도� 이� 노고에� 대한� 보

답으로� 그를� 별방진장� 겸� 순포영장으로� 차출하여� 실행하였으니,� 이� 역시� 섬� 전체

에� 모두� 알려진� 사실입니다.”�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한국교회

사연구소�역·편,� 앞의� 책,� 191면.

190)� 1901년� 제주항쟁�기념사업회�편,� 앞의� 책,� 146면.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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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않다.�그대덜은�보린�다�꼬부라지게�뒌디�어서�가서�보리나�비고�면은�이�사
름덜은�데려가더라도�뭐�우리는�나라의�멩령에�라서�데려가는�거니까�나라이서�어떤�
처릴�런지는�우린� 모른다.”고.
“그러나�이것이�나라의�멩령을�받던지�뭣이민�지마는�허가�읎이�사름을�많이�살해햇
기로� 이건�법으로배끤� 따질� 수배끤�읎다.� 돌아가라.”

고� 해서�삼인을� 헌병대에서� 데려갓주.192)

(사)� 심문을� 마치고� 조정으로�잡아가려� 하자� 제주도민들이�몰려가서� 진정을� 올렸다.

“이�장군들은�아무�죄도�없읍니다.�제주도�치안유지에�협조한�바가�크므로�잡아가지�마

십시오.”

“그대들은�한창�바쁜�보리�농사철인데�빨리�돌아가서�보리나�베어라.�우리는�나라의�명

령에�따라�이�세사람을�데려갈�뿐이고�나라에서�어떻게�처리할�지�모른다.�허가없이�사

람을� 많이�살해했으니� 국법에� 따라�시비를� 가릴� 것이니�돌아가라.”

이재수는�천만계급으로�심부름꾼이었으나�기개가�커�난을�일으킨�후�사형되었다�한다.193)

(바)와� (사)에서� 이재수를� 비롯한� 주도� 세력을� 한양으로� 이송하기� 위해� 군

인들이� 내려오자�제주도민들은� 이들이�제주도의�치안을� 유지했다면서�아무�죄

가� 없으니� 제발� 데려가지� 말아� 달라고� 애원한다.� 여기서� 제주도의� 치안을� 유

지했다는� 것은� 곧� 이재수를� 비롯한� 장두들의� 행위가� 기존의� 법질서를� 수호하

는� 차원� 안에� 있는� 것으로� 제주도민들에게�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러한� 행위는�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죄’가� 아닌� 것인데,� 곧� 제주도의� 치안

이� 위급하던� 긴박한� 예외상태� 속에서� 이들의� 목적은� 결국� 제주도의� 치안� 유

지에� 있었으므로� 당연히� 면책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바)에

서� 헌병대는� 이재수가� 나라의� 명령을� 받지� 않고,� 즉� 허가를� 받지� 않고� 많은�

살인을� 저질렀으므로� “법”으로밖에� 이� 문제를� 따질�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192)�-13.
1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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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는� 심지어� “국법”까지� 거론이� 된다.� “허가없이� 사람을� 많이� 살해했으

니� 국법에� 따라� 시비를� 가릴� 것이니� 돌아가라.”는� 것이다.� 이에는� 예외상태라�

할지라도� 법� 바깥에서� 또�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따라서� 법률적으로� 죄를� 물을� 수� 있다는� 논리가� 숨어� 있

다.194)� 두� 논리가� 팽팽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제주도민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다시� ‘경제적� 논리’이다.� 조공경제의� 식민지적� 상황에서� 제주민은� 충실

히� 때에� 맞게� 농사를� 짓기만� 하면� 된다.� 제주도민의� 정동은� 전혀� 고려되지� 않

는다.� 피식민자는�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책무,� 곧� 농사� 이외에는� 어느� 것도� 느

끼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195)� 제주도민들은� “말하고”� 있으나�

그들은� “듣지�않는다.”

종합하면� 신축년� 난리를� 추동하는� 계기였던� 유명무실의� 법은� 난의� 결과를�

정리해야� 하는� 국면에서� 갑자기� 권위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영웅은� 적과의�

전투에서� 피비린내� 나는� 접전� 끝에� 장렬히� 전사하거나� 조여오는� 적의� 추격을�

간신히� 따돌린� 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다.� 이재수는� 《대명률(大明律)》과�
《대전회통(大典會通)》의� 법률에� 비추어서196)� 교수형에� 처해진다.� 이제� 영웅
은�사법제도에�의해�죽음을�맞이한다.

영웅이� 정식�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 죽었다는� 사실197)은� 당혹스러

움을� 유발한다.� 구술자들은� 자신들의� 영웅이� 역적이� 되어� 죽은� 역설적인� 상황

을� 어떻게든� 설명해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 때사� 우리나라가� 약
연,/나랏일을� 성상의�심대로/열� 졌쑤과?/삼으살� 심어간/청파에서� 참난/
체벡도� 차사오질� 못였젱� 네다.”198)� 이처럼� 대개는� 그� 당시� 국력이� 약했
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식으로� 나름의� 합리화를� 시도한다.� 혹

194)� 조르조�아감벤,� 앞의�책,� 51면.

195)� 가야트리� 스피박,� 앞의� 책,� 309면.

196)� “피고� 이재수·강우백은� 《대명률(大明律)》인명편(人命編)� 謀殺人條의� 凡謀殺
人從而加功者의� 율과� 《대전회통(大典會通)》推斷條 軍服騎馬作變官門爲從者의�
律로� 《대명률(大明律)》名例編 二罪俱發以重論條의� 凡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의�
文에� 비추어서� 교수형에� 처한다.”�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한국
교회사연구소�역·편,� 앞의�책,� 249면.�

197)� 이는� 본풀이의�영역에서도�강력한� 영향을�미친�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2

절에서� 자세히�논의하도록�한다.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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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예� 사형을� 시켰지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재수의� 가족들에게� 국보금을�

내주었다는� 식의� 이야기가� 전승되기도� 한다.� “이제,� 나라에서는,� 국가에선� 생

각헤연� 보니� 이� 사름은� 아명(아무리)� 허간(허가는)� 아이� 받안� 싸왔지마는� 민

족을� 위허여가지고� 민족을� 구완해서� 싸완,� 또� 선봉이� 뒈니,� 바로� 유명게� 일
름� 내울� 사름이지,� 바로� 죽이지� 아일(아니� 할)� 사름이라�뒈� 웨국을� 무시여
서�  수� 읏이� 죽였다� 말이여.� 해서� 경해도(그래도)� 죽이멍� 국보금� 언마(얼

마)� 내여줬댄� 말이�셔(있어).”199)� 곧� 기억의�왜곡이�일어나는�것이다.

한편� ‘영웅�이재수’에� 관한� 기억서사가� 지배적인� 위치를�차지함에도� 불구하

고� 이에� 균열을� 가하는� 기억서사가� 은연중에� 드러난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난의� 국면에서� 제주성� 안으로� 들어간� 천주교인들과� 제주성� 밖을� 포위한�

민란군�사이에�처한�하위주체의�형상에�주목할�필요가�있는�것이다.

(아)�그�성안에�백성들은�쌀장시(장수)가�안�들어가,�나무장시가�안�들어가,�물장시가�

안�들어가�난,�아이�실찌(실제로)�밥�해먹을�수가�어서(없어).�첫째�먹기는�야�살�
텐데.� 백성들이�짜기� 내통해가지고� 그� 성교놈의� 대장� 잡아묶었덴� 말이야.�근근
(차근차근)�(모두)�포박 연후에� 밭으레(한�곳으로)�모아다�놓고�삼문(三門)을�
딱� 열면서,

“성교놈들을� 다� 잡아�묶어시니,� 백성들은�어서� 들어옵서.”

들구(마구)�웨고(외치고)�니까,� 백성들은� 휭� 성� 위로� 돌아가니,
“아이,� 이제는�되었다구.”200)

(자)�제주시는�언제던지�촌에서�화목(火木)이고�이고�가야�사먹을�건디�딱�차단을�
시겨노니� 살� 수가� 잇어야지.� 게난� 우리� 사름덜이� 살다살다� 버쳔� 못디니까(못견디니
까)� 선교패덜을� 다� 잡아� 무껏어.� 무껀� 성� 우흐로(성� 위로)� 돌아댕기면서,

“이� 선교인덜을� 다� 잡아시니까� 어서� 들어옵센.”

199)�-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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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이재수가�그때� 선각� 들어갓지.201)

인용문� (아)와� (자)의� 내용을�보면�대부분의�각편에서�제주성�안에�있던�사

람들은� 성문을� 통해� 드나들었던� 쌀,� 나무,� 물의� 공급이� 성문을� 걸어� 잠근� 천

주교도의� 수성� 행위로� 인해� 끊기자� 생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성문을� 연다.� 《속

음청사》에서도� 성문의� 개폐를� 둘러싸고� 구마슬� 신부와� 백성들� 사이의� 갈등이�

존재했음을�기록하고�있는데�백성들이� “성문을�닫은�지가�시일이�오래되어�땔

감과� 식량이� 모두� 떨어져� 백성들이� 살아가기� 어려우니,� 애걸하건대� 성문을� 열

게� 하여� 왕래하도록� 하여주시오”하고� 호소하자� 신부는� “벌써� 성을� 지켜온� 지

가� 여러� 날이� 지났으나,� 조금� 더� 3,� 5일� 기다려주면� 나의� 일은� 잘될� 것이다.�

그대들이� 잠깐을� 참지� 못해서� 성문을� 열어야� 한다고� 하는데,� 뒷날� 차질이� 있

게� 되면� 그대들이� 책임을� 지겠는가”라고� 반문한다.� 이에� 백성들이� 답하지� 않

으니� 신부는� 재차� “나� 때문에� 백성이� 오랫동안� 시달리니� 차라리� 내가� 죽어�

백성을�구할�수가�없겠는가”라고�책망하듯이�묻고�이에�백성들이�묵묵히�있다

가� 물러갔다는� 내용이다.202)� 여기서� 부딪힌� 것은� 실로� 신부를� 포함한� 천주교

도의� 생존권과� 백성들의� 생존권� 문제였다.� 따라서� 자신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백성들�스스로�성문을�연� 것은�어찌�보면�당연한�처사이다.

일부�각편에서는�굶주림에�못� 견딘�백성들이�자발적으로�성문을�연�것이�아

니라� 성� 밖에� 있는� 민란군의� 협박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성문을� 열었음을� 적

시하고�있다.�

201)�-13.
202)� 김옥희,� 앞의� 책,� 129면.� 제주� 교우의� 격문에서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성문

을� 연�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대저� 금번� 교인이� 일망타진된� 것은�

오로지� 성안의� 몇몇� 악도들의� 죄에� 말미암은� 것이니,� 결단코� 난민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저들은� 무릇� 분명히� 난민들이� 성으로� 들어와� 반드시� 교인들

을� 죽일� 것을� 알고� 있었으며,� 필경� 문을� 열고� 저들을� 맞이했을� 것이다.� 또� 마음대

로� 앞서� 이끌고� 힘을� 다해� 수색하길� 터럭을� 긁어� 내듯이,� 풀을� 베어� 버리듯이� 하

였다.� 오직� 그들은� 한� 사람이라도� 빠질까� 두려워하였으니,� 그� 마음에� 흉하고� 독한�

것을� 품은� 것이� 난민들보다� 열� 배,� 백� 배,� 천� 배나� 더하였을� 뿐만이� 아니었다.� 성

을� 지킬� 때에도� 저� 악한� 무리들은�방자하게� “성문이� 오랫동안� 닫혀져� 있으면� 백성

들이� 살아� 나갈� 수� 없다”고� 하였다.”�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한

국교회사연구소�역·편,� 앞의� 책,�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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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멧�날�메칠을�가서,�거,�월인디�말이여�빙게�포위해여서�지키여봤자�들어가질�못
니,�여기서는�성(城)�위에,�게도(그래도)�성�안에도�백성덜이�많이�사니깐�거�민간�측에�
연락을�자꾸,�사름이�들어가지�못지마는� 성�베낏디(밖에)서�말이라도�전는�게요.
“문을� 열라,� 문을� 열라.”

니,
“우리는�문�열�수가�없어요.�범도�무섭고,�곰도�무서와서�말이여.�우리가�문�열잰(문�열

려고)�당(하다가)�죽을� 테이니� 걸� 어떡오.”
“그러지만� 문열지� 못며는�우리안티� 죽을� 테이니,� 걸� 어떡�겠나?”
“아,� 경여(그래)도� 거,� 원,� 해여�볼� 수가� 어수다(없습니다).”
그런�식으로�여서�멘�날�메칠을�지두노라니(기다리더니)�어떤�사름이�의견을�내기를,
“아무래도�죽을�테니까니�정의적으로�일을�(올)바르게�고�죽어야지�어,�거,�악행적
(惡行的)으로�는�것은�공연 개죽음이�될�게�아니냐,�그래도�못�열겠다�며는�우
리도� 좀� 행악(行惡)을�겠다.”
뭔�악을�느냐�며는,�그�때에는�성네(城內)에도�초가집이�주장이지.�관청�이외에는�
에,�뭐�지와집도�멧�거리�이섰지마는�초가집이�주장인데,�연(鳶)을�올려서�말이죠,�연
을�올려서� 연꽁지에�불을�았어.� 옛날�칙불,� [조사자:�예.]� 꼿불이�아니고,� [조사자:�
예.]�칙불,�거�꼿불�안�나는�불이�있는데,�그놈을�씰(실)을�얼마쯤�해서�연�꼬리에�아
서,�연을�올려서,� 지붕�바로�내리며는�그놈�실�그차졍(끊어져서),� 불� 붙엉�실� 그차(끊

어)지며는� 불은� 지붕�우터레(위로)� 떨어지거든.

연을�수백�개�올려�가지고�문�못�열며는�당신네�성안(城內)에�백성도�줄불�놓을�테니
까니�그쯤�알아그네(알아서)�연이�일시에,�불�아맨�연이,�해가니까니�하이�그�때에야,
“과연�살려�줍서(주세요).�우리가�죽어도�정의로�죽게�될�것이다.�아,�조끔�정지해�주시오.”

정지난,�그자(그저)�남녀노소� 게�아니라�걸음발는�사름은�(모두)�나간�후제
는� 그놈덜�잡아묶었소.20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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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이재수도� 영연� 멧날� 메틀� 싸우니� 안� 뒈거든.� 이재수가� 연을� 맨들아.� 창오지에�
큰�연을�맨들아�가지고,�그�연에다가�귀퉁이에�이만이�불찍에�불을�부쪗어.�그�연에�글

을� 썻어.� 탁� 글� 써� 가지고.

“너으덜은� 항복� 안민�멧날� 메틀� 전의�읏어져� 불� 거니�그중� 알라.”
영니�그�시�안네�잇는�백성이�오죽�하게(많아게)?�연이�떨어지니�돌아보니�그렇게�
썻거든.� 시에서� 어떤�랜�예펜이�나� 잇어�용맹이� 과인 사름이라.

“야,�우리�경해도�죽을�줴를�당해�죽게�뒛다.�자,�낭이�안�와서�지.�물이�아니�빌어오
곡�니�어떻게� 살겟느냐?”
나무가,�때영�불을�아�보게�낭이�읏거든.�촌에서�낭이�들어가사�그걸�사서�밥을�지어�
먹나.� 그땐�머�연탄도�읏고,� 아무�것도�읏는�때랏거든.� 나무가�아이�들어오민�불을�땔�

수가� 읏는�거라.

“아이,� 이거�뒌� 일이냐?”

그�여는�낫은�여라.�총동원햇어.�이�선교늠덜�무끄자고.�선교늠덜� 이삼백멩�뒌�

거,� 막� 모다들엉� 그자�끠� 절박(결박)연.� 이젠� 또� 거기서� 연을� 띄왓어.
“선교늠덜� 다� 무껏으니�들어오시오.”204)

(차)와� (카)에서� 성� 밖에� 있는� 민란군은� 불� 붙인� 연을� 성� 안으로� 날려� 보

내� 성� 안� 사람들이� 성문을� 열지� 않으면� 곧� 이� 연들을� 차례대로� 더� 날려� 보내�

성� 안에� 큰불을� 지를�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민란군의� 협박으로� 성� 안� 사람

들은�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성� 안� 사람들의� 생존권은� 이중으로�

포위되어� 있었다.� 성� 안에서는� 성문을� 열지� 말라는� 천주교도의� 압박이� 있었고�

성� 밖에서는� 성문을� 열라는� 민란군의� 압박이� 있었다.� 이들은� 성문의� 개폐� 가

운데� 한�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다.� 성� 안에� 비록� 위치해� 있지만� 천주교도의� 편

에도,� 또� 성� 밖의� 민란군의� 편에도� 끼지� 못했던� 이들은� 결국� 민란군의� 편에�

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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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로� 한다.�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성문을� 엶으로써� 그들이� 경계

선�안으로�넘어갔기�때문이다.�

전설에서� 이들은� 대개� 여성으로� 그려지며� 미신자,� 무당,� 점쟁이� 등으로� 일

컬어지기도� 한다.205)�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들의� 또� 다른� 이름이�

‘아기업개’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기업개’가� 성� 밖에서� 성문을� 열

었다면� 단지� 이들은� 성� 안에서� 성문을� 열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성문의� 개

폐가� 결국에는� 성� 내외부에� 존재하고� 있던� 사람들의� 생존권� 문제와� 깊이� 결

부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누군가는� 살기� 위해� 성문을� 닫아야� 했으며� 또다른�

누군가는�살기�위해�성문을�열어야만�했다.�

3.4.2.� 은폐된�역적과�그림자�영웅

이재수와� 관련한� 당신본풀이가� 구송되는� 곳은� 다름� 아닌� 대정읍� 보성리의�

쿳남밭당이다.� 이재수는� 대정읍� 보성리206)�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따라서�

205)� -12:� “이제는� 그안의� 잇는� 미신자(迷信者)덜� 무당이라던지,� 점쟁이라던지,�
성안에는� 이젠� 양식도� 안� 들어가고� 장작도� 안� 들어가니� 예나� 이제나� 대궐에는� 촌

에서� 들어가야� 먹어사는� 땐디� 장작� 안� 들어가고�도� 안� 들어가노니� 부인덜이� 일
어나서는� 이제는� 막� 문만� 라� 라니� 구신부는,� “메칠만� 더� 기다려� 주십서.”�
는디�짐아무가이라�는�사이�나산�점쟁이,� 무당� 부인덜이�그냥� 막� 문을�아
서�들어가서�트로�아리까와�장검으로�막�전멸시켜�불엇댄�말여.”

206)� 이재수의�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때로는� 대정읍� 인

성리로,� 때로는� 대정읍� 보성리로�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정읍� 인성리,� 보성리,�

안성리라는� 세� 마을이� 서로� 맺고� 있는� 긴밀한� 관계와� 관련이� 있다.� “읍삼리(邑三
里.�仁·安·保城)의� 설촌유래(設村由來)를� 각각� 분리하여� 설명함은� 마땅치� 아니하
다.� 읍삼리(邑三里)는� 비록� 리명(里名)이� 다르다고는� 하나� 오래전부터� 대정성(大
靜城)을� 중심으로� 친·인척(親·姻戚)� 관계(關係)를� 맺어� 왔고,� 동일한� 생활양태
(生活樣態)속에서� 풍속(風俗)과� 전통(傳統)을� 이어� 오면서� 같이� 발전해� 왔기� 때
문이다.� 다만� 근래� 오랫동안� 행정구역상(行政區域上)� 리(里)를� 분리(分離)� 운영
(運營)함에� 따라� 나름대로� 약간의� 특색(特色)을� 갖추고� 발전(發展)하고� 있으며�
리별구분(里別區分)의� 필요에서� 다소� 달리� 기술하고져� 하는� 것이다.� 안성리(安城
里)의� 설촌유래(設村由來)도� 인성(人城)이나� 보성(保城)과� 다름이� 없다.� 탐라기
년(耽羅記年)에� 의하면� 고려(高麗)� 충렬왕(忠烈王)� 25년(서기� 1300년)� 동서도현
(東西道縣)을� 설치(設置)하였을� 시� 귀일(貴日),� 고내,� 명월,� 함덕,� 김녕,� 예래,� 차
귀(고산)� 등과� 같이� 산방(山房)이라� 불리웠고� 조선(朝鮮)� 태종(太宗)� 16년(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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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보성리의� 쿳남밭당에서� 이재수가� 등장하는� 것은� 그의� 출신� 지역� 신당

이라는�점이�긴요한�역할을�한�것으로�보인다.�

(가)� “삼방�송악구절이

아흔아홉골인디

 골만�더� 셔시민

왕이� 나나�범이� 나나

 건디,

골� 엇기로
왕도� 곰도�범도� 아니나던

이� 섬중입네다.

신축년� 난리에

이제수가� 장도질을�여
쑤물다에
이� 당을�성교꾼이

부시와부난

이제수� 장수가�일려세완�

년)에� 대정현(大靜縣)을� 신설(新設)할� 당시에는� 풍천임씨(豊川任氏),� 나주정씨
(羅州丁氏),� 여산송씨(礪山宋氏)� 등이� 거주(居住)하는� 고을로� 형성(形成)되어� 왔
다.� 현(縣)을� 설치한� 뒤� 읍성(邑城)이� 축조(築造)되고� 주민들은� 읍성(邑城)을� 중
심으로� 모여들어� 읍성(邑城)의� 동서(東西)로� 부락이� 발전하였으니� 동쪽� 부락은�
동성리(東城里),� 서쪽� 부락은� 서성리(西城里)라� 하였다.� 고종(高宗)� 2년(1870년)�
동성리(東城里)는� 다시� 안성리(安城里)와� 인성리(仁城里)로� 개칭(改稱)되면서�
분리되었고� 그후� 고종� 24년(1887년)� 서성리(西城里)는� 보성리(保城里)로� 개칭되
었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마을� 약사� 참조.�

<https://www.jeju.go.kr/vill/anseong/intro/info.htm.>� 2021.03.26.

https://www.jeju.go.kr/vill/anseong/intro/info.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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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히가� 예쉰시해체우다.”207)

당신본풀이의� 내용은� 간단하다.� 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산

방산과� 송악산이� 아흔� 아홉골이라� 한� 골만� 더� 있었으면� 왕이나� 범이� 났을� 것

인데� 그렇지� 못해� 왕,� 곰,� 범이� 안� 나던� 섬이라는� 것’,� ‘신축년� 난리� 때� 이재

수가� 장도질을� 하여� 그가� 스물다섯� 살에� 이� 당을� 성교꾼이� 부수니� 다시� 세워

서� 올해가� 63년째라는� 것’이다.� 전설에서� 신축년� 난리가� 일어나게� 된� 경위와�

그� 결과까지� 자세하게� 구술하고�있는� 것을� 고려하면� 당신본풀이에서는� 그것을�

매우�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화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한다.� 이는� 분명� 신화적� 언어가� 지닌� 특성이

다.

당신본풀이의� 전반부는� 신축년� 난리가� 비극적으로� 귀결되었음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한� 골이� 모자란� 산방산과� 송악산의� 산세는� 이� 섬에서� 영웅이� 탄

생할� 수� 없음을� 주지시킨다.� 이는�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재수의� 운명은�

애시당초� 정해져� 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208)� 따라서� 긴� 말은� 필요하지� 않

다.� 당신본풀이의� 후반부에서는� 이재수가� 신축년� 난리에서� 장도질을� 했다는�

점과� 스물다섯� 살에� 성교꾼들에� 의해� 부수어진� 이� 신당을� 재건했다는� 점209)

207)�-1.
208)� 이에� 대해서는�다음의� 전설을� 참조할�수� 있다.� “대정현에는�예로부터�문과� 벼슬

이� 꽤� 많이� 났지만� 모두� 일찍� 죽었다.� 이것은� 대정현의� 산세가� 다� 죽음과� 관련되

기� 때문이다.� 그� 산세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정의� 앞바다에� 멀리� 떠� 있는� 마라

도는� 시체를� 묶어� 놓은� 형국이고,� 바로� 앞바다에� 있는� 형제섬은� 상제가� 울면서� 그�

시체를� 향해� 걸어가는� 형국이다.� 산방산은� 여인이� 너울을� 써서� 시체� 있는� 데로� 가

는� 형국이고,� 창천리에� 있는� 군산은� 장밭에� 장막을� 쳐놓은� 형국이다.� 그리고� 모슬

봉은� 상도꾼(역군)들이� 봉분을� 만들며� 달구를� 박는� 형국이고� 대정� 고을의� 바굼지

오름은� 상여� 형국이며,� 한라산� 중허리에� 보이는� 영실은� 혼백상의� 형국이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정현에서는� 문과� 벼슬이� 나도� 조사해� 버린다는� 것이다.”�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문고,� 1996,� 235-236면.

209)� 난을� 무마하기� 위해� 제주도에� 온� 찰리사� 황지연이� 난� 참여자들과� 지방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대정군교폐성책』에� 따르면� 37번째� 항목에� “교인� 김달복� 등

이� 보성리� 신당목을� 작벌� 탈취한� 일.”이� 기술되어� 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천주교

도에� 의해� 신당이� 부수어진� 사례는� 빈번하였다.� 따라서� 보성리의� 쿳남밭당도� 그것

을� 피해가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1901년� 제주항쟁� 기념사업회� 편,� 앞의� 책,�

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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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제시하고� 있다.� 그가� 왜� 신축년� 난리의� 장도로� 나서게� 되었는지,� 그가� 난

리에서� 어떠한� 영웅적� 행적을� 남겼는지,� 더욱이� 난리가� 끝난� 후� 그의� 결말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신화는� 말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특히� 이재수의� 최후에�

대해—은� 이미� 산방산과� 송악산의� 아흔아홉� 골에� 관한� 이야기가� 다� 해준� 것

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당신본풀이의� 후반부� 내용은� 분명� 그의� 영웅적� 면모

를�보여주지만�그를�완전한�영웅으로�보기는�어렵게�만든다.

전설에서� 이재수의� 영웅적� 면모가� 압도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왜� 이재수가� 적극적으로� 신으로� 옹립되는� 본풀이는� 없는가� 하는� 물음

이� 제기된다.� 게다가� 이재수가� 아닌� 신축년� 난리의� 다른� 인물이� 조상신본풀이

의� 신으로� 구승되고� 있는� 상황은� 그러한� 물음을� 더� 심화시킨다.� <고도채비본

풀이>210)는� 제주시� 일도이동의� 정씨� 심방(당시� 59세)에게서� 채록된� 것으로,�

신축년�난리�때� 활약을�보였던�군웅조상�고도채비에�관한�본풀이다.

210)�-2.

(나)� 옌날� 심똘엔

고도체비옌� 사름이

시였는디

쎄기가�천하� 일등이랐쑤다.
고도체빈�사농도� 잘�연
할락산이�노리�깡녹은

려�강� 손으로� 심곡
였쑤다.
신축년� 날리� 때도

고도체비가�들언

성교펠�눅졌쑤다.

신축년� 날리� 때

모관� 동문을

고도체비가�치는디

성우티서�서양�신부가

양총을�들런� 팡팡� 쏘와가도

고도체빈

“게멘�번�여�보렌”
연,
활을� 내여주난

나인�시견

큰� 장태에� 물� 질어당� 노렌“

연
”그�우티로� 생이�건
쏘와�보렌“�였쑤다.
그영�연� 시난

그�우티로� 밥주리�머리가
았쑤다.�
고도체빈� 그�굴멜�보멍

밥주릴�쏘완�털어치우난

성상이�크게�감탄을�고
양총�록을�하사였쑤다.
고도체빈�그�총을�하사받안

려왔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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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내용은�사냥에�능한�고도채비가�신축년�난리�때�서양�신부의�모자를�

맞추는� 등211)의� 활약을� 하고� 그로� 인해� 임금에게서� 국문을� 받게� 되었지만� 뛰

211)� 선행연구에서는� 고도채비가� 서양� 신부를� 죽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재고가� 필요

하다.� 김헌선� 외,� 『제주도조상신본풀이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127-128면.

일로� 피곡�절로�피곡
멍
화승총으로만�서양� 신불� 쏘완

서양�신부� 모 시번이나

배꼈쑤다.

화승총으로�쏘완� 모 배껴가난

성교페들이�혼비백산연
아나부난
그젠�동문이� 헐리고

고도체비가�입성을�였쑤다.
그�땐� 나라가�약난
나라은�성교펜을�들언

“난을�일으킨� 건

매딱� 우리� 백성들� 죄옌”�연
삼으 고�삼읍� 선봉을
 심연�나라일� 가난

어전에�국문을�는디
전하가�고도체비고라

“활을�잘� 쏜뎅�난
얼매나�쏘와지느닌”

들으난

고도체빈

“잘은�못쏩네다만,

물에� 비춘� 생이� 정돈

굴메만�보왕� 쏘와지쿠덴”

난

그르후제�실에서도
그�총을� 빌지� 그리와도

어사품이라부난�누게도

딱�질�못였쑤다.
� � � � X� � � � � � � � � X

후제� 고도체빈

군웅조상이�되었쑤다.

군웅만판�때�소릴�쿠다.

우가� 돌아갑네다.

제가� 돌아갑네다.

고매꽂�고씨�영감

놀단�군웅이우다.

둑지옌�활을�매곡

허리옌�걸랑�차곡

아끗민�철리� 가곡
아끗민�말리� 가곡
가시낭굽마다

어욱굽마다

꿩�사농� 매�사농

노리�사농�영
동니�존장� 분육곡
신축년�대날리에

선봉장으로�일만군뱅

거느리단�군웅이우다.

활을� 발고� 살을� 발고

구신에�하강일� 받앙

만판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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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활� 실력으로� 인해� 오히려� 임금의� 어사품을� 받고� 제주로� 돌아왔다는� 것

이다.� 고도채비는� 신축년� 난리� 관련� 전설� 19편� 가운데� 4편212)에서도� 그� 모습

을� 드러내는데,� 황사평에서� 민란군이� 제주성을� 향해� 공격할� 때� 프랑스� 신부에

게� 겁을� 주기� 위해� 그가� 일부러� 신부를� 맞추지는� 않고� 신부의� 모자만� 맞추었

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하지만� 고도채비가� 주가� 되는� 전설� 각편은� 단� 1편으

로� 고도채비는� 신축년� 난리� 관련� 전설에서�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인물이다.� 그

런� 고도채비가� 어째서� 신이� 될� 수� 있었는가.� 그렇다면� 왜� 이재수는� 신이� 되지�

못했는가.� 이러한�물음들이�연속적으로�제기된다.�

고도채비는� 전설과� 조상신본풀이에서� 모두� ‘심돌’� 출신으로� 나타난다.� 심돌

은� 다른� 말로� 하면� 역돌리로� 곧� 지금의� 성산면� 시흥리의� 옛� 이름이다.� 심돌은�

그� 지명이� 의미하는� 것과� 같이� 예로부터� 장수가� 많이� 났다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심돌에는� 고도채비뿐� 아니라� 강씨할망,� 현씨남매,� 그리고� 심지어

는� ‘부대각’이라는� 이름의� 장사� 전설이� 전승되고� 있다.213)� 여기서� 심돌� 장사�

전설의� 자장에� 부대각이� 포함된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한데,� 부대각� 역시� 구좌

읍� 평대리에서� 부씨� 문중의� 조상신으로� 제향을� 받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곧�

더러� 심돌� 출신으로� 이야기되는� 장사� 두� 명이� 각각� 다른� 성씨� 가문의� 조상신

으로� 좌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고도채비는� 제주시� 일도이동의� 정씨� 심방에

게서� 채록되었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정보가� 없다.� 제주시� 일도이동은� 단순히�

정씨� 심방의� 출신지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가� 제주시� 일도이동�

주변의� 당맨심방으로서�인근� 성씨� 가문의�조상신본풀이를�알고�있었다는�사실

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 제주시� 일도이동이� 신축년� 난리의� 주요� 격전지

212)�-1,�-9,�-14,�-18.
213)� “이� 마을� 주민들이� 예로부터� 힘센� 장사가� 많아� 이에� 연유하여� 불러지는� 이름이�

심돌(力乭)이다.� 이� 마을에는� 힘센� 장사와� 연관된� 전설이� 수많이� 전해져� 이름의�
연유를� 실감나게� 한다.� 설촌당시� 당시� 심돌마을은� 벌족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후�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씨족간에� 힘겨루기를� 예사로� 했다.� 이� 마을에� 맨처음� 정착

한� 이는� 이(李)씨� 성을� 가진� 이로� 약� 480여년전에� 『대섬머세』에� 거주하다� 『골가
집터』로� 이주� 또� 『대선못』으로� 옮겼다고� 전해진다.� 서기� 1904년� 갑진년에� 정의군

수�차수광� 시절에� 『시흥리(始興里)』로� 바꿨는데� 지금은� 남제주군과�북제주군의�동
쪽� 경계에� 자리잡은� 마을이며� 예전에는� 북제주군의� 끝� 마을인� <종달리� >와� 대칭되

는� 의미에서� 옛정의군과� 제주목� 경계에� 있어� 정의군의� 시발이� 되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진다.� 당시� 마을호수는� 약� 200여� 호였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
읍�시흥리�지명유래�참조.� <https://www.jeju.go.kr/vill/siheung/intro/history.htm?act=view&seq=1127300>

https://www.jeju.go.kr/vill/siheung/intro/history.htm?act=view&seq=112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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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도채비본풀이>의� 소재지는� 적어도� 제주시� 일도이

동�근처일�확률이�높다.�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부대각본풀이>의� 서사를� 살피는�것은�왜� 이재수가�

신이� 되지� 못하고� 고도채비가� 신이� 되었는지에� 관한� 의문을� 일정� 부분� 해소

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이재수와� 고도채비,� 부대각이라는� 세� 인물은� 모두�

영웅으로� 각각의� 전설이� 존재하지만� 이재수는� 신이� 되지� 못하고� 뒤의� 두� 인

물은� 신이� 된다.� <부대각본풀이>를� 경유하여� <고도채비본풀이>를� 살피고� 다시�

이재수의� 경우를� 따져본다면� 영웅은� 언제� 신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수�있을�것이다.� <부대각본풀이>의� 내용은�다음과�같다.�

(다)�벨도(別刀)�수진포에�베를�떡�매고,�벳머리에�려서�평대(坪岱)를�들어가�선조�
산[墓]에�참배(參拜)를�허고,�겐(그렇게�해서)�오라가니(와�가니),�그�장수(將帥)가�
뒈연�베를�타고서�진을�치레(치러)�가젠�허난,�펭대�부칩잇�사름덜은� ‘저�사람�놧다가

(놓아두었다가)�우리�부칩이�망헐�테니�우선�선조부떠�가서,�선산(先山)부떠�가서�우
리�돌아보자.’� 선산에�떡� 돌아보니�뒤에� 바우(바위)가�나�장군(將軍)� 모냥으로�떡�
 해�두�해�커가니,�‘그�바웃돌로�헤여�는(나는)�하르방이�탄셍을�허여시난,�이것부
떠� 부수와야�뒈겟구나.’� 허여,� 메를� 물메를� 앚어들여�바우를� 부수와� 부럿구나.

경�허여,� 대각�하르바님이영�대국을�치젠�베� 우에�떡�올르니,� 난데없이�일기(日氣)가�
불순(不純)허여.�안개가�뿍(잔뜩)�지고(끼고)�베질을� 형편이�아니�뒈는구나.�‘이

게�어떤�일인가?’�룰이(하루가)�지나도�안개가�걷질�안�허고,�이틀이�지나도�걷질�
안�허고,� 이�지나도�안개가�거듭질(걷어지지를)�아니�허여,�안개가�지난�이게�군
사덜은�이제�다�굶어죽게�뒈고,�앚아�생각헤여보니,� ‘안개가�아니라�나�눈이�어두운�게�

아니냐.’� 그� 산� 영기(靈氣)로� 그땍(그때)에�눈을� 어둡져(어둡게� 하여)� 부럿구나.

영�허여,�아이고�이�군사덜은�(모두)�굶어죽게�뒈난,� ‘나부떠�죽어부러야�이�군사덜
이�살아날�거니,�죽어보자.’�허여,�죽젠�허연�옥황(玉皇)에�등소(等訴)�등장(等狀)을�
드는�게,� “무쉐설캅을�내리와�줍서.”�방석을�떡�내리우난(내리니),�물�우에�무쉐방석이�

둥굴둥굴�뜨난,�그�부대각�하르방은�펏짝허니�그�무쉐방석드레�떡�앉아,�그래도�물�알르

레(아래로)�내려가질� 아녀니(아니� 하니),

“나를� 누군� 줄� 아느냐,� 어서�물� 알러레(아래로)�인도(引導)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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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허여�서르르� 허게� 이제는�물� 알러레�라앚아(가라앉아).
부대각�하르바님이�바다에서�죽어�신체(身體)도�못�아.�경�허니�부칩이서는�그�하르
바님이�신체는�못�으니�좋은�당(땅에)�들어간�헛�봉분(封墳)을�허고�비(碑)를�세와
놓고� 일년에�번� 묘제(墓祭)를� 떡� 지난,� 친족(親族)덜은� 다� 모여서� 참배(參拜)를�
헙디다.� 일본도� 부칩이�손(子孫)덜이� 만이� 가고� 육지(陸地)에도� 많이� 잇고,� 부산
(釜山)에도�많이�잇고,�울산(蔚山)에도�부칩이�많이�삽니다.�허난,�그�집집마다�굿을�
헐�때는�그�하르바님을�위로적선(慰勞積善)을�아니�허면은�덕(德)을�못�받는�법(法)
이라.� 영� 허여� 부대각�하르바님이�고은(맑고맑은)�일월조상님이로구나.214)

부대각은� 일찍이�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던바,� 평대리� 부씨� 집안� 사람들의�

위기의식으로� 인해� 희생당하는� 인물이다.� 곧� “저� 사람� 놧다가(놓아두었다가)�

우리� 부칩이� 망헐� 테니”라는� 위기의식이� 그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부대각이�

역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부대각으로� 인해� 부씨� 집

안� 전체가� 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극도의� 불안감

은� 집안� 사람들로� 하여금� 부대각을� 탄생하게� 만든� 선산의� 바위를� 부수게� 하

는� 광기를� 낳는다.� 전설에서� 부대각이� 심돌� 출신으로� 구승되기도� 하는� 것은�

아마� 이� 바위와의� 연관성� 때문인� 듯하다.� 말� 그대로� 바위는� 부대각의� 힘의� 원

천이었고� 바위가� 훼손되자� 산의� 영기로� 부대각은� 눈이� 멀게� 된다.� 바다에서�

죽은� 부대각은� 시체도� 못� 찾게� 되고� 그� 후부터� 부씨� 집안� 사람들은� 부대각의�

제사를�지낸다.�

이상의�내용에서�주목할�만한�것은�역적이�될� 가능성에�대한�지독한�두려움

이다.� 그� 두려움은� 어쩌면� 집안을� 일으킬� 수도� 있는� 장수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처단하게� 한다.� 그� 두려움이� 과연� 부씨� 집안만의� 것이겠는가.� 앞서� 살펴

본� <쿳남밭당본풀이>에서� 산방산� 아흔아홉� 골� 이야기는� 그� 누구도� 왕이나� 범

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결국� 왕이� 되려는� 자의� 최후는� 역적이� 되

는� 것뿐이다.� 그러나� 역적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역적의� 운명은� 공

동체의� 운명과� 동궤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대각은� 역적이� 되기�

전에� 죽음으로써� 조상신이� 된다.� 이런� 점에서� 고도채비는� 부대각과� 비교할� 때�

214)� 김헌선�외,� 앞의� 책,� 330-3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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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신이� 되기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는� 일단� 역적이� 아니

기�때문이다.

고도채비는� 임금과의� 독대에서� 자신의� 활� 실력을� 뽐내는� 당당한� 모습을� 보

여준다.� 이러한� 고도채비의� 모습은� 전설에서� 이재수의� 모습과� 일정� 부분� 겹치

는� 측면이� 있다.� 곧� 이재수와� 강우백이� 한양으로� 잡혀갔을� 때� “강우백은� 눈물

을� 줄줄� 흘렸으나,� 이재수는� 두려움� 없이� 기다렸다가� 식사� 대접을� 받고� 배불

리� 잘� 먹”215)을� 뿐만� 아니라� 임금에게� 담배� 하나를� 태울� 수� 있게� 해달라는�

대담한� 부탁을� 한다.� 이에� 임금이� 허락하자� 이재수는� 담배를� 피우고� 난� 뒤� 조

용히� 눈을� 감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이는� 조정에서� 보낸� 군대가� 난의�

경과를� 추궁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강우백고� 오대현이는� 북북� 털면서� 말
도� 졸바로� 못”지만,� 이재수는� “뭐� 암만민� 뭐� 썸(벌써)� 뭐� 황천이� 준�
칼� 지프고(짚고)� 가서� 사실� 그� 초기로� 뒤끗지� 쭉게� 해서� 보고올”린
다.216)

여기서� 고도채비가� 실존� 인물일�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평리원� 판결문과�

천주교도의�편지,� 난� 참여자들의�정단(呈單)� 내용� 등은� 여러� 지점에서�전라남
도� 제주목에� 거주했던� 64세� 포수� 고영수가� 고도채비일� 수� 있음을� 시사한

다.217)�이렇게�보면� <고도채비본풀이>의� 내용이�완전히�허황된� 것만은�아니다.�

215)�-16.
216)�-13.
217)� “피고� 고영수는� 엽포(獵砲,� 사냥� 포수)를� 직업으로� 하였다.� 날짜가� 불명확한� 금
년(1901년)� 음력� 4월� 초에� 강우백이� 중민� 수천을� 이끌고� 피고가� 사는� 마을을� 지

나다가�민정(民丁)을� 책출하고� 또�포군을� 소집하는�까닭에� 피고가� 김히� 거역할�수
가� 없어서� 이웃� 마을의� 엽포� 3명과� 더불어� 같이� 가서� 참여하였다.� 피고의� 공술에�

의하면,� “매번� 밤을� 지내는� 때에� 헛되이� 포성을� 냄으로써� 잠자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따름이지,� 처음부터� 한� 사람도� 죽인� 일이� 없다”라고� 하나� 흉기를� 몸에� 지녔

다.”� (1901년� 제주항쟁� 기념사업회� 편,� 앞의� 책,� 25면.)� 평리원� 판결문� 일부를� 보

면� 고영수는� 포수를� 직업으로� 삼은� 인물로� 이웃� 마을의� 다른� 사냥� 포수� 3명과� 함

께� 난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신축년� 난리에서� 그의� 총� 실력은� 크게� 두각을� 드러냈

던� 것으로� 보이는데,� 난이� 끝난� 후� 천주교도가� 쓴� 편지를� 보면� 그는� “민란군의� 우

두머리� 포수로서� 교인� 112명을� 포살했다고� 한� 것은� 그� 스스로� 떠들고� 다녔”(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소� 역·편,� 앞의� 책,� 191면.)다

고� 한다.� 게다가� 그� 공로가� 인정되어� 찰리사는� 그의�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그를�

별방진장�겸� 순포영장으로�차출하여�실행하”(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

원회·한국교회사연구소� 역·편,� 위의� 책,� 위와� 같은� 면.)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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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신축년� 난리의� 결과로� 이재수를� 비롯한� 난� 주도자들이� 한양으로� 끌려

갔었고� 이재수와� 몇몇� 인물은� 사형� 선고를� 받아� 사형� 집행이� 되었지만� 그� 가

운데에는�징역�선고를�받고도�형을�살지�않고�돌아온�자들이�있었던�것이다.

살아� 돌아온� 자들은� 살아� 돌아올� 수도� 있었으나� 결국� 살아�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떠올리게� 한다.� “모든� 이야기는�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었던,� 또� 다른�

버전의� 이야기라는� 환영에� 끊임없이� 시달린다...왜냐하면� 모든� 이야기에는� 그

것의� 반대-이야기가� 있으며...모든� 이야기는...자신의� 그림자� 이야기를� 갖고� 있

기� 때문이다.”218)라는� 주장을� 감안하면� 고도채비는� 이재수의� 그림자� 영웅이

다.� <고도채비본풀이>는� 어쩌면� 이재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던� 살아� 돌아

온� 자의� 신화인� 것이다.� 제주도� 본풀이에서� 영웅은� 역적으로� 규정되기� 전에�

먼저� 죽거나� 혹은� 역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살아� 있어야� 신이� 될� 수� 있다.�

기록에서는� 이� 별방진장� 겸� 순포영장으로� 차정된� 자의� 이름이� “고도참”으로� 나타

난다.� 난� 참여자� 중� 한� 사람이었던� 백학탄이� 자신의� 진술을� 다짐한� 문서에� “고도

참이� 교인을� 죽인� 것이� 52명인�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고도참은� 살인한� 공로로�

별방진장� 겸� 순포영장에� 차정되었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소� 역·편,� 위의� 책,� 201면.)�

고도채비와� 고도참의� 발음이� 유사한� 것을� 미루어� 볼� 때,� 고도채비는� 고영수� 또는�

고도참이라고� 불리는� 실존�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더� 주목할� 것은� 이재수가�

사형� 선고를� 받은� 바로� 그� 재판에서� 고영수는� 10년� 형을� 선고� 받지만� 그� 형을� 다�

살지� 않고� 이듬해� 제주도로� 귀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1902년� 12월에� 쓰

인� 정단의� 내용을� 보면� 신축년� 난리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발신인으로� 되어� 있다.�

고영수를� 비롯하여� 조사생,� 이원방,� 김남혁� 등은� 모두� 이재수� 등과� 함께� 한양으로�

끌려갔던� 인물들이다.� 정단에서� 그들은� “장두가� 교수형에� 처해졌고,� 아울러� 저희들

이� 징역형에� 처해”졌지만� 이는� “형세가� 부득이해서였기� 때문이며,� 조정� 법률의� 근

본� 의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으므로�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살아� 돌아왔”다

고� 밝히고� 있다.� 다만� 서울에� 다녀오느라� 쓴� 4천� 9백여� 냥은� 병참소의� 군수� 비용

에서� 빌린� 것으로� 이를� 충당하기� 위해� 각� 면·리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제

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소� 역·편,� 위의� 책,� 233

면.)� 이� 정단의� 수신인은� 호근리로�되어� 있는데,� 이후에도� 호근리에서는� 비용을� 대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정단이� 한� 번� 더� 호근리로� 보내진� 것이다.�

그런데� 호근리는� 기실� 한논성당이� 주재했던� 곳으로� 이� 지역은� 신축년� 난리� 당시�

마을� 남성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던� 지역이다.� 난리� 이후에도� 갈등의� 씨앗은� 여전

히� 남아있던� 것이다.�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소�

역·편,� 위의� 책,� 191면,� 234-235면.)

218)� 웬디� 도니거(Wendy� Doniger),� 『암시된� 거미:� 신화� 속의� 정치와� 신학』,� 최화선�

역,� 이학사,� 2002,� 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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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으로� 규정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담지하기� 때문에� 영웅에게는� 이� 두� 가

지� 선택지밖에� 없다.� 부대각이� 전자에� 해당했다면� 고도채비는� 후자에� 해당한

다.� 이재수는� 역적으로� 규정되어� 사법제도의� 판결을� 받고� 죽었다.� 따라서� 이

재수는�제주도�본풀이의�담론에서는�결코�신이�될�수�없었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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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억서사의�형성원리

4.1.� 기억서사�이론의�전제

본고는� 3장에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전설과� 본풀이들을� 분석함으로써� 기

억서사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였다.� 이제� 기억서사에� 대한� 총괄적� 고찰을�

통해� 그에� 따른� 이론화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기억서사의� 형성원리를� 고찰하

는�데� 있어�다음과�같은�사항들에�대한�고려가�필요해�보인다.

우선� ‘기억서사’의� 개념� 문제이다.� 이미� 본고에서� 수차례� ‘기억서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보다� 엄밀한� 정의가� 요구된다.� ‘기억서사’는� ‘기억’과�

‘서사’가� 합성된� 용어이므로� ‘기억’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도록� 한다.� ‘기억

서사’라는� 용어에서� ‘기억’이라� 함은� 개인의� 특수한� 기억을� 말하는� 것인가?�

혹은� 인간의� 보편적� 기억을� 말하는� 것인가?� 이는� 여러� 기억� 이론들이� 전제

하는� ‘기억’의� 의미가� 제각각이라는�점에서�본고에서�세심하게�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예컨대� 철학이나� 심리학� 같은� 분야에서� 말하는� 기억은� 과거를� 현재

화하는�정신적(심리적)� 현상에�주목한다는�점에서�개인의� 기억을�전제로� 하고�

있다.1)� 최근� 뇌과학에서� 말하는� 기억의� 경우에는� 인간의� 일반적인� 기억� 과정,�

곧� 기억의� 시스템을� 규명하려�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보편적� 기억을� 기초로�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기억’이란� 개인의� 특수한� 기억도� 아니고� 인류의� 보편적�

기억도� 아니다.� 바로� 그� 중간에� 있는� 제주도민이라는� 특정� 집단의� 기억인� 것

이다.� 이는�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가� 이야기한� 집단기억과� 유사

한데,� 알박스는� 집단의� 기억에� 앞서� 개인의� 기억이� 존재함을� 부정하지� 않는

다.� 그러면서도� 그는� 개인의� 기억이� 형성되는� 사회적� 측면에� 더� 주목하고자�

한다.� 곧� 개인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회구성원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가운데� 자신의� 기억을� 형성해나간다는� 것이다.2)� 이러한� 집단기억의� 개념은�

1)� 전진성,� 『역사가�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2009,� 39면.

2)� Maurice� Halbwachs,� On� Collective� Memory,� edited,� transla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Lewis� A.� Cos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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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 그중에서도�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 대한� 대항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구술사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인용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입각점에� 따

를� 때,� 본고의� 연구대상인� 전설과� 본풀이� 개개의� 각편은� 비록� 그것이� 한� 제보

자의�산물이라고�할지라도�그러한� 기억을�주조해낸�집단기억의�존재를� 상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제주도민이라는� 집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

을과� 신당� 등� 각각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또

다시� 여러� 개의� 소집단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므로� 이때의� 집단기억은� 더� 세

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본고에서� 사용하는� ‘기억서사’라는� 용어에서�

‘기억’은� 경우에� 따라� 더� 세분화되기도� 하는� 제주도민이라는� 특정� 집단의� 기

억을�일컫는�것이다.

‘기억’의� 주체가� 제주도민이라는� 사실은� 결국� 기억서사의� 형성원리를� 고찰

하는� 데� 있어� 제주도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천미포� 왜란과� 관련한� 토산당의� 유래를� 전하며� “옛날에� 우리가� 1200년� 전� 역

사를� 가졌”3)었다고� 강조하는� 제보자의� 말처럼� 제주도는� 천여� 년� 동안� ‘탐라’

라는� 이름으로� 한반도와는� 독립된� 국가를� 영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탐라’

의� 역사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바가� 없다.� 대신� 역사에� 기록된� 것은� 고려� 희종�

7년(1211)� 제주라는� 이름으로� 고려에� 복속되고� 고려� 말� 원� 간섭기에� 원나라

의� 직할령이� 되며� 광무� 1년(1897)에는� 대한제국� 선포를� 위해� ‘내부식민지’로�

규정되는� 제주도뿐이다.4)� 역사� 속에서� 제주도가� 끊임없이� 제주도� 외부와의�

관계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는� 사실은� 기억서사에도� 어떤� 식으로든� 제주도와�

제주도� 외부의� 관계가� 투영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기억서

사의� 형성원리를� 고찰하는� 데� 있어� 제주도라는� 공간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는�이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억서사에� 드러나는� ‘내부’와� ‘외부’의� 다층성은� 주목을�

요한다.� 기존� 연구에서� 내부와� 외부의� 성격이� 단일하지� 않다는� 것은� 지적된�

바� 있지만5)� 이를� 개념화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특히� 본고에서�

3)�-13.
4)� 조현설,� 「제주� 본풀이에� 표현된� 집단기억과� 제주인의� 정체성� 연구」,� 『고전문학연

구』58,� 한국고전문학회,� 2020,� 279면.

5)� 조현설은� 먼저� <세화본향당본풀이>에� 드러난� 백주또와� 금상의� 사례를� 통해�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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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기억서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의� ‘외부’가� 등장한다.� 삼별초� 관련� 기억서

사에는� 삼별초와� 여몽연합군이,� 천미포� 왜란� 관련� 기억서사에는� 나주� 출신의�

뱀여신과� 왜구가,� 신당� 철폐� 관련� 기억서사에는� 이형상을� 중심으로� 한� 서련�

판관과� 기건� 목사가,� 신축년� 난리� 관련� 기억서사에는� 천주교와� 한양� 조정� 등

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속성상� 하나로� 묶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

지� 않은� 경우도� 있다.� 더욱이� 이들� 기억서사에� 제주도� 내부와� 외부에� 대한� 향

유층의� 인식,� 즉� 제주도민의� 집단기억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들의�성격은�제주도�내부를�기준으로�분류,� 정의되어야�함을�알� 수� 있다.

문제는� 제주도� ‘내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앞에서� 제주도

민이라는� 집단이� 여러� 개의� 소집단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서술하였는데,� 이

러한� 관점은� 더� 예각화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설’과� ‘본풀이’라는� 갈래의� 구분이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기억서사’에서�

‘서사’는� 구체적으로� 본고의� 연구대상인� ‘전설’과� ‘본풀이’를� 지칭한다.� 그런

데� 전설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마을� 주민들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향유되는�

것이라면� 본풀이는� 마을� 의례의� 현장에서� 심방에� 의해� 공식적으로� 구송되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은� 전설과� 본풀이�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음을� 적시하는

데� 전승현장과� 전승집단의� 차이가� 그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전설과� 본풀이에�

표현되는� ‘내부’가� 같을지라도� 갈래상� 그것이� 표상하는� 의미가� 다를� 수� 있음

을� 암시한다.� 본풀이가� 구송되는� 전승현장의� 엄격성과� 전승집단의� 특수성은�

본풀이에�나타나는� ‘내부’의�의미를�더� 첨예하게�만드는�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전설’과� ‘본풀이’를� 구분하는� 기존� 갈래� 귀속� 지표를� 보다�

섬세하게�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설화� 삼분법에서� 갈래� 귀속� 지표

는� 1)전승자의� 태도,� 2)시간과� 장소,� 3)증거물,� 4)주인공� 및� 그� 행위,� 5)전승

신화의� 외부성이� 단일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이란� 주제� 아래� 해석하였다.� 조현설,� 「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중의� 외부성

과� 젠더의� 얽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457-458

면.� 이후� 제주민이� 본풀이를� 통해� 저항� 혹은� 협력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저

항의� 경우에도� 의식적·정치적� 저항과� 무의식적·비정치적� 저항의� 태도로� 나뉘고� 협

력의� 경우에도� 자발적·능동적� 협력과� 비자발적·수동적� 협력의� 태도로� 나뉨을� 포착

하였다.� 조현설,� 앞의� 논문,� 2020,� 289면.�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은� 제주도� 내외부

의�성격이� 다기(多岐)함을� 인식한�것이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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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로� 이야기된다.6)� 이에� 더하여� 본고에서는� 전승현장과� 전승집단의� 차

이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본풀이의� 전승현장은� 전설

의� 전승현장에� 비해� 보다� 폐쇄성을� 지니며,� 본풀이의� 전승집단은� 전설의� 전승

집단과�비교해볼�때� 더� 결속력을�가진다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억서사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주변� 텍스트들,� 곧� 파라텍스

트(para-texte)7)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각각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유적지� 설명문과� 기념비� 문구,� 문헌� 서적� 등은� 기억서사를� 둘러싼� 일

종의� 파라텍스트들로,� 본고에서는� 이런� 종류의� 파라텍스트들이� 형성해내는� 기

억서사가� 기존� 기억서사에� ‘되먹임[feedback]’되는� 과정까지를� 포함하여� 고

찰할� 것이다.� 이는� 구전이라는� 전승매체에� 영향을� 끼친� 다른� 전승매체들까지�

고려해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데,� 기실� 전승매체의� 문제는� 전승시간의�

문제와�무관하지�않다.�

본고에서� 다루는� 연구대상은� 현재와� 적게는� 120년에서� 많게는� 750년의� 시

간차가� 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최근의� 역사적� 사건일수록� 구전� 이외의�

전승매체가� 더� 다양화되었을� 것이며� 이� 점이� 기억서사의� 형성원리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할� 터이다.� 그러나� 문제가� 그리� 간단치는� 않다.�

본고에서� 다루는� 역사적� 사건들에� 관한� 파라텍스트들의� 양� 사이에는� 오늘날�

그� 주목도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파라텍스트들이� 시

간의� 선형에� 따라� 점층적으로� 쌓여있지는� 않은� 것이다.� 오히려� 후대의� 주목�

여부에� 따라� 특정한� 기억서사들이� 양각화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삼별초와�

신축년� 난리가� 비교적� 당대의� 조명을� 받은�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지니

는�파라텍스트들의�양은�다른�두� 역사적�사건에�비해�압도적으로�많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제주도민의� 집단기억이라는� 측면과� 제주도라는� 공간이�

지니는� 특수성,� 그리고� 갈래별� 전승현장과� 전승집단의� 차이에� 더하여� 기억서

6)� 장덕순�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2013,� 39-43면.

7)� Ge ́rard� Genette,� Paratexts� :�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translated� by� Jane�
E.� Lewin,� �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p.1-3.� 제라르� 주

네트(Ge ́rard� Genette)는� 파라텍스트를� 텍스트가� 독자들,� 더� 일반적으로는� 대중들
에게� 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이라고� 말한다.� 즉� 본문을� 둘러싼� 책의�

제목이나� 작가� 이름,� 표지,� 서문� 등의� 주변� 텍스트들을� 일컫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의미를� 좀�더� 확대하여�사용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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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형성해낸� 파라텍스트들의� 역동적� 면모까지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기억

서사의�형성원리를�해명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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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오기억과�전설� 서사

기억서사의� 형성원리에� 관한� 논의를� 전설의� 경우부터� 시작해보기로� 한다.�

‘기억서사’라는� 관점에� 유의할� 때,� 전설에서� 착오와� 망각과� 같은� ‘오기억’8)

이� 나타난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러한� 오기억은� 무엇보다� 전설의� 전승현

장,� 즉� 이야기판의� 성격과� 관련이� 깊다.� 일상의� 현장에서� 마을� 주민에� 의해�

구연되는� 전설은� 제보자의� 기억이� 조사자� 혹은� 청중의� 기억과� 다를�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그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

러운� 이야기판의� 성격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반면� 의례의� 현장에서� 심방에� 의

해� 구송되는� 본풀이는� 애초에� 오기억이� 나타날�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풀

이는� 심방과� 마을� 사이의� 합의와� 조정을� 거친� 결과물로,� 엄격성을� 지니는� 굿

판의� 전승현장에서� 그러한� 본풀이의� 내용이� 잘못� 기억될� 가능성은� 적은� 것이

다.

이때,� ‘오기억’이라는� 개념은� 자칫� 객관적� 진리를� 가정하고� 있는� 듯한� 인상

을� 준다.� 그러나� 뇌과학�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오기억은� 예외가� 아니다.� 어떤�

사건을� 기억한다는� 것은� 뇌에� 완벽하게� 보존된� 기억을� 온전하게� 불러내는� 것

이� 아니다.� ‘기억하기re-membering’,� ‘상기하기re-collecting’,� ‘회상하기

8)� 프로이트(S.� Freud)는� 『정신분석� 강의』에서� “실수� 행위”들을� 공식화하는데,� 그� 가

운데에는� “잘못� 말하기”와� 일시적인� 망각,� 그렇지� 않은� 망각과� 일련의� 다른� 착각

들이� 있다고� 말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우리말로� ‘잘못’

에� 해당하는� <Ver->라는� 전철이� 앞에� 놓이는� 행위들로,� 이들� 사이에� 내적인� 유사

성이� 관찰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프로이트(S.� Freud),� 『정신분석� 강의』,� 임홍빈·홍

혜경� 역,� 열린책들,� 2020,� 29-30면.� 또� 『일상생활의� 정신� 병리학』에서는� 이러한�

망각의� 여러� 구체적인� 사례들을� 탐색하는데� 그� 중� 고유명사의� 망각을� 논의하는� 부

분에서� 이름이� 망각될� 뿐만� 아니라� 잘못� 기억되기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프로

이트(S.� Freud),� 『일상생활의� 정신� 병리학』,� 이한우� 역,� 열린책들,� 2009,� 10면.� 한

편,� 착오는� 그것이� 착오로� 인식되지� 않고� 믿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기억

과� 함께� 일어나는� 망각과� 구별된다.� 프로이트,� 위의� 책,� 2009,� 289면.� 본고에서� 살

펴본� 전설� 각편에는� 이러한� 이름� 망각과� 착오가� 자주�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제보

자와� 조사자� 사이의� 논쟁이� 벌어진다는� 사실은� 유념할� 만하다.� 오기억에� 해당하는�

이름� 망각과� 착오는� 그� 자체로� 여러� 각편들을� 형성해내는� 기억서사의� 메커니즘이

라�할� 수� 있는데� 그러한� 오기억에는�무언가� 억압되는�것이� 있음을� 유추해볼�수� 있

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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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ing’� 같은� 용어는� 특정한� 일을� 기억하거나�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해야만�

하는� 작업들을� 암시한다.� 곧� 다시� 불러오기(re-call)를� 할� 땐� (기억을� 구성하

는)� 요소들을� 다시� 호명하여� 수집하고(re-member,� re-collect)� 다시� 구성해

야(re-construct)� 한다는� 것이다.9)� 이러한� ‘다시’의� 과정� 속에� 기억이� 정확

하게� 상기될� 수� 없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무언가를� 기억해� 낸다는� 것은� 처음�

저장되었던� 정보를� 모두� 다� 사용하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없던� 다

른�것을�더�가져오기도�하는�창조�행위인�것이다.10)

중요한� 것은� 전설에� 등장하는� 오기억이� 나름의� 규칙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

인다는� 사실이다.� 기억서사의� 근저에� 제주도민의� 집단기억이� 놓여� 있음을� 감

안한다면� 전설의� 오기억을� 추동하는� 집단기억의� 틀을� 생각해볼� 수� 있을� 터이

다.� 그리고�그�틀의�중추는�다름�아닌�제주도� ‘내부’와� ‘외부’인�것이다.

먼저�신당�철폐�관련�전설에서�드러나는�오기억은�다음과�같은�하나의�문장

으로�요약될�수� 있다.

“신당�철폐를�한�이형상이�김녕사굴�뱀을�징치하고�고총을�치산했다.”

여기서� 이형상이� 신당을� 철폐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실제로� 김녕사

굴� 뱀을� 징치한� 것은� 서련� 판관이고,� 고총을� 치산한� 것은� 기건� 목사이다.� 이

때의� 오기억은� “이형상이� 신당� 철폐를� 했다.”는� 기억과� “서련� 판관이� 김녕사

굴� 뱀을� 징치했다.”는� 기억� 그리고� “기건� 목사가� 고총을� 치산했다.”는� 기억,�

이렇게� 세� 가지� 기억이� 혼효되면서� 행위의� 주체가� 모두� 이형상으로� 교체된�

것이다.� 그런데� 이형상과� 서련� 판관,� 기건� 목사는� 서울� 혹은� 육지에서� 목사�

또는� 판관으로� 제주에� 부임한� 관리들로� 이들은� 전부� 외부를� 상징하는� 인물들

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신당� 철폐� 관련� 전설의� 오기억은� ‘외부’의� 정체

에�집중되어�있는�것이다.

특히� 서련� 판관의� 경우� 기념비라는� 명백한� 증거물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

형상으로� 착오가� 나타난다는� 점이� 흥미롭다.� 파라텍스트(‘기념비’)와� 텍스트

9)� 제임스.� L.� 머가(James� L.� McGaugh),� 『기억과� 감정』,� 박소현·김문수� 역,� 시그마

프레스,� 2012,� 178면.

10)� 제임스.� L.� 머가,� 위의� 책,� 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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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주지하듯� 전설이라는� 갈래에서� 가

장� 핵심적인� 요소는� ‘증거물’이다.� “일반적으로,� ‘증거물’은� 설화� 삼분법에서�

제시된� 기준� 중� 전설� 갈래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

으며,� “전설의� 최소요건은� 증거물에� 대한� 설명만으로� 충족된다는� 원론적인� 정

의도� 증거물이� 전설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는�사실에� 의한”다.11)� 이를�

고려할� 때� 김녕사굴에� 서련� 판관을� 기념하는� 비석� 2기가� 버젓이� 세워져� 있지

만� 계속해서� 김녕사굴� 전설의� 주인공을� 서련이� 아닌� 이형상으로� 이야기하는�

오기억이�출현한다는�사실은�더� 추궁해볼�여지가�있다.

(가)�하다가�서판서라곤해여.�이제�거기�보시믄�비석�세우고�잇어서.�비석<조사자:�아�

비석마씨>.� (…중략…)�그만�베가�그만�물에�아안자부난�죽어부르니까�그�후루�제에
다가�이제�에�몃�백,� 이백�얼마�오래지안헌�모양이라.�그때�구좌에�강멘장이라고�

는�사름이�멘장이�이서신디,�왜�그런�양반한테�이제�지금까장�비석�장을�아니세웟
느냐,�비석이라도�세워라�헤서�이제�그�사굴�들어가는디�비석�세와서.�서판서�그�비석이�

그렇게� 해서.12)

(나)�이제는�서판관(徐判官)이라고�허여가지고�비석에�있지�아녑데가(아니합디가)?

(…중략…)

저것도� 비(碑)� 세웁기도(세우기도)� 멫� 십년� 아이� 되었습니다.

[조사자:�예].

그�서판관�손가�번�그�할아버지가�이디서�그런�일이�잇어났다고�니,�구경을�오고�
보니� 흔적이�없어.� 비�나도� 없으니,� 그� 일본� 놈� 도(島司)땐디,� 항의를� 허여십주.

“그렇게� 훌륭한� 어른인디�비�나도� 없는�것이� 뭣이냐.”곤.
니,�그�때는�그�때야�비로소�그�비석을�세왔습니다.�비석을�세왔는데,� 백�멫년�
쯤� 역가�보니� 뒈지� 아녀겟습데가(아니� 하겠읍디가)?13)

11)� 강진옥,� 「전설의� 역사적�전개」,� 『구비문학연구』5,� 한국구비문학회,� 1997,� 38면.

12)� 제보자� 고순간,� 「김녕사굴(2)」,� 『백록어문』24,� 백록어문학회,� 2008,� 338-3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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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인용문에서� 김녕사굴은� 명백히� 서련� 판관의� 기념비가� 세워진� 장소

임이� 구술자들의� 말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기념비가�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세워진다는� 점이다.� (가)에서는� 구좌읍의� 강면장이라고� 하는� 사

람이� 왜� 지금까지� 서련� 판관의� 비석� 한� 장을� 세우지� 않았느냐며� 비석이라도�

세우자고� 해서� 김녕사굴� 입구에� 비석이� 세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서판관의� 손자가� 할아버지의� 위업을� 확인하러� 왔다가� “흔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당시� 일본인� 도지사에게� 비석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실제

로도� 서련� 판관� 기념비는� 각각� 다른� 주체에� 의해� 두� 차례� 건립되는데� 하나는�

1937년� 봄에� 강공칠이� 세운� ‘판관� 서공� 기념비’이며,� 다른� 하나는� 1972년� 4

월� 제주판관� 서공� 사적건립위원회가� 세운� ‘제주판관서공련사적비’이다.14)� 이

렇게� 두� 차례로� 이루어진� 기념비의� 건립은� 김녕사굴� 전설의� 주인공으로� 서련

보다�이형상이�더�많이�기억된다는�사실로�미루어볼�때� 의미심장하다.�

(가)와� (나)에서� 강면장과� 서련� 판관� 손자는� 모두� 기념비의�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강면장의� “왜� 그런�양반한테�이제� 지금까장� 비석�장
을� 아니세웟느냐”라는� 언술이나,� 서련� 판관� 손자의� “그렇게� 훌륭한� 어른인디�

비� 나도� 없는� 것이� 뭣이냐.”라는� 언술에는� 지금까지는� 기념비가� 부재했으
나,� 이제라도� 기념비가� 빨리� 형성되어야� 한다는� 강조가� 담겨� 있다.� 이러한� 맥

락에서� 기념비가� 일반적으로� 전승의� 단절이� 발생하고� 난� 후� 사람들이� 그들에

게� 의미� 있는� 장소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은� 유념할� 만하다.15)� 강면

장과� 서련� 판관� 손자가� 맞닥뜨린� 것은� 바로� 서련� 판관� 김녕사굴� 전설� 전승의�

단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김녕사굴에� 기념비를� 세우는� 그들의� 행위는� 기억

이� 장소를� 되살림으로써� 추후에는� 장소가� 기억을� 되살리게끔� 하려는� 의도를�

13)� 제보자� 안용인,� 「김녕사굴」,� 『한국구비문학대계』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41면.

14)� 장태욱,� “뱀의�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당기니...[김녕마을3]� 주민들� 괴롭히는�

뱀� 퇴치한� 판관� 서련의� 이야기”,� 오마이뉴스,� 2008.10.1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96

868>,� 2021.03.26.

15)� 알라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변학수·채연숙� 역,� 그린비,�

2011,� 24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9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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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다.

한편,� 이형상은�기건�목사와�혼동되기도�한다.

(다)� [조사자:�겐디(그런데)�이�기건목사옌(奇虔牧使라고),�절�오벡�당�오벡�귀신은�
기건목살...?]

지선?

[조사자:�기건마씸?]

지선?

[조사자:�기건입니다,� 기건.� 한자로� 쓰면�요렇습니다.� 에,� 기건목사(奇虔牧使)라고.]

우리가� 여기서�구두로� 전도...
[김승두:�여기선� ‘영천이� 목,� 영천이� 목’�는디.]
‘영천이�목,�영천이�목’니,�우리가�듣기옌�영천�지방에�살던�장관인가만�했더니,�
저�요�동동네(東洞)�이문필씨옌� 이가�있어요.�이제�살고�있는데,�그�사름�말이�쳉양

군(淸凉郡)을�간�보니까,�[조사자:�예.]�여기서�물은�게�아니라,�이�사름이�물은�게�아
니라� 그� 지방� 사름덜이�연히�어떤� 그런� 고담(古談)을�고�있어.
‘이영찰(李榮察)씨가�제주도�가서�당�오벡�절�오벡을�부수우고�돌아올�때는�총귀신이�
어떠어떠해서� 인도해서�살았다.’

영화� 영째(榮字),�필� 찰째(察字)라.� [조사자:� 예.]� 이건,� 이건� 잘못�오전 게라.

[조사자:�예.]

[김승두:�아덜� 세� 성제(형제)가� 그,� 저� 다� 죽었다고.]

세� 성젠가,� 형젠가� 죽었는디,� 죽어도� 가기�전에� 죽었잰(죽었다고)�니다.16)
�

(다)에서는� 고총을� 수리한�인물이� 기건� 목사라는� 조사자의� 거듭된�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총� 수리라는� 업적을� 한� 인물이� 이형상임을� 고수하는� 제

16)�-8.� 밑줄�필자�표기.�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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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의� 진술이�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기건� 목사에� 관한� 기억과� 이형상에� 관

한� 기억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제보자는� 오히려� 이형상� 목사의� 출신

을� 영천이라고� 한� 것에�대해� “오전 게라.”고� 말하며�실은�그의�이름이�이영

찰이고� 청양� 출신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제보자와� 조사자는� 전설의� 주인

공을�놓고�나름의�논쟁을�벌이고�있음을�알�수�있다.�

기건� 목사는�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실린� 역사적� 인물로� 조사자의� 기억은�

문헌이라는� 매체에� 의존한다.� 통상적으로� 구술사� 연구의� 맥락에서� 볼� 때� 제보

자의� 구연에� 개입하는� 조사자의� 존재는� 중요하다.� 조사자와� 제보자로서� 대면

하는� 상황에서부터� 권력의� 위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17)� 그러나� 위의� 인용문

에서� 제보자는� 문헌� 매체로� 무장한� 조사자의� 발언에도� 전혀� 굴하지� 않는다.�

제보자는� 자신의� 기억이� 진실이라� 믿고� 구술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분석해

야� 하는� 것은� 틀린� 진술임에도� 맞다고� 생각하면서� 구술하는� 근저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이다.� 오기억을� 추동하는� 국면에� 대해� 더� 심층적으로� 파고들� 필요

가�있는�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신당� 철폐� 관련� 전설은� 제주도에� 입도한� ‘외부’의� 행

적이� 중심이� 된다.� 따라서� 이형상과� 서련� 판관,� 기건� 목사가� 서로� 맞물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일차적으로� 이들이� 모두�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 곧� ‘외부’였

다는� 데에� 그� 핵심이� 있다.� 그럼에도� 이들� 인물� 가운데� 이형상이�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이형상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제주도에� 미친� 파급력이�

컸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당� 오백� 절� 오백이라는� 토속� 신앙을� 일시에� 없앤�

것이�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이다.� 서련� 판관과� 기

건� 목사의�행적보다는� 이러한�이형상의� 행적이�유력하게�전승되었을�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형상의� 신당� 철폐� 사건을� 이들� 전설과�

17)� 알렉산드로� 포르텔리(Alessandro� Portelli)는� “인터뷰의� 마지막� 결과물은� 구술자

와� 연구자� 둘� 다의� 산물”일� 수� 있으며� “인터뷰가� 면담자의� 목소리를� 완전히� 생략

하고� 출판될� 때,� 미묘한�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알렉산

드로� 포르텔리(Alessandro� Portelli),� 「무엇이� 구술사를� 다르게� 하는가?」,� 『구술

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아르케,� 2010,� 90면.� 얀� 반시나(Jan� Vansina)� 역시� “이

러한� 해석들은� 그� 자료를� 만든� 사람들의� 견해에� 의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종종�

다른� 것들보다� 저자의� 선입관을� 더� 많이� 드러낸다.”고� 말한다.� 얀� 반시나(Jan�

Vansina),� 「기억과�구전」,� 위의� 책,�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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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물리게� 하는� 의미화와� 재평가가� 일어났을� 것이다.� 문명화� 사명이라는� 커다

란�주제�아래�이들�전설들이�서로�병합된�것이다.

전설에서�이형상은�대부분� 긍정적으로� 그려지는데�그� 일차적인�이유는� 그가�

신당을� 철폐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옛날� 제주도에는� 당(堂)도� 오백,� 절
(寺)도� 오백이나”18)� 있었으며� “이산� 앞은� 당이� 오벡,� 제주도� 반�란� 저디는�
절이� 오벡,� 경연� 사이�  살기가� 부듯게(빠듯하게)� 뒈엿”었다고� 말하
고� 있는� 것이다.� 신당의� 분포에� 대한� 과장적� 진술은� 신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

를� 담지한다.� 이에� 따라� 이형상의� 신당� 철폐는� “중과� 무당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19)를�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더욱이� 이형상은� “제주도� 사

름들이� 너무� 이� 미신에� 혼탁”하다는� 이유로� 신당을� 부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미신의� 핵심은� “사 죽은� 것을� 귀신으로� 안� 위고� 뱀을� 귀신으로� 위
고� 잇”었다는� 것이다.� 이는� 조상� 제사를� 중요시하는� 유교가� 무속에� 대해� 내리

는� 전형적� 평가라� 할� 수� 있다.� 전설에는�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제주도를� 적

극적으로� 문명화시키려는� ‘외부’의� 시각이� 내장되어� 있는� 것이다.� 서련� 판관

의� 김녕사굴� 전설이� 이형상의� 신당� 철폐사건으로� 수렴되는� 이유� 역시� 이러한�

‘외부’의� 관점과� 관련된다.� 김녕사굴에서� 일� 년에� 한� 번씩� 치르는� 처녀� 희생

제의는� 일종의�야만적인� 악습으로� 규정되는데� 이형상은� 그러한�김녕사굴의�행

패를�막아낸�인물로�회상되고�있다.

그런데�전설에서�이형상을�좋은�인물로�평가하는�가장�큰�이유는�그가�고총

을� 수리하였다는� 데에� 있다.� 이형상의� 고총� 수리는� 기건� 목사의� 전설이� 틈입

한� 것으로� 이는� 당� 오백과� 절� 오백을� 부수어� 당귀신과� 절귀신의� 노여움을� 샀

음에도� 불구하고� 이형상이� 살아서� 제주도를� 빠져� 나갈�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 무덤의� 영혼이� 도와� 주어서� 다른디� 가서� 죽을� 걸� 살려� 줫다는”20)�

것이다.� 일부� 각편에서� 고총이� “무주총(無主塚),� 임자� 없는,�손(子孫)� 없는�
무덤”21)으로� 일컬어진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고총은� 조상� 제사를� 받을� 수�

없는� 무덤으로� 이형상은� 이들� 무덤을� 치산함으로써� 조상� 제사를� 받을� 수� 있

18)�-2.
19)�-1.
20)�-17.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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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끔�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시� 조상� 제사를� 중요시하는� ‘외부’의� 시선이�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각편에� 나타나는� 고총� 귀신의� 존재는� 더� 주목

할�만하다.22)

이� 각편에서� 고총� 귀신은� 자신이� 생전에� 임금으로부터� 북적을� 치라는� 명령

을� 받았으나� 그것이� 실패하여� 그� 결과� 제주도로� 귀양을� 오게� 되었다고� 고백

한다.� 그러나� 자신이� 죽은� 후� 자신의� 무덤이� 있는� 터에� 사람들이� 소를� 매고�

말을� 매고� 말뚝을� 받는� 등� 아무도� 자신의� 무덤을� 돌보아주지� 않았음을� 토로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굶어� 죽게� 되었으니� 자신의� 무덤을� 보살펴달라

고� 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버려진� 무덤,� 그로� 인해�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고총� 귀신의� 우려는� 조상� 제사의� 맥락을� 감안해야� 온전

히�이해될�수� 있다.

고총� 귀신이� 제주도� 토착민이� 아닌� 이주민이며� 제주도로� 이주하게� 된� 계기

가� 바로� ‘유배’였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배’로� 인해� 제주도로� 오

게� 되었다는� 것에는� 곧� 중앙에서� 내쳐졌다는� 의식이� 깊숙이� 자리한다.� 이는�

이형상� 역시� 그를� 중앙에서� 쫓아내려는� 조정� 대신들에� 의해� 제주� 목사로� 임

명된다는� 점23)에서� 이형상과� 고총� 귀신� 사이에는� 중앙에서� 밀려난� ‘외부’라

는� 공통분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형상은� 제주� 목사로,� 또� 고총� 귀

신은� 장군으로� 둘� 다� 상층� 지배계급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둘은� 제주도� 외

부인이자�상층�지배계급으로�서로�같은�문화를�공유했을�것임이�짐작된다.

22)�-12:� “이젠�요녀석이�귀신인디,� 영천이안티� 말이�잇다는� 거라.� 그러니,

“나가� 어느� 북적(北狄)을� 치라고� 멩령을� 받앗소.�다가� 실패� 밧소.�난� 귀양을�
제주도로� 보내� 불엇소� 나라의서.� 아,� 제주도� 보내니,� 제주도� 오란� 보니� 사름은� 멧

개� 읏고.� 게도� 나가� 돈을� 가져와� 가지고� 밧도� 사고� 집도� 사고� 핸� 살다가� 나가� 죽

엇소.� 죽으니까� 저디� 어디� 남문통� 어느� 쪽에� 나� 무덤이� 잇소.� 처음에는� 춘추제(春
秋祭)를� 지내엇는디,� 봄의� 제고� 을(가을)에� 제.� 돈이� 벌어지난� 그� 사름
덜이� 돈을� 먹고� 그� 밧을� 벌고.� 그� 밧이� 이천펭� 뒙니다.� 지금은머� 오래가니까,�

이� 낫덜늠으�석덜,� 나� 무덤에� 쉐� 매고� 매고� 말뚝� 박고,� 탁탁� 거.� 산담은� 다�

치와단� 지네� 집터� 울담덜� 해� 불고머.� 밧도� 누게� 버는� 처레(줄)� 몰르고.� 나가� 이냥�

굶어� 죽게� 뒈어시니,� 이� 소원을�좀� 성취시겨�줍서.””

23)�-12:� “제주�목 온�사름은� 서너개� 죽어� 가니,� 그� 신하덜이,

“요� 영천일� 제주� 목로�보내야� 뒌다.”
고.� 나라의� 등장(等狀)햇어.� 제주� 목에�가민�사름이� 죽나� 안죽나�여.
“목질을�못니까,� 저� 영천이�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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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철폐� 관련� 전설에� 나타난� 오기억은� 이형상이라는� 강력한� ‘외부’가� 서

련� 판관이나� 기건� 목사와� 같은� 다른� ‘외부’를� 대체하고� 문명화� 사명이라는�

주제� 아래� 여러� 서사들을� 하나로� 응집시키기� 위해� 가동된다.� 주목되는� 것은�

‘외부’에� 대한� 무차별적� 인식이다.� 서울� 혹은� 육지에서� 목사� 또는� 판관으로�

제주에� 부임한� 관리들은� 모두� 이형상을� 중심으로� 하나의� ‘외부’로� 통합되고�

있는�것이다.24)�

그러나� 모든�전설�기억서사에서� ‘외부’가� 무차별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삼별초� 관련� 전설에서는� 삼별초와� 여몽연합군이라는� 복수의� 외부가�

출현하고� 있는바,� 삼별초� 관련� 전설에� 나타나는� 오기억은� 이들� 복수의� 외부에�

대한�차별적�인식으로부터�촉발되기�때문이다.

여몽연합군보다�먼저� 제주도에�입도한� 삼별초는� 그� 당시�제주도에는�전례가�

없었던� 대규모� 병력의� 입성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문제는� 삼별초

가� 제주도를� 점령하면서� 단순한� 외부에� 머무르지� 않고,� 마을을� 조성하고� 항파

두리토성을� 축성하는� 등� 제주도� 내부와의� 거리를� 점차� 좁혀나갔다는� 사실이

다.� 이에� 대해� 한� 전설� 각편에서는� 김통정이� 항파두리토성을� 지은� 뒤� 스스로�

해상왕국이라� 칭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25)� 이는� 김통정이� 제주도에서� 단

순한� 점령지� 이상의� 것을� 구축하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 결과�

제주도� 내부에는� 김통정과� 삼별초로부터� 직접적으로� 기인했다고� 말해지는� 것

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샘물과� 오름,� 마을� 등의� 지형지물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삼별초는� ‘외부’임에도� 제주도� 내부와�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24)� 이상의� 논의에서� 서련� 판관의� 김녕사굴� 전설의� 주인공이� 서련에서� 이형상으로�

치환되는� 양상은� 전설에서� 증거물은� 매우� 중요한� 것이나,� 그것이� 고정된� 것이� 아

니라� 오히려�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증거물에� 결부된� 대상은� 오기억이� 가

능하며� 이때� 오기억이란� 오히려� 새로운� 이야기를� 파생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이형

상� 신당� 철폐� 관련� 기억서사에서� 김녕사굴이라는� 장소는�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리

며,� 그것은� 이야기가� 일어나는� 배경�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김녕사굴의� 유

래에� 서사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김녕사굴을� 배경으로� 누군가가� 한� 일이� 더� 중요

해진� 것이다.� 결국은� 이형상이라는� 인물의� 영웅적� 행적을� 설명하기� 위해� 이형상의�

신당� 철폐와� 서련� 판관의� 김녕사굴� 전설,� 그리고� 기건� 목사의� 고총수리� 전설,� 이�

세� 가지의� 서사가� 연결되는�것이나� 다름없다.

25)�-5:� “김통정은� 군항이에서� 군사상� 적지를� 찾아� 산� 쪽으로� 올라가다가,� 항바들
이(지금의� 애월면� 고성리)를� 발견하고� 여기에� 토성을� 쌓았다.� 흙으로� 내외성(內外
城)을� 두르고� 안에� 궁궐을�지어�스스로� ‘해상왕국’이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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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동질적�외부’로� 명명해볼�수� 있을�것이다.

이렇듯� 삼별초라는� ‘동질적�외부’가� 제주도� 내부를�잠식해가던�상황에서�또�

다른� ‘외부’인� 여몽연합군이� 등장한다.� 이들은� 고려� 삼별초와� 비교해볼� 때� 제

주도� 내부와� 공통분모가� 적다는� 점에서� ‘이질적� 외부’로� 명명할� 수� 있다.� 이

러한� 새로운� ‘이질적� 외부’의� 등장은� 선주한� ‘동질적� 외부’와의� 거리를� 좁혀

나가고� 있던� 제주도� 내부에� 선택의� 문제를� 안겼다.� 곧� 어느� 편에� 설� 것인가에�

관한� 선택지였던�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삼별초� 관련� 전설에서� 김통

정이� 싸우는� 대상을� 둘러싸고� 오기억(誤記憶)이� 나타난다는� 점은� 유의할� 필
요가� 있다.� 김통정이� 싸우는� 대상을� 고려군이� 빠진� ‘몽골군’26)이라고� 한다거

나� ‘바깥에서’27)나� ‘적군’28)으로� 다소� 모호하게� 처리한다든지� 혹은� 일본에서�

온� ‘왜적’29)으로� 언급하는� 경우� 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삼별초� 관련�

전설에서�드러나는�오기억은�다음의�한� 문장으로�요약될�수�있다.

“김통정은�왜적과�싸웠다.”

김통정의� 적군은� 실제� 사건과는� 거리가� 있는,� 그� 실체가� 불분명한� 대상으로�

오기억된다.� 그와� 동시에� 김통정은� 영웅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서사� 말미에�

김통정은� 제주도민들을�자신의� 백성이라� 칭하고�이들을� 위해� 장수물을� 마련한

다.30)� 이� 경우� 오기억은� 단순한� 혼착의� 문제라기보다�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적군,� 즉� 대타자를� 설정함으로써� 삼별초라는� ‘동질적� 외부’와� 제주도� ‘내부’

를� 하나로� 재편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왜� 기억서사가� ‘동

질적� 외부’와� 제주도� ‘내부’를� 동화시키려� 했는가이다.� 단지� 김통정을� 영웅으

로�기억하고자�하는�것이�최종�목적인�것일까?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도가� 은연중에� 김통정과� 함께� ‘역적’의� 혐의를� 받는다

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26)�-32,�-74.�-63에서는� ‘한나라� 장수’라고� 한다.
27)�-71.
28)�-77.
29)�-26,�-30,�-62,�-64.
30)�-30,�-62.�



- 169 -

(라)�잇날은�탐라국(耽羅國)이랏어요.�탐라만�가지고도�가베운�거�아닌디.�게민�여기�
짐통정(金通精)이라든지,�탐라에�대해서�그게�짐통정� 거.�또�버금�사름이,�알고�보

민� 이� 역에� 남겨� 둘� 만 사름이라...중략...짐통정이라� 사름은� 중국에� 대신이라.�

게�어느�나라인�처릴(줄을)�몰르겟어.�어느�나라때인�걸�몰라.�만일�어느�천땐가,�멩
나라땐�아닐�게고,�송나라땐가�거�짐작이.�그렇다고�건�말 필요�읏고.�중국에서�잇다

가�제주도에�이�나�낫어...중략...그�소리가�중국지�들리더란�게라.�그런�그�전설
인디.� 중국지�들리니,� 중국에선� 그때� 역적이라고�며는� 다� 멜망을� 시켜� 불라�는�
거라.�기�독권� 갖는� 그� 제국주의(帝國主義)�상을� 갖고.� 군주주의(君主主義)랄
까,� 혹은� 군주주의지...중략...아,� 이제는�만조백관� 가운디서�통정이� 그디�대신이랏거든.

“저가�번� 강� 거� 심어오겟읍니다.”
그것이원,�천금상(千金賞)�만호(萬戶)라.�천금상�만호라�며는�상당거든.�신하�가
운디�부업적으로�천금이라�며는�천금�재산에�만량�태수거든.�만량이민�태수가�뒈어.�
태수라고�민�지금�뜨민�군수�뜬�거.�그땐�권력을�쓸�때나네,�천금만�가지며는�그
때� 상대 부가� 읎어.� 겨니� ‘그� 돈� 욕심보담도�통정은�써� 머리빡이,
“제주도도�백리라.� 그러니깐� 나가� 가민� 그� 심어지민,� 그까짓늠의� 천금상� 만호가�

필요� 잇느냐?”

제주도로�들어왓어.�들어완.�사름이�많이�안�살�때거든�그때는...중략...을�툭�탄�시가
로� 내려완.� 이�이�고정게� 나오거든.� 거� 임잴� 만나�노난.� 게난�시가로� 내려오랏어.�
안장� 준비고�전부해서,� 백성덜을�모여서�는� 말이,
“당신네�경� 서월러레�진상�바찌곡�지�말라.�나가�여기에�책임�맡겟다.”고.� 책임이민�
단지�여기에�논이�이시난,�그때�나룬이란�거�어려왓지게.�나룩이�어려우니게�통정이가,

“거,�나룩�멧판이영�그자�나�먹으민�말�거고.�세금은�빗록(빗자루)�싓곡�재�뒈.�
모든� 백성�이것만� 해� 오라.”

백성덜이�펜안기를�무신�세금�물랜�아니곡,� 그자�재�뒈곡�빗록�싀개.� 대죽
(수수)�아� 노민�저까짓것�를� 멧개라고�맨들아.
이제는�주택을�정햇어.�황바두리에다가�주택을�정햇지.�황바두리�알죠?�황바두리에�탁�

토성�둘럿주게.�황바두리에�토성을�둘러�가지고,�딱�성�흑(흙)으로�둘러�가지고�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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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을� 정여�사는디.� 이젠�중국에서는� 이늠의� 사신을�보낸디� 아이오거든.
“야,� 요새끼가�역적이로구나.”

이걸�잡을라고�멧늠�오라도�안�뒈거든.�웨�안�뒈냐�며는�재를�그�늠의�이�조화를�
부리는�인디.�꽁지에�빗록�싀갤�아매엉�재를�그레�확게�추아�노앙�황바두
리�토성을�쏵�번�돌민,�온�제주도가�으남지어�불어.�그냥�안개.�배는�오당�가불억�가
불억.� 통정을� 잡을라고� 오당� 가불곡� 가불곡.� 왁왁니(캄캄하니)� 어떨� 거여?� 그래서�
이제는,

“통정을� 못� 잡것다.”

이늠을�아마도게�중국은�천국이고,�이건�족은�섬나라이니까게�용남 수�읏거든.�이

젠�중국�천가�특벨 그�아마�신장(神將)�좀�도술을�부리는�장수를�보낸�모냥이라...
중략...중국늠안티�경연�죽엇고.�그때�죽어�가지고,�그때에�이녁�죽어질�건�알아?�그�
토성을�뛰멍,�그디�지금�장숫물�잇어요.�탁�그냥�돌이�벌러져.�지금�물이�촐촐�나요.�그

디�지금도�물이�나.�우리�백성덜�다�이�물�먹어�보라고.� [웃음]�겨니�전설에�경� 나난.�

우리� 책으로�아이� 보곡� 그자�전설로나� 들은� 거고.31)�

(라)에서� 김통정은� 백성들이� 서울에� 내야� 하는� 세금을� 면하도록� 해준다.� 이

에� 백성들은� 서울에� 세금을� 진상하지� 않고� 대신� 김통정에게� 재� 한� 되와� 빗자

루� 세� 개를� 헌납한다.� 여기서�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김통

정과� 제주도� 백성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러한� 공모는� 이들을� ‘역적’이라는� 하

나의� 범주로� 묶이게� 한다.� 중국에서는� 자신들이� 보낸� 사신� 김통정이� 돌아오지�

않자� “야,� 요새끼가� 역적이로구나.”라며� 분노하는데� 서사� 후반부에� 가면� 중국

이�용납할�수� 없는�것은�어느새� “족은�섬나라”가� 되는�것이다.

김통정이� 해상왕국을� 건설하려� 했던� 것과� 견주어� 볼� 때� 제주도가� “족은� 섬

나라”로� 지칭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특히� (라)의� 전반부에서는� 제주도가� 탐

라국이라는� 독립� 국가였다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다.� 제보자는� “잇날은� 탐라국

(耽羅國)이랏어요.� 탐라만� 가지고도� 가베운� 거� 아닌디.”라고� 말하며� 김통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기억서사는� 김통정을� 통해� 결국

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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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탐라국의�역사에�대해�말하고�싶어�했다고�볼� 수� 있다.�

고려� 삼별초가� 처음� 입도하였을� 당시에는� 삼별초와� 제주도� 사이에� 제주도�

‘내부’와� ‘외부’라는� 이자� 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삼별초가� 제주

도에�머물며� 점차� 거리감을� 좁혀나가고� 여몽연합군이�입도한� 후에는�삼별초와�

제주도의� 관계가� 재편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삼별초(‘동질적� 외부’)-제주도

(‘내부’)-여몽연합군(‘이질적� 외부’)이라는� 삼자� 관계� 속에서� 삼별초가� 제주

도� 외부에서� 분리� 독립을� 지향하며� 제주도에� 입도했다는� 사실은� 한때는� 한반

도와� 분리� 독립되어� 있던� 탐라국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지점이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열망의� 좌절에�제주도민이�공명하면서�김통정을�영웅으로�서사

화하는�기억서사가�출현했을�가능성이�있는�것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 김통정을� 악인으로� 서사화하는� 기억서사가� 있는�

것이다.� 아래는� 안덕면� 덕수리에서� 채록된� 전설� 각편인데� 제보자는� 김통정을�

진나라� 진시황과� 혼동하고� 있다.� 김통정의� 이름이� 일시적으로� 망각되고� 잘못�

기억된�경우인데�김통정을�대체한�이름이�진나라�진시황인�것이다.

(마)�진나라�진씨왕이렌� 그�사름도�그�게우리(지렁이)�생긴�아덜이엔,�진나라�진시

왕도.� [조사자:� 게우리마씸.� 게우리가� 사람된�거� 진시왕이꽝?]

경�됐젠(되었다고).�응,�그�말건(말하건)�들으라.� (…중략…)�잡아비렷주마는�그�사
름의�처녀가�아길�배엿주게.�아길�배난,�아길�나나네,�그�경�그것도�거시기가�되연.�깡패

가� 되연.� [조사자:�술수� 쓰멍.]

막�경(그렇게)�나라에�국가� 막� 이를�됐아어펑(뒤집어�엎어서).�거시기�모냥으

로� 막� 됐아엎어가난.� 저걸� 어떵헹(어떻게� 하여)� 잡으린� 헤가난(그리하여� 가니까),� 그�

서울서�그�군들은�멧�명을�막�멧�소대�끌연(끌고서는)�나오란.�그�저,�거시기�항바두
리�그� 토(土)로� 흙으로�막� 토성을�둘렀다여.� 그� 진나라�진시왕이.� 진나라�진시왕이�
그걸�그치록�토성을�둘런,�그� 막�멧�번을�멧�소댈�끌엉�나오랑�그걸�랜연�흙으로�
그�토성을�막�둘러내.�우리�항바두리�가오랏주게(갔다왔다),�구경래.�경핸(그렇게�하
여)� 그딜(그곳을)� 둘러노난,� 둘런,� 앉아난(앉아� 있으니)� 이젠� 저디서(저곳에서)� 또�
나오라그네(나와서)� 마주� 싸움을� 붙을� 거주게.� 서울에서� 싸움을� 붙으난� 그� 바위� 우로�

막�흙으로�막�연.�바위엔�내부난�토성바위로�을�리멍(달리면서)�싸움을�젠�
민,�막게�그�바위로�을�돌리멍�싸움을�젠.�그�진나라�진통정이를�잡젠�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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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돌려강(달려가서)�구름이게�팡팡�일어낭,�눈이�(모두)�캄캄허영�그�진통정이를�못
잡아젠.�겨난�저놈을� 베끼지�못영.�진통정이가�개�돗고�막�장수난게(장수이므
로)�게우리�생긴�거나네.�막�거시기�연�쇠옷�핸�옷입고�헨�나오랏주게.�경난�하도�
그놈을�막�잡젠�막� 틀어부젼,�서울에�선게�그디(그곳에)�그만 거세기�못잡안.�막�

막�헤가난(하여가니까)�단(하다가)� 수�엇이�죽게�되난�무쇠방석을�바당드래�아상

(가져서)�덱기멍(던지면서),

“자� 이젠� 잡으라.”

고,� 비늘� 거슬령� 고개�눅젼,

“자� 잡으라.”

고.�영난(그렇게�하니까)�탁�찍엉�이디�비늘�거슬러난�그�칼이�들어간�죽연.�진통정
일� 죽엿젠�햄수게(죽였다고�합니다).

[조사자:�겨난(그러니까)� 진나라�진시왕이� 이디� 와네�싸운� 것꽈(것입니까)?]

성안�오란�옛날에�경헤난(그렇게�했었다).�예�흙으로�성�둘러난�겨난�이제�그�모방으로�

려내�말타곡�헹(말타고�하여서)�진나라�진시왕�가부갑도(갑옷)�그�가부갑도엔�(라
고�한)�쇠로�옷헨(만들어서는)�놀개�돋고�헌�양(한�채로)�타고,� 레무지,�탁�심고�

 양�사진�찍언�우리�강�봣주게.�[조사자:�그런디�그디�강�보민�진시왕이�아니고�김통

정� 장군이렌�해수꽈?]

장군이난�장군이�되영�경�헤낫주마는,�역적이�되난게�이제�우리� 거시기에�들지�안
난� 잡았주게.32)

(마)에서� 제보자는� 처음에는� 진나라� 진시황이라고� 부르다가� 도중에� 진나라�

진통정으로� 명칭을� 바꾼다.� 이에� 조사자는� 두� 차례의� 물음을� 던지는데,� 첫� 번

째� 질문이�단순히� 제보자의�진술을� 확인하는� 것(“겨난(그러니까)� 진나라�진시

왕이� 이디� 와네� 싸운� 것꽈(것입니까)?”)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더� 적극적으

로� 제보자의� 진술을� 교정하는� 것(“그런디� 그디� 강� 보민� 진시왕이� 아니고� 김

통정� 장군이렌� 해수꽈?”)에� 해당한다.� 조동일은� 인물� 전설이� 지니는� 논쟁적�

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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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에�주목하였는데,33)� 린다� 데그의�논의를�빌려�전설의�특징이�여러�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말을� 주고받고,� 보태고,� 다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리고� 인물� 전설은� 이러한� 특징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범주라고� 설명했

다.34)� 위� 각편은�제보자와�조사자가�암묵적으로�전설의�주인공에�대해�논쟁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기억서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진나라�

진시황과� 김통정을� 혼동하고� 있는� 위� 각편의� 내용� 역시� 단지� 조사자가� 제보

자의� 진술을� 확인하고� 교정하는� 지점을� 확인하는� 선에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

라는�사실이다.

진나라� 진시황으로� 언급되는� 김통정은� 철저한� 외부에� 속한다.� 따라서� 제주

도� 내부와� 동질성을� 보이지� 않는� 김통정을� 역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장군이난� 장군이� 되영� 경� 헤낫주마는,� 역적이� 되난게� 이제� 우

리� 거시기에�들지�안난�잡았주게.”라는�제보자의�마지막�언술은�매우�다
기한� 맥락을� 담고� 있는데,� 김통정은� ‘장군’으로도,� ‘역적’으로도� 규정될� 수�

있는� 복잡한� 속성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이다.� 요는� 결과적으로� 김통정이� ‘역

적’이라는� 것인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 거시기에� 들지� 안난”이라
는� 언술이다.� 말하자면� 진나라� 진시황이라는� 오기억은� 김통정을� 확실히� 외부

로� 규정하기� 위한� 의도를� 담은� 장치인� 것이다.� ‘우리’로� 묶이는� 것은� 서울에

서� 온� 군사들과� 제주도� 내부이다.� 김통정을� 역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주도� 내

부와� 외부의� 관계가� 새롭게� 재편된다.� 이는� 삼별초-제주도-여몽연합군이라는�

삼자� 관계에서� (마)가� 다른� 전략을� 취했음을� 보여준다.� 이때의� 전략이란� 삼별

초와� 여몽연합군의� 자리� 바꾸기이다.� 요컨대� 삼별초(‘이질적� 외부’)-제주도

(‘내부’)-여몽연합군(‘동질적� 외부’)의� 관계로� 제주도� 내외부의� 관계를� 재정

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김통정과� 제주도� 내부의� 연결성을� 무화시키면서�

제주도�내부는� ‘역적’의� 혐의를�벗는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삼별초� 관련� 전설에서� 오기억은� 제주도� 내부와� 삼

별초,� 여몽연합군이라는� 복수의� 외부�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따라� 서로� 다른� 기억서사를� 형성해낸다.� 삼별초(‘동질적� 외부’)-제주도(‘내

33)�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영해지방� 현지조사� 자료의� 구비문학적� 분석』,�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4,� 21-22면.

34)� 조동일,� 위의�책,�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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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몽연합군(‘이질적� 외부’)이라는� 삼자� 관계에서는� 김통정을� 영웅으로�

기억하며� 삼별초(‘이질적� 외부’)-제주도(‘내부’)-여몽연합군(‘동질적� 외부’)

의� 삼자� 관계에서는� 김통정을� 역적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물론� 공식적인� 역사

에서는� 삼별초가� 패자로,� 여몽연합군은� 승자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후자의�기억서사가�형성되는�데� 지대한�영향을�끼친�것으로�보인다.�

2002년�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학술조사� 및� 종합� 기본정비� 계획이� 시행

되면서� 삼별초� 관련� 전설은� 다양한� 파라텍스트들을� 형성해낸다.� 특히� 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항몽� 관련� 구비전승� 자료에서� 전에� 없던� 목소리가� 포착된

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김통정이� 토성을� 쌓는데� 주민들을� 동원했어도� 주민

들이� 그를� 원망하지는� 않았다고� 구술하는� 것이다.35)� 보통� 노역이� 이야기되는�

경우� 김통정을� 원망하는� 내용이� 등장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구술� 변

화에는�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를�조성하기� 위해서�김통정을�영웅으로�형상

화하려는� 정치적� 욕망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애월읍� 장전리에서� 채록

된�다음�각편은�그러한�점을�아주�명징하게�보여준다.

(바)�

<조사자:�김통정� 장군이� 어떵헹으네�죽었다� 하는� 얘기는�어서� 마씸?>

김통정�장군은�비늘을�혼깃에�입어가지고�태어나서,�활로�쏘아도�들어가지�아니하고.�어

떻게�팔을�벌린때에�좃갱이(겨드랑이)로�화살을�쏘난,�그�비늘이�들러진�트멍으로�들어

가가지고�죽엇다고�이런말이�잇어.�지금�산새미�앞에�가면�물이�잇어.�그디서�죽엇다고

들� 헤.� 헹정(관청)에서�비석까지� 새왓주.� 거기에.

<조사자:�아,� 그� 비석� 새와� 잇은�곳이� 어딘고예?>

그�고성목장인데�삼심봉(三心奉)�앞이라.�거기가믄�대강�그�역사가�써이서.�그�비문에
는� 그렇게�안� 써이실꺼라.� ‘아주�충성을� 다헤가지고� 쌉다�죽엇다’�영� 나와실거라.36)

35)� -38에서는� “이렇게� 고생했지만� “김통정� 죽일� 놈� 살릴� 놈”하면서� 원망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한다.� 또� 전설� 각편�-42에서는� “토성을� 쌓는데� 사람들을� 동원했
지만�삼별초에�대한�원성은� 크지� 않았다.”라고� 전한다.

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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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서�제보자는�고성목장�삼심봉�앞에�세워진�비문에�김통정이� “아주�충

성을� 다헤가지고� 쌉다� 죽엇다”라고� 나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기념비에�

따르면� 고려에�반기를� 들었던�김통정은� 뜻밖에도� 나라에�충성스러웠던� 인물로�

설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그� 전인� 1978년,� 박정희의� 지시에� 따라�

삼별초의� 넋을�기리기� 위한� 위령탑이라는�명목으로�고성리에� 항몽순의비가�세

워지고�항몽유적지가�대대적으로�조성된�사실은� 의미심장하다.� 1997년에는�이�

항몽유적지가� 사적� 제396호로� 지정되고� 이후� 제주도에서는� 항몽과� 관련하여�

매년� 복원과�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은� 전설의� 오기억에� 당

대의� 정치적� 맥락이� 개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집단의� 역사적� 기억은� 정치

적� 선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37)� 김통정이�

남긴� 샘물이� 한때� 고성리� 마을� 사람들의� 중요한� 식수원이� 되었고� 지금은� 항

몽순의비를� 찾는� 참배객들의� 약수로� 이용되고� 있다는� 구술� 또한� 정치적� 맥락

이�일정�부분�개입된�오기억으로�볼� 수� 있다.38)

살펴본�바와�같이�삼별초�관련�전설에서�김통정은�영웅과�역적�사이를�오간

다.� 이와� 비교하면� 신축년� 난리� 관련� 전설에서는� 이재수가� 영웅이라는� 데에�

큰� 이견이� 없다.� 삼별초� 관련� 전설에서� 김통정이� ‘이질적� 외부’와는� 다른� 성

격의� ‘동질적� 외부’로서� 경우에� 따라� 영웅� 혹은� 역적으로� 변용되었던� 것에�

반해� 이재수는� 천주교,� 곧� 서구적� 근대라는� 명확한� 제주도� ‘외부’에� 맞서� 철

저히� 제주도� ‘내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물론� 그� 당시� 제주도� ‘내

부’는� 상층� 지배층과� 하층� 피지배층으로� 분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수는� 신축년� 난리의� 주역이� 후자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를�지닌다.

문제는� 그런� 영웅� 이재수가� 역적으로� 죽임을� 당한다는� 결말에� 있다.� 제주도�

‘내부’에서는� 서구적�근대라는� ‘외부’에� 대항하여�한양�조정이� 제주도� ‘내부’

37)� David� Rieff,� In� Praise� of� Forgetting,�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6,� p.22.

38)�-16:� “또� 김통정은� 토성을� 탈출하며� ‘제주도민을�너무� 고생시켰으니� 물이라도�
먹고� 살아라’하고� 암반에� 발자욱을� 쿵� 찍었는데� 그곳에� 발자욱이� 패이며� 신기하게�

샘물이� 솟아� 올랐다.� 이� 샘물은� 지금도� 맑게� 솟아� 나오는데� 한때는� 고성리민들의�

중요한� 식수원이� 되었고� 지금은� 향몽순의비를� 찾는� 참배객들이� 즐겨� 찾는� 약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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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입장을� 같이� 하기를� 기대했을� 터이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는� 이재수가� 한

양� 조정에서� 사형을� 당함으로써� 철저히� 배반된다.� 이에� 대한� 당혹스러움이� 이

재수를� 한양� 조정으로� 데려가지�말아달라고� 군사들에게� 애원하는� 주민들의�구

술로� 전설에� 표현되고� 있다.� 군사들은� 이재수가� 나라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면서� 그를� 데려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허가’는� 한양� 조정에�

제주도� ‘내부’가� 법적으로� 종속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역으로� 이는� 제주도� ‘내부’의� 입장에서� 한양� 조정이� 결국은� 제주도�

내부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외부’임을� 여실히� 깨닫게� 하는� 지점이다.� 천주

교가� 서구적� 근대로서� ‘이질적� 외부’를� 표상한다면� 한양� 조정이라는� 중앙� 권

력은� ‘동질적� 외부’였음이� 판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방점이� 찍히는� 것은�

‘동질’이� 아닌� ‘외부’이다.� 그러므로� 신축년� 난리� 관련� 전설에서� 드러나는� 오

기억은�다음의�문장으로�표현된다.

“나라에서�이재수에게�국보금을�주었다.”

이재수의� 죽음에� 대해� 나라에서� 안타까워하면서� 국보금을� 내려주었다는� 오

기억이�드러나는�것이다.

(사)�이제는�그,�나라에선�어떻게�했느냐�하며는,�나라에선�이거�허가�없이�쌉는(싸우

는)�난�장라�해�가지고,�그,� 군인을�보내여네,�그�때예,�그�저,� 일본놈덜이�오라그네
(와서)�합방은�(다)�아이�뒈도�더꺼진(덮어진)�땐디,�일본�군함� 척고�우리�한
국� 군함� 척고� 오라네(와서)� 잡아간(잡아갔어).
이제,�나라에서는,�국가에선�생각헤연�보니�이�사름은�아명(아무리)�허간(허가는)�아이�

받안�싸왔지마는�민족을�위허여가지고�민족을�구완해서�싸완,�또�선봉이�뒈니,�바로�유

명게�일름�내울�사름이지,�바로�죽이지�아일(아니�할)�사름이라�뒈�웨국을�무시여
서� 수�읏이�죽였다�말이여.�해서�경해도(그래도)�죽이멍�국보금�언마(얼마)�내여줬

댄� 말이� 셔(있어).

[조사자:�뭣을� 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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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금이라고.

[조사자:�아,� 국보금,� 나라에서.� 음.]

응,�나라에서.�견디,�이것이� 우리�어린�땐�우리�할으바님네영,�할으바님넨�난에�느량

(늘)�텡기구렌�허여(다녔다고�해).�헌디,�그�말이�어레(어디로)�들어감직�헤디,�아이�들

어간.

[조사자:�허허.]

이,�명환이�형님네도�대개�알아,�그�말을.�아나난,�는�거�들어�나난.�유명헌�사름이주.
[조사자:�아,� 그런�말� 잇어마씀.� 키도� 족고� 머� 얼굴도� 박박� 얽고�뭐.]

응,�사름은�난�사람이주.�어,� 거,� 장개도(장가도)�아이�가고�허연,�그�자지(자기)�죽어�

부리난(버리니)�그만이주.

[청중:� 게민� 역적으로� 몰린�거라마씀?]

역적으로�리들(몰리지를)�아녔는디,�그�때에�우리�한국이�막�약허여서�그냥�다른�디
서�막�들러먹젠만(들러먹으려고만)�는디,�거� 제주도는�또�디서(딴�데서)� 오란�들
러먹젠�는디,�죽이지�아녈(아니�할)�사름으로�알고도�그�웨국�사름덜을�무시여서�
수�읏이�우리�나라에선�죽인�거라,�이거라.�또�제수는�또�건�죽어질�줄�안고도�그�일을�

 거지.� 뭐� 이녁(자기)� 살아지카부덴(살아질까� 보다고)� 거라?

[청중:�그렇지,� 아매도�죽을� 걸� 각오고� 거주.]39)�

(사)에서� 제보자는� 그� 당시� 한일합방이� 거의� 이루어졌던� 때였기� 때문에� 나

라에서� 보낸� 한국� 군함과� 일본� 군함에� 의해� 이재수가� 잡혀갔다고� 말한다.� 나

라에서는� 이재수를�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이라� 판단했지만� 외국이� 무서워서� 어

쩔� 수� 없이� 죽였고� 죽이면서는� 국보금도� 얼마� 내어주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재수의� 유족들에게� 실제로� 국보금이� 주어진� 적은� 없다.� 국보금� 발언은� 이재수

가� 나라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로� 인한� 당혹감을� 상쇄하기� 위한� 오기억

인� 것이다.� 이때,� 오기억을� 추동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재수가� 역적이� 아니었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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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 점을� 나라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제보자의� 논리이다.� 이재수가�

국보금을� 받았다는� 이야기에� 그렇다면�이재수는�역적으로�몰린�것이었냐며�청

중이� 질문하자� 제보자는� 이재수가� 역적으로� 몰리지� 않았었는데도� 그� 당시� 나

라의� 국력이� 약해� 외국인들이� 무서워� 할� 수� 없이� 죽인�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

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최소한� 나라에서� 이재수가� 영웅적� 인물이라는� 점에는�

공감했음을� 주지하려는� 것이다.� 한양� 조정이라는� 동질적� 외부와� 제주도� 내부

의�거리감을�최대한�좁혀보려는�조치인�것이다.

삼별초와�마찬가지로� 신축년�난리�역시� 다양한�파라텍스트들이�형성되어� 있

는데� 기억서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파라텍스트는�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천주교도� 측에서� 1980년� 발행한� 『제주도신축년교난사』이며�

둘째는� 이재수의� 여동생� 이순옥� 여사에� 의해� 1932년� 출간된� 『이재수실기』이

다.� 셋째는�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되고� 있는� 천주교� 측과� 제주항쟁기념사업회

의�신축년�난리�관련�기념사업들이다.

먼저� 신축년� 난리� 관련� 전설에는� 이재수를� 부정하고� 천주교도를� 옹호하는�

논조의� 각편이� 1편� 예외적으로� 존재한다.� 이는� 천주교도� 측에서� 발행한� 『제주

도신축년교난사』(1980)가� 발행된� 이후� 채록된� 각편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된

다.� 그� 영향관계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해당� 각편의� 논리는� 『제주도신축년교

난사』의� 주요�논리를� 상당�부분� 따르고�있기� 때문이다.40)�해당�각편에서�주장

40)�-12:� “여기�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일본사덜이� 몬첨� 들어왓어요.� 우리� 제주도
뿐� 아니라� 육지� 전라남도(全羅南道)에� 완도(莞島)라던지� 이런� 작은� 섬에� 들어와
서� 이� 사덜이� 밀어(密漁)를� 햇지요.� 고기를� 불법으로� 잡아갓지요.� 밀어를� 햇는
디,� 그� 당시� 이� 협재(挾才)에� 황천(荒天)이라�  사이� 징어리(정어리)� 잡으레�
왓어요.� 일본말로� 아라까와라고.� 황천이라� 사이� 이제� 여기� 와서� 제주도에� 징
어리떼가� 많으니� 징어릴� 잡으레� 오고� 또� 다른� 사덜은� 셍복(生鰒)을� 잡아서� 중
국으로� 가서� 그냥� 보물덜을� 막� 바꽈� 오고� 그때는� 셍복이� 바당의� 꽉� 찰� 때니� 말여.�

꽉� 찰� 때니� 다른� 놈덜은� 와서� 제주� 전도의� 너러진� 셍복을� 잡는디� 저� 마라도(魔羅
道)� 근방의서� 조그만� 집을� 지어서� 그놈덜이�뒈야지(돼지)궤기� 기루우민� 뒈야지� 와
서� 무단으로� 막�져�가고,�(닭)�져� 가고,� 부인네덜� 전부� 겁탈여서� 또� 남정
네덜� 가서� 뭐라고� 민� 장검으로� 남정네덜� 갈겨� 버리고.� 그러니� 뭐� 역를� 보민�
나음은�꼼도�수그려지지� 아니여.�니� 이놈덜이� 들어와서� 어떤� 수작을� 햇느
냐�민,� 웨놈덜이� 들어와서� 어떤� 수작을� 햇느냐�민� 대정군수� 채구석이라�는�
사을� 짜서� 웨놈덜이� 천주교를� 내쪼글� 예산을� 햇단� 말여.� 천주교가� 들어와서� 문
화를� 시기면은� 웨놈덜이� 이땅에� 들어오질� 못 거고� 우리나라를� 못� 먹것다� 해서�

요� 수단을� 해서� 웨놈덜이� 채구석을� 더� 사을� 짜서� 채구석이가� 또� 이제� 가인



- 179 -

하는� 바에� 따르면� 신축년� 난리는� 1)당시� 제주도에� 들어와서� 밀어를� 하던� 왜

상서를� 맨들앗어요.� 가인상서를� 맨들아서� 이재수(李在守)라던지� 강대헌이라던지�
채구석이� 알로� 전부� 놔서�디,� 이제는� 제주도에� 구양� 온� 분네덜이� 전부� 천주교에�
들어가게� 뒈니� 이젠� 천주교� 신자가� 건� 멧벡명� 뒌� 서귀포(西歸浦)도� 잇고,� 제주시
(濟州市)에도� 잇고� 대정(大靜)도� 잇어가노니까� 그렇게� 여� 가니� 이제는� 거기에�
또� 천주교� 신자� 아닌� 사덜이�댕기면서�나도� 천주교인이라�천주교인이라� 해서� 이
렇게� 댕겨가니,� 이젠� 댕기면서� 놈의� 쉐도� 데려다� 잡아먹기,� 놈의� 여도� 밤의는�
끌어다�기� 마누라� 맨들기,� 이렇게� 해서� 제주난을� 일뤄놧댄� 말여.� 그래서� 이제는�
이� 아라까와라� 놈이� 이재수에게� 장검을� 주엇댄� 말여.� 어쨋던지� 천주교를� 전부�

참살시키라고.� 구신부,� 마신부지� 전부� 죽이면은� 우리나라로� 데려가민� 한국에서는�
꼼짝도� 못다고.� 그래서� 이재수를� 추그려� 놧댄� 말여.� 그러니� 이제는� 이재수는� 대
정서� 여그로(여기로)� 제주시를� 치여� 공격해� 들어가고� 이제� 강대헌이는� 저� 남군으

로� 이렇게� 치여들어왓댄� 말여.� 치여들어오면서� 니� 이젠� 천주교� 이웨� 사덜이�
부락에� 들어서� 놈의� 여를� 겁탈하기,� 쉐를� 심어다� 잡아먹기,� 이러니까,� 천주교놈
에� 다�다고.� 이렇게� 해서� 그냥� 대정으로� 일로� 들어서� 부락마다.� “나� 조름에� 쪼
끄라(좇으라).� 천주교놈� 놔둿다가는� 제주도는� 못� 살게� 뒌다.”고.� 이재수는�을� 타
서� 장검� 타고� 그� 부하에� 잇는� 놈덜은� 장작� 두러매서� 이제는,� “나� 뒤에�르라.”고�
난�벡성덜은�내막(內幕)은� 모르고� 이재수� 뒤를� 다�랏댄�말여.� 협재� 오민�협재
서� 멧명� 르고,� 옹포(甕浦)가민� 옹포서� 르고,� 한림(翰林)가민� 한림서� 르고.�
그래서� 이제는� 제주시지� 들어가니� 제주시에서는� 이제는� 문을� 딱�가서,� 동서대
문을�가노니�목사(牧使)는� 목대로�도망치여�불엇지,� 벨도로� 가서�기가�새각
시�려서� 누엇지,� 아,� 도민은� 도민대로� 난리가� 터지엇지요.� 난리가� 난리대로� 터지
어서� 이제는� 거기� 들어가서�다� 버치니�기네는�기� 셍명� 살리고� 그냥� 다� 도
망쳐� 버리니� 구신부고� 마신부가� 그� 무기창고를� 매껴두고� 도망치엇댄� 말여.� 그�
동안에� 이젠� 채구석이고,� 목고,� 이재수고� 멧번� 서로� 연락을� 취해서� 합의
를� 핼라야� 들어야지요.� 이제� 마신부는� 구신부고� 중앙으로다가� 불란서� 군함을� 멧
번� 불러야� 그때� 연락이� 그렇게� 뒈나요.� 전화도� 읎고� 아무� 것도� 읎는� 대라� 연락이�

안� 뒈서.� 그래� 무릇� 십오일만의� 협의를� 해서� 이젠� 서로� 이재수고� 뭘�라�니�
거기선� 막� 쳐� 먹으면서� 멧벡명� 거느리고� 가서� 밥은� 각� 부락마다� 해� 들이라� 해� 노

니� 안해줄� 수� 잇어.� 해다� 노민� 먹어� 놓고� 똥이라� 똥은� 성� 밖의� 막� 싸� 놓고� 그

렇게� 해서� 이제는� 그안의� 잇는� 미신자(迷信者)덜� 무당이라던지,� 점쟁이라던지,� 성
안에는� 이젠� 양식도� 안� 들어가고� 장작도� 안� 들어가니� 예나� 이제나� 대궐에는� 촌에

서� 들어가야� 먹어사는� 땐디� 장작� 안� 들어가고�도� 안� 들어가노니� 부인덜이� 일어
나서는� 이제는� 막� 문만�라�라니� 구신부는,� “메칠만� 더� 기다려� 주십서.”�
는디� 짐아무가이라�는�사이�나산� 점쟁이,� 무당� 부인덜이�그냥� 막� 문을�아서�
들어가서�트로� 아리까와� 장검으로� 막� 전멸시켜� 불엇댄� 말여.� 전멸시켜노니� 피
바다가� 뒈엇댄� 말여.� 그래� 이젠� 이재수는� 승리햇다고� 해서� 일로� 이젠� 대정더레� 가

고� 강대헌이는� 정의(旌義)로� 해서� 갓는디.� 그래서� 그것을� 소위� 이재수난이라�는
디,� 그� 당시에� 뭐� 제주도� 사이라도� 미인이라고� 해서� 내� 마누라라고�려� 살아졋
습니까?� 이놈덜이� 그자� 뭐� 불신자� 이놈덜도� 나도� 천주교노라� 해서� 밤에는� 쉐란�

쉐는� 다�잡아먹고�놈의� 각시�려다�그렇게� 해� 노니� 말기가�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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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책략으로� 일어난� 것이며,� 2)왜구가� 이재수에게� 천주교도� 몰살과� 프랑스�

신부들의� 참수를� 종용하였으며� 3)이에� 넘어간� 이재수가� 제주시로� 돌진할� 때�

백성들은� 그� 내막을� 모르고� 이재수를� 무조건적으로� 추종하였다는� 것,� 4)프랑

스� 신부들이� 합의를� 시도했으나� 그것이� 성사되지� 않았고� 5)또� 며칠만� 기다려�

달라는� 프랑스� 신부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성� 안의� 점쟁이,� 무당,� 부인들이� 성

문을�열어버린�것으로�정리된다.

이상의� 내용은� 『제주도신축년교난사』에서� 신축년� 난리의� 근본� 원인이� “결국�

일본식민주의의� 한국� 진출과� 밀접한� 관계”41)가� 있다고� 보면서� 관련� 사료에서�

일본� 밀어업자들이� “제주도의� 지방토착관리를� 뒤에서� 조종하였고� 원조하였으

며� 무기를� 공급하는� 등� 갖은� 수작을� 다� 한� 사실”42)이� 드러난다고� 주장한� 것

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제주도신축년교난사』에서는� 프랑스� 구마실� 신부의� 보

고서를� 인용하면서� 성문을� 열려는� 사람들에게� 구마실� 신부가� 며칠만� 더� 기다

려� 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43)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와� 동일한� 내용이� 해당�

각편에서도� 역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난에� 참여한� 제주도민들의�

수동적� 성격이나� 프랑스� 신부들에� 의한� 합의� 시도� 등을� 지적한� 지점들이� 『제

주도신축년교난사』의� 주장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러한� 해당� 각편과� 『제주도신

축년교난사』� 사이의� 상동성은� 기억서사에� 영향을� 미치는� 문자매체의� 존재에�

대해�성찰하게끔�한다.

기실� 기억서사가� 문자매체에�의해�일방적으로� 침식당하기만�하는�것은� 아니

다.� 서적� 인쇄� 시대에� 문자는� 새로운� 기억의� 공간을� 열어주었음을� 명심해야�

할� 터이다.� 피지배계층이� 지배계층의� 전유물이었던� 문자에� 접근할� 수� 있게� 되

면서� 오히려� 기억을� 둘러싼� 경합은� 더� 치열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44)� 그리고� 이러한� 기억� 전쟁에서� 문자로� 기록된� 문헌만이� 꼭� 우

41)� 김옥희,� 『제주도신축년교난사』,� 태화출판사,� 1980,� 20면.

42)� 김옥희,� 위의� 책,� 위와� 같은� 면.�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도� 이러한� 논지가� 드러난

다.� “그러나,� 이� 교난의� 원인을� 보다� 정확한� 사료를� 통하여� 좀더� 깊이� 살펴보기로�

한다면� 결국� 이� 교난의� 가장� 큰� 원인이란� 것이� 일본� 채어인들이� 대거� 진출하여와

서� 통어활동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볼� 수� 있다.”� 김옥희,� 위의� 책,�

37면.

43)� 김옥희,� 위의�책,� 129면.

44)� 알라이다� 아스만,� 앞의� 책,� 6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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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점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서적� 인쇄� 시대를� 지나오면서� 문헌의� 가치는�

달라진다.� 그럼에도� 아래� 인용문은� 신축년� 난리와� 관련한� 두� 문헌의� 존재가�

제보자의�기존�입장에�영향을�끼치고�있음을�보여준다.

(아)� [조사자는�제보자의�이야기가�모두�끝난�줄�알고,�조사자가�읽었던�제주도신축년

교난사(김옥희;� 1980.7.25.,� 천주교� 제주교구�발행)의�내용을� 소개했다.]

기네는�그런�일이�하나토�없는디�삼�장군만�행악(行惡)했다.�[조사자:�예.]�아,�이런�
판이.

[조사자는�또�이야기가�다�끝난�줄�알고�녹음기를�거두었는데,�제보자는�이재수�누이의�

말을� 꺼냈다.]� [조사자:� 이재수�누이마씀?]

누이가�있는데,�여자라도�무식치�안고�아주�똑똑 사름인고라�이재수를�위해서� ‘이

재수전’이라고,�전글이라고�해서�지었다곤�는디�그�전글에는�물론�자기�오라방이�죽
긴�죽었주마는� 일은�잘했다�해�가지고� 해실(했을)�텐디,�이제�천주교에는�이재수

는�아주�악덕적으로�사름을�많이�주였다�며는,�그�책광�그�책이�이서(있어)노며는�이
건� 어느�것사(것이야)� 올흔�줄� 모르주.� [일동;� 웃음.]45)

(아)에서는� 『제주도신축년교난사』와� 『이재수실기』가� 언급된다.� 『제주도신축

년교난사』는� “기네는�그런�일이�하나토�없는디�삼� 장군만�행악(行惡)했다.”
는� 기억서사를,� 이재수전,� 일명� 『이재수실기』는� “자기�오라방이�죽긴�죽었주마

는�  일은� 잘했다.”는� 기억서사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수의� 여동생인�

이순옥� 여사가� 『이재수실기』를� 출판했다는� 사실은� 서적� 인쇄가� 대중화되면서�

너나�할� 것� 없이�출판을�할� 수� 있게�된� 시대상을� 반영하고�있다.� 이순옥�여사

는� 이재수의� 업적을� 칭송하는� 서적을� 출판함으로써� 다름� 아닌� ‘영웅’� 이재수

를� 회고하고자�한� 것이다.� 주목할� 것은�이에�대해� 제보자가� “그� 책광�그� 책이�

이서(있어)노며는� 이건� 어느� 것사(것이야)� 올흔� 줄� 모”르겠다면서� 자신의� 판

단을� 유보한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영웅� 이재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술했던�

것과� 다르게� 자신의�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향후� 전설의� 오기억에�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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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문헌의�존재가�영향을�미칠�수�있음을�짐작케�한다.

이렇듯� 신축년� 난리� 관련� 전설의� 형성에는�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천주교�

측과�제주항쟁기념사업회� 사이의�기억�전쟁이� 직접적으로�영향을� 끼치기도�한

다.� 신축년� 난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신축년� 난리� 당시� 희생당

한� 사람들의� 장지를� 제공하기로� 천주교도� 측에� 약속한다.� 이에� 1903년� 9월�

14일� 외부(外部)에서� 제주목사에게� 훈령을� 내려� 1904년� 희생자들의� 유해가�
황사평에� 안장되고� 장례식이� 치러진다.46)� 이후� 1980년대� 초반�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 제주교구� 기념사업에� 따라� 황사평� 묘역의� 성역화가� 추진되고�

1993년에는�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황사평� 묘역의� 성역화를� 재차�

추진한다.47)� 2001년에는� 신축년� 난리� 100돌을� 기념해� 제주항쟁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지는데� 이는� 천주교� 측에� 대한� 일종의�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제주항쟁

기념사업회는� 신축년�난리와� 관련한�학술대회를�개최하고�관련�서적을� 발간하

는�등� 이재수에�대한�대중의�기억을�다시�고취시키고�있다.�

2002년� 제주항쟁기념사업회와� 천주교� 제주교구는� ‘화해와� 상생을� 위한� 공

동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화해의� 움직임을� 취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2016년�

제주시의� 주관�아래�천주교� 제주교구는�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천주교�순례길인�

‘신축화해� 길’을� 선보인다.48)� 관련� 기사에서는� 이� 코스가� ‘신축년� 난리’의�

의미를� 담은� ‘고통의� 길’이기도� 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명칭부터�

천주교� 순례길로� 불린다는� 점에서� 과연� 그� 의미가� 온전히� 담길� 수� 있을까� 하

는� 의문이� 든다.� 2020년� 천주교� 제주교구장은� 신축교안� 120주년을� 맞아� 황사

46)� 물론�이� 과정이�순탄치는�않았던�것으로� 보인다.�

“14.� 외부에서� 제주� 목사에게�보낸� 지령

지령�제4호

...황사평(지금의� 제주시� 화북2동의� 황새왓에� 있던� 들판.� 신축교안� 때� 사망한� 사람

들의� 매장지.� 이에� 대한� 모든� 결정은� 1903년� 11월� 17일에� 타결되었다.)이� 이미� 민

전과� 관계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원망이� 쌓일� 것� 같고,� 관유지와� 민유지� 외에� 혹시

라도� 넓은� 공터가� 있다면� 시행하도록� 허락할� 수� 있을� 것이니,� 두루두루� 묻고� 헤아

려서� 상세히� 보고하여� 밝히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소�역·편,� 앞의�책,� 235면.

47)� “황사평”,�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9929.>,�

2021.03.26.

48)� 허호준,� “천주교� 제주순례길� ‘신축화해� 길’� 22일� 개장한다”,� 한겨레,�

2016.10.18.,�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66202.html>,� 2021.03.26.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9929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662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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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에� 화해의� 탑과� 성당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49)� 천주교� 측과� 제주항쟁기념사업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련

의� 움직임들은� 신축년� 난리와� 관련한� 기억을� 선점하기� 위한� 기억� 전쟁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에서� 천주교� 측이�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것이다.

이재수가� 태어난� 대정읍의� 주민들은� 특히� 황사평� 천주교� 성지나� 신축화해�

길과�같은�천주교�측의�행로에�대해�회의적인�태도를�보인다.

(자-1)� 조사자:� 황사평에�천주교� 성지� 이런�게� 만들어졌잖아요.

제보자:�그러니까요.�그게�아마�그거는�불란서에서�요구했어요.�그래서�그�땅이�아이러

니하게도� 처형터가�묘지가� 되고� 황사평이라는�그런� 게� 된� 거죠.

조사자:� 그� 옆에�신축� 화해의� 길� 이런� 것도� 만들어졌던데...

제보자:�그거는�제가�저쪽에서�가보질�못�하니까.�잘�모르겠고.�뭐...�화해라는�게�있을�

수가�있겠나,�어디.�그게�정말.�교인들이�반성을�많이�해야지�화해가�되지.�일방적인�뭔�

되지는�않을�거예요.�여기�있는�사람들이�뭘�요구하는�것도�없고.�교인들이.�천주교도들

의�일방적인�뭐지.�그런�거에�대한�우리가�잘못했어�이런�얘길�해본�적도�없고.�개인적

으로는� 그렇습니다.� (…중략…)� � � � �

위� 인용문에서� “화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나”라는� 제보자의� 반문은� 천주

교� 측과� 제주항쟁기념사업회� 사이의� 기억� 전쟁에서� 정작� 소외되고� 있는� 대정

읍� 마을� 주민들의� 입장을� 나타낸다.� 오히려� 대정읍� 마을� 주민들은� 삼의사비를�

천주교도와의� 마찰� 속에서� 두� 차례� 건립하고� 또� 이재수� 모친의� 묘를� 힘을� 합

쳐�세워주는�등50)� 여전히�이재수를�영웅이자,� 장군으로�인식하는�태도를�보여

49)� 김정호,� “성찰과� 반성� 제주� 신축교안� 120년� “화해의� 탑� 건립� 추진””,� 제주의� 소

리,� 2020.11.22.,�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2266

6>,� 2021.03.26.

50)�-20:� “조사자:� 이재수� 고향을� 어떤� 데에서는� 보성리라고� 하고� 어떤� 데에서는�
인성리라고�하고...

� � � 제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읍성이잖아요.� 읍성� 내.� 여기가� 보성리는� 저쪽이고.�

성을� 나중에...� 리를� 나중에� 바꿨어요.� 보성,� 인성,� 안성.� 성� 안� 사람들이� 이렇게� 있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2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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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것이다.

앞서� 고성리에서� 김통정에� 관한� 기념비가� 세워진� 것을� 확인한� 바� 있다.�

1951년� 대정읍� 보성리� 홍살문� 거리에도� 이재수,� 오대현,� 강우백� 세� 사람의� 뜻

을� 기린� <제주대정군삼의사비>가� 건립된다.� 이� 기념비는� 한� 번� 헐렸다가� 재차�

세워지는데,� 홍살문� 거리� 주변�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좁은� 골목길로� 그� 자리

가� 옮겨졌던� 첫� 번째� 기념비는� 1997년� 새로� 기념비가� 만들어지면서� 그� 옆에�

묻혀� 현재는� 그� 형태를� 사진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첫� 번째� 기념비에� 있던� 일부� 구절이� 두� 번째� 기념비에서� 삭제된다는� 사실이

다.� “제주의� 무뢰배들이� 천주교에� 입교하여� 그� 위세를� 믿고� 탐학을� 마음대로�

하고�부녀를�겁간하여...”라는� 구절이�사라진�것이다.51)�

거든요.� 그걸� 나중에� 리� 개칭하면서� 이제� 보성리,� 인성리,� 안성리로.� 성을� 보하는,�

지키는� 사람들이� 보성,� 인성,� 성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인성리� 사람이다,� 안성리� 사

람이다.� 그게� 딱� 그거� 할� 순� 없죠.� 여하튼� 성� 안사람들이란.� 이� 분은� 성� 안에� 살았

어요.� 성� 안사람이고.� 읍성� 내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 안� 사람이고.� 그걸� 어떻게�

인성리다,� 안성리다.� 왜냐하면� 묘를� 세울� 때,� 어머니� 묘를� 세울� 때도� 삼리� 사람들

이.� 인성,� 안성,� 보성� 이� 사람들이� 같이� 해서� 비석을� 세워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

런�거에�구애를� 받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해요.”

51)� 현재� 비석의� 문구는� 이와� 같다.� “여기� 세우는� 이� 비는� 무릇� 종교가� 본연의� 역할

을� 저버리고� 권세를� 등에� 업었을� 때� 그� 폐단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교훈적� 표석

이� 될� 것이다.� 1899년� 제주에� 포교를� 시작한� 천주교는�당시� 국제적� 세력이� 우세했

던� 프랑스� 신부들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그� 때까지� 민간신앙에� 의지해� 살아왔던� 도

민의� 정서를� 무시한데다� 봉세관과� 심지어� 무뢰배들까지� 합세하여� 그� 폐단이� 심하

였다.� 당의� 신목을� 베어내고� 제사를� 금했으며� 심지어� 사형(私刑)을� 멋대로� 하여�
성소� 경내에서� 사람이� 죽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이에� 대정� 고을을� 중심으로� 일어

난� 도민� 세력인� 상무회는� 이� 같은� 상황을� 진정하기�위하여� 성내로� 가던� 중� 지금의�

한림읍인� 명월진에서� 주장인� 오대현이� 천주교� 측에� 체포됨으로� 그� 뜻마저� 좌절되

고� 만다.� 이에� 분기한� 이재수,� 강우백� 등은� 2진으로� 나누어� 섬을� 돌며� 민병을� 규

합하고� 교도들을� 붙잡으니� 민란으로� 치닫게� 된� 경위가� 이러했다.� 규합한� 민병� 수

천� 명이� 제주시� 외곽� 황사평에� 집결하여� 수차례� 접전� 끝에� 제주성을� 함락하니�

1901년� 5월� 28일의� 일이었다.� 이미� 입은� 피해와� 억울함으로� 분노한� 민병들은� 관

덕정� 마당에서� 천주교도� 수백� 명을� 살상하니� 무리한� 포교가� 빚은� 큰� 비극이었다.�

천주교� 측의� 제보로� 프랑스의� 함대가� 출동하였으며� 조선� 조정에서도� 찰리어사� 황

지연이� 이끄는� 군대가� 진입해와� 난은� 진압되었고� 세� 장두는� 붙잡혀� 서울로� 압송되

어� 재판� 과정을� 거친� 후에� 처형되었다.� 장두들은� 끝까지� 의연하여� 제주� 남아의� 기

개를� 보였으며,� 그들의� 시신은� 서울� 청파동� 만리재에� 묻었다고� 전해� 오나� 거두지�

못하였다.� 대정은� 본시� 의기남아의� 고장으로� 조선� 후기� 이곳은� 민중� 봉기의� 진원

지가� 되어왔는데,� 1801년� 황서영의� 백서사건으로� 그의� 아내� 정난주가� 유배되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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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2)�제보자:�단지�이제�그�정도로...�그래서�여기에�보면�1860년,� 61년�신축년이잖

아요.�그때도?�동네�사람들이�비석을�만들어요.�비석을�만들어서...�여기가�대정현이잖

아요.� 이렇게?� 읍성이� 있어요.� 십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쪽이� 동문이에요.� 버스�

내려서�저쪽이�동문이고�저�끝에가�서문이에요.�여기�이렇게�보면�요렇게�돼서�밑으로�

내려가면�남문이에요.�초등학교가�있잖아요.�밑으로�내려가면�남문.�요쪽이�북쪽이니까�

객사�터가�있고�보성식당�뒤쪽에�있는�객사터가�있고.�거기에�뭐가�있냐면은�홍살문.�옛

날에�세워져�있었어요.�아마�그�중심지에�이제�이거를�잊지�말자고�해가지고서�뭘�세웠

냐면은� 비석을�하나� 만들어� 세웠어요.

조사자:� 삼의사비.

제보자:�옛날에�큰�비를.�그런데�박정희�시대에�어떻게�그�철거돼서�이쪽에�있는�두레

물�거기에�옮겨�놨다가�나중에�없어지고�다시�1990�몇�년도� 97년도인가�향토사학자가�

이래서는�안�되겠다고�해가지구서�비석을�세운�게�지금�동문,�돌하르방�옆에�그게�세워

져�있는데�거기�글�쓰는�것도�이제�천주교도들하고�마찰이�되게�많았어요.�천주교도들

은�뭐�어떻든간에�잘못한�사람도�많지만�희생당한�사람도�있기�때문에...�그런�거에�대

한...� 아직도� 이재수의� 난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 틀려요.� 천주교�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 이� 지역� 사람이�바라보는� 시각이� 틀리기�때문에.� (…중략…)�

조사자:� 비석에� 있는�문구� 때문에� 천주교도랑�좀� 마찰이� 있었다고�하셨잖아요?

제보자:� 그렇죠.�

조사자:� 그래서� 비석�문구가� 좀� 바뀌거나�이런� 게� 있나요?

제보자:�지우기도�하고�막�그런�얘긴�있어요.�나도�뭐�거기에...�그냥...�저�뒤에�가면�비

석� 안� 봤죠?�

조사자:� 아,� 봤어요.

후� 딱� 100년� 만에� 일어난� 이재수난은� 후세에� 암시하는� 바가� 자못� 크다.� 1961년�

신축에� 향민들이� 정성을� 모아� <제주� 대정군� 삼의사비>를� 대정고을� 홍살문� 거리에�

세웠던� 것이� 도로� 확장� 등� 사정으로�옮겨� 다니며� 마모되고� 초라하여� 이제� 여기� 대

정고을�청년들이�새� 단장으로�비를� 세워� 후세에� 기리고자�한다.”� 박재영,� 「전통� 종

교와� 외래종교의� 문화충돌」,� 『경주사학』36,� 경주사학회,� 2013,� 151-152면� 참조.�

필자� 역시� 2021년� 2월� 21일� 현지조사를�통해� 해당� 비석의� 문구를� 확인한� 결과� 역

시�동일하게�일부� 문구가�삭제된� 사실을� 발견할�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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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봤어요?�예.�그�문구를�하나하나�읽다�보면�옛날에...�조금�더�완화되지�않았

나�그런�생각을�해요.�옛날에는�굉장히�과격한�걸�많이�썼었어요.�동네�사람들이...�입장

에서�보면�정말�아무것도�아닌�것들이�그�왕의�뒷배경으로�정말�민을�탄압하는�거는�정

말...�그리고�봉세군이�파견돼서�그�사람들에게�엄청난�걸�줬잖아요.�세금을...�니네는�그

냥� 가서� 받아,� 데려다� 패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완장이라는� 게� 참� 무섭다라는�

게...�그게�이제�천주교도들이�선봉장에�섰다는�거.�그게�아마�너무�많은�수탈을�당하다�

보니까�천주교인이�되면�그런�수탈을�벗어날�수�있다는�그런�것들이�이제�독실한�신자

도�있었지만�뭐...�이런�사람�저런�사람�그런�사람들�해서�막�들어가지�않았나�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당시에.

위�인용문은�천주교�측의�기념사업에�대해�회의를�표했던�제보자의�또�다른�

구술이다.� 그는� 천주교도와의� 마찰로� 인해� 비석의� 문구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1997년� 향토사학자에� 의해� 처음� 기념비가� 세워질� 때� “거기� 글� 쓰

는� 것도� 이제� 천주교도들하고� 마찰이� 되게� 많았”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굉장

히� 과격한� 걸� 많이� 썼었”지만� 현재� 기념비의� 문구를� 보면� “조금� 더� 완화되지�

않았나”라고� 제보자가�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기념비의� 문

구� 중� 일부가� 삭제되었다는� 점은� 기념비가� 현재의� 맥락에� 따라� 계속해서� 새

롭게� 다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억은� 현재의� 명령에� 항상� 예속되

어� 있는� 것이다.52)�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 기억서사에� 영향을� 미

칠�수� 있다는�점이다.�

마지막으로� 천미포� 왜란� 관련� 전설은� 오기억이� 드러난다고� 할� 만한� 각편이�

많지� 않은데� 이는� 토산리� 마을� 밖의� 압력으로� 인해� 해당� 기억서사의� 전승력

이� 앞선� 기억서사들에� 비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토산당� 뱀

신앙에� 대한� 마을� 밖의� 인식은� “우리� 토산� 사름은� 어디� 저� 시에나� 어디나� 가

그네� 방을� 옛날엔� 집을� 빌� 수가� 업”53)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주로�

발견되는� 오기억은� 토산당� 뱀신앙의� 위력을� 증언하는� 마을� 밖의� 기억서사에�

맞서서� 토산당� 뱀신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마을� 안의� 기억서사이

다.� 이는� 다음의�한� 문장으로�집약된다.

52)� 알라이다� 아스만,� 앞의� 책,� 360면.

53)�-15.



- 187 -

“토산리에�뱀신앙은�없었다.”

아래� 인용문은� 바로� 표선면�토산리에서� 채록된�각편으로�제보자는� 방송국과�

신문사를� 직접� 방문하여� 항의도� 했을� 정도로� 토산당� 뱀신앙의� 존재에� 대해�

강력하게�부인하고�있다.�

(차)�여기�사람�얘기�안�할�거야.�엄청난�피헤�지역이기�때문에�피헤를�보는�지역이란�

말이야.�여기가�특히�여자들�여자들이�피헤를�본다�이거야.�그래서�이�얘기를�안�할�거

야.� 아마� 아무도.� 그래서� 막� 내가�방송국에도� 항의하고� 신문사에도�항의하고.� 이제�막�

한� 적이�잇는데� 뭐� 전설의�고향� 같은� 데도�막� 방문하고.

<조사자:�예� 들었어요.� 전설의� 고향에� 잘못......>

이거�헤서�상의한�사람�나� 밖에� 없어�말이여.� 이거�그때� 나� 고등학교�삼학년�될� 땐데�

방송에�막�울면서�이건�거짓이다.�그렇게�헤서�막�헷는데.�그�그�전설이�여기에�가장�피

헤를�보는�전설이�하나�잇는데.�이걸�내가�이�얘기�하면�이걸�사실로�받아들영(받아들

여)�여러분들이�강(가서)�아불면(말해버리면)�난�얘기�난�안할꺼고�이건�이게�아니
다� 말이여.

<조사자:�근데�그거�교수님이�하신�말씀이예,�이거�뭐�사람이�여기서�시집갈�때�뱀�쫓

아간다고�헤그네(해서),�여기�사람이영�결혼�안�한다고,�막�그런�얘기가�잇잖아요.�근데�

그게�진짜가�아니고.�무슨�여기에�잇은�토산당�본풀이�거기에�뱀에�관한�얘기가�나온댄

(나온다고)�예,� 그게�잘못� 사람들한테� 와전되가지고�인식이� 그렇게� 된거라고.>

그래� 바로�그거라� 말이여

<조사자:�교수님이� 그� 이런�구전� 이런거� 박사학위�받으셔가지고...>

그래�바로�그건데,�건데�이거를�구전으로�전헤들은�것이,�여자�이제�시집을�가면�뱀을�

치�따라간다,�이게�여자가�피헤지역이라�남자도�그렇고.� 여자가�시집을�갈려고�하면
은�이게�터무니�없는�얘기지.�터무니�뭐�뱀을�뭐�어디�모신다.�게서�나�그전에도�옛날에

도�이�학생들�와서�막�그러니까�우리집�다�뒤져보라고,�토산�어느�집을�다�뒤져보라고,�

뱀을�모신�디가�잇는가.�거�생각이나�헌거냐,�뭐�뱀�궤에�넣어서�거�잇을�수가�없는�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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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 뭐� 거� 잇을�수� 없는거� 아니,� 그거�아� 게서(그래서)�이� 이건�아주�이건� 잇을�수�

없다,�헤가지고�나�막�항의한�적도�잇고.�지금�나�이디(여기)�지금�신문에�나�낸거�다�

잇어.� 지금� 자료� 다� 가져잇는데� 건� 뭐야�하면은� 그� 옛날에...

(…중략…)

이렇게� 헤서� 이제� 그때부터� 토산여자는� 이제� 상대하믄� 뱀이� 이렇게� 헤서� 어,� 안된다,�

뭐,� 시집갈�때�따라간다,�뭐,� 이렇게�전설이�그렇게�내려오는데.�그거는�터무니�없는거

고� 오히려�뭐,� 김녕�튼� 디가(같은� 데가)� 처녀들� 저...
<조사자:�재물로.>

재물로�받치고�허잖여.�겐디(그런데),�그디는(거기는)�시,�실지적으로�경�했음에도�문제

가�없고,�우린�아무것도�아니지.�우린�겐디�여기도�마찬가지로�뱀을�여기�죽이진�않은

다.� 이거여.

<조사자:�다른...>

다른데도�안�죽여.�다른�데도�뱀은�저,�헤서�뱀이라는거는,�이�구렁이나�독사.�독사는�사

람이�지나가문�이제�좀�영�공격을�헐�수도�잇지.�구렁이는�절대�건드리지�않으민(않으

면)�공격허질�않은단�말이여.� 공격�안헌단�말이여.� 게,� 뱀은�아주�좀� 신선하고�깨끗헌�

디만,�건�다녀.�또,�뱀은�저�나쁜�데는�안다닌다�말이여.�게�이렇게�헤서�이것이�그냥�와

전,�와전,�와전되고�허다�보니까�그냥�이�여기�잇은�처녀들이�시집갈�적에�가서�그�집에�

가서�무신�아프거나,�또� 뭐,� 무슨�좀� 잘못되거나,� 허믄�그냥�전부�여자�탓으로�돌리는�

거라.�게서,�이혼도�헤버리고,�이렇게�행�허는데.�이러,�이거는�뭐,�터무니�없는�거고,�이

제�과학�문명이�발달됭(발달된)�이�컴퓨터�시대에�이런�말은�이건�진짜�저�도채비(도깨

비)�이,�인데� ..이건�잇을�수도�없는�얘기고,�또�여기와서�이렇게�헤봐도�그렇게�허는�곳

이�한군데도�없고.�그러고�또�단�우리가�이제�얘기를�솔직하게�여러분들에게�말씀드린

다�하면은�미신,� 1월� 15일날�정월� 15일날�그�신방을�모시고,�어느�그�당에�가서�토산�

토산당이랜�헌� 당이�잇다�말이여.� 여기가서�정성을�들인다�이거여.� 우리가족�편안하게�

헤�주십시오.�요거�하나밖에�없어.�미신이옌(미신이라)�헌거는.�게난�여자들이,�게난�두�

개가�잇지.�여자들은�일월�정월�보름날�일월�십오일날�토산�당에가서�여�마을의�안녕과�

가족의�안녕�안녕을�빈다�이거야.�정성�들여서�비.�비는�날이�일월�십오일날�여자들이�

가는�거고�그때�돼지고기도�안� 먹고.� 돼지도�안� 잡고.� 아주�조심허고�헌다�말이여.� 또�

남자들은�일월�일일�첫째�정일날이나�헤일날�새기�날.�이날에�가서�이제�새벽에�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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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열두시나� 한시�사이에� 가서� 토산� 봉� 꼭대기에� 가가지고� 부락� 안녕을�빌고.� 이제�

마을의�안녕을�비는�제사를�남자들이�헌다�말이여.�게�미신이�딱�이거�두�개라.�이거�뱀

은� 뭐� 요만이도� 관계뒌� 게� 없어.� 전혀......

게난�뱀은�그렇게�해서�이건�근거가�저�무녀,�전혀�없는�것이다.�게고(그렇고).�내�이제�

내가� 오십나(오십하나)지만� 여기서� 쭉� 여기서� 살앗는데.� 전혀� 뭐,� 뭐,� 그런게� 없다.�
이런�말씀을�마�학생들�앞에�얘기를�헤주고�싶은�것이�그거고.�또�사실�이디(여기)와서�

부락을�이렇게�돌보면�아,�다른�부락이나�다�꼭�가은다,�이거지.�꼭같으다.�어디�무슨�어

디� 뭐,�들어봐.�집�다�돌아보라고.�어디�뭐,�모시는�게�잇는가.�우리�다�헤바봐.�어디�

뭐�그런�흔적이�잇겟는가.�없다말이여.�수박먹고,�그�다음�또�뭘�얘기헤�주까.�그,�그거

하고.54)

(차)에서� 제보자는� 토산당� 뱀신앙� 때문에� 이� 지역이� “엄청난� 피헤� 지역”이�

되었으며� 특히� “여자들이� 피헤를� 본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제보자는� 조사

자들에게� “토산� 어느� 집을� 다� 뒤져보라고,� 뱀을� 모신� 디가� 잇는가.”라고� 엄포

를� 놓기까지� 한다.� 문제는� 제보자가� 토산당� 뱀신앙의� 유래를� 설명하고� 어느�

정도� 조사자들에게� 경계심을� 풀면서� 토산당이� 존재했음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다는� 것이다.� “이제� 얘기를�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 하면은� 미신,�

1월� 15일날� 정월� 15일날� 그� 신방을� 모시고,� 어느� 그� 당에� 가서� 토산� 토산당

이랜� 헌� 당이� 잇다� 말이여.� 여기가서� 정성은� 들인다� 이거여.”� 물론� 이때에도�

“이거� 뱀은� 뭐� 요만이도� 관계뒌게� 없어.”라고� 말하면서� 뱀신앙의� 존재는� 인정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곧� 김녕사굴과� 같은� 경우에� 비추어� 보면� 토산당� 뱀

신앙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점은� 역시� 제보자가� 은연중에� 토산당�

뱀신앙의� 존재를�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삼별초나� 신당� 철폐� 관련�

전설에서� 오기억이� 이미�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면� 여기서는� 오기억이�

의식의� 영역에� 자리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보자의� 진술� 직전에�

형성된� 오기억은� 오기억� 이전의� 기억을� 완전히� 억압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제

보자의� 진술� 속에서� 토산당� 뱀신앙은� 부정되기도,� 또� 인정되기도� 하는� 것이

다.

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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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오기억을�형성하려는�의도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사실에� 비추어�

볼� 때� 토산당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뱀신이� 오랑캐를� 무찔렀다고� 전승한다는�

점은� 새겨둘� 필요가� 있다.� 이는� 같은� 조사에서� 채록된� 다른� 각편에서� 뱀신이�

오랑캐에�의해�강탈�당했다고�구술하고�있는�점과�대조를�이룬다.

(카)�거기�올레소�가서�그�구신이�세탁을�헷덴허여.�세탁을�하레�갔는데�종�고�말이
여.� 그� 종이란� 알지?

<조사자:�예.>

종�고�아마도�구신이라도�거�거�보통�구신이�아니지.�종�라서�종�고�와서�세탁을�
헌다하니�일본놈들이�넘어가다가�그�철통을�봐가지고�말이야�망완경으로�말이야�철통.

<조사자:�아~>

옛날에� 그� 철통이라고� 하거든.

<조사자:�예.>

아�걸�딱�보니�뭐�큰�처녀가�이�저�세탁을�하고�있거든.�빨래를�하고�잇으니�아�저놈의�

처녀�나가서�좀�붓잡아서�뭐해서�간다고.�아�그놈의�배가�와아니�종이�있다가�하�거�여

의� 배가�들어옵니다.� 일본�배보고� 여,� 여배라고� 했거든.

<조사자:�아~>

여배라고.� 그� 왜놈들이라고도� 했을�거여마는� 여배가� 들어옵니다�하니

<조사자:�예>

어디서� 오냐고�저디서� 옵니다.

(…중략…)

<조사자:� 예.>� 요� 경로당� 있고� 리무실� 잇었지?� 바로� 경로당�끄레(근처에)� 나무�
이렇게� 있는데�잇었지?

<조사자:�예.>�거기를�그�때는�그�사이�여기�안�살아가지고�뭐�(청취불능)�거기를�가
서�억트멍에다�숨었거든.� 숨으니까니�이놈의� 자식이�뜨래�와서�강탈을�해빗다�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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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예.>

강탈을� 해비니�죽었다� 얘기서.

<조사자:�예>

해서�위한�것이�거�신이니까니�아마�그�존경하는�사람도�잇엇겟지?�그게�바로�토산당

이� 되부럿어.55)

(카)에서� 왜구에� 의해� 강간을� 당한� 뱀신은� 토산당신이� 된다.� 이때� 왜란이라

는� 역사적� 사건은� 뱀신이� 토산당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차)에서� 중략된� 부분을� 보면� 토산� 처녀� 세� 명을� 왜구가� 강탈하려는�

순간,� 하늘의� 조화로� 처녀들은� 뱀으로� 변신한다.� 그로� 인해� 왜구를� 쫓아낼�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다.56)� 토산당� 뱀신앙을� 부정하려고� 하지만� (차)가� 왜란

을� 기억하는� 방식은� 오히려� 토산당� 뱀신의� 영험함을� 증거하는� 것이다.� 오기억

의� 저편으로� 억압된� 기억은� 제보자가� 완강히� 부인하려� 했던� 토산당� 뱀신앙의�

55)�-12.
56)�-13:� “하기야� 나도� 전헤들은� 거지.� 옛날에� 그� 저� 이� 어떤� 것이� 옛날에� 우리가�
1200년� 전� 역사를� 가졌는데.� 여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똑똑헌거야.� 엄청나게� 똑똑

허니까,� 오랑캐들이� 여길� 이제� 쭉� 다� 이제� 저� 오랑캐들이� 이제� 전부� 이제� 침략을�

헤가지고,� 높은� 사람� 다� 죽이고.� 이렇게� 헹� 허는데,� 토산을� 딱� 왔다� 말이여,� 토산

을,� 토산을� 왔는데,� 그� 바로� 그.� 저� 현청� 바로� 앞에� 큰� 냇가가� 하나� 잇다� 말이여,�

큰� 냇가가� 잇는데,� 물이� 아홉군데� 옛날에� 물이� 막� 잘나니까,� 물이� 아홈� 군데서� 냇

물이� 죽� 내려가다� 아주� 깊숙헌(깊숙한)� 뭐� 깊이를� 알� 수� 없는� 이� 팽팽이� 물이렌�

헌� 물이� 잇엇단� 말이여.� 바로� 현청� 바로� 이� 서쪽� 냇가에� 바로� 붙어� 잇다� 말이여.�

그�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잇어� 여자� 처녀� 세� 개가.� 토산� 처녀들이� 토산처녀들이�

아주� 높은� 사람� 그� 뭐� 자제분이겟지.� 토산� 처녀가� 세분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차

려서� 이제� 빨래를� 하고� 잇엇다� 말이여.� 빨래를� 허고� 잇엇는데,� 아� 오랑캐� 그� 아주�

무리들� 아주� 나쁜� 놈들이� 그� 여자� 아가씨� 세� 아가씨를� 그냥� 막� 강탈하려고� 한거

야.� 빨래� 하는걸� 그냥� 게서� 막� 안고� 막� 하니까,� 거� 어떻게� 헐꺼냐� 말이여.� 게니까,�

그� 여자� 셋이는� 이제� 뱀으로� 딱� 변신이� 되� 버린거라.� 어디서� 조화를� 부렸겟지.� 아,�

게니까� 그� 남자들이� 그� 오랑캐들이게� 막� 안고� 이렇게� 헌디� 뱀을� 안은거야.� 뱀을�

게믄� 어떻게� 된거냐.� 기냥� 버리고� 막� 도방갔어.� 게서,� 그� 사람들이� 가서� 토산여자

는� 건드리지� 말라.� 뱀뱀� 따라온다,� 뱀� 따라� 온다,� 어,� 이렇게� 해서� 오랑캐를� 무찔

럿다.� 겐디� 그렇게� 헌게� 아니고,� 하늘이� 조화를� 부려가지고� 그� 오랑캐한티� 뱀으로�

둔갑을� 시켜버린거지.� 뱀으로� 그� 아기지가� 뱀이� 맨드러진게(만들어진게)� 아니라,�

그� 오랑캐� 눈에� 뱀으로� 보여� 버린거라�말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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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일�수� 있다.

한편� 성산읍�신풍리에서�채록된� 전설들은� 토산당이� 신풍리�자운당으로� 이주

해온� 역사에� 대해� 언술하고� 있다.� 이러한� 전설이� 토산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신당의� 이주를� 둘러싸고� 마을들� 사이에� 이견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증거물을� 둘러싼� 논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신당의� 위치� 역시� 증

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산읍� 신풍리에서� 채록된�

전설들� 가운데� 한� 각편에서는� 토산당의� 자리� 이동과� 새로운� 자리� 지정의� 원

인을�여신의�부족함으로�설명하고�있다.

(타)� 우리� 동네� 자운당이� 이수다(있지요).� [조사자:� 자운당예.]� 자운당이� 잇는데,� 그�

내� 한가운데� 이십주.� [조사자:� 예.]� 내� 한가운데� 잇는디,� 이젠� 그� 토산당(兎山堂)이�
우리� 동네예�씨집을� 오는디,� 씨집을� 오는디,� 유월인� 모양이라마씀.
(…중략…)

[조사자:� 어떵� 해연(어떻게� 해서)� 그� 토산당이� 글로(그리로)� 씨집을� 와수꽈(왔습니

까)?]

토산당이마씀?

[조사자:�예.]

거,�이제�자꾸�왜베[倭船]가�들엉(들어서),�놈의�나라�마을에청�왜베가�자꾸�쳐들어와�
가니까�그것을�도저히�막아�감당 수가�없고,�왜베가�쳐들어오면�그�토산당은�처녀인�

때문에�자꾸�겁탈젠�곡�니까(겁탈할려고�하니까),� 이제는�시집을�가야�뒈켄(되
겠다고)�디(했는데),� 그때,� 이제는�양서육서개로육서또가�심(힘)이� 세고,� 군졸이�많
고�위품(威風)�좋곡�댄(하다고)�니까,�이제는�개로육서를�청해서�토산�놈의�나라�
왜베를� 막안.� 이제는� 왕(와서)� 공� 가플�길이� 엇이난(없으니)

‘난� 소첩으로라도� 들어강�살쿠댄(살겠습니다)’고� 햇어(했지).

경건�경랜(그렇다면�그래라고)�난(하니),�이제는�은�택일(擇日)해서,�이제는�
예장(禮狀)� 받고� 해서,� 이제는� 가멜�타고� 신풍리로� 가십주.

가는데,�아,�이제는�물을�먹고�시픈데,�물을�먹을�수가�없어서�체면상�물�도랜도(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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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못곡�디,�게도(그래도)�막� 목이�란(말라서)�는디,�마침�쏘나기가�짜르르
르게�오니깐,�길바닥에�물이�빈들빈들�고엿는디,�이�딱�지나가민�발자국이�딱�안납
니까?�[조사자:�예.]�이제�물이�발자국에�흥건이�고이니까�물�먹고�시픈�김에�얼룬�내

려�가지고�읫�밧디(옆밭에)�보리�딱�짤라서,�걸로(그것으로)�해연�쭉�아먹언,�물을�
먹어� 부니까,� 이제는,� 그� 개로육서는� 봐� 가지고,�

“거�예펜네가�체통엇이(體統없이)� 발자국에�린�물을�그렇게�물�먹고�시퍼서�하
인덜� 보는�앞의서� 물을� 먹엇다.”

고� 해서,

“이제�널라그네(너는)�물�먹고�싶지�못해영�니까(못해서�안달하니까)�물�퍼먹을�딜
로(데로)�내창에나�안자그네(앉아서)�물�퍼�먹으랜(먹으라고)”�해�가지고,�그�내�가운

데� 앉혀�부니까,� 거기가�자운당이� 뒈엿젠(되었다고).�

[조사자:�야,� 자운당이마씀?]

예,�경해연�지금도�무당이�가서�뭣을�거나�경은�안고(그렇지는�않고),�뭐�이제�쉐�
뜬(소�같은)�거�일러�불거나�고�관계�신�거(있는�것을)� 때는,�쉐�잃어�병(버

려서)�으레�갈� 때나,� 잃어�병�으레�갈� 때는�그�당에�밥해영�가그네(가서)......�
영� 뎅겨가민(다녀가면)� 잘�아진댄�해서� 이제덜도� 뎅깁네다.57)�

(타)를� 보면� 제보자는� 마을에� 자꾸� 왜선이� 들었는데� 그것을� 여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으며� 또� 여신이� 처녀인� 까닭에� 왜구들에� 의해� 계속� 겁탈당할�

위험에� 처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여신은� 신풍리� 개로육서또를� 청해� 왜구

를� 막고� 그� 공을� 갚기� 위해� 첩으로� 들어갈� 결심을� 한다.� 신화에서는� 토산당이�

신풍리의� 개로육서또와� 혼인하게� 된� 연유가�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더군

다나� 왜구의� 침입은� 토산당이� 자신을� 섬기지� 않은� 토산리� 마을� 주민들에게�

주는� 징벌이었다.� (타)에서는� 그것이� 전도된다.� 토산당은� 왜구의� 침입을� 통제

할� 수� 없었고� 이를� 모면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남신의� 도움을� 청했으며� 그� 결

과가� 남신과의� 혼인이었다.� 게다가� 개로육서또는� 토산당이� 하인들� 앞에서� 말�

발자국에� 고인� 물을� 빨아� 마시는� 것을� 보고� 여신의� 체통을� 문제� 삼으며� 냇가�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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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앉혀버린�것이다.

그런데�아래의�인용문은�전혀�다른�차원에서�이�문제에�접근하고�있어�주목

을�요한다.

(파)� [조사자]� 그� 다음에� 얘기를� 막� 많이� 하셧인디예,� 자운당� 얘기도� 하셧인디.

[제보자]�아,�자운당은�그것은�그,�여기�내에�있는�당인디�요즘은�거기�이제�다니는�사

름이�없습니다.�웨이냐�그러면은�그�토산당�뱀�구신�이제�그�처녀로�구신이�여기�이제�

그�동네�당이�우리�동네�이�개로육 첩으로�왔다고�그렇다고�여기두�보니까.�당�비슷

허게�그�말을�썼는데,�그�말이�이제는�어쩌냐�그러면은�이제�그,�에실지로�그�이제�그�

토산당이�구신이�시집�온�실지를�그렇습니다.�그�양반이�돌아가서�저�신흥리�우에�가시

나물이라는� 헌� 멧� 호만� 사는�동네가� 있습니다.

이제�거기�무당허는�분네가�지금은�돌아갔어.�그�양반이�거기서�원래�나고�자라고�무당

이기�때문에�그�내력을�잘�알아.�그러면�그�토산당�원래�당�멧던�그�심방을�신황돌이라

고�성이�신씹니다.�이쪽�무당덜은�거의가�다�신씹니다.�거�신황돌이�계통이요,�계통인데,�

그래서�그�토산당�그때�신황돌이�꺼지는�토산에�그�당에서만,�다니오.�그러면은�신전이�

우리� 동네�그� 정의고을� 안에서는�거의가� 다� 토산,�루에� 제일을�다�쳣다고� 해요.
마을이�많은데,�그런데�늙어가니까,�아덜이�셋인데�이제는�그�자기�그�토산당�당골을�다�

아덜� 셋헌티�갈라� 줫어.

� ‘어느�아덜은�어느�동네�어느�동네�당골을�해라.’�어느�이제,�갈라�줫어.�그러고�자기

는�큰아덜은�그�이젠,�토산당을�그때는�의지를�허고,�여기는�이제는�그�신,�신두행이라

고� 세� 번째� 아덜이� 여기�이제� 신풍이나� 이� 하펀이나� 요쪽� 당골을�이제� 했소.58)

(파)에서� 제보자는� 토산당� 당골들을� 차지하던� 심방� 신황돌이� 살아� 있을� 때

는� 정의고을� 사람들이�모두�토산당에�모여�하루에� 제일(祭日)을� 마쳤으나,� 신
황돌이� 죽으면서는� 자신의�아들�셋에게� 당골들을� 고루� 나누어주었다고� 구술하

고� 있다.� 이때� 토산당뿐� 아니라� 다른� 마을들� 신당에서도� 제일을� 지내게� 되면

서� 신풍리� 자운당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만일�

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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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사실이라면� 토산당의� 자리� 이동은� 심방의� 유언에� 따라� 새로� 신당들이�

생성되면서� 일어난� 일로� 그� 이유가� 상당히� 현실적인� 차원의� 문제에� 속한� 것

이다.� 물론� 이때� (파)의� 제보자가� 자신의� 구술이� 신흥리에서� 무당을� 하던� 사

람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한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는� 결국� 여신의� 이주에�

대한� 심방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타)에서� 이야기하듯� 실

제로� 여신은� 왜구에� 의해� 쫓겨나듯이� 신풍리로� 간� 것이� 아니며� 또� 남신에� 기

대면서� 혼인을� 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타)가� 신화의� 빈틈을� 채우는� 식

으로� 이야기의� 개연성을� 만들고� 그에� 따라� 여신의� 이주에� 대해� 합리성을� 부

여한다면� (파)는� 이른바� 신화의� 차원,� 곧� 이야기의� 차원을� 벗어나� 현실의� 차

원으로� 문제를� 옮겨와� 전혀� 다른� 각도로� 사건에� 합리성을� 부여한다.� 두� 각편�

다� 합리성을� 지향하나� (타)는� 여신의� 지위� 하락에,� (파)는� 그것에� 반하는� 데

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주목할� 것은� (파)가� (타)의� 기억서

사� 전체가� 허구적인� 오기억일�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 역시� 검토할�필요가�있다.

(하)�당동산에�있던�이�당은�아주�셌다고�한다.�일례로�칼차고�총�든�관리들이�말을�타

고�왔는데�돌아갈�때는�돌아보지�말라고�했는데�뒤를�돌아봤다가�그대로�죽었다고�한

다.�그러나�60여�년�전에�당신을�힘�센�마을�청년들이�일본으로�보내도록�바다에�띄워�

당을�없앴다고�한다.�이�때�산듸잎사귀로�배�모형을�만들어�그�위에�제물을�싣고�띄워

보냈다고�한다.�그러다�일제�강점기에�생활이�힘들어지자�당의�힘을�빌고자�다시�당을�

세우게�되었는데,�당신을�바다로�띄워보냈었기�때문에�바닷가에�좌정하게�되었다고�한

다.

1)�당명:�토산�알당.�요드렛당.�60여�년�전에�당을�없애고,�다시�바닷가에�세운�이후에

는� 특별히�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한다.� 보통� ‘실�간다’라는�표현을� 쓴다.59)

(하)� 또한� 이�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하)의� 내용은�

토산리� 여성� 주민들에게서� 채록한� 내용으로� 흔치� 않은� 자료이다.� 그� 이유는�

59)� 「남제주군� 토산리� 현지학술조사보고」,� 『백록어문』18·19,� 백록어문학회,� 2004,�

354-3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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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산리� 주민들이�토산당에�대해�이야기하기를� 꺼리며�그조차도�남성�주민들에�

의해� 구연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60)� 왜� 그랬는지�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에� 따르면� 60여� 년� 전� “힘� 센� 마을� 청년들이� 일본으로� 보내도록� 바다에�

띄워� 당을� 없앴다.”� 그러다� 일제강점기에� 생활이� 어려워지자� 당을� 다시� 세웠

는데� 이미� 토산당을� 바다로� 보냈었기� 때문에� 바닷가에� 당을� 새로� 차렸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신당의� 자리� 이동이� 아니다.� 신당의� 파괴와� 재구축의� 역

사를� 담은� 기억이다.� 확실한� 것은� 신당이� 사라졌다가� 바닷가에� 다시� 세워진�

후에는� 당이라고� 불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 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토산당에� 대한� 다른� 마을� 사람들의� 터부와� 그로� 인한� 마을� 사람들

의� 은폐� 의도를� 읽어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신당이� 파

괴되고�재구축되는�과정에서�분명한�상실이�있다.61)� 이는� 다름�아닌�성스러움

의� 상실로� (타)에서는� 그것이� 여신의� 신적� 기능� 축소로� 드러나는� 반면,� (하)

에서는� 그것이� ‘실� 간다’라는� 한� 문장으로� 축약되고� 있다.� ‘실� 간다’는�
것은� 여신의� 위엄과� 여신이� 상주하는� 자리로서� 신당이� 지니는� 신성함,� 그리고�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의례의� 주기성� 등� 그� 어느� 것도� 담보해주지� 못한다.� 토

산당�신앙은�그� 힘을�잃은�것이다.

한편� 신당� 파괴에� 참여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마을� 청년들이다.� 이

는� 신화에� 드러나지� 않았던,� 또� 앞선� 전설� 각편들에도� 드러나지� 않은� 한� 가지�

진실을� 알려준다.� 토산당을� 신풍리로� 옮기게� 된� 배후에� 어쩌면� 마을� 청년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마을� 청년들에� 의한� 당의� 파

괴는� 토산리� 남성� 주민들의� 불만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한� 토산리�

남성� 주민은� 토산당으로� 인해� 이� 마을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 이야

기한다.� 그로� 인해� 특히� 여성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여기� 잇은� 처녀들이�

시집갈� 적에� 가서� 그� 집에� 가서� 무신� 아프거나,� 또� 뭐,� 무슨� 좀� 잘못되거나,�

허믄� 그냥� 전부� 여자� 탓으로� 돌리는� 거라.� 게서,� 이혼도� 헤버”62)렸다는� 것이

60)�-12와�-13이�그러하다.
61)� “의례의� 관점에서� 볼� 때� 새로움은�기능적으로는� 획득의� 결과를� 낼� 수� 있지만,� 이

데올로기적으로는� 흔히� 그렇듯이� 상실의� 결과를�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능적�

획득이� 창조의� 자유를� 허여하는� 반면에,� 이데올로기적� 상실은� 파급력� 부족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조너선� Z.� 스미스(Jonathan� Z.� Smith),� 『자리잡기:� 의례�

내의� 이론을� 찾아서』,� 방원일� 역,� 이학사,� 2009,� 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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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토산당에� 대한� 다른� 마을� 사람들의� 배타적� 감정에� 대한� 기억서사가�

집중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토산리� 마을� 주민들이� 현실적

으로� 응당� 부딪쳤을� 법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이것이� 토산당을� 파괴

하고� 새로� 위치시킨� 원인이� 된� 것이라면� 결국� 여신의� 자리� 이동을� 이끌어낸�

것은� 왜란이� 아니며� 그것은� 단지� 하나의� 서사적� 상징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왜란은�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뿐,� 신앙심의� 약화가� 여신을� 추방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곧� 여신� 이주의� 원인을� 왜란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오기억일� 수�

있는� 것이다.� 여신을� 추방한� 것은� 역설적으로� 토산리� 마을� 주민들이었을� 가능

성이�있다.63)

그렇다면� 천미포� 왜란� 관련� 전설에서� 오기억이란� 다시� 다음의� 문장으로� 정

리될�수�있다.

“나주�출신의�뱀여신은�왜구에�의해�쫓겨난다.”

이상의�분석에서�위와�같은�오기억은�토산리�마을�안과�밖의�갈등으로�인해�

파생되는� 것이다.� 그런데�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이는� 결국� 제주도� 내부� 사이

의� 갈등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갈등이� 나주� 출신의� 뱀여신과� 왜구라고� 하는�

제주도� 외부� 사이의� 갈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때� 외부의� 의미�

역시� 균질하지� 않다.� 나주� 출신의� 뱀여신은� 이주� 신앙을,� 왜구는� 외국� 군대를�

표상하기� 때문이다.� 전자는� 이미� 토산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앙

이� 되었다는� 점에서� ‘동질적� 외부’라고,� 후자는� 그러한� 동질적� 외부를� 밀어낸

다는� 점에서� ‘이질적� 외부’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는� 본풀이

를�분석하는�과정에서�더� 잘� 설명될�수� 있다.

62)�-13.
63)� 오성자는� 토산알당의� 상당골인� 광산� 김씨� 출신의� 김임현씨에� 대한� 일화를� 소개

하고� 있다.� 그는� 젊어서� 무속을� 배척했던� 관의� 입장에� 항거하는� 마음으로� 홧김에�

당에� 불을� 지른�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에� 따르면� 토산알당은� 이미� 그� 전에

도� 화재를� 입은� 적이� 있다.� 일제� 강점기� 때� 면사무소� 직원이� 상부의� 명에� 따라� 당

에� 불을� 지른� 것이다.� 그가� 죽을� 때는� 전신이� 불에� 덴� 듯� 뜨겁다며� 비명을� 지르다�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오성자,� 『신화의� 땅� 제주에서� 토산을� 만나

다』,� 여름언덕,� 2008,� 45-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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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폐제/흔적과�본풀이�서사

조너선� Z.� 스미스에� 따르면� “의례는� 실제로�사물이� 존재하는�방식과� 의식적

인� 긴장을� 유지하면서� 당위적인� 존재� 방식을� 연출하는� 수단이다.”� 각종� 변수

들이� 통제되지� 않은� 일상생활� 속에서� 의례는� 완벽히� 통제된� 환경을� 구현해내

려�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의례에서는� 우발성,� 가변성,� 우연성의� 요소들이� 배

제된다.64)� 본풀이는� 바로� 이러한� 의례에�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전승현장의�

특성은� 본풀이� 기억서사의� 형성원리를� 전설� 기억서사의� 형성원리와� 동차원에�

놓고� 사고할� 수� 없음을� 암시한다.� 즉� 본풀이에서� 전설과� 마찬가지로� 실제� 역

사적�사실과�다른�내용이�나타난다고�해서�전설의�형성원리로�이야기했던� ‘오

기억’을� 그대로�적용해볼�수는�없다는�것이다.�

본풀이,� 일명� 신화라는� 것이� 해당� 신화를� 공유하는� 일군의� 전승집단을� 전제

로� 한다는� 점을� 떠올리면� 위� 사실은� 더욱� 명확해진다.� 신화의� 내용은� 전승집

단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신화� 속� 내

용의� 가감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일� 가감이� 이루어졌더라도�

여기에는� 전승집단의� 특정한� 의도가� 개입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

다.� 실제로� 본풀이의� 구연� 과정에서� 허용되는� 형식과� 내용의� 유동� 범위는� 그

리� 크지� 않으며� 전체적인� 줄거리는� 변형이� 불가능하다.65)� 그러므로� 본풀이에�

무언가� 변형이� 나타났다면� 그러한� 변형이� 일어나게� 된� 맥락을� 파고들� 필요가�

있다.� 이때� 신화가� 신화를� 둘러싼� 문맥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서사라는� 점이�

유념되어야�할�것이다.66)

이러한� 전승현장과�전승집단의�특이성을�고려할� 때� 본풀이에서� ‘외부’를� 상

징하는� 인물이나� 사건의� 맥락이�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은폐된다는� 점

64)� 조너선� Z.� 스미스(Jonathan� Z.� Smith),� 『종교� 상상하기』,� 장석만� 역,� 청년사,�

2013,� 161-164면.

65)�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

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2,� 155면.

66)� 따라서� 웬디� 도니거는� 신화의� 여러� 판본을� 살펴보면� “그것이� 어떻게� 시간적� 사

건들에�의해� 영감을� 받거나� 구성되었는지,� 그것이� 그� 당시의� 정치,� 경제� 상황에� 어

떻게� 반응했는지”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웬디� 도니거(Wendy� Doniger),� 『암시

된�거미:� 신화� 속의� 정치와�신학』,� 최화선� 역,� 이학사,� 20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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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미심장하다.� 예컨대� 이형상을� 언급하는� 당신본풀이에서� 신당� 철폐의� 맥

락을� 제거하고,� 김통정을� 언급하는� 당신본풀이는� 항몽의� 맥락을� 소거한다.� 그

뿐� 아니라,� 신축년� 난리를� 언급하는� 조상신본풀이에서는� 난을� 주도했던� 중심�

인물인� 이재수를� 삭제해버리고� 있다.� 이들� 본풀이에� 드러난� 양상은� 소극적인�

망각의� 차원을� 넘어서� 있다.� 외부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방식에� 있어� 본풀이가�

전설과�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해명하

는�데� 있어� ‘폐제(廢除)’67)라는�개념은�매우�유용하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폐제는� 폐제된�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대하

는� 것을� 말한다.68)� 이는� 억압과� 구별되는데� 억압이� 억압� 이전에� 먼저� 인식되

고� 그� 후� 억압되는� 것과� 달리� 폐제는� 애초에� 그러한� 인식� 자체가� 불가능하다.�

발화의� 가능성� 자체가� 원천봉쇄되어� 있는� 것이다.69)� 이렇듯� 본풀이는� ‘외부’

를� 상징하는� 인물이나� 사건의� 맥락을� 폐제함으로써� 이에� 대한� 발화�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다.� 본풀이가� 이렇게� 폐제를� 형성원리로� 삼는다고� 볼� 때,� ‘왜�

본풀이는� 이러한� 기억서사를� 형성해내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왜� 이형상

은� 신당� 철폐의� 맥락� 없이� 등장하는가.� 왜� 김통정이� 언급될� 때� 항몽의� 맥락은�

사라지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왜� 이재수는� 기억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물음

들이� 떠오르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해당� 본풀이를� 향유하는� 전승집단과의� 관련

성� 속에서� 해명될� 수� 있을� 터이다.70)�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이들� 전승집단의�

집단기억이라는�측면에�집중하여�본풀이의�형성원리를�추궁하도록�한다.

67)� 여기서� ‘폐제’는� 라캉이� 프로이트의� 용어� ‘Verwerfung’을� 프랑스어�

‘foreclusion’으로� 번역하여� 사용한� 것으로� 어떤� ‘기호형식’을� 주체의� 상징계� 밖으

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자아는� 어떤� 것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 버틀러는� 억압이� 누릴� 수� 있었던� 욕망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폐제는� ‘상실의� 상실’,� 곧�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상의� 설명은�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권력의� 정신적� 삶』,� 강경

덕·김세서리아�역,� 그린비,� 2019,� 23면의�각주� 17)과� 44면의�각주� 35)� 참조.

68)� 러셀� 그리그(Russell� Grigg),� 「정신병의� 메커니즘에서�증상의� 보편적�조건으로� -�

폐제에� 대하여」,� 『라캉�정신분석의�핵심�개념들』,� 문학과�지성사,� 2013,� 77면.

69)� 러셀�그리그,� 위의�글,� 72면.

70)� 본풀이를� 구송하는� 것은� 심방이지만� 심방이� 대변하는� 것은� 마을� 신당이나� 성씨�

가문,�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신당과� 단골� 집단� 관계에� 있는� 특정� 마을과� 가문의� 입

장이다.� 요컨대� 본풀이에는� 마을과� 가문의� 집단기억이� 투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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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철폐� 관련� 본풀이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한다.� 신당� 철폐� 관련� 본풀이

에서� 신당� 철폐가� 폐제된� 것은� <김녕당본풀이>와� <두리빌렛당본풀이>이다.� 우

선� <김녕당본풀이>가� 채록된� 구좌면� 김녕리는� 1988년� 마을� 조사� 당시� 마을�

주민의� 무속신앙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주도로를� 중심으로� 남쪽

에는� 큰당,� 궤눼깃당,� 성세깃당,� 일뤳당이� 있고� 북쪽에는� 한갯당,� 서문� 할망당,�

생게당이�있어�김녕리�전체가�당에�에워싸여�있는�형국이라는�것이다.71)�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여서� 김녕리는� 현재� 보존된� 신당만� 해도� 5개가� 되며,� 이� 마을

에� 매인심방인� 서순실� 심방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된�

제주큰굿�보존회�회장을�역임하고�있다.72)�

흥미로운� 것은� 김녕리가� 서련� 판관의� 기념비가� 세워진� 김녕사굴이� 있는� 지

역이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김녕당본풀이>에서� 김녕사굴의� 뱀을� 퇴치하는�

것은� 서련이� 아닌� 이형상이다.� 이는� <김녕당본풀이>의� 결말이� 형상화하고� 있

는� 것이� 이형상의� 죽음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심장한� 측면이� 있다.� “영청� 이목

가/배를� 타고� 물를� 넘어니,/등불화초가� 그지� 아가서/시� 이목
죽”73)인� 것이다.� 김녕사굴� 기념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본풀이에서� 이형상이�

불리고� 또� 그가� 죽는� 본풀이의� 결말은� 무속신앙이� 강한� 김녕리� 마을의� 성격

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터이다.� 이는� 전설도� 마찬가지여서� 김녕리에서� 채록된�

김녕사굴� 전설� 각편들에서�주인공은� 모두� ‘목사’로� 지칭되며� 이들은�하나같이�

다� 죽음을�맞이하는�것이다.

(가)�큰�뱀이�지금�사굴�영�휘허게�그려진게�꼭�배염찌�그려졌대.�배염�형치로�휘허
게�돌아간.�봤는지�만는지�몰라도이.�거기는�그렇게�헸댄허네.�자꾸�그�뱀이�막�큰�뱀이�

나오랑�이�농서(농사)�다�마을에�들엉이�농서�튼�거�지으민�절대�못헤먹게�막�허난.�
이젠�허단�버치난�(힘에�겨우니)�큰�굿을�일�년에�음력�정월나민이�음력�정월달나민�굿

헹�꼭� 15세�난�처녀�하날�처녀를�바쳐서.�바치민�그걸�강�움먹�들러먹고�그렇게�허

71)�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현지학술조사보고서」,� 『백록어문』6,� 백록어문학

회,� 1989,� 227,� 335면.

72)� 홍죽희,� “[제주신화산책]신화마을이라� 불리는� 김녕이� 품은� 매력”,� 제주투데이,�

2020.07.10.,� <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90

6>,� 2021.03.26.

73)�-4.

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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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젠�옛날�제주목서(濟州牧使)가�목서민�지금이민�도지선가,�제주목서가.�이젠�우
리�아버지네�는�거�들어서.�제주목사가�오라네�그�뱀을�죽이켄�활로.�옛날은�활로만�
쏘았지�총이�아니고.�활로만�허난.�지금�트민�수류탄이라도�데꼉�죽이주만은�이�활로.�
활로�쏘완�죽이켄�허난.�어디�간�이젠�뭐�걸�알아봤던�모냥이라.�알아보난�그�뱀을�죽이

건�(馬)�그때�탕�오는거주.�마상으로.�지금�트민�차도�아무것도�어신�때난.�배염
을� 죽이건� 절대�뒤만� 돌아보지� 말랜이.� 뒤돌아보지� 말랜헌디� 그� 목서가� 활로� 쏘완� 그�

뱀을�죽여도네�집이�막�안네지�닥�들어간.�이추룩�헌�이�방안엔�들어오멍�히뜩(힐끗)�
봐랜.�뒤에�불덩어리도.�불덩어리가�막�라오란(따라와서)�허나�그때�그�목서가�거기
서�전사헸젠�허매.�봐래지만(보지만)�말앙�딱�이�방안네�딱�들어와베시민�될건디�뒤터

레�요지(여기까지)�방문지�막�대문지�막�란(열어서)�들어오는디�뒤터레�휙�바
래진�모냥이라.�게난�막� 뒤에�불이�막� 불덩어리찌�막�라오라네�걸� 봐래난�그디서�
그�목서가�죽이곡,�그뒤에는�그렇게�죽영�마을�사람덜이�이�뱀굴�지금�김녕은�아주�펜

안허게� 헸젠�허매.� 그런�전설이� 잇어.74)

위의� 인용문에서� ‘목사’는� 이형상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김녕리� 이외의� 마을에서� 채록된� 전설� 각편들에서� 이형상이� 죽지� 않는� 것과�

달리� 유독� 김녕리에서� 채록된� 전설� 각편들에서는� 이형상이� 죽는� 것으로� 끝나

고� 있다.� 이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전설의� 결말은� <김녕당본

풀이>라는�본풀이�기억서사로�인해�전설�기억서사가�어느�정도�영향을�받았음

을� 보여준다.� <김녕당본풀이>에서� 천명한� 이형상의� 죽음이라는� 기억서사가� 김

녕리에서�중심적인�위치를�획득한�것이다.

또� 하나,� 김녕리에서� 채록된� 전설� 각편들에서� 이형상이� 자신이� 죽인� 김녕사

74)� -18.� 김녕리에서� 채록된� -19와� -20에서도� ‘목사’가� 등장한다.� -19:�
“제주� 오라가지고� 그� 저� 사굴에� 있는� 그� 처녀� 하나씩을� 먹는� 구렝이를� 죽여� 놓고

이.� 벨� 사름이� 헤도� 못� 죽이는� 그� 구렝이를� 그� 목서가� 오라서� 죽여놓고이.� 목서가�

오라서� 그걸� 죽여놓고� 이젠� 중국으로� 배탕� 나갈� 때� 뒤돌아보지� 거� 죽여놓고� 뒤돌

아보지� 말고� 돌아오라� 헸는디,� 고만� 바닷� 가운디� 가니까니� 배에� 올랐다가� 그게� 돌

아봤어,� 영� 돌아보니까니� 그만� 하늘� 우로� 막� 베락이� 치곡� 그냥� 막� 번개가� 치곡� 경

허멍� 비름�치니까니�그� 목서가� 죽어불었어.� 그때.”
-20:� “고니룰이� 저� 시(市)에� 가는디.� 사라봉� 앞이.� 그디꺼장�탄� 간디� 돌아
사지� 말랜� 헌� 걸� 이젠� 다� 오랐젠� 돌아사난� 기냥� 탁허게끔� 그디서� 죽었주.� 그� 목서

가� 죽었주.� 그� 목서가� 죽언.� 그� 구렝이도� 죽어불곡� 목서도� 죽어불곡� 헤부난� 이제�

을�사름덜�펜안히� 살았주.� 경도� 안허곡.� 게난� 거� 사굴이� 생긴�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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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뱀에� 의해� 죽는� 것과� 달리� <김녕당본풀이>에서� 이형상이� 당귀신과� 절귀신

에� 의해� 죽는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이는� <김녕당본풀이>에서� 이형상이�

퇴치한� 것이� 곧� 김녕사굴의� 뱀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난데없이� 등장한� 당귀신과� 절귀신은� 배를� 타고� 수평선

까지� 넘어선� 이형상을� 집요하게� 추적하여� 살해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모종의�

폐제된� 기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설� 각편에서� 당귀신과� 절귀신을� 호명

하는� 계기가� 되었던� 신당� 철폐의� 기억이� 삭제된� 것이다.� 더욱이� 이� 본풀이에

서� 폐제되는� 것은� 신당� 철폐만이� 아니다.� 전설� 각편에서� 고총귀신을� 소환하는�

계기가� 되었던� 고총� 치산� 역시�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당귀신과� 절귀신� 그리

고� 고총귀신을� 나타나게� 했던� 사건의� 맥락들은� 철저히� 소거되어� 있다.� 왜� 본

풀이는� 신당� 철폐와� 고총� 치산을� 폐제해버렸는가.� 이때� 폐제가� 특정한� 종류의�

기억을� 배제하는� 한편� 이를� 통해� 새로운� 기억을� 생성해내기� 위해� 가동되는�

본풀이�기억서사의�형성원리라는�점을�고려해야�할� 것이다.75)

<김녕당본풀이>에서� 신당� 철폐가� 폐제된� 이유는� 어렵지� 않게� 추론해낼� 수�

있다.� 신당� 철폐는� 이미� 이형상에� 의해� 당귀신과� 절귀신이� 한� 번� 패배했었다

는� 사실을� 의미한다.� 무속신앙이� 강한� 구좌읍� 김녕리에서� 그러한� 패배의� 기억

서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형상의� 신당� 철폐는� 아예� 존재하지� 않

았던� 것이� 되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폐제는� 엄격하게� 금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76)� 이렇게� 볼� 때� 고총� 치산이� 폐제된� 것� 역시� 그것이� 무엇을� 의

미하느냐와�깊은�관계가�있을�것임을�알�수�있다.�

<김녕당본풀이>에서�고총� 치산이�폐제된� 것은� 이형상과� 기건�목사라는� 외부�

사이의� 연결성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특히� 고총� 치산은� 조상� 제사

를� 중요시하는�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있다.� 조상� 제사를� 수호하는� 이형상의�

모습이� 노출되는� 순간,� 당귀신과� 절귀신은� 유교문화를� 등에� 업은� 이형상을� 쉽

사리� 처단할� 수� 없다.� 이는� 신당� 철폐가� 폐제된� 또다른� 당신본풀이인� <두리빌

렛당본풀이>에서� 고총� 치산이� 등장하며� 고총귀신의� 도움으로� 이형상이� 죽지�

75)� “폐제로서� 제재는� 현존하는� 욕망을� 금지하기� 위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종류의� 대상을� 생산하고� 또� 다른� 것은� 사회적� 생산의� 영역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

용한다.”�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47면.

76)� 주디스� 버틀러,� 위의� 책,� 44면,� 35번� 각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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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결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고총� 치산은� 그� 자체로� 이형상이� 자신

의� 치적으로� 인해� 죽지� 않을� 수� 있는� 서사적� 개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김

녕당본풀이>에� 나타난� 신당� 철폐와� 고총� 치산의� 폐제는� 당신이�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제주목사를� 압도하는� 위력을� 지녔음을� 공식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

도� ‘내부’에� 제주도� ‘외부’를� 물리칠�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이� 있음을� 주지하

기� 위함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당� 철폐와� 고총� 치산의� 폐제를� 통해� 외부�

사이의�연결성을�차단한�것이�이를�가능케�한� 것이다.

<두리빌렛당본풀이>는� 외도동� 내도마을에� 소재하는� 내도알당,� 곧� 두리빌렛

당의� 본풀이이다.� 이� 당신본풀이에서도� 역시� 이형상은� 등장하지만� 그가� 신당

을� 철폐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신당� 철폐� 없이도� 당귀신과� 절귀신이�

나타나는� 것은� <김녕당본풀이>와� 마찬가지이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 <김녕

당본풀이>와는� 달리� <두리빌렛당본풀이>에서는� 고총� 치산이� 등장하며� 그래서

인지� 이형상은� 고총귀신의� 도움으로� 제주도를� 무사히� 빠져나간다.� 이형상은�

<김녕당본풀이>에서는� 죽지만� <두리빌렛당본풀이>에서는� 살아남는� 것이다.� 그

럼에도�신당� 철폐의�맥락이�폐제된� 것은� <두리빌렛당본풀이>가� 이형상의� 육지�

귀환�이후의�서사를�담고�있기�때문이다.�

<두리빌렛당본풀이>에서� 핵심적인� 장면은� 이형상이� 제주도를�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준� 김동지와� 박동지가� 그� 대가로� 무곡(貿穀)을� 한� 배� 얻어� 제주도
로� 돌아올� 때� 배의� 물집이� 터져� 배가� 가라앉는� 장면이다.� 이를� 계기로� 김동지

와�박동지가�옥황에�축수를�드리며�회심한다.�

(나)� 영천� 이목 짐동지�박동지�라/는� 말이,/
“너� 뭣으로� 공을/갚아주민�좋겠느냐?”/

“무곡이나�배� 내여줍서./제주�가서� 굶는� 백성에/
환상을� 태우쿠다.”니,/그젠�이목가/박동지� 짐동지신디,/
동지� 배실을�내여주고/남인� 창고� 김인�창고에/가서/

무곡�배를�내여주니,/식거� 아져� 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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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르를�건당니/배에� 물집이� 터져/
배가� 수북수북�라앚아� 가니/짐동지광� 박동지는/
옥항에� 축술�기를,/“우린� 아뭇죄도� 엇습네다./
우린� 무곡�쳐당/환상빗에� 굶는� 백성을/

테울랴고� 식겅�옵네다./살려줍서.”/여가니,/
배에� 깃대고고리로/큰�구렝이가�려오라./77)

(나)의� 다음� 구절은� 의미심장하다.� “우린� 아무죄도� 엇습네다./우린� 무곡� 쳐

당/환상빗에� 굶는� 백성을/테울랴고� 식겅� 옵네다./살려줍서.”� 이를� 통해� 보면�

<두리빌렛당본풀이>는� 이형상의� 육지� 귀환� 이후� 이들의� 회심을� 기념하고� 있

다.� 이들의� 회심은� 이들의� 최종심급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징하게� 알려준다.�

그들이� 빌고� 있는� 옥황이� 바로� 그것이며�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배에� 올라서

는�구렁이가�그것이다.� 곧� 무속인�것이다.�

<두리빌렛당본풀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당의� 영속이다.� 2000년� 마을�

조사에� 의하면� 두리빌렛당은� 조사� 시점에서도� 여전히� 마을� 주민들에� 의해� 모

셔지고� 있었다.� “뱀이� 정월� 초하루� 보름마다� 제를� 지내주길� 바랬고,� 동네� 사

람들도� 신이라고� 여겨� 매번� 가지는� 않아도� 몇� 달에� 한� 번씩� 다”78)닌다는� 것

이다.� 신당의� 영속을� 주지하는� 신화에서� 신당� 철폐는� 폐제될� 수밖에� 없다.� 이

형상으로� 인해� 신앙이� 단절된� 적은� 없었던� 것이� 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본풀

이는� 제주도� ‘내부’의� 영속성이� 제주도� ‘외부’로� 인해� 한� 번도� 중단되지� 않

았음을� 기억하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신화가� 죄,� 망명,� 구원과� 같은� 추상적

인�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신화는� 그러한� 개념들이� 구체화

된�사건에�뿌리를�두고�있다.� �

삼별초� 관련� 본풀이에서� 항몽의� 기억이� 폐제된� 각편은� <금덕리당본풀이>와�

<고내본향당본풀이>이다.� 우선� <금덕리당본풀이>에서는� 이� 마을이� 세워질� 때�

77)�-3.
78)� 「제주시�외도동� 학술조사보고」,� 『백록어문』17,� 백록어문학회,� 2000,� 3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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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가� 세운� 금덕리당,� 일명� 유수암당의� 유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장

수는� 고내오름의� 굴레� 벗은� 말을� 잡아타고� 제주� 삼읍을� 모두� 돌아본� 영웅으

로� 그려진다.�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제주� 목사의� 허락을� 받아� 왜구를� 소탕하

고� 그� 공으로� 건공장군� 벼슬과� 상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짐장수가� 되놈들� 신

디레�간/성제오름�앞데레�홀리와�오난,/이� 때� 곱았단�령들이/꺼번에�나산/
되놈들을� 절박연/지주목에� 들어간� 바치난/지주목 상감님께� 오난,/나라
에선� 큰� 상금이�리고,/건공장군� 배실지� 주었수다.”79)� <금덕리당본풀이>가�
구송되었던� 유수암리에는� 현재� 금덕리당이� 남아� 있지� 않다.� 대신� 설촌� 유래에�

고려�삼별초가�깊이�개입되어�있다는�사실은�주목할�만하다.

(다)�제보자:�그�김통정�수하...�유력한�사람들이�와�보니까�이�사람이�살�만하다�이거

야.�그러니까�나도�여기�와서�집을�짓겠다.�나도�여기�와서�집을�짓겠다면서�바로�이�보

이는�군데...� 한� 이까지� 해서�한� 열� 세집?�열� 다섯�집인가� 다� 차지하고�집을� 지었어.�

와가로.�와가로�집을�지어서�인제�다�살았어.�그런데�그�항파두성이�한� 2년�반�동안에�

걸쳐가지고�토성을�쌓고�또�그�궁궐,�집들을�짓고�이렇게�하면서�했는데.�나중에�몽고�

장수� 흔도하고� 김방경이라는� 고려� 장수� 여몽연합군한테� 패망당하는� 거야.� (…중략…)�

끝났는데,�나중에�몽고군이�무단으로�제주도를�점령해가지고�제주도를�말하자면�식민지

화시킨�거지.�그래...� 각처로다가�이제�순방을�하다�보니깐�여기에�집들이�있고�사람이�

산다�이거야.�이거�필시�삼별초의�잔존�세력이다.�그래서�무조건�토평,�학살해가지고�다�

죽이고�다�저,�불�붙여�버...�불�태우고�그랬어.�그때에�이�절간도�같이�불타�버리고�절

간에�있던�부처도�그�놈들이�약탈했고�남아있는�건...�그�돌...� 아까�말한�비석과�이�무

환자�나무뿐이야.�그렇게�해가지고�한�몇�년�동안�하다가�나중에�최영�장군한테�그�묵

호놈들이�뭐냐,�정벌을�당하는�거지.� 그래가지고�몽골을�내엎고�다시�고려의�영속으로�

제도가�됐는데.�참�사람이�여기�살다가,�참� 10여�가구�이상이�여기에�살았었는데.�완전

히� 그냥�잿더미가� 돼버리니까� 무주공산이�돼버린� 거라.

(…중략…)

조사자:�그렇구나.�음...� 아까�그�마을에�몽고군이�들어와서�여기가�다�그�삼별초�관련

된�잔존�세력이라고�해서�많이�죽이셨다고�했잖아요.�다른�마을도�혹시�그런�얘기�들으

신� 거� 있어요?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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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다른� 마을에는� 그런� 피해가� 없었지.� 여기는� 그� 집을� 항파두성의� 그런� 기와로�

짓고� 그런�모양새를� 하고� 있었기�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80)

(다)의� 유수암리� 설촌� 유래에� 따르면� 삼별초를� 따라온� 척화� 스님은� 김통정

의� 후원을� 받아� 마을에� 태암감당이라는� 이름의� 감실(龕室)과� 태암사라는� 이
름의� 불사(佛寺)를� 만들었다.� 이를� 본� 김통정의� 신하� 가운데� 유력한� 몇� 사람
이� 그� 근처에� 와가(瓦家)를� 짓고� 10여� 가구� 정도가� 살았다.� 이것이� 유수암리
의� 시작인데,� 이러한� 설촌� 유래는� <금덕리당본풀이>에� 등장하는� 김장수가� 다

름� 아닌� 김통정의� 현현임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설촌�

유래에� 여몽연합군에� 의한� 학살의� 기억서사가� 전해진다는� 점이다.� 여몽연합군

이� 삼별초를� 진압한� 이후� 항파두리토성과� 생김새가� 비슷한� 이� 마을� 와가를�

보고서는� 이� 마을� 일대를� “무조건� 토평,� 학살해가지고� 다� 죽이고”� 불태운� 것

이다.� 이러한� 학살의� 기억은� 오직� 이� 마을에� 해당되는�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와가가�있었던�마을이�바로�유수암리�하나였기�때문이다.�

척화스님과� 김통정의� 유력� 부하� 몇� 사람이� 이� 마을을� 설촌했다는� 사실은�

<금덕리당본풀이>에서� 항몽의� 기억이� 폐제된� 이유를� 설명해준다.� 유수암리는�

김통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을이기에� 설촌에서부터� 김통정에게� 빚지고� 있다.�

따라서� 고려� 삼별초는� 유수암리의� 입장에서� 보면� ‘동질적� 외부’를� 넘어선� 일

종의� ‘구성적� 외부’였다고� 할� 수� 있다.� 고려� 삼별초는� 제주도� ‘외부’에� 위치

하지만� 유수암리라는� 제주도� ‘내부’의� 마을이� 형성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구성적� 외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81)� 이로� 인해� 고려�

80)�-80.
81)� “라캉에게� 외부란� 두� 가지� 다른� 방향에서� ‘타자’라는� 개념과� 결부되어� 있는데,�

주체로서의� ‘나’를� 규정하는� ‘외부’로서의� 대문자� 타자가� 그� 하나라면,� 큰� 타자와�

동일한� 위상을� 갖는� 상징계의� 구멍,� 혹은� 그� 구멍을� 메우는� 대상으로서� 작은� 타자�

‘object� petit� a’,� ‘대상� a’가� 다른� 하나다.� 하지만� 전자는� ‘나’라는� 개체의� 외부라

는� 의미에서� 타자라고는� 해도,�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 나의� 자리를� 할당하고� 그것

을� 내가� 받아들여� 동일시하여�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지�

‘공간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면� 외부라고� 하기� 어렵다.� 그것은� 동일자,� 질서의� 다

른� 이름이다.� 내가� 그것의� 내부에�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그것은� 내게� 가까이� 있

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나의� 내부에� 있다.� 하이데거의� ‘세인’이� 내게� 그렇게� 거리

를� 없애며� 가까이� 있듯이.� 반면� 실재계로서,� 그� 상징계에� 난� 구멍으로서,�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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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별초와� 유수암리� 사이의� 결속력은� 다른� 마을에� 비해� 더� 강했을� 것을� 짐작

할�수� 있다.�

게다가� 김통정은� 장군이기� 때문에�여몽연합군으로�인한� 학살의�기억이� 남아�

있는� 유수암리에서� 마을이� 세워지는� 데� 도움을� 준� 그를� 마을� 수호신으로� 모

시는� 일은� 긴요한� 작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김통정은� 여몽연합군에� 패

배하고� 항파두리토성� 인근� 마을� 사람들에게� 노역과� 공출을� 요구했다.� 마을� 수

호신으로� 섬기기� 위해� 김통정의� 이러한� 부정적� 면모는� 은폐될� 필요가� 있었다.�

더욱이� 여몽연합군에�의한�학살의� 기억은�유수암리�사람들로� 하여금�김통정을�

드러내놓고� 마을� 수호신으로� 섬길� 수� 없게� 만들었을� 것이다.� 고려� 삼별초와는�

다른� ‘이질적� 외부’로서� 여몽연합군� 역시� 삭제되어야만� 했을� 터이다.� 위험이�

될� 수� 있는�요인을�없애고자�했을�것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금덕리당본풀이>에서는� 항몽의� 기억이� 사라지고� 김통정은� “되놈”

을� 소탕하고� 건공장군� 벼슬을� 받는� 영웅으로� 묘사된다.� 곧� 김통정과� 여몽연합

군의� 관계가� 김장수와� “되놈”의� 관계로� 치환되는� 것이다.� 여기서� 제주도� 내외

부의� 관계는� 조정된다.� 김장수는� 금덕리당이� 설립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매개

자로서� 제주도� ‘내부’를� 상징하는� 인물이� 된다.� ‘외부’와� ‘외부’의� 대결은� 어

느새� ‘내부’와� ‘외부’의� 대결로�변모하는�것이다.

김통정을� 악인으로� 만들� 수도� 있는� 항몽의� 기억은� 아예� 본풀이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마을� 의례를� 통해서� 본풀이는� 되풀이되고� 특정한� 내용의� 서사가�

기억된다.� 공식적인� 역사의� 바깥에서� 이렇게� 또� 하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

이다.� 흥미로운� 점은� 폐제된� 기억이� 단순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82)�

<금덕리당본풀이>는� 이렇게� 시작한다.� “옛날� 이� 실� 설위 적이/유수암에�

짐장수가� 설위/당이우다.”� 앞서� 언급했듯이� 마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설촌�
유래에는� 분명하게� 항몽의� 기억이� 자리한다.� 마을� 주민들은� 삼별초를� 따라� 제

주도에� 들어온�척화�스님이� 김통정의� 후원으로�유수암리를� 만들었다고� 전승하

고� 있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금덕리당본풀이>는� 항몽의� 기억을� 폐제하고�

얼룩처럼� 존재하는� ‘대상� a’의� 경우에는� 질서와� 동일자,� 아버지와� 법을� 뜻하는� 큰�

타자의� 외부라는� 점에서� 아주�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논의에서� 구성적� 외부

는�대문자� 타자를� 가리킨다.� 이진경,� 『외부,� 사유의� 정치학』,� 그린비,� 2009,� 31면.

82)� 러셀�그리그,� 앞의�글,�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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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정작� 마을� 주민들은� <금덕리당본풀이>의� 첫� 구절을� 통해� 폐제된� 기억

이�무엇인지를�상기할�수� 있을�것이다.

항몽의� 기억이� 폐제된� 것은� <고내본향당본풀이>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금덕리당본풀이>에서� 항몽의� 기억이� 폐제된� 이유가� 유수암리가� 삼별초� 김통

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기� 때문이라면,� <고내본향당본풀이>에서는� 역으로� 고

내리가� 여몽연합군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내리는� 고려시대에

는� 애월읍과� 독립된� 현으로� 지형적으로� 볼� 때� 해안� 지대에� 위치하여� 예로부

터� 왜적을� 방비하기� 위한� 마을이었다.83)� 이로� 인해� 이� 마을� 지명� 유래에서는�

삼별초와는� 무관하게� 군대가� 주둔하였던�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마을의�

“병골”은� 현촌� 시대에� 군대들이� 살던� 고을이라는� 뜻이며,� “사장밭”은� 옛날� 군

사들이� 활쏘는� 연습을� 하던� 사장(射場)으로� “눌굽로왓”은� 병마(兵馬)들을�
사육했던� 장소라고� 한다.� 이� 마을� 고내봉� 정상에� 있는� “고내� 봉수(烽燧)”� 역
시� 이� 마을이�왜적을�방비하던�마을임을�알려준다.84)� 그래서�고려�조정에서는�

삼별초가� 제주도에� 입도한다는� 소식을� 듣자� 고여림� 장군을� 보내� 이� 마을에�

환해장성을�쌓게� 한다.85)� 이는� 여몽연합군이� 고내리의� ‘구성적� 외부’였다고까

지�말할�수는�없지만�적어도� ‘동질적�외부’로� 자리했을�가능성을�드러낸다.

권태효는� 여몽연합군에� 대한� 두려움이� <고내본향당본풀이>에� 투영되어� 김통

정이� 부정적인� 존재로� 왜곡되어� 형상화된� 것이라는� 주장을� 개진하였다.86)� 그

러나� 마을의� 역사를� 고려한다면� <고내본향당본풀이>에서� 김통정이� 부정적으로�

등장한� 것은� 왜곡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일� 수� 있다.� 고내리� 마을의� 입장에서�

적은� 여몽연합군이� 아니라� 삼별초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환해장성� 구축

으로부터� 이� 마을에는� 고려군이� 주둔하였고,� 삼별초� 진압� 이후에도� 몽골군이�

83)�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170-207

면� 참조.

84)� 『邑誌』,�涯月邑,� 1997,� 316-328면.
85)�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환해장성이� 고장성(古長城)으로� 등장한다.� “바닷가
를� 따라� 둘러쌓았는데,� 둘레가� 3백여� 리이다.� 고려� 원종� 때에� 삼별초가� 반하여� 진

도에� 웅거함에� 왕이� 시랑� 고여림의�무리를� 탐라에� 보내어� 군사� 1천을� 거느려� 방비

하고�인하여� 장성(長城)을� 쌓았다(古長城,�沿海環築周三百餘里,�高麗元宗時三別
抄叛據珍島,�王遣侍郞高汝林等于耽羅領兵一千以備之因築長城.).”

86)� 권태효,� 「제주도� 김통정이야기의� 당신화� 및� 전설로의� 변용양상」,� 『구비문학연구』

8,� 한국구비문학회,� 1999,� 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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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주둔하여� 제주� 여성과의� 혼인을� 통해� 입도조가� 되기도� 하는� 등� 여몽연

합군은� 이� 마을에� 자연스레� 섞여� 들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 성씨� 가운데� 원

(元)을� 선향(先鄕)으로� 삼은� 성씨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추정을� 방
증한다.87)� 이에� 따르면�여몽연합군은�어느�시점엔가� ‘동질적�외부’에서� ‘구성

적� 외부’로� 변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김통정은� 계속해서� ‘이질적�

외부’로� 남았을� 것이다.� 따라서� <고내본향당본풀이>에서� 김통정을� 징치하는�

대국� 천자국� 삼장수는� 몽골군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마을� 역사상� 가장� 강

력한�적이었던�김통정을�실제로�물리친�몽골군의�현현인�것이다.

유념할� 것은� <고내본향당본풀이>가� 항몽의� 맥락을� 폐제함으로써� 김통정을�

악인으로� 수월하게� 형상화시킨다는� 점이다.� 김통정의� 입도� 계기� 자체가� 제주

도를� 근거지로� 삼아� 항몽� 투쟁을� 지속하려� 했던� 것이� 아닌� 순전히� 제주도의�

물산에� 대한� 탐욕� 때문인� 것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제주에� 와서� 보니/모든�

생산이� 탐이� 나니/제주도를� 자기가� 먹기� 목적으로/애월면� 항바두리� 토성으로/

만리를� 끼려/쐬문을�고.”88)� <고내본향당본풀이>에서�항몽� 맥락의� 폐제는�마
을� 수호신으로서� 대국� 천자국� 삼장수를� 확실히� 선에� 귀속시키기� 위한� 장치이

다.� 이렇듯� 선을� 표상하는� 대국� 천자국� 삼장수는� 고내본향당의� 당신으로� 좌정

함으로써� 제주도� ‘내부’의� 자리를� 점한다.� 제주도의� 물산을� 탐내며� 내부를� 차

지하려�했던�김통정은� ‘외부’로�확실히�밀려나는�것이다.

한편� 조상신본풀이인� <고도채비본풀이>에서는� 신축년� 난리가� 다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재수가� 철저하게� 삭제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설에서� ‘이재

수의� 난’이� 직접� 언급되는� 것과� 달리� 이� 조상신본풀이에서는� 그저� 신축년� 난

리라고� 언급할� 뿐이다.� 이재수를� 무형의� 인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재수�출신� 지역인�대정읍�보성리에서� <쿳남밭당본풀이>가� 전승되고�있는�양

상을� 고려해볼� 때,� 무엇보다� <고도채비본풀이>가� 이재수의� 출신� 지역인� 대정

읍� 소재의� 신당� 본풀이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일차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있

을� 것이다.� <고도채비본풀이>는� 제주시� 일도이동의� 정씨� 심방에게서� 채록되었

다.� 이때� 제주시� 일도이동은� 단순히� 정씨� 심방의� 출신지일� 수도� 있고� 혹은� 그

87)�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311-385면.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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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주시�일도이동�주변의� 당맨심방으로서� 인근� 성씨� 가문의�조상신본풀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제주성이� 자리했던� 제주

시� 일도이동이� 신축년� 난리의� 주요� 격전지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도채비

본풀이>의�소재지는�적어도�제주시�일도이동�근처였을�가능성이�높다.�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파생되는데� 실질적으로� 신축년� 난리가� 벌어진� 곳이�

관덕정이나�황사평� 등지의�제주성이었다는�점을�생각하면�그러한� 공간을�중심

으로�전설에서�영웅으로� 지배적인� 위치를�차지하고�있는�이재수가�조상신으로�

좌정하는� 것이� 더� 온당할� 터이기� 때문이다.� 고도채비가� 군웅신이라는� 점에서

도� 더� 그러하다.� 이재수는� 아직까지도� 천주교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서진의�

장군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출신� 지역으로� 보면,� 이재수가� 대정읍� 출신

인� 것과� 마찬가지로� 고도채비로� 추정되는� 실존� 인물� 역시� 그� 출신� 지역은� 성

산면� 시흥리로� 제주시� 일도이동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문들은� <고도채비본풀이>에� 나타난� 이재수의� 폐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따져볼�필요가�있다는�것을�암시한다.

<고도채비본풀이>에서� 이재수가� 폐제되었다는�것을�알� 수� 있는�구절은� 바로�

이� 구절이다.� “그� 땐� 나라가� 약난/나라은� 성교펜을� 들언/“난을� 일으킨� 건/
매딱� 우리� 백성들� 죄옌”� 연/삼으 고� 삼읍� 선봉을/ 심연� 나라일� 가

난”89)이라는� 것이다.� 본풀이는� 나라가� 약해서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결국�

나라가� 성교,� 곧� 천주교의� 편을� 들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곧� 한양� 조정

과� 천주교라는� 제주도� ‘외부’들� 사이의� 연합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연

합에서� 제주도� ‘내부’가� 소외되고� 배척된� 것이다.� 그� 결과� 난이� 일어난� 것은�

모두� 제주도� 백성들의� ‘죄’로� 규정되고,� 난이� 진압된� 후� 삼의사와� 삼읍� 선봉�

모두가� 조정에� 끌려간다.� 여기서� 삼의사는� 이재수를� 비롯한� 오대현,� 강우백을�

말하는� 것일� 터이다.� 드러나지� 않지만� 의사(義士)로� 불렸음에도� 역적으로� 죽
음을� 맞이하는� 이들의� 결말은� 동일체라고� 믿었던� 나라가� 결국� 제주도� ‘내부’

의� 편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준다.� 즉� 이재수의� 죽음은� 제주도� ‘내부’와� 한양�

조정이라는� ‘외부’� 사이의�거리감을�인식하는�계기가�되었던�것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기억서사들과� 달리� 신축년� 난리� 관련� 기억서사는� 최초로�

89)�-2.



- 211 -

제주도� ‘내부’를� 표상하는� 인물이� 역사의� 전면에� 나선� 사건이었다는� 점이다.�

신당� 철폐� 관련� 기억서사와� 삼별초� 관련� 기억서사에서� 주역이� 되는� 것은� 제

주도� ‘내부’의� 인물이� 아닌� ‘외부’의� 인물들이다.� 심지어� 천미포� 관련� 기억서

사에서도� 주요하게� 이야기되는� 것은� 나주� 출신의� 뱀여신과� 왜구로� 이들� 또한�

제주도� ‘외부’를� 표상한다.� 비극은� 이렇게� 제주도� ‘내부’를� 표상하는� 인물인�

이재수가� 역사� 속에서� 다름� 아닌� ‘역적’으로� 기입된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도채비본풀이>에서� 이재수의� 폐제는� 차마� 본풀이가� 역적을� 조상

신으로�수용할�수는�없었던�상황과�관련시켜�이해해볼�수� 있다.

<고도채비본풀이>가� 신축년� 난리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이

는� 근대에� 들어� 형성된� 신화이다.� 특히� 이� 신화의� 갈래가� 조상신본풀이라는�

점은� <고도채비본풀이>가� 이재수�대신�고도채비를�내세울� 수밖에�없었던� 연유

를� 보여준다.� 조상신본풀이가� 특정� 성씨� 가문에� 의해� 구송된다는� 것은� 역적을�

조상신으로� 모시는� 가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난

의� 국면에서� “성교펠� 눅졌”던� 사람은� 고도채비이다.� “동문이� 헐리고”� “입성을�

였”던� 사람도� 고도채비가� 된다.� “신축년� 대날리에/선봉장으로� 일만군뱅/거
느리단� 군웅”은� 고도채비인� 것이다.� 서진의� 우두머리로� 사람들을� 이끌고� 제주

성을� 향하며� 성교패를� 제압하고� 또� 제일� 먼저� 제주성� 동문에� 입성했던� 이재

수의� 활약은� 철저히� 지워져� 있다.� 본풀이에� 따르면� 고도채비는� 임금에게� 국문

을� 받는� 와중에� 오히려� 그� 활� 실력을� 인정받아� 양총� 한� 자루를� 하사받고� 제

주도로� 돌아온다.� 고도채비가� 조상신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그가� 역

적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본풀이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역적으로� 형장의� 이

슬이� 되어버린� 영웅이� 아니라� 임금의� 어사품을� 하사받고� 당당하게� 귀향한� 영

웅이다.� 이재수에�대한�기억은�엄격하게�금지되어야만�한다.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일부�본풀이들은�역사적�사건�혹은�역사적�인물

에� 관한� ‘폐제’를� 형성원리로� 삼는다.� 특정한� 역사적� 사건� 혹은� 역사적� 인물

이�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본풀이들은�

역사적� 사건� 혹은� 역사적� 인물을� ‘흔적’의� 형태로만� 가지고� 있다.� ‘흔적’은�

‘기억’되어� 남은� 것을� 뜻하면서도� 그� 안에� ‘망각’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억과� 망각을� 불가분하게� 연결하는� 이중� 기호이다.90)� 본풀이는�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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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기억과� 망각� 사이에서� 미세하게� 진동하는� 역사적� 사건� 혹은� 역사적� 인물

에�관한� ‘흔적’을� 단서로�삼아�기억서사를�형성해내고�있는�것이다.�

특히� 이형상의�신당�철폐�사건과�신축년�난리�사건은�신당의�파락이라는�결

과를� 가져왔다.� 신당� 파괴의� 경험은� 신앙의� 끊김,� 곧� 불연속성을� 조명한다.� 하

지만� 본풀이� 기억서사는� 오히려� 이형상의� 신당� 철폐� 사건과� 신축년� 난리� 사

건이라는� ‘흔적’을� 바탕으로� 신당이� 다시� 재건되었다고� 구술함으로써� 현재까

지�이� 신당이�연속성을�지니고�명맥을�이어왔음을�강조하고�있다.�

(라)� 신축년� 난리에

이제수가� 장도질을�여
쑤물다에
이� 당을�성교꾼이

부시와부난

이제수� 장수가�일려세완�

올히가� 예쉰시해체우다.”91)

(마)� 옛날� 영청� 이목 시절에

당� 오백�절� 오백� 부수완

미럭보살이� 꺼꾸라져시난

과양� 사는�이칩이서가

90)� 알라이다� 아스만은� 흔적� 개념이� “언제나� 과거의� 의미� 가운데� 일부만� 복원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흔적은� 기억을� 망

각과� 서로� 불가분하게� 연결하는� 이중의� 기호”라는� 것이다.� “이것은� 흔적에� 통합된�

망각에� 대한� 인식을� 뜻하며,� 이러한� 망각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이어지

는� 전통의� 맥락을� 끊어� 버리고� 과거를� 낯설게� 만든다.”� 알라이다� 아스만,� 앞의� 책,�

281-282면.�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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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설립했수다.92)

(바)� 엿날� 엿적이

개판도업 후로

제주� 섬중에

당� 오백�절� 오백이� 시연

영청� 이목가
이� 당들을�다� 부시였는디,

이� 죽성당은

영청� 이목도�못부신
당이라.93)

(사)� 영천� 이목 시대에

절� 오백�당� 오백을

소화시겨,

민간� 사름들이

위해보질� 못했수다.94)

(라)� <쿳남밭당본풀이>에서� “신축년� 난리에/이제수가� 장도질을�여/쑤물다
에/이� 당을� 성교꾼이/부시”었던� ‘흔적’은� “이제수� 장수가� 일려세완/올히가�

92)�-1.
93)�-2.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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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쉰시해체우다.”라는� 기억서사를� 만들어낸다.� (마)� <미륵당본풀이>에서� “옛날�

영청� 이목 시절에/당� 오백� 절� 오백� 부수완/미럭보살이� 거꾸라”졌다는� ‘흔

적’은� 그렇지만� “과양� 사는� 이칩이서가/당설립했수다.”라는� 기억서사로� 이어

진다.� 또한� (바)� <죽성당본풀이>의� “엿날� 엿적이/개판도업 후로/제주� 섬중

에/당� 오백� 절� 오백이� 시연/영청� 이목가/이� 당들을� 다� 부시였”다는� ‘흔적’
은� 그럼에도� “이� 죽성당은/영청� 이목도� 못부신/당이라.”는� 내용의� 기억서사
로� 마무리되고� 있다.� (사)� <남당머리본풀이>에서는� “영천� 이목 시대에/절�

오백� 당� 오백을/소화시겨,/민간� 사름들이/위해보질� 못했수다.”라고만� 서술되는

데� 이� 뒤에� 숨겨진� 말이� 있다.� 이형상의� 신당� 철폐에도� 불구하고� 남당머리의�

당콜은� 존속했다는� 것이다.� 이형상의� 신당� 철폐와� 신축년� 난리는� 결과적으로�

신당� 재구축이라는� 기억서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흔적’이� 된다.� 이러한�

‘흔적’은�본풀이�기억서사를�형성해내는�또� 하나의�원리라�할� 수� 있다.

때로는�서로�다른�역사적�사건에�관한� ‘흔적’들이�수면�위의�부표처럼�이어

지기도�한다.�

(아)� 옛날엔� 당집을� 짓언

할마님을� 모샀는디,

영천� 이목 시절에

불지더부난

그� 죄로�삼사건도
터지였수다.95)

(아)� <외도본향본풀이>에서는� “외도본향은/옛날엔� 당집을� 짓언/할마님을� 모

샀는디,/영천� 이목 시절에/불지더부난/그� 죄로� 삼사건도/터지였수다.”라고�
구술하는데� 이형상의� 신당� 철폐와� 4.3사건� 사이에� 모종의� 연관성이� 만들어진

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형상의� 신당� 철폐가� 원인으로,� 4.3사건이� 결과로�

95)�-4.



- 215 -

제시됨으로써� 서로� 다른� 역사적� 사건이� 전근대와� 근현대의� 시간을� 초월하여�

인과관계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오히려� 신화의� 논리

가� 숨겨져� 있다.� 신화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결국� 신에� 대한�

인간들의� 지난�과오로부터�비롯되므로�신을� 계속해서�숭앙해야�한다는� 메시지

를� 전달한다.� 물론� 이때도� ‘흔적’이� 작동한다.� ‘이형상의� 신당� 철폐’에도� 불

구하고� 외도본향당은� 살아남아� 마을� 주민과� 같이� 4.3사건을� 목도하기까지� 한

다.� 이형상의� 방화는� 그로부터도� 오랫동안� 신당이� 마을의� 역사와� 함께� 영속했

음을�회상하게�하는� ‘흔적’인� 것이다.

이상의� 사례들에서� (라)는� 이재수를� 폐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재수라는� ‘흔

적’을� 통해� 제주도� ‘내부’를� 증거한다.� (마),� (바),� (사)는� 이형상의� 신당� 철

폐라는� ‘흔적’을� 토대로� 이것이� 대변하는� 제주도� ‘외부’를� 부정하고� 신당의�

영속을� 주지하면서� 제주도� ‘내부’를� 긍정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가� 취하

는� 방식은� 특기할� 만한데,� 이형상의� 신당� 철폐라는� ‘외부’의� 행적은� 훗날� 4.3

사건을� 초래하는� 죄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4.3사건� 당시� 제주도민이� 겪

은� 고통의� 원인이� 제주도� ‘내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주도� ‘외부’의� 문

제였음을�강조한다는�점에서�주목된다.96)

삼별초� 김통정이라는� ‘흔적’은� <성산본향당본풀이>와� <광정당본풀이>에서�

각기� 다른� 의미로� 신당의� 역사를� 소환해내는� 단서가� 된다.� 성산읍� 성산리� 마

을� 주민들은� 성산본향당을� ‘김통정당’� 혹은� ‘장군당’이라고� 한다.� 성산본향당

의�메인심방�마○○도�김통정이�곧� 성산리의�수호신이라고�말한다.97)� 이는� 김

통정이� 삼별초를� 이끌고� 가장� 먼저� 이� 마을에� 입도하였기� 때문이다.� 김통정과�

그의� 군사들은� 고성리에서� 항파두리토성을� 쌓기� 전� 바로� 이� 마을에� 위치한�

96)� 이는� <외도본향본풀이>가� 1956년� 3월부터� 1963년� 7월� 사이에� 채록된� 것임을� 감

안할� 때� 더욱� 특기할� 만하다.� 진성기,� <일러두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

원,� 2002� 참조.� 제주도� 문제� 연구소가� 1989년� 1-3월에� 45세� 이상의� 1,200명의�

제주� 주민을� 상대로� 4.3사건의� 발발� 원인� 또는� 사태� 원인에� 대해� 질문했을� 때� “모

르겠다”(27%),� “남로당� 폭동”(23%),� “좌우익� 사상� 싸움에서� 비롯”(17%)� 등을�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후� 제주도� 4.3� 연구회가� 1990년� 4.3사건� 당시� 피해

를� 입은� 1,000명의� 유족들을� 상대로� 유사한� 설문조사를� 시행했을� 때도� 마찬가지였

다.� 엄청난� 피해의� 원인에� 대해� 유족들은� 주로� “시국� 탓”을� 드는� 등� 정작� 너그러

운�태도를� 보인� 것이다.� 권귀숙,� 『기억의� 정치』,� 문학과지성사,� 2006,� 28-30면.

9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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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북쪽� 허리에� 진을� 쳤다.� 따라서� 성산읍� 성산리에는� 김통정과� 관련한� 지

명� 유래가� 여럿� 전해지고� 있다.� 예컨대� 마을에는� 김통정이� 토성을� 쌓아� 방어

를� 했던� 자취가� 남아� 있는데� 그� 토성의� 안쪽을� ‘토성안’이라� 부른다.98)� 성산

일출봉은� 청산� 발치에� 김통정이� 토성을� 쌓은� 데서� 성산봉(城山峯)이라� 불렸
다는�이야기가�있다.99)� 또� 성산일출봉�진입로에는�징경돌이라�불리는�선� 바위

가� 있다.� 이� 바위에는� 김통정이� 성산에� 토성을� 쌓고� 진수(鎭守)할� 때� 자신의�
부인이� 바느질을� 하는� 것을� 보고� 돌덩이� 하나를� 주워� 그� 위에� 불을� 밝혀� 주

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100)� 이러한� 사실들은� 성산리에서도� 김통정이� ‘구성

적� 외부’로� 자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성산본향당본풀이>에서�

삼별초� 김통정은� “성산을을/물설기� 봐,/통을� 파고/인간� 가호� 설시고/그�
인간이/먹을� 물을� 파고/다� 전였”던� 영웅으로,� 그� 자체가� 마을의� 성스러운�
기원을�상기시키는� ‘흔적’으로�기능한다.

흥미로운� 점은� 성산리에� 김통정과� 관련한� 지명� 유래가� 다수� 남아� 있음에도�

그� 외의� 김통정과� 관련한� 전설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토성� 쌓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전설은� 애월읍�일대뿐� 아니라�제주시� 외도동에까지�전해

지고� 있으나� 유독� 성산읍� 성산리에는� 그러한� 전설이� 전해지지� 않는다.� 즉� 김

통정으로� 인한� 피해가� 이� 마을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성산읍� 성산리는�

항파두리토성을� 구축하기� 위한� 노역과� 공출로부터는� 상대적으로� 먼� 마을이었

다.� 이� 때문에� 김통정을� 위력적� 영웅으로� 인식하고� 마을의� 당신으로� 숭앙할�

수� 있었다.� <성산본향당본풀이>에서� 삼별초� 김통정에� 대한� 기억이� 폐제되지�

않고� 오히려� 마을의� 역사를� 환기하는� ‘흔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바로� 이

러한�맥락에서�이해해볼�수�있다.

<광정당본풀이>에서도� 삼별초� 김통정에� 대한� 기억은� 폐제되지� 않는다.� 그러

나� 삼별초� 김통정으로부터� 설촌이� 유래된� 성산읍� 성산리와� 달리� 광정당이� 있

는� 안덕면� 덕수리는� 김통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마을이다.� 그래서인지� 안

덕면� 덕수리에는� 김통정과� 관련한� 지명� 유래가� 남아있지� 않다.� 다만� 전설� 한�

편이� 남아있을� 뿐인데� 그� 내용을� 보면� 김통정을� 진시황과� 혼동하고� “깡패”,�

98)�-61.
99)�-60.
1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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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으로� 표현하여� 김통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101)� 이는� 본풀이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왜� <광정당본풀이>에서� 삼별

초� 김통정이라는� ‘흔적’은� 부정적인�형상으로� 각인되어야� 했는가�하는�질문이�

제기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덕수리에� 좋은� 흙이� 있어� 쇠를� 달구는�

풀무,� 곧� ‘불미마당’이� 15-16개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 마을이� 항파두리토

성의� 쇠문이나� 무기를� 주조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마을� 주민들

도� 노역과�공출에� 동원되었기�때문에� 광정당에서� 김통정을� 부정적으로� 묘사하

게�되었다는�것이다.102)�

그보다� 삼별초� 김통정의� 부정적인� ‘흔적’은� 덕수리가� 인근� 마을과� 공동� 신

앙권을� 형성하는� 마을이었다는� 점과�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103)� 특히�

<광정당본풀이>� 말미에� 제주목과� 정의현,� 대정현의� 유래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온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104)�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은� 조선� 태종� 16년

(1416)� 제주목사� 겸� 도안무사� 오식의� 건의에� 의해� 마련된� 제주도의� 지방� 행

정구역� 체제이다.� 그리고� 대정현의� 현청� 소재지였던� 대정� 고을이� 덕수리의� 바

로�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본풀이를� 향유하는� 집단이� 어떤� 집단

이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된다.� <광정당본풀이>에서� 대정현의�

유래가� 나온다는� 것은� 곧� 광정당의� 역사가� 대정현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정현은� 조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 신당은� 조정의� 입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조정의� 입장에서� 볼� 때� 김통정은� 명백한� 역적이다.� 이� 경우� ‘이

101)�-11.
102)� 배윤정,� 「김통정� 이야기의� 전승과� 역사의� 재구성」,�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33-34면.

103)� 그러나� 『덕수리� 민속지』에� 따르면� 풀무를� 하는� 사람들은� 불미제라는� 유교식� 제

사를� 따로� 올렸다고� 한다.� 국립민속박물관� 편,� 『제주민속보고서:� 덕수리� 민속지』,�

국립민속박물관,� 2007,� 191,� 193-195면.

104)� -10:� “이젠� 싀성제(三兄弟)가� 활을� 쏘와� 지할� 땅을� 갈르는디,� 큰� 성님은�
활을� 쏘난� 정의(㫌義)� 대정(大靜)� 새에� 져� 정의(㫌義)� 대정(大靜)�을� 갈르고,�
셋성님(仲兄)� 쏜� 활은� 모관(牧內)� 정의(㫌義)�을� 갈르고,� 말잣아신(末弟)� 모관
(牧內)� 대정(大靜)� 새엘� 쏘아� 모관(牧內)� 대정(大靜)�을�갈라,� 큰� 성님은� 모관
(牧內)� 과양당에� 좌정고,� 셋성님은� 정의(㫌義)� 서낭당� 좌정고,� 말잣아신(末
弟)� 대정(大靜)� 광정당� 좌정허여� 모관(牧內)� 정의(㫌義)� 대정(大靜)� 지데
다.”



- 218 -

질적� 외부’는� 김통정으로,� ‘동질적� 외부’는� 여몽연합군으로� 인식되었을� 수� 있

다.� 그러므로� <광정당본풀이>에� 나타난� 토착신� 삼장수의� “황바드리� 짐통경”�

징치는� 광정당이� 위치한� 인근� 마을들의� 정치적� 입장에� 의한� 것이다.� 곧� <광정

당본풀이>의� 삼별초�김통정은�역적을�상대로�관군이�승리했음을�기릴�수� 있는�

‘흔적’인� 것이다.� 여기서� 기억서사란� 지극히� 이데올로기적인� 구성물이라는� 점

을�알� 수� 있다.

문제는� 본풀이가� 신당의� 전체� 연대기를� 담고� 있는� 기억서사라는� 점이다.� 본

풀이를� 일종의� 신당의� 연표라고� 생각해보면� 시대의� 격변으로� 인해� 잦은� 부침

을� 겪은� 신당의� 본풀이일수록� 서사가� 한층� 더� 복잡해진다.� 성스러운� 역사는�

오랫동안� 펼쳐지는� 반면� 신당과� 관련한� 모든� 기억된� 사건들은� 하나의� 본풀이

에� 엄격하게� 조직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풀이에는� 여러� 층

위의� ‘흔적’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토산알당본풀

이>이다.

<토산알당본풀이>의� 전반부는� 나주� 목사와의� 대결에서� 패한� 뱀이� 바둑돌로�

변하고� 서울에� 진상하러� 왔던� 제주� 강씨형방,� 한씨이방� 등의� 눈에� 띄어� 제주

도로� 입도,� 좌정하는� 내용이다.� 이때� 여신이� 제주도에� 입도할� 때� 타고� 오는�

진상선은� 당대� 진상선을� 중심으로� 한반도와� 제주도� 사이에� 구축되어� 갔던� 조

공경제의� ‘흔적’이다.� 본풀이는� 이� ‘흔적’을� 토대로� 여신의� 입도와� 좌정을� 설

명한다.� 다만� 이� ‘흔적’은� 천미포� 왜란과� 같이�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명칭을�

획득하지�못했을�뿐이다.�

물론� 제주도� ‘내부’를� 표상하는�인물들에�의해서� 벌어지는� 수차례의� 바둑돌�

유기는� 뱀여신이� 토산리의� ‘동질적� 외부’로� 자리� 잡기까지� 겪은� 난항을� 보여

준다.� 한반도와� 제주도� 사이의� 조공경제를� 기반으로� 한� 이주� 신앙(‘외부’)은�

제주도� ‘내부’에� 쉽사리�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입도한� 뱀여신

이� 성산면� 온평리의� 당신에게� 가� 문안� 인사를� 드리는데� 이때� 돌아온� 답변이�

“여기는� 땅도� 내� 땅이고,/물도� 내� 물이고,/단골도� 내� 단골이� 되우다.”105)였다

는�점에서도�그� 고충을�알�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새로운� ‘외부’가� 등장한다.� 왜구가� 바로� 그것이다.� <토산알당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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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풀이>의� 후반부는� 왜구의� 토산리� 여성� 강간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는데� 이

는� 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흔적’이� 촉발한� 기억서사임을� 알� 수� 있다.� <토

산알당본풀이>는� 왜구의� 침입을� 마을� 사람들에게� 징벌을� 내리고자� 했던� 여신

의� 결정으로� 이야기한다.� 본풀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왜구라는� ‘이질적� 외부’

가� 사실은� 나주� 출신의� 뱀여신이라는� ‘동질적� 외부’의� 자장� 아래� 있음을� 주

장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것처럼� <자운당본풀이>에서는� 동일

한� ‘흔적’이� 전혀� 다른� 기억서사를� 발생시킨다.� <자운당본풀이>에서� 왜란은�

이를� 막아내지� 못한� 여신의� 혼인과� 이주를� 낳는다.� 토산한집은� 왜란을� 대신�

막아준� 개로육서또와�혼인하기� 위해�토산알당을�떠나�자운당으로� 좌정처를�옮

기는� 것이다.� ‘동질적� 외부’는� ‘이질적� 외부’를� 방어하지� 못했다는� 것이� <자

운당본풀이>가� 말하는�기억서사이다.

그럼에도� <토산알당본풀이>는� 서로� 다른� ‘흔적’을� 잇기� 위한� 시도를� 한다.�

왜구에� 의해� 죽임을� 당한� 여성은� 자신과� 인척관계에� 있는� 여성의� 몸에� 빙의

하여� 아버지가� 서울에� 진상하고� 올� 때� 토산한집의� 덕으로� 얻었던� 재물로� 자

신을� 위한� 굿을� 올려달라고� 말한다.� 이는� 진상선이라는� ‘흔적’과� 왜란이라는�

‘흔적’을� 연결지음으로써� 본풀이에� 개연성을� 부여하려는� 나름의� 장치이다.� 이

러한� ‘흔적’들� 사이의� 매듭은� 단연� 마을� 주민의�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본풀이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진상’에� 대한� 언급은� 이� 신앙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상기시키려는� 본풀이� 최후의� 노력이다.� 말하자면� 이는� 조공

경제의� ‘흔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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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주도�기억서사의�형성기제

지금까지�기억서사의� 형성원리를� 갈래에�따라� 전설의� ‘오기억’� 그리고� 본풀

이의� ‘폐제’와� ‘흔적’� 개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논의한� 내용에서�

알� 수� 있다시피� 기억서사의� 형성원리에� 관여하는� 요소는� 비단� 전승현장과� 전

승집단의� 차이와� 같은� 갈래별� 특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억서사는� 제주도민

의� 집단기억이라는� 기억의� 층위,� 제주도라는� 공간의� 특수성과� 더불어� 전승시

간의� 차이,� 전승매체의� 변화� 등이� 맞물리며� 파생되는� 다양한� 파라텍스트의� 존

재� 등이� 서로� 복잡하게� 얽히며� 거대한� 메커니즘을� 형성해나간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이렇듯� 제주도� 기억서사를� 창조해내는� 형성기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려고�한다.

먼저� 제주도� 기억서사의� 전제가� 되는� 것은� 바로� 제주도민의� 집단기억이다.�

그럼에도� 전설에서의� 집단기억과� 본풀이에서의� 집단기억은� 분명� 그� 형성과정

에� 있어서� 차별되는� 지점이� 있다.� 전설에서� 기억의� 과정이� 비교적� 자연발생적

으로� 진행되는� 반면,� 본풀이에서� 기억의� 과정은� 의도적인� 기억� 내지는� 망각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06)� 전설의� 집단기억은� 조사자의� 질문이� 없다

면� 회상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전설의� 집단기억은� 무의식� 속에� “무정형의� 덩

어리”107)로� 잠재되어� 있다가� 일종의� 기폭제� 성격을� 지니는� 질문에� 의해� 의식

의� 수면� 위로� 떠오른다.� 그러나� 본풀이의� 집단기억은� 의례가� 가지는� 주기성�

때문에� 의식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기억이다.� 따라서� 전설� 기억서사는� 그� 의

미가� 사후적으로� 획득되는� 것과� 달리� 본풀이� 기억서사는� 이미� 그� 발생� 시점

부터�의미를�내포하고�있다.

다음으로�제주도라는� 공간적�특수성� 때문에�제주도� 기억서사의�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제주도� ‘내부’와� ‘외부’이다.� 전설은� 이제까지� 제주도� ‘내부’와�

‘외부’가� 어떻게� 인식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포함한다.� 그동안� 축적되어온� 제

주도� ‘내부’와� ‘외부’에� 대한� 제주도민의� 일반적� 인식이� 전설� 기억서사에� 영

향을� 끼치는� 것이다.� 한편� 본풀이는� 앞으로� 제주도� ‘내부’와� ‘외부’를� 어떻게�

106)� 알라이다� 아스만,� 앞의� 책,� 15면.

107)� 알라이다� 아스만,� 위의� 책,� 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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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신화는� 그� 자체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집단�내부의�응집력을�높이는�것을�목표로�하기�때문이다.108)� 따라서�전설�기

억서사의� 형성� 기제가� 제주도� 내외부에� 관한� 과거와� 현재의� 인식에� 있다면�

본풀이�기억서사의�형성�기제는�더� 나아가�미래에�대한�인식을�포괄한다.

그런데� 새로운� ‘외부’의� 등장은�전설보다�본풀이� 기억서사에�보다�근본적인�

변형을� 가져온다.� 앞서� 논구한� 바와� 같이� 본풀이는� ‘의례’의� 서사이다.� 그로�

인해� 본풀이는� 전설에� 비해� 보다� 정교하고� 정합적인� 기억서사를� 직조해내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그렇게� 형성된� 기억서사가� 본풀이� 전승집단에� 얼마나� 호

소력을� 갖는지에� 따라� 의례,� 곧� 신앙의� 성패가� 갈리기� 때문이다.� 이때� 본풀이

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외부의� 단순한� 추가가� 아니라� 외부와� 조우하면서�

나타나는� 차이와� 변화이다.� 그러므로� 본풀이� 기억서사의� 주안점은� 특정한� 역

사적� 사건� 혹은� 역사적� 인물의� 후일담에� 있다.� 이� 점에서도� 본풀이� 기억서사

는�과거와�현재보다는�미래를�향하고�있음을�알� 수� 있다.

파라텍스트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전설� 기억서사에서이다.�

특히� 해당� 역사적� 사건� 혹은� 역사적� 인물이� 후대에� 조명을� 받은� 경우� 전설�

기억서사에는� 파라텍스트와� 기억서사� 사이의� 교호성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각각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한� 유적지� 설명문과� 기념비� 문구,� 문헌�

서적� 등의� 재구술이� 그� 자체로� 한� 편의� 전설� 기억서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풀이는� 파라텍스트에� 대해� 닫혀� 있다.� 이는� 무엇보다� 본풀이가� 무엇

을� 망각하고� 무엇을� 기억할지� 심방과� 마을� 혹은� 가문� 사이의� 협의� 과정을� 거

친� 전략적� 결과물들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더욱이� 심방은� 기억� 속의� 문서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이상적인� 구연으로� 인식한다.109)� 거기에� 파라텍스트가�

개입할�여지는�없는�것이다.

이상의� 소략한� 논의를� 통해� 우선� 다음과� 같은� 명제들을� 잠정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겠다.� 1)전설� 기억서사가� 조사자의� 질문을� 통해� 촉발되는� 것과� 달리�

본풀이� 기억서사는� 의례를� 통해� 활성화된다.� 2)전설� 기억서사가� 제주도� ‘내

부’와� ‘외부’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인식의� 영향을� 받는� 데� 반해� 본풀이� 기

108)� 브라이언� 보이드(Brian� Boyd),� 『이야기의� 기원』,� 휴머니스트,� 2013,� 282면.

109)� 강정식,� 앞의� 논문,� 2002,� 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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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서사는� 이를� 넘어서� 제주도� ‘내부’와� ‘외부’에� 대한� 미래의� 인식까지� 통제

하려는� 의지의� 영향을� 받는다.� 3)파라텍스트는� 본풀이� 기억서사와� 다르게� 전

설� 기억서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기억서사의� 형성기제는� 차

후�자료의�확충을�통해�더� 논증될�필요가�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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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민중’과� ‘역사적� 진실성’은,� 제주도� 당신본풀이와� 전설� 가운데� 역사적� 사

건을� 소재로� 한� 각편들이� 다수� 발견된다는� 점에서� 이들� 자료에� 접근하는� 데�

매우� 긴요한� 개념으로� 취급되어� 왔다.� 곧� 문헌기록이� 포착하지� 못한� 민중의�

역사적� 진실성이� 구비전승에� 드러난다고� 보는� 시각이� 그것이다.� 이는� 비단� 제

주도� 당신본풀이와� 전설� 연구에만� 국한되는� 관점은� 아니었다.� 통상적으로� 구

비문학� 연구는� 역사적� 사건이� 등장하는� 작품을� 다룰� 때� 이러한� 방법론을� 취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선은� 구비전승에� 담긴� 다기한� 문맥을� 읽어내기

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전승주체에� 따라� 역사적� 진실성이� 다르게� 의미

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민중’이라는� 단일한�

전승주체를� 상정한� 뒤� 구비전승에� 담긴� ‘역사적� 진실성’을� 도출하려� 했던� 기

존�연구사에�대한�반성으로부터�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본고에서는�기억이론을� 방법론으로� 원용하여� 역사

적� 사건과� 관련된� 제주도� 전설과� 당신본풀이를� 기억서사로� 규정하였다.� 그리

고� 기억서사의� 다양한� 양상에� 주목함과� 동시에� 그러한� 양상을� 가능하게� 한�

기억서사의� 형성원리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때� 전설과� 신화라는� 갈래� 상의�

차이를� 고려함으로써� 갈래에� 따른� 기억서사의� 특성을� 논구하는� 데서� 더� 나아

가� 결국� 전설은� 무엇이며,� 신화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답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본고는� 기존의� 제주도� 당신본풀이와� 전설의� 연구를� 한층� 심

화시키고,� 기왕의� 신화� 및� 전설에� 대한� 관습적� 시각을� 쇄신해보려는� 기획의�

일환이었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고려시대� 삼별초의� 입도[1271년(원종

12)],� 조선시대� 천미포�왜란[1552년(명종7)]으로� 대표되는�왜란,� 이형상의�신

당�철폐[1702년(숙종28)],� 신축년�난리[1901년(광무� 5년)]라는�네� 가지�역사

적� 사건이� 형상화된� 일련의� 제주도� 당신본풀이와� 전설이다.� 이� 네� 가지� 역사

적� 사건은� 모두� 각각의� 사건을� 바탕으로� 한� 제주도� 당신본풀이와� 전설� 각편

들을� 남기고� 있다.� 이� 점은� 해당� 작품들이� 공식적인� 역사� 기록이� 부재한� 공동

체의� 기억을� 증언하고� 반추하는� 기억서사의� 양상들을� 고구하는� 데� 있어� 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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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텍스트임을�알려준다.

먼저� 고려시대� 삼별초와�관련한� 전설에서는�항파두리토성� 인근�마을들을� 중

심으로� 군사기지로서의� 마을� 지도가� 그려진다.� 그리고� 이러한� 마을� 지도에는�

김통정� 장군을� 중심으로� 한� 지배계급과� 제주민을� 중심으로� 한� 피지배계급� 사

이의� 갈등이� 나타난다.� 특히� 여몽연합군에게� 항파두리토성으로� 들어갈� 방도를�

알려주는� 아기업게는� 그가� 생존을� 위해� 성� 밖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음을� 암

시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영웅� 김통정이라는� 해석에� 이끌린� 나머지� 이러한� 각

편들의� 양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한� 억

압된� 기억들임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삼별초와� 관련한� 당신본풀이는� 김통정

을� 선인으로� 보는� 당신본풀이(<성산본향당본풀이>,� <금덕리당본풀이>)가� 있는

가� 하면� 악인으로� 보는� 당신본풀이(<광정당본풀이>,� <고내본향당본풀이>)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두� 경향의� 당신본풀이들에서� 모두�

의도적으로�항몽의� 맥락을�망각하는�각편들이� 존재한다는�사실은� 주목을�요한

다.� 때로는� 김통정을�선인으로�그려내기� 위해(<금덕리당본풀이>),� 때로는�김통

정을� 악인으로� 그려내기� 위해(<고내본향당본풀이>)� 항몽의� 맥락을� 지우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전설과� 본풀이의� 존재� 양상은� 삼별초� 관련� 기억서사가� 김

통정을� 중심으로� 분열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선행연구의� 지적처럼� 전설의� 김

통정이� 긍정� 일변도로만� 전승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며� 본풀이의� 경우에도� 김

통정이� 긍정적이거나�부정적인� 형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감안할� 필요가�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주도에서� 벌어진� 왜란은� 토산당� 뱀신앙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전승되고� 있기에�본고에서는� 우선� 토산당�관련�전설과� 당신본풀이를�총체적으

로� 검토하였다.� 토산당� 관련� 전설에서는� 토산리� 마을� 외부인들의� 토산당� 뱀신

앙에� 대한� 혐오가� 강하게� 드러난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토산리� 마을� 내부

에서는� 토산당과� 관련한� 전설의� 전승이� 미미하다.� 토산리에서� 채록된� 일부� 각

편에서조차� 토산당� 여신의� 존재는� 부정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각편에서

는� 마을� 여성을� 겁탈하는� 왜구의� 존재가� 명시되고� 있다.� 한편� 신풍리에는� 토

산당� 여신이� 왜란을� 막지� 못해� 신풍리� 본향당의� 남신에게로� 시집을� 왔다고�

구술하는� 각편이� 있다.� <자운당본풀이>에서는� 토산당� 여신이� 왜란을� 막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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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답으로� 신풍리� 본향당의� 남신에게� 첩으로� 시집을� 오는� 도중� 자운당에� 눌러

앉게� 되었다고� 구송한다.� 이에� 맞서서� <토산알당본풀이>에서는� 왜구의� 침입을�

여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주는� 징벌로,� 따라서� 여신과� 남신의� 혼인은� 왜구의�

침입과는� 무관한� 일로� 설명한다.� 이러한� 왜구의� 침입� 화소와� 여신과� 남신의�

혼인� 화소는� <토산알당본풀이>의� 전체� 서사에� 비추어� 볼� 때� 그� 서사적� 정합

성이�떨어지는바�이들�화소가�편입된�기억의�일종이라는�사실을�알려준다.

이형상의� 신당� 철폐와� 관련한� 전설에서는� 제주� 신당에� 대한� 이형상의� 패배

를� 말하는� 각편과� 이형상의� 승리를� 말하는� 각편이� 각각� 존재한다.� 본고에서�

주목한� 것은� 후자의� 경우에� 문명화� 사명들이라는� 기치� 아래� 이전에� 존재하던�

다른� 역사적� 인물들의� 전설들이� 이형상으로� 규합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다.� 예컨대� 서련� 판관의� 김녕사굴� 전설이나� 기건� 목사의� 고총� 치산� 전설이� 이

형상의� 이름으로� 전승된다.� 이는� 김녕사굴의� 폐습을� 철폐하고� 고총을� 수습한�

행적들이� 이형상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형상의�

신당� 철폐와� 관련한� 본풀이에서는� 이형상의� 신당� 철폐를� 인정하면서� 그� 이후

로부터� 신당의� 재건을� 말하는� 본풀이들(<미럭당본풀이>,� <죽성당본풀이>,� <외

도본향본풀이>,� <남당머리본풀이>)이� 있는�한편,� 이형상의�신당�철폐를�부정하

면서� 신당의� 영속을� 말하는� 본풀이들(<김녕당본풀이>,� <두리빌렛당본풀이>)이�

존재한다.� 곧� 마을� 신당의� 목적에� 따라� 이형상의� 신당� 철폐� 역시� 때로는� 생략

되는�것이다.

신축년� 난리� 관련� 전설에서는� 난의� 시발점으로� 무법천지의� 사태를� 가져온�

프랑스� 신부들의� 치외법권을� 지적한다.� 그로� 인해� 기존� 제주도의� 법이� 증발되

어버린� 상황에서� 이재수는� 그� 스스로가� 법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

서� 영웅으로� 기억된다.� 이렇게� 전설의� 이재수가� 영웅으로� 인식되고� 있는� 데�

반해� 상대적으로� 당신본풀이에서� 이재수는� 잘� 호명되지� 않는다.� 이재수� 출신�

지역인�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의� <쿳남밭당본풀이>에서는� 이재수가� 단편적으

로� 언급될� 뿐이고,� 실제� 난이� 치러진� 제주성� 인근� 제주시� 이도1동에서� 채록된�

<고도채비본풀이>에서는� 이재수가� 아닌� 고도채비라는� 인물을� 신축년� 난리의�

영웅으로� 기억하여� 조상신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사료를� 참조하면�

고도채비는� 실존� 인물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난이� 끝난� 후� 한양� 조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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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갔다가� 살아� 돌아온� 자들� 중� 하나인� 것이다.� 이는� 본풀이가� 역적으로� 죽

임을� 당한� 이재수를� 은폐하고� 그� 대신� 고도채비를� 군웅조상신으로� 내세우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고도채비는� 이재수의� 그림자�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것이다.

기억서사의� 네� 가지� 양상에서� 각각의� 기억서사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형

성원리가� 간취된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본고에서� 제주도� 기억서사의� 형성

원리를� 고찰하는� 데� 있어� 고려한� 전제� 사항은� 제주도민의� 집단기억이라는� 층

위,� 제주도라는� 공간이� 지닌� 특수성,� 전설과� 신화의� 갈래별� 전승현장과� 전승

집단의�차이,� 기억서사가�형성해낸�파라텍스트�등이다.�

전설� 기억서사의� 형성원리는� ‘오기억’이다.� 오기억은� 제보자의� 구연� 내용에�

대해�조사자나�청중의� 논쟁이�즉각적으로�허용되는�이야기판의�성격과� 관련이�

깊다.� 오기억이라는� 개념은� 자칫� 객관적� 진리를� 가정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오히려� 기억� 자체가� 애초에� 보존된� 기억을� 온

전하게� 불러내는� 것이� 아니며� 그� 과정에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 추가되

기도� 하는� 등� 결국은� 모든� 기억이� 오기억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오기억은� 곧� 창조성을� 담지하는� 개념인� 것이다.� 특히� 제주도민의� 집단기억이

라는� 층위를� 고려하면� 전설에� 드러나는� 오기억은� 제주도� ‘내부’와� ‘외부’를�

중심으로�나름의�규칙성을�보인다는�사실을�알�수�있다.

신당� 철폐의� 경우� 이형상이� 서련� 판관,� 기건� 목사와� 혼동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서련� 판관의� 기념비나� 기록� 문헌이라는� 명백한� 증거물의� 존재에도� 불구

하고� 나타나는� 오기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때의� 오기억에� 대해서는� 이

형상이� 토속� 신앙을� 일시에� 없앤� 것이� 세� 인물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형상

과� 서련� 판관,� 기건� 목사의� 전설을� 맞물리게� 하는� 의미화와� 재평가가� 일어난�

결과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이형상의� ‘문명화� 사명들’이라는� 행

적을� 설명하기� 위해� 전설의� 증거물은�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린다는� 점이다.� 더

욱이� 이형상이라는� 강력한� 제주도� ‘외부’는� 서련� 판관이나� 기건� 목사와� 같은�

다른� ‘외부’를� 압도하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외부’에� 대한� 무차별적� 인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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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별초와�관련해서는� 복수의�외부가� 등장하는데� 이에�따라�이들에� 대해서는�

차별적� 인식이� 나타난다.� 삼별초라는� ‘외부’와� 제주도� ‘내부’� 사이에� 동질성

을� 강조하는� 전설에서는� 김통정이� 싸우는� 대상을�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적군

으로�설정함으로써� 삼별초라는� 동질적�외부와� 제주도�내부를� 하나로�재편하려�

한다.� 반면� 여몽연합군이라는� ‘외부’와� 제주도� ‘내부’� 사이에� 동질성을� 강조

하는� 전설에서는� 김통정을� 진나라� 진시황과� 같은� 확실한� 이질적� 외부로� 규정

함으로써�제주도�내외부의�관계를�정립한다.

신축년� 난리와� 관련해� 이재수는� 철저히� 제주도� ‘내부’를� 상징하는� 인물이

다.� 천주교가� 서구적� 근대로서� 이질적� 외부를� 표상한다면� 그와� 비교할� 때� 한

양� 조정은� 동질적� 외부로� 인식된다.� 하지만� 한양� 조정에� 의해� 이재수가� 역적

으로� 규정되고� 처형되는� 결말은� 한양� 조정이� ‘외부’에� 방점이� 찍히는� 동질적�

외부임을� 자각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재수를� 어쩔� 수� 없이� 죽였던� 나라가� 안

타까워하며� 이재수의� 유족들에게� 국보금을� 내려주었다는� 오기억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때의� 오기억은� 이재수를� 당대� 국제� 정세에� 휘말려� 억울한� 죽음을�

당한�영웅으로�기억하기�위해�가동된다.

왜란과� 관련해서� 나주� 출신의� 뱀여신은� 이미� 토산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앙이라는� 점에서� ‘동질적� 외부’로,� 왜구는� 그런� 동질적� 외부를� 밀

어낸다는� 점에서� ‘이질적� 외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토산리에는� 토산당� 뱀

신앙의� 위력을� 증언하는� 외부의� 전설에� 맞서� 토산당� 뱀신앙은� 처음부터� 존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전설이� 존재한다.� 토산당� 뱀신앙의� 존재를� 부정하면

서도� 뱀으로� 변한� 처녀가� 왜구를� 쫓아냈다는� 전설에는� 그러한� 오기억� 너머로�

억압된� 기억이� 있음을� 암시한다.� 그것은� 바로� 토산당� 뱀신앙의� 위력이다.� 마

을� 청년들에� 의해� 신당이� 파괴되었음을� 증언하는� 토산리� 여성의� 구술은� 왜구

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해� 여신이� 쫓겨났다는� 서사� 자체가� 오기억일� 수� 있다

는� 사실을� 암시한다.� 여신� 추방이,� 역설적으로는� 토산리� 마을� 주민들의� 신앙

심�약화가�불러온�결과일�수� 있는�것이다.

본풀이가�구송되는�굿판은� 전설이�구연되는�이야기판과� 달리� 심방의�구술이�

조사자� 혹은� 청중의� 기억과� 다르다고� 해서� 즉각적인� 논쟁이� 벌어지지는� 않는

다.� 본풀이� 기억서사의� 형성원리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본풀이가� 불리는� 굿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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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례’의� 현장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본풀이에�

아예� 논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동일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본풀이들의� 존재는� 굿판� 외부에서� 논쟁이� 벌어진다

는� 사실을� 암시한다.� 즉� 전설의� 논쟁이� 이야기판� 내부에� 정박한다면� 신화의�

논쟁은� 굿판� 외부에서� 발생하고� 그것이� 굿판� 내부로� 다시� 수렴되는� 과정을�

거치는�것이다.

본풀이� 기억서사의� 형성원리는� 바로� ‘폐제’와� ‘기억흔적’이다.� 먼저� 일련의�

본풀이들에서는� 해당� 역사적� 사건을�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인식하는�

‘폐제’의� 형성원리가� 작동한다.� 신당� 철폐� 관련� 본풀이에서� 신당� 철폐의� 맥락

이� 폐제된� 것은� <김녕당본풀이>와� <두리빌렛당본풀이>이다.� <김녕당본풀이>는�

서련� 판관의� 기념비가� 세워진� 김녕사굴이� 있는� 곳에� 위치한� 신당임에도� 서련�

판관이� 아닌� 이형상을� 등장시킨다.� 그럼에도� 신당의� 승리를� 공식화하기� 위해�

신당� 철폐를� 없었던� 것으로� 치부한다.� <두리빌렛당본풀이>는� 이형상의� 육지�

귀환� 이후를� 그리고� 있는� 본풀이인데� 이� 본풀이에서도� 신당� 철폐는� 없었던�

일이� 되어야만� 한다.� 신당의� 영속을� 주지하는� 본풀이들에서� 신당� 철폐라는� 뼈

아픈� 과거는� 폐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당� 철폐의� 폐제는� 이들� 마

을이� 무속� 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잡은� 지역들이라는� 점과� 유관하다.� 특히� <김

녕당본풀이>에서는� 신당� 철폐뿐� 아니라� 고총� 치산도� 폐제되어� 있는데� 이는�

‘외부’� 사이의�연결성을�차단하기�위한�본풀이의�전략이다.

삼별초� 관련� 본풀이에서도� 김통정을� 등장인물로� 내세우면서도� 항몽의� 맥락

을� 망각하는� 본풀이들이� 존재한다.� 김통정의� 입도로부터� 설촌이� 된� 유수암리

는� 여몽연합군에� 의한� 학살의� 기억이� 있다.� 따라서� <금덕리당본풀이>는� 김통

정을� 숭앙하기� 위해� 항몽의� 기억을� 지운다.� 유수암리의� 설촌에� 삼별초가� 깊숙

이�개입했다는�사실은�김통정으로�대표되는�고려�삼별초가�이� 마을의� ‘구성적�

외부’로� 자리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와� 반대로� 지형상� 예로부터� 왜적을�

방비하기� 위한� 마을이었던� 고내리는� 여몽연합군과� 긴밀히� 연결된� 마을로서�

<고내본향당본풀이>에서는� 김통정을� 악인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항몽의� 기억을�

없앤다.� 역으로� 고내리에서는� 여몽연합군이� ‘구성적� 외부’였다고까지� 말할� 수

는�없어도,� 적어도� ‘동질적�외부’로� 자리했을�가능성이�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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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 난리와� 관련해서는� 이재수를� 폐제하고� 있는� 조상신본풀이가� 있다.�

바로� <고도채비본풀이>이다.� 이재수는� 제주도� ‘내부’를� 상징하는� 인물로� 그가�

역사의� 전면에� 나섰다는� 사실은� 다른� 기억서사들과� 차별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듯� 제주도� 내부를� 상징하는� 인물이� 역사에� ‘역적’으로� 기입

된다는� 데에� 있다.� <고도채비본풀이>는� 신축년� 난리가� 백성들의� ‘죄’로� 규정

된� 것에� 대해� 이� 본풀이가� 승복하지� 못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재수는� 폐제될� 수밖에� 없다.� 본풀이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역적으로� 형장의�

이슬이� 되어버린� 영웅이� 아니라� 임금의� 어사품을� 하사받고� 당당하게� 귀향한�

영웅이다.

모든� 본풀이가� 폐제를� 형성원리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본풀이들

은� 역사적� 사건� 혹은� 역사적� 인물을� ‘흔적’의� 형태로� 간직하고� 있다.� 이때�

‘흔적’은� ‘기억’되어� 남은� 것을� 뜻하면서도� 그� 안에� ‘망각’의� 요소를� 포함한

다.� <외도본향당본풀이>는� 이형상의� 신당� 철폐에도� 불구하고� 신당이� 살아남아�

마을� 주민과� 함께� 4.3사건을� 목격했다고� 증언한다.� 이형상의� 방화는� 신당이�

마을의� 역사와� 함께� 영속했음을� 주지하는� ‘흔적’인� 것이다.� 주목할� 것은� 신당

이� 4.3사건� 당시� 제주도민이� 겪은� 고통의� 원인을� 제주도� ‘외부’의� 행적으로�

설명한다는�점이다.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기억서사라는� 개념을� 통해� 제주도� 역사� 전설과� 그�

본풀이를�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그동안� 구비문학에서� 기억이론이� 방법론으로�

원용된� 적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논의되었을� 뿐� 전설과� 신화라는� 양� 갈래를�

대상으로� 한� 총괄적인� 논의는� 드물었다.� 이러한� 사실을� 상기하면� 본고는� 구비

문학에� 나타난� 기억서사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

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기억서사의� 형성원리는� 다른� 전설과� 신

화� 해석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는� 제주도� 역

사� 전설과� 본풀이라는� 특수한� 대상에� 한정되고� 있다.� 기억서사� 관련� 자료의�

확장과�한� 단계�심화된�논의는�차후의�과제로�삼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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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Dangshin Bonpuri and the legends of Jeju Island are found many 
versions of episodes that are based on historic events, such as the entrance 
of Sambyeolcho into Jeju Island in the Goryeo Dynasty in 1271 (the 12th 

year of the reign of King Wonjong); Japanese invasions, as represented by 
the Cheonmipo Japanese Invasion in 1552 of the Choson Dynasty (the 7th 
year of the reign of King Myungjong); Lee Hyung-sang’s removal of 
Shindangs (shrines) in 1702 (the 28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ookjong); 
and the Disturbances of the Year of White Ox (Shinchuk) in 1901 (the 5th 
year of Kwangmu). This indicates that Dangshin Bonpuri and the legends of 
Jeju Island took a role of evidencing, and reflecting on, the memories of 
the community while in the absence of official historical records. This paper 
conceptualizes the term “memory narratives” as narrativized memories that 
are verbally transmitted for a long transition period and condensed into a 
single, specific form of a story. Here this paper attempts to assess aspects 
of “memory narratives” and derive the formation principles that enabled the 
embodiment of the historic events, particularly with an aim to further 
revamp the existing study of tale branches through analysis of differences 
between myths and legends.

In Chapter 2, this paper offers a chronological evaluation of the materials 
related to the four historic events that are to be discussed here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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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zing them into legends and Bonpuri.
In Chapter 3, this paper evaluates the four aspects of memory narratives. 

First, in the legend of Sambyeolcho in the Goryeo Dynasty is illustrated a 
map of a village as a military base around the villages near the Hangpaduri 
Fortress. The presence of Agi Upge (a girl baby-watcher) who reveals to 
the Yeomong Allied Forces how to enter the fortress indicates that she had 
but to leave the fortress for survival. In Dangshin Bonpuri related to 
Sambyeolcho in the Goryeo Dynasty, there are versions of episodes that 
intentionally ignore the anti-Mongolian aspects of the historic events. The 
episodes intentionally neglects the anti-Mongolian context in order to portray 
Kim Tong-jung as a good person at a time, and as a villain at another 
occasion.

Second, regarding the Japanese invasion of Jeju Island, the legend of 
Tosandang reveals strong disgust held by the outsiders from the Tosan-ri 
village towards the snake faith of Tosandang. As a result, the existence of 
the Tosandang goddess is denied even by parts of episodes collected in 
Tosan-ri. Nevertheless, in the episodes, the existence of the Japanese 
invaders is specifically mentioned in relation to the snake faith of 
Tosandang. With this in consideration, the existence of “Jaundang Bonpuri” 
is significant, as the goddess of Tosandang is said to have settled down in 
Jaundang while on her way to get married as a concubine to the god of 
Shinpung-ri Bonhyangdang in exchange for the god’s thwarting of the 
Japanese invasion. In comparison, “Tosanaldang Bonpuri” explains the 
Japanese invasion as a punishment from the goddess to the village, 
disregarding the goddess’ marriage with the god as irrelevant to the 
Japanese invasion.

In the legend related to Lee Hyung-sang’s removal of Shindangs, there is 
a version of an episode that talks of Lee Hyung-sang’s defeat against Jeju 
Shindangs, while another version mentions Lee Hyung-sang’s victory. This 
paper has noted that, in the case of the latter version, the legends of other 
historical figures that previously existed under the name of civilization 



- 242 -

missions are combined into Lee Hyung-sang. In Bonpuri related to Lee 
Hyung-sang’s removal of Shindangs, his removal is acknowledged and then 
followed by Bonpuris that discuss the reconstruction of Shindangs, while 
there are another version of Bonpuri that denies his removal and claims 
persisting existence of Shindangs. That is, Lee Hyung-sang’s removal of 
Shindangs is occasionally neglected depending on the purpose of a village’s 
Shindang.

The legend regarding the Disturbances of the Year of White Ox 
(Shinchuk) points to extraterritorial rights granted to French priests that 
triggered the rebellion and lawless disorder. In the absence of the existing 
order in Jeju Island, Lee Jae-soo is remembered as a hero who attempted to 
address the situation with the laws. In light of this, however, he is 
relatively little mentioned in Bonpuri. This is because in “Godochaebi 
Bonpuri,” the episodes considers Godochaebi, not Lee Jae-soo, to be a hero 
during the Disturbances of the Year of White Ox (Shinchuk) and therefore 
to be the ancestral god. This suggests that Bonpuri plays down and conceals 
Lee Jae-soo, who was executed as a traitor, and instead presents Godochaebi 
as the warlord ancestral god (Gunwoong ancestral god). In this context, 
Godochaebi is a shadow hero. 

In Chapter 4, this paper combined the considerations discussed above to 
determine the formation principles of memory narratives by branch. First, 
the formation principles of memory narratives in legends is “false memory.” 
False memory is deeply related to the nature of the place of storytelling 
which immediately allows inquisitors and audience to argue about an 
informant’s oral performance. Considering the hierarchy of Jeju Island 
residents’ collective memories in particular, it can be derived that false 
memory as revealed in the legends displays certain regularities that are 
centered on the “internal” and the “external” of Jeju Island.

In the case of the removal of Shindangs, Lee Hyung-sang is often 
confused to be Judge Seo-ryeon and Moksa Ki-gun, and this is noted as 
false memory despite the presence of obvious evidence such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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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uments of Judge Seo-ryeon or documents of Moksa Ki-gun. 
Furthermore, the powerful “external” figure of Jeju Island, Lee Hyung-sang, 
overwhelms other “external” figures such as Judge Seo-ryeon and Moksa 
Ki-gun, revealing indiscriminate perception on the “external.”
In regards to Sambyeolcho, there are multiple external figures, resulting in 
differentiated perceptions on them. In the legends emphasizing homogeneity 
between the “external” that is Sambyeolcho and the “internal” of Jeju 
Island, the target Kim Tong-jung attempts to fight is set as an enemy of 
unclear identity, and thus attempting to reorganize the homogenic external of 
Sambyeolcho and the internal of Jeju Island into one. In contrast, in the 
legend emphasizing homogeneity between the “external” that is Yeomong 
Allied Forces and the “internal” of Jeju Island, Kim Tong-jung is defined as 
the heterogenous external, just like Qin Shi Huang of the Qin Dynasty, and 
thus reconstru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al and the external of 
Jeju Island.

It is to be noted that Lee Jae-soo was strictly the one that represented the 
“internal” of Jeju Island with regards to the Disturbances of the Year of 
White Ox (Shinchuk). When the Catholic represented the heterogeneous 
external as the Western modern, the Hanyang regime was recognized as the 
homogeneous external in comparison. Nevertheless, the ultimate results in 
which Lee Jae-soo was deemed a traitor by the Hanyang regime and 
executed triggered the recognition that the Hanyang regime was the 
homogeneous external with a focus on the “external.” 

With regards to the Japanese invasions, the snake goddess of Naju is the 
“homogeneous external” in that she represents a faith with controlling 
influence on Tosan-ri; and the Japanese forces the “heterogeneous external” 
in that they push away the homogeneous external. On another note, in 
contrast to the external legends evidencing influence of the snake faith of 
Tosandang, there is a legend in Tosan-ri that claims the snake faith of 
Tosandang did not exist from the beginning. The legend that states a virgin 
who turned into a snake forced out the Japanese forces, while deny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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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ence of the snake faith of Tosandang, suggests the presence of 
suppressed memory beyond false memory.

Unlike the place of storytelling in which legends are orally performed, the 
place of a shamanic rite in which Bonpuri is orally performed does not 
allow immediate arguments when oral statements from a Simbang are 
different from the memories of inquisitors or audience. In reviewing the 
formation principles of memory narratives in Bonpuri,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place of a shamanic rite is a site of ceremony. The 
formation principles memory narratives in Bonpuri are the “foreclosure” and 
“traces.” First, in a series of Bonpuris, the principle of “foreclosure” are in 
place in which certain historic events are perceived to have never occurred. 
In Bonpuri related to the removal of Shindangs, the context of the Shindang 
removal is foreclosed in “Kimnyeongdang Bonpuri” and “Duribiletdang 
Bonpuri.” Particularly in “Kimnyeongdang Bonpuri,” Gochong Chisan 
(maintenance of ancestral old tombs) is also foreclosed in addition to the 
Shindang removal, and this is Bonpuri’s strategy to prevent the connection 
among the “external.”

In Bonpuri related to Sambyeolcho, there also exists Bonpuri that forgets 
the anti-Mongolian context while presenting Kim Tong-jung as a protagonist. 
Yusuam-ri, a town that was formed as a result of Kim Tong-jung’s entrance 
into Jeju Island, has a memory of the massacre by the Yeomong Allied 
Forces. Therefore “Geumdeok-ri-dang Bonpuri” erases the memory of the 
anti-Mongolian movement in order to pay homage to Kim Tong-jung. The 
fact that Sambyeolcho was deeply involved in the formation of Yusuam-ri 
suggests that Sambyeolcho of the Goryeo Dynasty, represented by Kim 
Tong-jung, might have positioned itself as the “compositional external” of 
the village. In contrast, Gonae-ri, a village that took a role of defending 
against the Japanese forces from ancient times, is a village that’s closely 
related to the Yeomong Allifed Forces, and in “Gonae Bonhyangdang 
Bonpuri”, the memory of the anti-Mongolian movement is removed in order 
to shape Kim Tong-jung as a villain. Conversely, in Gona-ri, it i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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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njecture that the Yeomong Allifed Forces might have positioned itself 
at least as the “homogeneous external,” if not the “compositional external.”

In relation to the Disturbances of the Year of White Ox (Shinchuk), there 
is Josangshin Bonpuri (Bonpuri to ancestral gods), that is, “Godochaebi 
Bonpuri.” Lee Jae-soo is a figure that represents the “internal” of Jeju 
Island, and the fact that he is at the forefront of the history is a distinctive 
difference from other memory narratives. The problem is that such a figure 
representing the internal of Jeju Island is recorded as a “traitor” in history. 
“Godochaebi Bonpuri” emphasizes that this Bonpuri fails to acknowledge the 
Disturbances of the Year of White Ox (Shinchuk) as a “sin” of the people. 
From this standpoint, Lee Jae-soo is bound to be foreclosed. What Bonpuri 
intends to remember is not a hero who was executed as a traitor but a hero 
who proudly returned home after being awarded the king’s rewards.

Not every Bonpuri uses foreclosure as the formation principle. Certain 
series of Bonpuris retain historic events or historical figures in the form of 
“traces.” At this time, the “traces” mean being “remembered” to remain, 
while containing elements of “oblivion.” “Oedo bonhyangdang Bonpuri” 
testified that, despite Lee Hyung-sang’s removal of Shindangs, the shrines 
survived to witness the April 3rd Uprising and Massacre in Jeju with 
villagers. Lee Hyung-sang’s arson is a “trace” that indicates Shindangs’ 
persisting existence with the history of the village. It is to be noted that 
Shindang explains that the cause of Jeju residents’ suffering during the April 
3rd Uprising and Massacre was but due to activities of the external of Jeju 
Island.

As summarized above, this paper discusses the historical legends and 
Bonpuri of Jeju Island from various perspectives through the concept of 
memory narratives. While the memory theory has been used as a 
methodological approach in oral literature, the concept has been only 
partially discussed and there has rarely been a comprehensive discussion of 
the two branches of legends and myths. Given this, this paper would like to 
note its significance in that the memory narratives in oral literatur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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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tially discussed. The formation principles of memory narratives as 
suggested by this paper can be applied to analysis of other legends and 
myths. The focus of this paper is specifically limited to the topic of the 
historical legends and Bonpuri of Jeju Island, however, and expansion of 
discussions around the materials of memory narratives and further analysis 
are to be visited at a lat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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