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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패놀이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정 지 웅 

1. 머리말

채패(蔡牌) 또는 채표라고도 불리는 이 민중도박놀이는 20세기 일제강점기 후반으로부터 

1950년대 말까지 중부지방 농민의 가족생활에 큰 영향을 준 민생복권놀이였다. 일제 중반에 

농민을 파탄에 이끌던 투전이란 노름에 비하면 이 놀이가 가난하던 당시 농민에게 부자가 되

는 꿈을 실현하는 탈출구가 되는, 한 신명난 놀이판이 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

앗긴 설움과 해방 후의 불안한 사회갈등 속에서 이것이 전파된 중부지방(충북 북부, 경기 남

부, 강원 영서, 충남 동부) 일부지역에서는 남녀노소 대다수 민중이 꿈을 꾸게 해주는 채패 

신의 도움을 받아 힘들이지 않고 많은 돈을 벌어보겠다는 일념으로 가족이 모두 화합하여 

생활하게 하는 데 영향을 주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민속학이나, 인류학을 

비롯한 사회과학계에서 연구된 바는 전혀 없었다. 아마도 이 놀이가 건전한 민속놀이라기보

다는 그 미신적, 비정상적 경제활동에의 파급영향이 커서 1960년대 사회질서를 지향하는 강

력한 군사혁명 당국은 이 놀이를 사행심을 키우는 도박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하게 금지하여 

좀처럼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조차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그러던 차 최근에 와서 강원도 횡성군의 향토자료에 이 채패가 소개되었고(1986), 이를 기

초로 민속사전에 피상적으로나마 기술된 바(김용덕. 2004: 1607-8) 있으며, 이 놀이에 얽힌 

내용을 소재로 한 소설(정산흥. 2005) 책이 나오면서 이 놀이의 정체가 밝혀지고 있다. 그러

면서 이 놀이를 탐구할 가치가 있고 심지어는 재현해야 한다는 관련 지역 노인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충북 진천군), 비록 민족지학이나 민속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필자가 유년시

절부터 고향주변에서 채패의 신기함을 보아 온지라 오랜 시간에 걸쳐 채패의 자료 수집을 하

게 되었다. 특히 6·25 동란을 전후하여, 화제를 일으키면서 어려운 한자를 어렵게 익히던 농

민들의 자발적 학습동기가 신기해 보여 이 놀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컸었고, 정년퇴임(2005) 

직전 서울대학교에서 ‘지역사회문화’를 강의하면서 채패놀이에 대한 민족지학적 또는 문화기

술적 탐구를 해 보기에 이른 것이 본 논문의 기반을 이루었다. 채패를 학술적으로 정리한 사

례가 없었으며, 이 놀이를 경험한 바 있었던 고향의 친척, 동료들이 채패의 정체를 체계적으

로 밝혀 달라는 요청이 있어, 오래 동안 개인적으로 자료를 구해 오면서 알게 된 사실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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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정산흥)과 백과사전을 참고로 하여 이 논문을 쓰기에 이른 것이다. 

자료의 수집  20세기 중반이후 한국의 농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학, 지역사회개발분야

에서 가르치고 연구생활을 해 온 필자가 1950년대 초·중학교 시절부터 고향과 주변 마을

(충북 진천과 음성)을 자주 오가며 채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전국 농촌을 두루 다

니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통표 그림은 음성군 대소면 수태리의 최주영옹(작고)과 안성시 

고삼면 풍산리 안병현옹(1935년생)으로부터 받아 보관해 오던 것으로, 이 두 지역의 통표가 

같은 점을 확인하였다[이 글에서 영인된 그림은 최옹의 것(그림 1)이다]. 채패에 관한 소개가 

최근에서야 민속학사전에 게재되었고(김용덕. 2004) 이에 얽힌 이야기가 50여 년 만에 실제 

소설로 출간된 것(정산흥. 2005)이 있어 참고로 하였다. 아직까지 아무도 채패에 대한 연구물

을 낸 바가 없기 때문에 본 논문은 구전된 사실을 기술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어떤 이론적인 

틀에서 자료를 해석하는 차원보다는 탐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연구

내용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최근 연변지역을 잠시 여행하면서 채패의 통표 그림을 보이

며 몇몇 학자들에게 알아보았으나 별반 의문을 풀지 못하였다. 앞으로 후학들에 의하여 좀더 

깊이 탐구, 정리되기를 바라면서 본 자료의 발표를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된 것이다.

2. 채패의 기원과 정체

채패에 대한 용어를 소개한 유일한 자료인 한국민속문화대사전에서는 다소 기술상의 오

류는 있으나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김용덕. 2004, 1607-8).

“채패(彩牌). 옛날에 성행하던 도박의 한 가지. 채표(彩票)라고도 한다. 옛날 중국에서 행하던 

복표의 일종이며, 오늘날의 복권과 비슷한 놀이이다. 문구(文句, 물주의 오기로 보임)는 산신

령에게 목욕재개하고 심신을 다해 치성을 드린 후, 채패 문구를 쓴다. 이 문구는 인체의 구석

구석 36군데에 나름대로 이름을 붙인 것이다. 예를 들면 빛나는 두 눈은 광명(光明), 입술은 

지득(志得), 이마는 경제(経済), 가슴은 정순(貞純), 두발은 필득(必得) 등, 원귀(元貴), 객주

인(客主人), 합패(合貝) 따위의 글자였다. 채패를 개봉하기로 한 날짜를 며칠 앞두고 많은 채

패꾼은 꿈을 꾸고자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꿈속에서만 물주가 써 놓은 글자를 맞출 수 있다

고 굳게 믿고 있었으므로, 채패꾼들에게 꿈이라는 것은 영원불멸의 절대자였다. 일부는 꿈을 

꾸기 위하여 밤마다 화선지에 사람형상을 그려놓고 그 위에다 36문을 써 놓았다. 그런 다음 

식칼을 휙휙 던지며 천지신명께 꿈을 주실 것을 기원하며 한바탕 행사를 치룬 후, 베개를 엎

어 베고 잠이 들곤 하였다. 또한 좋은 꿈을 꾼 사람은 돈이 있는 자에게 꿈을 팔기도 하였다. 

채패판이 열리는 날은 물주가 정하였는데, 대개 손이 안 낀 홀수 날로 받았다. 통수들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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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채패 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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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채패날이 은밀히 꾼들에게만 알려지고 꾼들은 저녁 어스름한 때 약속 장소에 모여든다. 

꾼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글자를 표하고 돈을 건다. 물주가 써 놓은 글자와 맞았을 때는 투자

한 금액의 30배를 얻게 되고 틀렸을 경우에는 돈을 잃게 된다(횡성군. 횡성군지. 1986).”

채패(蔡牌)가 언제 어떻게 들어온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구전되어 온 바로는 1930년

대 경 중국 청(淸)나라(만주)로부터 상인(비단장사)에 의하여 한반도에 들어와 중부 일부 농

촌지역에서 성행하다가 1960년대에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사라진, 일종의 민중도박놀이이

다. 채패를 소재로 한 소설(정산흥. 2005)은 일제 후반기 보국대로 끌려간 충청도 출신 두 젊

은이가 두만강 교량건설현장을 탈출하여 만주에서 성행하던 채패를 배우고 이 놀이를 진행

하는 데 필요한 통표를 가지고 귀향하여 숨어 있다가 해방이 된 후 직접 로또 복권과 같은 

이 놀이를 퍼뜨려 주변 지역주민에게 꿈을 갖게 하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확산시켰다

는 것이나, 이것이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방 전후 이 지역 민중의 정신적, 경제적 생

활에 큰 영향을 주었던 이 민속도박놀이는 충북의 음성군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괴산, 청

원, 북쪽으로는 경기도 남부일대, 동북쪽으로는 강원도 서부, 그리고 서쪽으로는 충남의 천

안동부에 이르기까지 급속히 확산된 흔적이 있다. 

채패놀이는 1930년대 투전이란 노름으로 패가망신하던 가정이 많았던 당시 상황에서 오

히려 도박성보다 작은 돈을 꿈으로 푸는 36문에 걸어서 당첨이 되면 30배의 돈을 벌 수 있으

면서도 농한기를 즐기는 흥밋거리가 넘친다는 점에서 오히려 건전한 민속놀이라고 보기도 

한다. 채패놀이의 파급효과가 매우 커져서 치안당국이 감시하게 되었을 때는 당국의 눈을 피

하여 오지 농촌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행해졌고, 남녀노소 온 가족이 꿈을 꾸어 물주가 남모

르게 써 놓은 36문의 하나를 맞추는 행운을 얻고자 정성과 열성을 들여 참여한 놀이였다. 이 

놀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짐에 따라 당국(일 총독부와 자유당정부, 특히 

5 · 16 혁명정부)에서는 주민의 사행심 신장과 사회질서 파괴행동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강력

한 금지령을 발동하여 그 확산을 막았고 마침내 사라지고 말았다. 오늘날 공인된 각종 복권

이나 로또, 경마, 경륜, 그리고 전국에 크게 횡행되는 ‘고스톱’ 화투놀이에 비한다면 훨씬 더 

재미와 대중성이 있었고 어려운 한자를 속히 익히게 만드는 놀라운 학습효과를 가진 놀이였

다. 물주가 감춘 36문 중의 1문을 맞추면 건 돈의 30배를 받는, 즉 6분의 1의 손실률을 가진, 

비교적 합리적이고 투명한 복권놀이요, 물주와 돈을 거는 주민 간의 중개역할을 하는 통수 

또는 퉁수는 물주와 당첨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또 이에 참여하는 통수나 

투전자는 꿈으로 나타난 세상의 현상을 36가지로 나누는 분석력을 갖게 만들고 36개의 어려

운 한자를 터득하게 된다. 이 36문은 중국에서 옛 진나라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을 때 동원

된 장군과 부인 등의 성과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라 전해지고 있다. 또 이 36문의 이름은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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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각 부위를 36개로 나누어 놓은 것이기도 하지만 남녀의 성기만은 서로 같지 않은 이

름을 붙이고 있다.  

채패놀이를 주관한다는 채패신, 즉 채신도사(蔡神導師)가 있는데 채패 놀이를 할 때 필수 

참고도인 통표의 한 가운데에 이 채신도사의 인체그림이 있고 그의 신체 각 부위에 이 명칭

이 명명되어 있다. 이 그림 둘레에는 이들의 성명을 집단별로 나누고 36문 각 명칭 위에는 그 

인물의 일련번호이기도 하면서 나이를 나타내는 숫자와 함께 돈을 걸 때 본 패와 관련시켜 

작은 액수의 다른 패(애기패) 하나를 더 걸게 만드는 배짝이 제시되어 있다. 이 그림으로 된 

통표 이외에 각 36문을 단체별로 나누고 각 명칭의 배짝을 3가지(대가리 배짝, 맞 배짝, 늦 

배짝)으로 나누어 따로 만든 등배짝표가 있는데 통수는 이 통표나 등배짝을 필수로 가지고 

다니면서 돈을 걸게 하고 이것이 당첨되면 그 당첨금을 전해주고 1할의 구전을 받는 것이다. 

통수를 거치지 않고 물주에게 직접 돈을 거는 자통이 있기도 하지만 보통은 통수를 거치는 

경우가 많고 통수가 수집해 간 패가 당첨이 될 때는 당첨자로부터만이 아니라 물주로부터도 

1할의 구전을 받아 퉁수는 실제로 2할의 수입을 얻게 된다. 통수는 보통 한 마을에서 1명인 

경우가 많고, 이들이 수집해 간 패들을 확인하는 타점자(打点者)와 이를 집계하여 발표하는 

계산자(計算者)에 의하여 확인, 발표되는 과정이 있어 채패 진행상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그

러나 돈과 흥미가 넘치는 이 공개된 타점 장에는 감시인의 침입을 지키는 망꾼들, 건달들의 

잠입으로 인한 갈등, 단속인들과의 타협, 남몰래 진행되는 속임수, 술과 음식과 미인계의 동

원, 36계 줄행랑 등과 같은 사건들이 많아 그야말로 소설적인 화제를 많이 낳게 되기도 하는 

것이었다.

3. 투전 대상으로서의  36문: 통표의 내용 분석 

1) 돈을 거는 대상인 36문이 소개된 통표

투전의 대상인 36문은 통표란 한 장의 그림과 한자(漢字)로 된 글자가 성명(姓名), 또는 성

이 없는 이름의 형태로 일련번호 또는 나이를 나타내는 숫자와 12지/방위로 분류된 일진(상

충)도가 있다. 그리고 각 이름과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배짝(조합)이 이름 위에 다른 하

나의 이름(대가리 배짝), 밑에 두 개의 이름(맞 배짝과 늦은 배짝)이 제시되고 있다. 이 통표

는 지역에 따라 그 내용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 그림 없이 등, 배짝의 관계를 

표로만 나타낸 등, 배짝이 따로 있기도 하다. 통표의 한가운데는 채신도사란 한 사람이 그려

져 있고 그의 신체는 36개의 부위로 나뉘어 이름이 붙어져 있다. 이 사람의 그림을 둘러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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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6개 각 이름의 성(姓)이 붙어 있는데, 장원, 호장, 상 칠생리, 하 칠생리, 호명, 부인 화상, 

걸식, 사고 등의 분류 속성별로 구분하여 나열되어 있다. 또 이들 36개의 성명 위에는 그의 

일련번호이며 나이이기도 한 숫자가 적혀 있고, 그 위에는 다른 또 하나의 다른 36문 중의 다

른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를 배짝이라 부른다. 이 배짝은 애기패라고 부르며 돈을 걸 때 작은 

액수의 돈을 연관시켜 걸어 큰돈은 잃더라도 작은 돈이 당첨되어 손실을 만회하게 하자는 의

미로 구안된 것 같다. 따로 그려진 등 배짝표에는 대가리 배짝, 맞 배짝, 늦은 배짝의 세 가지

로 나뉘어 있다. 이 놀이가 당국의 눈을 피하여 은밀하게 진행하기 이전에 각 마을을 다니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를 모아 물주 앞에서 타점하고 계산하는 타점 일시와 장소를 알리고 

어디에 얼마를 걸 것인지 그 투자액을 거두어 대리로 투전하기도 하는 통수는 이 통표를 꼭 

지니고 다니며 자문을 해 준다. 

<그림 1>에서 보이는 통표는 음성 대소지역의 것으로 안성군 고삼면의 것과 횡성의 것을 

비교하면 다소 다른 점이 밝혀졌다. 안성의 것은 36문의 이름과 기본은 거의 같으나 하나의 

이름과 연관된 배짝 하나의 이름이 달랐고, 횡성의 것에서는 통표를 본 것은 아니지만 민속

백과사전에 소개된 36문의 이름을 볼 때 3개가 약간 다른 점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분석할 

통표는 음성지역의 것을 토대로 소개하려 한다.

 

2) 통표의 내용 36문 분류

 

(1) 9개의 직능으로 분류된 36명의 성과 이름(姓名)

보통 두자로 된 이름만을 쓰는 36문은 각기 다른 성을 가지고 있는 36명의 인물의 성명으

로 제시되는데 이들 인물은 9개의 직능(장원, 호장, 상하로 나누어진 생리, 부인, 호명, 화상, 

걸식, 도사, 사고)으로 나뉘어 한 직능에 속한 인물이 작게는 1명, 많게는 7명으로 나뉘어 제

시되어 있다. 이들 인물은 1에서 36까지의 일련번호가 주어져 있는데 이 숫자가 그 인물의 

나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36명의 성명을 각 직능별로 분류하여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四 장원(狀元) -  ① 오점괴(吳占魁), ② 진판계(陳板桂), ③ 진영생(陳榮生), ④ 진봉춘(陳逢 

         春); 

五 호장(虎將) -  ① 황지고(黄志高), ② 이월보(李月寶), ③ 송정순(宋正顺), ④ 황곤산(黄坤 

         山), ⑤ 이한운(李漢雲); 

上七생리(上七生理) -  ① 용강사(龍江祠), ② 전복손(田福孫), ③ 주광명(朱光明), ④ 옹유리 

         (翁有利); 

下七생리(下七生理) -  ⑤ 라지득(羅只得 횡성에서는 志得), ⑥ 정필득(鄭必得), ⑦ 방무림(方 

         茂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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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부인(夫人) -  ① 임간옥(林艮玉), ② 이명주(李明珠), ③ 마상초(馬上招), ④ 쌍합동(雙合 

         同); 

四 호명(好命) -  ① 장삼괴(張三槐), ② 장합해(張合海, 횡성에서는 합패(合貝)), ③ 장구관(張 

         九官), ④임태평(林太平); 

四 화상(和尚) -  ① 장화관(張火官), ② 진일산(陳日山), ③ 정천량(鄭天良), ④ 유정리(劉井 

         利); 

五 걸식(乞食) -  ① 서원귀(徐元貴), ② 장만금(張万金), ③ 소청원(蘇青元), ④ 장원길(張元 

         吉), ⑤ 진길품(陳吉品); 

二 도사(道士) - ① 주청운(周青雲 또는 靑云), ② 조천신(趙天申); 

一 사고(師姑) - ① 진안사(陳安士, 소설에서는 安寺). 

(2) 인체의 각 부위로서의 36문  

통표의 한 가운데 그려진 채신도사의 인체의 각 부분이 36문의 이름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부위별 이름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음성 대소와 진천 덕산지역의 통표에 나

타난 인체 부위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광명 - 머리/이마(횡성에는 두 눈, 이마는 경제(経済)와 객주인으로 표시됨); 한운 - 오른쪽 

옆구리(안성에서는 눈); 간옥 - 왼쪽 얼굴/귀/볼; 태평 - 오른쪽 얼굴/귀/볼; 지득 - 입(술); 일

산 - 목 부위; 정순 - 가슴 중앙; 상초 - 왼쪽 가슴; 봉춘 - 오른쪽 가슴; 원길 - 왼쪽 어깨; 안사

[오른쪽 어깨; 구관 - 왼쪽 맨윗팔뚝; 삼괴 - 왼쪽 윗팔뚝; 만금 - 왼쪽 팔꿈치; 청원 - 왼쪽 아

래팔뚝; 청운 - 왼쪽 손; 화관 - 오른쪽 맨윗팔뚝; 판계 - 오른쪽 윗팔뚝; 영생 - 오른쪽 팔꿈

치; 유리 - 오른쪽 아래팔뚝; 정이 - 오른쪽 손; 월보 - 가운데 배; 길품 - 아랫배; 강사 - 왼쪽 

갈비; 복손 - 오른쪽 갈비; 점괴 - 왼쪽 옆구리; 곤산 - 오른쪽 옆구리; 지고 - 왼쪽 허리; 천신 - 

오른쪽 허리; 원귀 - 음부; 합동 - 왼쪽 허벅지; 합해 - 오른쪽 허벅지(횡성에서는 합패(合貝)); 

명주 - 왼쪽 무릎; 무림 - 오른쪽 무릎; 필득 - 왼쪽 발(횡성에서는 두 발); 천량 - 오른쪽 발.

(3) 나이를 나타내는 일련번호로서의 36문

1. 일산; 2. 태평; 3. 판계; 4. 정이; 5. 청운; 6. 합동; 7. 길품; 8. 만금; 9. 강사; 10. 지고; 11. 합

해; 12. 안사; 13. 천량; 14. 점괴; 15. 광명; 16. 지득; 17. 정순; 18. 필득; 19. 곤산; 20. 화관; 21. 

봉춘; 22. 영생; 23. 상초; 24. 복손; 25. 구관; 26. 무림; 27. 삼괴; 28. 명주; 39. 원길; 30. 한운; 

31. 원귀; 32. 유리; 33. 청원; 34. 월보; 35. 천신; 36. 간옥

    

(4) 일진(상충)도로 본 36문

36문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나누어 진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통표 맨 위, 가운데 부분,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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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도사 그림 윗부분에는 10간(干) 12개(支)의 일진을 나타내는 12지 방위로 36문의 이름을 

한글자의 한자(漢字, 이름 두 자 중 두 번째 또는 셋째 글자)로 분류되어 제시되고 있다. 그 

방위별 36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子(정북향) - 일산(日), 천량(良), 구관(九); 丑(동북북향) - 태평(太), 점괴(占), 무림(茂);

寅(동동북향) - 판계(板), 광명(光), 삼괴(三); 卯(정동향) - 정이(井), 지득(只), 명주(明);

辰(동동남향) - 안사(安), 복손(福), 간옥(艮); 巳(동남남향) - 합해(海), 상초(上), 천신(申);

午(정남향) - 길품(品), 곤산(坤), 원귀(貴); 未(서남남향) - 만금(万), 화관(火), 유리(有);

辛(서서남향) - 강사(江), 봉춘(逢), 청운(靑); 酉(정서향) - 지고(志), 영생(生), 월보(月);

戌(서서북향) - 합동(洞), 필득(必), 한운(漢); 亥(서북북향) - 청운(雲), 정순(正), 원길(吉)

  

(5) 꿈의 내용과 관련된 36문 

물주가 쌈지에 감추어 넣어 둔 36문 중의 한 패 이름을 맞추기 위하여 거의 모두가 가족을 

단위로 하여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물어 해몽을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한 개 또는 몇 개의 

패에 돈을 건다. 가족 중의 한 사람의 꿈이 태몽을 꾸는 것처럼 특이하게 생생하게 기억되는 

꿈을 꾸면 그 내용을 36문의 어느 패와 연관시켜 맞추고자 한다. 물주도 꿈을 꾼 것을 기초

로 하여 36문 중의 한 패를 택하여 감춘 것으로 보고 그와 같은 꿈을 꾸게 해 달라고 채패신

에게 여러 형태로 비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채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꿈의 내용을 36가지로 

나누는 분석력을 발휘하여 돈을 거는 것이었다. 그 기준이 어떤 것은 꿈에 만난 사람의 성씨

나 나이, 특성(부인, 거지, 스님, 벼슬아치, 장군 등)이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신체 어느 부위

와 닿는 동작과 관련지어 분류하기도 한다. 꿈의 내용이나 타점을 하는 날의 일진과 타점장

의 위치를 일진상충도를 보고 연관지어 돈을 걸기도 한다. 한 꿈에서 어떤 매우 인상적인 내

용에는 큰돈을 걸고 관련된 다른 꿈이나 배짝을 고려하여 작은 액수의 애기패에 걸기도 한

다. 예를 들어 꿈에 확실히 정씨를 만난 것이 인상에 남으면 (정)필득에, 황씨를 만난 것이 뚜

렷하면 (황)지고와 (황)곤산에 나누어 투전하는 것이었다. 성씨 가운데 장씨와 진씨가 많아 

이들 성씨에 투전을 다 하자면 그 액면가가 적어지기도 한다. 또 꿈의 내용이 거지들과 어울

려 노는 것이 뚜렷하였거나 자기가 거지노릇을 하였다면 걸식 5문에 모두 투전하고, 또 꿈에 

마차바퀴가 자기 목 위로 지나가는 사고가 생겼다면 신체의 목부위를 뜻하는 일산에 돈을 

거는 것이다. 꽃이나 좋아하는 애인을 만나면 봉춘, 남녀의 성교와 관련되는 꿈을 꾸면 합동

이고, 음기를 만지는 꿈은 남, 녀에 따라 다르게 건다.

이렇듯 채패와 꿈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그리하여 채패가 있는 날이면 주민들이 해가 

중천에 오르도록 꿈을 꾸느라 어느 집에서도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것이 예사였다고 할 

정도였다. 꿈을 통해 돌아가신 조상이 직접 암시를 주어 대산(최고 당첨)을 하여 부자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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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야기도 있고 새로 시집온 며느리가 꾼 꿈을 가지고 대산하여 부자가 되어 그 며느리

를 복덩어리도 칭송하는 이야기도 있었다(정양훈 76세, 진천 중방부락 통수). 하여간 이러한 

꿈에 얽힌 채패 이야기는 여러 권의 소설이 나올 법한데 실제로는 두 권(정산흥의 꿈을 파는 

로또 I, II)이 나와 있을 뿐이다.

이러한 36문과 관련된 꿈의 내용을 일련번호 순에 따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산 - 깃발을 보거나 날리기, 동물 목 자르기, 마차에 목 치기, 소경보기;

  2. 태평 - 낚시질, 어부; 3. 판계 - 나무 베기, 장작을 지거나 패기, 송판 관 짜기;

  4. 정이 - 샘/우물, 망태기 짜기; 5. 청운 - 술 마시거나 주막에 가는 일;

  6. 합동 - 남녀정사; 7. 길품 - 뛰어 감, 길을 만듬;

  8. 만금 - 금 캐기, 돈, 부자; 9. 강사 - 용이 개천/개천에서 오름;

10. 지고 - 상여 메고 가기, 사람이 죽음;

11. 합해 - 바다에서 배타기, 배타고 고기 잡기, 풍랑으로 배 고장 남;

12. 안사 - 귀양살이, 혼자 삶, 외딴 집; 13. 천량 - 높은 집, 망루, 높은 곳에서 떨어짐;

14. 점괴 - 무당, 굿, 점쟁이; 15. 광명 - 갓, 벼슬; 16. 지득 - 음식, 입;

17. 정순 - 시체(송장)메고 가기, 돼지 새끼 낳음, 돼지 잡아먹기;

18. 필득 - 도둑질 당하기, 다리를 다치거나 만짐; 19. 곤산 - 범과 싸우거나 싸워 이김;

20. 화관 - 불이나 해태와 관련된 일; 21. 봉춘 - 꽃 보기, 여성(처녀, 유부녀)과의 정사;

22. 영생 - 죽은 사람을 보거나 만지기; 23. 상초 - 담배 피움;

24. 복손 - 개나 강아지와 관련된 일; 25. 구관 - 장례, 입관;

26. 무림 - 서당, 학교, 선생 공부, 학습; 27. 삼괴 - 백발노인, 순사, 범인, 구속;

28. 명주 - 무릎, 절름발이, 환자; 29. 원길 - 정직자(스님, 도사), 종교, 먼 길 걷기;

30. 한운 - 소를 보거나 물 먹이기, 깊은 우물, 개울;

31. 원귀 - 백정이 소나 돼지 잡기, 남자의 성기; 32. 유리 - 하얀 노인;

33. 청원 - 소나 다른 동물을 만지거나 잡기;

34. 월보 - 물이 흐름, 홍수, 폭우, 달빛아래 상여보기; 35. 천신 - 귀신, 악령, 도깨비;

36. 간옥 - 성적 애무, 여성의 성기.

이 밖에도 앞에 적힌 일련번호가 꿈에서 만난 사람의 특징으로 나이가 부각되면 그 숫자를 

나이로 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성이 부각되면 앞에서 소개한 36인물의 성을 보고 돈을 거는

데 그 성씨가 진씨, 장씨와 같이 하나가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이면 거는 돈을 그 성씨 수만큼 

나누어 걸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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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패놀이의 조직과 진행과정

채패놀이가 진행되기에 앞서 채패놀이를 진행하는 주관자들의 조직을 알아야 한다. 이 조

직은 몇 사람이 주식회사를 구성하듯 어디 등록된 것은 아니나 모든 필요한 돈을 대고 잘되

면 많은 돈을 벌기도 하나 잘못되면 돈을 잃어가면서 당첨자에게 약속된 당첨금을 주는 지

도자격인 물주가 우선 있어야 하고 채패놀이를 진행할 때 투전자가 어디에 얼마를 투전하였

는지를 정리 발표하는 타점자와 그 내용을 기록에 남기고 36문의 각문별 투전액과 당첨자의 

당첨액을 계산하여 기록하는 계산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 마을에서 투전자가 어느 문에 

얼마의 투전을 하였는지를 복지에 적어 그에 일치된 돈을 수거하여 타점장에 제출하는 퉁수

가 있다. 채패놀이에 대한 인기와 단속이 심해지면서 폭력배나 감시당국의 타점장 접근을 타

점장 주변에서 지키는 물주로부터 고용된 망꾼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조직과 놀이의 진행과

정을 좀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채패놀이의 주관자 및 역할 

(1) 물주(物主)

물주는 놀이에 필요한 돈을 모두 부담하는 운영의 책임을 지는 최고 책임자이다. 따라서 

우선 그러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신뢰를 가진 인물이어야 하고 통표에 나오는 36문 한자이름

과 그 배짝관계 및 꿈 해석에도 능해야 한다. 도박운영에서 특히 필요한 표정관리와 뱃장, 투

전자 심리파악에 능하여 당첨자가 적게 나오게 함으로 큰 손실을 보지 않고 돈을 버는 지혜

도 가질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청중을 속이는 수작으로 부정한 돈을 벌고자 하거나 당첨자

에 대한 보상을 감당하지 못하여 36계 도망을 치는 일은 그러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물주로

서의 자격을 청중으로부터 잃게 된다. 놀음을 통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대접과 흥을 돋우어 

주는 지역문화지도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타점자, 계산자, 망꾼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통

수의 거간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그리고 당첨자에 대한 30배의 당첨금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2) 타점자(打點者)

물주를 도와서 놀이의 시종을 주관한다. 물주와 협의하여 정하여진 타점일에 타점장에서 

놀이를 시작함을 선언하고 주변 마을에서 모여든 통수나 개인 투전자가 투전내용(누가 어떤 

패에 얼마를 투전했는지?)이 적힌 복지를 접수하여 마을별로 공개, 발표해 준다. 그리고 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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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쌈지 속에 적어 놓은 패(36문의 1문)를 열어 공개하고 누가 얼마짜리로 당첨이 되어 얼마

의 당첨금을 받게 되었는지를 발표한다. 그리고 놀이의 종료와 사후행사에 대한 광고를 알린

다. 그는 목소리가 크고 사회를 재미있게 잘 보는 재질을 가지며 계산자가 써 준 한자와 숫자

내용을 잘 읽을 수 있는 문해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계산자(計算者)

통수를 통하여서 또는 개인적으로 자통하여 제출된 복지의 내용을 마을별로 분석, 기록하

여 타점자에게 발표하도록 알려주고, 물주의 패가 공개되면 당첨자(입산자)와 최고 당첨자

(대산자)를 가린 후 그 내용을 타점자에게 주어 발표하게 한다. 그는 한자와 한글을 잘 알고 

계산에 능한 자질이 요구된다.

(4) 통수

통표를 가지고 정해진 타점시간까지 마을사람들에게 어느 패에 얼마를 투전할 것인지를 

복지에 써서 그 액수에 맞는 돈을 받아 정해진 타점시간에 타점장에 나가 전해 주는 거간/브

로커의 역할을 한다. 꿈을 해석해 주고 배짝을 알려주는 자문의 역할도 하고 투전자의 패가 

당첨이 되면 당첨자로부터 당첨금의 1할, 물주로부터 1할 도합 2할의 구문(커밋션)을 받는

다. 그러한 구문을 위하여 되도록 많은 주민들이 많은 투전을 하도록 열심히 알리고 돕는 일

을 한다. 물론 통표에 익숙한 한자해득과 꿈을 36문과 연관시키는 재능도 있다. 때로는 자기 

스스로도 투전을 하여 돈을 벌거나 잃기도 한다. 

한편 통수를 거치지 않고 주민이 직접 타점장에 나아가 개인적으로 돈을 거는 자통(自通)

도 있다. 이는 당첨되었을 때의 1할의 지출을 아끼기 위해서도 그렇겠지만 무엇보다 자기의 

꿈이나 투전패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꺼려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5) 망꾼

물주에게 고용되어 타점시간에 타점장에서 얼마 떨어진 어귀나 산마루를 지키며 낯선 순

사나 패거리가 나타나는지를 알리도록 하는 일을 한다. 깃발이나 소리로 어떤 종류의 수상한 

사람이 접근해 오는지를 알리게 하고 놀이가 무리 없이 잘 진행되도록 돕기도 한다.

2) 채패놀이의 진행 과정

(1) 타점시간과 장소의 결정

은밀하게 채패놀이가 열리는 타점시간과 장소를 물주가 단독 또는 타점자나 계산자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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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참모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결정이 단속을 하는 당국이나 건달들에

게 알려지지 않도록 정해지는 타점시간은 5일이나 1주일을 넘지 않게 정한다. 주로 통수들을 

통하여 구전으로 알리는데 타점장에 몰려오는 사람을 상대로 술과 먹거리를 팔려는 노점장

사들은 그 시간과 장소를 알아내고자 물주나 타점자, 계산자, 통수 등에게 한 턱을 쓰기까지

도 한다는 것이다. 단속하는 당국(경찰서나 지서)에서는 그 시간과 장소를 알아내고자 통수

나 그 일정을 잘 아는 프락치를 두어 그 시간과 장소를 알아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2) 통수의 투전자 모집

각 마을별로 지명된 통수는 그 마을 주민을 개인적으로 접촉하며 타점시간과 장소를 알리

고 돈을 걸어보기를 권장한다. 주민이 보통 밤을 지내면서 꿈을 꾼 것을 근거로 하여 돈을 걸

게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의 여유를 주고 돈을 걸 가능성이 있는 주민을 다시 찾아 어디(36

문 중의 하나)에 얼마를 걸 것인지를 준비된 복지에 쓰게 하고 그에 해당하는 돈을 거두어 

타점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가서 투전을 대신해 준다.

(3) 물주의 한패(1문) 숨기기

타점시간 전에 물주는 보통 금을 상징하는 노란 지갑에 패 하나를 남몰래 써서 넣어 두고 

그 지갑을 타점시간 여러 청중이 모인 공개된 자리에서 노란 보자기에 말아두고 여러 사람들

이 보는 일정한 장소(보통 지정된 나무 등거리 위)에 걸어 둔다. 그 패는 물주가 투전자들이 

많이 걸지 않았으리라 보는 패 하나를 골라 자기가 꾼 꿈에 근거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말하

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4) 타점자의 투전내용 발표

타점자는 놀이의 시작을 알리는 타점개문을 선포하고 물주가 감추어 놓은 36문 중의 한 

패를 맞추면 30배의 보상을 받고자 통수를 통하거나 자통으로 건 투전내용, 즉 어느 마을의 

누가 어느 패에 얼마를 걸었는지를 전표를 보고 발표한다. 한편 계산자는 타점자가 발표한 

내용을 기록하여 투전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하며 그 내용이 어느 통수를 통하여 들어왔는

지 또는 자통으로 한 것인지도 밝히고 기록한다.

(5) 물주의 숨긴 패 공개 및 입산자와 대산자 발표

타점과 계산자의 기록이 끝나면 타점자의 사회로 물주가 꿈을 꾸어 감추었다는 노란 보쌈 

속의 패를 열고 어떤 꿈을 꾸어 그 패를 잡았는지를 해몽하면서 그 감추어 둔 패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보여 준다. 타점자나 계산자는 이렇게 하여 입산자와 투전액과 당첨액(투전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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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을 발표하고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탄 대산자(최고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 때 입산자

와 당첨액이 너무 많아 물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경우, 이를 타점과정에서 미리 아

는 물주가 교묘한 방법으로 감추어 놓은 당첨패를 바꾸거나 타점자, 계산자와 함께 그 타점

장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수가 있었는데 이를 채패의 36문과 관련시켜 삼십육(36)계 줄행랑

이란 말이 나왔다는 것이다.

(6) 계산자의 계산 및 당첨금과 통수거간비 지급

입산자라 불리우는 당첨자에 대한 투전 30배의 당첨금을 주는데 통수를 통하여 패를 건 

당첨자에게는 당첨금의 1할을 떼어내고 주고, 자통으로 걸어서 당첨한 사람에게는 공제 없

이 30배를 다 준다. 그리고 통수에게는 물주로부터 1할을 따로 더 받게 되면 일단 타점장에

서의 계산은 모두 끝이 나고 타점의 종료가 타점자에 의해 선포된다. 

(7) 뒷풀이

주로 물주가 마련한 음식과 술판으로 흥을 돋구는 뒷풀이가 벌어지는데 돈을 많이 번 대

산자나 입산자들이 자진하여 즉흥적으로 주안상을 마련, 더욱 큰 한마당의 판을 벌이기도 한

다.

5. 맺음말 한마디

이 채패놀이를 정리하면서 어렵게 살던 농촌에서 사행심을 가지고 얼마나 헛된 꿈을 꾸며 

민중들이 가난을 벗어나고자 발버둥 치며 살았던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이 놀이에 직접 참여했던 노인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연구와 자료수집과 더불

어 이 놀이를 재현하고 앞으로의 특성 있는 지역문화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기초를 삼을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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