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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이 책은 ‘2012 충북 민속문화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에서 장기체류 조사하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쓴 보고서이다.
● 제보자의 정보와 구술내용 그리고 사진은 제보자의 동의를 얻어 이용하였다.
● 구술자료는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현지어를 그대로 표기하며, 문맥상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표준어를 함께 표기했다.
● 사진과 문헌자료는 출처를 밝혀 인용했다.
● 제보자의 구술내용은 국립민속박물관 지역민속조사사업의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Ethnographic Research on Sanae-ri of Boeun-gun

일러두기
● 이 책은 ‘2012 충북 민속문화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에서 장기체류 조사하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쓴 보고서이다.
● 제보자의 정보와 구술내용 그리고 사진은 제보자의 동의를 얻어 이용하였다.
● 구술자료는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현지어를 그대로 표기하며, 문맥상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표준어를 함께 표기했다.
● 사진과 문헌자료는 출처를 밝혀 인용했다.
● 제보자의 구술내용은 국립민속박물관 지역민속조사사업의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다.

「2012 충북 민속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지역 민속문화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충북 민속문화 조사 보고서’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축

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은 예로부터 백두대간의 줄기를 따라 도도하게 흐르는 남한강, 금강의
물결 속에서 한반도의 중심으로 우뚝 자리매김한 지역입니다. 잘 발달된 산길과 물길, 그리고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지역성은 곧 인적・물적 자원의 활발한 교류의 장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성과 함께 충북인 고유의 따뜻하고 정감 있는 마음씨는 마을마다 삶의 흔적이 담긴 전설,
민담을 비롯한 다양한 민속 문화를 이루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 보고서는 충북의 민속을 대상으로 9개의 주제 조사와 괴산 둔율 마을과 보은 사내리
지역의 마을조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괴산 둔율 마을은 시대적 변화에 발 맞추어 특용작물
재배, 농촌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수용,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실시 등으로 전통문화와 현대의 농촌
경쟁력을 모두 갖춘 마을입니다. 아울러 보은군 사내리 또한 예로부터 속리산 법주사와 긴밀한 유대감
속에서 산간・불교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관광문화가 형성된 지역입니다.

두 마을의 시대적 변화양상과 주민들의 삶, 그리고 지역문화의 특징에 관한 연구는 오늘날 우리
지역의 민속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향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과 관련된 민속문화 연구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기회를 통해 충청북도민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 문화의 뿌리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그 문화적 우수성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민속 마을 발굴과 활성화에 디딤돌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장님을 비롯하여
불철주야 조사와 옥고 집필에 매진하여 주신 연구원 및 집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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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2006년도부터 ‘지역민속문화의 해’ 사업으로 각 도별 대표 지역을 선정해
민속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충북도청과 「2012 충북 민속문화의 해」 공동사업으로
괴산군 칠성면 둔율마을과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지역을 조사했고, 오늘 그 결과물로 5권의 보고서가

발 간 사

발간되었습니다.

-변화하는 충북의 현재를 기억하며

괴산군 칠성면 둔율마을은 속리산 자락과 칠성평야 그리고 남한강의 지류인 달천에 인접해 있어 다양한

생업과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둔율마을의 별칭이 ‘둔율올갱이마을’입니다. 둔율마을은
전통적인 논농사‧밭농사에 그치지 않고 마을과 접한 달천의 자원을 활용해 변화된 시대에 적응해 가는
농촌의 현대적 면모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는 속리산 법주사 아래에 위치한 전형적인 사하촌입니다. 우리는 사내리
민속조사를 통해 과거 사하촌의 모습과 더불어 변화된 현재 사하촌의 모습을 관광산업의 발전과 변모 속
에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전통적인 사하촌의 모습에서부터 관광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급격히 변화해 온
사하촌의 현재를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두 지역의 민속조사와 함께 현재 시점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살림살이 조사를
병행하였습니다. 각 지역별로 대표적인 가정집을 선정해 살림살이 전체를 조사하고 목록화 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올 하반기에는 이 자료들을 웹사이트에서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물관 연구자들 외에 다수의 지역 연구자들이 참여해 충북의 민속문화를 대표하는 아홉 개의

주제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충북의 민속문화’로 발간했습니다. 비록 아홉 개의 주제에서 시작했지만 이것을
계기로 충북의 지역문화 연구가 활성화되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실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둔율마을과 사내리 주민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님을 비롯한 충북도청 및 괴산군, 보은군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짧은 글로나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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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사개요

01. 조사개요

1. 조사지 선정 배경

는 유교식 산신제, 법주사를 비롯한 속리산 내 암자를 통해 엿볼

다. 일반적으로 민속조사는 1개의 자연마을이나 법정리를 조사

수 있는 불교문화, 말티고개 너머 자리 잡은 지리적 특성은 충청

지로 선정하지만, 조사팀은 사내1리부터 사내6리를 모두 포괄

북도의 민속문화를 대표할만한 요소라 볼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2006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매년 일개

도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여 그 지

역의 민속문화 조사와 더불어 보고서 출간・전시・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2012 충북민속문화의 해’

사업의 첫 사업으로 충청북도의 두 개 마을을 선정하여 민속문
화 조사를 실시하였다.

하는 ‘사내리’를 조사범위로 설정하였다. 사내리의 면적은 21.64

무엇보다도 사내리는 충북을 대표하는,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로 전국적으로도 리・동 단위로 가장 큰 마을에 속한다. 또한

대표하는 관광지(觀光地)라는 점에서 조사대상지로서의 매력이

571가구의 1,247명의 인구수(2011년 1월 14일 기준)는 일반적

있다. 사실 관광지에 대한 민속조사는 그동안 민속학 연구자에게

인 농촌마을의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다. 조사팀의 입장

소외되어 왔었다. 관광지는 일반적인 농어촌과 달리 외지인의 비

에서 아무리 장기간 현지에 상주하며 조사를 한다고 해도 이들

율이 높은 편이며, 생업이 주로 한 두 업종에 집중적으로 분포된

을 모두 만나기에는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사하촌과

민속조사는 농촌과 어촌 각 한 개 마을을 선정하여 조사한 것이

농어촌 마을과 달리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민

관광지라는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사내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적이었지만 충청북도는 내륙도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속조사 방법론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게다가 그

조사범위 확대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어촌마을을 조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조사팀은 기

동안 학계에 ‘관광은 문화를 변질시키고 훼손시킨다.’, ‘관광문화

존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조사지 선정 작업에 접근하였다.

는 무대화된 것으로 진정하지 않다.’라는 본질주의적 시각이 팽배

마지막으로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조사를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

조사팀은 가장 먼저 충청북도의 민속문화를 총체적으로 엿볼

하여 관광지와 관광문화를 연구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도 사

중 하나가 조사팀이 사내리에 상주하여 조사하는 목적이 ‘사내

수 있는 마을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주목한 것이

실이었다. 그러나 관광은 근・현대사회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반

리’가 아닌 속리산과 법주사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하는 것으로

드시 언급 되어야 하는 사회・문화적인 현상이며, 관광문화 형성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이다. 조사팀이 조사기간 가장 많이

충청북도는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다른 도와 달리 바다

바로 ‘사하촌’(寺下村)이다. 사하촌은 말 그대로 ‘절 아래 위치한

가 없는 내륙도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남한강과 금강이 흐

마을’로 사찰과 종교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

에 한 축을 담당했던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에 대한 연구도 농어

받은 질문 중 하나가 “천왕봉은 가보았느냐? 법주사에 국보가 몇

르고 소백산맥이 관통하고 있어 예로부터 고개와 수로가 발달하

는 마을이다. 특히, 대부분의 사찰이 고개 너머 산자락에 위치하

촌 주민의 것만큼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점이 있느냐?” 등 대부분 속리산과 법주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였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충청북도의 다양한 민속문화의 근

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사하촌은 생업을 비롯한 민속문화

간으로 작용하였다.

전반에서 산간마을의 특성을 보인다. 실제로 사내리도 송이버섯

내리가 관광이라는 현상을 만나 그것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주민

이해가 필요하겠지만, 조사팀이 심층적으로 알고자 했던 것은

조사팀은 충청북도의 지리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

을 비롯한 임산물 채취, 산죽을 이용한 복조리 제작 등 생업 전반

의 삶과 문화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내리와 사내리 주민의 삶이다. 따라서 속리산과 법주사의 내

지 선정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실시한 지역

에 산간마을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연마을 단위로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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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산간마을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연마을 단위로 열리

012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따라서 사내리의 민속지적 조사는 ‘전통’적 사하촌이었던 사

사내리를 면밀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사범위 선정이 중요하

사내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속리산과 법주사에 대한 기본적인

용은 과감히 많은 부분 생략한 것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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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방법

조사팀은 2011년 1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8개월가량

하다 보니 현지조사 초창기에는 조사팀도 관광객의 한 명이나

사내리에 상주하며 민속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 1월 3일부

잡상인으로 오해하여 주민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생각처럼

터 충청북도 내 사하촌을 중심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1

쉽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팀은 사내리를 보다 면밀하고 객관적

사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단기조사는 시간적 제한으

후에도 도시계획・국립공원 지정 등 국가적인 사업에도 영향

월 18일에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로 조사대상지가

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방법을 시도하였다.

로 인해 심층면접만을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민속지의

을 받아 이와 관련된 문헌자료가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었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실시하는 지역민속조사의 가장 큰 장점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조

다. 신문기사에도 사내리는 자주 등장하였다. 신문기사의 내용

사내리는 일반적인 농어촌과 비교했을 때 마을의 규모가 크

을 꼽으라면 무엇보다도 장기 현지조사(fieldwork)를 꼽을 수 있

사팀은 장기조사의 장점을 살려 참여관찰의 비중을 늘리고 이

은 사내리의 과거를 추적하는 용이하였으며, 제보자들의 구술

고 생업이 다양하며, 외지인의 비율이 높은 등 도시적인 속성을

다. 한 지역의 민속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현지조사는 필수적

를 민속지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물론 오랜 기

자료를 보완하거나 비교검토(cross-check)할 수 있는 자료로

띤 마을이다. 또한 관광지라는 특성상 낯선 사람들이 자주 방문

인 방법론이지만 대개 단시간 내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단기조

간 마을에 상주하고 있다고 해서 마을 내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관광업과 관련하여 당시의 물가는 제보

조사하고 기록할 수는 없었지만, 최대한 많은 현장과 그들의 목

자들 사이에 기억하는 정도가 상이하였는데, 신문기사의 내용

확정되었다.

소리를 듣고자 노력했고, 민속지에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서술

하고자 하였다.
참여관찰을 할 수 없는 과거의 내용은 최대한 시각적으로 구

이 이를 보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밖에 사내리의 대표 가옥 세곳을 선정하여 실측하고 도면
으로 작성하였으며, 그 중 살림살이 조사대상자이기도 한 박남

현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사

식 가옥은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촬영을 하였다. 또한 사

내리의 관광지화와 관광문화를 이해하기 데 필요한 오리숲 구

내리의 전체적인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항공촬영을 실시하였다.

상가의 모습은 과거 사진, 심층면접과 제보자들이 직접 그린 지

항공촬영을 통해 얻은 사진은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한 1970년

도들을 비교 검토하여 새로운 지도로 그려냈다.

도시계획 당시 촬영한 사내리 전경 사진과 동일한 구도로 촬영

현재의 상가지역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민속학

하여 사내리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비교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에서 잘 적용하지 않았던 양적 연구방법론인 설문지 조사를 활

VR 촬영과 항공촬영은 국립민속박물관 지역민속조사사업에서

용하였다. 조사팀은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사내2・6리에 집

처음 시도하는 작업이기도 하였다.

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상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014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비록 사내리 상가 모두를 심층면접 조사하기에는 조사팀의 인

다양한 조사방법을 통해 얻어진 조사내용은 본서에서 크게 세

력이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차선책으로 선택한 방법이

가지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먼저 사내리의 과거 모습을 역사적

었지만 그들의 생활과 생업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효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조용한 절 아래 산간마을이었던 사내리

과적으로 관광업에 대한 업태 및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가장 유

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변화하는 과

용한 방법이었다.

정을 생업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농업을 중심으로 복조리 제

문헌자료 확보에도 신경을 썼다. 사내리는 속리산과 법주사

작과 버섯 채취 등으로 근근이 살아가던 마을 주민이 관광이라

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명승고적(名勝古跡)으로 이름을 떨쳐 유

는 사회문화적인 현상을 만나 삶이 변화되는 과정과 모습을 담

기(遊記) 등의 기록이 많이 남아 있고 일제강점기 때도 속리산

았다. 또한 사내리가 법주사와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여전히 관

과 법주사와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또한 해방 이

계를 유지하는 틀이라 할 수 있는 토지소유관계에 대한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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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유지하는 틀이라 할 수 있는 토지소유관계에 대한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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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맥락도 이 장에서 설명하였다.

이버섯은 2011년에는 날씨의 영향으로 구경하기조차 어려워 채

두 번째로 사내리의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참여관찰을

취과정에 대한 참여관찰 조사를 면밀하게 수행할 수 없었다. 또

중심으로 현재 마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행사와 생업활동을

한 사내리에는 법주사의 문화재뿐만 아니라 한국관광사를 알 수

담담히 기록하였다. 주요 생업인 관광업의 경우, 과거 관광업 조

엿볼 수 있는 다양한 근대 자료가 다수 있었지만 1980년 홍수로

사와 별도 현재의 모습을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해 많은 자료가 유실된 것도 아쉬운 부분 중 하나이다.

다른 마을에 비해 두 배 이상 조직되어 있는 사회조직은 주민의

조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다. 법주사 관계자

생업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많다는 점에서 중요한 조사대상이

분들은 법주사의 각종 행사를 참여관찰할 수 있게 협조해주었

다. 사회조직은 마을조직, 생업조직, 면 단위조직으로 나누어 15

다. 또한 속리산면사무소 관계자분들도 사내리의 현황을 파악하

개의 조직을 조사하였다. 또한 일 년을 주기로 전승되고 있는 세

고 각종 행사를 조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보은군청에서

시풍속과 법주사에서 행하고 있는 불교의례에 대해서도 조사하

도 문헌 및 사진자료를 제공해주었다.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말

였다. 불교의례의 경우, 기존의 민속학적 조사가 의례의 과정과

씀을 전한다.

문화적 의미에 집중했다면, 조사팀은 의례 속에서 사찰 아래 사
는 주민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에 더 집중하였다.

무엇보다도 사내리 주민에게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 추운 겨
울 아무런 연고도 없이 무작정 내려온 조사팀을 반겨준 그들이

세 번째로 현재 사내리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

있었기에 이 조사가 가능하였다. 조사팀이 처음 내려온 시점부

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그 사람의 인생사 자체가 흥미롭거나 구

터 조사를 마칠 때까지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신 사내1리 백

술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특성을

영한 이장님과 살림살이 조사를 비롯하여 사내리의 관광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신 박남식 지역발전협의회장님에게는 평

단순히 사내리 토착민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외지인도 포함시

생 갚지 못할 큰 빚을 지었다. 아들 손자처럼 대해 주신 정순금

켜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사내리로 이주하게 되었는지, 또 어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사내1리 어르신들은 행여나 식사라도 제

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생활하면서 사내리 생활에 정착하였는

대로 챙기지 못했을까 조사팀을 볼 때마다 마을회관에서 먹거

지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다. 이를 통해 앞서 다루지 못하거나 부

리를 챙겨주셨다. 또한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 상가지역 전수

분적으로 알 수 있었던 사내리의 사회문화적인 특징의 일면을

조사를 위해 상가지역을 돌아다닐 때 주민이 내어주신 막걸리

엿보고자 하였다.

와 도토리묵의 맛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사내리의 ‘맛’이었다. 사

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의 성함을 일일이 거론해야 지당하지만,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도 많았다. 상주 조사를

지면상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비록 충분치는 않지

통해 장기간 마을에 머물렀음에도 석가탄신일과 같은 마을의 중

만, 본서를 통해 그들의 삶과 사내리의 모습을 충실히 담는 것으

요한 세시풍속 때 폭우가 쏟아져 조사 및 촬영을 제대로 하지 못

로 감사의 마음을 대신하고자 한다.

하였다. 2010년만 하더라도 “개가 물고 다닐 정도”로 흔했던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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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내리, 그리고 속리산과 법주사

1) 자연마을의 형성과 마을의 재편

수』(1789)에도 사내동리(舍乃洞里)의 지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최소한 18세 중반부터 사내동(사내골)이

(1) 자연마을의 형성

라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 주민의 증언을 통해 조사된 자연마을의 형성 시점도 위

사내리에서 처음 사람이 살기 시작한 시점은 천년고찰(千年古

刹) 법주사의 역사만큼 오래되었다. 553년에 창건된 법주사나 속

의 기록과 비슷하다. 현재 사내리에서 가장 오래된 자연마을인
사내골(현 사내1리)은 18세기 중반 정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

리산을 방문하기 위해 말티고개(馬峙岺)를 닦은 고려 태조의 이

하고 있다. 촌로(村老)들에 의하면, 사내골 토착민 중 가장 오래

야기 등을 통해서 삼국시대 이래로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

된 성씨인 동래 정(鄭)씨가 현재까지 7~8대 정도 내려오고 있

고 있다. 그러나 사내리에 사람이 살았던 시점과 현재 자리 잡고

는데, 이를 연수로 계산하면 200~250년 정도로 지리지에서 기

있는 자연마을 형성 시점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마을의 형성

록된 시점과 유사하다. 즉, 문헌기록과 마을 주민의 증언을 종합

과 쇠퇴는 역사의 흔적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해볼 때, 사내골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정착한 시점은 18세기 중
반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사내골은 지금까

가장 오래된 자연마을, 사내골

사내리의 인구 구성 등 마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지리지는 18세기 중・후반에 편찬된『여지도서』(1759)01

지 사내리에서 마을의 터가 변하지 않은 유일한 자연마을로 남
아 있으며,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자연마을을 대표하는 마
을로 자리 잡았다.

이다. 그 이전의 지리지는 대개 군현단위로 통합해서 기록되어
있으며, 방리(方里) 현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대동여지

청주로 나가는 길목, 청주나들이

도를 포함하여 조선후기에 양산된 고지도(古地圖)에도 속리면

청주나들이(현 사내2리 일부지역)라는 지명은 청주로 나가는

(俗離面)이라는 지명과 법주사, 속리산 등의 지명은 적혀 있지

길목으로 갈림길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것으로 청주를 왕래하던

만 마을 단위의 기록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여지도서』의 기록

이들을 상대로 근대까지도 상당수의 주막들이 밀집하였던 곳이

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서 사내리는 ‘舍乃洞里’로 표기

되어 있으며, “관아에서 동족으로 30리이다. 호적에 편성된 민호

었다. 이런 지명과 주막의 존재는 마을의 형성 시기를 유추해볼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주막은 조선사회가 점차 상업과 도시

는 28호이다. 남자는 45명이며, 여자는 49명이다.”라고 기록하

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늘

고 있다. 이후에 발간된 지리지에도 대동소이한 내용이 기록되

어나기 시작했다. 주막이 밀집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어 있다. 『충청도읍지』에는 사내동리는 “관문으로부터 동쪽으로

곧 그 시점이 빨라야 조선 후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내

30리 호수는 31호, 남자는 69명 여자는 52명이다.”라고 적고 있

리라는 지명이 법주사와 마을이 이어졌다는데서 연유한다는 의

으며, 『충청북도각군읍지』에는 사내동(舍乃洞)으로 지명이 호

미라고 볼 때 법주사 아래 자리 잡은 청주나들이는 사내골의 형

수나 인구 구성 등에서는 『여지도서』와 큰 차이가 없다. 『호구총

성 시점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01 『여지도서』는 1757년에서 1765년에 걸쳐 발간된 지리지이나 속리면의 해당되는 민호
의 기록은 1759년의 장적에 따랐다.

020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오리숲이라는 곳의 길이 청주나들이라고 그랬어. 왜 청주나들이냐?
상주서 장사꾼이 올라오면 거기 현씨라고 있었어. 옛날에. 거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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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내리, 그리고 속리산과 법주사

1) 자연마을의 형성과 마을의 재편

수』(1789)에도 사내동리(舍乃洞里)의 지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최소한 18세 중반부터 사내동(사내골)이

(1) 자연마을의 형성

라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 주민의 증언을 통해 조사된 자연마을의 형성 시점도 위

사내리에서 처음 사람이 살기 시작한 시점은 천년고찰(千年古

刹) 법주사의 역사만큼 오래되었다. 553년에 창건된 법주사나 속

의 기록과 비슷하다. 현재 사내리에서 가장 오래된 자연마을인
사내골(현 사내1리)은 18세기 중반 정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

리산을 방문하기 위해 말티고개(馬峙岺)를 닦은 고려 태조의 이

하고 있다. 촌로(村老)들에 의하면, 사내골 토착민 중 가장 오래

야기 등을 통해서 삼국시대 이래로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

된 성씨인 동래 정(鄭)씨가 현재까지 7~8대 정도 내려오고 있

고 있다. 그러나 사내리에 사람이 살았던 시점과 현재 자리 잡고

는데, 이를 연수로 계산하면 200~250년 정도로 지리지에서 기

있는 자연마을 형성 시점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마을의 형성

록된 시점과 유사하다. 즉, 문헌기록과 마을 주민의 증언을 종합

과 쇠퇴는 역사의 흔적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해볼 때, 사내골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정착한 시점은 18세기 중
반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사내골은 지금까

가장 오래된 자연마을, 사내골

사내리의 인구 구성 등 마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지리지는 18세기 중・후반에 편찬된『여지도서』(1759)01

지 사내리에서 마을의 터가 변하지 않은 유일한 자연마을로 남
아 있으며,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자연마을을 대표하는 마
을로 자리 잡았다.

이다. 그 이전의 지리지는 대개 군현단위로 통합해서 기록되어
있으며, 방리(方里) 현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대동여지

청주로 나가는 길목, 청주나들이

도를 포함하여 조선후기에 양산된 고지도(古地圖)에도 속리면

청주나들이(현 사내2리 일부지역)라는 지명은 청주로 나가는

(俗離面)이라는 지명과 법주사, 속리산 등의 지명은 적혀 있지

길목으로 갈림길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것으로 청주를 왕래하던

만 마을 단위의 기록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여지도서』의 기록

이들을 상대로 근대까지도 상당수의 주막들이 밀집하였던 곳이

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서 사내리는 ‘舍乃洞里’로 표기

되어 있으며, “관아에서 동족으로 30리이다. 호적에 편성된 민호

었다. 이런 지명과 주막의 존재는 마을의 형성 시기를 유추해볼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주막은 조선사회가 점차 상업과 도시

는 28호이다. 남자는 45명이며, 여자는 49명이다.”라고 기록하

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늘

고 있다. 이후에 발간된 지리지에도 대동소이한 내용이 기록되

어나기 시작했다. 주막이 밀집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어 있다. 『충청도읍지』에는 사내동리는 “관문으로부터 동쪽으로

곧 그 시점이 빨라야 조선 후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내

30리 호수는 31호, 남자는 69명 여자는 52명이다.”라고 적고 있

리라는 지명이 법주사와 마을이 이어졌다는데서 연유한다는 의

으며, 『충청북도각군읍지』에는 사내동(舍乃洞)으로 지명이 호

미라고 볼 때 법주사 아래 자리 잡은 청주나들이는 사내골의 형

수나 인구 구성 등에서는 『여지도서』와 큰 차이가 없다. 『호구총

성 시점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01 『여지도서』는 1757년에서 1765년에 걸쳐 발간된 지리지이나 속리면의 해당되는 민호
의 기록은 1759년의 장적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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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자고 일로가면 청주를 빨리 간다는 얘

한 고립된 지리적 여건은 마을 주민이 더 단합을 할 수 있는 배

기야 소를 몰고. | 전은상(남, 1936년~2011년)

경이었고, 실제로 복조리 제작을 합동으로 하는 등 민판동 주민
의 생업활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새롭게 생긴 마을, 새텃말

새텃말은 말 그대로 새로운 터에 생긴 마을로 『한국지명총람』

사하촌이죠. 정말, 거기서는 참 재미있고 오순도순하게 살았는데,

에는 1907년에 신설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02 새텃말은 한자로

여기 관광지로 나오다보니까 휩쓸리다보니까 완전히 이쪽 물이 들

신기(新基)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조선지지자료』(1910)와

었어요. 그전에는 하다못해 이웃집에서 콩을 볶아 먹어도 노나 먹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이후 편찬된『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

고 그랬어요. 참 재미있었어요. [……] 고구마 캐도 노나 먹고 [……]

일람』의 기록에는 동구리(洞口里)로 표기되어 있다. 특히, 『조선

| 유근식(남, 1948년생)

지지자료』에는 새텃말에 주막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새텃말은 청주나들이나 사내골로 들어가기 위한 길목에 새
로 생긴 마을이라 할 수 있다.

민판동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사내리로 편입되었지만
1919년에 제작된 조선오만분의일지형도에는 사내동과 별도의 자
연마을로 표시되어 있다. 이 지도에는 자연마을은 표시되어 있지

백성을 잘 다스린 판서가 살았던 곳, 민판동

않고, 대부분 리 단위의 마을만을 표시했는데, 민판동을 사내리(지

민판동(民判洞)은 사내골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자연마을로

도에는 사내동으로 표기)와 같이 표기했다는 것은 행정구역 개편

꼽히는 곳으로 조선시대 초기 황참찬이라는 인물이 벼슬을 버

과는 별도로 민판동을 사내리와 같은 규모의 마을로 인정하고 있

리고 낙향하여 살던 곳으로 백성을 잘 다스린 판서가 머물고 묻

다는 것을 반증한다. 같은 맥락에서 1960년대까지 사내골에서는

힌 곳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동래 정씨는 비롯하여 엄씨, 박씨, 김씨 등이 주요 성씨를 구성하

현재 민판동은 사내3리에 해당되는 곳이지만 과거에는 사내

였지만 민판동은 권씨, 장씨, 주씨, 박씨 등이 주요 성씨를 구성하

골과 별도로 구분된 독립된 자연마을이었다. 민판동은 여적암

는 등 여전히 인근 마을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결국, 민

아래 자리 잡은 20호 남짓의 작은 규모의 마을이었고, 사내골에

판동은 마을이 재편되기 이전까지 사내골이나 청주나들이와 동일

서 약 3km정도 떨어져 있었다. 게다가 여적암골 가장 안쪽에 마

선상에서 볼 수 있는 마을이 아닌 독립적인 마을이었다.

을이 형성되어 있어서 외부로 나오기 위해서는 사내골을 지나

다른 사내리 마을이 합동으로 마을 자랑비를 건립한 것에 비

치거나 수정봉을 넘어 법주사 방향으로 내려와야만 했다. 이러

하여 사내3리는 별도로 마을 자랑비를 건립하여 지금까지도 독
립적인 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02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70, 149쪽.

민판동 전경

1959년 새텃말 전경(박홍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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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자고 일로가면 청주를 빨리 간다는 얘

한 고립된 지리적 여건은 마을 주민이 더 단합을 할 수 있는 배

기야 소를 몰고. | 전은상(남, 1936년~2011년)

경이었고, 실제로 복조리 제작을 합동으로 하는 등 민판동 주민
의 생업활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새롭게 생긴 마을, 새텃말

새텃말은 말 그대로 새로운 터에 생긴 마을로 『한국지명총람』

사하촌이죠. 정말, 거기서는 참 재미있고 오순도순하게 살았는데,

에는 1907년에 신설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02 새텃말은 한자로

여기 관광지로 나오다보니까 휩쓸리다보니까 완전히 이쪽 물이 들

신기(新基)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조선지지자료』(1910)와

었어요. 그전에는 하다못해 이웃집에서 콩을 볶아 먹어도 노나 먹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이후 편찬된『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

고 그랬어요. 참 재미있었어요. [……] 고구마 캐도 노나 먹고 [……]

일람』의 기록에는 동구리(洞口里)로 표기되어 있다. 특히, 『조선

| 유근식(남, 1948년생)

지지자료』에는 새텃말에 주막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새텃말은 청주나들이나 사내골로 들어가기 위한 길목에 새
로 생긴 마을이라 할 수 있다.

민판동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사내리로 편입되었지만
1919년에 제작된 조선오만분의일지형도에는 사내동과 별도의 자
연마을로 표시되어 있다. 이 지도에는 자연마을은 표시되어 있지

백성을 잘 다스린 판서가 살았던 곳, 민판동

않고, 대부분 리 단위의 마을만을 표시했는데, 민판동을 사내리(지

민판동(民判洞)은 사내골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자연마을로

도에는 사내동으로 표기)와 같이 표기했다는 것은 행정구역 개편

꼽히는 곳으로 조선시대 초기 황참찬이라는 인물이 벼슬을 버

과는 별도로 민판동을 사내리와 같은 규모의 마을로 인정하고 있

리고 낙향하여 살던 곳으로 백성을 잘 다스린 판서가 머물고 묻

다는 것을 반증한다. 같은 맥락에서 1960년대까지 사내골에서는

힌 곳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동래 정씨는 비롯하여 엄씨, 박씨, 김씨 등이 주요 성씨를 구성하

현재 민판동은 사내3리에 해당되는 곳이지만 과거에는 사내

였지만 민판동은 권씨, 장씨, 주씨, 박씨 등이 주요 성씨를 구성하

골과 별도로 구분된 독립된 자연마을이었다. 민판동은 여적암

는 등 여전히 인근 마을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결국, 민

아래 자리 잡은 20호 남짓의 작은 규모의 마을이었고, 사내골에

판동은 마을이 재편되기 이전까지 사내골이나 청주나들이와 동일

서 약 3km정도 떨어져 있었다. 게다가 여적암골 가장 안쪽에 마

선상에서 볼 수 있는 마을이 아닌 독립적인 마을이었다.

을이 형성되어 있어서 외부로 나오기 위해서는 사내골을 지나

다른 사내리 마을이 합동으로 마을 자랑비를 건립한 것에 비

치거나 수정봉을 넘어 법주사 방향으로 내려와야만 했다. 이러

하여 사내3리는 별도로 마을 자랑비를 건립하여 지금까지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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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70, 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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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내리 지명유래

은 아녀.

조선시대 보은현 고지도(서울대학교 규장각 제공)

신라 때부터 생긴 게 절이고, 절에서 심부름을 하던 일꾼들이나 이

청주나들이나 민판동 등과 같은 자연마을의 지명유래에 대해

런 사람들이 스님들하고 떨어져 살기 위해서 집을 한두 채 움막을

서 마을 주민이 대개 한 곳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반면, 사내리에

짓고 살다 보니까 이게 부락이 생긴 거지. 원래 역사를 보면 사내

대해서는 마을 내 주민들이나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리라는 것이 이조 초기 때나 고려시대 때 나오지 않아. | 문찬조(남,

마을이 법주사와 같이 있어 사내리의 ‘사’를 ‘寺’로 해석하여 ‘절

1938년생)

안의 마을(寺內)’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네이버 백과사
전』에 표기된 사내리의 한자도 이와 같으며, 이영택(1986)은 ‘舍

乃’는 원래 ‘寺內’였던 것이 바뀐 것으로 판단하였다.03 『한국지
명총람』(1970)에서는 한자는 올바르게 표기하고 있지만 해석은
“법주사가 있으므로 사내골 또는 사내동이라 하였다” 고 봄으
04

로써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은, 사내리는 것이 집사(舍)자에 이어내(乃)자거든.
그래서 절하고 동네하고 딱 닿았다는 거여. 집이. 그래서 사내리라
는 이름이 생겼디야. [……] 근데 여기서부터 저쪽에 호텔 있는 이
쪽으로 쭉 마루가 있어서 연결이 되었다는 거여. 마을하고 절하고.
| 권인석(남, 1932년생)
1750년대 초 해동지도

다음으로는 본래 사내골 뒤쪽으로 사내사(舍乃寺)라는 절이
있어 지명에 영향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내용은 현 속리

사내리 마을 자랑비가 건립될 당시에는 마을 내부에서는 두

산관광안내소 옆에 위치한 사내리 마을 유래비에 적혀 있으며,

번째 견해를 따랐다.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박용주는 청주나들

마을 토착민 중 한 명인 박용주(남, 1927년생)도 이와 같은 의견

이 토박이였고, 다른 이들은 대부분 마을에 들어온 지 30년도 되

을 개진하였다. 이 의견은 역시 해당하는 절은 다르지만 사내리

지 않은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가 사하촌(寺下寸)이라는 배경에서 유래를 찾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의견에 대해서는 마을 내부에서도 상당수 의문

마지막으로 사내리는 “집이 이어져 내려온 마을”로 해석하는

경우다. 한문 그대로 집들이 법주사로부터 이어져 내려와 형성
된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문찬조(남, 1938년생)

19세기 전반 광여도

을 갖고 있다. 사내사라는 절에 대한 기록이나 전설, 절터 등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이런 시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의견 역시 과거 지리지에는 모두 ‘舍乃’

에 따르면, 도시계획 이전인 1960년대까지만 해도 사내리 전답

로 표기하였고 ‘寺內’는 어디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다는 점

이나 개천 바닥에도 절터나 집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기조각

에서 오기(誤記)이거나 절 밑 마을이라는 편견에서 시작된 의

이나 기와조각 등이 자주 발견되었었다고 한다.

견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마을 내에서 가장 설득력 있
는 지명유래는 마지막 의견으로 보고 있다. 한자의 본뜻과 가장

한문 그대로예요. 집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집이 어떻게 이어졌냐하

유사하며, 마을에서 나오는 집터의 흔적이나 청주나들이 마을이

면 지금 저수지 있죠 올라가면? 그 저수지 안에 동네가 있었어요. 거

법주사와 붙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기서부터 지금 여기 야영장 잔디밭 같은 조각공원 뒤로 그 길 폭포
있는 데까지 폭포 만들어놨죠? (조사자: 용머리 폭포?) 거기가 동네
끝이예요. | 안춘석(남, 1955년생)

1861년 대동여지도

그래 이 사내리라는데는 옛날에는 이 사내리가 왜 생겼는가하면
이게 민가가 생기기 전에는 이 전체가 산이여 이기. 그래가지고 산
인데, 절에서 스님들이 와서 골짜기에 댕기면 움막을 짓고 살다보
니 동네가 된 건데, 이기 고려나 신라 때부터 이 동네가 생겼던 것

03 이영택, 『한국의 지명』, 태평사, 1986, 95쪽.
1872년 지방도

조선후기 법주사 전도(법주사 제공)

04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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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이영택, 『한국의 지명』, 태평사, 1986, 95쪽.
1872년 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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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70.

024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02. 사내리의 과거

| 025

(3) 마을의 재편

는 시루목이라고도 부르는데, 시루목이 한자로 증항(甑項)이라

도시계획

어요. | 유근식(남, 1948년생)

는 점에서 정감록에서 말하는 증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주장

1970년 도시계획은 사내리의 자연마을이 완전히 재편되는 결

하였다. 물론 소리목은 근대 시기에 발행한 지도에 송현(松峴)

정적인 계기였다. 도시계획을 실시하게 되면서 청주나들이 오리

당시 사내3리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던 마을회관이 부서질 정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사내골, 청주나들이, 새텃말, 민

이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숲에 위치했던 기존 구상가를 완전히 철거하고 청주나들이와 아

도로 산사태의 위력은 대단 하였다. 운 좋게 살아남은 몇몇 건물

판동 등 4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던 사내리는 해방이후부터 6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피난민들이 소리목에 거주했다는 것은 피

우너미 일대에 있는 가옥들도 전부 이전하게 되었다. 새텃말 일

을 제외하고 사내3리의 모든 가옥들은 흔적조차 남지 않고 떠

・25 전쟁 전후시기에 새로운 마을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속리

난민들이 소리목을 십승지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은 충분

대에 신상가가 들어서면서 당연히 새텃말에 있던 가옥들도 이

내려가게 되었다.

산 일대의 다른 마을처럼 사내리에도 피난민들이 정착한 것이

하다. 소리목에 살았던 사람들은 화전정리가 실시되었던 1970

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계획을 통해 골짜기를 중심으로 흩

다. 당시, 속리산 일대의 피난민들이 많이 몰린 것은 정감록(鄭

년대 중반부터 홍수 피해를 입은 1980년대에 고개 아래 수정동

어져 있던 주거지역이 사내천을 경계로 하여 사내골 일대에 광

마을회관도 넘어질 때 보니까 마을회관이 이거(현재 마을회관)보

으로 내려왔다. 지금도 소수이지만 수정동을 중심으로 당시 정

범위하게 넓어지게 되었다. 청주나들이와 아우너미, 소리목 주

다 컸었어요. 물이 가뜩 들어가니까 이 밑에가 먼저 터지더라고요.

착했던 피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민이 모인 수정동은 기존의 자연마을인 민판동이나 사내골보다

압력을 못 버티어서 벽이 밑에서 먼저 터져 나가면서 주저 안더라

피난민의 유입

鑑錄)의 영향이 컸다.05 정감록은 조선시대 이래 민간에 널리 유
포되어온 대표적인 예언서였고, 특히 일제강점기부터는 서북지
방을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조선후기부터 일제강점기

아우너미 역시 피난민들이 주로 모여 사는 마을이었다. 아우

더 큰 규모의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다. 사내5리도 아우너미 주

고요. 슬레이트로 했던 마을회관이 상당히 컸었어요. | 유근식(남,

를 거쳐 6.25전쟁까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되면서 현실을

너미는 초가집이나 판잣집이 모여 있는 소규모 마을이었으나 인

민 일부와 새텃말 주민이 이주하면서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었

1948년생)

도피할 수 있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함으로서 불안한 민심을 해

근에 있는 청주나들이 지역이 1960년대 이후, 관광지화 되면서

다. 따라서 도시계획 당시만 해도 사내1・2・3리로 구분되어 있

결할 수 있는 십승지(十勝地)로 이주하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

더불어 주민이 증가하였다. 소리목과 아우너미 이외에도 1960

었던 사내리는 이후 사내1리에서 사내5리가, 사내2리에서 사내

한 것이다. 속리산의 증항(甑項)06은 십승지 중 하나였기 때문에

년까지도 현 레이크힐스 호텔 앞 다리 밑에도 사람들이 작은 촌

6리가 사내3리에서 사내4리가 각각 분리되었다.

07

많은 피난민들이 속리산의 입구인 사내리에도 몰려들었다.

사내리에서는 ‘소리목’과 ‘아우너미’(아우동)에 많은 피난민들

락을 이뤘다고 전해진다.
7.22 홍수

이 정착하였다. 두 지역은 산속 골짜기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

소방서 앞에 다리 있잖아. 그게 지금보다 약했어. 근데 다리발이 있

1980년 이전부터 사내리에 거주하고 있었던 주민이라면 7.22

히 소리목은 화전을 일구기에 적합하여 생활터전이 없는 피난민

으면 한 다리발 밑에 [……] 거기다가 살림을 차렸었어. 요즘같이 비

라는 숫자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1980년 7월 22일, 보은 지

들이 정착하기에 좋았다. 어떤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

오면 다 떠내려가지. 여럿이 살았어. | 백영한(남, 1957년생)

역을 강타한 폭우로 인해 사내리 전체가 물에 잠긴 날이기 때문

는 사람보다 화전 경작이 수확량이 좋아 더 잘 사는 경우도 많았

이다. 사내리는 천왕봉에서 내려오는 사내천이 마을을 관통하

다고 한다. 유근식(남, 1948년생)에 따르면, 소리목은 소로목 또

고 있기 때문에 항상 수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기록적
인 폭우가 쏟아진 이날은 사내리가 또 다시 새롭게 재편되는 계
기가 되었다.

05 성병희는 풍기지역을 사례로 정감록 사상에 영향을 받은 이주민의 이주과정을 정

홍수 피해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상가지역(현 사내2・6리)

치・사회적 사건을 중심으로 세 시기로 나누었는데, 1차 이동(19세기 중엽~1910년 이

보다는 주거지역(현 사내1・3・4・5리) 지역의 피해가 더 컸

전), 2차 이동(1910년~1945년 8・15광복 이전), 3차 이동(1945년 광복~1953년 한국
전쟁 종료)으로 구분하였다. 사내리의 경우, 3차 이동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성

다. 상가지역은 도시계획 당시 상하수도 시설과 제방 시설을 어

병희, 「풍기에 정착한 서도민의 이주과정」, 『민속연구』제3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느 정도 갖추어 비교적 피해가 적었지만 주거지역은 상가지역보

1993. 참고.

다 지대(地帶)도 낮은데다가 산 밑에 집이 있는 경우가 산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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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교류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된 협의회는 최근 분기별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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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지역이 속리산면과 상주시 화북면 두 곳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현재 속리산면
에서는 구병리를 십승지의 유력한 후보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다.

026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저 위에 가면 방 두 개만한 바우를 이쪽에 있던 것을 저쪽에 갔다
수정초등학교 옆길이 소리목으로 진입하는 길이다.

가 훌렁 뒤집어서 갔다 놨어요. [……] 지금도 여적암 앞에 가면 있

당시 신문 1면을 장식한 보은 일대 대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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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의 재편

는 시루목이라고도 부르는데, 시루목이 한자로 증항(甑項)이라

도시계획

어요. | 유근식(남, 1948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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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폭우가 쏟아진 이날은 사내리가 또 다시 새롭게 재편되는 계
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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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차 이동(1910년~1945년 8・15광복 이전), 3차 이동(1945년 광복~1953년 한국
전쟁 종료)으로 구분하였다. 사내리의 경우, 3차 이동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성

다. 상가지역은 도시계획 당시 상하수도 시설과 제방 시설을 어

병희, 「풍기에 정착한 서도민의 이주과정」, 『민속연구』제3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느 정도 갖추어 비교적 피해가 적었지만 주거지역은 상가지역보

1993. 참고.

다 지대(地帶)도 낮은데다가 산 밑에 집이 있는 경우가 산사태

06 속리산에 4증 8항이 전해온다. 4증은 동증・서증・남증・북증이고 8항은 가항・갈

의 위험이 더 컸었다. 특히 사내3리 지역은 마을이 골짜기 바로

항・오항・불항・구항・사자항・취항・상자항이다. 대동여지도에도 구봉산 아래 증항

아래 위치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산사태 피해를 입었다.

이라는 지명이 표시되어 있으나 현재는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다양한
설이 제기되고 있다.
07 최근 속리산면은 다른 십승지 지역에 해당하는 읍・면인 가야면, 무풍면, 변산면, 속리

자연 홍수인데 400㎜가 넘게 왔었어요. 근데 그 전에도 비가 며칠

산면, 영월읍, 용문면, 운봉읍, 유구읍, 춘양면, 풍기읍, 화북면과 함께 읍・면장 협의회를

간 계속 꾸준히 왔었어요. 그때 비가 온 다음에 갑자기 그날 10시

조직하였다. “십승지라는 배경을 같이 하는 각 읍・면장 간에 이를 테마로 미래지향적인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조선 십승지 읍・면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매결연과 상호교류를

서부터 퍼 부은 거예요. 9시 10시 요때까지는 천천히 오다가 팍 퍼

통한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적, 물적, 정보의 지속적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땅이 흐물흐물해지면서

인 교류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된 협의회는 최근 분기별로 모

지진 난 것처럼 울리더라고요. 산사태가 무지하게 났는데 지금도

임을 갖고 지속적인 교류를 펼치고 있다. 여기서 읍・면이 11개인 이유는 속리산 증항에
해당하는 지역이 속리산면과 상주시 화북면 두 곳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현재 속리산면
에서는 구병리를 십승지의 유력한 후보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다.

026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저 위에 가면 방 두 개만한 바우를 이쪽에 있던 것을 저쪽에 갔다
수정초등학교 옆길이 소리목으로 진입하는 길이다.

가 훌렁 뒤집어서 갔다 놨어요. [……] 지금도 여적암 앞에 가면 있

당시 신문 1면을 장식한 보은 일대 대홍수

02. 사내리의 과거

| 027

사내3리 주민을 포함하여 주거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가재도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홍수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

네 80년도에 여기 전면 이주를 했어요. 35호가 전면 이주를 해서 요

구 하나 제대로 건지지 못한 채 상가지역으로 서둘러 대피하였

버린 것이었다. 현재 사내리 주거지역의 가옥들 중 1980년대 이

로 내려 왔는데 [……] 여기 다 내려와 있고 거기도 몇 집 남았는데 요

다. 상가지역도 홍수 피해가 있기는 마찬가지였으나 숙박시설의

전 건물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데, 모두 홍수 피해로 인해 새로

번에 법주사 주지스님이 거기다가 절을 또 하나 지어요. 그 마을에다

경우, 2~3층 건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임시 피난처로 활용할 수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다. 특히, 사내3리는 마을 전체가 터를 옮

가. | 유근식(남, 1948년생)

있었다. 사내1리에 거주하고 있는 김창훈(남, 1958년생)도 사내

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였다. 본 터에 새롭게 집을 짓기에는 당

1리로 이사 온 첫 해에 홍수가 나면서 급히 여관으로 피난을 갔

장 복구 작업도 어려웠고, 홍수 피해의 위험이 여전히 있었기 때

사내3리 지역이 홍수로 인하여 현재의 위치로 마을이 옮겨지

다고 한다. 또한 대형주차장도 물에 잠겨 버스들이 현재 사내2리

문에 약 5리 정도 마을 밑으로 내려와 마을을 다시 형성하기로

면서 주민의 생활권도 비로소 사내리에 흡수되기 시작하였다.

노인정이 있는 곳으로 대피하기도 하였다. 인명 및 재산피해도

하였다. 이에 따라 35호 전체가 본래 논이었던 지역을 법주사로

이전까지 대부분의 가정이 농업과 복조리 제작 등에 몰두 했던

속출하였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몇몇 주민의 소중한 목숨을 앗

부터 임대를 허가 받아 새롭게 집을 지었다. 군으로부터 보조금

사내3리 주민들은 홍수 이후 상가지역과 주거지역이 더욱 가까

100만원과 자비 100만원 그리고 융자금을 더해 여름 내 천막생

워지면서 식당이나 여관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

활을 참아 가며 새로운 마을을 일구었다. 현재 사내3리 주거지

기 시작하였다. 현재도 성수기 때 아르바이트로 상가지역에 일

탱크를 홍수의 원인으로 여기기도 하였다. 사내1리 산신각에서

역의 집들이 대동소이하고 마을 전체의 구조가 구역으로 형성된

하고 있는 주민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모자바위 쪽으로 올라가는 능선에는 속리산 관광호텔에서 사용

것은 이런 연유에서 기인한다.

아갔고, 각종 질환에 시달렸다. 또한 농작물 피해도 심각하였다.
홍수 피해 이후, 일부 사내리 주민들은 수정봉 능선에 있는 물

1980년 홍수 당시 속리산 비로산장의 축대가 무너진 모습.

하는 물탱크가 있는데, 이 지역은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거북
이 형상으로 거북이의 목을 물탱크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부정
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게다가 한 주민에 따르

이라 이전부터 좋지 않은 기운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사내

다시 일어서는 복조리 마을
수마에 휩쓸렸던 보은 내속리면 금암

1리 산제당이 거북이 머리 부분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물탱크와

“집 잃었어도 3백년전통 중단 못해”

면, 물탱크가 있던 지역은 1970년대 밀장(蜜葬)이 성행했던 곳

밀장으로 인해 산신이 노(怒)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구정 앞두고 마을 전체가 바쁜 일손
수정봉 능선에 있는 물탱크

복조리마을을 다시 일으키자, 수해마을 주민이 구정 대목을 앞두고 복조리를 만드느라 일손이
한창이다. 지난해 여름 수재와 산사태에 휩쓸려 흔적만 겨우 남았었던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
내3구 금암마을.

수해보은에 집단질환
농업용수로 준설 늦어 벼 포기도 시들어

집과 가재를 송두리째 빼앗긴 지난해의 상처를 달래며 이 마을 19가구 1백여 주민들은 3백년을
이어온 마을의 전통 복조리를 엮느라 농한기에도 쉴 새가 없다.
금암마을에 복조리 엮기가 재개된 것은 지난 11월 초부터. 여름 내 천막생활을 이겨내며 새마을

7.22수해를 당한 충북 보은 군내 곳곳에서 설사 등 수인성 질환이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복구용 장비부족으로 농업용수로

을 일궈 입주한 것이 10월말이었기 때문에 예년보다 넉 달이나 늦었다.

를 준설하지 못해 벼 포기가 시들어 가고 있다.

지난해 7월 22일 오전 보은을 휩쓴 홍수로 사내3구는 28가구 중 19가구가 가재도구 하나 건지

26일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 원평교회에 집단 수용중인 2백여명의 이재민 가운데 60여명이 설사를 시달리고 있으며 내속리면 사내리

지 못한 채 집들이 물결에 휩쓸렸다.

1,3,4구 주민 10명도 배앓이를 하고 있다.

속리산 계곡을 따라 마을 앞을 흐르는 계곡물이 60여 군데의 산사태와 함께 마을을 온통 파내

현지에 급파된 기동방역단은 이들의 진료를 마친 뒤 가검물을 채취, 검사를 의뢰했다. 또 회수면 회인국교에 수용된 이재민 10명도

려 간 것. 다행히 인명 피해는 한명도 없었지만 집은 물론 생활의 터전인 복조리 공동작업장마

피부질환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

저 흔적도 없어졌다.

한편 산사태로 농업용수로가 막혀 논에 물을 대지 못하는 내속리면 사내리 주민 10여명은 군재해대책 본부에 찾아와 하천 및 용수로

그러나 주민들은 실망하지 않았다. 집이 서있던 민판동에서 5리 남짓 아래쪽에 터를 닦아 새집을

준설에 필요한 불도저와 포크레인 등을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지었다. 보조금 1백만원과 자비 1백만원 융자금 3백만원을 들여 주민이 땀 흘린 보람으로 18평짜리 새집 19채가 들어섰고 마을 이름

기사원문

도 유명종 군수가 병풍처럼 둘러쳐진 마을 뒤 바위 이름을 따 지은 금암 마을로 바꿨다. [……]
동아일보 1980년 7월 28일

028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동아일보 1981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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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3리 주민을 포함하여 주거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가재도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홍수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

네 80년도에 여기 전면 이주를 했어요. 35호가 전면 이주를 해서 요

구 하나 제대로 건지지 못한 채 상가지역으로 서둘러 대피하였

버린 것이었다. 현재 사내리 주거지역의 가옥들 중 1980년대 이

로 내려 왔는데 [……] 여기 다 내려와 있고 거기도 몇 집 남았는데 요

다. 상가지역도 홍수 피해가 있기는 마찬가지였으나 숙박시설의

전 건물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데, 모두 홍수 피해로 인해 새로

번에 법주사 주지스님이 거기다가 절을 또 하나 지어요. 그 마을에다

경우, 2~3층 건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임시 피난처로 활용할 수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다. 특히, 사내3리는 마을 전체가 터를 옮

가. | 유근식(남, 1948년생)

있었다. 사내1리에 거주하고 있는 김창훈(남, 1958년생)도 사내

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였다. 본 터에 새롭게 집을 짓기에는 당

1리로 이사 온 첫 해에 홍수가 나면서 급히 여관으로 피난을 갔

장 복구 작업도 어려웠고, 홍수 피해의 위험이 여전히 있었기 때

사내3리 지역이 홍수로 인하여 현재의 위치로 마을이 옮겨지

다고 한다. 또한 대형주차장도 물에 잠겨 버스들이 현재 사내2리

문에 약 5리 정도 마을 밑으로 내려와 마을을 다시 형성하기로

면서 주민의 생활권도 비로소 사내리에 흡수되기 시작하였다.

노인정이 있는 곳으로 대피하기도 하였다. 인명 및 재산피해도

하였다. 이에 따라 35호 전체가 본래 논이었던 지역을 법주사로

이전까지 대부분의 가정이 농업과 복조리 제작 등에 몰두 했던

속출하였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몇몇 주민의 소중한 목숨을 앗

부터 임대를 허가 받아 새롭게 집을 지었다. 군으로부터 보조금

사내3리 주민들은 홍수 이후 상가지역과 주거지역이 더욱 가까

100만원과 자비 100만원 그리고 융자금을 더해 여름 내 천막생

워지면서 식당이나 여관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

활을 참아 가며 새로운 마을을 일구었다. 현재 사내3리 주거지

기 시작하였다. 현재도 성수기 때 아르바이트로 상가지역에 일

탱크를 홍수의 원인으로 여기기도 하였다. 사내1리 산신각에서

역의 집들이 대동소이하고 마을 전체의 구조가 구역으로 형성된

하고 있는 주민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모자바위 쪽으로 올라가는 능선에는 속리산 관광호텔에서 사용

것은 이런 연유에서 기인한다.

아갔고, 각종 질환에 시달렸다. 또한 농작물 피해도 심각하였다.
홍수 피해 이후, 일부 사내리 주민들은 수정봉 능선에 있는 물

1980년 홍수 당시 속리산 비로산장의 축대가 무너진 모습.

하는 물탱크가 있는데, 이 지역은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거북
이 형상으로 거북이의 목을 물탱크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부정
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게다가 한 주민에 따르

이라 이전부터 좋지 않은 기운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사내

다시 일어서는 복조리 마을
수마에 휩쓸렸던 보은 내속리면 금암

1리 산제당이 거북이 머리 부분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물탱크와

“집 잃었어도 3백년전통 중단 못해”

면, 물탱크가 있던 지역은 1970년대 밀장(蜜葬)이 성행했던 곳

밀장으로 인해 산신이 노(怒)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구정 앞두고 마을 전체가 바쁜 일손
수정봉 능선에 있는 물탱크

복조리마을을 다시 일으키자, 수해마을 주민이 구정 대목을 앞두고 복조리를 만드느라 일손이
한창이다. 지난해 여름 수재와 산사태에 휩쓸려 흔적만 겨우 남았었던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
내3구 금암마을.

수해보은에 집단질환
농업용수로 준설 늦어 벼 포기도 시들어

집과 가재를 송두리째 빼앗긴 지난해의 상처를 달래며 이 마을 19가구 1백여 주민들은 3백년을
이어온 마을의 전통 복조리를 엮느라 농한기에도 쉴 새가 없다.
금암마을에 복조리 엮기가 재개된 것은 지난 11월 초부터. 여름 내 천막생활을 이겨내며 새마을

7.22수해를 당한 충북 보은 군내 곳곳에서 설사 등 수인성 질환이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복구용 장비부족으로 농업용수로

을 일궈 입주한 것이 10월말이었기 때문에 예년보다 넉 달이나 늦었다.

를 준설하지 못해 벼 포기가 시들어 가고 있다.

지난해 7월 22일 오전 보은을 휩쓴 홍수로 사내3구는 28가구 중 19가구가 가재도구 하나 건지

26일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 원평교회에 집단 수용중인 2백여명의 이재민 가운데 60여명이 설사를 시달리고 있으며 내속리면 사내리

지 못한 채 집들이 물결에 휩쓸렸다.

1,3,4구 주민 10명도 배앓이를 하고 있다.

속리산 계곡을 따라 마을 앞을 흐르는 계곡물이 60여 군데의 산사태와 함께 마을을 온통 파내

현지에 급파된 기동방역단은 이들의 진료를 마친 뒤 가검물을 채취, 검사를 의뢰했다. 또 회수면 회인국교에 수용된 이재민 10명도

려 간 것. 다행히 인명 피해는 한명도 없었지만 집은 물론 생활의 터전인 복조리 공동작업장마

피부질환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

저 흔적도 없어졌다.

한편 산사태로 농업용수로가 막혀 논에 물을 대지 못하는 내속리면 사내리 주민 10여명은 군재해대책 본부에 찾아와 하천 및 용수로

그러나 주민들은 실망하지 않았다. 집이 서있던 민판동에서 5리 남짓 아래쪽에 터를 닦아 새집을

준설에 필요한 불도저와 포크레인 등을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지었다. 보조금 1백만원과 자비 1백만원 융자금 3백만원을 들여 주민이 땀 흘린 보람으로 18평짜리 새집 19채가 들어섰고 마을 이름

기사원문

도 유명종 군수가 병풍처럼 둘러쳐진 마을 뒤 바위 이름을 따 지은 금암 마을로 바꿨다. [……]
동아일보 1980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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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마을 위치 변화
여기에서는 앞서 설명한 사내리의 자연마을 형성과 마을의 재편
과정을 근대 이후 작성된 시대별 지도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는 일제가 한반도를 침략할 목적으로 비
밀리에 제작한 지도이다. 한일합병조약 이후인 1911년에 발행되

사용으로 제작되어 자연마을의 구체적인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

다. 비록 이 지도에는 자연마을의 명칭이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있다. 사내골과 청주나들이의 경우 취락의 형태를 별도로 표기

지만 표시된 몇몇 가옥들을 통해 사내골, 새텃말, 민판동 등의 존

가옥들의 표시된 위치가 제보자들의 구술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고 있다. 이 시기만 해도 사내골은 현 우정닭집 아래로는 가옥

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사내리의 명

사내골과 청주나들이, 민판동의 가옥 수는 비슷한 것으로 보이

이 존재하지 않았었다. 새텃말의 경우도 좀 더 가옥이 늘어난 것

칭을 다른 지리지나 지도와 다르게 ‘舍那里’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토착민을 중심으로 사내리는 ‘사나골’ 또는 ‘사내골’로 불
리는데, ‘那’가 ‘나’ 또는 ‘내’로 독음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지만 새텃말은 이보다는 더 작은 마을 단위로 보인다. 흥미로운

을 확인할 수 있고, 민판동은 동일한 위치에 ‘민판골’로 표기되어

점은 앞서 설명했듯이 민판동이 자연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리 단

있다. 이 시기쯤 생성된 피난촌의 경우, 소리목은 취락이 표시되

위 마을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어 있지 않았으나 아우너미의 경우, 청주나들이와 맞닿은 쪽으

었지만 조사 시점은 1890년대 후반부터라고 알려져 있어 19세기

1919년에 제작된 조선오만분의일지형도에서는 사내골과 청

1956년에 삼능공업사에서 제작한 『충청북도』 1 : 50,000 지도

후반의 사내리를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지도는 군

주나들이, 민판동, 새텃말 등의 자연마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

에는 좀 더 명확하게 자연마을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77년에 발행되었지만 촬영은 도시계획 실시 직전인 1970

민판동

법주사
사내골
청주나들이

민판동

새텃말

자연마을

1911년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

법주사

1919년 조선오만분의일지형도

소리목
사내골

청주나들이

새텃말

아우너미
자연마을
피난민촌

1956년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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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마을 위치 변화
여기에서는 앞서 설명한 사내리의 자연마을 형성과 마을의 재편
과정을 근대 이후 작성된 시대별 지도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는 일제가 한반도를 침략할 목적으로 비
밀리에 제작한 지도이다. 한일합병조약 이후인 1911년에 발행되

사용으로 제작되어 자연마을의 구체적인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

다. 비록 이 지도에는 자연마을의 명칭이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있다. 사내골과 청주나들이의 경우 취락의 형태를 별도로 표기

지만 표시된 몇몇 가옥들을 통해 사내골, 새텃말, 민판동 등의 존

가옥들의 표시된 위치가 제보자들의 구술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고 있다. 이 시기만 해도 사내골은 현 우정닭집 아래로는 가옥

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사내리의 명

사내골과 청주나들이, 민판동의 가옥 수는 비슷한 것으로 보이

이 존재하지 않았었다. 새텃말의 경우도 좀 더 가옥이 늘어난 것

칭을 다른 지리지나 지도와 다르게 ‘舍那里’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토착민을 중심으로 사내리는 ‘사나골’ 또는 ‘사내골’로 불
리는데, ‘那’가 ‘나’ 또는 ‘내’로 독음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지만 새텃말은 이보다는 더 작은 마을 단위로 보인다. 흥미로운

을 확인할 수 있고, 민판동은 동일한 위치에 ‘민판골’로 표기되어

점은 앞서 설명했듯이 민판동이 자연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리 단

있다. 이 시기쯤 생성된 피난촌의 경우, 소리목은 취락이 표시되

위 마을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어 있지 않았으나 아우너미의 경우, 청주나들이와 맞닿은 쪽으

었지만 조사 시점은 1890년대 후반부터라고 알려져 있어 19세기

1919년에 제작된 조선오만분의일지형도에서는 사내골과 청

1956년에 삼능공업사에서 제작한 『충청북도』 1 : 50,000 지도

후반의 사내리를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지도는 군

주나들이, 민판동, 새텃말 등의 자연마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

에는 좀 더 명확하게 자연마을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77년에 발행되었지만 촬영은 도시계획 실시 직전인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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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실시한 신판 1 : 25,000 지형도는 가장 정확하게 자연마을

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오리숲 일대에 빼곡히 가옥이 들

업을 거친 것으로 자연마을의 명칭이 그대로 남아 있고 민판동의

장되어 주거지역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사내5리의 경우, 아우

의 형태가 표시되어 있다. 앞의 지도가 1 : 50,000 지도임에 반

어선 것을 통해 당시 상가들이 밀접해 있던 상황을 확인할 수 있

경우, 홍수 이전의 가옥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오류가 있지만 현재

너미 주민의 일부가 이주한 곳이었다. 또한 청주나들이와 아우너

해 이 지도는 1 : 25,000 지도라 더 자세하고 자연마을의 명칭까

으며, 수정동에도 1956년 지도와 비교했을 때 많은 가옥들이 들

새롭게 재편되어 있는 마을도 표시되어 있어 마을의 재편을 파악

미 주민이 이주한 수정동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커졌으며, 민

지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판동을 제외하고 명칭

어선 것을 알 수 있다.

하는데 유용하다. 우선, 1970년 도시계획 실시로 인해 청주나들이

판동에 해당하는 사내3리는 홍수로 인해 사내4리 위쪽으로 이주

이 표시되지 않았던 청주나들(이)이나 사내골, 새터(말)의 명칭

1977년 지도와 같은 척도로 발행된 1992년 지형도는 사내리

지역에 몰려 있던 상가들이 새텃말을 포함한 전답지역으로 이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현재 주거지역의 경우, 사내1리만

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 당시에는 관광지화가 이뤄진 시점이

의 마을이 완전히 재편된 것을 확인시켜준다. 현재의 모습과도

하고 청주나들이는 녹지지역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

이 터가 바뀌지 않고 마을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자연마을들은

기 때문에 청주나들이와 아우너미 일대의 많은 가옥들이 밀집

거의 차이가 없는 이 지형도는 1977년 지도를 바탕으로 수정작

내골에 해당하는 사내1리만 주거지역이 있던 것이 위 아래로 확

다양한 재편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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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텃말
아우너미

1977년 신판 1 : 25,000 지형도 국립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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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실시한 신판 1 : 25,000 지형도는 가장 정확하게 자연마을

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오리숲 일대에 빼곡히 가옥이 들

업을 거친 것으로 자연마을의 명칭이 그대로 남아 있고 민판동의

장되어 주거지역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사내5리의 경우, 아우

의 형태가 표시되어 있다. 앞의 지도가 1 : 50,000 지도임에 반

어선 것을 통해 당시 상가들이 밀접해 있던 상황을 확인할 수 있

경우, 홍수 이전의 가옥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오류가 있지만 현재

너미 주민의 일부가 이주한 곳이었다. 또한 청주나들이와 아우너

해 이 지도는 1 : 25,000 지도라 더 자세하고 자연마을의 명칭까

으며, 수정동에도 1956년 지도와 비교했을 때 많은 가옥들이 들

새롭게 재편되어 있는 마을도 표시되어 있어 마을의 재편을 파악

미 주민이 이주한 수정동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커졌으며, 민

지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판동을 제외하고 명칭

어선 것을 알 수 있다.

하는데 유용하다. 우선, 1970년 도시계획 실시로 인해 청주나들이

판동에 해당하는 사내3리는 홍수로 인해 사내4리 위쪽으로 이주

이 표시되지 않았던 청주나들(이)이나 사내골, 새터(말)의 명칭

1977년 지도와 같은 척도로 발행된 1992년 지형도는 사내리

지역에 몰려 있던 상가들이 새텃말을 포함한 전답지역으로 이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현재 주거지역의 경우, 사내1리만

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 당시에는 관광지화가 이뤄진 시점이

의 마을이 완전히 재편된 것을 확인시켜준다. 현재의 모습과도

하고 청주나들이는 녹지지역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

이 터가 바뀌지 않고 마을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자연마을들은

기 때문에 청주나들이와 아우너미 일대의 많은 가옥들이 밀집

거의 차이가 없는 이 지형도는 1977년 지도를 바탕으로 수정작

내골에 해당하는 사내1리만 주거지역이 있던 것이 위 아래로 확

다양한 재편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민판동

법주사
법주사
사내 3리

사내 4리
수정동
사내 1리

사내 2·6리

사내골

사내 5리
청주나들이

새텃말
아우너미

1977년 신판 1 : 25,000 지형도 국립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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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민촌

상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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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구십리(九九十里), 사내리

이지는 않으나 대전 68km, 청주 69km 등 인근의 큰 도시와 거
리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상징적으로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표

사내리는 보은군 속리산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속리산면의

현이라 볼 수 있다.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사내리가 속한 속리산면은 삼년산군

입을 속리산 여행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 태조 왕건이 닦았다는 말티고개는 속리산면과 장안면
경계에 있으며, 해발 800ｍ의 높은 고개이다. 태조 행차 후 얇

확인할 수 있다. 『조선지지자료』에는 마치(馬峙), 한글로는 ‘말
틔’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지명은 큰 변화 없이 유지
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고 넓은 박석을 깔았다고 하여 박석재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나,

말티고개는 구절양장(九折羊腸)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인용

(502년, 신라 지증왕 3년), 삼산군(741년, 신라 경덕왕 3년), 상

그래서 여기가 구구십리라는데여. 여기 중앙지대에서 상주 구십리,

현재의 명칭은 조선 세조가 복천암을 가기 위해 고개를 넘다가

되곤 하는데, 말 그대로 하면 아홉 번 굽어진 양의 창자, 비유적

주군(1018년, 고려 현종), 보은현(1406년, 조선 태종), 속리외면

신탄 구십리, 대전 구십리, 청주 구십리, 문경 구십리, 영동 구십리

고개가 너무 가팔라 연(輦)에서 내려 말로 갈아탔다는데서 붙여

으로는 꼬불꼬불한 험한 산길을 뜻한다. 말티고개는 실제로 열

(1895년, 조선 고종)을 거쳐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속리면

(등) 여기 일대를 돌아가며 다 구십리여. 그래서 구구십리여. | 전은

졌다. 말티고개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두 굽이 길이며, 상당히 경사가 높고 길이 험하기로 유명하였다.

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947년 1월 31일(도령 제36호)에는 속

상(남, 1936년~2011년)

으로 "마현박석(馬峴薄石)은 고을 동쪽 15리에 있다. 고개 위에

이렇게 말티고개는 속리산과 법주사로 들어가는 주요 길목이지

얇은 돌이 3~4리 정도 깔려 있는데 세상에 전하는 말로는 '고려

만 넘어가기 수월치 않은 험한 길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에피소

태조가 일찍이 속리산에 거둥했을 적에 닦은 어로(御路)다.'한

드가 전해진다.

리산의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 내속리면과 외속리면으로 분면(

分面)하였고, 2007년 10월 1일에 내속리면을 속리산면으로 명
칭을 변경하였다.

(1) 사내리의 길과 고개

08

사내리는 청주나들이와 같은 지명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길

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대동여지도에는 마현(馬峴), 해

말티고개는 일제 강점기인 1923년까지만 해도 우마차 정도

사내리는 보은읍에서 북동쪽으로 16km 떨어진 지점에 위치

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마을이었다. 또한 관광이 수송업과 밀접한

동지도와 1872지방지도에는 마치(馬峙)로 표기되어 그 존재를

만이 통행할 수 있는 작은 길에 불과하였다. 그러다가 당시 충

해 있으며, 해발 350m 면적은 21.64km이다. 현재 6개의 행정리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광마을인 사내리의 길은 많은 변화

가 합쳐진 마을로 전국적으로도 리・동 단위로 가장 큰 마을에

와 발전이 있어왔다.

넘으면서 불편함을 느끼자 보은군수인 김재호에게 확장보수 공
사를 지시하게 되면서 처음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말티고개

있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는 사내리가 예전부터 교통의 중심지

사내리의 길을 설명하는데 있어 말티고개(馬峙岺)는 가장 먼

로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사내리에서는 이런 지정학적

저 언급해야 하는 길이다. 비록 사내리에 위치한 고개는 아니지

위치를 빗대어 마을을 ‘구구십리’라고 불렀다. 인근에 있는 상주,

08 『신증동국여지승람』16, 보은현, 馬峴薄石在縣東十五里峴上薄石三四里諺傳麗祖嘗
辛俗時所治 御路離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사내리를 비롯한 속리산면은 우리나라의 정중앙에 위치해

청북도 지사인 박중양이 법주사를 방문하기 위해 말티고개를

만 예전부터 속리산과 법주사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

임농부역에 분개한 농민 기수와 순사를 난타

군수로서 억이는 수 업스닛가 김군수는 즉시금월초순부터 부역

대전, 신탄, 청주, 문경, 영동, 옥천, 괴산 등 큰 고을들과의 거리

쳐야만 하는 관문이었고, 2006년 속리터널이 개통되기 전까지

가 구십리로 비슷하고 모두 통할 수 있는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보은에서 속리산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급하지 아니한 산길을 닥고자

행치 못하나 인마는 임의로 통행되는 곳이며 그 고개는 다만 속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고을과의 거리가 구십리(약 35km)

점에서 사내리로 관광을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티고개로의 진

임농시에 치도를 명령한 지사

리산 법주사외에는 다시 통한 곳이 없는 중요치 안은 길이엇다

사건의 전도는 매우 험악

그러나 지사의분부임으로 전군만여호의 부역을 풀게 되는 때는

을 푸러 공사를 시작하얏는대 본시 이 고개는 비록 자동차는 통

마츰 첫여름임으로 농가의 뎨일 밧분때이다
충청북도 보은군에서는 도댱관 박중양씨로 인하야 큰 분란이 이

일반인민들은 백성의 생명을 보장하는 농사를 못 짓게하고 이

러낫다 이제로부터 약 일개월전에 풍류를 즐기는 충청북도 지사

길을 닥글 지급한 필요가 어대잇는가하야 매우 울분히 역이든

박중양씨는 자동차를 모라 보은군 속리산 속에 잇는 명찰 법주사

중 덕욱히 가튼 군에서도 회남면 회북면 가튼곳은 부역장까지

를 유람차로 나섯섯다 먼저 보은읍내에 이르러 관민의 환영을 밧

왕복이 근백여리나 되니 인민의 피해와 관란은 이르르길이 업

고 군수 김재호씨의 안내를 밧아 속리산을 향하얏셧다 본시 보은

섯다 과연 지난 십일일에 군 청토 목기수모 일본인은 원악 돌연

읍에서 속리산 사히에는 “박석틔”라하는 큰 고개가 잇서서 도저

히 시작한일임으로 예정이 스지 못하야서 인민에게 일정한 지뎜

히 자동차로는 넘어가지 못 할 곳이엇섯다 그러나 당대의 일도

에 일을 식히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변덕을 피움으로 갓득이나

댱관으로서 엇지 차에서 나려 흙을 발브랴하는 생각이 드럿든지

울분히 역이든 삼백여명 인민들은 마참내 그 기수에게 몰녀드러

박중양씨는 긔어코 차에서 나리지를 안코 촌가에 가서 소를 꺼

란타를 하고 그 싸홈을 말니랴하든 순사 세사람까지 란타를 하

러다가 자동차를 꺽러넘기게한 결과 겨우 도지사의 위엄은 직히

야 중상을 당하게 하얏다 이 급보를 들은 보은경찰서는 충청북

게 되얏섯다 그러나 오히려 마음이 덜 풀닌 박지사는 김군수를

도경찰부의 응원까지 청하야 전원 총출동으로 현장에 급행하야

보고 명승디로 가는 길에 자동차 하나히 자유로 통행 하지 못하

임의 사십여 명을 검속하고 목하계속 거거중이니 사건의 전도는

야서는 일도의 수치이라 하며 불일내로 공사를 시작하야 곳 자

매오 위험하다더라

동차가 통행을 하게하라고 엄명을 하엿다 지사의 명령이라 일개

동아일보 1923일 6월16일

말티고개(보은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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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구십리(九九十里), 사내리

이지는 않으나 대전 68km, 청주 69km 등 인근의 큰 도시와 거
리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상징적으로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표

사내리는 보은군 속리산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속리산면의

현이라 볼 수 있다.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사내리가 속한 속리산면은 삼년산군

입을 속리산 여행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 태조 왕건이 닦았다는 말티고개는 속리산면과 장안면
경계에 있으며, 해발 800ｍ의 높은 고개이다. 태조 행차 후 얇

확인할 수 있다. 『조선지지자료』에는 마치(馬峙), 한글로는 ‘말
틔’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지명은 큰 변화 없이 유지
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고 넓은 박석을 깔았다고 하여 박석재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나,

말티고개는 구절양장(九折羊腸)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인용

(502년, 신라 지증왕 3년), 삼산군(741년, 신라 경덕왕 3년), 상

그래서 여기가 구구십리라는데여. 여기 중앙지대에서 상주 구십리,

현재의 명칭은 조선 세조가 복천암을 가기 위해 고개를 넘다가

되곤 하는데, 말 그대로 하면 아홉 번 굽어진 양의 창자, 비유적

주군(1018년, 고려 현종), 보은현(1406년, 조선 태종), 속리외면

신탄 구십리, 대전 구십리, 청주 구십리, 문경 구십리, 영동 구십리

고개가 너무 가팔라 연(輦)에서 내려 말로 갈아탔다는데서 붙여

으로는 꼬불꼬불한 험한 산길을 뜻한다. 말티고개는 실제로 열

(1895년, 조선 고종)을 거쳐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속리면

(등) 여기 일대를 돌아가며 다 구십리여. 그래서 구구십리여. | 전은

졌다. 말티고개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두 굽이 길이며, 상당히 경사가 높고 길이 험하기로 유명하였다.

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947년 1월 31일(도령 제36호)에는 속

상(남, 1936년~2011년)

으로 "마현박석(馬峴薄石)은 고을 동쪽 15리에 있다. 고개 위에

이렇게 말티고개는 속리산과 법주사로 들어가는 주요 길목이지

얇은 돌이 3~4리 정도 깔려 있는데 세상에 전하는 말로는 '고려

만 넘어가기 수월치 않은 험한 길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에피소

태조가 일찍이 속리산에 거둥했을 적에 닦은 어로(御路)다.'한

드가 전해진다.

리산의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 내속리면과 외속리면으로 분면(

分面)하였고, 2007년 10월 1일에 내속리면을 속리산면으로 명
칭을 변경하였다.

(1) 사내리의 길과 고개

08

사내리는 청주나들이와 같은 지명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길

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대동여지도에는 마현(馬峴), 해

말티고개는 일제 강점기인 1923년까지만 해도 우마차 정도

사내리는 보은읍에서 북동쪽으로 16km 떨어진 지점에 위치

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마을이었다. 또한 관광이 수송업과 밀접한

동지도와 1872지방지도에는 마치(馬峙)로 표기되어 그 존재를

만이 통행할 수 있는 작은 길에 불과하였다. 그러다가 당시 충

해 있으며, 해발 350m 면적은 21.64km이다. 현재 6개의 행정리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광마을인 사내리의 길은 많은 변화

가 합쳐진 마을로 전국적으로도 리・동 단위로 가장 큰 마을에

와 발전이 있어왔다.

넘으면서 불편함을 느끼자 보은군수인 김재호에게 확장보수 공
사를 지시하게 되면서 처음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말티고개

있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는 사내리가 예전부터 교통의 중심지

사내리의 길을 설명하는데 있어 말티고개(馬峙岺)는 가장 먼

로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사내리에서는 이런 지정학적

저 언급해야 하는 길이다. 비록 사내리에 위치한 고개는 아니지

위치를 빗대어 마을을 ‘구구십리’라고 불렀다. 인근에 있는 상주,

08 『신증동국여지승람』16, 보은현, 馬峴薄石在縣東十五里峴上薄石三四里諺傳麗祖嘗
辛俗時所治 御路離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사내리를 비롯한 속리산면은 우리나라의 정중앙에 위치해

청북도 지사인 박중양이 법주사를 방문하기 위해 말티고개를

만 예전부터 속리산과 법주사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

임농부역에 분개한 농민 기수와 순사를 난타

군수로서 억이는 수 업스닛가 김군수는 즉시금월초순부터 부역

대전, 신탄, 청주, 문경, 영동, 옥천, 괴산 등 큰 고을들과의 거리

쳐야만 하는 관문이었고, 2006년 속리터널이 개통되기 전까지

가 구십리로 비슷하고 모두 통할 수 있는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보은에서 속리산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급하지 아니한 산길을 닥고자

행치 못하나 인마는 임의로 통행되는 곳이며 그 고개는 다만 속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고을과의 거리가 구십리(약 35km)

점에서 사내리로 관광을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티고개로의 진

임농시에 치도를 명령한 지사

리산 법주사외에는 다시 통한 곳이 없는 중요치 안은 길이엇다

사건의 전도는 매우 험악

그러나 지사의분부임으로 전군만여호의 부역을 풀게 되는 때는

을 푸러 공사를 시작하얏는대 본시 이 고개는 비록 자동차는 통

마츰 첫여름임으로 농가의 뎨일 밧분때이다
충청북도 보은군에서는 도댱관 박중양씨로 인하야 큰 분란이 이

일반인민들은 백성의 생명을 보장하는 농사를 못 짓게하고 이

러낫다 이제로부터 약 일개월전에 풍류를 즐기는 충청북도 지사

길을 닥글 지급한 필요가 어대잇는가하야 매우 울분히 역이든

박중양씨는 자동차를 모라 보은군 속리산 속에 잇는 명찰 법주사

중 덕욱히 가튼 군에서도 회남면 회북면 가튼곳은 부역장까지

를 유람차로 나섯섯다 먼저 보은읍내에 이르러 관민의 환영을 밧

왕복이 근백여리나 되니 인민의 피해와 관란은 이르르길이 업

고 군수 김재호씨의 안내를 밧아 속리산을 향하얏셧다 본시 보은

섯다 과연 지난 십일일에 군 청토 목기수모 일본인은 원악 돌연

읍에서 속리산 사히에는 “박석틔”라하는 큰 고개가 잇서서 도저

히 시작한일임으로 예정이 스지 못하야서 인민에게 일정한 지뎜

히 자동차로는 넘어가지 못 할 곳이엇섯다 그러나 당대의 일도

에 일을 식히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변덕을 피움으로 갓득이나

댱관으로서 엇지 차에서 나려 흙을 발브랴하는 생각이 드럿든지

울분히 역이든 삼백여명 인민들은 마참내 그 기수에게 몰녀드러

박중양씨는 긔어코 차에서 나리지를 안코 촌가에 가서 소를 꺼

란타를 하고 그 싸홈을 말니랴하든 순사 세사람까지 란타를 하

러다가 자동차를 꺽러넘기게한 결과 겨우 도지사의 위엄은 직히

야 중상을 당하게 하얏다 이 급보를 들은 보은경찰서는 충청북

게 되얏섯다 그러나 오히려 마음이 덜 풀닌 박지사는 김군수를

도경찰부의 응원까지 청하야 전원 총출동으로 현장에 급행하야

보고 명승디로 가는 길에 자동차 하나히 자유로 통행 하지 못하

임의 사십여 명을 검속하고 목하계속 거거중이니 사건의 전도는

야서는 일도의 수치이라 하며 불일내로 공사를 시작하야 곳 자

매오 위험하다더라

동차가 통행을 하게하라고 엄명을 하엿다 지사의 명령이라 일개

동아일보 1923일 6월16일

말티고개(보은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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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공사는 장재교를 건너 우측으로 산중턱을 가르는 것으

했고,09 1935년에는 터널을 만들고자 시도하였으나 자연 경관을

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부역으로 동원되는 내속리면과 보은 주

해친다는 주변의 반대에 부딪쳐 포기하였다.

승객팔명 부상 합승 택시 뒤집혀

민들에게는 고작 하루 좁쌀 2되만 주면서 10년 동안 공사를 진

사내리를 비롯한 속리산면 주민들은 말티고개를 넘어갈 때 주

행해야하는 상황이라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여 기존의 길을 확

로 도보나 우마차를 이용했다. 특히, 복조리를 만들어 보은장에

10일 하오 2시경 보은 속리산 간을 운행하는 택시(충북 영 팔팔호 운전수=박해근)가 속리산에서 서울건국대학 탐승반 10명과 일반

장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는 주

내다 팔 때는 우마차에 짐을 실어 말티고개를 넘나들었다. 그러

인 2명을 싣고 보은으로 향하던 도중 외속리면 장재리앞 도로모통이올 과속도로 돌다 운전실수로 전복 중상2명과 경상8명을 낸 교통

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일이었다. 한창 농사일이 바쁠 여름부터

나 1960년대부터 비정기적으로 마이크로버스와 ‘쓰리꼬다’(쓰

시작하여 다년간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농민이었던 주민

리코터 트럭)가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버스도 사

들에는 생업적인 측면에서 큰 피해를 주었다. 게다가 부역을 하

람이 많이 탈 경우, 내려서 걸어갈 정도로 도로 사정은 여의치

는 공사가 말티고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저기

않았다. 이에 1966년 충청북도지사 김효영이 도로 확장을 추진

동원당해야 했던 주민들은 더욱 고통스러웠다. 무엇보다 말티

하여 하루 200~300여명의 주민이 공사에 참여하였다. 미군을

고개에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다고 해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포함하여 군부대 장비를 지원 받아 폭넓고 평탄한 길을 닦아내

이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사에 대한 명분을 획득하지 못

었고, 1972년에 현대건설이 포장을 끝냄으로서 오늘날의 모습

했다. 당시 자동차를 타고 이 고개를 넘을 사람들은 주민이 아

을 갖추게 되었다.

니라 속리산과 법주사를 방문하는 극소수의 관광객들뿐이었고,

그러나 말티고개가 완전히 확장・포장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사내리도 관광지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관광객의 방문

위험한 길이었다. 1960년대 당시 말티고개를 넘나드는 자동차

은 주민에게 거의 득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당시 상황은 동아

는 대개 수학여행객 등 관광객을 실은 관광버스들이 대부분이

일보 1923일 6월16일자 기사에 자세히 적혀있다.

었는데,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였다. 주민들에 의하면, 말티고

우여곡절 끝에 이 공사는 1931년에 끝났으나 여전히 자동차
가 손쉽게 올라가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확장 공사 완공 후 시승

동아일보 1960년 8월 13일자

관광객 20명 다쳐 브레이크 고장으로 산 들이받아
17일밤 9시쯤 속리산 관광객 60여명을 태우고 영동군 용산면으로 가던 충북영66호 버스(운전사 이철제 40)가 속리산 말티고개 위에
서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켜 산을 들이받아 승객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보은 화성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향신문 1964년 5월 18일자

개에서 큰 교통사고 나서 한번에 23명이 사망한 적도 있었다
고 한다.

5명 죽고 17명 다쳐
보은 말티고개서 버스굴러

을 하던 박중양이 처음 공사를 지시했을 때처럼 결국, 소를 자동
차에 대어 끌고 올라갔고, 대부분 사람들도 차에서 내려 걸어 올
라가야만 했다. 결국, 1933년부터 1935년까지 개수를 다시 실시

사고가 발생하였다 중경상자들은 시내 보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

09 동아일보 1933년 11월 28일

13일낮 12반쯤 충북 보은군 대북리면 갈목리 말티고개에서 충북영5~1364호 관광버스(속리산 관광소속)가 운전 부주의로 길아래
10m로 굴러 승객 5명이 숨지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버스는 관광객을 태우고 보은에서 속리산으로 가다 말티고개에 이르러 앞차를 아지르려다 운전부주의로 언덕 아래로 구른 것이
다. 부상자들은 청주 시내 각 병원 옮겨 가료 중이다.
경향신문 1971년 8월 13일자

과거 말티고개의 모습(속리산관광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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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내리의 과거

| 037

당시 이 공사는 장재교를 건너 우측으로 산중턱을 가르는 것으

했고,09 1935년에는 터널을 만들고자 시도하였으나 자연 경관을

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부역으로 동원되는 내속리면과 보은 주

해친다는 주변의 반대에 부딪쳐 포기하였다.

승객팔명 부상 합승 택시 뒤집혀

민들에게는 고작 하루 좁쌀 2되만 주면서 10년 동안 공사를 진

사내리를 비롯한 속리산면 주민들은 말티고개를 넘어갈 때 주

행해야하는 상황이라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여 기존의 길을 확

로 도보나 우마차를 이용했다. 특히, 복조리를 만들어 보은장에

10일 하오 2시경 보은 속리산 간을 운행하는 택시(충북 영 팔팔호 운전수=박해근)가 속리산에서 서울건국대학 탐승반 10명과 일반

장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는 주

내다 팔 때는 우마차에 짐을 실어 말티고개를 넘나들었다. 그러

인 2명을 싣고 보은으로 향하던 도중 외속리면 장재리앞 도로모통이올 과속도로 돌다 운전실수로 전복 중상2명과 경상8명을 낸 교통

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일이었다. 한창 농사일이 바쁠 여름부터

나 1960년대부터 비정기적으로 마이크로버스와 ‘쓰리꼬다’(쓰

시작하여 다년간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농민이었던 주민

리코터 트럭)가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버스도 사

들에는 생업적인 측면에서 큰 피해를 주었다. 게다가 부역을 하

람이 많이 탈 경우, 내려서 걸어갈 정도로 도로 사정은 여의치

는 공사가 말티고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저기

않았다. 이에 1966년 충청북도지사 김효영이 도로 확장을 추진

동원당해야 했던 주민들은 더욱 고통스러웠다. 무엇보다 말티

하여 하루 200~300여명의 주민이 공사에 참여하였다. 미군을

고개에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다고 해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포함하여 군부대 장비를 지원 받아 폭넓고 평탄한 길을 닦아내

이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사에 대한 명분을 획득하지 못

었고, 1972년에 현대건설이 포장을 끝냄으로서 오늘날의 모습

했다. 당시 자동차를 타고 이 고개를 넘을 사람들은 주민이 아

을 갖추게 되었다.

니라 속리산과 법주사를 방문하는 극소수의 관광객들뿐이었고,

그러나 말티고개가 완전히 확장・포장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사내리도 관광지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관광객의 방문

위험한 길이었다. 1960년대 당시 말티고개를 넘나드는 자동차

은 주민에게 거의 득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당시 상황은 동아

는 대개 수학여행객 등 관광객을 실은 관광버스들이 대부분이

일보 1923일 6월16일자 기사에 자세히 적혀있다.

었는데,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였다. 주민들에 의하면, 말티고

우여곡절 끝에 이 공사는 1931년에 끝났으나 여전히 자동차
가 손쉽게 올라가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확장 공사 완공 후 시승

동아일보 1960년 8월 13일자

관광객 20명 다쳐 브레이크 고장으로 산 들이받아
17일밤 9시쯤 속리산 관광객 60여명을 태우고 영동군 용산면으로 가던 충북영66호 버스(운전사 이철제 40)가 속리산 말티고개 위에
서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켜 산을 들이받아 승객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보은 화성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향신문 1964년 5월 18일자

개에서 큰 교통사고 나서 한번에 23명이 사망한 적도 있었다
고 한다.

5명 죽고 17명 다쳐
보은 말티고개서 버스굴러

을 하던 박중양이 처음 공사를 지시했을 때처럼 결국, 소를 자동
차에 대어 끌고 올라갔고, 대부분 사람들도 차에서 내려 걸어 올
라가야만 했다. 결국, 1933년부터 1935년까지 개수를 다시 실시

사고가 발생하였다 중경상자들은 시내 보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

09 동아일보 1933년 11월 28일

13일낮 12반쯤 충북 보은군 대북리면 갈목리 말티고개에서 충북영5~1364호 관광버스(속리산 관광소속)가 운전 부주의로 길아래
10m로 굴러 승객 5명이 숨지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버스는 관광객을 태우고 보은에서 속리산으로 가다 말티고개에 이르러 앞차를 아지르려다 운전부주의로 언덕 아래로 구른 것이
다. 부상자들은 청주 시내 각 병원 옮겨 가료 중이다.
경향신문 1971년 8월 13일자

과거 말티고개의 모습(속리산관광협의회 제공)

036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말티고개 비

말티고개를 오르는 버스 모습(속리산관광협의회 제공)

02. 사내리의 과거

| 037

1966년에는 이 길을 ‘속리산 관광도로’로 명명하고 확장하는

다리)’로 만들었다. 수정교는 남다리 또는 남교(南橋)라 불렀으

사내1리에 있는 안민교도 1987년까지 나무다리의 형태를 유

사내리는 속리산 골짜기에 자리 잡아 외부로부터 고립된 지형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공사는 사내리 주민이 부역을 나가 닦은

며, 돌다리에서 나무다리를 거쳐 1968년에 세워진 현재의 다리

지하고 있었다. 안민교 앞에 사는 전수옥(남, 1926년생)에 따르

이지만 구구십리라는 말처럼 사방으로 통할 수 있는 길이 있었

도로였다. 하다못해 어린이들도 자갈 추리는 일을 돕는 등 주민

는 다시 돌다리로 만들어졌다. 속리교 아래는 판잣집을 지어놓

면, 1987년 철다리를 놓기 전까지 안민교는 8번이나 끊겼다고

다. 소리목은 보은을 거치지 않고 사내리에서 청주로 넘어가는

의 땀과 노력으로 길을 닦았다. 1966년 11월 13일 속리산 관광

고 사람이 살 정도로 규모가 컸다. 현재도 사내리 마을에서 가

한다. 특히, 장마나 홍수 때 빈번히 끊겼으며, 사람들이 건너다가

길이었다. 현재 운성사회와 수정초등학교 사이에 있으며, 북암리

도로 준공식 때는 육영수 여사가 참석하는 등 관광도로 확장은

장 큰 다리이다.

끊기는 경우도 많아 튼튼하고 차가 다닐 수 있는 새로운 다리의

를 거쳐 창리, 미원으로 연결되어 청주로 나가는 지름길이었다.

정부에서도 관심 있게 추진하는 사안이었다. 이 길은 1971년에

그밖에 북가추리 고개(779m)는 민판동에서 상주시 화북면 운웅

포장을 마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길의 변천

리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하였고, 동가추리 고개는 현 태평휴게소
에서 넘어가는 길로 천왕봉 반대쪽인 도화리로 가는 길이다. 그

사내리의 다리(橋)

마을에 있는 다리는 주민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만들어진 경

필요성이 매번 제기되었다. 결국, 1987년, 마을에서는 다리 건설

우가 많았다. 현재 사내1리에는 3개의 다리가 상가지역과 연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속리면에 다리 건설 지원을 부탁하여

되어 있는데, 그 중 중앙교와 안민교는 주민이 이전부터 직접 만

600만원을 지원받았다. 설계 및 건설은 가족이 건축업에 종사하

든 다리였다. 우마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규모로 제작된 나무다

고 있었던 전수옥이 책임을 맡아 진행하여 주민이 염원하던 튼

러나 이러한 길은 사람 정도만 다닐 수 있는 소로(小路)이었다.

사내리는 사내천이 마을을 관통하고 있어 마을과 마을을 잇

리로 산에서 큰 소나무를 직접 베어다가 제작하였다. 나무다리

튼한 철다리를 완성하였다. 완공 후 다리 이름을 짓는데, 600만

현재 소리목은 차가 다닐 수 있지만 북가추리와 동가추리는 여전

는 다리를 건설하는 일이 중요하였다. 사내골이나 민판동 주민

였기 때문에 쉽게 썩어 끊어지는 일이 빈번하였다. 마을 주민에

원을 지원해준 안(安)형구 면장의 공을 기리고 주민(民)들을 평

히 사람만이 다닐 수 있다.

들은 마을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리를 건너야만 했

따르면 소가 거름을 실고 다리를 건너다 다리가 끊어져 죽은 일

안하게 해주는 다리라는 의미에서 안민교(安民橋)라고 지었다.

따라서 사내리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내리 마을을 가로 지

고, 생업 터전인 논밭도 다리를 건너야만 갈 수 있었다. 하지만

도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마을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새롭게 다

2009년까지 24년간 사고 없이 잘 유지되던 안민교는 보은군이

르는 현 505번 지방도를 주로 이용하였다. 말티고개를 넘어 정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장비 등이 필요했기 때

리를 만들었다.

새로운 다리를 지어준다고 마을에 제안하여 다시 지어졌다. 그

이품송을 거쳐 사내리로 진입하는 이 길은 조선 세조의 복천암

문에 지금처럼 다리가 많이 있지는 않았다. 1970년 속리산도시

행차길과 동일하고 조선후기에 생산된 지도에도 표시될 만큼 오

계획 이전까지만 해도 마을의 큰 다리는 법주사 앞에 있는 수정

예전에 마을에 살던 이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 예전에는 소에

솟은 형태로 다리가 건설되어 통행에 불편을 겪기도 하였다. 사

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선지지자료』에도 이

교, 현재 소방서 앞에 있는 속리교 등이 전부였으며, 마을을 잇

길마라고 해서 거기다가 거름을 실어 날랐거든? 거름을 싣고 가다

내리에는 연로한 주민이 많아 눈이나 비가 올 경우, 사고 위험

길을 따라 주막이 위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내

는 다리들은 대개 소규모였다. 큰 다리는 돌로 건설하였지만 작

가 소가 뚝 떨어졌어. 새끼난지 사흘 만에 [……] 그 소가 죽었어. 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리로 들어오는 주요 진입로로 볼 수 있다.

속리산관광도로 준공식(국가기록원 제공)

038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은 다리는 나무를 이용하여 ‘출렁다리(다리 없이 줄로만 연결된

러나 평탄한 다리를 원한 마을 주민의 요구와 달리 중앙이 높이

기 다리(중앙교)에서. | 전은상(남, 1936년~2011년)

사내리의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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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에는 이 길을 ‘속리산 관광도로’로 명명하고 확장하는

다리)’로 만들었다. 수정교는 남다리 또는 남교(南橋)라 불렀으

사내1리에 있는 안민교도 1987년까지 나무다리의 형태를 유

사내리는 속리산 골짜기에 자리 잡아 외부로부터 고립된 지형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공사는 사내리 주민이 부역을 나가 닦은

며, 돌다리에서 나무다리를 거쳐 1968년에 세워진 현재의 다리

지하고 있었다. 안민교 앞에 사는 전수옥(남, 1926년생)에 따르

이지만 구구십리라는 말처럼 사방으로 통할 수 있는 길이 있었

도로였다. 하다못해 어린이들도 자갈 추리는 일을 돕는 등 주민

는 다시 돌다리로 만들어졌다. 속리교 아래는 판잣집을 지어놓

면, 1987년 철다리를 놓기 전까지 안민교는 8번이나 끊겼다고

다. 소리목은 보은을 거치지 않고 사내리에서 청주로 넘어가는

의 땀과 노력으로 길을 닦았다. 1966년 11월 13일 속리산 관광

고 사람이 살 정도로 규모가 컸다. 현재도 사내리 마을에서 가

한다. 특히, 장마나 홍수 때 빈번히 끊겼으며, 사람들이 건너다가

길이었다. 현재 운성사회와 수정초등학교 사이에 있으며, 북암리

도로 준공식 때는 육영수 여사가 참석하는 등 관광도로 확장은

장 큰 다리이다.

끊기는 경우도 많아 튼튼하고 차가 다닐 수 있는 새로운 다리의

를 거쳐 창리, 미원으로 연결되어 청주로 나가는 지름길이었다.

정부에서도 관심 있게 추진하는 사안이었다. 이 길은 1971년에

그밖에 북가추리 고개(779m)는 민판동에서 상주시 화북면 운웅

포장을 마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길의 변천

리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하였고, 동가추리 고개는 현 태평휴게소
에서 넘어가는 길로 천왕봉 반대쪽인 도화리로 가는 길이다. 그

사내리의 다리(橋)

마을에 있는 다리는 주민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만들어진 경

필요성이 매번 제기되었다. 결국, 1987년, 마을에서는 다리 건설

우가 많았다. 현재 사내1리에는 3개의 다리가 상가지역과 연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속리면에 다리 건설 지원을 부탁하여

되어 있는데, 그 중 중앙교와 안민교는 주민이 이전부터 직접 만

600만원을 지원받았다. 설계 및 건설은 가족이 건축업에 종사하

든 다리였다. 우마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규모로 제작된 나무다

고 있었던 전수옥이 책임을 맡아 진행하여 주민이 염원하던 튼

러나 이러한 길은 사람 정도만 다닐 수 있는 소로(小路)이었다.

사내리는 사내천이 마을을 관통하고 있어 마을과 마을을 잇

리로 산에서 큰 소나무를 직접 베어다가 제작하였다. 나무다리

튼한 철다리를 완성하였다. 완공 후 다리 이름을 짓는데, 600만

현재 소리목은 차가 다닐 수 있지만 북가추리와 동가추리는 여전

는 다리를 건설하는 일이 중요하였다. 사내골이나 민판동 주민

였기 때문에 쉽게 썩어 끊어지는 일이 빈번하였다. 마을 주민에

원을 지원해준 안(安)형구 면장의 공을 기리고 주민(民)들을 평

히 사람만이 다닐 수 있다.

들은 마을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리를 건너야만 했

따르면 소가 거름을 실고 다리를 건너다 다리가 끊어져 죽은 일

안하게 해주는 다리라는 의미에서 안민교(安民橋)라고 지었다.

따라서 사내리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내리 마을을 가로 지

고, 생업 터전인 논밭도 다리를 건너야만 갈 수 있었다. 하지만

도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마을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새롭게 다

2009년까지 24년간 사고 없이 잘 유지되던 안민교는 보은군이

르는 현 505번 지방도를 주로 이용하였다. 말티고개를 넘어 정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장비 등이 필요했기 때

리를 만들었다.

새로운 다리를 지어준다고 마을에 제안하여 다시 지어졌다. 그

이품송을 거쳐 사내리로 진입하는 이 길은 조선 세조의 복천암

문에 지금처럼 다리가 많이 있지는 않았다. 1970년 속리산도시

행차길과 동일하고 조선후기에 생산된 지도에도 표시될 만큼 오

계획 이전까지만 해도 마을의 큰 다리는 법주사 앞에 있는 수정

예전에 마을에 살던 이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 예전에는 소에

솟은 형태로 다리가 건설되어 통행에 불편을 겪기도 하였다. 사

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선지지자료』에도 이

교, 현재 소방서 앞에 있는 속리교 등이 전부였으며, 마을을 잇

길마라고 해서 거기다가 거름을 실어 날랐거든? 거름을 싣고 가다

내리에는 연로한 주민이 많아 눈이나 비가 올 경우, 사고 위험

길을 따라 주막이 위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내

는 다리들은 대개 소규모였다. 큰 다리는 돌로 건설하였지만 작

가 소가 뚝 떨어졌어. 새끼난지 사흘 만에 [……] 그 소가 죽었어. 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리로 들어오는 주요 진입로로 볼 수 있다.

속리산관광도로 준공식(국가기록원 제공)

038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은 다리는 나무를 이용하여 ‘출렁다리(다리 없이 줄로만 연결된

러나 평탄한 다리를 원한 마을 주민의 요구와 달리 중앙이 높이

기 다리(중앙교)에서. | 전은상(남, 1936년~2011년)

사내리의 다리

02. 사내리의 과거

| 039

(2) 교통수단의 변화

가 등장하면서부터이다. 속리산이 점차 명승지(名勝地)로 이름

과거 사내리로 왕래할 수 있는 방법은 도보나 수레가 전부였

이 알려지자 탐승객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보은-청주”간 정기

다. 대부분 도보를 이용하였지만 조선 후기에 많이 등장한 유기

자동차를 개통한 것이다. 1932년에는 유성온천과 속리산 탐승객

(遊記)를 보면 수레를 타고 속리산을 구경했다는 기록이 등장하

일제 강점기 당시 속리산으로 오는 과정을 묘사한 다음의 기
사에서 당시 속리산 교통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기사를

보면 옥천읍에서 속리산까지 자동차길이 연결되어 자동차를 이
용해 속리산까지 다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대전-속리산”간 “보은-유성”간의 차편

는 것으로 미루어봤을 때 양반 등 상류계층을 중심으로 수레도

을 증설하기도 하였다. 1936년에는 “보은-속리산”간의 정기자동

이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차가 증설되었다.

지상수학여행
경부선편 (8) 김도태 선생

근대적 의미의 교통수단이 등장한 것은 1928년 정기자동차

속리산

보은청주간 정기자동차

신라 때의 삼년산성이잇고
고려태조가 넘으시든 마치

종내 보은미원청주간은 승합자동차가 잇섯스나 격일 운전함으로 일반승객의 불편이 만튼바 상지명승지 속리산이 조선팔경에 당선
이래 탐승객이 점차 증가됨으로 보은자동차부에서는 내십월일일부터 매일 일회 왕부정기운전을 개시 한다더라

옥천읍에서 하로저녁을 자고 이튿날 자동차로 보은읍까지 가기로 작정하엿습니다 읍에서 북쪽으로 고개하나를 넘으니 별안간 딴 세
상이 보이는 듯한 경치가 들어납니다 산들은 접첩이 싸이고 그 중간을 뚤어 흐르는 냇물은 상당이 큰물이 잇습니다. 이것은 금강상류

동아일보 1928년 9월 30일

로 전라북도 진앙군에서 나려오는 물과, 경상북도 상주땅에서 시작하야 속리산물과 합하야 흐른 물이 이곳으로 흐리기 때문에 물의
분량도 만커니와 넓이도 상당합니다 이 냇물이 여름에는 옥천사람의 낙시터와 헤염치는 장소, 다시 말하면 피서지로 될 것입니다 우
리조선 십삼도 중에 바다에 임하지안혼 이 충청북도에서는 이냇물이 오직하나인 자랑거리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 냇물을 따라
굽이굽이 돌아가는 자동차길은 이지방의 교통에 큰 힘을 주고 잇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대개 한쪽은 높은 산이오 한쪽은 냇물인 관

자동차임감하

계로 한구비를 돌아갈때마다 아슬아슬한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운전수의 말을 들으면 여름에 장마가지면 이길물에 잠기고 또한 군대군대 문어저 교통이 전혀 막혀버리는 일이 가끔잇다 합니다 얼

남조선의 선경으로 이름이 노픈 속리산 탐승객과 유성온천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야 보은자동차부 주인 정수홍씨는 지난오일부

마를 가다가 이냇물을 건너게 됩니다

터 긔한업시단체에 한하야 대전속리산간 보은유성간을 일인당 왕복삼원씩으로 밧기로 되엇다는데 금후유람객에 도음이 될 것이라

자동차를 배에실코 우리들은 혹은 자동차에 탄대로 혹은 나려서 배우에서서 건너갑니다 자동차에 탄 것도 신기한데 또한 자동차에

고 한다

서 배를 타게되니 더욱 신기한 감상이 납니다 이곳서부터는 첩접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중에도 자꼬만 올라가게 됩니다 큰 산
을 이리갓다 저리갓다하면서 올라가는데 우리를 실은 자동차도 매우 숨이찬 모양입니다. 그 산을 넘는 고개 이름은 문치고개라 합니
동아일보 1932년 6월 9일

다 옥천과 보은사에서는 제일 높은 곳입니다. 이 고개를 넘어서서부터는 줄곳 이래로 향하야 나려만가는 듯합니다. 얼마 아니가서 보
은읍에 다다럿습니다. 옥천서 보은읍까지가 조선이수로 구십리, 자동차로 두 시간이면 오개됩니다. 보은읍에서 속리산까지가 삼십
리라합니다. 그곳에도 자동차가 통할 수 잇습니다. 이곳에서 또다시 다른 자동차에 바꾸어타고 속리산을 향하야 달리기 시작하엿습
니다. 읍에서 한오리쯤 되는 곳에 다다르니 동쪽으로 보이는 산우에는 옛날성터가 완연히 보입니다 이성은 평편한돌로만 싸흔성인

보은속리간 정기자동차개통

데 상당히 큰 규모로 싸흔것입니다 [……]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어느듯 차는 말치고개라는 데를 다다럿습니다 이 고개는 매우 험한고개인데 금강산비로봉에 올나가는듯한 감

보은 속리산이라고하면 남조선 소금강이라고까지 불으게 되는 유명한 명승지로 춘하추동사시를 두고 탐승객이 열나부절하는데 다

상이 생깁니다 자동차에 앉어서 올라가기가 거북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야모다를 나려서 거러 올라가고 자동차는 문전수 혼자

만 교통이 불완전하야 교통상지장이 적지 아니하야 일반 탐승객이 불편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불편이 없이 일반탐승객 편

서 이리 돌고 저리 굴러서 고개를 넘어 가게 되엇습니다. 이 고개는 옛날 고려태조께서 속리산 절에 가실 때에 말을 타고 넘으시든 고

이를 도모하기 위하야 보은자동차회사에서는 보은읍에서 속리산까지 왕복 팔리의 정기자동차운전을 오는 팔월일일부터 실행하리

개입니다.

라고 한다.
동아일보 1938년 12월 25일
동아일보 1936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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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장하면서부터이다. 속리산이 점차 명승지(名勝地)로 이름

과거 사내리로 왕래할 수 있는 방법은 도보나 수레가 전부였

이 알려지자 탐승객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보은-청주”간 정기

다. 대부분 도보를 이용하였지만 조선 후기에 많이 등장한 유기

자동차를 개통한 것이다. 1932년에는 유성온천과 속리산 탐승객

(遊記)를 보면 수레를 타고 속리산을 구경했다는 기록이 등장하

일제 강점기 당시 속리산으로 오는 과정을 묘사한 다음의 기
사에서 당시 속리산 교통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기사를

보면 옥천읍에서 속리산까지 자동차길이 연결되어 자동차를 이
용해 속리산까지 다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대전-속리산”간 “보은-유성”간의 차편

는 것으로 미루어봤을 때 양반 등 상류계층을 중심으로 수레도

을 증설하기도 하였다. 1936년에는 “보은-속리산”간의 정기자동

이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차가 증설되었다.

지상수학여행
경부선편 (8) 김도태 선생

근대적 의미의 교통수단이 등장한 것은 1928년 정기자동차

속리산

보은청주간 정기자동차

신라 때의 삼년산성이잇고
고려태조가 넘으시든 마치

종내 보은미원청주간은 승합자동차가 잇섯스나 격일 운전함으로 일반승객의 불편이 만튼바 상지명승지 속리산이 조선팔경에 당선
이래 탐승객이 점차 증가됨으로 보은자동차부에서는 내십월일일부터 매일 일회 왕부정기운전을 개시 한다더라

옥천읍에서 하로저녁을 자고 이튿날 자동차로 보은읍까지 가기로 작정하엿습니다 읍에서 북쪽으로 고개하나를 넘으니 별안간 딴 세
상이 보이는 듯한 경치가 들어납니다 산들은 접첩이 싸이고 그 중간을 뚤어 흐르는 냇물은 상당이 큰물이 잇습니다. 이것은 금강상류

동아일보 1928년 9월 30일

로 전라북도 진앙군에서 나려오는 물과, 경상북도 상주땅에서 시작하야 속리산물과 합하야 흐른 물이 이곳으로 흐리기 때문에 물의
분량도 만커니와 넓이도 상당합니다 이 냇물이 여름에는 옥천사람의 낙시터와 헤염치는 장소, 다시 말하면 피서지로 될 것입니다 우
리조선 십삼도 중에 바다에 임하지안혼 이 충청북도에서는 이냇물이 오직하나인 자랑거리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 냇물을 따라
굽이굽이 돌아가는 자동차길은 이지방의 교통에 큰 힘을 주고 잇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대개 한쪽은 높은 산이오 한쪽은 냇물인 관

자동차임감하

계로 한구비를 돌아갈때마다 아슬아슬한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운전수의 말을 들으면 여름에 장마가지면 이길물에 잠기고 또한 군대군대 문어저 교통이 전혀 막혀버리는 일이 가끔잇다 합니다 얼

남조선의 선경으로 이름이 노픈 속리산 탐승객과 유성온천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야 보은자동차부 주인 정수홍씨는 지난오일부

마를 가다가 이냇물을 건너게 됩니다

터 긔한업시단체에 한하야 대전속리산간 보은유성간을 일인당 왕복삼원씩으로 밧기로 되엇다는데 금후유람객에 도음이 될 것이라

자동차를 배에실코 우리들은 혹은 자동차에 탄대로 혹은 나려서 배우에서서 건너갑니다 자동차에 탄 것도 신기한데 또한 자동차에

고 한다

서 배를 타게되니 더욱 신기한 감상이 납니다 이곳서부터는 첩접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중에도 자꼬만 올라가게 됩니다 큰 산
을 이리갓다 저리갓다하면서 올라가는데 우리를 실은 자동차도 매우 숨이찬 모양입니다. 그 산을 넘는 고개 이름은 문치고개라 합니
동아일보 1932년 6월 9일

다 옥천과 보은사에서는 제일 높은 곳입니다. 이 고개를 넘어서서부터는 줄곳 이래로 향하야 나려만가는 듯합니다. 얼마 아니가서 보
은읍에 다다럿습니다. 옥천서 보은읍까지가 조선이수로 구십리, 자동차로 두 시간이면 오개됩니다. 보은읍에서 속리산까지가 삼십
리라합니다. 그곳에도 자동차가 통할 수 잇습니다. 이곳에서 또다시 다른 자동차에 바꾸어타고 속리산을 향하야 달리기 시작하엿습
니다. 읍에서 한오리쯤 되는 곳에 다다르니 동쪽으로 보이는 산우에는 옛날성터가 완연히 보입니다 이성은 평편한돌로만 싸흔성인

보은속리간 정기자동차개통

데 상당히 큰 규모로 싸흔것입니다 [……]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어느듯 차는 말치고개라는 데를 다다럿습니다 이 고개는 매우 험한고개인데 금강산비로봉에 올나가는듯한 감

보은 속리산이라고하면 남조선 소금강이라고까지 불으게 되는 유명한 명승지로 춘하추동사시를 두고 탐승객이 열나부절하는데 다

상이 생깁니다 자동차에 앉어서 올라가기가 거북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야모다를 나려서 거러 올라가고 자동차는 문전수 혼자

만 교통이 불완전하야 교통상지장이 적지 아니하야 일반 탐승객이 불편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불편이 없이 일반탐승객 편

서 이리 돌고 저리 굴러서 고개를 넘어 가게 되엇습니다. 이 고개는 옛날 고려태조께서 속리산 절에 가실 때에 말을 타고 넘으시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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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다.
동아일보 1938년 12월 25일
동아일보 1936년 7월 18일

040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02. 사내리의 과거

| 041

하지만 당시 사내리를 찾는 관광객들은 일본인과 소수 한국인

나 여기 들어올 때(1960년대 중반)만 해도 속리산의 교통수단이

뿐이었고 이들은 특권적 지배계급이었다. 따라서 자동차의 운행

73, 100호라는 16인승 마이크로버스 두 대 밖에 없었어. | 박남식(

은 사내리 주민에게 크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었다.

남, 1945년생)

한편, 속리산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편은 경부선 옥천역으로
속리산까지 약 46㎞ 떨어져 있어 사실 접근성이 좋지는 않았다.

여기서 “보은가요 보은가요” 조각공원 있는데를 돌아다니면서 사

이에 1927년에는 청주에서 보은을 거쳐 상주를 잇는 철도부설

람을 태워서 보은을 가면은 보은 가면 한양병원 있는데 시내버스

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10 또한 1936년에는 속리산을 경계에
11

주차장이 거기 있었거든. 거기서 한 대가 교대로 이렇게 한 거여. “

두고 있는 상주와 보은의 도로승격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속리산 가요. 속리산 가요” 하고 또 태워오고 그랬어. | 박남식(남,

이렇게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자 한 움직임이 활발했던 것도

1945년생)

사내리의 교통편 증설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 들어 사내리가 본격적으로 관광지화 되고 말티고개

1966년부터는 서울에서 청주와 보은을 경유하는 대형버스가

등 길과 고개가 확장되면서 본격적으로 버스가 다니기 시작하

운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전을 출발하여 보은을 경유하는

였다. 1960년대 초에는 마이크로버스 두 대가 보은과 속리산을

노선과 성남에서 청주와 보은을 경유하는 노선도 개설되었다.

왕복했다. ‘73, 100호’라는 이 버스는 수용인원이 불과 12~16명

정도였지만 주민의 말 그대로 “콩나물시루”마냥 사람을 태워 다

1970년대 사내리 대형주차장(박남식 제공)

터미널 내부 모습

이와는 별도로 수학여행객 등을 태운 관광버스도 운행하기 시
작하였다. 1969년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청주, 대전, 대구, 보은

녔다. 마이크로버스의 등장으로 관광객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보

으로 운행하는 직행 및 완행버스가 약 3,750명을 하루 동안 실어

은장을 이용할 때 좀 더 손쉽게 다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를 수 있었다. 요금을 보면 1972년에는 청주나 대전을 가는 버

1970년도까지 운행하다가 사라지게 되었다.

스가 215원, 1975년에는 직행 420원, 완행 390원 정도였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전국이 1일 생활권으
로 변모하게 되었고,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앙에 위치한
사내리의 접근성은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서울에서 사내리까
지 자동차로 3시간~3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10 동아일보 1927년 8월 1일

2006년에 속리터널이, 2007년에 청원상주고속도로가 개통되면

11 동아일보 1936년 1월 31일

서 시간은 더욱 단축되었다.
터미널 외부 모습

<1969년 노선별 버스 운송량(『속리산도시계획결정서』(1971))>
기점

종점

대수

운송량

비고

기점

종점

대수

운송량

비고

속리산

청주

13

520

직행

청주

속리산

13

520

직행

속리산

대전

15

600

직행

대전

속리산

15

600

직행

속리산

청주

27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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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속리산

27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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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대전

14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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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속리산

14

700

완행

속리산

대구

2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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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속리산

2

120

완행

속리산

보은

11

440

직행

보은

속리산

11

440

완행

계

3,750

계

3,750

사내리를 경유하는 보은 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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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장을 이용할 때 좀 더 손쉽게 다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를 수 있었다. 요금을 보면 1972년에는 청주나 대전을 가는 버

1970년도까지 운행하다가 사라지게 되었다.

스가 215원, 1975년에는 직행 420원, 완행 390원 정도였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전국이 1일 생활권으
로 변모하게 되었고,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앙에 위치한
사내리의 접근성은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서울에서 사내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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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속리산과 법주사

문이다. 그러나 속리산과 법주사는 이미 많은 지리지(地理誌)에
현황과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사적지 지정 및 국립공원 지정 이

사내리의 역사와 민속문화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속리산과 법

후 이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

주사는 빼놓을 수 없는 대상이다. 속리산과 법주사는 우리나라

는 사내리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으로서의 속리산과 법주사

를 대표하는 명승고적이자 사내리의 대표 관광자원일 뿐만 아

의 간략한 개관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다만, 마을 주민들과의 인

니라 사내리는 오랫동안 법주사의 사하촌(寺下村)으로 자리 잡

터뷰 과정에서 알게 된 새로운 내용이나 법주사의 근현대 역사

아 왔으며, 속리산은 주민의 생업 터전으로 자리 잡아 왔기 때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기로 한다.

걸방바위

(1) 속리산

1,054m) 입석대(立石臺) 경업대(慶業臺) 배석대(拜石臺) 학소
대(鶴巢臺) 은선대(隱仙臺) 봉황대(鳳凰臺) 산호대(珊瑚臺)이

속세와 떨어진 깊은 산, 속리산
道不達人 人達道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데, 사람은 도를 멀리하고
山非離俗 俗離山 산은 속세를 떠나지 않으나 속세는 산을 떠나는구나

다. 마지막으로 팔석문은 여덟 개의 돌문으로 내석문(內石門) 외
석문(外石門) 상환석문(上歡石門) 상고석문(上庫石門) 상고외
석문(上庫外石門) 비로석문(毘盧石門) 금강석문(金剛石門) 추
래석문(墜來石門)이 꼽히고 있다. 팔봉・팔대・팔석문은 속리
산을 대표하는 명승지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각광받았다.

이 글은 조선 세조 때의 시인 백호 임제(林悌)의 시구(詩句)

현재 설계되어 있는 속리산의 등산코스들은 대개 팔봉・팔대・

이다. 이 시구12는 산이 세속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세속이 산을 떠

팔석문을 기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팔봉・팔대・팔

났다는 뜻으로 속세와 떨어진 깊은 산이라는 뜻이다.

석문를 비롯한 속리산의 명소 중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속리산은 충청북도 보은군과 경상북도 상주시의 경계에 위치
한 산으로, 원래 아흔아홉 개 또는 아홉 개의 연봉으로 이루어

천왕봉: 속리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천왕봉이다. 천왕봉

졌다고 해서 구봉산(九峯山)으로 불렀고, 신라 때는 속리악(俗

은 해발 1,057m으로 삼파수(三派水)의 시작점으로 알려져 있

離岳)이라고도 하였다. 그 밖에도 광명산(光明山), 지명산(智明

山), 미지산(彌智山), 형제산(兄弟山), 소금강산(小金剛山), 자
하산(紫霞山) 등으로도 불렸다.

다. 삼파수는 우리나라의 큰 강인 한강, 낙동강, 금강의 발원지
가 한 지점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신증동국여지승람』
에는 문장대가 삼파수의 발원지로 되어 있고, 조선 후기에 양산

속리산에는 팔봉(八峯)・팔대(八臺)・팔석문(八石門)이 있

된 유기(遊記)에도 문장대로 기록되어 있으나 ‘향토문화탐구회’

다. 사내리 주민이 속리산을 자랑할 때마다 늘 가장 먼저 언급

가 중심이 된 마을 주민의 조사 결과, 천왕봉이 삼파수에 더 적

하는 부분도 바로 팔봉・팔대・팔석문이다. 팔봉은 말 그대로

합한 장소라고 보고 있다. 또한 천왕봉은 대자재천왕재(大自在

여덟 개의 봉우리로 천왕봉(天王峰, 1,058m) 비로봉(毘盧峰,

天王祭)가 행해진 장소로도 기록되어 있다.

1,032m) 길상봉(吉祥峰) 문수봉(文殊峰, 1,031m) 보현봉(普賢

峰) 관음봉(觀音峰, 982m) 묘봉(妙峰, 874m) 수정봉(水晶峰,

수정봉: 법주사 서쪽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봉우리로 높이도

566m)에 해당된다. 팔대는 여덟 개의 큰 돌로 문장대(文藏臺,

팔봉 중 가장 낮다. 법주사 남쪽에 있는 남산의 화기를 제압하
기 위하여 수성을 가진 수정봉이라 불렀다고 한다. 현 사내4리
지역인 수정동 위쪽에 위치하며, 정상에는 거북바위(龜石)가 있

12 속리산의 팔봉 중 하나인 묘봉 아래 묘덕암에 살았다는 최치원의 시로도 알려져 있으
속리산 전경

나 사실 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지봉유설』이나 『백호집』의 기
록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임제의 글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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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속리산과 법주사

문이다. 그러나 속리산과 법주사는 이미 많은 지리지(地理誌)에
현황과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사적지 지정 및 국립공원 지정 이

사내리의 역사와 민속문화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속리산과 법

후 이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

주사는 빼놓을 수 없는 대상이다. 속리산과 법주사는 우리나라

는 사내리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으로서의 속리산과 법주사

를 대표하는 명승고적이자 사내리의 대표 관광자원일 뿐만 아

의 간략한 개관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다만, 마을 주민들과의 인

니라 사내리는 오랫동안 법주사의 사하촌(寺下村)으로 자리 잡

터뷰 과정에서 알게 된 새로운 내용이나 법주사의 근현대 역사

아 왔으며, 속리산은 주민의 생업 터전으로 자리 잡아 왔기 때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기로 한다.

걸방바위

(1) 속리산

1,054m) 입석대(立石臺) 경업대(慶業臺) 배석대(拜石臺) 학소
대(鶴巢臺) 은선대(隱仙臺) 봉황대(鳳凰臺) 산호대(珊瑚臺)이

속세와 떨어진 깊은 산, 속리산
道不達人 人達道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데, 사람은 도를 멀리하고
山非離俗 俗離山 산은 속세를 떠나지 않으나 속세는 산을 떠나는구나

다. 마지막으로 팔석문은 여덟 개의 돌문으로 내석문(內石門) 외
석문(外石門) 상환석문(上歡石門) 상고석문(上庫石門) 상고외
석문(上庫外石門) 비로석문(毘盧石門) 금강석문(金剛石門) 추
래석문(墜來石門)이 꼽히고 있다. 팔봉・팔대・팔석문은 속리
산을 대표하는 명승지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각광받았다.

이 글은 조선 세조 때의 시인 백호 임제(林悌)의 시구(詩句)

현재 설계되어 있는 속리산의 등산코스들은 대개 팔봉・팔대・

이다. 이 시구12는 산이 세속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세속이 산을 떠

팔석문을 기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팔봉・팔대・팔

났다는 뜻으로 속세와 떨어진 깊은 산이라는 뜻이다.

석문를 비롯한 속리산의 명소 중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속리산은 충청북도 보은군과 경상북도 상주시의 경계에 위치
한 산으로, 원래 아흔아홉 개 또는 아홉 개의 연봉으로 이루어

천왕봉: 속리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천왕봉이다. 천왕봉

졌다고 해서 구봉산(九峯山)으로 불렀고, 신라 때는 속리악(俗

은 해발 1,057m으로 삼파수(三派水)의 시작점으로 알려져 있

離岳)이라고도 하였다. 그 밖에도 광명산(光明山), 지명산(智明

山), 미지산(彌智山), 형제산(兄弟山), 소금강산(小金剛山), 자
하산(紫霞山) 등으로도 불렸다.

다. 삼파수는 우리나라의 큰 강인 한강, 낙동강, 금강의 발원지
가 한 지점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신증동국여지승람』
에는 문장대가 삼파수의 발원지로 되어 있고, 조선 후기에 양산

속리산에는 팔봉(八峯)・팔대(八臺)・팔석문(八石門)이 있

된 유기(遊記)에도 문장대로 기록되어 있으나 ‘향토문화탐구회’

다. 사내리 주민이 속리산을 자랑할 때마다 늘 가장 먼저 언급

가 중심이 된 마을 주민의 조사 결과, 천왕봉이 삼파수에 더 적

하는 부분도 바로 팔봉・팔대・팔석문이다. 팔봉은 말 그대로

합한 장소라고 보고 있다. 또한 천왕봉은 대자재천왕재(大自在

여덟 개의 봉우리로 천왕봉(天王峰, 1,058m) 비로봉(毘盧峰,

天王祭)가 행해진 장소로도 기록되어 있다.

1,032m) 길상봉(吉祥峰) 문수봉(文殊峰, 1,031m) 보현봉(普賢

峰) 관음봉(觀音峰, 982m) 묘봉(妙峰, 874m) 수정봉(水晶峰,

수정봉: 법주사 서쪽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봉우리로 높이도

566m)에 해당된다. 팔대는 여덟 개의 큰 돌로 문장대(文藏臺,

팔봉 중 가장 낮다. 법주사 남쪽에 있는 남산의 화기를 제압하
기 위하여 수성을 가진 수정봉이라 불렀다고 한다. 현 사내4리
지역인 수정동 위쪽에 위치하며, 정상에는 거북바위(龜石)가 있

12 속리산의 팔봉 중 하나인 묘봉 아래 묘덕암에 살았다는 최치원의 시로도 알려져 있으
속리산 전경

나 사실 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지봉유설』이나 『백호집』의 기
록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임제의 글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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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대(토굴): 법주사 동북방향으로 5.5㎞에 위치해 있는 자연

동굴이다. 조선의 명장 임경업(林慶業)장군이 스승인 독보대사

[……] 그래서 그는 이런 알뜰한 식민지를 만들어준 그들의

(獨步大師)와 같이 7년간 수도하였던 곳이라 하여 경업대라 부

선대들에게 마음껏 감사하고 싶었고 자기의 개발치적도 널

른다. 토굴 속에 있는 작은 옹달샘은 임경업 장군이 마시던 물

리 홍보하고 싶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조선통치 25주

이라 하여 장군수라 부른다. 한편 임경업 장군과 관련된 지명은

년이 되는 1934년 8월 29일을 기해서 그 기념사업의 하나로

경업대 이외에도 속리산 인근에 여러 곳이 있는데, 민판동 서쪽

조선땅에서 경치가 가장 아름다운 명승지 몇 군데를 골라 내

에 있는 걸방바위가 이에 속한다. 걸방바위는 금강산 일만 이천

외에 널리 자랑하기로 했다.

봉을 모집할 때 금강산으로 가는 도중에 현재의 위치에서 쉬면

그리고 이 일을 대판매일신문사에 떠맡겼다. 이 일을 도맡

서 속리산 경치를 구경하다 늦어 참여하지 못하고 속리산에 머

은 대판매일은 일본전국과 조선13도에서 우편엽서로 주민

무르게 되었다는 전설과 함께 임경업 장군이 큰 암석을 걸방으

을 대상으로 조선8도 명승지에 대한 인기투표를 실시하였

로 져서 놓았다 하여 불렀다고도 한다. 또한 입석대 역시 임경업

다. 그 결과 모두 3천 4백 38만 9천 9백 31표가 모아졌고 표

장군이 세웠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마지막으로 삼가리(三街里)

수에 다라 1위부터 8위까지의 조선팔경이 선정되었다. 그래

의 옛 지명을 ‘이화동’이라 하였는데, 이는 임경업 장군이 삼가리

도 엇비슷한 표를 얻은 경승지가 많이 남게 되자 그대로 버리

의 형제봉에서 이 마을을 보니 이화(梨花)가 만발하여 장관이라

기가 아깝다 해서 9위부터 16위까지는 조선팔승 이라고 이

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름을 붙였다. [……]
동아일보 1992년 9월 22일

남산약수: 법주사에서 남쪽으로 3㎞ 지점에 있는 남산약수는

남산 바위 사이에서 솟아나는 물로 맑고 단맛이 있어 예부터 유
명하였다. 이 약수는 부정한 것을 먹거나 보고 오면 즉시 말랐다

은 1930년대 이후이다. 조선팔경은 일제가 식민 통치의 치적을

는 이야기가 내려온다.

널리 홍보하고자 조선에서 경치가 가장 아름다운 명승지를 선
정한 것으로 사실 쓰라린 역사의 흔적이었다. 속리산은 이 당시

목욕소

목욕소: 법주사에서 복천암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옆에 위치한

2위로 당선되어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이 시기부터

곳으로 1464년 세조가 이곳에서 목욕을 하였다하여 이름이 붙

보다 많은 탐승객들이 방문하기 시작하였다. 속리산 보승회(保

여졌다. 세조가 목욕을 할 때 동자가 나타나 옥체(玉體)를 씻어

勝會)가 조직된 계기도 조선팔경 당선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

주었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다. 결국, 조선팔경의 당선은 속리산이 광복 이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데 영향을 주었고, 전국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는데 결

은폭동: 상환암 동남쪽에 있는 폭포로 굴속에서 물이 떨어져 물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린다하여 은폭(隱瀑)이라 부르고 있다.

법주사 서쪽 봉우리에 거북바위가 있는데 천연으로 하늘이 만든 것
같아 그 등에 사람 50명이 앉을만 하고 그 머리는 우뚝하게 서쪽으

로 들고 있다. 전설에는 중국 술사가 와서 보고 하는 말이 “중국의

문장대: 문장대는 본래 구름 속에 묻혀 있다하여 운장대(雲

藏臺)라 불렀으나 세조가 속리산을 방문하여 이곳에서 시를

조선팔경(朝鮮八景) 당선

속리산은 예부터 작은 금강산이라는 뜻의 소금강(小金剛)이

읊었다고 하여 문장대(文藏臺)라 이름이 바뀌었다고 한다. 문

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산세로 사랑받았다. 소금강이라는 표현

재물과 비단이 날마다 동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무슨 까닭인지 몰

장대는 한꺼번에 50명이 넘은 인원이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돌

은 유기(遊記)에도 대부분 등장하며, 일제강점기부터 현대 이르

랐더니 이제 알고 보니 이 물건이었구나.”하고 그 머리를 잘라 방술

이 넓고 주변에 다른 봉우리가 잘 보여 가장 유명한 명소로 꼽

기까지 속리산을 소개하는 각종 기사나 문헌에 빠지지 않고 등

힌다. 또한 세 번을 오르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

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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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다 한다.

져 많은 등산객들이 찾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속리산 관광지

13 『신증동국여지승람』16 보은현, 法住寺之西峯有龜石自然天成其背可坐五十人其頭昂

소금강과 더불어 등장하는 또 다른 표현 중 하나로 팔경(八

화 과정에서 여관・매점・휴게소 등이 문장대 정상에 자리 잡

景)이 있다. 예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팔경 중 하나로 속리산

았을 정도였다.

은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팔경으로 공인(公認)된 것

然西揭諺傳中原術士來見曰吾不知中原財帛日輸東土誰之使然果物也乃斷其首而禳之

046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02. 사내리의 과거

| 047

경업대(토굴): 법주사 동북방향으로 5.5㎞에 위치해 있는 자연

동굴이다. 조선의 명장 임경업(林慶業)장군이 스승인 독보대사

[……] 그래서 그는 이런 알뜰한 식민지를 만들어준 그들의

(獨步大師)와 같이 7년간 수도하였던 곳이라 하여 경업대라 부

선대들에게 마음껏 감사하고 싶었고 자기의 개발치적도 널

른다. 토굴 속에 있는 작은 옹달샘은 임경업 장군이 마시던 물

리 홍보하고 싶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조선통치 25주

이라 하여 장군수라 부른다. 한편 임경업 장군과 관련된 지명은

년이 되는 1934년 8월 29일을 기해서 그 기념사업의 하나로

경업대 이외에도 속리산 인근에 여러 곳이 있는데, 민판동 서쪽

조선땅에서 경치가 가장 아름다운 명승지 몇 군데를 골라 내

에 있는 걸방바위가 이에 속한다. 걸방바위는 금강산 일만 이천

외에 널리 자랑하기로 했다.

봉을 모집할 때 금강산으로 가는 도중에 현재의 위치에서 쉬면

그리고 이 일을 대판매일신문사에 떠맡겼다. 이 일을 도맡

서 속리산 경치를 구경하다 늦어 참여하지 못하고 속리산에 머

은 대판매일은 일본전국과 조선13도에서 우편엽서로 주민

무르게 되었다는 전설과 함께 임경업 장군이 큰 암석을 걸방으

을 대상으로 조선8도 명승지에 대한 인기투표를 실시하였

로 져서 놓았다 하여 불렀다고도 한다. 또한 입석대 역시 임경업

다. 그 결과 모두 3천 4백 38만 9천 9백 31표가 모아졌고 표

장군이 세웠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마지막으로 삼가리(三街里)

수에 다라 1위부터 8위까지의 조선팔경이 선정되었다. 그래

의 옛 지명을 ‘이화동’이라 하였는데, 이는 임경업 장군이 삼가리

도 엇비슷한 표를 얻은 경승지가 많이 남게 되자 그대로 버리

의 형제봉에서 이 마을을 보니 이화(梨花)가 만발하여 장관이라

기가 아깝다 해서 9위부터 16위까지는 조선팔승 이라고 이

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름을 붙였다. [……]
동아일보 1992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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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야기가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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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로 당선되어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이 시기부터

곳으로 1464년 세조가 이곳에서 목욕을 하였다하여 이름이 붙

보다 많은 탐승객들이 방문하기 시작하였다. 속리산 보승회(保

여졌다. 세조가 목욕을 할 때 동자가 나타나 옥체(玉體)를 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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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들고 있다. 전설에는 중국 술사가 와서 보고 하는 말이 “중국의

문장대: 문장대는 본래 구름 속에 묻혀 있다하여 운장대(雲

藏臺)라 불렀으나 세조가 속리산을 방문하여 이곳에서 시를

조선팔경(朝鮮八景) 당선

속리산은 예부터 작은 금강산이라는 뜻의 소금강(小金剛)이

읊었다고 하여 문장대(文藏臺)라 이름이 바뀌었다고 한다. 문

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산세로 사랑받았다. 소금강이라는 표현

재물과 비단이 날마다 동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무슨 까닭인지 몰

장대는 한꺼번에 50명이 넘은 인원이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돌

은 유기(遊記)에도 대부분 등장하며, 일제강점기부터 현대 이르

랐더니 이제 알고 보니 이 물건이었구나.”하고 그 머리를 잘라 방술

이 넓고 주변에 다른 봉우리가 잘 보여 가장 유명한 명소로 꼽

기까지 속리산을 소개하는 각종 기사나 문헌에 빠지지 않고 등

힌다. 또한 세 번을 오르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

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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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강과 더불어 등장하는 또 다른 표현 중 하나로 팔경(八

화 과정에서 여관・매점・휴게소 등이 문장대 정상에 자리 잡

景)이 있다. 예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팔경 중 하나로 속리산

았을 정도였다.

은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팔경으로 공인(公認)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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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주사

에 쓰인 법주사 사적에 따르면, 가장 규모가 컸을 때는 건물 60
여동, 석조물 10여점, 암자 70여개 소가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천년고찰 미륵도량 법주사

법주사는 신라 진흥왕 553년에 의신조사에 의해 창건되고
776년 진표율사가 중창한 것으로 알려진 천년고찰(千年古刹)

그러나 임진왜란 때 암자가 모두 소실되어 1626년 각성선사가
중창하였다고 전해진다. 1851년 영의정 권동인이 힘을 기울여
국가적 규모의 중수가 이루어져 현재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다. 이러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등 각종 지리지에 동일
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에는 “법을 얻은 제자 중

법주사는 단일 사찰 규모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문

영수는 영심(永深), 보종(寶宗), 신방(信芳), 체진(體珍), 진해(

화재를 보유한 사찰 중 하나이다. 법주사는 현재 팔상전(국보 제

珍海), 진선(眞善), 석충(釋忠) 등이고 모두 산문(山門)의 개조

55호)・쌍사자 석등(국보 제5호)・석연지(국보 제64호) 등 국

(開祖)가 되었다. 영심은 곧 진표의 간자를 전하였는데 속리산

보3점이 있으며, 보물은 대웅보전(보물 제915호)・원통보전(보

(俗離山)에 살면서 법통을 계승하였고 단을 만드는 법은 점찰(

물 제916호)・마애여래의상(보물 제216호)・사천왕 석등(보물

占察) 육륜(六輪)과 조금 다르나 산중에서 전하는 본래의 규범

제15호)・희견보살상(보물 제1417호)・법주사목조관음보살좌

과 같았다.”고 전해진다.14 이 기록을 바탕으로 법주사는 영심스

상(보물 제1361호)・철확(보물 제1413호)・신법천문도병풍(

님이 창건하였다고 보기도 하며, 길상사가 법주사의 이전 명칭

보물 제848호)・법주사쾌불탱(보물 1259호)・법주사소조삼불

으로 보기도 한다. 한편 각종 지리지에는 법주사와 함께 속리사

좌상(보물 제1360호)이 있다. 그밖에도 시도유형문재는 능인전

가 표시되어 있거나 법주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속리사로 표시

(시도유형문화재 제232호)・속리산사실기비(시도유형문화재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속리사라는 명칭도 길상사처럼 법주

제167호)・법주사세존사리탑(시도유형문화재 제16호)・벽암

사의 이전 명칭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

대사비(시도유형문화재 제71호)・선희궁원당(시도유형문화재

람』와 같은 경우는 속리사와 법주사를 별도의 사찰로 표기한다

제233호)・사천왕문(시도유형문화재 제46호)이 있다.15 이러한

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는 없다.

가치를 인정받아 법주사는 1966년에 사적지로 지정되었다.

1968년 팔상전 보수공사 모습(국가기록원 제공)

현재의 팔상전

법주사는 수차례 중창을 거치며 현재에 이르렀는데, 1630년

14 『삼국유사』 권4, 得法之䄂領曰永深寳宗信芳体珎珎海真善釋忠䓁皆爲山門祖深則真

表簡子住俗離山爲克家子作壇之法與占察六輪稍異修如山中所傳夲

속리산 내 자리 잡은 법주사(보은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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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주사

에 쓰인 법주사 사적에 따르면, 가장 규모가 컸을 때는 건물 60
여동, 석조물 10여점, 암자 70여개 소가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천년고찰 미륵도량 법주사

법주사는 신라 진흥왕 553년에 의신조사에 의해 창건되고
776년 진표율사가 중창한 것으로 알려진 천년고찰(千年古刹)

그러나 임진왜란 때 암자가 모두 소실되어 1626년 각성선사가
중창하였다고 전해진다. 1851년 영의정 권동인이 힘을 기울여
국가적 규모의 중수가 이루어져 현재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다. 이러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등 각종 지리지에 동일
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에는 “법을 얻은 제자 중

법주사는 단일 사찰 규모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문

영수는 영심(永深), 보종(寶宗), 신방(信芳), 체진(體珍), 진해(

화재를 보유한 사찰 중 하나이다. 법주사는 현재 팔상전(국보 제

珍海), 진선(眞善), 석충(釋忠) 등이고 모두 산문(山門)의 개조

55호)・쌍사자 석등(국보 제5호)・석연지(국보 제64호) 등 국

(開祖)가 되었다. 영심은 곧 진표의 간자를 전하였는데 속리산

보3점이 있으며, 보물은 대웅보전(보물 제915호)・원통보전(보

(俗離山)에 살면서 법통을 계승하였고 단을 만드는 법은 점찰(

물 제916호)・마애여래의상(보물 제216호)・사천왕 석등(보물

占察) 육륜(六輪)과 조금 다르나 산중에서 전하는 본래의 규범

제15호)・희견보살상(보물 제1417호)・법주사목조관음보살좌

과 같았다.”고 전해진다.14 이 기록을 바탕으로 법주사는 영심스

상(보물 제1361호)・철확(보물 제1413호)・신법천문도병풍(

님이 창건하였다고 보기도 하며, 길상사가 법주사의 이전 명칭

보물 제848호)・법주사쾌불탱(보물 1259호)・법주사소조삼불

으로 보기도 한다. 한편 각종 지리지에는 법주사와 함께 속리사

좌상(보물 제1360호)이 있다. 그밖에도 시도유형문재는 능인전

가 표시되어 있거나 법주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속리사로 표시

(시도유형문화재 제232호)・속리산사실기비(시도유형문화재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속리사라는 명칭도 길상사처럼 법주

제167호)・법주사세존사리탑(시도유형문화재 제16호)・벽암

사의 이전 명칭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

대사비(시도유형문화재 제71호)・선희궁원당(시도유형문화재

람』와 같은 경우는 속리사와 법주사를 별도의 사찰로 표기한다

제233호)・사천왕문(시도유형문화재 제46호)이 있다.15 이러한

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는 없다.

가치를 인정받아 법주사는 1966년에 사적지로 지정되었다.

1968년 팔상전 보수공사 모습(국가기록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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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는 수차례 중창을 거치며 현재에 이르렀는데, 1630년

14 『삼국유사』 권4, 得法之䄂領曰永深寳宗信芳体珎珎海真善釋忠䓁皆爲山門祖深則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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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대불

륵불)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큰 불상이 그것도 일제강점기에 들어

팔상전과 함께 현재 법주사의 상징물로 꼽히고 있는 미륵대

선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16 하지만 담당자

불은 1964년 준공된 근대 문화재이다. 비록 미륵대불은 문화재

인 김복진이 착공 1년도 되지 않아 요절하면서 이 공사는 중단된

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금껏 잘 알려지지 않은 미륵대불

다. 그러나 후원자인 김수곤은 일본인 조각가 좌중에게 공사를 맡

의 변천사를 유심히 살펴보면, 근・현대 법주사의 역사를 엿볼

겨 뜻을 이어갔으나 그가 제2차 대전에 출전하게 되면서 또 다시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중단되게 된다. 해방 이후에는 조각가 윤효중에게 맡겼으나 이번

사내리에 전해오는 전설에 따르면, 진표율사가 법주사를 중창

에는 1949년 김수곤이 별세하면서 또 다시 중단되게 된다. 이어서

할 때 구리로 된 높이 20자의 미륵대불을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6.25 전쟁과 불교정화운동이 일어나면서 미륵대불은 미완성인 채

그러던 중, 흥선 대원군이 경복궁 건축을 위해 당백전의 재료로

남는 듯하였다. 1950년대 법주사 사진을 보면 미완성인 채 색이

미륵대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

바랜 미륵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의 미륵대불이 처음 건조(建造)된 시기는 1939년이다. 전

그러나 불교정화운동이 마무리되어가던 1959년 이대의 주지를

북 정읍의 지주인 김수곤이 당시 법주사 주지였던 장석상과 뜻을

중심으로 재논의가 시작되어 박추담 주지 때 본격적으로 완공에

모은 후, 충청북도 청원 출신의 조각가 김복진에게 의뢰하여 제작

힘을 쏟기 시작하였다. 1962년 말 200만원의 국고보조를 받게 되

하였다. 김수곤은 당시 돈으로 거금인 3만원을 법주사에 기부하

었고, 충북도로부터 20만원을 보조 받아 공사를 시작하여 조각가

였고, 80자 높이의 석불을 제작하기 이르렀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

신상균에 의해 1964년 마무리되었다.

일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그 규모에 관심을 두었다. 당
시만 해도 가장 큰 석불은 관촉사석조미륵보살입상(일명 은진미

16 동아일보 1939년 1월 21일, 동아일보 1939년 3월 16일
1990년 청동미륵대불 조성 당시 모습(박남식 제공)

현재의 금동미륵대불

1961년 11월 법주사 전경. 공사 중인 미륵대불과 팔상전이 보인다(박홍식 제공)

1963년 미륵대불 기공식. 미완성 상태의 미륵대불 모습을 볼 수 있다.(국가기록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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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미륵대불 점안식(국가기록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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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이후, 미륵대불은 법주사를 상징하는 대표 상징물로 자

임은 이전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 법주사의 경우도,

리 잡았다. 미륵대불은 미륵신앙의 요람인 법주사의 상징성을

1920년대 초반부터 극빈 아동 등을 대상으로 강습소를 만들어

더욱 강하게 해주었다. 이어서 1986년부터 1990년까지는 시멘

교육하였다.18 1930년대 초에는 젊은 승려와 일반인들을 대상으

트로 만들어진 기존의 미륵불을 허물고 청동으로 새롭게 미륵불

로 교육하는 기관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1935년에는 대동강

을 세우게 되었다. 국비 5억원, 지방비 3억원, 신도 희사금 12억

습소, 1938년에는 불교전문강원이 되었다. 1936년에는 충청북

원 등 31억원을 투자하여 현재의 구조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도의 보조를 통해 목공전습소를 설치하여 1945년까지 2기생을

25년만에 완공된 높이 33미터(1백척)의 보은 속리산법주사 미륵불 점안식이 단오절인 14일 거행됐다. 홍헌표 체신부부장관을 비롯

미륵대불 지하에 마련된 법주사 유물전시관에는 당시 공사 연혁

배출하기도 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사찰 내 교육기관이 고등공

한 이창석 교통부차관, 그리고 신명순충북도지사와 방자 여사를 비롯한 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사찰주지, 그리고 수많은 관객들이 참

과 시주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 2002년에는 청동에 금을 씌우는

민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사찰재단에서 운영하였

집한 가운데 상오 11시경 명종과 국립국악원 악사들의 주악이 은은히 울려퍼지는 가운데 엄수되었다. 동 미륵불상은 총 1백80여만

개금불사를 진행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다. 그러나 농지개혁 이후 고등공민학교의 경영권이 충청북도

속리산법주사 미륵불점안식엄수
높이 백척의 거상
춘풍추우 25년만에 준공
총공사비백80만원

로 넘어가 1966년 속리중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이마저도

원의 예산으로 지난 11일 준공을 보았다.
법주사와 사찰령 반포

2011년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하고 폐교되었다.

천년고찰로서 대사찰의 위용을 유지하던 법주사는 근대 이후

유래 및 경위
지금으로부터 1천4백여년전인 서기 553년 신라 진흥왕 14년에 창건된 법주사내에 자리잡은 동 미륵불은 당초 신라혜공왕 2년 전북

내・외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사찰령은 그 시발점으

금산에 있던 진표율사가 이곳에 와 약 7년에 걸쳐 구리로 조각, 높이 20자의 미륵불 상을 만들어 놓았다

로 일제가 불교계를 행정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해 제정・시

그러던 중 1백1년전인 대원군 섭정 10년간 경복궁 건축 경비가 부족되자 전기 미륵불 동상을 파괴, 경복궁 신축비에 충당할 당백전

행한 법령으로 1911년 6월 3일에 반포되었다. 사찰령의 목적은

을 만드는데 사용해버렸다. 그것이 보은군 사내리 지방민들의 말. 이로인해 25년전인 1939년까지 약 70년동안은 이 자리가 허허벌

일제가 사찰 및 승려의 일체 활동을 장악하고 인사권과 재산권

판으로 잡초만 우거졌다.

을 관리함으로서 조선불교 자체를 통제하려는데 있었다. 구체적

이때 전국각처를 돌아다니며 사재를 들여 많은 사찰을 건립하고 다니던 전북태인 출신 가산 김수곤씨가 법주사에 나타났다.

으로 사찰의 병합, 이전, 폐지, 기지 또는 명칭의 변경, 사찰의 본

당시의 주지 장석상씨는 김씨와 대원군의 배불정치로 불상이 뜯겨 역사상 큰 오점을 후세에 남기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에

말사법, 사찰에 속하는 토지, 산림건물, 불상, 석물, 고문서, 고서

일치, 바로 그 자리에 김씨의 사재로 미륵불 상을 더 크게 세우기로 했다. 조각의 제일인자로 알려졌던 김복진씨에 의해 높이 80자의

화 기타 귀중품들의 처분, 30본사 주지의 취직, 주지의 인가 취

철근 콘크리트 불상건립에 착수했다.

소, 주지될 자의 신분연령 수행이력서, 사찰의 재산 목록 등을 모

동불상 착공후 터를 다듬다 지하 1미터에서 1천2백년전의 미륵불 초석과 바로 그 옆에서 천불전의 초석까지 발견되었다.

두 총독부나 지방장관에 허가나 신고를 해야만 했다.
사찰령을 통해 조선불교는 30본산제를 수용하게 된다.17 법주

이 미륵불공사는 착공 1년도 못되어 조각가 김복진씨가 죽어 일단 중단됐다.

1967년 속리중학교 1회 졸업사진(조돈해 제공)

김수곤씨는 뜻을 굽히지 않고 일본인 조각가 좌중씨에게 공사를 계속시켜 미륵불 건립을 서둘렀으나 약 2개월간 원곽상(어깨부분)까

사도 30본산에 포함되어 충청북도 지역의 대표 사찰로 자리 잡

지 만들다가 제2차대전으로 좌중씨가 출전하게 되자 또 중단되었던 것이다

게 된다. 또한 사찰령으로 인해 주지를 선출하게 된다. 조사팀

8.15해방 후 또 다시 조각가 윤효중씨에게 맡겼으나 49년 김수곤씨가 77세를 일기로 별세하자 이 공사는 세 번째 중단됐다.

이 법주사에서 입수한 주지명단 자료에도 초대 주지인 서진하

그리고 6.25사변과 약 10년간 계속되는 비구,대처승간의 분쟁으로 돌보는 사람도 자연 없게 됐다.

(徐震河)가 1911년 11월 17일에 처음 발령을 받았다고 기록되

[보은] 명승지로 유명한 보은군속리대법주사에서는 지난 삼

동사찰주지 이대의씨를 거쳐 현 주지인 박추담씨에 이르는 동안 불상건립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오늘의 기쁨을 나누게 됐다.

어 있다. 특히, 사찰령에서 주지는 사찰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

십일에 목공전습소 설치 개소식을 성대히 거행 하엿다고 한

62년말 2백만원의 국고보조영달을 받게 됐고 충북도당국으로부터 20만원 도합 2백20만원의 보조를 받아서 이공사진척이 활기를 띠

을 관리하고 사무와 법요집행의 책임을 맡으며 사찰을 대표하

다. 그 목공전습소는 충북도지방비 보조를 받어 설치하게 된

게됐다. 당초 80척의 미륵불상도 임천씨의 손을 거쳐 짐승들이 불상위를 더럽힌다고 처음 설계와 달리 천개를 씌우고 높이를 1백자

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권한이 상당하였다. 사찰의 주지는 총

것으로 제일회에 목공전습생십오명을 모집해서 목기등을 일

로 변경했으며 왼손에 들고 있던 여의주도 없었다.

독이나 지방장관이외에는 누구로부터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았

년간 교수를 시키고 이년간 자기 집에서 실습하는데 강사가

조각은 신상균씨에 의해 63년 3월 15일 기공식을 거행하고 1년 3개월만인 지난 11일에 점안식을 했다.

다. 이러한 요인은 일면적으로는 사찰의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

순회하며 교수를 하리라고 하는데 동소의 강사는 아래와 같

점안의 뜻

을 하게 되었다.

다. [……]

불교에 의하면 점안직전의 모든 불상은 하나의 물체에 불과하지만 점안식을 올려야 불상에 인격이 부여되고 불로서 불고와 인연을

조선불교 내에서는 ‘대처식육’, ‘본말사 제도’ 등에 저항하는 움

직임이 나타났지만 사찰령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측면에서 자

맺어 희망을 상징하는 미래불이 된다.

보은속리사에 목공전습소설치

동아일보 1936년 6월 3일

체적으로 변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특히, 사찰 내에 학교
경향신문 1964년 6월 15일

나 포교당을 설립하고 잡지나 신식학문을 수학하는 등의 움직

17 1924년 화엄사가 추가되면서 31본산으로 바뀌게 된다.

052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18 동아일보 1922년 11월 21일, 조선일보 1923년 6월 14일, 동아일보 1932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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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이후, 미륵대불은 법주사를 상징하는 대표 상징물로 자

임은 이전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 법주사의 경우도,

리 잡았다. 미륵대불은 미륵신앙의 요람인 법주사의 상징성을

1920년대 초반부터 극빈 아동 등을 대상으로 강습소를 만들어

더욱 강하게 해주었다. 이어서 1986년부터 1990년까지는 시멘

교육하였다.18 1930년대 초에는 젊은 승려와 일반인들을 대상으

트로 만들어진 기존의 미륵불을 허물고 청동으로 새롭게 미륵불

로 교육하는 기관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1935년에는 대동강

을 세우게 되었다. 국비 5억원, 지방비 3억원, 신도 희사금 12억

습소, 1938년에는 불교전문강원이 되었다. 1936년에는 충청북

원 등 31억원을 투자하여 현재의 구조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도의 보조를 통해 목공전습소를 설치하여 1945년까지 2기생을

25년만에 완공된 높이 33미터(1백척)의 보은 속리산법주사 미륵불 점안식이 단오절인 14일 거행됐다. 홍헌표 체신부부장관을 비롯

미륵대불 지하에 마련된 법주사 유물전시관에는 당시 공사 연혁

배출하기도 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사찰 내 교육기관이 고등공

한 이창석 교통부차관, 그리고 신명순충북도지사와 방자 여사를 비롯한 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사찰주지, 그리고 수많은 관객들이 참

과 시주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 2002년에는 청동에 금을 씌우는

민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사찰재단에서 운영하였

집한 가운데 상오 11시경 명종과 국립국악원 악사들의 주악이 은은히 울려퍼지는 가운데 엄수되었다. 동 미륵불상은 총 1백80여만

개금불사를 진행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다. 그러나 농지개혁 이후 고등공민학교의 경영권이 충청북도

속리산법주사 미륵불점안식엄수
높이 백척의 거상
춘풍추우 25년만에 준공
총공사비백80만원

로 넘어가 1966년 속리중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이마저도

원의 예산으로 지난 11일 준공을 보았다.
법주사와 사찰령 반포

2011년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하고 폐교되었다.

천년고찰로서 대사찰의 위용을 유지하던 법주사는 근대 이후

유래 및 경위
지금으로부터 1천4백여년전인 서기 553년 신라 진흥왕 14년에 창건된 법주사내에 자리잡은 동 미륵불은 당초 신라혜공왕 2년 전북

내・외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사찰령은 그 시발점으

금산에 있던 진표율사가 이곳에 와 약 7년에 걸쳐 구리로 조각, 높이 20자의 미륵불 상을 만들어 놓았다

로 일제가 불교계를 행정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해 제정・시

그러던 중 1백1년전인 대원군 섭정 10년간 경복궁 건축 경비가 부족되자 전기 미륵불 동상을 파괴, 경복궁 신축비에 충당할 당백전

행한 법령으로 1911년 6월 3일에 반포되었다. 사찰령의 목적은

을 만드는데 사용해버렸다. 그것이 보은군 사내리 지방민들의 말. 이로인해 25년전인 1939년까지 약 70년동안은 이 자리가 허허벌

일제가 사찰 및 승려의 일체 활동을 장악하고 인사권과 재산권

판으로 잡초만 우거졌다.

을 관리함으로서 조선불교 자체를 통제하려는데 있었다. 구체적

이때 전국각처를 돌아다니며 사재를 들여 많은 사찰을 건립하고 다니던 전북태인 출신 가산 김수곤씨가 법주사에 나타났다.

으로 사찰의 병합, 이전, 폐지, 기지 또는 명칭의 변경, 사찰의 본

당시의 주지 장석상씨는 김씨와 대원군의 배불정치로 불상이 뜯겨 역사상 큰 오점을 후세에 남기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에

말사법, 사찰에 속하는 토지, 산림건물, 불상, 석물, 고문서, 고서

일치, 바로 그 자리에 김씨의 사재로 미륵불 상을 더 크게 세우기로 했다. 조각의 제일인자로 알려졌던 김복진씨에 의해 높이 80자의

화 기타 귀중품들의 처분, 30본사 주지의 취직, 주지의 인가 취

철근 콘크리트 불상건립에 착수했다.

소, 주지될 자의 신분연령 수행이력서, 사찰의 재산 목록 등을 모

동불상 착공후 터를 다듬다 지하 1미터에서 1천2백년전의 미륵불 초석과 바로 그 옆에서 천불전의 초석까지 발견되었다.

두 총독부나 지방장관에 허가나 신고를 해야만 했다.
사찰령을 통해 조선불교는 30본산제를 수용하게 된다.17 법주

이 미륵불공사는 착공 1년도 못되어 조각가 김복진씨가 죽어 일단 중단됐다.

1967년 속리중학교 1회 졸업사진(조돈해 제공)

김수곤씨는 뜻을 굽히지 않고 일본인 조각가 좌중씨에게 공사를 계속시켜 미륵불 건립을 서둘렀으나 약 2개월간 원곽상(어깨부분)까

사도 30본산에 포함되어 충청북도 지역의 대표 사찰로 자리 잡

지 만들다가 제2차대전으로 좌중씨가 출전하게 되자 또 중단되었던 것이다

게 된다. 또한 사찰령으로 인해 주지를 선출하게 된다. 조사팀

8.15해방 후 또 다시 조각가 윤효중씨에게 맡겼으나 49년 김수곤씨가 77세를 일기로 별세하자 이 공사는 세 번째 중단됐다.

이 법주사에서 입수한 주지명단 자료에도 초대 주지인 서진하

그리고 6.25사변과 약 10년간 계속되는 비구,대처승간의 분쟁으로 돌보는 사람도 자연 없게 됐다.

(徐震河)가 1911년 11월 17일에 처음 발령을 받았다고 기록되

[보은] 명승지로 유명한 보은군속리대법주사에서는 지난 삼

동사찰주지 이대의씨를 거쳐 현 주지인 박추담씨에 이르는 동안 불상건립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오늘의 기쁨을 나누게 됐다.

어 있다. 특히, 사찰령에서 주지는 사찰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

십일에 목공전습소 설치 개소식을 성대히 거행 하엿다고 한

62년말 2백만원의 국고보조영달을 받게 됐고 충북도당국으로부터 20만원 도합 2백20만원의 보조를 받아서 이공사진척이 활기를 띠

을 관리하고 사무와 법요집행의 책임을 맡으며 사찰을 대표하

다. 그 목공전습소는 충북도지방비 보조를 받어 설치하게 된

게됐다. 당초 80척의 미륵불상도 임천씨의 손을 거쳐 짐승들이 불상위를 더럽힌다고 처음 설계와 달리 천개를 씌우고 높이를 1백자

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권한이 상당하였다. 사찰의 주지는 총

것으로 제일회에 목공전습생십오명을 모집해서 목기등을 일

로 변경했으며 왼손에 들고 있던 여의주도 없었다.

독이나 지방장관이외에는 누구로부터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았

년간 교수를 시키고 이년간 자기 집에서 실습하는데 강사가

조각은 신상균씨에 의해 63년 3월 15일 기공식을 거행하고 1년 3개월만인 지난 11일에 점안식을 했다.

다. 이러한 요인은 일면적으로는 사찰의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

순회하며 교수를 하리라고 하는데 동소의 강사는 아래와 같

점안의 뜻

을 하게 되었다.

다. [……]

불교에 의하면 점안직전의 모든 불상은 하나의 물체에 불과하지만 점안식을 올려야 불상에 인격이 부여되고 불로서 불고와 인연을

조선불교 내에서는 ‘대처식육’, ‘본말사 제도’ 등에 저항하는 움

직임이 나타났지만 사찰령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측면에서 자

맺어 희망을 상징하는 미래불이 된다.

보은속리사에 목공전습소설치

동아일보 1936년 6월 3일

체적으로 변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특히, 사찰 내에 학교
경향신문 1964년 6월 15일

나 포교당을 설립하고 잡지나 신식학문을 수학하는 등의 움직

17 1924년 화엄사가 추가되면서 31본산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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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에는 통도사의 600명 대처승들 중 167명이 집단이혼을 하는 등

이 과정에서 쌀을 외상으로 백가마니를 먹을 정도로 법주사

구승이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대처식육(帶妻食肉)’이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조짐이 일어나기도 하였다.20 법주사

의 재정은 급속도로 쇠퇴하였다. 또한 대처승들이 사찰을 떠나

법주사에서는 종무원들을 사내리를 비롯한 보은군 주민을 뽑

의 경우, 1955년 불교정화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금오

면서 많은 문화재급 유물을 가져가기도 하였다고 한다. 반대로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대부분 사내리 주

1920년대 중반에 이르러 불교계의 핵심 관건으로 등장하기 시

스님의 상좌인 월산스님이 주지가 되면서 비구승이 처음 들어

대처승들이 장악했던 시기에 생성된 자료나 유물들도 마찬가지

민이 종무원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사내리에 살았던 주민치고

작하면서 그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불교계에서는 일본유학

왔으며, 1962년까지 대처승과 비구승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있

로 비구승 측에서 태우거나 버려서 현재 법주사에는 이 시기의

법주사 밥 한번 먹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불국사의 경

이나 대처승 제도의 모방 등이 결합되면서 1920년대 초에 승려

다가 박추담 주지 이후 금오 문중을 중심으로 비구승이 완전히

유물이나 역사적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우, 종무원 120명 중 100명이 절 내에 거주하지만 법주사의 경

의 결혼이 급증하였다. 따라서 1925년에는 결혼한 승려도 주지

자리 잡게 되었다.

법주사와 ‘불교정화운동’

사찰령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당시 사찰의 주지는 본래 비

불교정화운동으로 인하여 사내리 마을 주민의 구성원도 많이

우 법당 보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무원들이 출퇴근을 할

에 취임할 수 이도록 하기 위한 사법 개정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바뀌게 되었다. 마을의 권세를 장악했던 대부분의 대처승들이

정도로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과거 법주사에

있었고, 1926년에는 결혼한 승려에게도 본말사 주지의 자격을

마을을 떠나고 이 시기와 맞물려 사내리가 관광지가 되면서 많

서 직영으로 터미널이나 주차장, 여관 등을 운영할 때는 80~90

은 외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명 이상이 법주사에서 일했다. 현재 종무원은 35명으로 매표소,

부여하자는 취지의 사법 개정안을 제정하여 일제 당국에 제출

[……] 유서 깊은 속리산 법주사에서 황폐한 사찰을 중흥시

하여 1926년 4월경에 주지 자격을 완화시키는 방침이 정해졌다.

키고 불제자들에게 불법을 가르치고 있는 박추담주지를 시

이 제도를 통해 승려의 결혼이 합법화됨으로서 일제강점기 동안

기한 대처승들은 배임운운으로 청주지법에 주지직권정지가

보편적인 승려생활의 정서로 수용되게 되었다.19

처분신청을 냈다가 이십이일기각처분을 당했다는 지방소식

대처승의 증가는 사내리와 같은 사하촌 주민의 삶에도 영향

향을 미친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사중경비, 청소, 종무소(사무실), 법당 보살, 공양간의 채공보살
등을 포함한 인원이다.
최근 법주사는 지역사회에서 고립적인 사찰의 모습을 변화시

법주사의 운영과 지역사업

[……]

을 미쳤다. 대처승은 기본적으로 처와 자식을 거느리고 살았기

결론적으로 불교정화운동은 법주사의 근현대사에 있어 큰 영

켜 사찰의 사회적 공헌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목표로 다양한

현재 법주사는 석가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려와 그들을 도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2011년 3회째를 맞는 유등문화축제나

때문에 사내리에도 대처승들이 상당 수 거주하게 되었다. 일제

사무 및 관련 업무를 하는 종무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법주사 어르신 한마당 등을 비롯하여 관내 26개 초중고생 60여

강점기에서 1950년대 중후반까지도 사내리 마을 이장은 대부분

승려의 경우, 선원과 강원 소속과 대중스님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다문화 가족 초청, 충북도민 안녕 기

대처승이 맡았을 정도로 그 권세가 대단하였다고 마을 주민들

선원은 참선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곳으로 결재철에만 들어온다.

원법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11년 4월 능인

충청북도에는 선원이 있는 사찰이 현재 5곳이 있는데, 그 중 법

수련원을 개원하여 어린이부터 일반인, 가족 단위로 템플스테이

주사, 복천암, 수정암, 탈골암 등 4곳이 사내리 내에 있다. 강원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역민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정서함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곳으로 전문 교

양과 마음수련을 돕고 있다.

은 기억하고 있다. 1949년에 실시된 농지개혁 분배대장 명단에

동아일보 1960년 9월 24일

법주사에 암운 대처・비구승대결

도 당시 법주사 주지를 비롯하여 마을 주민이 기억하는 대처승
의 이름이 상당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도 대

경찰보고에 의하면 충북 보은소재 법주사에서 오십여명의 대

처승의 일부 후손들이 마을에 남아 법주사 조사전(祖師殿)에 명

처승이 칠일 사찰수호대책회라는 모임을 갖겠다고 현지 경찰

절 때마다 인사를 드리는 주민이 있다고 한다.

에 집회허가계를 내고 있다고 하며 이에 대항하여 비구승 삼

사찰령을 통한 주지의 막강한 권한과 사찰 재산의 보호로 인
해 일부 대처승들은 개인 재산을 축적함으로서 폐단을 일으키기

팔명이 대처승불법침입결사반대대회를 개최한다고 집회계를
내는 등 양파간의 공기가 험악한 사태에 있다고 한다.

도 하였다. 특히 주지들은 사찰재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있

동아일보 1960년 12월 8일

었기 때문에 개인 재산을 축적하기가 수월하였다. 따라서 해방
이후부터 6.25전쟁 이후까지도 대처승이 전국의 사찰을 장악할
정도로 그 권세가 대단하였다.
이에 비구승(比丘僧)들은 수좌들이 공부할 수 있는 사찰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불교정화운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대처승

의 수가 7,000명이 넘었고, 비구승은 수백 명에 불과하여 평화적
인 방법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대처승 측의 가로막혀 좌
절된다. 그런 와중에 1954년 5월 20일 이승만 대통령이 ‘대처승

은 사찰에서 물러나라’는 제1차 정화유시를 발표하면서 비구승
측에 힘을 실어졌고 본격적인 정화운동이 시작되었다. 1955년

기사원문

19 김광식, 「사찰령의 불교계 수용과 대응」, 『한국선학』제15호, 한국선학회, 2006,
645~6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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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에는 통도사의 600명 대처승들 중 167명이 집단이혼을 하는 등

이 과정에서 쌀을 외상으로 백가마니를 먹을 정도로 법주사

구승이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대처식육(帶妻食肉)’이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조짐이 일어나기도 하였다.20 법주사

의 재정은 급속도로 쇠퇴하였다. 또한 대처승들이 사찰을 떠나

법주사에서는 종무원들을 사내리를 비롯한 보은군 주민을 뽑

의 경우, 1955년 불교정화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금오

면서 많은 문화재급 유물을 가져가기도 하였다고 한다. 반대로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대부분 사내리 주

1920년대 중반에 이르러 불교계의 핵심 관건으로 등장하기 시

스님의 상좌인 월산스님이 주지가 되면서 비구승이 처음 들어

대처승들이 장악했던 시기에 생성된 자료나 유물들도 마찬가지

민이 종무원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사내리에 살았던 주민치고

작하면서 그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불교계에서는 일본유학

왔으며, 1962년까지 대처승과 비구승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있

로 비구승 측에서 태우거나 버려서 현재 법주사에는 이 시기의

법주사 밥 한번 먹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불국사의 경

이나 대처승 제도의 모방 등이 결합되면서 1920년대 초에 승려

다가 박추담 주지 이후 금오 문중을 중심으로 비구승이 완전히

유물이나 역사적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우, 종무원 120명 중 100명이 절 내에 거주하지만 법주사의 경

의 결혼이 급증하였다. 따라서 1925년에는 결혼한 승려도 주지

자리 잡게 되었다.

법주사와 ‘불교정화운동’

사찰령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당시 사찰의 주지는 본래 비

불교정화운동으로 인하여 사내리 마을 주민의 구성원도 많이

우 법당 보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무원들이 출퇴근을 할

에 취임할 수 이도록 하기 위한 사법 개정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바뀌게 되었다. 마을의 권세를 장악했던 대부분의 대처승들이

정도로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과거 법주사에

있었고, 1926년에는 결혼한 승려에게도 본말사 주지의 자격을

마을을 떠나고 이 시기와 맞물려 사내리가 관광지가 되면서 많

서 직영으로 터미널이나 주차장, 여관 등을 운영할 때는 80~90

은 외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명 이상이 법주사에서 일했다. 현재 종무원은 35명으로 매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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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서 깊은 속리산 법주사에서 황폐한 사찰을 중흥시

하여 1926년 4월경에 주지 자격을 완화시키는 방침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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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청을 냈다가 이십이일기각처분을 당했다는 지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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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의 운영과 지역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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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 마음수련을 돕고 있다.

은 기억하고 있다. 1949년에 실시된 농지개혁 분배대장 명단에

동아일보 1960년 9월 24일

법주사에 암운 대처・비구승대결

도 당시 법주사 주지를 비롯하여 마을 주민이 기억하는 대처승
의 이름이 상당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도 대

경찰보고에 의하면 충북 보은소재 법주사에서 오십여명의 대

처승의 일부 후손들이 마을에 남아 법주사 조사전(祖師殿)에 명

처승이 칠일 사찰수호대책회라는 모임을 갖겠다고 현지 경찰

절 때마다 인사를 드리는 주민이 있다고 한다.

에 집회허가계를 내고 있다고 하며 이에 대항하여 비구승 삼

사찰령을 통한 주지의 막강한 권한과 사찰 재산의 보호로 인
해 일부 대처승들은 개인 재산을 축적함으로서 폐단을 일으키기

팔명이 대처승불법침입결사반대대회를 개최한다고 집회계를
내는 등 양파간의 공기가 험악한 사태에 있다고 한다.

도 하였다. 특히 주지들은 사찰재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있

동아일보 1960년 12월 8일

었기 때문에 개인 재산을 축적하기가 수월하였다. 따라서 해방
이후부터 6.25전쟁 이후까지도 대처승이 전국의 사찰을 장악할
정도로 그 권세가 대단하였다.
이에 비구승(比丘僧)들은 수좌들이 공부할 수 있는 사찰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불교정화운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대처승

의 수가 7,000명이 넘었고, 비구승은 수백 명에 불과하여 평화적
인 방법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대처승 측의 가로막혀 좌
절된다. 그런 와중에 1954년 5월 20일 이승만 대통령이 ‘대처승

은 사찰에서 물러나라’는 제1차 정화유시를 발표하면서 비구승
측에 힘을 실어졌고 본격적인 정화운동이 시작되었다. 1955년

기사원문

19 김광식, 「사찰령의 불교계 수용과 대응」, 『한국선학』제15호, 한국선학회, 2006,
645~6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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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아래 산간마을

1) 왕이 절에게 하사한 땅, 사내리

세조를 향해 침을 뱉었기 때문이라 전한다. 세조는 전의감을 통
하여 좋다는 약과 의원을 총동원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허사였는

사내리에서는 유독 왕이나 대통령과의 일화나 전설이 많이 전

데, 마침 속리산 복천암 물에 씻으면 낫는다는 말을 듣고 불심을

해져 오고 있다. 말티고개와 관련하여 고려 태조의 이야기부터

통해 치료코자 속리산에 행차하게 된 것이다. 세조는 청주를 거

법주사에 방문한 이승만 대통령, 매년 신정 때마다 사내리에서

쳐 회인 → 수한21 → 보은 → 대궐터22 → 말티고개를 거쳐 상판

휴가를 보냈던 박정희 대통령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

에 이르렀을 때, 지금의 정이품송(正二品松)에 다다르게 된다.

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인물
이 바로 세조(世祖)이다.

이 소나무가 정이품송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유래도 세조와
관련이 깊다. 세조가 복천암으로 지나가던 도중 소나무 옆을 지
나가게 되었는데, 세조가 축 늘어진 소나무 가지를 보고 “연걸

(1) 세조의 속리산 행차
세조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 이유는 그가 자신의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 직접 사내리를 방문했기 때문이다. 야사(野史)에
의하면 세조는 단종을 몰아내고 즉위한 후 알 수 없는 피부병에

21 수한면 교암리(敎巖里)의 지명 유래는 세조가 속리산으로 행차하던 중 냇가에 있는

장엄한 바위를 보고 지난날에 대한 참회를 느끼고 이 바위에 대해 “하늘의 이치를 가르쳐

주는 바위”라고 말한 것에 연유되었다고 한다.
22 대궐터는 현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일대로 세조가 말티고개를 넘기 전 이곳에서 하룻

시달렸는데, 세조의 꿈속에 나타난 현덕왕후(단종의 어머니)가

밤을 묵었다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현재의 정이품송 모습.

1959년 이승만 대통령 법주사 방문 당시 정이품송의 모습. 지금과 달리 정이품송 바로
옆에 도로가 있으며, 가옥들도 일부 보인다.(국가기록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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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고 염려하자 소나무가 스스로 연(輦)이 걸리지 않게 가지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됨 → 호기심에 나와 본 아이들을 세조가 본

를 들어주었고, 돌아오는 길에는 이 소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하

후 자신의 딸과 너무 닮아 기이하게 여김 → 세조가 아이들의 집을

게 되자 거듭 기특하게 생각하여 소나무에게 정이품(正二品)의

알아본 후, 딸의 존재를 확인 함 → 딸을 통해 자초지종을 듣고 모두

품계를 하사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정설로 통하고 있다. 그러나

용서하기로 하고 같이 대궐로 돌아가기로 함 → 이튿날 공주를 비

마을 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이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

롯한 가족이 숨어 결국, 같이 돌아가지 못함

전해진다. 상판리에 있는 자연마을 명칭인 진터와 가마골이라
는 지명에서 유래되는 이 전설은 『금계필담』에서 전해 오는 내
23

금계필담의 내용에서는 정이품송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기

용과 유사하다. 금계필담에서 전해오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본적이 이야기 서사 구조는 마을에서 전해오는 내용과 거의 동

하면 다음과 같다.

일하다. 정이품송은 이야기의 말미에 등장하는데, 세조가 소나
무 밑에서 공주와 그녀의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결국, 나타

김종서 등 충신을 죽이고 어린 조카를 내쫓은 후, 왕이 된 세조에게

나지 않자 본래 그들에게 주기로 한 벼슬을 소나무에게 주었다

세조의 딸인 공주가 간언(諫言) → 이에 분노한 세조가 공주를 죽

는 것이다.

이라 명하자 왕후가 유모와 함께 공주를 대궐 밖으로 도피시킴 →

정이품송과 관련하여 제보한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이 내용이

공주와 유모가 속리산 가마골(현 상판리)에 도착 → 역시 세조를 피

정이품송 유래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정이품송을 40년 넘

해 도망 온 김종서의 손자를 만난 후, 그와 같이 생활하게 됨 → 자

게 관리한 박헌(남, 1930년생)도 정사로 내려온 이야기보다 이

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진 후, 서로의 신분을 알게 됨 → 몇 년 후,

내용이 유래에 더 가깝다고 설명하였으며, 현재 보은군문화관광

자식을 낳고 숯을 구우며 행복하게 살던 중 세조가 속리산에 행차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찬매가 작성한 정이품송 설명문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3 『금계필담』의 이 내용은 2011년 KBS(한국방송)에서 방영한 ‘공주의 남자’라는 드라마
의 모티브(motive)가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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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고 염려하자 소나무가 스스로 연(輦)이 걸리지 않게 가지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됨 → 호기심에 나와 본 아이들을 세조가 본

를 들어주었고, 돌아오는 길에는 이 소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하

후 자신의 딸과 너무 닮아 기이하게 여김 → 세조가 아이들의 집을

게 되자 거듭 기특하게 생각하여 소나무에게 정이품(正二品)의

알아본 후, 딸의 존재를 확인 함 → 딸을 통해 자초지종을 듣고 모두

품계를 하사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정설로 통하고 있다. 그러나

용서하기로 하고 같이 대궐로 돌아가기로 함 → 이튿날 공주를 비

마을 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이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

롯한 가족이 숨어 결국, 같이 돌아가지 못함

전해진다. 상판리에 있는 자연마을 명칭인 진터와 가마골이라
는 지명에서 유래되는 이 전설은 『금계필담』에서 전해 오는 내
23

금계필담의 내용에서는 정이품송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기

용과 유사하다. 금계필담에서 전해오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본적이 이야기 서사 구조는 마을에서 전해오는 내용과 거의 동

하면 다음과 같다.

일하다. 정이품송은 이야기의 말미에 등장하는데, 세조가 소나
무 밑에서 공주와 그녀의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결국, 나타

김종서 등 충신을 죽이고 어린 조카를 내쫓은 후, 왕이 된 세조에게

나지 않자 본래 그들에게 주기로 한 벼슬을 소나무에게 주었다

세조의 딸인 공주가 간언(諫言) → 이에 분노한 세조가 공주를 죽

는 것이다.

이라 명하자 왕후가 유모와 함께 공주를 대궐 밖으로 도피시킴 →

정이품송과 관련하여 제보한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이 내용이

공주와 유모가 속리산 가마골(현 상판리)에 도착 → 역시 세조를 피

정이품송 유래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정이품송을 40년 넘

해 도망 온 김종서의 손자를 만난 후, 그와 같이 생활하게 됨 → 자

게 관리한 박헌(남, 1930년생)도 정사로 내려온 이야기보다 이

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진 후, 서로의 신분을 알게 됨 → 몇 년 후,

내용이 유래에 더 가깝다고 설명하였으며, 현재 보은군문화관광

자식을 낳고 숯을 구우며 행복하게 살던 중 세조가 속리산에 행차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찬매가 작성한 정이품송 설명문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3 『금계필담』의 이 내용은 2011년 KBS(한국방송)에서 방영한 ‘공주의 남자’라는 드라마
의 모티브(motive)가 되기도 하였다.

복천암 전경

058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전찬매가 작성한 정이품솜 설명문

02. 사내리의 과거

| 059

(2) 은덕을 입어 구원 받은 돌, 은구석(恩救石)

유래비가 세워져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구석의 유래
한편, 세조는 복천암에서 신미 등 고승들을 모아 법회를 열고

창이나 순조 때 작성된 양안(1810년)에 나타난 토지의 규모 등

사실 현재 은구석이 서 있는 곳은 원위치가 아니다. 은구석은

을 봤을 때도 여전히 조선전기와 유사하게 지원을 받았다. 또한

1972년 속리산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서쪽으로 10m 이전하여

순조의 태실이 속리산에 봉안되어 있고, 철종 2년(1851년)에 공

목욕소에서 목욕을 하면서 피부병 치료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

세조가 은덕을 입어

논둑에 옮겨졌으나 1980년 홍수로 인해 유실되었다. 그러나 당

명첩 700장을 발급하여 사찰을 수리하고, 고종 26년(1889)에 선

어 병세가 호전되자 그는 이를 불은(佛恩)으로 여기고 복천암의

구원 받은 돌로 은

시 임순철 면장 등 주민이 적극적으로 나서 1991년 6월 주변 땅

혜정 상납 가운데 2,500량을 받아 법주사를 수리하는 등 사찰의

모든 스님을 모아 이에 대해 보상을 내리겠다고 선언하였다. 복

구석이라 명명되어

속에서 토막 난 은구석을 찾아냈고 법주사가 후원금을 지원하

유지와 수리에도 왕실의 후원을 계속 받았다. 즉, 법주사는 왕실

천암에 있던 당간지주를 끌고 갈수 있는 곳까지의 모든 산과 전

오늘까지 전해지고

여 1993년 복원건립을 추진하였다. 결국, 옛 위치에서 서북쪽으

의 기복을 빌어주고 위패와 태실을 보호해주는 왕실의 원당사

답, 집터를 절에게 하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승려들이 크

있다.

로 30m 이전한 곳에 현재의 은구석이 세워졌다.

찰(願堂寺刹)로서 법주사의 토지 소유는 왕실의 보호 아래 특

게 기뻐하고 사내리 방향으로 돌을 끌고 내려와 약 6km 아래까

세조는 악병을 고치

은구석에 대한 유래나 실록의 기록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법주

권적이면서 지주적인 성격이 강하였다.27 이런 특수한 상황은 사

지 끌고 내려왔으나 여기서부터 더 이상 돌이 움직이지 않았다.

기 위해 불교의 얼

사는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찰이었다. 비록 조선시대는

내리가 조선시대부터 지속적으로 법주사 소유로 편입・유지되

이에 세조는 이만하면 공양미와 식량이 되리라 하고 그 지점에

이 담겨 있는 아름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을 통해 불교를 억압하기도 하였지만

는 기반으로 작용하였으며, 사하촌(寺下村)으로 자리 잡는데 중

돌을 세우고 여기서부터 속리산24 쪽의 모든 토지를 절땅으로 내

다운 속리산법주사

세종 6년(1424년) 선교양종(禪敎兩宗)의 36사(寺)로 정비할 때

요한 요인이 되었다.

려 주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복천암에서 기도를

교종 18사에 속하여 원촉전 60결 가급전 140결로서 총지급전

한바 병에 차도를

200결을 지급받고 항거승 100인을 인정받는 등 왕실의 지속적

임금이 속리사와 복천사에 행차하였다. 복천사에 쌀 3백석, 종 30

느껴 속으로 몹시 기뻐하며 많은 불전을 올려 승려들로 하여

인 지원을 받았다. 조선 후기에도 인조 2년(1624년) 법주사 중

명, 논밭 2백결을, 속리사에 쌀과 콩을 아울러 30석을 하사하고 신

금 불교를 숭상하는데 도움을 주고 병환에서 쾌유됨을 경하

시에 행궁으로 돌아왔다.25

하는 자리에서 왕은 속리산에 있는 승려들을 불러 말하기를

박종서에 따르면, “이 기록에서 전 200결을 현재의 평수로 환

대학교 대학원, 1993, 27~35쪽 참고.

내 이곳에 와서 부처님의 은덕으로 악병을 고치게 되었으니
그 은덕에 보답하고자 함이니 복천암 앞에 있는 기둥모양의

산하면, 1등전일 경우 약 554만평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볼 때 현

돌을 끌고 보은 쪽을 향하여 가다 힘이 빠져 멈추는 곳을 경계

재 사내리의 전경지 면적이 약 20만평인데 당시의 200결이면 현

로 해서 산천전답을 모두 절소유로 인정 하겠다고 하시었다.

사내리지역은 물론 더 먼 지역에 이르기까지 법주사 사찰령지였

이에 승려들이 크게 기뻐하여 밖으로 나가 그 커다란 돌에 밧

을 것으로 추정된다.”26 고 설명하고 있다.

줄을 매어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며 길을 따라 복천암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와 현재 은구석이 서있는 위치도 이와

내려와 법주사를 지나 말티재를 향해 돌을 끌었다 그런데 상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은구석은 사내리와 상판리 경계 부근에

판리 새목 이쯤에 이르자 모두들 기진맥진되어 더 이상 돌을

위치하여 있으며, 은구석이 있는 산모퉁이를 ‘은구모퉁이’이라

27 유진채, 「일제하 사찰토지의 소유관계 연구 - 충북 법주사 사례를 중심으로 -」, 고려

끌고 갈 힘이 없어 저 이제 돌은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았다 이

불렀는데, 예전부터 이 지역은 마을의 초입으로 사내2・6리(청

것을 본 왕은 미소를 지으며 이제 그 자리를 한계선으로 정하

주나들이) 때 하당(下堂)격으로 여겨졌다. 현재 은구석 옆에는

는 편이 좋겠다 그만하면 공양비와 승려들의 양식이 족할 것
이다 라고 하시며 사전문서를 작성해주고 돌이 멈춘 자리에

24 박경수(남, 1934년생)에 따르면 천왕봉부터 묘봉까지 “낙숫물 떨어지는”지역을 절에

다 은구석을 세워놓았다.

게 하사하였다고 한다.

그 후 이 은구석에서 속리산 동북쪽 전부의 땅을 법주사에 내

25 『조선왕조실록』세조 32권, 10년(1464) 2월 28일 (辛亥) 첫 번째 기사: 上幸俗離寺, 又

주어 법주사 소유의 땅이 되어 오늘까지 전한다.

幸福泉寺, 賜福泉寺米三百石、奴婢三十口、田二百結, 俗離寺米豆竝三十石, 申時還行宮

26 박종서, 「한국사원촌의 구조와 변모」,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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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덕을 입어 구원 받은 돌, 은구석(恩救石)

유래비가 세워져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구석의 유래
한편, 세조는 복천암에서 신미 등 고승들을 모아 법회를 열고

창이나 순조 때 작성된 양안(1810년)에 나타난 토지의 규모 등

사실 현재 은구석이 서 있는 곳은 원위치가 아니다. 은구석은

을 봤을 때도 여전히 조선전기와 유사하게 지원을 받았다. 또한

1972년 속리산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서쪽으로 10m 이전하여

순조의 태실이 속리산에 봉안되어 있고, 철종 2년(1851년)에 공

목욕소에서 목욕을 하면서 피부병 치료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

세조가 은덕을 입어

논둑에 옮겨졌으나 1980년 홍수로 인해 유실되었다. 그러나 당

명첩 700장을 발급하여 사찰을 수리하고, 고종 26년(1889)에 선

어 병세가 호전되자 그는 이를 불은(佛恩)으로 여기고 복천암의

구원 받은 돌로 은

시 임순철 면장 등 주민이 적극적으로 나서 1991년 6월 주변 땅

혜정 상납 가운데 2,500량을 받아 법주사를 수리하는 등 사찰의

모든 스님을 모아 이에 대해 보상을 내리겠다고 선언하였다. 복

구석이라 명명되어

속에서 토막 난 은구석을 찾아냈고 법주사가 후원금을 지원하

유지와 수리에도 왕실의 후원을 계속 받았다. 즉, 법주사는 왕실

천암에 있던 당간지주를 끌고 갈수 있는 곳까지의 모든 산과 전

오늘까지 전해지고

여 1993년 복원건립을 추진하였다. 결국, 옛 위치에서 서북쪽으

의 기복을 빌어주고 위패와 태실을 보호해주는 왕실의 원당사

답, 집터를 절에게 하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승려들이 크

있다.

로 30m 이전한 곳에 현재의 은구석이 세워졌다.

찰(願堂寺刹)로서 법주사의 토지 소유는 왕실의 보호 아래 특

게 기뻐하고 사내리 방향으로 돌을 끌고 내려와 약 6km 아래까

세조는 악병을 고치

은구석에 대한 유래나 실록의 기록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법주

권적이면서 지주적인 성격이 강하였다.27 이런 특수한 상황은 사

지 끌고 내려왔으나 여기서부터 더 이상 돌이 움직이지 않았다.

기 위해 불교의 얼

사는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찰이었다. 비록 조선시대는

내리가 조선시대부터 지속적으로 법주사 소유로 편입・유지되

이에 세조는 이만하면 공양미와 식량이 되리라 하고 그 지점에

이 담겨 있는 아름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을 통해 불교를 억압하기도 하였지만

는 기반으로 작용하였으며, 사하촌(寺下村)으로 자리 잡는데 중

돌을 세우고 여기서부터 속리산24 쪽의 모든 토지를 절땅으로 내

다운 속리산법주사

세종 6년(1424년) 선교양종(禪敎兩宗)의 36사(寺)로 정비할 때

요한 요인이 되었다.

려 주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복천암에서 기도를

교종 18사에 속하여 원촉전 60결 가급전 140결로서 총지급전

한바 병에 차도를

200결을 지급받고 항거승 100인을 인정받는 등 왕실의 지속적

임금이 속리사와 복천사에 행차하였다. 복천사에 쌀 3백석, 종 30

느껴 속으로 몹시 기뻐하며 많은 불전을 올려 승려들로 하여

인 지원을 받았다. 조선 후기에도 인조 2년(1624년) 법주사 중

명, 논밭 2백결을, 속리사에 쌀과 콩을 아울러 30석을 하사하고 신

금 불교를 숭상하는데 도움을 주고 병환에서 쾌유됨을 경하

시에 행궁으로 돌아왔다.25

하는 자리에서 왕은 속리산에 있는 승려들을 불러 말하기를

박종서에 따르면, “이 기록에서 전 200결을 현재의 평수로 환

대학교 대학원, 1993, 27~35쪽 참고.

내 이곳에 와서 부처님의 은덕으로 악병을 고치게 되었으니
그 은덕에 보답하고자 함이니 복천암 앞에 있는 기둥모양의

산하면, 1등전일 경우 약 554만평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볼 때 현

돌을 끌고 보은 쪽을 향하여 가다 힘이 빠져 멈추는 곳을 경계

재 사내리의 전경지 면적이 약 20만평인데 당시의 200결이면 현

로 해서 산천전답을 모두 절소유로 인정 하겠다고 하시었다.

사내리지역은 물론 더 먼 지역에 이르기까지 법주사 사찰령지였

이에 승려들이 크게 기뻐하여 밖으로 나가 그 커다란 돌에 밧

을 것으로 추정된다.”26 고 설명하고 있다.

줄을 매어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며 길을 따라 복천암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와 현재 은구석이 서있는 위치도 이와

내려와 법주사를 지나 말티재를 향해 돌을 끌었다 그런데 상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은구석은 사내리와 상판리 경계 부근에

판리 새목 이쯤에 이르자 모두들 기진맥진되어 더 이상 돌을

위치하여 있으며, 은구석이 있는 산모퉁이를 ‘은구모퉁이’이라

27 유진채, 「일제하 사찰토지의 소유관계 연구 - 충북 법주사 사례를 중심으로 -」, 고려

끌고 갈 힘이 없어 저 이제 돌은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았다 이

불렀는데, 예전부터 이 지역은 마을의 초입으로 사내2・6리(청

것을 본 왕은 미소를 지으며 이제 그 자리를 한계선으로 정하

주나들이) 때 하당(下堂)격으로 여겨졌다. 현재 은구석 옆에는

는 편이 좋겠다 그만하면 공양비와 승려들의 양식이 족할 것
이다 라고 하시며 사전문서를 작성해주고 돌이 멈춘 자리에

24 박경수(남, 1934년생)에 따르면 천왕봉부터 묘봉까지 “낙숫물 떨어지는”지역을 절에

다 은구석을 세워놓았다.

게 하사하였다고 한다.

그 후 이 은구석에서 속리산 동북쪽 전부의 땅을 법주사에 내

25 『조선왕조실록』세조 32권, 10년(1464) 2월 28일 (辛亥) 첫 번째 기사: 上幸俗離寺, 又

주어 법주사 소유의 땅이 되어 오늘까지 전한다.

幸福泉寺, 賜福泉寺米三百石、奴婢三十口、田二百結, 俗離寺米豆竝三十石, 申時還行宮

26 박종서, 「한국사원촌의 구조와 변모」,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116쪽.

은구석과 유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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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품과 도지
(1) 답품

행은 지속되었다. 특히 사찰령의 반포로 사찰의 재산권이 보호

하는 수법 등을 통해 부가적인 이득을 챙겼다. 사내리 주민들은

나(나눠). 이팔제로. 여덟 단 내가 먹고, 두 단 법주사로 주고. | 권

되면서 답품은 더욱 성행하게 되었다. 답품을 할 때는 법주사에

이에 대해 불만이 많았지만 경제적으로 종속관계라 당시에는 불

태원(남, 1929년생)

서 담당 승려가 직접 논에 나와 작황을 점검하였다. 벼에 낱알이

만을 토로하기가 사실 힘들었다.

얼마나 달렸는가를 파악하여 수확량을 예측하고 기록한 후, 금

사내리에서 도지는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삼칠제를 적용하

은구석의 전설만큼이나 사내리와 법주사의 특수한 관계는 오

액과 비율을 산정하였다. 사실 보통 사찰농지의 임대료는 일반

근데 여기도 그런 것도 법주사에서도 좀 알랑거리고 이런 사람들은

였다. 이는 지주인 법주사가 전체의 70%를 갖고, 농민이 30%

랫동안 이어져 내려왔다. 특히, 사내리의 모든 토지가 법주사에

농지보다 저율이었다. 유진채에 의하면, 법주사는 답의 경우, 일

농사꺼리도 좋은 거 차지했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같이 뚝뚝 거리고

를 갖는 것이었다. 흉년일 경우, 사육제를 적용하기도 했지만 일

예속되어 있었던 만큼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가던 사내리 주민

제 강점기 당시 200평당 보통 0.81석의 소작료를 징수하였는데,

농사나 짓고 이런 사람들은 저기 좀 메마른 땅 그런거나 차지하고

년 농사를 지으면 수확량의 반도 농민이 차지할 수 없었던 것

농사짓고 그랬어. | 권태원(남, 1929년생)

이 당시 농민의 현실이었다. 따라서 당시 사찰재산 수입 중 가

29

들은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법주사는 토지를 주민에

이는 일반지주보다 0.19~0.22석을 덜 받는 것이었다. 또한 흉

게 임대하고 이에 대한 임대료를 받음으로서 사찰 재정을 충당

년이 들면 임대료를 감면을 해주기도 하였고, 농민에게 쌀을 빌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임대료를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려주거나 사찰림에서 땔감을 구하는 것을 허락해주었다. 간혹

옛날에 대처승들 있을 때, 겨울 내 퍼 멕이면 그 이듬해 상답(上畓),

법주사 재산 수입 중 73.4%~90.4%를 차지할 정도였다. 그러

28

묘지를 쓰는 것도 묵인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

좋은 논은 임자가 바뀌잖아. | 백영한(남, 1957년생)

다가 1949년 농지개혁을 계기로 이팔제로 바뀌게 된다. 이팔

산정하는가에 있는데, 사내리 주민들은 이를 ‘닷품’ 또는 ‘답품’

이라 칭하고 있다.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도지였다. 1930년대에는 도지가

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는 답품에 대

제는 삼칠제와는 반대로 80%를 농민이 갖고, 20%를 법주사

답품(踏品)은 답험(踏驗) 또는 간평(看坪)과 같은 의미로, 소

한 폐단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었다. 앞서 살펴봤듯이 당시 법

답품은 해방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대처승이 법주사에서 물

가 갖는 것이다.

작지에서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지주나 지주의 대리인이 미

주사의 승려는 대처승이 대부분이었는데 일부 대처승들은 개인

러난 1960년대 이후이나 1970년 도시계획 이후, 전답의 수가 많

리 작황을 조사하여 소작료를 결정하던 제도를 말한다. 답품은

재산을 축적하는 폐단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들이 재산을 축적

이 줄어들었지만 민판동을 중심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논을 대

농지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가 1949년도에 농지분배가 됐었어요.

이미 고려 공양왕 3년(1391년)에 과전법과 함께 실시되었을 만

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답품이었다.

상으로 답품을 하였다. 당시까지도 여전히 임대료를 현물로 내

그때 당시 법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한테 어떻게 보면 다

큼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한해의 농사 작황을 조사하여 등급

당시 사내리의 농토는 척박한 편이어서 농민의 입장에서는 좋

야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답품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비

분화가 거의 됐다시피 했죠. 그거를 30년 상환을 하는 건데, 그 사람

을 매기는 답험과 등급에 따라 비율로 조세를 감면해주는 손실

은 논을을 배당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척박한 땅에

구승이 들어온 시점부터는 법주사 종무소 담당 직원과 법주사

들이 정부에다가 중간에 절 밑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가 개인

의 합칭어로서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이라는 용어로 자주 사

는 거름을 써야했지만 비료가 귀해 산에 있는 참나무 순을 말려

의 재무 담당 승려가 답품을 하였다. 현재 법주사 종무실장을 맡

이 찾을 수 없다 해가지고 포기서를 받아가지고 다시 절게 됐어요.

용되었다. 답품은 기본적으로 관아(官衙)에서 관리 및 시행하

그것을 비료로 쓸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

고 있는 안춘석도 1980년대 법주사에 들어와 몇 년간 답품을 직

그 대신 법주사에서 임대료를 그때 당시에는 땅주인이 7을 먹고, 농

접 하였다. 이 시기는 대처승이 득세하던 시기와는 달리 폐단이

사짓는 사람 3밖에 못 먹었습니다. 칠대삼으로 농사를 지을 시기였

며 고을의 수령, 관찰사, 감사수령관 등 3차례에 걸쳐 심사하였
지만 사전(私田)의 경우에는 지주에게 답품을 일임하였다. 때문

옛날에는 어떻게 농사를 지었냐 하면요, 비료가 안나왔을 때 돈 좀

사라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현물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매기는 것

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거꾸로 이팔제로 하자. 땅주인은 2를 먹

에 사전의 경우, 답품 과정에서 많은 폐단을 낳았다. 이에 사전

있는 사람들이 보은 가서 비료도 한 포, 두 포 사왔고 그때는 산에

은 마을 주민에게 불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법주사

고 농사짓는 사람은 8을 먹어라. 그런식으로 해서 그것이 계속 뭐 논

도 관에서 하는 관답험(官踏驗)이 실시되기도 했으나 세종 26

참나무 있죠? 응 참나무. 모 속솔이라던지, 굴방나무라던지 뭐 보참

측에서는 1990년대 들어 전답의 임대료를 균일화하면서 더 이

같은 경우, 가을에 나가서 감평도 하고. “야 이 논은 해마다 쌀 두 가

년(1444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답험의 관례는 이후에도 지

이라던지 순 보드랍게 올라올 적에, 봄, 그러니까 소만 전에 그걸 꺾

상 답품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마니씩 나왔는데 올해는 농사가 잘 되서 두 가마 반은 나오겠네. 그

속되었다. 특히, 왕실의 보호 아래 원당사찰로 존재했던 법주사

어가지고 논을 갈아갔고, 골을 져가지고 거기 해다가 놨다가 골에다

는 답험손실법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

가 피가지고 말린다음에 싸 덮어서 물을 대가지고 소로다가 써래로

지할 수 있었다.

다가 [……] 그러니께 보드라운 참나무 햇순! 소만 때는 부들부들 해
요. 소만 전에는. 소만 때 꺾어서 그래가지고 그걸 해 놓으니까 비가

럼 두 가마나 반의 이팔제면 얼마여. 그럼 이곳은 쌀이 5말. 이런식

(2) 도지
답품으로 작황을 측정하면 그에 맞는 임대료를 산정하게 된

으로 감평이란 걸 그걸 했었어요. | 안춘석(남, 1955년생)

이팔제는 도지를 현금으로 내기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전답

답품이라 해가지고 이 논떼기가 수확이 얼마나 정도된다 대강 이렇

많이 안 오니까 [……] 지금은 초봄에 비료 해 놓고 물 대놓고 하니까

다. 여기서 임대료를 ‘도지’라 부른다. 도지는 지주가 농민에게 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현물 낼 때는 답은 쌀로, 전은 보리나

게 조사를 한다고. 절에서 와가지고. 이팔제를 따져가지고, 도지를

곡식이 잘되는데 그렇게 해도 날이 가물어가지고 비를 한 번 못 심

을 부치고 대가로 받는 현물이나 현금을 뜻하지만 전답뿐만 아

콩으로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텃도지는 대개 쌀로 받지

이 논떼기에서 10가마니가 날 것 같으면, 두 가마니 가져와라. 여덟

고 심어놓고 보름 만에 패놓고 [……] | 박지호(남, 1938년생)

28 사내리 주민들은 발음상 ‘닷품’으로 칭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나 표준 명칭으로 답품으

게 유리한 것이었지만 여전히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따라서 임대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좋은 논을 차지하기 위해

있기 때문에 집을 짓기 전에도 법주사에 허가를 맡고 임대계약

사실이었다. 특히, 사내리가 관광지가 되기 시작한 1960년 이전

서는 대처승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었다. 답품뿐만 아니라 전답

을 맺어야만 한다. 따라서 도지는 사내리에 사는 주민(단, 건물

에는 더욱 사정이 어려웠다. 따라서 간혹 몇몇 농민들은 법주사

의 배분도 대처승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대처승들은 이를 이용

세입자는 제외)이라면 누구나 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에 도지를 낼 때 조금이나마 도지를 적게 주려고 벼 나락을 묶

하여 좋은 전답을 지정해주거나 답품의 수확량을 다르게 기록

로 정의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서에는 ‘답품’으로 칭하기로 한다. 또한 답품은 벼농사의 경
우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한자로 ‘踏品’뿐만 아니라 ‘畓品’이라고 표기하기도 하였다.

062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만 전처럼 콩으로 가져가기도 했다. 이팔제는 전적으로 농민에

우, 건물의 소유는 대개 주민에게 있지만 땅의 소유가 법주사에

가마 너 먹어라. | 권태원(남, 1929년생)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도 법주사와 사내리 주민간의 답품 관

니라 택지의 임대료는 별도로 ‘텃도지’라 부르고 있다. 택지의 경

을 때 느슨하게 묶거나 방앗간에서 쌀 한말에 모래를 넣어 주기
아~ 줘야지. 도지 하자너. 말하자면, 나락을 비잖아요? 단으로도 노

도 하였다고 한다.

29 유진채, 위의 글, 57쪽.

02. 사내리의 과거

| 063

2) 답품과 도지
(1) 답품

행은 지속되었다. 특히 사찰령의 반포로 사찰의 재산권이 보호

하는 수법 등을 통해 부가적인 이득을 챙겼다. 사내리 주민들은

나(나눠). 이팔제로. 여덟 단 내가 먹고, 두 단 법주사로 주고. | 권

되면서 답품은 더욱 성행하게 되었다. 답품을 할 때는 법주사에

이에 대해 불만이 많았지만 경제적으로 종속관계라 당시에는 불

태원(남, 1929년생)

서 담당 승려가 직접 논에 나와 작황을 점검하였다. 벼에 낱알이

만을 토로하기가 사실 힘들었다.

얼마나 달렸는가를 파악하여 수확량을 예측하고 기록한 후, 금

사내리에서 도지는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삼칠제를 적용하

은구석의 전설만큼이나 사내리와 법주사의 특수한 관계는 오

액과 비율을 산정하였다. 사실 보통 사찰농지의 임대료는 일반

근데 여기도 그런 것도 법주사에서도 좀 알랑거리고 이런 사람들은

였다. 이는 지주인 법주사가 전체의 70%를 갖고, 농민이 30%

랫동안 이어져 내려왔다. 특히, 사내리의 모든 토지가 법주사에

농지보다 저율이었다. 유진채에 의하면, 법주사는 답의 경우, 일

농사꺼리도 좋은 거 차지했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같이 뚝뚝 거리고

를 갖는 것이었다. 흉년일 경우, 사육제를 적용하기도 했지만 일

예속되어 있었던 만큼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가던 사내리 주민

제 강점기 당시 200평당 보통 0.81석의 소작료를 징수하였는데,

농사나 짓고 이런 사람들은 저기 좀 메마른 땅 그런거나 차지하고

년 농사를 지으면 수확량의 반도 농민이 차지할 수 없었던 것

농사짓고 그랬어. | 권태원(남, 1929년생)

이 당시 농민의 현실이었다. 따라서 당시 사찰재산 수입 중 가

29

들은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법주사는 토지를 주민에

이는 일반지주보다 0.19~0.22석을 덜 받는 것이었다. 또한 흉

게 임대하고 이에 대한 임대료를 받음으로서 사찰 재정을 충당

년이 들면 임대료를 감면을 해주기도 하였고, 농민에게 쌀을 빌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임대료를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려주거나 사찰림에서 땔감을 구하는 것을 허락해주었다. 간혹

옛날에 대처승들 있을 때, 겨울 내 퍼 멕이면 그 이듬해 상답(上畓),

법주사 재산 수입 중 73.4%~90.4%를 차지할 정도였다. 그러

28

묘지를 쓰는 것도 묵인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

좋은 논은 임자가 바뀌잖아. | 백영한(남, 1957년생)

다가 1949년 농지개혁을 계기로 이팔제로 바뀌게 된다. 이팔

산정하는가에 있는데, 사내리 주민들은 이를 ‘닷품’ 또는 ‘답품’

이라 칭하고 있다.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도지였다. 1930년대에는 도지가

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는 답품에 대

제는 삼칠제와는 반대로 80%를 농민이 갖고, 20%를 법주사

답품(踏品)은 답험(踏驗) 또는 간평(看坪)과 같은 의미로, 소

한 폐단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었다. 앞서 살펴봤듯이 당시 법

답품은 해방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대처승이 법주사에서 물

가 갖는 것이다.

작지에서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지주나 지주의 대리인이 미

주사의 승려는 대처승이 대부분이었는데 일부 대처승들은 개인

러난 1960년대 이후이나 1970년 도시계획 이후, 전답의 수가 많

리 작황을 조사하여 소작료를 결정하던 제도를 말한다. 답품은

재산을 축적하는 폐단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들이 재산을 축적

이 줄어들었지만 민판동을 중심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논을 대

농지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가 1949년도에 농지분배가 됐었어요.

이미 고려 공양왕 3년(1391년)에 과전법과 함께 실시되었을 만

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답품이었다.

상으로 답품을 하였다. 당시까지도 여전히 임대료를 현물로 내

그때 당시 법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한테 어떻게 보면 다

큼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한해의 농사 작황을 조사하여 등급

당시 사내리의 농토는 척박한 편이어서 농민의 입장에서는 좋

야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답품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비

분화가 거의 됐다시피 했죠. 그거를 30년 상환을 하는 건데, 그 사람

을 매기는 답험과 등급에 따라 비율로 조세를 감면해주는 손실

은 논을을 배당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척박한 땅에

구승이 들어온 시점부터는 법주사 종무소 담당 직원과 법주사

들이 정부에다가 중간에 절 밑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가 개인

의 합칭어로서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이라는 용어로 자주 사

는 거름을 써야했지만 비료가 귀해 산에 있는 참나무 순을 말려

의 재무 담당 승려가 답품을 하였다. 현재 법주사 종무실장을 맡

이 찾을 수 없다 해가지고 포기서를 받아가지고 다시 절게 됐어요.

용되었다. 답품은 기본적으로 관아(官衙)에서 관리 및 시행하

그것을 비료로 쓸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

고 있는 안춘석도 1980년대 법주사에 들어와 몇 년간 답품을 직

그 대신 법주사에서 임대료를 그때 당시에는 땅주인이 7을 먹고, 농

접 하였다. 이 시기는 대처승이 득세하던 시기와는 달리 폐단이

사짓는 사람 3밖에 못 먹었습니다. 칠대삼으로 농사를 지을 시기였

며 고을의 수령, 관찰사, 감사수령관 등 3차례에 걸쳐 심사하였
지만 사전(私田)의 경우에는 지주에게 답품을 일임하였다. 때문

옛날에는 어떻게 농사를 지었냐 하면요, 비료가 안나왔을 때 돈 좀

사라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현물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매기는 것

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거꾸로 이팔제로 하자. 땅주인은 2를 먹

에 사전의 경우, 답품 과정에서 많은 폐단을 낳았다. 이에 사전

있는 사람들이 보은 가서 비료도 한 포, 두 포 사왔고 그때는 산에

은 마을 주민에게 불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법주사

고 농사짓는 사람은 8을 먹어라. 그런식으로 해서 그것이 계속 뭐 논

도 관에서 하는 관답험(官踏驗)이 실시되기도 했으나 세종 26

참나무 있죠? 응 참나무. 모 속솔이라던지, 굴방나무라던지 뭐 보참

측에서는 1990년대 들어 전답의 임대료를 균일화하면서 더 이

같은 경우, 가을에 나가서 감평도 하고. “야 이 논은 해마다 쌀 두 가

년(1444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답험의 관례는 이후에도 지

이라던지 순 보드랍게 올라올 적에, 봄, 그러니까 소만 전에 그걸 꺾

상 답품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마니씩 나왔는데 올해는 농사가 잘 되서 두 가마 반은 나오겠네. 그

속되었다. 특히, 왕실의 보호 아래 원당사찰로 존재했던 법주사

어가지고 논을 갈아갔고, 골을 져가지고 거기 해다가 놨다가 골에다

는 답험손실법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

가 피가지고 말린다음에 싸 덮어서 물을 대가지고 소로다가 써래로

지할 수 있었다.

다가 [……] 그러니께 보드라운 참나무 햇순! 소만 때는 부들부들 해
요. 소만 전에는. 소만 때 꺾어서 그래가지고 그걸 해 놓으니까 비가

럼 두 가마나 반의 이팔제면 얼마여. 그럼 이곳은 쌀이 5말. 이런식

(2) 도지
답품으로 작황을 측정하면 그에 맞는 임대료를 산정하게 된

으로 감평이란 걸 그걸 했었어요. | 안춘석(남, 1955년생)

이팔제는 도지를 현금으로 내기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전답

답품이라 해가지고 이 논떼기가 수확이 얼마나 정도된다 대강 이렇

많이 안 오니까 [……] 지금은 초봄에 비료 해 놓고 물 대놓고 하니까

다. 여기서 임대료를 ‘도지’라 부른다. 도지는 지주가 농민에게 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현물 낼 때는 답은 쌀로, 전은 보리나

게 조사를 한다고. 절에서 와가지고. 이팔제를 따져가지고, 도지를

곡식이 잘되는데 그렇게 해도 날이 가물어가지고 비를 한 번 못 심

을 부치고 대가로 받는 현물이나 현금을 뜻하지만 전답뿐만 아

콩으로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텃도지는 대개 쌀로 받지

이 논떼기에서 10가마니가 날 것 같으면, 두 가마니 가져와라. 여덟

고 심어놓고 보름 만에 패놓고 [……] | 박지호(남, 1938년생)

28 사내리 주민들은 발음상 ‘닷품’으로 칭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나 표준 명칭으로 답품으

게 유리한 것이었지만 여전히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따라서 임대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좋은 논을 차지하기 위해

있기 때문에 집을 짓기 전에도 법주사에 허가를 맡고 임대계약

사실이었다. 특히, 사내리가 관광지가 되기 시작한 1960년 이전

서는 대처승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었다. 답품뿐만 아니라 전답

을 맺어야만 한다. 따라서 도지는 사내리에 사는 주민(단, 건물

에는 더욱 사정이 어려웠다. 따라서 간혹 몇몇 농민들은 법주사

의 배분도 대처승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대처승들은 이를 이용

세입자는 제외)이라면 누구나 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에 도지를 낼 때 조금이나마 도지를 적게 주려고 벼 나락을 묶

하여 좋은 전답을 지정해주거나 답품의 수확량을 다르게 기록

로 정의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서에는 ‘답품’으로 칭하기로 한다. 또한 답품은 벼농사의 경
우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한자로 ‘踏品’뿐만 아니라 ‘畓品’이라고 표기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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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전처럼 콩으로 가져가기도 했다. 이팔제는 전적으로 농민에

우, 건물의 소유는 대개 주민에게 있지만 땅의 소유가 법주사에

가마 너 먹어라. | 권태원(남, 1929년생)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도 법주사와 사내리 주민간의 답품 관

니라 택지의 임대료는 별도로 ‘텃도지’라 부르고 있다. 택지의 경

을 때 느슨하게 묶거나 방앗간에서 쌀 한말에 모래를 넣어 주기
아~ 줘야지. 도지 하자너. 말하자면, 나락을 비잖아요? 단으로도 노

도 하였다고 한다.

29 유진채, 위의 글,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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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는 가을 추수 때 한 번 냈었다. 그러나 현물에서 현금으

사내5리 교회가 있는 지역 등 사내천 인근의 하천부지를 개인에

로 바뀐 이후에는 텃도지는 5월과 10월 두 번에 나눠 내고 있다.

게 분양하게 되면서 일부 상가나 주택의 건평이 하천부지와 법

5월에는 전체 금액의 60%를 내며, 10월에는 전체 금액의 40%

주사 토지가 같이 있는 곳이 있었다. 예를 들어 대구슈퍼는 건

를 내고 있다.

평 50평에서 하천부지가 41평이나 되어 도지가 다른 상가지역
보다 현저하게 적었다.

도지의 납부시기 및 횟수
도지 납부시기/
횟수

답

전

택지

저희들이 법주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사내리 자체가 법주사

10월/1번

10월/1번

5월, 10월/2번

꺼 입니다. 사내리 자체가. 근데 거기 묘하게 교회가 생기고 천주교
가 있는데 [……] 좀 의아하죠? 그건 국가에서 법을 잘못 만들어서

현물로 도지를 낼 때는 답의 경우 답품을 통해 냈지만 전이나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전체가 법주사 땅이다 그랬는데 도로법이나

택지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았다. 특히

하천법을 보면 하천법은 무조건 국가소유예요. 예전에는 하천이 이

택지는 상가지역이 발달하면서 좀 더 세분화 되어 텃도지를 받

렇게 제방을 쌓아서 만든 게 아니고 자연스런 하천이에요. 그러다

게 되었다. 가령, 사내2・6리 상가지역의 상가 앞 골목은 1평당

보니까 그 하천넓이가 140m이었었어요. 근데 그걸 한 30m 정도로

백미 3되, 상가 뒷골목은 백미 2되를 내고 여관 단지는 1평당 백

줄이면서 제방을 싹 만들었잖아요. 그 옆에 부지가 많이 생겼잖아

미 1되 반, 취락 지구는 1평당 백미 1되를 내는 식이었다. 1980

요. 그걸 군에서 전부 도로내고 나머지를 분할해서 팔다보니까 개

년대만 해도 이런 관행이 이어져 가을이면 법주사 종무소에서

인소유가 되버렸죠. 그래서 개인소유가 되면서 교회라든지 천주교

는 등사로 고지서를 만들고 고지서를 직접 배부하면서 도지를

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다 건립을 한거예요.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

수거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다. 또한 정확하게 도지를 매기기

죠. | 안춘석(남, 1955년생)

위해 토지를 측량하고 마을 주민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법주
사에서 담당할 일이었다.
그러나 쌀의 가격이 매년 천차만별로 바뀜에 따라 현물을 기
준으로 내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문제가 되었다. 이에 1990년대
초에 계약서에 백미(白米)라는 말을 없애서 시가로 금액을 정한
후, 물가 상승률을 대비하여 매년 인상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조사팀은 마을 주민을 상대로 현재 텃도지를 어느 정도 내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 현물로 내던 도지가 현금

이런 한계가 있었지만 조사한 도지 금액을 간단히 정리해보

면, 사내4리 A주택은 1평당 약 6,900원, 사내1리 B주택은 약

1,600원, 사내1리 C주택은 약 1,500원, 사내3리 D주택은 약

1,700원, 사내4리 E주택은 2,500원, 하천부지를 포함하고 있는

사내4리 F주택은 약 1,000원 정도를 내고 있었다. 상가는 주택보
다는 가격이 비싸서 상가 앞 골목에 위치한 A상가는 12,000원,

B상가는 약 13,000원, C상가는 약 9,600원 정도였다. 상가 뒷골

으로 평당 어느 정도로 내는지 비교검토를 해보고자 하였다. 그

목 A상가는 9,500원 정도였고, 여관 단지는 A여관이 약 13,600

러나 대부분은 납부 통지서를 보지 않는 이상 자신이 정확하게

원이었다. 이러한 조사 내용을 통계로 대략적인 도지의 금액을

얼마를 내는지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이는 2년마다 계약을 갱

산출해 보았다.

도지 명세서

신할 때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인상하기 때문에 도지 가
격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도지의 납부를 농협이나 새

도지의 형태 및 금액
현물(1990년 이전)

마을금고에 일임하는 경우도 많아 정확한 가격을 알지는 못하
고 대략적인 금액 정도만을 알고 있었고, 도지를 두 차례에 걸쳐
6:4의 비율로 내기 때문에 총액을 확실하게 알기 어려웠다. 또

답

백미 이팔제
(단위:단 - 1960년대)

전

보리(말 - 1960년대)
콩(말 - 1960년대)

다른 문제는 같은 상가라 하더라도 위치나 건물의 시세 등에 따
라 도지가 조금씩 달라서 몇몇 상가나 주택만을 대상으로 조사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제보자 개개인이나 법주사측에
서도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공개하기 꺼리는 문제
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내리 토지 중 로얄호텔 인근지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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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텃도지)

현금(1990년 이후)

1평당 500원

상가 앞 골목

1평당 백미 3되

1평 당 약 10,000~13,000원

상가 뒷골목

1평당 백미 2되

1평 당 약 9,000~9,500원

여관 단지

1평당 백미 1되 반~2되

1평 당 약 13,600원

취락 지구
(주거 지역)

1평당 백미 1되

1평당 약 1,600~7,000원

02. 사내리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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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는 가을 추수 때 한 번 냈었다. 그러나 현물에서 현금으

사내5리 교회가 있는 지역 등 사내천 인근의 하천부지를 개인에

로 바뀐 이후에는 텃도지는 5월과 10월 두 번에 나눠 내고 있다.

게 분양하게 되면서 일부 상가나 주택의 건평이 하천부지와 법

5월에는 전체 금액의 60%를 내며, 10월에는 전체 금액의 40%

주사 토지가 같이 있는 곳이 있었다. 예를 들어 대구슈퍼는 건

를 내고 있다.

평 50평에서 하천부지가 41평이나 되어 도지가 다른 상가지역
보다 현저하게 적었다.

도지의 납부시기 및 횟수
도지 납부시기/
횟수

답

전

택지

저희들이 법주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사내리 자체가 법주사

10월/1번

10월/1번

5월, 10월/2번

꺼 입니다. 사내리 자체가. 근데 거기 묘하게 교회가 생기고 천주교
가 있는데 [……] 좀 의아하죠? 그건 국가에서 법을 잘못 만들어서

현물로 도지를 낼 때는 답의 경우 답품을 통해 냈지만 전이나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전체가 법주사 땅이다 그랬는데 도로법이나

택지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았다. 특히

하천법을 보면 하천법은 무조건 국가소유예요. 예전에는 하천이 이

택지는 상가지역이 발달하면서 좀 더 세분화 되어 텃도지를 받

렇게 제방을 쌓아서 만든 게 아니고 자연스런 하천이에요. 그러다

게 되었다. 가령, 사내2・6리 상가지역의 상가 앞 골목은 1평당

보니까 그 하천넓이가 140m이었었어요. 근데 그걸 한 30m 정도로

백미 3되, 상가 뒷골목은 백미 2되를 내고 여관 단지는 1평당 백

줄이면서 제방을 싹 만들었잖아요. 그 옆에 부지가 많이 생겼잖아

미 1되 반, 취락 지구는 1평당 백미 1되를 내는 식이었다. 1980

요. 그걸 군에서 전부 도로내고 나머지를 분할해서 팔다보니까 개

년대만 해도 이런 관행이 이어져 가을이면 법주사 종무소에서

인소유가 되버렸죠. 그래서 개인소유가 되면서 교회라든지 천주교

는 등사로 고지서를 만들고 고지서를 직접 배부하면서 도지를

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다 건립을 한거예요.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

수거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다. 또한 정확하게 도지를 매기기

죠. | 안춘석(남, 1955년생)

위해 토지를 측량하고 마을 주민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법주
사에서 담당할 일이었다.
그러나 쌀의 가격이 매년 천차만별로 바뀜에 따라 현물을 기
준으로 내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문제가 되었다. 이에 1990년대
초에 계약서에 백미(白米)라는 말을 없애서 시가로 금액을 정한
후, 물가 상승률을 대비하여 매년 인상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조사팀은 마을 주민을 상대로 현재 텃도지를 어느 정도 내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 현물로 내던 도지가 현금

이런 한계가 있었지만 조사한 도지 금액을 간단히 정리해보

면, 사내4리 A주택은 1평당 약 6,900원, 사내1리 B주택은 약

1,600원, 사내1리 C주택은 약 1,500원, 사내3리 D주택은 약

1,700원, 사내4리 E주택은 2,500원, 하천부지를 포함하고 있는

사내4리 F주택은 약 1,000원 정도를 내고 있었다. 상가는 주택보
다는 가격이 비싸서 상가 앞 골목에 위치한 A상가는 12,000원,

B상가는 약 13,000원, C상가는 약 9,600원 정도였다. 상가 뒷골

으로 평당 어느 정도로 내는지 비교검토를 해보고자 하였다. 그

목 A상가는 9,500원 정도였고, 여관 단지는 A여관이 약 13,600

러나 대부분은 납부 통지서를 보지 않는 이상 자신이 정확하게

원이었다. 이러한 조사 내용을 통계로 대략적인 도지의 금액을

얼마를 내는지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이는 2년마다 계약을 갱

산출해 보았다.

도지 명세서

신할 때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인상하기 때문에 도지 가
격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도지의 납부를 농협이나 새

도지의 형태 및 금액
현물(1990년 이전)

마을금고에 일임하는 경우도 많아 정확한 가격을 알지는 못하
고 대략적인 금액 정도만을 알고 있었고, 도지를 두 차례에 걸쳐
6:4의 비율로 내기 때문에 총액을 확실하게 알기 어려웠다. 또

답

백미 이팔제
(단위:단 - 1960년대)

전

보리(말 - 1960년대)
콩(말 - 1960년대)

다른 문제는 같은 상가라 하더라도 위치나 건물의 시세 등에 따
라 도지가 조금씩 달라서 몇몇 상가나 주택만을 대상으로 조사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제보자 개개인이나 법주사측에
서도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공개하기 꺼리는 문제
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내리 토지 중 로얄호텔 인근지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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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텃도지)

현금(1990년 이후)

1평당 500원

상가 앞 골목

1평당 백미 3되

1평 당 약 10,000~13,000원

상가 뒷골목

1평당 백미 2되

1평 당 약 9,000~9,500원

여관 단지

1평당 백미 1되 반~2되

1평 당 약 13,600원

취락 지구
(주거 지역)

1평당 백미 1되

1평당 약 1,600~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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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찰 토지 소유 면적의 변화
사찰 토지 소유 면적의 증가

법주사는 일제 강점기에 들어 더 이상 왕실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총독부의 관리 및 통제를 받게 되면서 일정 부분
사찰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토지의 경우, 신도시
주, 매입, 승려시주 등의 요인으로 인해 조선 후기 때 보유했던
면적보다도 오히려 사찰 토지 소유 면적이 증가하게 된다.
1912년 조선토지조사사업 당시 법주사의 농지의 면적은

된 농지는 19.7㏊로 총 소유면적의 18.6%에 해당하였다. 법주사

는 경우, 법주사와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여전히 법주사에 불만

의 방매농지는 일반지주의 방매농지보다 지가가 낮았으나 농지

을 갖고 있는 일부 주민이 내세우는 근거도 바로 이 농지개혁 당

매입자는 기존의 소작농은 5명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마름이

시 분배와 반환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 일반농민이었다.31
결국, 방매로 인해 남은 면적 86.3㏊가 분배대상으로 결정되
어 소작농민들에게 분배되었다.32

지개혁 이후에 50%이상의 재산이 감소하여 커다란 경제적 손

은 자영하는 농지에 한해서만 매수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이 사찰

졌으며, 사찰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소작관행이 변화된 것

에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내리 주민들도 착실하게 상환

도 큰 이유였다. 1950년대 후반, 법주사가 산림부산물 생산에

80.70㏊이었고, 1930년 91.96㏊, 1932년 95.27㏊, 1933년

료(償還料)를 내며 처음 ‘내 땅’이라는 것을 가질 기대에 부풀어

힘을 쏟은 것도 궁핍해진 재정을 충원하고자 하는 이유가 가장

96.34㏊, 1940년 115.84㏊, 1944년 117.06㏊이었다. 농지를 포

있었다. 그러나 재정 악화를 우려한 불교계에서 이에 대해 적극

컸기 때문이다.

㏊로 22년간 37.69㏊가 증가하였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사

를 반환하라’는 유시를 발표하고, 이어 「사찰자경농지사정요령」

내리 지역은 74.39㏊로 거의 변동이 없지만 산외면 지역의 토

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분배된 땅을 다시 내놓을 위기에 처하

지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즉 사내리 지역의 토

게 되었다. 특히 분배된 농지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소작농의 포

지는 조선시대부터 지속적으로 법주사 소유의 땅으로 변함없

기 승낙서가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였

었던 반면 산외면 일대의 농지가 점차 법주사 소유가 되었다는

다.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법주사 주지인 강원준이 자택에

것을 의미한다.30

서 무장한 경관을 세워 놓고 소작인들을 한사람씩 불러들여 매

종류

면적

농지

80.70㏊

농지 포함 토지

90.25㏊

농지

117.06㏊

비고

1912년

1944년

신도시주, 매입, 승려시주 등의
요인으로 인해 농지면적 증가

농지 포함 토지 127.94㏊

실을 입었다. 보상으로 받은 지가증권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불교정화운동 과정에서 사찰 재산이 많이 사라

적으로 대처함에 따라 결국,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이 ‘사찰농지

연대

법주사 측에서도 분배된 농지를 다시 돌려받기는 했지만 농

대부분의 농지가 소작농민에 의해 경작되었기 때문에 자경 혹

함한 토지 면적도 1912년 90.25㏊이었고 1944년에는 127.94

법주사 토지 보유 현황(1910년대~1960년대)

농지

106㏊

농지 포함 토지

118㏊

1949년 2월~5월 19.7㏊ 방매

1945~1949년

* 농지개혁으로 농지 86.3㏊ 분배

1949~1952년
1953년

농지

51㏊

분배대상 농지 86.3㏊ 중 51㏊ 회수

농지

55㏊

사내리 농지 면적 51㏊

농지 포함 토지

80㏊

불교정화운동과 농지개혁
(토지면적 감소, 소작관행의 변화)
으로 인해 법주사 재정 궁핍

1960년

입에 대한 포기 승낙서를 강제적으로 받았다고 한다. 또한 불응
농지개혁과 사찰 농지의 반환

한 이들에 한해서는 당시 마을 이장과 면에서 나온 사람, 경관이

이렇게 법주사는 일제 강점기에 들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토

함께 마을을 돌며 도장을 받았다고 한다. 이 때 반환된 대부분의

지로 인해 여기서 받는 텃도지가 증가하고 사찰 재산 또한 증가

농지는 사내리 지역에 집중되었다. 「사찰자경농지사정요령」에

하게 된다. 게다가 일부 대처승들이 답품과정에서 횡포를 보임

서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 농지를 2㎞ 이내의 농지로 규정

으로서 사찰 농지의 도지가 일반 농지보다 저율이었음에도 불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배대상 농지 86.3㏊ 중 51㏊가

구하고 지주적인 성격을 강하게 보이게 된다. 이것은 해방 이후

법주사로 반환되었으며, 1960년 사내리 농지 면적이 51㏊라는

농지개혁에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점에서 반환된 농지 전부가 사내리 농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이 시행하고자 한 토지개혁은 무산되지만

당시 주민들은 법주사라는 천년고찰과 국보를 지키고 운영하

1948년 공포된 헌법에서 공식적으로 농지개혁 실시가 선언되면

는 명분에서 토지를 반납하라는 국가의 명분에 응할 수밖에 없

서 농지개혁의 입법에 착수된다. 그러나 입법 시간이 소요되면

는 입장이었다. 게다가 강제적으로 승낙서를 받기까지 했기 때

서 그 사이 농지개혁을 예상한 지주들은 토지를 방매하기 시작

문에 대항을 할 수 없었다. 물론 법주사 측에서도 이 일을 계기

하였다. 사찰 역시 지주로서 농지개혁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방

로 텃도지를 이팔제로 완화해주고, 대처승이 물러가면서 답품의

매를 실시하였다. 법주사도 1949년 2월에서 5월 사이에 토지를

폐해도 점차 사라졌지만, 일부 주민의 텃도지가 급격하게 오르

재빠르게 방매를 한다.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

는 경우나 부득이하게 자신이 소작하거나 사는 터전을 잃게 되

월 이전에는 문교부의 승인을 받을 수 없었고, 5월 이후에는 문
교재단 소유농지에 대한 특별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
리면서 더 이상 방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방매

31 김용의, 「농지개혁에서 사찰 소유농지의 분배과정과 결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1999, 29~30쪽.
32 국가기록원에서 보관 중인 「분배농지 상환대장」에는 당시 사내리 주민의 기록도 상세

30 이상의 통계자료는 유진채, 「일제하 사찰토지의 소유관계 연구 - 충북 법주사 사례를

히 표기되어 있다. 조사팀은 사내리 현지조사 당시 알게 되었던 촌로들의 이름이나 과거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3.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대처승들의 이름 등을 상환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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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찰 토지 소유 면적의 변화
사찰 토지 소유 면적의 증가

법주사는 일제 강점기에 들어 더 이상 왕실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총독부의 관리 및 통제를 받게 되면서 일정 부분
사찰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토지의 경우, 신도시
주, 매입, 승려시주 등의 요인으로 인해 조선 후기 때 보유했던
면적보다도 오히려 사찰 토지 소유 면적이 증가하게 된다.
1912년 조선토지조사사업 당시 법주사의 농지의 면적은

된 농지는 19.7㏊로 총 소유면적의 18.6%에 해당하였다. 법주사

는 경우, 법주사와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여전히 법주사에 불만

의 방매농지는 일반지주의 방매농지보다 지가가 낮았으나 농지

을 갖고 있는 일부 주민이 내세우는 근거도 바로 이 농지개혁 당

매입자는 기존의 소작농은 5명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마름이

시 분배와 반환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 일반농민이었다.31
결국, 방매로 인해 남은 면적 86.3㏊가 분배대상으로 결정되
어 소작농민들에게 분배되었다.32

지개혁 이후에 50%이상의 재산이 감소하여 커다란 경제적 손

은 자영하는 농지에 한해서만 매수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이 사찰

졌으며, 사찰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소작관행이 변화된 것

에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내리 주민들도 착실하게 상환

도 큰 이유였다. 1950년대 후반, 법주사가 산림부산물 생산에

80.70㏊이었고, 1930년 91.96㏊, 1932년 95.27㏊, 1933년

료(償還料)를 내며 처음 ‘내 땅’이라는 것을 가질 기대에 부풀어

힘을 쏟은 것도 궁핍해진 재정을 충원하고자 하는 이유가 가장

96.34㏊, 1940년 115.84㏊, 1944년 117.06㏊이었다. 농지를 포

있었다. 그러나 재정 악화를 우려한 불교계에서 이에 대해 적극

컸기 때문이다.

㏊로 22년간 37.69㏊가 증가하였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사

를 반환하라’는 유시를 발표하고, 이어 「사찰자경농지사정요령」

내리 지역은 74.39㏊로 거의 변동이 없지만 산외면 지역의 토

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분배된 땅을 다시 내놓을 위기에 처하

지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즉 사내리 지역의 토

게 되었다. 특히 분배된 농지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소작농의 포

지는 조선시대부터 지속적으로 법주사 소유의 땅으로 변함없

기 승낙서가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였

었던 반면 산외면 일대의 농지가 점차 법주사 소유가 되었다는

다.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법주사 주지인 강원준이 자택에

것을 의미한다.30

서 무장한 경관을 세워 놓고 소작인들을 한사람씩 불러들여 매

종류

면적

농지

80.70㏊

농지 포함 토지

90.25㏊

농지

117.06㏊

비고

1912년

1944년

신도시주, 매입, 승려시주 등의
요인으로 인해 농지면적 증가

농지 포함 토지 127.94㏊

실을 입었다. 보상으로 받은 지가증권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불교정화운동 과정에서 사찰 재산이 많이 사라

적으로 대처함에 따라 결국,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이 ‘사찰농지

연대

법주사 측에서도 분배된 농지를 다시 돌려받기는 했지만 농

대부분의 농지가 소작농민에 의해 경작되었기 때문에 자경 혹

함한 토지 면적도 1912년 90.25㏊이었고 1944년에는 127.94

법주사 토지 보유 현황(1910년대~1960년대)

농지

106㏊

농지 포함 토지

118㏊

1949년 2월~5월 19.7㏊ 방매

1945~1949년

* 농지개혁으로 농지 86.3㏊ 분배

1949~1952년
1953년

농지

51㏊

분배대상 농지 86.3㏊ 중 51㏊ 회수

농지

55㏊

사내리 농지 면적 51㏊

농지 포함 토지

80㏊

불교정화운동과 농지개혁
(토지면적 감소, 소작관행의 변화)
으로 인해 법주사 재정 궁핍

1960년

입에 대한 포기 승낙서를 강제적으로 받았다고 한다. 또한 불응
농지개혁과 사찰 농지의 반환

한 이들에 한해서는 당시 마을 이장과 면에서 나온 사람, 경관이

이렇게 법주사는 일제 강점기에 들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토

함께 마을을 돌며 도장을 받았다고 한다. 이 때 반환된 대부분의

지로 인해 여기서 받는 텃도지가 증가하고 사찰 재산 또한 증가

농지는 사내리 지역에 집중되었다. 「사찰자경농지사정요령」에

하게 된다. 게다가 일부 대처승들이 답품과정에서 횡포를 보임

서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 농지를 2㎞ 이내의 농지로 규정

으로서 사찰 농지의 도지가 일반 농지보다 저율이었음에도 불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배대상 농지 86.3㏊ 중 51㏊가

구하고 지주적인 성격을 강하게 보이게 된다. 이것은 해방 이후

법주사로 반환되었으며, 1960년 사내리 농지 면적이 51㏊라는

농지개혁에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점에서 반환된 농지 전부가 사내리 농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이 시행하고자 한 토지개혁은 무산되지만

당시 주민들은 법주사라는 천년고찰과 국보를 지키고 운영하

1948년 공포된 헌법에서 공식적으로 농지개혁 실시가 선언되면

는 명분에서 토지를 반납하라는 국가의 명분에 응할 수밖에 없

서 농지개혁의 입법에 착수된다. 그러나 입법 시간이 소요되면

는 입장이었다. 게다가 강제적으로 승낙서를 받기까지 했기 때

서 그 사이 농지개혁을 예상한 지주들은 토지를 방매하기 시작

문에 대항을 할 수 없었다. 물론 법주사 측에서도 이 일을 계기

하였다. 사찰 역시 지주로서 농지개혁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방

로 텃도지를 이팔제로 완화해주고, 대처승이 물러가면서 답품의

매를 실시하였다. 법주사도 1949년 2월에서 5월 사이에 토지를

폐해도 점차 사라졌지만, 일부 주민의 텃도지가 급격하게 오르

재빠르게 방매를 한다.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

는 경우나 부득이하게 자신이 소작하거나 사는 터전을 잃게 되

월 이전에는 문교부의 승인을 받을 수 없었고, 5월 이후에는 문
교재단 소유농지에 대한 특별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
리면서 더 이상 방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방매

31 김용의, 「농지개혁에서 사찰 소유농지의 분배과정과 결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1999, 29~30쪽.
32 국가기록원에서 보관 중인 「분배농지 상환대장」에는 당시 사내리 주민의 기록도 상세

30 이상의 통계자료는 유진채, 「일제하 사찰토지의 소유관계 연구 - 충북 법주사 사례를

히 표기되어 있다. 조사팀은 사내리 현지조사 당시 알게 되었던 촌로들의 이름이나 과거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3.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대처승들의 이름 등을 상환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066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사내3리에 남아 있는 전답

02. 사내리의 과거

| 067

을 단위로 협력하여 만들기도 하여 ‘복조리 마을’로 유명해졌다.

적으로 유명해져 덩달아 생산량도 늘어나게 되었다. 민판동의

최근까지 정기술(남, 1911년생 추정)이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

복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재료를 구해 와야 한다. 속리

경우, 1980년 수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마을을 집단 이주하

으나 최근에 거동이 어려워지면서 제작을 멈추었다. 현재 사내

논농업, 밭농업 보다도 오히려 그 전에는 조리하고, 산나물 뜯고, 그

산에 산재하고 있는 조릿대(산죽)를 양력 9월경부터 채집하기

는 아픔을 겪는 와중에도 복조리 제작은 멈추지 않을 정도였다.

리 상가지역에 걸려 있는 대부분의 복조리는 그가 만든 것이다.

담에 가을에 송이 따고, 잡버섯 채취하고 주생활이 그렇게 살았어

시작한다. 조릿대의 햇순만을 낫으로 베어 사용해야 하기 때문

복조리는 촌로(村老)들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오래전부터

민판동의 경우, 각 가정에서 집에 걸어둘 복조리 정도만을 2~3

요. | 유근식(남, 1948년생)

에 매년 사용할 양만큼 속아 내준다. 복조리를 한창 만들 때는

마을에서 해온 부업(副業)이었지만 현재는 생산이 중단되었다.

3) 복조리와 송이버섯

년에 한 번씩 제작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속리산 어느 골짜기에 조릿대가 있는지 위치와 양까지 정확하
그라고 여기는 순전히 산생활해서 먹고 살았어요. 조리하고, 복조

게 알 정도였다. 조릿대를 채집해오면 하루쯤 햇볕에 말린 후 껍

리. 또 그전에는 도리깨로 다 털었단 말야. 도리깨 노리하고 조리하

질을 벗긴다. 껍질을 벗긴 조릿대를 네 가닥으로 ‘따갠’(쪼갠) 후,

고. 그리고 여기 버섯이 많이 나서 송이 따고 그라고 먹고 살았어요.

물에 담근다. 물에 담근 이유는 조릿대를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

| 박지호(남, 1938년생)

서이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방에 불을 떼어 조릿
대를 말리는 경우도 있다.

사내리는 농토가 다른 마을과 비교했을 때 적은 편이라 예전

재료가 모두 준비 되면 본격적으로 복조리 제작에 들어간다.33

부터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어려웠다. 또한 농토의

한 명이 복조리 한 개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일의 효율성을 위해 부

대부분이 법주사의 소유라 임대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주민

녀자 및 어린이와 성인 남자의 역할을 나눈다. 부녀자와 어린이

의 수도 제한적이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사내리에서는 예전부
터 농업 이외의 생업이 발달하였다. 특히, 속리산이라는 자연 환

는 주로 바닥조리를 만들었다. 남자는 ‘우기는 것’과 ‘매끼틀기’, ‘

끼기’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우기는 것’은 바닥조리를 오므려서

경 때문에 산림 자원을 채취하고 이용하는 생업이 주를 이뤘다.

묶는 것을 말한다. ‘우기다’는 ‘우그리다’의 옛말로 추정된다. 우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내리의 생업들 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기는 것은 많은 힘이 들고 기술이 필요해 숙련자만이 할 수 있었

복조리 제작과 송이버섯 채취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복조리
복조리

조리는 쌀을 이는 도구이다. 정미기계가 발달하기 이전까지

전래의 소박한 꿈을 엮는 보은 사내리 복조리마을
해마다 동짓달만 되면 온 동네가 부산
한개40원…28가구서 4만5천개 엮어

음력정월초하루날 새벽, 쌀과 엿 등을 담은 조리 한 쌍을 안방 문턱
벽에 정월 한 달 동안 걸어두면 1년 내내 복이 들어온다는 복조리.
우리 조상들의 소박한 꿈을 담은 이 복조리를 만들어 농가소득을 올
리는 마을이 있다.
충북보은군 내속리면 사내3리 28가구 농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

다. 이어서 우긴 복조리를 ‘매끼’를 틀어야 한다. 매끼는 곡식 섬

는 곳이 복조리 마을이다.

이나 곡식 단 따위를 묶을 때 쓰는 새끼나 끈을 말하는데 복조리

이 마을을 해마다 음력동지달이 되면 어른 어린이할 것 없이 온 식

에서는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름 10~12㎝ 복조리

구가 복조리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다.

는 제작하는데 30분 정도 소요되며, 최근 장식이나 기념품용으

인근 속리산 기슭에서 자라는 조리대(죽)의 햇순을 가을 추수가 끝

로 제작되는 30㎝ 이상의 큰 복조리는 1시간 정도 소요된다.

나면서부터 베어다가 1m안팎으로 자르고 네 갈래로 쪼개 다듬고 말

복조리를 세는 단위는 ‘지리’이다. 한 지리는 50개로 이 단위

려 동짓날부터 조리를 만든다.

조리는 부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였다. 또한 농경사회

로 묶어서 판매하였다. 이를 사내리에서는 ‘낀다’고 표현한다. 본

의 주된 곡식인 쌀을 다루는 도구라는 점에서 조리는 한 해의 복

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는 11월부터 섣달 그믐날까지 한 가

어른들이 조리의 허리를 휘어 짜 매듭을 짓는다.

을 담는 상징적인 도구로도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예전부터 섣

정에서 평균 30지리 정도까지 생산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식구

이렇게 잔손질이 많이 가야 완제품이 되는 복조리는 하루 두 사람이 고작해야 1질 50개를 짤 수 있지만 예부터 내려오는 농한기의 유

달 그믐날 새벽 조리장수로부터 조리를 사서 성냥이나 돈, 실, 엿

가 많은 집의 경우, 100지리까지 생산하는 가정도 있었다. 1977

일한 부업이라 섣달하순까지 두 달 동안 힘겨운 줄 모르고 만든단다.

등을 담아 문이나 벽에 걸어두고 한해

년에는 한 지리에 2,000원에 판매하였으며, 1978년에는 2,500

두 달 동안 일손을 놓지 않고 28가구가 만든 복조리는 대강 9백질이나 돼 1질에 2천원씩 서울 대전 청주 등지 상인들에 팔려나가 전

의 장수와 재복을 바랬다. 이런 의미

원, 1986년에는 15,000원에 판매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는 외

국 각 가정에 복을 나누어주고 이 마을 가구당 6~7만원의 소득을 올려준다.

에서 조리를 복(福)조리라고 불렀다.

국에 수출되기도 하여 단가가 많이 상승하였다.

지난 구정 때에는 복조리를 팔아 얻은 소득으로 가구당 3만5천원씩을 분담, 전기까지 가설해 올해에는 밤늦도록 전깃불 밑에서 조리

연약한 아녀자와 어린이들이 일하기 쉬운 조리바닥을 짜면 힘이 센

사내리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복조리

복조리는 주민이 직접 보은장이나 멀리는 상주장, 괴산장, 청

생산지였다. 특히 현 사내3리인 민판동은 예

주장까지 나가 팔기도 하였지만 소문을 들은 복조리장수들이 직

조리대를 베기 위해 험한 산을 오르내리고 대를 쪼개 다듬고 손질해 조리 한 개를 만드는데 든 수공에 비한다면 싼값이지만 타지방보

접 마을로 찾아오기도 하였다. 특히 1970~1980년대에는 전국

다 조리대를 구하기 쉬운데다 부락의 전통이라 생각하고 복조리를 만든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전부터 ‘복조리 마을’이라 불릴 정도였다. 복조
리는 비교적 만드는 과정이

플라스틱이나 철망으로 만든 조리보다 복조리가 가볍고 위생적이라는 최화순 할머니(63)는 조리대로 만든 조리가 진짜 조리라며 웃

쉽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일이라 가족 구성원 모
두가 참여하여 만들었다. 특히,
김종철・우인자댁 복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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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판동은 가족 단위를 넘어서 마

를 짤 수 있는 복된 마을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어 보였다.
33 조사팀은 복조리 제작의 전 과정을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사내3리(민판동) 주민을

현재 5대뿐인 텔레비전을 온 마을이 집집마다 한대씩 갖기 위해 더욱 많은 복조리를 만들어야겠다며 일손을 서두르고 있다.

중심으로 제작과정에 대한 참여관찰을 시도하였지만 최근 복조리 제작을 중단하면서 산
죽의 햇순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조사기간과 복조리 제작 시기가 일치하지 못해 참여

동아일보 1977년 1월 26일

관찰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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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단위로 협력하여 만들기도 하여 ‘복조리 마을’로 유명해졌다.

적으로 유명해져 덩달아 생산량도 늘어나게 되었다. 민판동의

최근까지 정기술(남, 1911년생 추정)이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

복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재료를 구해 와야 한다. 속리

경우, 1980년 수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마을을 집단 이주하

으나 최근에 거동이 어려워지면서 제작을 멈추었다. 현재 사내

논농업, 밭농업 보다도 오히려 그 전에는 조리하고, 산나물 뜯고, 그

산에 산재하고 있는 조릿대(산죽)를 양력 9월경부터 채집하기

는 아픔을 겪는 와중에도 복조리 제작은 멈추지 않을 정도였다.

리 상가지역에 걸려 있는 대부분의 복조리는 그가 만든 것이다.

담에 가을에 송이 따고, 잡버섯 채취하고 주생활이 그렇게 살았어

시작한다. 조릿대의 햇순만을 낫으로 베어 사용해야 하기 때문

복조리는 촌로(村老)들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오래전부터

민판동의 경우, 각 가정에서 집에 걸어둘 복조리 정도만을 2~3

요. | 유근식(남, 1948년생)

에 매년 사용할 양만큼 속아 내준다. 복조리를 한창 만들 때는

마을에서 해온 부업(副業)이었지만 현재는 생산이 중단되었다.

3) 복조리와 송이버섯

년에 한 번씩 제작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속리산 어느 골짜기에 조릿대가 있는지 위치와 양까지 정확하
그라고 여기는 순전히 산생활해서 먹고 살았어요. 조리하고, 복조

게 알 정도였다. 조릿대를 채집해오면 하루쯤 햇볕에 말린 후 껍

리. 또 그전에는 도리깨로 다 털었단 말야. 도리깨 노리하고 조리하

질을 벗긴다. 껍질을 벗긴 조릿대를 네 가닥으로 ‘따갠’(쪼갠) 후,

고. 그리고 여기 버섯이 많이 나서 송이 따고 그라고 먹고 살았어요.

물에 담근다. 물에 담근 이유는 조릿대를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

| 박지호(남, 1938년생)

서이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방에 불을 떼어 조릿
대를 말리는 경우도 있다.

사내리는 농토가 다른 마을과 비교했을 때 적은 편이라 예전

재료가 모두 준비 되면 본격적으로 복조리 제작에 들어간다.33

부터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어려웠다. 또한 농토의

한 명이 복조리 한 개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일의 효율성을 위해 부

대부분이 법주사의 소유라 임대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주민

녀자 및 어린이와 성인 남자의 역할을 나눈다. 부녀자와 어린이

의 수도 제한적이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사내리에서는 예전부
터 농업 이외의 생업이 발달하였다. 특히, 속리산이라는 자연 환

는 주로 바닥조리를 만들었다. 남자는 ‘우기는 것’과 ‘매끼틀기’, ‘

끼기’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우기는 것’은 바닥조리를 오므려서

경 때문에 산림 자원을 채취하고 이용하는 생업이 주를 이뤘다.

묶는 것을 말한다. ‘우기다’는 ‘우그리다’의 옛말로 추정된다. 우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내리의 생업들 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기는 것은 많은 힘이 들고 기술이 필요해 숙련자만이 할 수 있었

복조리 제작과 송이버섯 채취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복조리
복조리

조리는 쌀을 이는 도구이다. 정미기계가 발달하기 이전까지

전래의 소박한 꿈을 엮는 보은 사내리 복조리마을
해마다 동짓달만 되면 온 동네가 부산
한개40원…28가구서 4만5천개 엮어

음력정월초하루날 새벽, 쌀과 엿 등을 담은 조리 한 쌍을 안방 문턱
벽에 정월 한 달 동안 걸어두면 1년 내내 복이 들어온다는 복조리.
우리 조상들의 소박한 꿈을 담은 이 복조리를 만들어 농가소득을 올
리는 마을이 있다.
충북보은군 내속리면 사내3리 28가구 농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

다. 이어서 우긴 복조리를 ‘매끼’를 틀어야 한다. 매끼는 곡식 섬

는 곳이 복조리 마을이다.

이나 곡식 단 따위를 묶을 때 쓰는 새끼나 끈을 말하는데 복조리

이 마을을 해마다 음력동지달이 되면 어른 어린이할 것 없이 온 식

에서는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름 10~12㎝ 복조리

구가 복조리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다.

는 제작하는데 30분 정도 소요되며, 최근 장식이나 기념품용으

인근 속리산 기슭에서 자라는 조리대(죽)의 햇순을 가을 추수가 끝

로 제작되는 30㎝ 이상의 큰 복조리는 1시간 정도 소요된다.

나면서부터 베어다가 1m안팎으로 자르고 네 갈래로 쪼개 다듬고 말

복조리를 세는 단위는 ‘지리’이다. 한 지리는 50개로 이 단위

려 동짓날부터 조리를 만든다.

조리는 부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였다. 또한 농경사회

로 묶어서 판매하였다. 이를 사내리에서는 ‘낀다’고 표현한다. 본

의 주된 곡식인 쌀을 다루는 도구라는 점에서 조리는 한 해의 복

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는 11월부터 섣달 그믐날까지 한 가

어른들이 조리의 허리를 휘어 짜 매듭을 짓는다.

을 담는 상징적인 도구로도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예전부터 섣

정에서 평균 30지리 정도까지 생산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식구

이렇게 잔손질이 많이 가야 완제품이 되는 복조리는 하루 두 사람이 고작해야 1질 50개를 짤 수 있지만 예부터 내려오는 농한기의 유

달 그믐날 새벽 조리장수로부터 조리를 사서 성냥이나 돈, 실, 엿

가 많은 집의 경우, 100지리까지 생산하는 가정도 있었다. 1977

일한 부업이라 섣달하순까지 두 달 동안 힘겨운 줄 모르고 만든단다.

등을 담아 문이나 벽에 걸어두고 한해

년에는 한 지리에 2,000원에 판매하였으며, 1978년에는 2,500

두 달 동안 일손을 놓지 않고 28가구가 만든 복조리는 대강 9백질이나 돼 1질에 2천원씩 서울 대전 청주 등지 상인들에 팔려나가 전

의 장수와 재복을 바랬다. 이런 의미

원, 1986년에는 15,000원에 판매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는 외

국 각 가정에 복을 나누어주고 이 마을 가구당 6~7만원의 소득을 올려준다.

에서 조리를 복(福)조리라고 불렀다.

국에 수출되기도 하여 단가가 많이 상승하였다.

지난 구정 때에는 복조리를 팔아 얻은 소득으로 가구당 3만5천원씩을 분담, 전기까지 가설해 올해에는 밤늦도록 전깃불 밑에서 조리

연약한 아녀자와 어린이들이 일하기 쉬운 조리바닥을 짜면 힘이 센

사내리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복조리

복조리는 주민이 직접 보은장이나 멀리는 상주장, 괴산장, 청

생산지였다. 특히 현 사내3리인 민판동은 예

주장까지 나가 팔기도 하였지만 소문을 들은 복조리장수들이 직

조리대를 베기 위해 험한 산을 오르내리고 대를 쪼개 다듬고 손질해 조리 한 개를 만드는데 든 수공에 비한다면 싼값이지만 타지방보

접 마을로 찾아오기도 하였다. 특히 1970~1980년대에는 전국

다 조리대를 구하기 쉬운데다 부락의 전통이라 생각하고 복조리를 만든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전부터 ‘복조리 마을’이라 불릴 정도였다. 복조
리는 비교적 만드는 과정이

플라스틱이나 철망으로 만든 조리보다 복조리가 가볍고 위생적이라는 최화순 할머니(63)는 조리대로 만든 조리가 진짜 조리라며 웃

쉽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일이라 가족 구성원 모
두가 참여하여 만들었다. 특히,
김종철・우인자댁 복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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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판동은 가족 단위를 넘어서 마

를 짤 수 있는 복된 마을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어 보였다.
33 조사팀은 복조리 제작의 전 과정을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사내3리(민판동) 주민을

현재 5대뿐인 텔레비전을 온 마을이 집집마다 한대씩 갖기 위해 더욱 많은 복조리를 만들어야겠다며 일손을 서두르고 있다.

중심으로 제작과정에 대한 참여관찰을 시도하였지만 최근 복조리 제작을 중단하면서 산
죽의 햇순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조사기간과 복조리 제작 시기가 일치하지 못해 참여

동아일보 1977년 1월 26일

관찰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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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깨

“복조리사려…
구정 새벽을 누빌 행운의 전령”
돌 고른쌀 덕분에 조리의 용도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지방에선 설날 아침이면 복조리 장수들이 “복

조리 사려”를 외치며 골목길을 누빈다.

음력 설날 아침 일찍 복조리를 사서 돈과 쌀을 그득 담아 방

도리깨도 복조리와 더불어 사내리에서 많이 만들었던 도구였

다. 특히 곡식을 직접 치는 부분인 도리깨의 ‘노리’(아들)를 만들

였다. 다음 날은 구해 온 나무를 찌는데 소요되었다. 마지막 날
은 찐 나무를 꼿꼿하게 피고 잔가지를 친다. 이를 ‘노리를 잡는

다’고 표현한다.

어 장에 내다 팔았다. 1970년대까지 도리깨 제작은 복조리 생

도리깨를 세는 단위는 ‘동’이다. 노리 300개를 한 동으로 묶어

산이 끝난 시점부터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봄까지

보은장에 내다 팔았다. 당시 장에 한 동을 팔면 쌀 한 말을 받지

부업으로 하였다.

못할 정도로 낮은 가격을 받았다. 즉, 사흘 품을 들여 쌀 한 말을

도리깨 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흘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우선 첫 날은 재료로 사용할 ‘물푸리’(물푸레)나무를 속리산에

버는 정도에 불과했다. 당시 하루 품삯이 쌀 4되, 보리 한 말 정
도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가격을 받았다.

서 구해왔다. 물푸레나무는 가장 단단하면서 구하기 쉬운 재료

문 밖이나 부엌에 걸어두면 복을 받는다는 풍습 때문에 지
금도 구정 때면 단단히 한몫 보는 마을이 있다.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예부터 복조리 생산지로 유명한 이 마을
은 인근 속리산 기슭에 자생하는 조릿대를 재료로 금년에도
3만여개의 복조리를 생산, 1개당 50원씩에 청주․충주․대전
등지로 출하하여 1백 50여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동아일보 1978년 2월 6일

“복을 팝니다” 복조리 끝손질 한창
한해의 만복을 비는 복조리가 구정을 앞두고 농민들의 정
성어린 손으로 다듬어지고 있다. 농한기부업으로 10월말경
부터 만들어지는 복조리는 정월대보름날까지 개당 3백원
씩에 팔린다.

경향신문 1986년 2월 8일

복조리를 들고 있는 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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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깨

“복조리사려…
구정 새벽을 누빌 행운의 전령”
돌 고른쌀 덕분에 조리의 용도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지방에선 설날 아침이면 복조리 장수들이 “복

조리 사려”를 외치며 골목길을 누빈다.

음력 설날 아침 일찍 복조리를 사서 돈과 쌀을 그득 담아 방

도리깨도 복조리와 더불어 사내리에서 많이 만들었던 도구였

다. 특히 곡식을 직접 치는 부분인 도리깨의 ‘노리’(아들)를 만들

였다. 다음 날은 구해 온 나무를 찌는데 소요되었다. 마지막 날
은 찐 나무를 꼿꼿하게 피고 잔가지를 친다. 이를 ‘노리를 잡는

다’고 표현한다.

어 장에 내다 팔았다. 1970년대까지 도리깨 제작은 복조리 생

도리깨를 세는 단위는 ‘동’이다. 노리 300개를 한 동으로 묶어

산이 끝난 시점부터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봄까지

보은장에 내다 팔았다. 당시 장에 한 동을 팔면 쌀 한 말을 받지

부업으로 하였다.

못할 정도로 낮은 가격을 받았다. 즉, 사흘 품을 들여 쌀 한 말을

도리깨 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흘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우선 첫 날은 재료로 사용할 ‘물푸리’(물푸레)나무를 속리산에

버는 정도에 불과했다. 당시 하루 품삯이 쌀 4되, 보리 한 말 정
도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가격을 받았다.

서 구해왔다. 물푸레나무는 가장 단단하면서 구하기 쉬운 재료

문 밖이나 부엌에 걸어두면 복을 받는다는 풍습 때문에 지
금도 구정 때면 단단히 한몫 보는 마을이 있다.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예부터 복조리 생산지로 유명한 이 마을
은 인근 속리산 기슭에 자생하는 조릿대를 재료로 금년에도
3만여개의 복조리를 생산, 1개당 50원씩에 청주․충주․대전
등지로 출하하여 1백 50여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동아일보 1978년 2월 6일

“복을 팝니다” 복조리 끝손질 한창
한해의 만복을 비는 복조리가 구정을 앞두고 농민들의 정
성어린 손으로 다듬어지고 있다. 농한기부업으로 10월말경
부터 만들어지는 복조리는 정월대보름날까지 개당 3백원
씩에 팔린다.

경향신문 1986년 2월 8일

복조리를 들고 있는 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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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이버섯
송이버섯

송이버섯(이하 송이) 채취는 사내리 주민의 생업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입원이다. 사내리의 많은 주민들은 9월

송이 채취는 밭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밭을

리산으로 시집을 온 이후부터 송이를 따기 시작한 경우다. 처음

량이 기준 이상이 나오면 조합에서 채취 가능한 기간을 정하였

에는 싸리버섯을 비롯한 잡버섯을 따다가 근처에 있는 송이를

다. 결정이 되면 다음 날 조별 단위로 산신제를 지냈다. 사고예

형을 이해하고 길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렇다고 길이 등

한 두 개씩 따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녀는 남편과 별도

방과 송이 풍년을 기원하고자 각 마을에 있는 산제당에서 약식

산로처럼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능선이나 계곡을 따라

의 밭이 있을 정도로 전문적으로 송이를 딴다.

으로 산신제를 지냈다. 정월 초에 산신제가 마을의 안녕을 비는

찾아가는 ‘길’을 잘 알아야한다. 따라서 송이 채취는 속리산의 지

다니기도 하며, 매번 다니는 길이 달라지기도 한다.

초부터 10월 초까지 약 한 달간 속리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송이
를 비롯한 각종 버섯을 채취한다.
송이는 천역작물로 대개 백로(양력 9월 9일경)때부터 약 한

것이라면, 이 산신제는 개인적인 안녕을 비는 것이었다.
저 꼭두개까지 올라가다가 다리 아프다가 송이 하나만 만나봐. 다

산에 가면 길이 개미땅굴 같어. [……] 바둑판 같애 길이 이렇게. 근

리가 힘이 나. 돈이니께. | 이정환(여, 1939년생)

현재 송이를 따는 주민 수는 약 70여명 이상으로 집계 되고
있다. 이들은 조합에 가입하여 매년 일정금액을 산 주인인 법주
사에 지급하여 채취 허가권을 얻는다. 올해는 500만원을 법주

데 한 사람이 한 곳으로 가는 게 아녀. 같은 곳으로 가도 길이 막 갈

송이는 사내리 주민 대부분이 채취 활동에 임했지만 특히, 민

사에 냈으며, 이를 ‘산세’라 부른다. 산세는 송이를 따는 개인 단

판동 주민이 많이 참여하였다. 민판동 지역에서 송이가 많이 날

위로 내야만 한다. 따라서 한 가족에 2명이 참여한다면 각각 해

지되어야 풍작을 기대할 수 있다. 기온이 비슷한 6월에도 ‘6월

송이 채취도 기본적으로 학습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경험치가

뿐만 아니라 민판동 사람들이 산을 잘 타며, 채취 기술이 뛰어

당 금액을 조합에 내야만 한다.

높을수록 잘 따게 된다고 한다. 어느 지역에 있는지, 송이는 땅

나 속리산 전체 수확량의 반 이상을 민판동에서 생산하기도 하

최근에는 마을에 송이를 판매하는 특산품 매장이 늘어나고

송이’라 하여 강우량만 적절하면 송이가 날 수 있지만, 점점 날

속에서 어떻게 올라오는지 등은 경험을 통해 축적된다. 가령 송

였다. 1980년대 한창 송이가 많이 날 때는 하루에 민판동에서만

송이를 재료로 만든 음식점이 늘어나면서 상인들이 직접 송이

달간 집중적으로 출하된다. 최근에는 여름이 점차 길어지면서

려. | 박지호(남, 1938년생)

10월 중순까지 송이를 채취하기도 한다. 송이는 채취 기간 직
전에 200㎜ 이상의 강우량과 섭씨 18~19도 정도의 지온이 유

이 더워지기 때문에 송이가 썩기 쉽고 벌레가 먹기 쉬어 상품

이가 많이 날 때는 “달걀이 줄줄이 있듯이” 난다거나 큰 송이 옆

30명이 송이 600㎏이 채취하기도 하였다. 이럴 때는 송이를 지

를 채취하는데 참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송이를 저

가치가 좋은 송이를 채취하기 어렵다. 반면에 가을에 채취하는

에 작은 송이가 쭉 붙어 있으면 그 해는 송이가 많이 난다는 것

게에 지고 내려올 정도였다.

장할 수 없어 철에만 판매를 하거나 염장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송이는 점차 날씨가 선선해지기 때문에 송이가 야물고 벌레가

은 경험을 통해 모두 채득한 것이다. 또한 송이는 소나무 뿌리가

그러나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송이는 상품가치가 지금

저장 시설이 발달하면서 가을에 따는 송이로 연중 송이와 송이

없다고 한다.

닿는 곳에 나기 때문에 소나무 바로 아래나 근방만이 아니라 뿌

같지 않았다. 아무리 송이를 많이 채취하였다 해도 팔리지가 않

음식 판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7~9월에 판매되는

리가 다른 나무 아래에도 뿌리가 닿기만 하면 날 수가 있다. 어

았다. 주민들은 송이를 채취하여 인근에 있는 여관이나 음식점

속리산 지역의 송이는 물량이 확보되지 않아 북한산(産)이나

섯꾼’이라 불렀다. 버섯꾼은 대개 혼자 송이를 따러 다니며, 배

느 정도 경지에 오르게 되면 나중에는 가랑잎이 미세하게 올라

에 팔기도 하였다. 소주가 20원일 때 송이 10개를 200원 정도에

중국산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낭과 지팡이, 긴팔 옷, 수건 등을 지참하여 간다. 송이를 따기 위

와 있는 것만 봐도 송이 나는 자리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판매하였다. 당시 송이 10개를 짚으로 묶어 1갓 또는 1두름으로

송이는 매년 시세에 따라 다르지만 소매가로 1㎏에 15만원을

판매하였는데, 장사가 잘 안되어 직접 송이를 싸가지고 보은장

호가하는 고수익 상품이다. 따라서 사내리 주민에게 송이 채취

이나 경찰서, 군청 등에 찾아가 판매를 하기도 하였다.

는 짧은 기간 동안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요 생업이라 할 수

과거부터 사내리에서는 송이를 잘 따는 사람들을 일컬어 ‘버

해서는 길이 없는 나무 사이나 능선을 헤집고 가는 경우가 많기

소나무를 살펴보는 것은 송이 채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때문에 만발의 준비를 해야만 한다. 새벽 일찍 출발하는 경우는

이다. 특히 소나무의 나이를 판가름할 줄 알면 밭을 찾는데 유리

랜턴도 필히 지참한다.

하다. 박지호에 따르면, 30년생부터 주변에 송이가 나기 시작하

사내리에서 송이가 상품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있다. 이어서 능이는 1㎏에 4~5만원, 싸리버섯, 애꽃버섯 등의

버섯꾼은 저마다 자신만이 알고 있는 ‘밭’이 있다. 밭은 송이

여 50~60년생 나무 밑에서 가장 많이 난다고 한다. 이를 ‘한물’

대 이후부터이다. 송이는 1967년부터 일본으로 수출을 개시하

순으로 가격이 매겨진다. 2011년 9월 27일, 사내리 내 송이 판

가 나는 자리를 일컫는 말이다. 좁은 의미에서 특정한 위치를 뜻

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속리산의 소나무는 70년생 이상의 고

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였고, 대한산림조합연합회에

매장의 가격은 1등급 시세가 1㎏에 370.000원, 2등급 310,000

목이 많아 이전보다 송이가 줄었다. 속리산에서 가장 송이가 많

서 송이를 비롯한 산림부산물 수출을 담당하면서34 매년 수백

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2011년에는 워낙 송이가 귀해 가격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밭은 개인의 경험을 통해 채득하는 것이

이 나던 시기가 1980~1990년대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그의 주

톤의 송이를 전량 수출하였다. 1988년에는 송이를 통한 농가

2010년에 비해 곱절 이상으로 올랐다.

보통이나 아버지나 지인에게 물려받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대

장은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송이를 50~60년 딴 사람이라고 해

소득이 전국적으로 311억원일 정도였다35 사내리도 1984년 속

에 버섯꾼이 가족 중 여러 명이 있다면 각자의 밭을 공유하지는

도 한 밭에서만 계속 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밭을 얻어서 따

리산산림부산물조합을 조직하여 일본 수출에 참여하였다.36 사

않는다. 밭을 공유하는 것은 혼자 다니는 버섯꾼의 특성상 비효

기도 하며 전에 따던 밭은 송이가 나지 않아 버리기도 한다. 밭

내리에서 조합을 조직했을 때는 부자간에도 공유하지 않던 밭

율적이기도 하며, 밭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측면도

을 버리는 경우, 체력과 시간이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대개 밭의

을 조를 나누어 공동으로 채취를 하였다. 이를 사내리에서는 ‘

있다. 다시 말하면, 두 명이 같이 다니거나 밭을 공유하면 다른

수명이 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밭을 버린다 하더라도 다른 사

모작’이라 하였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띠고, 만약 한 사람이 먼저 가면 헛걸음하기

람들이 자연적으로 그 밭이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기도 하지만 ‘달마지재’, ‘태봉’ 등 큰 공간으로 설정하여 지칭

가 쉽다는 뜻이다. 이정환(여, 1939년생)은 이에 대해 “송이 밭

그곳을 일러주지 않는다.

모작을 하던 당시에는 송이 채취 시기도 공동으로 정하였다.
마을의 한 두 사람이 산에 미리 가서 송이를 채취해 본 후, 수확

은 부자간에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설명하였고, 남편인 박지

산과 관련된 생업의 경우, 여성의 활동을 금기(禁忌)시 하는

호(남, 1938년생)도 이틀 정도 아버지를 따라다닌 후, 직접 밭을

경우가 많지만 사내리의 송이 채취는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찾아다니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백영한(남, 1957년생)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송이 채취는 여성에게 불리한 면이 없

34 매일경제신문 1978년 3월 7일

의 경우, 아버지에게 밭을 물려받은 경우이다.

지 않지만 관념상의 제약은 없었다. 이정환은 대전 출신으로 속

35 경향신문 1989년 9월 11일
36 속리산산림부산물조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회조직」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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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이버섯
송이버섯

송이버섯(이하 송이) 채취는 사내리 주민의 생업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입원이다. 사내리의 많은 주민들은 9월

송이 채취는 밭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밭을

리산으로 시집을 온 이후부터 송이를 따기 시작한 경우다. 처음

량이 기준 이상이 나오면 조합에서 채취 가능한 기간을 정하였

에는 싸리버섯을 비롯한 잡버섯을 따다가 근처에 있는 송이를

다. 결정이 되면 다음 날 조별 단위로 산신제를 지냈다. 사고예

형을 이해하고 길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렇다고 길이 등

한 두 개씩 따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녀는 남편과 별도

방과 송이 풍년을 기원하고자 각 마을에 있는 산제당에서 약식

산로처럼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능선이나 계곡을 따라

의 밭이 있을 정도로 전문적으로 송이를 딴다.

으로 산신제를 지냈다. 정월 초에 산신제가 마을의 안녕을 비는

찾아가는 ‘길’을 잘 알아야한다. 따라서 송이 채취는 속리산의 지

다니기도 하며, 매번 다니는 길이 달라지기도 한다.

초부터 10월 초까지 약 한 달간 속리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송이
를 비롯한 각종 버섯을 채취한다.
송이는 천역작물로 대개 백로(양력 9월 9일경)때부터 약 한

것이라면, 이 산신제는 개인적인 안녕을 비는 것이었다.
저 꼭두개까지 올라가다가 다리 아프다가 송이 하나만 만나봐. 다

산에 가면 길이 개미땅굴 같어. [……] 바둑판 같애 길이 이렇게. 근

리가 힘이 나. 돈이니께. | 이정환(여, 1939년생)

현재 송이를 따는 주민 수는 약 70여명 이상으로 집계 되고
있다. 이들은 조합에 가입하여 매년 일정금액을 산 주인인 법주
사에 지급하여 채취 허가권을 얻는다. 올해는 500만원을 법주

데 한 사람이 한 곳으로 가는 게 아녀. 같은 곳으로 가도 길이 막 갈

송이는 사내리 주민 대부분이 채취 활동에 임했지만 특히, 민

사에 냈으며, 이를 ‘산세’라 부른다. 산세는 송이를 따는 개인 단

판동 주민이 많이 참여하였다. 민판동 지역에서 송이가 많이 날

위로 내야만 한다. 따라서 한 가족에 2명이 참여한다면 각각 해

지되어야 풍작을 기대할 수 있다. 기온이 비슷한 6월에도 ‘6월

송이 채취도 기본적으로 학습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경험치가

뿐만 아니라 민판동 사람들이 산을 잘 타며, 채취 기술이 뛰어

당 금액을 조합에 내야만 한다.

높을수록 잘 따게 된다고 한다. 어느 지역에 있는지, 송이는 땅

나 속리산 전체 수확량의 반 이상을 민판동에서 생산하기도 하

최근에는 마을에 송이를 판매하는 특산품 매장이 늘어나고

송이’라 하여 강우량만 적절하면 송이가 날 수 있지만, 점점 날

속에서 어떻게 올라오는지 등은 경험을 통해 축적된다. 가령 송

였다. 1980년대 한창 송이가 많이 날 때는 하루에 민판동에서만

송이를 재료로 만든 음식점이 늘어나면서 상인들이 직접 송이

달간 집중적으로 출하된다. 최근에는 여름이 점차 길어지면서

려. | 박지호(남, 1938년생)

10월 중순까지 송이를 채취하기도 한다. 송이는 채취 기간 직
전에 200㎜ 이상의 강우량과 섭씨 18~19도 정도의 지온이 유

이 더워지기 때문에 송이가 썩기 쉽고 벌레가 먹기 쉬어 상품

이가 많이 날 때는 “달걀이 줄줄이 있듯이” 난다거나 큰 송이 옆

30명이 송이 600㎏이 채취하기도 하였다. 이럴 때는 송이를 지

를 채취하는데 참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송이를 저

가치가 좋은 송이를 채취하기 어렵다. 반면에 가을에 채취하는

에 작은 송이가 쭉 붙어 있으면 그 해는 송이가 많이 난다는 것

게에 지고 내려올 정도였다.

장할 수 없어 철에만 판매를 하거나 염장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송이는 점차 날씨가 선선해지기 때문에 송이가 야물고 벌레가

은 경험을 통해 모두 채득한 것이다. 또한 송이는 소나무 뿌리가

그러나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송이는 상품가치가 지금

저장 시설이 발달하면서 가을에 따는 송이로 연중 송이와 송이

없다고 한다.

닿는 곳에 나기 때문에 소나무 바로 아래나 근방만이 아니라 뿌

같지 않았다. 아무리 송이를 많이 채취하였다 해도 팔리지가 않

음식 판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7~9월에 판매되는

리가 다른 나무 아래에도 뿌리가 닿기만 하면 날 수가 있다. 어

았다. 주민들은 송이를 채취하여 인근에 있는 여관이나 음식점

속리산 지역의 송이는 물량이 확보되지 않아 북한산(産)이나

섯꾼’이라 불렀다. 버섯꾼은 대개 혼자 송이를 따러 다니며, 배

느 정도 경지에 오르게 되면 나중에는 가랑잎이 미세하게 올라

에 팔기도 하였다. 소주가 20원일 때 송이 10개를 200원 정도에

중국산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낭과 지팡이, 긴팔 옷, 수건 등을 지참하여 간다. 송이를 따기 위

와 있는 것만 봐도 송이 나는 자리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판매하였다. 당시 송이 10개를 짚으로 묶어 1갓 또는 1두름으로

송이는 매년 시세에 따라 다르지만 소매가로 1㎏에 15만원을

판매하였는데, 장사가 잘 안되어 직접 송이를 싸가지고 보은장

호가하는 고수익 상품이다. 따라서 사내리 주민에게 송이 채취

이나 경찰서, 군청 등에 찾아가 판매를 하기도 하였다.

는 짧은 기간 동안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요 생업이라 할 수

과거부터 사내리에서는 송이를 잘 따는 사람들을 일컬어 ‘버

해서는 길이 없는 나무 사이나 능선을 헤집고 가는 경우가 많기

소나무를 살펴보는 것은 송이 채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때문에 만발의 준비를 해야만 한다. 새벽 일찍 출발하는 경우는

이다. 특히 소나무의 나이를 판가름할 줄 알면 밭을 찾는데 유리

랜턴도 필히 지참한다.

하다. 박지호에 따르면, 30년생부터 주변에 송이가 나기 시작하

사내리에서 송이가 상품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있다. 이어서 능이는 1㎏에 4~5만원, 싸리버섯, 애꽃버섯 등의

버섯꾼은 저마다 자신만이 알고 있는 ‘밭’이 있다. 밭은 송이

여 50~60년생 나무 밑에서 가장 많이 난다고 한다. 이를 ‘한물’

대 이후부터이다. 송이는 1967년부터 일본으로 수출을 개시하

순으로 가격이 매겨진다. 2011년 9월 27일, 사내리 내 송이 판

가 나는 자리를 일컫는 말이다. 좁은 의미에서 특정한 위치를 뜻

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속리산의 소나무는 70년생 이상의 고

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였고, 대한산림조합연합회에

매장의 가격은 1등급 시세가 1㎏에 370.000원, 2등급 310,000

목이 많아 이전보다 송이가 줄었다. 속리산에서 가장 송이가 많

서 송이를 비롯한 산림부산물 수출을 담당하면서34 매년 수백

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2011년에는 워낙 송이가 귀해 가격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밭은 개인의 경험을 통해 채득하는 것이

이 나던 시기가 1980~1990년대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그의 주

톤의 송이를 전량 수출하였다. 1988년에는 송이를 통한 농가

2010년에 비해 곱절 이상으로 올랐다.

보통이나 아버지나 지인에게 물려받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대

장은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송이를 50~60년 딴 사람이라고 해

소득이 전국적으로 311억원일 정도였다35 사내리도 1984년 속

에 버섯꾼이 가족 중 여러 명이 있다면 각자의 밭을 공유하지는

도 한 밭에서만 계속 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밭을 얻어서 따

리산산림부산물조합을 조직하여 일본 수출에 참여하였다.36 사

않는다. 밭을 공유하는 것은 혼자 다니는 버섯꾼의 특성상 비효

기도 하며 전에 따던 밭은 송이가 나지 않아 버리기도 한다. 밭

내리에서 조합을 조직했을 때는 부자간에도 공유하지 않던 밭

율적이기도 하며, 밭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측면도

을 버리는 경우, 체력과 시간이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대개 밭의

을 조를 나누어 공동으로 채취를 하였다. 이를 사내리에서는 ‘

있다. 다시 말하면, 두 명이 같이 다니거나 밭을 공유하면 다른

수명이 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밭을 버린다 하더라도 다른 사

모작’이라 하였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띠고, 만약 한 사람이 먼저 가면 헛걸음하기

람들이 자연적으로 그 밭이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기도 하지만 ‘달마지재’, ‘태봉’ 등 큰 공간으로 설정하여 지칭

가 쉽다는 뜻이다. 이정환(여, 1939년생)은 이에 대해 “송이 밭

그곳을 일러주지 않는다.

모작을 하던 당시에는 송이 채취 시기도 공동으로 정하였다.
마을의 한 두 사람이 산에 미리 가서 송이를 채취해 본 후, 수확

은 부자간에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설명하였고, 남편인 박지

산과 관련된 생업의 경우, 여성의 활동을 금기(禁忌)시 하는

호(남, 1938년생)도 이틀 정도 아버지를 따라다닌 후, 직접 밭을

경우가 많지만 사내리의 송이 채취는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찾아다니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백영한(남, 1957년생)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송이 채취는 여성에게 불리한 면이 없

34 매일경제신문 1978년 3월 7일

의 경우, 아버지에게 밭을 물려받은 경우이다.

지 않지만 관념상의 제약은 없었다. 이정환은 대전 출신으로 속

35 경향신문 1989년 9월 11일
36 속리산산림부산물조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회조직」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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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송이 채취 참여관찰

산나물 채취

를 하기 시작하면서 직접 산나물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사내리의 부녀자들은 양력 4월에서 5월이면 늘 산에 나간다.

주로 채취하는 산나물은 고사리, 취, 두릅, 개두릅, 뽕잎, 다래

조사팀은 9월 3일과 9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송이 채취 참여관찰을 시도하였

가을에 송이를 비롯한 각종 버섯을 채취한다면, 봄에는 산나물을

순, 홑잎나물, 꽈죽나물, 가시오가피 등이며, 5월 말까지 한다. 5

다. 2대째 속리산 일대에서 송이를 채취하고 있는 백영한의 협조로 송이를 채취하

채취하기 때문이다. 주로 민판동과 사내4리 부녀자들이 채취 활

월이 넘어가면 나물이 쓰고 따가워져서 먹을 수 없다고 한다. 산

는 과정을 조사할 수 있었다. 2010년의 경우, ‘개가 물고 다닐 정도’로 송이가 많았

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 부녀자들은 직접 관광객을 대상으로

나물은 깊은 산에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인근 산에 주로 간다. 주

지만 2011년은 이와 반대로 속리산 송이를 구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채취가 어려

판매를 하기도 한다. 산나물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직접 판매

로 남산이나 소리목을 넘어 북암리 부싯골 근처에서 딴다.

웠다. 조사팀도 두 차례의 조사에서 단 하나의 정품 송이만을 채취하는 것을 볼 수

하지 않고 여관에 납품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정여관이나 양지여

2011년 5월 현재 두릅은 13개를 한 줄로 묶어 5,000원에 판매

있을 정도였다.

관 등에 산나물을 주면 보리쌀 한 말씩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민

하며, 취나물은 1바가지에 5,000원, 고사리는 1바가지에 10,000

2011년 9월 28일, 오전 6시 40분, 조사팀이 백영한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이

판동에서 오리숲으로 갈 때는 지금처럼 상가지역을 거치지 않고,

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전 등지에서 노점상들이 많

미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세안을 하고 있었다. 서둘러 조사팀과 같이 산행할 준

속리고개를 이용하여 동암을 거쳐 내려왔다. 1980년 홍수 이후,

이 들어와 일부 상인들이 수입산 산채를 판매하고 있어 산나물

비를 마치고 속리산으로 출발하였다. 집에서 세심정까지는 차도가 있기 때문에 세심

마을이 상가지역 근처로 내려오면서 관광지와 가까워지고 왕래

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다.

정까지는 차로 이동을 한다. 여기서부터 그만의 밭을 찾아 산행하기 시작한다.
백영한은 두 가지 경로를 격일로 돌아가면서 송이를 채취를 한다. 작년과 같이 버
섯이 풍작인 경우, 천왕봉 너머의 만수리나 도화리 일대로까지 송이나 능이를 따러
가기도 했지만 대개 이 두 가지 경로를 약 한 달간 꾸준히 다니기를 반복한다. 백영한
은 두 가지 경로를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다. 1경로는 복천암 부두등을 출발하여 달마
(지)재 → 상환암 모레등 → 태봉 → 사지목 → 가래골 → 목욕소로 내려오는 것이며,
2경로는 상환암 모레등 → 구태봉 → 복천암 부두등 → 복천암 앞산 → 작은 탈골암
→ 탈골암 뒤편 → 하안골로 내려오는 것이다. 이중 가장 잘 나는 곳은 달마지재이며
잘 나는 곳을 우선으로 다닌다. 송이를 딸 때는 정해진 길만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송
이를 찾아 자유롭게 다니기 때문에 경로를 안다고 해도 ‘밭’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조

송이버섯을 찾고 있는 백영한

사팀도 그를 따라 난생 처음 산에서 등산로가 아닌 곳을 여기 저기 다녀보았다.
한 경로는 하루 일정에 해당된다. 조사팀과 동행한 날의 경우는 조사팀을 배려해
늦게 출발하였지만 대개 아침 5시부터 하루 일정이 시작되어 오후 4시까지 이어진
산나물을 팔고 있는 노점상

다. 따라서 참이나 점심은 배낭에 싸서 가져가야만 한다. 과일, 주먹밥, 김밥, 떡 등을
싸가는 경우가 많고, 이동하는 중간에 쉬면서 조금씩 먹으며 허기를 채운다.
밭은 기본적으로 경로 내 있는 곳을 순서대로 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백영한의 경
우, 시간 때를 기준으로 다니기도 한다. 즉, 9시 이전에는 여러 명이 다니는(공유하
송이버섯을 채취하고 있는 백영한

는) 밭을 가고 9시 이후에는 자신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밭을 간다는 것이다. 왜
냐하면 9시 이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는 밭에 먼저가
면 송이를 딸 수 있으며, 본인만의 밭은 언제든 가도 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런 경우, 오전 8~9시쯤이 되면 하루 채취량을 가늠할 수 있다.
송이를 채취할 때는 송이 작대기라는 것을 사용한다. 송이 작대기를 이용하여 송
이가 날 만한 곳의 주변을 찌르면 송이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송이 작대기는 ‘노가
지’(노간주)나무로 만든 것이 좋으며, 가볍고 야물어서 사용하기 좋다고 한다. 그
러나 나무는 변색이 되고 오래 사용하지 못한 단점이 있어 최근에는 등산용 지팡
이를 사용한다고 한다.
송이버섯 채취에 사용하는 송이 작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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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송이 채취 참여관찰

산나물 채취

를 하기 시작하면서 직접 산나물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사내리의 부녀자들은 양력 4월에서 5월이면 늘 산에 나간다.

주로 채취하는 산나물은 고사리, 취, 두릅, 개두릅, 뽕잎, 다래

조사팀은 9월 3일과 9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송이 채취 참여관찰을 시도하였

가을에 송이를 비롯한 각종 버섯을 채취한다면, 봄에는 산나물을

순, 홑잎나물, 꽈죽나물, 가시오가피 등이며, 5월 말까지 한다. 5

다. 2대째 속리산 일대에서 송이를 채취하고 있는 백영한의 협조로 송이를 채취하

채취하기 때문이다. 주로 민판동과 사내4리 부녀자들이 채취 활

월이 넘어가면 나물이 쓰고 따가워져서 먹을 수 없다고 한다. 산

는 과정을 조사할 수 있었다. 2010년의 경우, ‘개가 물고 다닐 정도’로 송이가 많았

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 부녀자들은 직접 관광객을 대상으로

나물은 깊은 산에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인근 산에 주로 간다. 주

지만 2011년은 이와 반대로 속리산 송이를 구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채취가 어려

판매를 하기도 한다. 산나물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직접 판매

로 남산이나 소리목을 넘어 북암리 부싯골 근처에서 딴다.

웠다. 조사팀도 두 차례의 조사에서 단 하나의 정품 송이만을 채취하는 것을 볼 수

하지 않고 여관에 납품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정여관이나 양지여

2011년 5월 현재 두릅은 13개를 한 줄로 묶어 5,000원에 판매

있을 정도였다.

관 등에 산나물을 주면 보리쌀 한 말씩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민

하며, 취나물은 1바가지에 5,000원, 고사리는 1바가지에 10,000

2011년 9월 28일, 오전 6시 40분, 조사팀이 백영한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이

판동에서 오리숲으로 갈 때는 지금처럼 상가지역을 거치지 않고,

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전 등지에서 노점상들이 많

미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세안을 하고 있었다. 서둘러 조사팀과 같이 산행할 준

속리고개를 이용하여 동암을 거쳐 내려왔다. 1980년 홍수 이후,

이 들어와 일부 상인들이 수입산 산채를 판매하고 있어 산나물

비를 마치고 속리산으로 출발하였다. 집에서 세심정까지는 차도가 있기 때문에 세심

마을이 상가지역 근처로 내려오면서 관광지와 가까워지고 왕래

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다.

정까지는 차로 이동을 한다. 여기서부터 그만의 밭을 찾아 산행하기 시작한다.
백영한은 두 가지 경로를 격일로 돌아가면서 송이를 채취를 한다. 작년과 같이 버
섯이 풍작인 경우, 천왕봉 너머의 만수리나 도화리 일대로까지 송이나 능이를 따러
가기도 했지만 대개 이 두 가지 경로를 약 한 달간 꾸준히 다니기를 반복한다. 백영한
은 두 가지 경로를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다. 1경로는 복천암 부두등을 출발하여 달마
(지)재 → 상환암 모레등 → 태봉 → 사지목 → 가래골 → 목욕소로 내려오는 것이며,
2경로는 상환암 모레등 → 구태봉 → 복천암 부두등 → 복천암 앞산 → 작은 탈골암
→ 탈골암 뒤편 → 하안골로 내려오는 것이다. 이중 가장 잘 나는 곳은 달마지재이며
잘 나는 곳을 우선으로 다닌다. 송이를 딸 때는 정해진 길만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송
이를 찾아 자유롭게 다니기 때문에 경로를 안다고 해도 ‘밭’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조

송이버섯을 찾고 있는 백영한

사팀도 그를 따라 난생 처음 산에서 등산로가 아닌 곳을 여기 저기 다녀보았다.
한 경로는 하루 일정에 해당된다. 조사팀과 동행한 날의 경우는 조사팀을 배려해
늦게 출발하였지만 대개 아침 5시부터 하루 일정이 시작되어 오후 4시까지 이어진
산나물을 팔고 있는 노점상

다. 따라서 참이나 점심은 배낭에 싸서 가져가야만 한다. 과일, 주먹밥, 김밥, 떡 등을
싸가는 경우가 많고, 이동하는 중간에 쉬면서 조금씩 먹으며 허기를 채운다.
밭은 기본적으로 경로 내 있는 곳을 순서대로 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백영한의 경
우, 시간 때를 기준으로 다니기도 한다. 즉, 9시 이전에는 여러 명이 다니는(공유하
송이버섯을 채취하고 있는 백영한

는) 밭을 가고 9시 이후에는 자신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밭을 간다는 것이다. 왜
냐하면 9시 이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는 밭에 먼저가
면 송이를 딸 수 있으며, 본인만의 밭은 언제든 가도 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런 경우, 오전 8~9시쯤이 되면 하루 채취량을 가늠할 수 있다.
송이를 채취할 때는 송이 작대기라는 것을 사용한다. 송이 작대기를 이용하여 송
이가 날 만한 곳의 주변을 찌르면 송이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송이 작대기는 ‘노가
지’(노간주)나무로 만든 것이 좋으며, 가볍고 야물어서 사용하기 좋다고 한다. 그
러나 나무는 변색이 되고 오래 사용하지 못한 단점이 있어 최근에는 등산용 지팡
이를 사용한다고 한다.
송이버섯 채취에 사용하는 송이 작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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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내리의 관광지화

유흥업이 발달하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그 파악할 수 있다.

에서 주연(酒筵)을 열고 한 비구니에게 추문을 걸어 결국, 비구

에 걸쳐 한반도 전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이다. 약 50년이

니가 자살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이다. 도지사 정도의 귀

지난 지금까지도 기록적인 규모와 피해06로 인해 매년 태풍이 한

빈이 법주사 경내에서 묵으며 술자리를 벌였다는 것은 당시 사

반도에 등장할 때마다 회자되고 있는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러나

내리에 그들이 놀고 묵을 만한 별도의 마땅한 장소가 없었음을

박홍식이 발전 시점을 사라호 태풍으로 본다고 해서 태풍의 피해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가 사내리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다. 장사가 잘

점기를 기억하는 몇몇 촌로(村老)들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을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홍식은 1950

해보면 일제 강점기 때 사내리는 전형적인 농산촌의 모습이었던

년대 고모가 오리숲에서 운영하던 해주여관에 일을 도와주다가

것으로 보인다. 즉, 명승고적 아래 위치한 마을이라고 해서 주민

1960년 8월 3일에 정식으로 인수를 받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

법당안에서 주연을 배설하고 추파를 보내

이 관광업에 종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청주나

데, 그 때부터 많은 관광객이 몰렸다는 점에서 사내리 관광지화

파연 후 박지사는 여승과 함께 자최를 감춰

들이에 주막으로 시집을 갔던 정순금에 따르면, 1940~50년대에

의 시작은 1960년 전후가 가장 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등총독일행순시도중의 추문

도 사월초파일 때는 외부에서 법주사를 찾아 많은 순례객들이

동아일보 1959년 5월 21일자에는 120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와 주막이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일 년 중

법주사와 유성온천을 탐방하기 위해 서울역에서 특별관광열차

한두 번에 불과한 것이었다.

를 탄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07120명의 단체 관광객, 그것도 외

(1) 상가지구의 형성

한 명승고적 아래 자리 잡은 사내리는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

도 완전한 ‘관광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조선시대까지만

사라호 태풍’ 이후라고 한다. 사라호 태풍은 1959년 9월 17~18일

되던 시점에 일어난 시대적 사건이 사라호 태풍이었기 때문에 그

박지사의 취흥에 ……? 변사한 속리여승

일찍부터 명승고적(名勝古跡)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이러

당시 충북지사였던 박중양이 속리산으로 순시를 나와 법주사

이러한 신문자료와 현재 생존해 있는 마을 토착민 중 일제 강

1) 오리숲길의 번성

법주사와 속리산은 조선시대 많은 유기(遊記)에 등장할 만큼

제보자 박홍식에 따르면, 사내리가 발전되기 시작한 시점은 ‘

[……] 사건이 일어나기는 작년 십월이십륙일 재등총독부처가

해도 원시적 형태의 ‘관광’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였지만

박지사의 안내로 송기감방주사외서강산본 각부장 기타 몇 사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는 험난했던 한국사처럼 사내리도 다

국인이 법주사를 방문했다는 것은 이 시기에 비로소 대규모 관

관광을 하는 향유 주체들은 특권적 지배계급이 대부분이었다.

람의 신문기자와 함께 일행 열 여섯명이 보은읍을 지나 오후 다

사다난 하였다. 특히 6.25 전쟁 기간과 직후에는 속리산이 공비의

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

즉, 소수만이 누리는 관광은 존재하였으나 그들을 위해 마을의

섯시 삼십분경 속리사에도착하야가지고 그날밤마츰달밝음을

소굴이 되면서 치안에 큰 문제가 생겨 주민 스스로가 유격대를

한다. 또한, ‘국내관광’으로 불리는 국내여행알선업이 산과 사찰,

기회로 하야 큰법당을 치여놋코 주연을 여는 동시에 이백여명

조직해 마을 수호에 나서기도 하였다. 이런 환경에 외부에서 속

해수욕장 단체모집을 시작하고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1박 이상

성격이 ‘관광지’로 변화할 수는 없었다.

리산을 찾아와 ‘관광’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도 이런 맥락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승중에서 가장 젊고 어엿분 여승 여섯 사람을 뽑아서 잔질을

1926년 속리산 보승회(保勝會)가 보은군, 법주사 및 지방 유지

식히여가면서 밤이새이는줄을 몰으고 질탕히 노는 중 총독부

공비가 토벌된 후, 사회가 점차 안정화 되면서 1950년대 중반

법주사도 버스로 1박 2일 코스가 운행되었다. 08 이렇게 사회가

들을 중심으로 속리산의 경승을 유지보존하고 관람자의 편의를

처는 얼마 후 침실로 돌아가고 그 후 거듭 박지사는 자리를 곳

부터 서서히 오리숲 일대에 관광객을 상대하는 업종들이 등장하

점차 안정화되고 관광업이 서서히 태동하기 시작하여 관광객이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었고, 1920~1930년대 지속적

치여 다시 주연을 펴기 시작하야 가지고 여러 수행원 신문기자

기 시작한다. 오리숲은 거리가 오리(五里)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

으로 속리산 탐승(探勝)이 있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02 여전히 관

와 함께 끈일사이 업시 술잔을 밧구고 잇던 중 박지사는 취기

이다. 1747년에 쓰인, 조경(趙璥)의 「俗離行己」의 “마을의 좌우에

늘어나면서 사내리의 오리숲 일대에도 관광객을 상대하는 다양

광 주체는 일본인과 소수 한국인이었다. 물론 이 시기에 대중관

가 점점더하야 감을 따라 놀라인양과도 가치 아모소리업시 한

숲과 나무가 우거진 것이 베를 자 놓은 듯한데, 겨우 한 길을 통하

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철도가 등장하고 근대식 숙박시설이

구석에 꾸러안저잇는 녀승 양순재(20)의 고흔 얼골에 자조날

게 하니 사람이 마치 골짜기 속을 가는 듯했다. 우러러 보니 하늘

06 사라호 태풍은 최대 중심 풍속 초속 85m, 평균 초속은 45m, 최저 기압은 952hPa의 대

등장하기도 하였지만 법주사와 속리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

카롭은 추파를 보내기 시작하야 맛츰내는 엽흐로갓 가히 끌어

은 한 필의 비단 같고 햇빛이 때때로 숲의 틈새를 다라 뚫고 비치

규모 태풍이었다. 당시 피해 규모는 사망・실종 849명, 이재민 373,459명이 발생하였고,

다. 사내리에서 가장 가까운 기차역은 옥천역이었고, 옥천에서

가가 안치고 부드러운 순목을 힘잇게 움켜잡고 안젓다가 새벽

니 마치 사람의 틈을 엿보는 듯했다. 대략 4,5리를 가서 수정교를

사내리로 오기 위해서는 다시 험난한 여정이 수반되었다. 또한,

네시경이 되야서 다른 사람은 모다 피곤과 취기를 못익이여 모

지나 금강문으로 들어가고 [……]” 라는 대목에서 오리숲의 존재를

대불호텔(1888년)을 시작으로 주요 도시에 호텔이 세워지고 금

라가로 쓸어져바린 틈을 타서 박지사는 양순재의 손목을 잡은

확인할 수 있다.05 또한, 동아일보 1927년 7월 25일자에 오리림(五

강산(1915년), 장안사(1918년), 온양온천(1920년)과 같은 명승

채로 자리를 일어서가지고 밧그로 나가버렷다 [……]

01

지에 철도국에서 호텔을 세우기도 하였지만03 사내리에는 호텔

동아일보 1925년 3월 6일

里林)이란 표현과 함께 고로(古路)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예로부터 법주사로 진입하기 위해 있던 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의 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도 1950년대 말경부터였다.

한 업종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총 1900억 원(1992년 화폐가치 기준)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07 기사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조사팀의 소견으로는 이들은 RAS관광단인 것으로
보인다. RAS관광단은 외국인 관광단체로 1950년대 후반 전국 유명사찰 등 문화고적지

와 경관이 수려한 명소를 찾아다닌 것으로 유명하였다. RAS관광단은 주로 외교사절, 선

교사, 유엔군 장성, 외국특파원, 외국기관 및 상사 주재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통부(관광
과)에서 직접 여행사의 일을 맡아 해주었다. 그들의 규모는 1백여 명 정도였으며, 교통부

실제로 오리숲 인근에 ‘청주나들이’와 같은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에서 각종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특별관광열차를 따로 편성해주었고 철도가 부설되

이 세워지지 않았다. 1934년 조선팔경 당선 이후, 사내리를 찾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자 보은 부호 이석래가 호텔 설립을 위해

있었다는 점에서 오리숲은 예전부터 있던 길이라 볼 수 있다.

국여행신문사, 1999, 85~88쪽 참고.
08 “수덕사와 법주사 관광단도 모집했는데 수덕사는 서울에서 오후에 기동차로 온양까지

거금을 기부하여 한때 호텔이 설치될 수 있다는 설이 제기되었
01 동아일보 1926년 9월 18일, 동아일보 1926년 10월 18일

지만04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다. 다음의 기사를 통해 숙박업과

03 인태정, 『관광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2007, 101~102쪽 참고.

076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05 趙璥, 「俗離行己」

洞左右林木蒨密如織。纔通一路。人如谷中行。仰視天如疋練。日光往往從缺處穿照。如

02 동아일보, 1927년 5월 16일, 동아일보 1933년 5월 25일, 1933년 6월 3일
04 동아일보, 1938년 10월 25일.

지 않은 곳은 버스 7~8대를 대절하여 다녔다. 한국여행신문사, 『한국관광50년비사』, 한

人之隙窺也。約行四五里。過水淸橋入金剛門

내려가 버스로 갈아타고 덕산온천에 가서 1박을 한 뒤 다음날 아침 수덕사에 갔다가 온양
에 다시 와 기동차로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법주사는 버스를 빌려 1박 2일 코스로 운행했
는데, 단체모집이 어려워 수지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가 자주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해수욕장도 잘해야 한 여름철에 두세 번밖에 운행할 수 없었어요.” 위의 책, 239쪽 참고.

02. 사내리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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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내리의 관광지화

유흥업이 발달하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그 파악할 수 있다.

에서 주연(酒筵)을 열고 한 비구니에게 추문을 걸어 결국, 비구

에 걸쳐 한반도 전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이다. 약 50년이

니가 자살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이다. 도지사 정도의 귀

지난 지금까지도 기록적인 규모와 피해06로 인해 매년 태풍이 한

빈이 법주사 경내에서 묵으며 술자리를 벌였다는 것은 당시 사

반도에 등장할 때마다 회자되고 있는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러나

내리에 그들이 놀고 묵을 만한 별도의 마땅한 장소가 없었음을

박홍식이 발전 시점을 사라호 태풍으로 본다고 해서 태풍의 피해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가 사내리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다. 장사가 잘

점기를 기억하는 몇몇 촌로(村老)들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을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홍식은 1950

해보면 일제 강점기 때 사내리는 전형적인 농산촌의 모습이었던

년대 고모가 오리숲에서 운영하던 해주여관에 일을 도와주다가

것으로 보인다. 즉, 명승고적 아래 위치한 마을이라고 해서 주민

1960년 8월 3일에 정식으로 인수를 받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

법당안에서 주연을 배설하고 추파를 보내

이 관광업에 종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청주나

데, 그 때부터 많은 관광객이 몰렸다는 점에서 사내리 관광지화

파연 후 박지사는 여승과 함께 자최를 감춰

들이에 주막으로 시집을 갔던 정순금에 따르면, 1940~50년대에

의 시작은 1960년 전후가 가장 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등총독일행순시도중의 추문

도 사월초파일 때는 외부에서 법주사를 찾아 많은 순례객들이

동아일보 1959년 5월 21일자에는 120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와 주막이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일 년 중

법주사와 유성온천을 탐방하기 위해 서울역에서 특별관광열차

한두 번에 불과한 것이었다.

를 탄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07120명의 단체 관광객, 그것도 외

(1) 상가지구의 형성

한 명승고적 아래 자리 잡은 사내리는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

도 완전한 ‘관광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조선시대까지만

사라호 태풍’ 이후라고 한다. 사라호 태풍은 1959년 9월 17~18일

되던 시점에 일어난 시대적 사건이 사라호 태풍이었기 때문에 그

박지사의 취흥에 ……? 변사한 속리여승

일찍부터 명승고적(名勝古跡)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이러

당시 충북지사였던 박중양이 속리산으로 순시를 나와 법주사

이러한 신문자료와 현재 생존해 있는 마을 토착민 중 일제 강

1) 오리숲길의 번성

법주사와 속리산은 조선시대 많은 유기(遊記)에 등장할 만큼

제보자 박홍식에 따르면, 사내리가 발전되기 시작한 시점은 ‘

[……] 사건이 일어나기는 작년 십월이십륙일 재등총독부처가

해도 원시적 형태의 ‘관광’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였지만

박지사의 안내로 송기감방주사외서강산본 각부장 기타 몇 사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는 험난했던 한국사처럼 사내리도 다

국인이 법주사를 방문했다는 것은 이 시기에 비로소 대규모 관

관광을 하는 향유 주체들은 특권적 지배계급이 대부분이었다.

람의 신문기자와 함께 일행 열 여섯명이 보은읍을 지나 오후 다

사다난 하였다. 특히 6.25 전쟁 기간과 직후에는 속리산이 공비의

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

즉, 소수만이 누리는 관광은 존재하였으나 그들을 위해 마을의

섯시 삼십분경 속리사에도착하야가지고 그날밤마츰달밝음을

소굴이 되면서 치안에 큰 문제가 생겨 주민 스스로가 유격대를

한다. 또한, ‘국내관광’으로 불리는 국내여행알선업이 산과 사찰,

기회로 하야 큰법당을 치여놋코 주연을 여는 동시에 이백여명

조직해 마을 수호에 나서기도 하였다. 이런 환경에 외부에서 속

해수욕장 단체모집을 시작하고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1박 이상

성격이 ‘관광지’로 변화할 수는 없었다.

리산을 찾아와 ‘관광’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도 이런 맥락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승중에서 가장 젊고 어엿분 여승 여섯 사람을 뽑아서 잔질을

1926년 속리산 보승회(保勝會)가 보은군, 법주사 및 지방 유지

식히여가면서 밤이새이는줄을 몰으고 질탕히 노는 중 총독부

공비가 토벌된 후, 사회가 점차 안정화 되면서 1950년대 중반

법주사도 버스로 1박 2일 코스가 운행되었다. 08 이렇게 사회가

들을 중심으로 속리산의 경승을 유지보존하고 관람자의 편의를

처는 얼마 후 침실로 돌아가고 그 후 거듭 박지사는 자리를 곳

부터 서서히 오리숲 일대에 관광객을 상대하는 업종들이 등장하

점차 안정화되고 관광업이 서서히 태동하기 시작하여 관광객이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었고, 1920~1930년대 지속적

치여 다시 주연을 펴기 시작하야 가지고 여러 수행원 신문기자

기 시작한다. 오리숲은 거리가 오리(五里)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

으로 속리산 탐승(探勝)이 있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02 여전히 관

와 함께 끈일사이 업시 술잔을 밧구고 잇던 중 박지사는 취기

이다. 1747년에 쓰인, 조경(趙璥)의 「俗離行己」의 “마을의 좌우에

늘어나면서 사내리의 오리숲 일대에도 관광객을 상대하는 다양

광 주체는 일본인과 소수 한국인이었다. 물론 이 시기에 대중관

가 점점더하야 감을 따라 놀라인양과도 가치 아모소리업시 한

숲과 나무가 우거진 것이 베를 자 놓은 듯한데, 겨우 한 길을 통하

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철도가 등장하고 근대식 숙박시설이

구석에 꾸러안저잇는 녀승 양순재(20)의 고흔 얼골에 자조날

게 하니 사람이 마치 골짜기 속을 가는 듯했다. 우러러 보니 하늘

06 사라호 태풍은 최대 중심 풍속 초속 85m, 평균 초속은 45m, 최저 기압은 952hPa의 대

등장하기도 하였지만 법주사와 속리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

카롭은 추파를 보내기 시작하야 맛츰내는 엽흐로갓 가히 끌어

은 한 필의 비단 같고 햇빛이 때때로 숲의 틈새를 다라 뚫고 비치

규모 태풍이었다. 당시 피해 규모는 사망・실종 849명, 이재민 373,459명이 발생하였고,

다. 사내리에서 가장 가까운 기차역은 옥천역이었고, 옥천에서

가가 안치고 부드러운 순목을 힘잇게 움켜잡고 안젓다가 새벽

니 마치 사람의 틈을 엿보는 듯했다. 대략 4,5리를 가서 수정교를

사내리로 오기 위해서는 다시 험난한 여정이 수반되었다. 또한,

네시경이 되야서 다른 사람은 모다 피곤과 취기를 못익이여 모

지나 금강문으로 들어가고 [……]” 라는 대목에서 오리숲의 존재를

대불호텔(1888년)을 시작으로 주요 도시에 호텔이 세워지고 금

라가로 쓸어져바린 틈을 타서 박지사는 양순재의 손목을 잡은

확인할 수 있다.05 또한, 동아일보 1927년 7월 25일자에 오리림(五

강산(1915년), 장안사(1918년), 온양온천(1920년)과 같은 명승

채로 자리를 일어서가지고 밧그로 나가버렷다 [……]

01

지에 철도국에서 호텔을 세우기도 하였지만03 사내리에는 호텔

동아일보 1925년 3월 6일

里林)이란 표현과 함께 고로(古路)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예로부터 법주사로 진입하기 위해 있던 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의 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도 1950년대 말경부터였다.

한 업종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총 1900억 원(1992년 화폐가치 기준)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07 기사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조사팀의 소견으로는 이들은 RAS관광단인 것으로
보인다. RAS관광단은 외국인 관광단체로 1950년대 후반 전국 유명사찰 등 문화고적지

와 경관이 수려한 명소를 찾아다닌 것으로 유명하였다. RAS관광단은 주로 외교사절, 선

교사, 유엔군 장성, 외국특파원, 외국기관 및 상사 주재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통부(관광
과)에서 직접 여행사의 일을 맡아 해주었다. 그들의 규모는 1백여 명 정도였으며, 교통부

실제로 오리숲 인근에 ‘청주나들이’와 같은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에서 각종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특별관광열차를 따로 편성해주었고 철도가 부설되

이 세워지지 않았다. 1934년 조선팔경 당선 이후, 사내리를 찾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자 보은 부호 이석래가 호텔 설립을 위해

있었다는 점에서 오리숲은 예전부터 있던 길이라 볼 수 있다.

국여행신문사, 1999, 85~88쪽 참고.
08 “수덕사와 법주사 관광단도 모집했는데 수덕사는 서울에서 오후에 기동차로 온양까지

거금을 기부하여 한때 호텔이 설치될 수 있다는 설이 제기되었
01 동아일보 1926년 9월 18일, 동아일보 1926년 10월 18일

지만04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다. 다음의 기사를 통해 숙박업과

03 인태정, 『관광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2007, 101~102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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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趙璥, 「俗離行己」

洞左右林木蒨密如織。纔通一路。人如谷中行。仰視天如疋練。日光往往從缺處穿照。如

02 동아일보, 1927년 5월 16일, 동아일보 1933년 5월 25일, 1933년 6월 3일
04 동아일보, 1938년 10월 25일.

지 않은 곳은 버스 7~8대를 대절하여 다녔다. 한국여행신문사, 『한국관광50년비사』, 한

人之隙窺也。約行四五里。過水淸橋入金剛門

내려가 버스로 갈아타고 덕산온천에 가서 1박을 한 뒤 다음날 아침 수덕사에 갔다가 온양
에 다시 와 기동차로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법주사는 버스를 빌려 1박 2일 코스로 운행했
는데, 단체모집이 어려워 수지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가 자주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해수욕장도 잘해야 한 여름철에 두세 번밖에 운행할 수 없었어요.” 위의 책, 23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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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상가의 재구성

통해 구상가를 재구성해나갔다. 우선 1920~30년대생으로 마을

남, 1958년생), 황남필(남, 1958년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작업에 공을 들인 것은 보다 객관적으로 구상가를 재구성하고

토착민이나 1960년대 사내리로 들어와 오리숲에서 직접 장사를

제보자들은 조사팀의 시도에 상당히 협조적으로 참여해주었

자 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개인마다 또는 연령층마다 상가들

사내리 주민 중 가운데 1960년대 사내리 구상가(舊商家)를

한 인물을 섭외하였다. 청주나들이에서 태어난 박용주(남, 1927

다. 오용선과 박남식은 직접 오리숲을 거닐며 설명해주었고, 박

의 위치와 상호 등에 이견(異見)이 많아서 최대한 이 부분을 조

기억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1960년대는 사내

년생)나 오리숲에서 여관과 잡화점을 운영한 박홍식(남, 1934

남식은 자신과 함께 관광종사원을 함께 했던 이들을 직접 한자

정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조사팀이 작성한 지도는 최대한

리가 관광지로 급속도로 발전하던 시기이며, 이 때 사내리로 이

년생), 오용선(남, 1930년생)이 이에 해당한다. 1940년대생들

리에 모아 의견을 비교검토(cross-check)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지 1960년대 사

주해 정착한 주민들도 많기 때문이다. 그들의 기억 속에 1960년

은 1960년대 오리숲에서 직접 점포를 운영하기보다는 여관 등

또한, 김진태는 꼼꼼하게 직접 구상가 지도를 그려주기도 하였

내리 구상가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작업

대와 구상가는 상당히 즐거우면서도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 있

에 고용되어 일한 관광종사원들이 많았다. 이들은 안내를 위해

다. 또한, 그들이 제공한 몇몇 사진자료는 부분적으로나마 구상

을 통해 조사팀은 사내리 관광지화 과정과 관광문화의 특성 등

다. 그러나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사내리 구상가에 대한 기록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리숲길을 다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구

가의 모습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은 조사팀이 직접 작성한

나 사진 등의 자료는 상당히 드물다. 1980년에 발생한 홍수나

상가에 대한 기억력이 또렷이 남아 있다. 현재 나이도 70세를 넘

1995년 ‘오동연립 화재사건’ 등의 재해 때문에 자료를 손실하기

지 않아 기억력 또한, 좋은 편이었다. 박남식(남, 1945년생), 김

도 하였지만 당시에는 그들이 이때의 모습과 자료들은 기록하고

종록(남, 1944년생), 김영철(남, 1946년생), 박성택(남, 1947년

보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2012년), 김헌수(남, 1943년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

그러나 현 시점에서 사내리의 관광지화를 살펴보고 사내리의

로 1950년대생들은 마을 토착민으로 어린 시절을 구상가에서

관광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1960년대 구상가를 살펴보는 것은

보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개 부모님들이 장사를 하거나 친

필수적이다. 이에 조사팀은 당시 오리숲에서 관광업과 직・간접

구의 집이 오리숲에서 장사를 하였다. 그들의 상호명칭보다 ‘누

적인 영향이 있었던 제보자들의 기억과 구술을 통해 구상가를

구누구네 집’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1960년대를 기

재구성해보기로 하였다.

억하는 가장 젊은 층이어서 가장 자세하게 구상가를 기억하고

조사팀은 세 개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현지답사를

1960년대 오리숲 구상가의 지도이다.

있었다. 백영한(남, 1957년생), 정덕근(남, 1953년생), 김진태(

직접 그린 구상가 지도를 설명하는 김진택

해주여관 산촌식당에 모여 구상가를 설명하는 박남식, 김종록, 김영철, 박성택, 박홍식

구상가를 설명하는 오용선

구상가 해주여관 터에 남아 있는 나무를 설명하고 있는 박남식. 이 나무는 그가 여관안내
원을 하던 당시 심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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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팀이 다양한 연령층과 제보자를 오랜 기간 만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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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구상가를 재구성해나갔다. 우선 1920~30년대생으로 마을

남, 1958년생), 황남필(남, 1958년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작업에 공을 들인 것은 보다 객관적으로 구상가를 재구성하고

토착민이나 1960년대 사내리로 들어와 오리숲에서 직접 장사를

제보자들은 조사팀의 시도에 상당히 협조적으로 참여해주었

자 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개인마다 또는 연령층마다 상가들

사내리 주민 중 가운데 1960년대 사내리 구상가(舊商家)를

한 인물을 섭외하였다. 청주나들이에서 태어난 박용주(남, 1927

다. 오용선과 박남식은 직접 오리숲을 거닐며 설명해주었고, 박

의 위치와 상호 등에 이견(異見)이 많아서 최대한 이 부분을 조

기억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1960년대는 사내

년생)나 오리숲에서 여관과 잡화점을 운영한 박홍식(남, 1934

남식은 자신과 함께 관광종사원을 함께 했던 이들을 직접 한자

정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조사팀이 작성한 지도는 최대한

리가 관광지로 급속도로 발전하던 시기이며, 이 때 사내리로 이

년생), 오용선(남, 1930년생)이 이에 해당한다. 1940년대생들

리에 모아 의견을 비교검토(cross-check)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지 1960년대 사

주해 정착한 주민들도 많기 때문이다. 그들의 기억 속에 1960년

은 1960년대 오리숲에서 직접 점포를 운영하기보다는 여관 등

또한, 김진태는 꼼꼼하게 직접 구상가 지도를 그려주기도 하였

내리 구상가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작업

대와 구상가는 상당히 즐거우면서도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 있

에 고용되어 일한 관광종사원들이 많았다. 이들은 안내를 위해

다. 또한, 그들이 제공한 몇몇 사진자료는 부분적으로나마 구상

을 통해 조사팀은 사내리 관광지화 과정과 관광문화의 특성 등

다. 그러나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사내리 구상가에 대한 기록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리숲길을 다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구

가의 모습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은 조사팀이 직접 작성한

나 사진 등의 자료는 상당히 드물다. 1980년에 발생한 홍수나

상가에 대한 기억력이 또렷이 남아 있다. 현재 나이도 70세를 넘

1995년 ‘오동연립 화재사건’ 등의 재해 때문에 자료를 손실하기

지 않아 기억력 또한, 좋은 편이었다. 박남식(남, 1945년생), 김

도 하였지만 당시에는 그들이 이때의 모습과 자료들은 기록하고

종록(남, 1944년생), 김영철(남, 1946년생), 박성택(남, 1947년

보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2012년), 김헌수(남, 1943년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

그러나 현 시점에서 사내리의 관광지화를 살펴보고 사내리의

로 1950년대생들은 마을 토착민으로 어린 시절을 구상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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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누구네 집’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1960년대를 기

재구성해보기로 하였다.

억하는 가장 젊은 층이어서 가장 자세하게 구상가를 기억하고

조사팀은 세 개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현지답사를

1960년대 오리숲 구상가의 지도이다.

있었다. 백영한(남, 1957년생), 정덕근(남, 1953년생), 김진태(

직접 그린 구상가 지도를 설명하는 김진택

해주여관 산촌식당에 모여 구상가를 설명하는 박남식, 김종록, 김영철, 박성택, 박홍식

구상가를 설명하는 오용선

구상가 해주여관 터에 남아 있는 나무를 설명하고 있는 박남식. 이 나무는 그가 여관안내
원을 하던 당시 심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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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오리숲 구상가가 완전히 자리 잡은 1967~1970년
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09 사실 어떤 특정한 공간에 대한 기억

C구역: 개성상회 옆에는 청주나

E구역: 팔경사 아래쪽으로는 이

들이라는 지명을 표시한 비석이 있

발소, 요정집인 산수정, 강원상회, 광

다고 전해진다. 이곳 아래로 보문여

덕상회, 모란봉식당, 어물집, 태화약

관이 자리 잡았다. 보문여관 앞쪽으

방, 식당, 천일당 등이 위치하였다. 광

였다. 이곳에서 사내천을 경계로 맞은편에는 터키탕이 홀로 자
리 잡았다.

이 사람마다 달라 이를 하나의 의견으로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
다. 제보자 박홍식의 경우, 그가 사내리에 완전히 정착한 시점

B구역: A구역 반대쪽에는 기념

인 1960년대 초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고, 1940~1950년생

품 공장인 수정공장과 당구장을 시작

로는 대전옥과 대포집, 만화가게, 기

덕상회는 개성상회나 관광상회와 더

들의 제보자의 경우, 1960년대 후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으로 금강상회, 만연사(기념품점), 대

념품점 등이 다양한 업종들이 분포

불어 잡화점으로 유명한 곳이었고,

결론적으로 조사팀은 오리숲에 가장 많은 상가들이 들어섰으며,

포집, 속리산호텔, 신일상회, 선물센

해 있었다. 대전옥은 박정희 대통령

모란봉식당은 냉면을 판매하는 곳으

속리산관광호텔 등이 들어서면서 관광이 활성화되었던 시기를

터, 양장점, 대전장, 개성상회 등이 위

이 찾은 선술집이었다. 이어서 송림여관과 팔경사가 위치하였

로 유명하였다. 또한, 사내교 앞에는 물레방아가 있어 이곳에서

기준으로 잡고 이에 대한 지도를 작성해나갔다.

치하였다. 대전장은 요리를 파는 요

다. 송림여관은 지금은 송림모텔・팬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

기념품상들이 각종 목공예품을 만들기도 하였고 아이스께끼를

오리숲길의 입구는 현 용머리 폭포에 위치한 곳이었다. 이 자

정집이었고, 개성상회는 현재 개성식당의 전신으로 잡화점이었

다. 팔경사는 기념품점 및 디피점이었는데 현재는 노래방으로

판매하는 노점상도 있었다. 한편 안쪽에 위치했던 가정집들이

리에는 마을의 이정표 역할 및 신앙의 대상이었던 수살목과 서

다. 양장점은 지금은 국선 작가(作家)가된 김영철의 부인이 운

업종을 변경하였다. 송림여관 근처에는 팔경사와 같은 많은 기

여관으로 개조하여 여인숙이나 하숙집들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낭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부터 현 레이크힐스 호텔 앞 다리

영한 곳이었다. 개성상회와 대전장을 기점으로 사내2리 산제당

념품점이 밀집하였다고 한다.

까지 상가들이 줄을 지어 들어서 있었다. 그러나 상가들이 입지

으로 올라가는 길에 선경카바레와 역마차가 있었다. 역마차는

한 순서는 반대로 마을 입구에서부터가 아니라 법주사 방향에

오리숲에서 법주사까지 조랑말이 끄는 마차를 탈 수 있는 곳이

D구역: 보문여관 맞은편에는 미

수살목이 있던 대형주차장 일대까지

서부터 하나 둘씩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이는 본래 법주사 일주

었다. 마차삯은 1인당 50원이었으며, 증언한 주민들에 의하면

락식당이 있었다. 대중식당이 적었

를 말한다. 보은여관, 경남여인숙, 나

문 근처에 있던 대처승(帶妻僧) 거주지역이 아래로 내려왔기 때

인기가 꽤 좋았다고 한다. 동아일보 1966년 11월 15일 기사에는

던 당시 미락식당은 몇 안 되는 전문

비여관, 상주여인숙, 관광상회, 나루

문이라는 설도 있지만, 당시 사내리 일대의 주요 관광자원이 속

당시 오리숲의 전경과 마차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식당이었다.10 미락식당 아래로 유명

터다방, 박성택이 운영하던 남일하

리산과 법주사였기 때문에 그와 좀더 가까운 곳에 상가들이 입

한 요정집이었던 평양관이 있었는

숙, 화성상회, 청주여관 등이 있었

점하려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데, 당시 주인의 딸이 현재 청림식당

다. 또한, 음악술집이었던 셀브루가 있었고 제과점이나 풀빵집

F구역: 이 지역은 사내교를 건너

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서 산라상회,

등 빵집도 있었다. ‘빵구집’이라 하여 자전거포를 겸한 수리집은

A구역: 가장 앞쪽에는 관광안내

잡화점, 서울약방, 명신상회, 양장점, 오리정다방, 금강여인숙, 곡

대형주차장 뒤편에 있었고 파출소와 병원, 우체국 등 관공서도

소가 있었다. 관광안내소는 1965년

산여관, 이발소, 제일세탁소, 보은정육점 등이 나란히 자리 잡았

1960년대 후반에는 이미 모두 자리 잡았다. 또한, 당시 드물었던

에 속리여관 앞에 생겼다. 당시 충청

다. 이 중 곡산여관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1934년 법주사 일주문

미니골프 연습장도 있었다.

북도는 속리산 관광안내소 설치조례

내 승려촌에 생겨 이후 이주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주민들에 따

를 통해 “국내 8대 관광지로 선정된

새로 선정된 국립공원순남

속리산에 래방하는 관광객에게 제반

G구역: 이 구역은 아우너미 마

르면, 1960년대 이후에 황해도 곡산 출신의 주인이 시작한 것이

라고 한다. A구역에 위치한 여관들보다 늦게 생긴 것이라는 의

을 일대를 말한다. 아우너미 마을은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상담, 코스안

[……] 충북보은군속리면소재, 법주사에서 세조가 병을 다스

견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곡산여관은 당시 오리숲에 있는 여관

비교적 소규모 자연마을이었고 소로

내, 선전 소개를 통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키 위하여 속리산에

렸다는 목욕소까지의 오리길에는 마차가 다니는데 울울한

중에서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라 대규모 수학여행객들을 받을

길을 따라 안쪽에 위치하여 많은 상

관광객 안내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속리여관 주변에는

숲의 터널을 조랑말이 끄는대로 끄덕끄덕 마차에 흔들려가

수 있는 곳이었다. 또한, 서울약방은 현재 사내2리에 위치한 약

가들이 위치하지는 않았다. 대개 일

흙다방, 진흥상회, 청자다방, 속리상회 등이 위치하였다. 속리여

는 맛도 별미거니와 나무가 너무 빽빽히 차서 사진을 찍어

방으로 1968년 4월에 처음 입점하였다.

반 가정집이 많았고, 남산여관, 동아

관 아래로는 해주여관과 경북여관, 김천하숙, ○○여인숙, 상점

도 시커멓게 나온다

등이 줄지어 자리 잡았다. 해주여관과 경북여관 사이에는 제일

마차삯이 1인당 50원. 여기서 복천암을 거쳐 한참 올라가면

나 작은 여인숙들이 위치하였다. 태권도장이었던 무덕관과 교회

상회와 경북상회 등이 있었고, 왕자 디피점 등이 위치하였다. 또

경치 좋은 문장대. 여관・다방・매점이 좀 지저분하다. 문장

도 이곳에 있었다.

한, 오용선이 운영하는 기념품가게도 이곳에 위치하였다. 오용

대를 오를 때 전에는 바위길이 아기자기해서 스릴과 서스펜

선의 가게는 속리산에서 가장 먼저 TV가 들어온 곳이었다. 다

방에 TV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곳이 구상가의 극장 역할을 하

여관, 서울여관, 강서여관 등 여관이

스가 있어 좋았는데, 지금은 쇠다리를 만들어놓고 10원씩 받
고 있다. 산 밑이라면 몰라도 산위에서까지 돈을 뜯기면 좀
배가 아프다. [……]
10 현재 사내2리에 위치한 미락식당과는 명칭만 같을 뿐 주인은 다르다. 현재의 미락식당

09 이 지도는 지형도로 제작하지 않고 상가의 업종별 분포를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해 단
순하게 제작한 것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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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인 강춘구(남, 1933년생)는 보문여관 앞에서 작은 상회를 운영하다가 대일상회(기념
품)를 거쳐 현재의 식당을 운영한지는 20년이 되었다.

02. 사내리의 과거

| 083

이 지도는 오리숲 구상가가 완전히 자리 잡은 1967~1970년
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09 사실 어떤 특정한 공간에 대한 기억

C구역: 개성상회 옆에는 청주나

E구역: 팔경사 아래쪽으로는 이

들이라는 지명을 표시한 비석이 있

발소, 요정집인 산수정, 강원상회, 광

다고 전해진다. 이곳 아래로 보문여

덕상회, 모란봉식당, 어물집, 태화약

관이 자리 잡았다. 보문여관 앞쪽으

방, 식당, 천일당 등이 위치하였다. 광

였다. 이곳에서 사내천을 경계로 맞은편에는 터키탕이 홀로 자
리 잡았다.

이 사람마다 달라 이를 하나의 의견으로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
다. 제보자 박홍식의 경우, 그가 사내리에 완전히 정착한 시점

B구역: A구역 반대쪽에는 기념

인 1960년대 초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고, 1940~1950년생

품 공장인 수정공장과 당구장을 시작

로는 대전옥과 대포집, 만화가게, 기

덕상회는 개성상회나 관광상회와 더

들의 제보자의 경우, 1960년대 후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으로 금강상회, 만연사(기념품점), 대

념품점 등이 다양한 업종들이 분포

불어 잡화점으로 유명한 곳이었고,

결론적으로 조사팀은 오리숲에 가장 많은 상가들이 들어섰으며,

포집, 속리산호텔, 신일상회, 선물센

해 있었다. 대전옥은 박정희 대통령

모란봉식당은 냉면을 판매하는 곳으

속리산관광호텔 등이 들어서면서 관광이 활성화되었던 시기를

터, 양장점, 대전장, 개성상회 등이 위

이 찾은 선술집이었다. 이어서 송림여관과 팔경사가 위치하였

로 유명하였다. 또한, 사내교 앞에는 물레방아가 있어 이곳에서

기준으로 잡고 이에 대한 지도를 작성해나갔다.

치하였다. 대전장은 요리를 파는 요

다. 송림여관은 지금은 송림모텔・팬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

기념품상들이 각종 목공예품을 만들기도 하였고 아이스께끼를

오리숲길의 입구는 현 용머리 폭포에 위치한 곳이었다. 이 자

정집이었고, 개성상회는 현재 개성식당의 전신으로 잡화점이었

다. 팔경사는 기념품점 및 디피점이었는데 현재는 노래방으로

판매하는 노점상도 있었다. 한편 안쪽에 위치했던 가정집들이

리에는 마을의 이정표 역할 및 신앙의 대상이었던 수살목과 서

다. 양장점은 지금은 국선 작가(作家)가된 김영철의 부인이 운

업종을 변경하였다. 송림여관 근처에는 팔경사와 같은 많은 기

여관으로 개조하여 여인숙이나 하숙집들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낭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부터 현 레이크힐스 호텔 앞 다리

영한 곳이었다. 개성상회와 대전장을 기점으로 사내2리 산제당

념품점이 밀집하였다고 한다.

까지 상가들이 줄을 지어 들어서 있었다. 그러나 상가들이 입지

으로 올라가는 길에 선경카바레와 역마차가 있었다. 역마차는

한 순서는 반대로 마을 입구에서부터가 아니라 법주사 방향에

오리숲에서 법주사까지 조랑말이 끄는 마차를 탈 수 있는 곳이

D구역: 보문여관 맞은편에는 미

수살목이 있던 대형주차장 일대까지

서부터 하나 둘씩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이는 본래 법주사 일주

었다. 마차삯은 1인당 50원이었으며, 증언한 주민들에 의하면

락식당이 있었다. 대중식당이 적었

를 말한다. 보은여관, 경남여인숙, 나

문 근처에 있던 대처승(帶妻僧) 거주지역이 아래로 내려왔기 때

인기가 꽤 좋았다고 한다. 동아일보 1966년 11월 15일 기사에는

던 당시 미락식당은 몇 안 되는 전문

비여관, 상주여인숙, 관광상회, 나루

문이라는 설도 있지만, 당시 사내리 일대의 주요 관광자원이 속

당시 오리숲의 전경과 마차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식당이었다.10 미락식당 아래로 유명

터다방, 박성택이 운영하던 남일하

리산과 법주사였기 때문에 그와 좀더 가까운 곳에 상가들이 입

한 요정집이었던 평양관이 있었는

숙, 화성상회, 청주여관 등이 있었

점하려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데, 당시 주인의 딸이 현재 청림식당

다. 또한, 음악술집이었던 셀브루가 있었고 제과점이나 풀빵집

F구역: 이 지역은 사내교를 건너

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서 산라상회,

등 빵집도 있었다. ‘빵구집’이라 하여 자전거포를 겸한 수리집은

A구역: 가장 앞쪽에는 관광안내

잡화점, 서울약방, 명신상회, 양장점, 오리정다방, 금강여인숙, 곡

대형주차장 뒤편에 있었고 파출소와 병원, 우체국 등 관공서도

소가 있었다. 관광안내소는 1965년

산여관, 이발소, 제일세탁소, 보은정육점 등이 나란히 자리 잡았

1960년대 후반에는 이미 모두 자리 잡았다. 또한, 당시 드물었던

에 속리여관 앞에 생겼다. 당시 충청

다. 이 중 곡산여관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1934년 법주사 일주문

미니골프 연습장도 있었다.

북도는 속리산 관광안내소 설치조례

내 승려촌에 생겨 이후 이주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주민들에 따

를 통해 “국내 8대 관광지로 선정된

새로 선정된 국립공원순남

속리산에 래방하는 관광객에게 제반

G구역: 이 구역은 아우너미 마

르면, 1960년대 이후에 황해도 곡산 출신의 주인이 시작한 것이

라고 한다. A구역에 위치한 여관들보다 늦게 생긴 것이라는 의

을 일대를 말한다. 아우너미 마을은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상담, 코스안

[……] 충북보은군속리면소재, 법주사에서 세조가 병을 다스

견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곡산여관은 당시 오리숲에 있는 여관

비교적 소규모 자연마을이었고 소로

내, 선전 소개를 통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키 위하여 속리산에

렸다는 목욕소까지의 오리길에는 마차가 다니는데 울울한

중에서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라 대규모 수학여행객들을 받을

길을 따라 안쪽에 위치하여 많은 상

관광객 안내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속리여관 주변에는

숲의 터널을 조랑말이 끄는대로 끄덕끄덕 마차에 흔들려가

수 있는 곳이었다. 또한, 서울약방은 현재 사내2리에 위치한 약

가들이 위치하지는 않았다. 대개 일

흙다방, 진흥상회, 청자다방, 속리상회 등이 위치하였다. 속리여

는 맛도 별미거니와 나무가 너무 빽빽히 차서 사진을 찍어

방으로 1968년 4월에 처음 입점하였다.

반 가정집이 많았고, 남산여관, 동아

관 아래로는 해주여관과 경북여관, 김천하숙, ○○여인숙, 상점

도 시커멓게 나온다

등이 줄지어 자리 잡았다. 해주여관과 경북여관 사이에는 제일

마차삯이 1인당 50원. 여기서 복천암을 거쳐 한참 올라가면

나 작은 여인숙들이 위치하였다. 태권도장이었던 무덕관과 교회

상회와 경북상회 등이 있었고, 왕자 디피점 등이 위치하였다. 또

경치 좋은 문장대. 여관・다방・매점이 좀 지저분하다. 문장

도 이곳에 있었다.

한, 오용선이 운영하는 기념품가게도 이곳에 위치하였다. 오용

대를 오를 때 전에는 바위길이 아기자기해서 스릴과 서스펜

선의 가게는 속리산에서 가장 먼저 TV가 들어온 곳이었다. 다

방에 TV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곳이 구상가의 극장 역할을 하

여관, 서울여관, 강서여관 등 여관이

스가 있어 좋았는데, 지금은 쇠다리를 만들어놓고 10원씩 받
고 있다. 산 밑이라면 몰라도 산위에서까지 돈을 뜯기면 좀
배가 아프다. [……]
10 현재 사내2리에 위치한 미락식당과는 명칭만 같을 뿐 주인은 다르다. 현재의 미락식당

09 이 지도는 지형도로 제작하지 않고 상가의 업종별 분포를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해 단
순하게 제작한 것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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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구역: 이 구역은 새텃말 일대

먼저 생긴 여관으로 추측된다. 사내리 지역에 대한 선행연구 자

를 말한다. 새텃말은 새로 생긴 마을

료에도 수정여관은 1920년대 말 법주사 일주문 내 자리 잡았고,

J구역: 이 지역은 가장 나중에

생겼던 지역이다. A구역부터 아래

11

이라 몇몇 가정집과 전답이 대부분

법주사 소유로 경영권만 일반인에게 주었다고 한다. 조사팀은

쪽으로 상가가 들어서다가 포화상

이었다. 남산여관의 주인이었던 이

이에 대해 확인하고자 인터뷰 조사를 시도하였지만 현재 수정

태가 되자 다시 위쪽으로 몇몇 상가

상철, 현재 속리토속음식점을 운영

여관은 운영 중이지 않으며, 마을 내 최고령자가 기억하는 시점

가 들어섰다. 이곳에는 천일상회, 대

하는 김용태의 집이 이곳에 위치하

도 1940년대 정도라 확실한 정보를 듣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박

일상회, 제일상회 등이 있었고, 해주

였다. 새텃말에는 구 사내2리 마을

용주와 정순금에 따르면, 수정여관은 수정교 아래에 위치하였다

약국 등의 상점이 있었다. 또한, 회

회관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현 로얄호텔 자리에는 가설천막
극장이 있었다. 가설극장은 TV나 영화관이 거의 없던 시절, 사

가 이주를 한 것이고, 이옥선이 1940년대 중후반 사내리에 처음

전목마나 당구장, 놀이터, 야외 탁구장 등 각종 놀이시설이 위

정착할 때 취업한 곳이 수정여관이라는 점에서 수정여관은 일제

치했다.

내리 주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준 곳이기도 하였다. 당시 가설

강점기 때부터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수정여관이 오리숲이 아

극장의 입장료는 어른이 100원, 어린이가 60원이었다. 그러나

닌 그 건너편에 이주한 것을 봐도 오리숲 일대의 상가가 형성되

어린이들에게 당시 60원은 큰돈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빠방’이

라 하여 나무 틈사이로 포장을 찢고 극장에 몰래 들어가는 가

구상가 전경. (국가기록원 제공)

기 이전에 이주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수정여관 옆에 있는
양지여관과 백운장은 1960년대 이후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오

는 일이 많았다. 가설극장은 TV가 마을에 등장하면서 사라지

리숲에 구상가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아 외곽으로 터를 잡은 것으

게 되었다.

로 보인다. 백운장은 요정도 같이 운영하였는데, 이렇게 규모를
확장한 시점이 1969년에서 1970년 정도라 한다. 그러나 도시계

I구역: 현 속리산관광호텔이 들
어선 자리에는 본래 일반 가정집이

획으로 불과 1~2년 만에 건물을 허물게 되자 도시계획 당시 가
장 좋은 위치를 선 분양해주었다고 한다.

2~3집이 있었다. 관광호텔에서 법
주사 방향으로는 3개의 여관이 위치
하였는데 위에서부터 수정여관, 양
지여관, 백운장(현 아람호텔)이 있
었다. 수정여관은 사내리에서 가장

11 박종서, 위의 글, 118쪽.
이후석, 「속리산 관광지역의 성격과 취락에 관한 연구」, 『지역환경』, 동국대학교지역
환경연구소, 43~44쪽.

구상가 전경. 해주여관과 제일상회가 보인다.(박홍식 제공)

오리숲에 위치한 무덕관(박남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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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여관과 양지여관(조돈해 제공)

구상가 전경. 복천식당의 메뉴와 속리여관의 간판이 보인
다.(박남식 제공)

1960년대 구상가 광고판. 모란봉 식당과 보문여관의 광고가 보이며, 현재도 판매 중인 박카스 광고도 눈에 띈다.(조돈
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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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주요 업종은 숙박업, 기념품점, 잡

좁은 길에 많은 상점이 들어서 있는데다가 관광객과 마차까

화점, 다방 및 요정을 포함한 유흥업 등이 주를 이뤘고, 현재 상가

지 다녔기 때문에 오리숲길은 항상 북적였다. 게다가 떡이나 각

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식당은 소수에 불과했다. 업종별 배

종 간식거리와 앨범 등 기념품을 판매하는 노점상도 상당히 많

치를 살펴보면, A구역은 여관이 주로 있으며, 여관은 사내천 쪽

았다. 청솔식당의 김학예는 남편이 오리숲에서 앨범장사를 하

으로 붙어 자리 잡았다. 또한, 오리숲길 쪽으로는 규모가 작은 기

고 있었지만 살림에 좀더 보탬이 되고자 떡장사를 하였다. 1960

념품점이나 잡화점들이 사이사이에 빼곡히 자리 잡았다. 반면에

년대 오리숲 전경사진에도 머리에 짐을 지고 다니는 노점상들

B, C, E구역은 오리숲길 쪽으로 상가들이 자리 잡았고, 뒤편으로

는 가정집이나 뒤늦게 생긴 여관이 위치하였다. F구역은 비교적
늦게 형성된 만큼 다양한 업종이 분포하였고 관공서도 모두 이곳

에 배치되었다. G, H구역은 자연마을로 상가가 많이 들어서지는
않았으나 여관을 중심으로 몇몇 상가들이 위치하였다.
다음의 기사에서는 1960년대 오리숲 구상가의 현황과 당시
물가를 살펴볼 수 있다.

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상가 건물
들도 오리숲 나무를 베지 않고 빈 공간에 지었기 때문에 친환경
적이라 볼 수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불규칙적이고 정돈되어
보이지 않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관광단지를 별도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관광객의 기호와 수요에 맞게 자연
발생적으로 등장했던 오리숲 상가는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
라지게 되었다.

손짓하는 7월의 산과 바다 경비면에서 본
피서지 안내
[……] 여름의 속리산은 신선들의 안식처.
속리산 합동 주차장에서 내리면 법주사에 이르기까지 태양
을 볼 수 없을 만큼 녹음의 터널이 있다.
이 숲이 5리길이라 하여 예부터 오리숲이라 불린다. 5천여
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23개의 여관, 50여명을 수용
할 수 있는 카바레, 5개의 요정, 8간으로된 신식 터키탕, 관광
안내소, 각종 상점이 숲속의 신흥도시 사내리에 깃들여 있다.
속리산에서 하루를 즐기자면 보은을 시발로 해서 거마비 왕
복 1백80원, 숙박료 1인 독방 3백원 주식비 50원, 도합5백30
원이면 우선 무난하다.
경향신문 1966년 7월 9일

현재의 오리숲 모습(항공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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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정집이나 뒤늦게 생긴 여관이 위치하였다. F구역은 비교적
늦게 형성된 만큼 다양한 업종이 분포하였고 관공서도 모두 이곳

에 배치되었다. G, H구역은 자연마을로 상가가 많이 들어서지는
않았으나 여관을 중심으로 몇몇 상가들이 위치하였다.
다음의 기사에서는 1960년대 오리숲 구상가의 현황과 당시
물가를 살펴볼 수 있다.

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상가 건물
들도 오리숲 나무를 베지 않고 빈 공간에 지었기 때문에 친환경
적이라 볼 수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불규칙적이고 정돈되어
보이지 않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관광단지를 별도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관광객의 기호와 수요에 맞게 자연
발생적으로 등장했던 오리숲 상가는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
라지게 되었다.

손짓하는 7월의 산과 바다 경비면에서 본
피서지 안내
[……] 여름의 속리산은 신선들의 안식처.
속리산 합동 주차장에서 내리면 법주사에 이르기까지 태양
을 볼 수 없을 만큼 녹음의 터널이 있다.
이 숲이 5리길이라 하여 예부터 오리숲이라 불린다. 5천여
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23개의 여관, 50여명을 수용
할 수 있는 카바레, 5개의 요정, 8간으로된 신식 터키탕, 관광
안내소, 각종 상점이 숲속의 신흥도시 사내리에 깃들여 있다.
속리산에서 하루를 즐기자면 보은을 시발로 해서 거마비 왕
복 1백80원, 숙박료 1인 독방 3백원 주식비 50원, 도합5백30
원이면 우선 무난하다.
경향신문 1966년 7월 9일

현재의 오리숲 모습(항공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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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과 국립공원 지정
(1) 속리산 관광호텔의 등장

그러나 사내리가 관광지로 발전해나가면서도 부족한 것이 하

속리산 관광호텔의 등장은 속리산도시계획에 결정적인 영향

구상가를 관광호텔 아래로 옮길 수 있었다. 속리산 관광호텔은

나 있었는데 바로 호텔이 없다는 점이었다. 다른 유명 관광지에

을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호텔이 준공된 이후 다양한 정부 인

경영권이 여러 번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현재는 레이

는 이미 호텔이 있었으나 사내리에는 여관이 숙박업소의 전부

사들이 속리산을 방문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의 지시로 오리숲

크힐스(Lakehills) 호텔로 명칭이 바뀌어 운영 중에 있다.

였다.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나 국빈급 사절단이 사내리를 방
사내리가 관광지로 자리 잡기 시작한 1960년대는 한국관광사

문했을 때, 마을에 머물지 못하고 대전의 유성 등으로 나가곤 하

(韓國觀光史)에서 국민 대중관광의 형성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였다. 이에 따라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육인수가 청주의 신흥 기

1960년에서 1970년대 초까지는 근대 국민관광의 기반 조성기

업인이었던 민철기에게 호텔 설립을 제안하였고, 법주사의 허락

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한국 대중관광과 사내리 관광은 그 흐름

을 맡아 수정봉 아래에 호텔을 짓게 되었다.

속리산 관광호텔 ‘영광은 어디가고’

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중관광 활동은 대규모의

속리산 관광호텔은 1967년 6월에 준공되어 1968년에 완공

[……] 하지만 속리산 관광은 하루나들이 코스로는 부족해 하

조직적인 관광객이 신체적 이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

된 사성(四星)급 호텔이었다. 당시 사성급 호텔은 충북에서 최

룻밤을 묵어야 했는데 당시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열

에 교통로와 숙박시설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960

초였으며, 대지가 4,674평에 객실이 160개나 있었다. 회의실이

악해 숙박지를 정하지 못한 관광객들은 보은 읍내로 갈 수 밖

년대에 들어 비로소 이러한 기반시설이 갖춰지기 시작한다. 사

나 연회실이 완비되어 있었고 1971년에는 카지노가 들어섰으

에 없었고 한국을 찾은 거물급 외교관이나 경제 사절단도 마

내리도 1960년대 초부터 관광지의 모습이 점차적으로 갖춰지기

며, 나이트클럽 등 유흥시설도 갖추었다. 호텔이 생긴 후, 마을

찬가지로 속리산을 찾으면 먹고 잘 시설이 없어 대전 유성으

시작하면서 말티고개를 비롯한 교통로가 보수・확장되고 신작

의 혼사(婚事)는 이곳에서 치러지는 경우가 많아졌고 각종 세

로 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로가 개설되는 등 관광지의 외적 인프라를 확보해나갔다. 여관

미나를 비롯한 행사들도 자주 치러졌다. 속리산 관광호텔에는

이런 이유로 당시 청주의 신흥 기업인 민철기(신흥재분 사

등 숙박시설도 이 시기부터 오리숲 일대에 빼곡히 자리 잡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별실이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신정 때 마다

장)씨는 육인수(국회의원)씨의 권유를 받아 충북 최고의 별4

한편, 정부에서는 이시기부터 관광업의 발전을 위해 법적・제

이 별실에 머물면서 휴가를 즐겼는데 이 때문에 사내리의 연말

개의 고급 관광호텔을 짓게 됐다.

도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관광

은 언제나 경호원들로 가득 찼다고 한다. 권인석(남, 1932년생)

1967년 6월, 김종필 국무총리와 장관등 지역 국회의원, 각급

사업진흥법 제정, 둘째, 관광행정기구의 정비, 셋째, 항공업과 호

은 오리숲 구상가 술집에서 박대통령을 만난 것을 또렷하게 기

기관장들과 주민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속리산 관광호텔

텔업에 대해 집중적인 정책을 지원, 넷째, 문화재보호법 제정, 국

억하고 있다.

준공식이 성대하게 치러졌다.

토건설종합계획법 및 공원법 제정, 마지막으로 여름 휴가제 도

1970년대 속리산 관광호텔 앞 전경. 각종 세미나 장소로 인기가 좋았으며, 외국인들이
머무는 숙소이기도 하였다.(국가기록원 제공)

관광호텔 준공을 계기로 정채식 도지사는 이한림 건설부 장

입을 들 수 있다.12 이중에서 특히 사내리 관광지화에 절대적인

여기 호텔이 박정희 대통령 별실이 따로 있었어. 한 칸. [……] 대단

관을 안내해 속리산을 방문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숙박시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네 번째 사항이다. 명승고적으로 이름을

하긴 대단하대. 내가 한번 얘기했지? 우차 끌고 다닐 때 거든? 근데

설을 본 이한림 장관은 숙박시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관광지

날리던 법주사와 속리산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법안이

미끈미끈하고 덩치가 이런 사람들이 막걸리 먹을라고 술집에 딱 들

정화를 지시했다.

마련되고, 사내리는 관광지로서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는 개

어갔는데 방태호네 집에 들어갔었어. 나가라 그래 막. 우리 촌놈들

충북은 용역업체의 협조를 받아 신시가지 관광단지를 설계

발정책이 지원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오는지 누가 오는지 알아. 우리 막걸리 먹으러 왔다고.

해 중앙의 재가와 지원금을 받아 경주 다음으로 규모가 큰 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사내리가 관광지로 초석을

왜 나가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여기 이게 왔다고 그래(엄지손가락

광단지를 조성했다. [……]

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천년고

을 보이면서). 우리 촌놈들이 이게 뭔지 알아.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찰인 법주사의 많은 유형 자료들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법주사

쓱 들어와. 대통령 멀리 보면 새카맣고 키도 쪼그만하지 뭐 볼품이

의 역사적・교육적인 가치가 더욱 상승하게 되었고 반드시 보고

나 있어. 내을라 하니까 나두라 그러대. 보니까 박정희여. 화면에서

느껴야할 관광대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문화재보호법 제

봤으니께(알지). 아 막걸리 자실라고 그러느냐고. 그렇습니다. 일하

정 이후, 법주사 일원은 1966년 사적 및 명승지 제 4호로 지정되

다가 목이 말라서 막걸리 한잔 하러 왔다니까 같이 한 잔 합시다. 저

면서 명실상부한 명승지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어서 1967년 자

기 막 따라 주대. 대포로 하나씩 먹었지. 하하. 자기도 한사발 막 먹

연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공원법이 제정되면서 속리산의 가치

더니 [……] 막걸리 잘 먹대. 그 비서인지 누구인지 여 술값 계산해.

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고, 1969년 1월 21일에 관광지, 1970년 3

이 양반들꺼 까지 다 계산해. (그래서) 공짜로 얻어먹었지. 하하하.

월 24일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사내리는 우리나라를 대

야 대통령 술을 다 얻어먹었네 하고. | 권인석(남, 1932년생)

충북인 뉴스, 2007년 8월 29일
1970년대 속리산 관광호텔 광고(속리산관광협의회 제공)

표하는 관광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현재의 레이크힐스 호텔의 모습.

12 인태정, 위의 책, 116~122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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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과 국립공원 지정
(1) 속리산 관광호텔의 등장

그러나 사내리가 관광지로 발전해나가면서도 부족한 것이 하

속리산 관광호텔의 등장은 속리산도시계획에 결정적인 영향

구상가를 관광호텔 아래로 옮길 수 있었다. 속리산 관광호텔은

나 있었는데 바로 호텔이 없다는 점이었다. 다른 유명 관광지에

을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호텔이 준공된 이후 다양한 정부 인

경영권이 여러 번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현재는 레이

는 이미 호텔이 있었으나 사내리에는 여관이 숙박업소의 전부

사들이 속리산을 방문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의 지시로 오리숲

크힐스(Lakehills) 호텔로 명칭이 바뀌어 운영 중에 있다.

였다.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나 국빈급 사절단이 사내리를 방
사내리가 관광지로 자리 잡기 시작한 1960년대는 한국관광사

문했을 때, 마을에 머물지 못하고 대전의 유성 등으로 나가곤 하

(韓國觀光史)에서 국민 대중관광의 형성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였다. 이에 따라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육인수가 청주의 신흥 기

1960년에서 1970년대 초까지는 근대 국민관광의 기반 조성기

업인이었던 민철기에게 호텔 설립을 제안하였고, 법주사의 허락

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한국 대중관광과 사내리 관광은 그 흐름

을 맡아 수정봉 아래에 호텔을 짓게 되었다.

속리산 관광호텔 ‘영광은 어디가고’

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중관광 활동은 대규모의

속리산 관광호텔은 1967년 6월에 준공되어 1968년에 완공

[……] 하지만 속리산 관광은 하루나들이 코스로는 부족해 하

조직적인 관광객이 신체적 이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

된 사성(四星)급 호텔이었다. 당시 사성급 호텔은 충북에서 최

룻밤을 묵어야 했는데 당시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열

에 교통로와 숙박시설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960

초였으며, 대지가 4,674평에 객실이 160개나 있었다. 회의실이

악해 숙박지를 정하지 못한 관광객들은 보은 읍내로 갈 수 밖

년대에 들어 비로소 이러한 기반시설이 갖춰지기 시작한다. 사

나 연회실이 완비되어 있었고 1971년에는 카지노가 들어섰으

에 없었고 한국을 찾은 거물급 외교관이나 경제 사절단도 마

내리도 1960년대 초부터 관광지의 모습이 점차적으로 갖춰지기

며, 나이트클럽 등 유흥시설도 갖추었다. 호텔이 생긴 후, 마을

찬가지로 속리산을 찾으면 먹고 잘 시설이 없어 대전 유성으

시작하면서 말티고개를 비롯한 교통로가 보수・확장되고 신작

의 혼사(婚事)는 이곳에서 치러지는 경우가 많아졌고 각종 세

로 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로가 개설되는 등 관광지의 외적 인프라를 확보해나갔다. 여관

미나를 비롯한 행사들도 자주 치러졌다. 속리산 관광호텔에는

이런 이유로 당시 청주의 신흥 기업인 민철기(신흥재분 사

등 숙박시설도 이 시기부터 오리숲 일대에 빼곡히 자리 잡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별실이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신정 때 마다

장)씨는 육인수(국회의원)씨의 권유를 받아 충북 최고의 별4

한편, 정부에서는 이시기부터 관광업의 발전을 위해 법적・제

이 별실에 머물면서 휴가를 즐겼는데 이 때문에 사내리의 연말

개의 고급 관광호텔을 짓게 됐다.

도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관광

은 언제나 경호원들로 가득 찼다고 한다. 권인석(남, 1932년생)

1967년 6월, 김종필 국무총리와 장관등 지역 국회의원, 각급

사업진흥법 제정, 둘째, 관광행정기구의 정비, 셋째, 항공업과 호

은 오리숲 구상가 술집에서 박대통령을 만난 것을 또렷하게 기

기관장들과 주민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속리산 관광호텔

텔업에 대해 집중적인 정책을 지원, 넷째, 문화재보호법 제정, 국

억하고 있다.

준공식이 성대하게 치러졌다.

토건설종합계획법 및 공원법 제정, 마지막으로 여름 휴가제 도

1970년대 속리산 관광호텔 앞 전경. 각종 세미나 장소로 인기가 좋았으며, 외국인들이
머무는 숙소이기도 하였다.(국가기록원 제공)

관광호텔 준공을 계기로 정채식 도지사는 이한림 건설부 장

입을 들 수 있다.12 이중에서 특히 사내리 관광지화에 절대적인

여기 호텔이 박정희 대통령 별실이 따로 있었어. 한 칸. [……] 대단

관을 안내해 속리산을 방문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숙박시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네 번째 사항이다. 명승고적으로 이름을

하긴 대단하대. 내가 한번 얘기했지? 우차 끌고 다닐 때 거든? 근데

설을 본 이한림 장관은 숙박시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관광지

날리던 법주사와 속리산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법안이

미끈미끈하고 덩치가 이런 사람들이 막걸리 먹을라고 술집에 딱 들

정화를 지시했다.

마련되고, 사내리는 관광지로서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는 개

어갔는데 방태호네 집에 들어갔었어. 나가라 그래 막. 우리 촌놈들

충북은 용역업체의 협조를 받아 신시가지 관광단지를 설계

발정책이 지원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오는지 누가 오는지 알아. 우리 막걸리 먹으러 왔다고.

해 중앙의 재가와 지원금을 받아 경주 다음으로 규모가 큰 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사내리가 관광지로 초석을

왜 나가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여기 이게 왔다고 그래(엄지손가락

광단지를 조성했다. [……]

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천년고

을 보이면서). 우리 촌놈들이 이게 뭔지 알아.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찰인 법주사의 많은 유형 자료들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법주사

쓱 들어와. 대통령 멀리 보면 새카맣고 키도 쪼그만하지 뭐 볼품이

의 역사적・교육적인 가치가 더욱 상승하게 되었고 반드시 보고

나 있어. 내을라 하니까 나두라 그러대. 보니까 박정희여. 화면에서

느껴야할 관광대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문화재보호법 제

봤으니께(알지). 아 막걸리 자실라고 그러느냐고. 그렇습니다. 일하

정 이후, 법주사 일원은 1966년 사적 및 명승지 제 4호로 지정되

다가 목이 말라서 막걸리 한잔 하러 왔다니까 같이 한 잔 합시다. 저

면서 명실상부한 명승지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어서 1967년 자

기 막 따라 주대. 대포로 하나씩 먹었지. 하하. 자기도 한사발 막 먹

연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공원법이 제정되면서 속리산의 가치

더니 [……] 막걸리 잘 먹대. 그 비서인지 누구인지 여 술값 계산해.

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고, 1969년 1월 21일에 관광지, 1970년 3

이 양반들꺼 까지 다 계산해. (그래서) 공짜로 얻어먹었지. 하하하.

월 24일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사내리는 우리나라를 대

야 대통령 술을 다 얻어먹었네 하고. | 권인석(남, 1932년생)

충북인 뉴스, 2007년 8월 29일
1970년대 속리산 관광호텔 광고(속리산관광협의회 제공)

표하는 관광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현재의 레이크힐스 호텔의 모습.

12 인태정, 위의 책, 116~122쪽 참고.

088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02. 사내리의 과거

| 089

(2) 도시계획과 오동연립

텔 등장 이후, 사내리에 많은 정관계 인사가 방문하기 시작하면

강제철거 하기 이전에는 여관에서는 빨래를 해야 될 거 아녀. 이불

사내리의 경우, 1968년 6월 7일 건설부 고시 355호 내속리

서 주목을 받게 되자 이러한 논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었

빨래를 하게 되면 호텔 앞에 또랑이 있잖아. 거기다 전부다 함석을

면 일부 도시계획 준공을 획득한 이후, 1970년 6월 23일 건설부

다. 이한림 건설부 장관이나 육인수 국회의원은 정돈되지 않은

죽 쳤어. 육인수 의원이 아 여기 지저분하다고 그런 거야 이제. 그

고시 제 285호 면적 22,048,856㎡ 시가지 일부를 변경승인 실

1960년대 들어 사내리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

숙박업소의 모습을 보고 상가지역을 새롭게 개편하는 것을 추진

러니까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함석을 쭉 쳤어. 여관이 안보이게. 뭐

시되었다. 하지만 이 당시 계획된 내용은 제반 시설이 소규모로

광지로 자리 잡게 되면서 마을 안팎에서는 보다 발전적인 관광

하였다. 당시 사내천 옆에 있던 숙박업소들은 속리산 관광호텔

초가집도 있고 슬레이트집도 있고 나무집도 있고 하니까. 함석으로

되어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후, 1971년 7월 13일 건설부

지로 변모시킬 수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속리산 관광호

방향에서 봤을 때 경관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울타리를 쳐 놓으니까 한 300미터를 쳐놨으니까. 여름에 빨래를 할

고시 제425호로 속리산도시계획지구가 재고시 되었다. “속리산

꺼 같으면 거기다가 널어두면 얼마나 잘 마르겠어? 그러니 이불 빨

국립공원에 입각하여 광범위하게 내속리면 전체를 관광도시로

래를 해서 전부다 거기다 걸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육인수 의원이

서 손색이 없게 용도지역제 제반가로 계획 수립하여 관광도시

와서 또 저거 뭐냐 그런 거야. 지저분하다 이거야. 그럼 이주시켜라.

로서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14도시계획의 년

강제철거 이주가 되기 시작한 거지. | 박경수(남, 1934년생)

차는 18년으로 1989년까지 계획되었으며, 도시계획 인구는 당

속리산도시계획을 통한 관광도시화

마을로 변해버렸다.
보다 못한 충북도는 지난 70년 3월 사내리를 포함한 이 일대

시 예상 산출한 1일 관광객 수인 11,600명을 포함한 15,000명으

23.1평방km를 도시계획지구로 고시하고 국비 9억2천만원을 들

로 예상하였다.15 도시계획구역은 23,161,000㎡이며, 주거지역

여 현재의 부락0.4평방km를 집단시설지역으로 지정, 상가 업소
등을 모두 이전시키는 한편 종전으로 상가지역 10ha은 녹지대

관광한국의 길(2)
관광개발 5개년 계획의 내용

은 1,150,000㎡, 상업지역 200,000㎡, 녹지지역 21,811,000㎡로
구분하여 속리산 국립공원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면서 주거지
역과 상업지역을 분리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균형 있는 관광

로 조생했다.
이와 함께 이 부락에는 너비30m의 간선도로를 개설하고 이 도

[……] 제2의 금강이라고 불리는 속리산 관광자원개발 6개년

도시로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지구결정은 미관지구 50,000

로를 청주 대전과 연결시켜 모두 포장함으로써 도시에 뒤지지

계획을 비롯하여 양산・한천8경(영등군 소재), 중원군 소재

㎡, 노선식 고도지구 2,200㎡, 집단식 고도지구 50,000㎡로 나

기사 원문

않는 현대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

수안보온천장등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눴고, 주차장 2개소 19,300㎡, 운동장 13,930㎡, 녹지 90,000㎡,

새 향토기 <4>
관광지로 탈바꿈한 해발8백m의 사내리

현재 이 부락에는 상가 70 요식업소 36 다방 4 호텔 1 등 숙박업

이를 위해 적어도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관광도로로 교량 1

가로 14개 노선 18,282㎡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소 36개소에서 지서 우체국 등 관공서까지 들어서 예전의 토담

백M, 도로 1만4천5백M를 건설하고 숙박시설 현대화와 유

주요 계획이었다.

집 마을은 발전된 소도읍으로 그 모습을 일신했다.

흥・휴게시설・케이블카 등 관광시설을 국고보조와 민간자

법주사 속리산 후광으로 도시화

주민의 수입원도 옛날처럼 농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

본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는 부분이 바로 도시계획이 시작된 시점이었는데, 대개 1968년

등불대신 전기…토담터엔 빌딩 숲

객을 상대로 이곳의 특산물인 버섯 고사리 등 산채와 기념품판

그 중에서도 속리산 개발계획을 보면 65년도에서 71년도까

에서 1972년까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기간은 도시계

30m도로는 청주 대전으로 뻗쳐

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지 총예산 9억 1천 3백 37만 3천원을 책정, 그 재원은 국비・

획 준공을 획득한 시점부터 실제로 사내리에 도시계획이 적용

지난해 주민의 총 소득은 9천여만원. 겨우 생활을 꾸려 갈 수

도비・군비・협회・민간 등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는데 67

된 시점까지로 도시계획이 변경・적용되었던 기간만큼 주민의

청주를 떠나 자동차로 1시간쯤 달리면 고려태조 왕건이 길을 닦

있는 적은 소득이라서 주민은 관광객 이동추세에 온 신경을 쏟

년도에는 산장휴식소・노천극장 등 6동, 사슴사육장・베이

생각의 편차도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조사팀은 건설부 고시

았다는 해발 8백m의 열 두굽이 말티고개에 이른다. 다시 이 고

고 있다.

비・골프장・가로수・네온사인 등을 신설하고 현재 진척중

제285호가 고시된 1970년을 사내리 도시계획의 시작으로 보

개를 넘어 10분쯤 달리다보면 한눈에 들어오는 읍소재지정도의

70년 이후 매년 60여만명을 유지하던 관광객이 지난해부터는

인 보은~속리산 법주사간 도로 확장공사를 완공시킬 방침

고 있다.

말끔히 단장된 마을이 나타난다.

동해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차차 줄어들고 있어 큰 걱정이 되

이다.

충북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신라 24대 진흥왕 14년에 건립된

고 있다.

법주사와 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속리산의 후광을 입어 조

그래서 주민은 번영회를 결성, 관광객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

의 상가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바꾸는 등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영

용히 모습을 바꾸어온 이 마을은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60여

으며 자체 방범대를 조직, 찾아온 관광객들이 마음 놓고 쉬어갈

향을 준 것이 상가 이전이었다. 주민이 기억하고 있는 도시계획

가구 토담집들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숙박업과 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념품 판매를 부업으로 하면서 농사를 짓고 살던 전형적인 농촌

그러나 이 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껏 살아왔다는 황천성 할아버

사내리 도시계획의 핵심은 바로 상가지역 이전(移轉)에 있었
매일경제신문 1967년 4월 5일

게다가 1962년 처음 제정된 도시계획법은 1970년부터 기존
인구 2만 명 이상의 도시와 특수지역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것을

마을이었다.

지(90)는 “관광지 덕분에 토담집이 현식 건물로 바뀌고 호롱불

그러나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속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

대신 전기불이 켜졌지만 인심이 날로 사나와 지는 것 같다.”면

따른 계획성 있고 균형 있는 도시건설을 촉진하도록 개정13하는

되면서 2백여 상인들이 떼 지어 몰려와 가건물을 짓고 점포를

서 또 다른 걱정을 말하기도 했다.

등 전국적으로도 도시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었다.

차리면서부터 이곳엔 도시 못지 않는 상혼이 감도는 어지러운

다. 상가지역을 이전하면서 주거지역을 다시 설정하였고, 기존

의 내용도 대부분 상가 이전과 관련된 것이었다.
상가 이전은 도시계획 전반을 주관하는 보은군과 당사자인 마

인구 1천명 이상의 취락 집단에도 적용하는 등 급격한 도시화에

동아일보 1977년 2월 9일

14 이하 기술된 도시계획 관련 개요 내용은 1971년 건설부 고시 제425호로 결정 내용을
담은 『속리산도시계획결정서』(국가기록원 소장)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15 『속리산도시계획결정서』내용에 따르면, 당시 사내리 1일 최대관광객 수를 30,000명으

13 매일경제신문, 1969년 12월 19일.

090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사내리 주민과 도시계획과 관련한 인터뷰 내용 중 혼선이 있

로 측정했고, 연간 총 관광객 수는 1,200,000명으로 집계하였다.

02. 사내리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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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과 오동연립

텔 등장 이후, 사내리에 많은 정관계 인사가 방문하기 시작하면

강제철거 하기 이전에는 여관에서는 빨래를 해야 될 거 아녀. 이불

사내리의 경우, 1968년 6월 7일 건설부 고시 355호 내속리

서 주목을 받게 되자 이러한 논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었

빨래를 하게 되면 호텔 앞에 또랑이 있잖아. 거기다 전부다 함석을

면 일부 도시계획 준공을 획득한 이후, 1970년 6월 23일 건설부

다. 이한림 건설부 장관이나 육인수 국회의원은 정돈되지 않은

죽 쳤어. 육인수 의원이 아 여기 지저분하다고 그런 거야 이제. 그

고시 제 285호 면적 22,048,856㎡ 시가지 일부를 변경승인 실

1960년대 들어 사내리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

숙박업소의 모습을 보고 상가지역을 새롭게 개편하는 것을 추진

러니까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함석을 쭉 쳤어. 여관이 안보이게. 뭐

시되었다. 하지만 이 당시 계획된 내용은 제반 시설이 소규모로

광지로 자리 잡게 되면서 마을 안팎에서는 보다 발전적인 관광

하였다. 당시 사내천 옆에 있던 숙박업소들은 속리산 관광호텔

초가집도 있고 슬레이트집도 있고 나무집도 있고 하니까. 함석으로

되어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후, 1971년 7월 13일 건설부

지로 변모시킬 수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속리산 관광호

방향에서 봤을 때 경관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울타리를 쳐 놓으니까 한 300미터를 쳐놨으니까. 여름에 빨래를 할

고시 제425호로 속리산도시계획지구가 재고시 되었다. “속리산

꺼 같으면 거기다가 널어두면 얼마나 잘 마르겠어? 그러니 이불 빨

국립공원에 입각하여 광범위하게 내속리면 전체를 관광도시로

래를 해서 전부다 거기다 걸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육인수 의원이

서 손색이 없게 용도지역제 제반가로 계획 수립하여 관광도시

와서 또 저거 뭐냐 그런 거야. 지저분하다 이거야. 그럼 이주시켜라.

로서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14도시계획의 년

강제철거 이주가 되기 시작한 거지. | 박경수(남, 1934년생)

차는 18년으로 1989년까지 계획되었으며, 도시계획 인구는 당

속리산도시계획을 통한 관광도시화

마을로 변해버렸다.
보다 못한 충북도는 지난 70년 3월 사내리를 포함한 이 일대

시 예상 산출한 1일 관광객 수인 11,600명을 포함한 15,000명으

23.1평방km를 도시계획지구로 고시하고 국비 9억2천만원을 들

로 예상하였다.15 도시계획구역은 23,161,000㎡이며, 주거지역

여 현재의 부락0.4평방km를 집단시설지역으로 지정, 상가 업소
등을 모두 이전시키는 한편 종전으로 상가지역 10ha은 녹지대

관광한국의 길(2)
관광개발 5개년 계획의 내용

은 1,150,000㎡, 상업지역 200,000㎡, 녹지지역 21,811,000㎡로
구분하여 속리산 국립공원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면서 주거지
역과 상업지역을 분리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균형 있는 관광

로 조생했다.
이와 함께 이 부락에는 너비30m의 간선도로를 개설하고 이 도

[……] 제2의 금강이라고 불리는 속리산 관광자원개발 6개년

도시로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지구결정은 미관지구 50,000

로를 청주 대전과 연결시켜 모두 포장함으로써 도시에 뒤지지

계획을 비롯하여 양산・한천8경(영등군 소재), 중원군 소재

㎡, 노선식 고도지구 2,200㎡, 집단식 고도지구 50,000㎡로 나

기사 원문

않는 현대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

수안보온천장등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눴고, 주차장 2개소 19,300㎡, 운동장 13,930㎡, 녹지 90,000㎡,

새 향토기 <4>
관광지로 탈바꿈한 해발8백m의 사내리

현재 이 부락에는 상가 70 요식업소 36 다방 4 호텔 1 등 숙박업

이를 위해 적어도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관광도로로 교량 1

가로 14개 노선 18,282㎡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소 36개소에서 지서 우체국 등 관공서까지 들어서 예전의 토담

백M, 도로 1만4천5백M를 건설하고 숙박시설 현대화와 유

주요 계획이었다.

집 마을은 발전된 소도읍으로 그 모습을 일신했다.

흥・휴게시설・케이블카 등 관광시설을 국고보조와 민간자

법주사 속리산 후광으로 도시화

주민의 수입원도 옛날처럼 농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

본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는 부분이 바로 도시계획이 시작된 시점이었는데, 대개 1968년

등불대신 전기…토담터엔 빌딩 숲

객을 상대로 이곳의 특산물인 버섯 고사리 등 산채와 기념품판

그 중에서도 속리산 개발계획을 보면 65년도에서 71년도까

에서 1972년까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기간은 도시계

30m도로는 청주 대전으로 뻗쳐

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지 총예산 9억 1천 3백 37만 3천원을 책정, 그 재원은 국비・

획 준공을 획득한 시점부터 실제로 사내리에 도시계획이 적용

지난해 주민의 총 소득은 9천여만원. 겨우 생활을 꾸려 갈 수

도비・군비・협회・민간 등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는데 67

된 시점까지로 도시계획이 변경・적용되었던 기간만큼 주민의

청주를 떠나 자동차로 1시간쯤 달리면 고려태조 왕건이 길을 닦

있는 적은 소득이라서 주민은 관광객 이동추세에 온 신경을 쏟

년도에는 산장휴식소・노천극장 등 6동, 사슴사육장・베이

생각의 편차도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조사팀은 건설부 고시

았다는 해발 8백m의 열 두굽이 말티고개에 이른다. 다시 이 고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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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말끔히 단장된 마을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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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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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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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주민은 번영회를 결성, 관광객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

의 상가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바꾸는 등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영

용히 모습을 바꾸어온 이 마을은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60여

으며 자체 방범대를 조직, 찾아온 관광객들이 마음 놓고 쉬어갈

향을 준 것이 상가 이전이었다. 주민이 기억하고 있는 도시계획

가구 토담집들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숙박업과 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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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1962년 처음 제정된 도시계획법은 1970년부터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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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었다.

지(90)는 “관광지 덕분에 토담집이 현식 건물로 바뀌고 호롱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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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계획성 있고 균형 있는 도시건설을 촉진하도록 개정13하는

되면서 2백여 상인들이 떼 지어 몰려와 가건물을 짓고 점포를

서 또 다른 걱정을 말하기도 했다.

등 전국적으로도 도시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었다.

차리면서부터 이곳엔 도시 못지 않는 상혼이 감도는 어지러운

다. 상가지역을 이전하면서 주거지역을 다시 설정하였고, 기존

의 내용도 대부분 상가 이전과 관련된 것이었다.
상가 이전은 도시계획 전반을 주관하는 보은군과 당사자인 마

인구 1천명 이상의 취락 집단에도 적용하는 등 급격한 도시화에

동아일보 1977년 2월 9일

14 이하 기술된 도시계획 관련 개요 내용은 1971년 건설부 고시 제425호로 결정 내용을
담은 『속리산도시계획결정서』(국가기록원 소장)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15 『속리산도시계획결정서』내용에 따르면, 당시 사내리 1일 최대관광객 수를 30,000명으

13 매일경제신문, 1969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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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민, 그리고 도시계획 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를 전부 소유하

가능하였다. 게다가 구상가에 있던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고 있는 법주사가 협의하여 진행되었다. 당시 건설 조합장을 맡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주였다는 점에서 스스로 나설 이유도 없었

아 상가 이전을 주관한 마을 주민으로는 박홍식이 있었다.

다. 오리숲 일대에 있던 건물은 적게는 1~2년도 안된 것부터 기

가장 먼저 중요한 신상가 이전 부지는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

껏해야 20년도 안 된 새 건물이었다. 또한, 이 시기는 관광객의 방

인 육인수가 법주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4,000평의 땅을 임대받

문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상인들 입장에

으면서 해결되었다. 당시 내속리면 지가(地價)에서 사내리 상가

서는 시설적인 측면의 변화에 대해 추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지역은 평당 3,000원이 넘을 정도로 가장 비싼 편에 속했다. 게

것도 사실이었다. 따라서 신상가 건물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어

다가 법주사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이를 전부 매입하기에도 어

주민에게 배분한 이후, 주민이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

려웠고, 결국, 일괄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수 명의로 건물
등기를 내어 총 4차에 걸쳐 건물을 일괄적으로 지은 후, 기존 주

이게 구상가여. 50년대 이후에 71년까지 상존했던 거여. 70년도에

민에게 제비뽑기(심지뽑기)를 하여 상가 위치를 분양을 할 수 있

육인수가 국립공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법주사에서 일괄적으로 임

게 하였다. 이때, 지은 지 1~2년 되었던 백운장 같은 여관이나 도

대를 이 땅을 받은겨 4000평인가 얼마를 논을. 그래가지고 이전시

시계획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새텃말 주민은 제비뽑기를 하지 않

켜서 다 내려와서 한 것이 이거여. | 박홍식(남, 1934년생)

고, 상가 자리를 먼저 분양해주는 특전을 주었다. 새텃말에 살았
던 김용태(남, 1963년생)는 가장 먼저 집이 철거되는 바람에 1년

토지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상가 건물의 규모를 설계하고 어

동안 천막에서 생활하면서 지냈다가 신상가 건물이 지어진 이후,

떤 방식으로 건설할 것인가에 대해 협의하였다. 사실 대규모 상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상가 건물에 바로 입주할 수 있었다고 한

가단지를 주민이 직접 자금을 출자하여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

다. 상가 이전은 1년에 1차 사업을 수행할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

1차
오리숲
2차
3차

1970년, 도시계획 당시 사내리 전경(국가기록원 제공)

1970년, 도시계획 당시 사내리 전경(국가기록원 제공)

4차
1차

1970년, 도시계획 당시 사내리 전경(국가기록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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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민, 그리고 도시계획 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를 전부 소유하

가능하였다. 게다가 구상가에 있던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고 있는 법주사가 협의하여 진행되었다. 당시 건설 조합장을 맡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주였다는 점에서 스스로 나설 이유도 없었

아 상가 이전을 주관한 마을 주민으로는 박홍식이 있었다.

다. 오리숲 일대에 있던 건물은 적게는 1~2년도 안된 것부터 기

가장 먼저 중요한 신상가 이전 부지는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

껏해야 20년도 안 된 새 건물이었다. 또한, 이 시기는 관광객의 방

인 육인수가 법주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4,000평의 땅을 임대받

문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상인들 입장에

으면서 해결되었다. 당시 내속리면 지가(地價)에서 사내리 상가

서는 시설적인 측면의 변화에 대해 추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지역은 평당 3,000원이 넘을 정도로 가장 비싼 편에 속했다. 게

것도 사실이었다. 따라서 신상가 건물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어

다가 법주사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이를 전부 매입하기에도 어

주민에게 배분한 이후, 주민이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

려웠고, 결국, 일괄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수 명의로 건물
등기를 내어 총 4차에 걸쳐 건물을 일괄적으로 지은 후, 기존 주

이게 구상가여. 50년대 이후에 71년까지 상존했던 거여. 70년도에

민에게 제비뽑기(심지뽑기)를 하여 상가 위치를 분양을 할 수 있

육인수가 국립공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법주사에서 일괄적으로 임

게 하였다. 이때, 지은 지 1~2년 되었던 백운장 같은 여관이나 도

대를 이 땅을 받은겨 4000평인가 얼마를 논을. 그래가지고 이전시

시계획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새텃말 주민은 제비뽑기를 하지 않

켜서 다 내려와서 한 것이 이거여. | 박홍식(남, 1934년생)

고, 상가 자리를 먼저 분양해주는 특전을 주었다. 새텃말에 살았
던 김용태(남, 1963년생)는 가장 먼저 집이 철거되는 바람에 1년

토지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상가 건물의 규모를 설계하고 어

동안 천막에서 생활하면서 지냈다가 신상가 건물이 지어진 이후,

떤 방식으로 건설할 것인가에 대해 협의하였다. 사실 대규모 상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상가 건물에 바로 입주할 수 있었다고 한

가단지를 주민이 직접 자금을 출자하여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

다. 상가 이전은 1년에 1차 사업을 수행할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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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1차 사업 때는 현 신토불이 식당에서 문장대 식당과 대

었다. 따라서 주차장이나 도로 등의 시설을 확충한 것은 필수적

화상사에서 팔경사 노래방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과 숙박지구가

이었다. 1966년에 새로 닦은 신작로는 도시계획 이후 포장되었

현재 사내리 상가지역을 관통하는 대로(大路) 양쪽에는 비슷

들어섰다. 숙박단지는 도시계획 실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만큼

다. 주차장은 마을 입구에 대형주차장, 속리산 관광호텔 인근에

한 규모의 상가들이 나란히 들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상

오동연립이라는 것은 이것이 절대 개인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

가장 빠르게 진행되었다. 부족한 숙박시설 규모를 확충하기 위해

소형 주차장을 만들었다. 대형주차장은 19,300㎡, 소형주차장은

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똑같은 크기의 다섯 상가가 한 건물로

이 아니고 총체적인 개발 차원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군에서 주관한

숙박업소만은 2층 이상의 규모로 지을 수 있었고, 200평에 해당

3,300㎡의 면적으로 대형주차장의 규모가 훨씬 크게 설계되었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지 군수가. (조사자: 일괄로 지은 거군요. 일괄로 지어서 옮긴 거

하는 대지를 분양하였다. 숙박시설의 수용 규모는 숙박시설 인원

다. 도시계획이 세워진 시기만 하더라도 관광객의 대다수가 단

연간숙박연수 × 시설이용률 × 회전율을 365일 × 경제적 이용

체여행객이었기 때문에 대형주차장의 규모와 접근성을 더 높였

건물을 두고 ‘오동연립(五同聯立)’이라 부르고 있다. 오동연립은

률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주거지역이 없어진

다. 주차장 공사는 상가 이전이 시작되기 전인 1970년에 공사가

다섯 동 규모의 건물을 먼저 짓고 최종적으로 5칸으로 분리하

것에 대비하여 대형주차장 인근 부분에 주택단지를 1차 사업 때

들어갈 정도로 가장 서둘러 시작하였고, 바닥도 포장하지 않은

는 내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명 ‘블로끄 집’으로도 불렀다. 내부

대화상사. 거기서부터 저 밑쪽으로 내려가면서는 오동연립이라는

같이 조성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은 터미널과 인접해 있어 이후

상태에서 흙을 채워 운영하고 터미널 건물이 지어지기 전까지

구조는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슬레이트

것이 거기서 생긴 거야. [……] 군에서 오동연립을 지어가지고 택지

여관이나 식당으로 개조되었다. 2차 사업 때는 현 대양슈퍼와 옛

는 천막을 쳐 놓고 주차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소형주차장은 대

고을까지 진행되었고, 3차 때는 한양식당과 평양식당까지, 마지

통령을 비롯하여 극빈 손님이 속리산을 방문할 때 헬기장으로도

막으로 4차 때인 1974년에 현 상가지역 입구까지 완성되어 이주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성수기의 경우, 대형주차장의 수용

를 마쳤다.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은 20년 또는 30년 동안 기간을

한계 수가 부족하면 옆에 붙어 있는 운동장을 활용하였다. 운동

정한 후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는 방식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군으

장에도 약 600여대를 수용할 수 있었다. 또한, 야영장, 수정초등

로부터 받았다. 기한보다 먼저 돈을 갚은 경우는 미리 건물 등기

학교 운동장(300~400대), 유스타운(200~300대), 속리산 관광

주버섯-가야식당-당신의 노래방-팔도식당”, “자연이 주는 다

를 받을 수도 있었다.

호텔 앞 공터까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모든 주

식-천황봉식당-속리산대추골-신토불이(2동)” 순으로 지어졌

차장을 수용 규모를 합치면 6,000~7,000대 정도였다.

다. 이어서 현재 털보식당, 또래오래 등이 있는 건물의 신축

상가 이전만큼 중요한 것이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

한 지붕 다섯 가족, 오동연립(五同聯立)

마을 주민은 다섯 상가가 하나의 지붕으로 연결된 형태의 이

지붕을 써서 ‘슬레이트 집’으로도 불렀다.

1차 사업 때 지어진 상가 건물은 모두 오동연립으로 지어

졌다. 현재 “팔경사 노래방-속리토속음식점(2동)―큰집(2동)”
이 입주한 건물이 가장 먼저 지어졌고 이후 “천지놀이마당-토

산품 백화점-대청마루-서울약방-대화상사”, “문장대식당-진

이 이어졌다.

군요.) 그렇지. 택지도 군에서 닦고 집도 군에서 지었고 [……] 터 닦
아 놓고 제비뽑기해서 그 터에다가 집지었지.

를 다섯동채의 택지를 닦아가지고 심지뽑기해서 번호 매겨가지고
(조사자: 어르신 지금 오동연립이라는 게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다 오동연립이야. 오동연립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농마로 하
나에 다섯 칸 만든 게 오동연립이여. | 오용선(남, 1930년생)

똑같은 크기의 다섯 상가가 한 건물로 이어져 있는 오동연립

대형주차장 전경

094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2011년 오동연립

02. 사내리의 과거

| 095

되었다. 1차 사업 때는 현 신토불이 식당에서 문장대 식당과 대

었다. 따라서 주차장이나 도로 등의 시설을 확충한 것은 필수적

화상사에서 팔경사 노래방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과 숙박지구가

이었다. 1966년에 새로 닦은 신작로는 도시계획 이후 포장되었

현재 사내리 상가지역을 관통하는 대로(大路) 양쪽에는 비슷

들어섰다. 숙박단지는 도시계획 실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만큼

다. 주차장은 마을 입구에 대형주차장, 속리산 관광호텔 인근에

한 규모의 상가들이 나란히 들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상

오동연립이라는 것은 이것이 절대 개인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

가장 빠르게 진행되었다. 부족한 숙박시설 규모를 확충하기 위해

소형 주차장을 만들었다. 대형주차장은 19,300㎡, 소형주차장은

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똑같은 크기의 다섯 상가가 한 건물로

이 아니고 총체적인 개발 차원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군에서 주관한

숙박업소만은 2층 이상의 규모로 지을 수 있었고, 200평에 해당

3,300㎡의 면적으로 대형주차장의 규모가 훨씬 크게 설계되었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지 군수가. (조사자: 일괄로 지은 거군요. 일괄로 지어서 옮긴 거

하는 대지를 분양하였다. 숙박시설의 수용 규모는 숙박시설 인원

다. 도시계획이 세워진 시기만 하더라도 관광객의 대다수가 단

연간숙박연수 × 시설이용률 × 회전율을 365일 × 경제적 이용

체여행객이었기 때문에 대형주차장의 규모와 접근성을 더 높였

건물을 두고 ‘오동연립(五同聯立)’이라 부르고 있다. 오동연립은

률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주거지역이 없어진

다. 주차장 공사는 상가 이전이 시작되기 전인 1970년에 공사가

다섯 동 규모의 건물을 먼저 짓고 최종적으로 5칸으로 분리하

것에 대비하여 대형주차장 인근 부분에 주택단지를 1차 사업 때

들어갈 정도로 가장 서둘러 시작하였고, 바닥도 포장하지 않은

는 내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명 ‘블로끄 집’으로도 불렀다. 내부

대화상사. 거기서부터 저 밑쪽으로 내려가면서는 오동연립이라는

같이 조성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은 터미널과 인접해 있어 이후

상태에서 흙을 채워 운영하고 터미널 건물이 지어지기 전까지

구조는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슬레이트

것이 거기서 생긴 거야. [……] 군에서 오동연립을 지어가지고 택지

여관이나 식당으로 개조되었다. 2차 사업 때는 현 대양슈퍼와 옛

는 천막을 쳐 놓고 주차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소형주차장은 대

고을까지 진행되었고, 3차 때는 한양식당과 평양식당까지, 마지

통령을 비롯하여 극빈 손님이 속리산을 방문할 때 헬기장으로도

막으로 4차 때인 1974년에 현 상가지역 입구까지 완성되어 이주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성수기의 경우, 대형주차장의 수용

를 마쳤다.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은 20년 또는 30년 동안 기간을

한계 수가 부족하면 옆에 붙어 있는 운동장을 활용하였다. 운동

정한 후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는 방식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군으

장에도 약 600여대를 수용할 수 있었다. 또한, 야영장, 수정초등

로부터 받았다. 기한보다 먼저 돈을 갚은 경우는 미리 건물 등기

학교 운동장(300~400대), 유스타운(200~300대), 속리산 관광

주버섯-가야식당-당신의 노래방-팔도식당”, “자연이 주는 다

를 받을 수도 있었다.

호텔 앞 공터까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모든 주

식-천황봉식당-속리산대추골-신토불이(2동)” 순으로 지어졌

차장을 수용 규모를 합치면 6,000~7,000대 정도였다.

다. 이어서 현재 털보식당, 또래오래 등이 있는 건물의 신축

상가 이전만큼 중요한 것이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

한 지붕 다섯 가족, 오동연립(五同聯立)

마을 주민은 다섯 상가가 하나의 지붕으로 연결된 형태의 이

지붕을 써서 ‘슬레이트 집’으로도 불렀다.

1차 사업 때 지어진 상가 건물은 모두 오동연립으로 지어

졌다. 현재 “팔경사 노래방-속리토속음식점(2동)―큰집(2동)”
이 입주한 건물이 가장 먼저 지어졌고 이후 “천지놀이마당-토

산품 백화점-대청마루-서울약방-대화상사”, “문장대식당-진

이 이어졌다.

군요.) 그렇지. 택지도 군에서 닦고 집도 군에서 지었고 [……] 터 닦
아 놓고 제비뽑기해서 그 터에다가 집지었지.

를 다섯동채의 택지를 닦아가지고 심지뽑기해서 번호 매겨가지고
(조사자: 어르신 지금 오동연립이라는 게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다 오동연립이야. 오동연립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농마로 하
나에 다섯 칸 만든 게 오동연립이여. | 오용선(남, 1930년생)

똑같은 크기의 다섯 상가가 한 건물로 이어져 있는 오동연립

대형주차장 전경

094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2011년 오동연립

02. 사내리의 과거

| 095

오동연립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시기에 손쉽게 지을 수 있었

으로 수리를 다시 할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내부 설계를 할 때

이어진 지붕이 굴뚝과 같은 기능을 하여 더 빠르게 불이 번졌다.

있다. 내부적으로는 화장실 등을 개보수하긴 하였지만 외부적인

다는 점이다. 속리산도시계획은 사내리가 관광지로 정점을 찍은

정작 이 공간을 사용할 주민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게다가 오동연립은 나무를 건축 자재로 많이 써서 화재에 쉽게 노

것은 지붕을 슬레이트에서 아연도 강판으로 바꾼 것을 제외하

시기에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여 공사로

것도 문제점으로 빠르게 되었다.

출되어 있는 상태였다. 당시 마을에서는 속리산 번영회가 주축이

고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구조 및 양식을 초기의 형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대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였다. 군에서 사

이렇게 오동연립의 공간이 획일적이며 면적까지 협소하다보

되어 ‘속리산 화재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화재 수습에 나섰

업을 맡아 일괄적으로 진행된 것도 이런 이유가 가장 컸다. 따라

니 최근 들어서는 두 동을 합쳐서 운영하는 상가들이 생기기 시

다. 최석주가 위원장을 맡아 현재 팔경사 노래방 앞 공중전화 자리

서 건물의 외부적인 개보수가 자연공원법에 저촉이 되어 허가를

서 당시 지어진 건물들은 튼튼하게 짓는 것보다 빠르게 짓는 것

작하였다. 신토불이 식당과 속리토속음식점, 큰집 등 대부분 음

에 임시 천막을 치고 화재 수습에 나섰다. 성금 모금함을 마련하여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상가지역이 국립

이 중요하였다. 오동연립은 이런 의도에 적합한 양식의 건물이

식점이 이에 속한다. 속리토속음식점의 경우, 1981년부터 음식

1,700만원을 모았고, 위원회 활동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해 주민

공원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상가 지역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따

라는 점에서 등장하였다. 또한, 오동연립은 같은 면적과 구조로

점을 시작하다가 1993년 옆 동을 사서 노래방을 같이 운영하였

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잔해 처리는 군이나 일부 사설 건설업

라서 조사팀은 속리산도시계획의 상징과도 같은 오동연립의 실

설계되었기 때문에 주민에게 분양을 하는데 있어서도 큰 문제가

다. 그러다가 1996년 이후부터는 두 동을 합쳐 음식점을 현재까

자에게 부탁하여 무상으로 처리하였으며, 폐자재 수거도 본래 1㎏

측 및 건축 연혁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오동연립

발생하지 않았고,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을 같이 설계하였기 때문

지 운영하고 있다.

에 8,000원씩 하던 것을 당시 보은군 환경과장과 협의하여 무상으

은 “천지놀이마당-토산품 백화점-대청마루-서울약방-대화상

로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화재보험 보상에 대해서도 대책위원회

사”가 입주한 곳으로 내부 실측은 대화상사를 대표로 선정하여

의 활약으로 전소로 판정(100%) 받을 수 있었다.

실시하였다. 대화상사의 주인인 조철현(남, 1943년생)이 적극적

에 주택난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

1995년 3월 10일에는 오동연립이 화재로 전소하는 사건이 발

에 따르면, 군에서 공사를 서두르다보니 주변의 남은 건설 장비

생하기도 하였다. 현재 “팔경사 노래방-속리토속음식점(2동)―큰

를 동원하여 건물을 대충 지어 자주 상가 내부 수리를 해야 하는

집(2동)”에 해당하는 건물이 큰집 쪽에서 먼저 발화한 불이 지붕

화재로 전소하여 다시 지은 오동연립을 제외한 다른 세 건물

불편함을 겪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출입문부터 자체적

으로 옮겨 붙어 순식간에 건물 전체가 전소하게 된 것이다. 하나로

은 현재까지도 1971년에 완공된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1970년 도시계획 당시 오동연립(박홍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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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상가지역이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면

으로 협조해주었으며, 가옥의 실측과 도면화 작업은 세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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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연립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시기에 손쉽게 지을 수 있었

으로 수리를 다시 할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내부 설계를 할 때

이어진 지붕이 굴뚝과 같은 기능을 하여 더 빠르게 불이 번졌다.

있다. 내부적으로는 화장실 등을 개보수하긴 하였지만 외부적인

다는 점이다. 속리산도시계획은 사내리가 관광지로 정점을 찍은

정작 이 공간을 사용할 주민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게다가 오동연립은 나무를 건축 자재로 많이 써서 화재에 쉽게 노

것은 지붕을 슬레이트에서 아연도 강판으로 바꾼 것을 제외하

시기에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여 공사로

것도 문제점으로 빠르게 되었다.

출되어 있는 상태였다. 당시 마을에서는 속리산 번영회가 주축이

고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구조 및 양식을 초기의 형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대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였다. 군에서 사

이렇게 오동연립의 공간이 획일적이며 면적까지 협소하다보

되어 ‘속리산 화재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화재 수습에 나섰

업을 맡아 일괄적으로 진행된 것도 이런 이유가 가장 컸다. 따라

니 최근 들어서는 두 동을 합쳐서 운영하는 상가들이 생기기 시

다. 최석주가 위원장을 맡아 현재 팔경사 노래방 앞 공중전화 자리

서 건물의 외부적인 개보수가 자연공원법에 저촉이 되어 허가를

서 당시 지어진 건물들은 튼튼하게 짓는 것보다 빠르게 짓는 것

작하였다. 신토불이 식당과 속리토속음식점, 큰집 등 대부분 음

에 임시 천막을 치고 화재 수습에 나섰다. 성금 모금함을 마련하여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상가지역이 국립

이 중요하였다. 오동연립은 이런 의도에 적합한 양식의 건물이

식점이 이에 속한다. 속리토속음식점의 경우, 1981년부터 음식

1,700만원을 모았고, 위원회 활동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해 주민

공원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상가 지역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따

라는 점에서 등장하였다. 또한, 오동연립은 같은 면적과 구조로

점을 시작하다가 1993년 옆 동을 사서 노래방을 같이 운영하였

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잔해 처리는 군이나 일부 사설 건설업

라서 조사팀은 속리산도시계획의 상징과도 같은 오동연립의 실

설계되었기 때문에 주민에게 분양을 하는데 있어서도 큰 문제가

다. 그러다가 1996년 이후부터는 두 동을 합쳐 음식점을 현재까

자에게 부탁하여 무상으로 처리하였으며, 폐자재 수거도 본래 1㎏

측 및 건축 연혁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오동연립

발생하지 않았고,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을 같이 설계하였기 때문

지 운영하고 있다.

에 8,000원씩 하던 것을 당시 보은군 환경과장과 협의하여 무상으

은 “천지놀이마당-토산품 백화점-대청마루-서울약방-대화상

로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화재보험 보상에 대해서도 대책위원회

사”가 입주한 곳으로 내부 실측은 대화상사를 대표로 선정하여

의 활약으로 전소로 판정(100%) 받을 수 있었다.

실시하였다. 대화상사의 주인인 조철현(남, 1943년생)이 적극적

에 주택난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

1995년 3월 10일에는 오동연립이 화재로 전소하는 사건이 발

에 따르면, 군에서 공사를 서두르다보니 주변의 남은 건설 장비

생하기도 하였다. 현재 “팔경사 노래방-속리토속음식점(2동)―큰

를 동원하여 건물을 대충 지어 자주 상가 내부 수리를 해야 하는

집(2동)”에 해당하는 건물이 큰집 쪽에서 먼저 발화한 불이 지붕

화재로 전소하여 다시 지은 오동연립을 제외한 다른 세 건물

불편함을 겪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출입문부터 자체적

으로 옮겨 붙어 순식간에 건물 전체가 전소하게 된 것이다. 하나로

은 현재까지도 1971년에 완공된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1970년 도시계획 당시 오동연립(박홍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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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상사의 배치 및 평면

구조 및 양식

대화상사를 포함한 5개 동의 건물은 1개의 필지 속에 장변 방

본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기본으로 조적 벽체가 사용된

향으로 나란하게 남동향하여 배치되어 있으며 남동쪽에 35m 도

지상 1층의 맞배지붕 형태이다. 지붕은 초기에 목조틀 위에 골슬

로(도로 양측 10m의 인도 포함), 북동쪽에 10m 도로 그리고 남

레이트로 마감되어 있었으나 이후에 천정에 합판(판매장은 PVC

서쪽에 2.5m의 보행자 전용도로와 인접하고 있다. 이중 대화상

천정재로 마감)을 덧대어 실내 천정을 마무리하고 지붕 재료를

사는 대지의 북쪽 끝에 2개의 도로(35m와 10m)와 인접하고 있

아연도 골강판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어 다른 4개동 보다는 상가로서 최적의 입지에 위치해 있다.

건물 구조상 전면의 기둥에서 바깥쪽 돌출부분은 처마공간

평면의 크기는 전면(35m 도로)이 8,800㎜, 측면(10m 도로)

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는 내부 공간(판매장)으로 확장

이 11,400㎜의 길이로 되어 있으며 평면구성은 도로 전면에 버

되었고 판매시설의 특성상 도로(인도)측으로 처마를 길게 내

섯과 대추 등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두고 후면에

밀고 있다.

주거공간인 침실(방), 부엌, 거실을 두고 있다. 방과 부엌은 원룸

주거공간인 침실(방)과 거실은 바닥에 온돌 판넬을 설치하기

형태로 2,900㎜×4,900㎜, 거실은 사무실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위하여 판매장 보다 바닥을 높였고 바닥에는 비닐장판, 벽과 천

2,100㎜×3,800㎜의 크기이다.

정에는 벽지로 마감하고 있다. 판매장은 바닥을 무근콘크리트,

판매장은 도로와 2면으로 접하고 있어 평면 형태도 도로에 맞

벽을 흰색의 수성페인트, 천정을 PVC 천정재로 간단하게 마감

추어 ‘ㄴ’자 형태로 되어 있다. 판매장에서 침실로의 이동은 거실

하였다. 외벽은 배면(수성페인트 마감)을 제외하고 구조체 위에

을 통해야만 가능하고 침실 및 거실에서는 판매장을 볼 수 있도

적색 타일로 마감하고 있다.

록 미서기 창을 설치하였다. 현재 침실 앞쪽의 미서기 창 앞은 선
반으로 가려 놓았고, 도로 측 2면에는 외부에서 실내의 판매장이
보이도록 알루미늄 창호의 4짝 미서기 문을 설치하였다.

대화상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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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재로 마감)을 덧대어 실내 천정을 마무리하고 지붕 재료를

사는 대지의 북쪽 끝에 2개의 도로(35m와 10m)와 인접하고 있

아연도 골강판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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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구조상 전면의 기둥에서 바깥쪽 돌출부분은 처마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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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는 내부 공간(판매장)으로 확장

이 11,400㎜의 길이로 되어 있으며 평면구성은 도로 전면에 버

되었고 판매시설의 특성상 도로(인도)측으로 처마를 길게 내

섯과 대추 등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두고 후면에

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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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3,800㎜의 크기이다.

정에는 벽지로 마감하고 있다. 판매장은 바닥을 무근콘크리트,

판매장은 도로와 2면으로 접하고 있어 평면 형태도 도로에 맞

벽을 흰색의 수성페인트, 천정을 PVC 천정재로 간단하게 마감

추어 ‘ㄴ’자 형태로 되어 있다. 판매장에서 침실로의 이동은 거실

하였다. 외벽은 배면(수성페인트 마감)을 제외하고 구조체 위에

을 통해야만 가능하고 침실 및 거실에서는 판매장을 볼 수 있도

적색 타일로 마감하고 있다.

록 미서기 창을 설치하였다. 현재 침실 앞쪽의 미서기 창 앞은 선
반으로 가려 놓았고, 도로 측 2면에는 외부에서 실내의 판매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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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공원과 집단시설지구 지정

1976년에는 관광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관광지 개발 사업이 본
격적으로 박차를 가했던 시기였다. 이런 흐름에 맞추어 관광객

국립공원 지정

의 수도 1966년 전 국민의 17.2%인 1,502만 명에 불과하였지

사내리에 역사를 살펴봄에 있어 1970년은 여러모로 의미 있

만 1974년에는 전 국민의 38.9%인 1,349만 명에 이르렀고, 국

는 해이다. 1970년을 기점으로 사내리는 내외형적으로 큰 변화

민 1인당 관광 횟수도 1968년에 1회를 상회하기 시작해 1972년

를 맞이하게 되는데, 앞서 살펴본 속리산 도시계획과 국립공원

1.36회, 1974년 1.64회, 1978년 2.09회로 증가했다.17 사내리의

지정이 그 요인이었다.

경우도 이러한 흐름과 동일하게 관광객의 수가 정점에 이르렀

속리산은 1970년 3월 24일에 건설부 공고 제 28호에 의해 국

다. 주민의 기억에도 관광객이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왔을 때가

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우리

국립공원이 지정되고 도시계획과 상가이전이 완료된 시점 이후

나라의 풍경을 대표할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 정의되어 있으

인 1970년대 중후반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1997년까지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로 사용했던 장소. 구 수정여관 자리에 위치
해 있다.

현재의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전경

며, 국립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자연경관, 사적, 문화재, 천연기

속리산 국립공원은 1973년부터 충청북도가 직접 맡아 공원관

념물 등을 보호하고 이용을 증대할 수 있다. 속리산 국립공원은

리사무소를 운영하였으며, 1987년부터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발

지리산, 경주에 이어 설악산 및 한라산과 함께 지정될 만큼 전국

족하여 관리 운영 중에 있다. 이 시기부터 국립공원은 입장료를

적으로 가장 이름난 관광지로 위세를 떨쳤다. 처음에는 60㎢구

받기 시작하였는데, 속리산의 경우 법주사도 문화재관람료의 명

역만을 지정하였다가 1971년 11월 17일에 건설부 공고 제 102

분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합동징수를 할 수밖에 없었

호에 의해 105㎢로 구역이 확대・변경되었다.

다. 법주사 직원으로 매표소 관리소장을 10년간 역임한 권영우에

한편, 1973년 국립공원 기본계획이 공고(건설부 공고 제 120

속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1970년대에는 사람들이 명산

따르면, 1970년대 입장료는 어른 200원, 중・고등학생이 180원,

호)되면서 국립공원을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농어촌지

이나 국립공원, 도립공원, 산간계곡 등으로 여행을 많이 다녔으

어린이는 60원을 받았고, 매일 오후 4시경에 국립공원과 문화재

구, 집단시설지구로 구분하였다. 사내리의 경우, 집단시설지구

나 도로 수단과 교통망이 미비했고 자가용 보유가구가 드물어

관람료를 나누었다고 한다. 원래는 반반 나누는 것이 원칙이었으

로 적용되었다. 집단시설지구는 공원 방문자에 대한 편의제공

건설부는 국립공원개발

서 주거지에서 가까운 지역을 택하는 경향이 많아 여행거리가

나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에서 토지 소유가 법주사이기 때문에 법

및 공원의 보호, 관리를 위해 공원 시설이 집단화되었거나 집

계획에 따라 오는 십월 중

짧았다.16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중앙에 위치한 속리산은 이러한

주사 측에 일부 수익금을 나누어주었다. 1997년 국립공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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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공원과 집단시설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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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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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1인당 관광 횟수도 1968년에 1회를 상회하기 시작해 1972년

를 맞이하게 되는데, 앞서 살펴본 속리산 도시계획과 국립공원

1.36회, 1974년 1.64회, 1978년 2.09회로 증가했다.17 사내리의

지정이 그 요인이었다.

경우도 이러한 흐름과 동일하게 관광객의 수가 정점에 이르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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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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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풍경을 대표할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 정의되어 있으

인 1970년대 중후반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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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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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합동징수를 할 수밖에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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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주민은 현 법주사집단시설

건설부 국립공원 기본계획 확정

지구를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되기를 희망해왔다. 일부 관계
법을 수정한다고 해도 국립공원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번엔 국립공원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속리산 국립공원지역 재조정 추진위원회 결성

정부는 14일 이미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경주를 제외한 지리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2009년에는 주민

산, 계룡산, 한려해상, 속리산, 설악산, 한라산, 내장산, 가야산

이 속리산 국립공원지역 재조정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일부

등 8개 국립공원 1천 7백 22㎢ 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공고,

지역을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하는 소정의 성과를 올리기도

그 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날 건설부가 발표한 기본계

하였다. 조사 기간 중인 2011년 8월 11일에는 군 관리계획(국

환경부가 국립공원의 2~3%를 공원구역에서 푸는 내용의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속리산 국립공원구역 제척

획에 의하면 각 공원을 자연보존지역, 자연환경지역, 농어촌

립공원 해제) 결정(변경) 주민 설명회가 주민 50여명이 참석

을 위한 주민 조직이 결성되는 등 주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집단시설지역으로 구분하여 그동안 억제되었던 각종 시

한 가운데 개최되기도 하였다. 보은군과 용역업체가 용역 결

환경부는 국립공원 구역 안의 자연마을, 집단마을, 집단시설지구와 공원경계 주변의 주택과 숙박・음식업소 밀집 지역, 자연환경지구

설을 이 계획에 맞게 허가하는 한편 공원 내부에 필요한 휴게

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

의 농경지 등을 2010년 말까지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소, 산장 등 영리적인 시설에는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

련된 이 자리에서 주민은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함

이에따라 속리산 국립공원 구역 안에 포함된 보은군 지역 주민은 지난 16일 ‘보은군 속리산 국립공원지역 재조정 추진위원회’를 발

하고 농어촌지역에서는 민박을 장려하기로 했다.

으로서 국립공원지역 해제 이후 긍정적인 마을의 변화가 있기

족하고 공원구역 해제 2~3%에 보은군지역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정부 활동을 벌이자고 결의하는 등 공세의 끈을 당기고 있다.

건설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립공원위원들의 심

를 희망하였다.

이날 추진위원장에 추대된 박남식위원장은 “속리산권역이 보은군 뿐만 아니라 괴산군, 경북 상주시도 포함돼 있어 지역마다 공원구역

의를 받은 이 계획은 자원이 원시성이고 역사적 가치가 높은

해제를 위한 활동이 전개될 것”이라며 “향후 정부와의 재조정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돼 불합리하게 지정된 국립공원 구역

자연보존지역에 대해서는 원시상태로의 학술적 연구나 자원

은 해제하는 등 우리지역 국립공원 해제 면적이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립공원이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을 훼손하지 않는 보전행위만을 허용키로 했으며 휴양지로

만드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지역에는 조림, 조경, 도로정비, 야

속리산 국립공원구역에 포함된 속리산면 사내리를 비롯해 상판, 중판, 북암리와 삼가1・2리, 도화리, 만수리, 구병리와 장안면 서원

외활동의 단독시설, 지목을 변경치 않는 1차 산업 행위만을

리 주민은 그동안 공원구역에 묶여 사유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토지 매매도 제대로 안되고 건축행위도 제한을 받는 등

허용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봐왔다.

또 농경지 및 농어가지구로 그 보전가치가 높은 농어촌 지역

따라서 이날 참석한 해당 지역 주민은 이번 정부의 국립공원 해제 계획에 보은군이 최대한 많이 포함되도록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에서는 재래식의 1차산업, 농어가의 건축행위도로 및 생활환

적극적으로 활동자고 서로 독려다.

경 조성행우이만을 허용하고 공원이용의 편익을 위한 집단

한편 이날 추진위원회는 박남식 위원장 외에 이종성・백영한・우원명씨를 부위원장에 선출하고 총무는 이동락씨, 감사에 최석주씨를

시설지역에는 숙박, 휴양, 토산품판매장, 위생시설만을 각각

선출했다. 이밖에 김기철, 김헌수, 전영철, 임희순, 이재은, 김태용, 황상연, 권영우씨 등 각 마을 이장을 운영위원에 위촉하고 원로위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으로 오용선, 박홍식, 전광식, 박경수, 이석현씨를 위촉하고 기획팀에 김영철 팀장과 천기종씨와 안춘석씨를 위촉했다.

이날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된 9개 국립공원지역 1천7백22㎢
는 사유림이 20%, 사찰림이 40%, 국유림이 40%씩을 차지하

보은신문, 2009년 01월 23일

고 있는데 정부는 앞으로 이들 공원지역에서는 50원 내외(미
정)의 입장료를 징수토록할 방침이다.
매일경제신문, 1973년 12월 14일
군 관리계획(국립공원 해제) 결정(변경) 주민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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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주민은 현 법주사집단시설

건설부 국립공원 기본계획 확정

지구를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되기를 희망해왔다. 일부 관계
법을 수정한다고 해도 국립공원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번엔 국립공원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속리산 국립공원지역 재조정 추진위원회 결성

정부는 14일 이미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경주를 제외한 지리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2009년에는 주민

산, 계룡산, 한려해상, 속리산, 설악산, 한라산, 내장산, 가야산

이 속리산 국립공원지역 재조정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일부

등 8개 국립공원 1천 7백 22㎢ 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공고,

지역을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하는 소정의 성과를 올리기도

그 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날 건설부가 발표한 기본계

하였다. 조사 기간 중인 2011년 8월 11일에는 군 관리계획(국

환경부가 국립공원의 2~3%를 공원구역에서 푸는 내용의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속리산 국립공원구역 제척

획에 의하면 각 공원을 자연보존지역, 자연환경지역, 농어촌

립공원 해제) 결정(변경) 주민 설명회가 주민 50여명이 참석

을 위한 주민 조직이 결성되는 등 주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집단시설지역으로 구분하여 그동안 억제되었던 각종 시

한 가운데 개최되기도 하였다. 보은군과 용역업체가 용역 결

환경부는 국립공원 구역 안의 자연마을, 집단마을, 집단시설지구와 공원경계 주변의 주택과 숙박・음식업소 밀집 지역, 자연환경지구

설을 이 계획에 맞게 허가하는 한편 공원 내부에 필요한 휴게

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

의 농경지 등을 2010년 말까지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소, 산장 등 영리적인 시설에는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

련된 이 자리에서 주민은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함

이에따라 속리산 국립공원 구역 안에 포함된 보은군 지역 주민은 지난 16일 ‘보은군 속리산 국립공원지역 재조정 추진위원회’를 발

하고 농어촌지역에서는 민박을 장려하기로 했다.

으로서 국립공원지역 해제 이후 긍정적인 마을의 변화가 있기

족하고 공원구역 해제 2~3%에 보은군지역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정부 활동을 벌이자고 결의하는 등 공세의 끈을 당기고 있다.

건설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립공원위원들의 심

를 희망하였다.

이날 추진위원장에 추대된 박남식위원장은 “속리산권역이 보은군 뿐만 아니라 괴산군, 경북 상주시도 포함돼 있어 지역마다 공원구역

의를 받은 이 계획은 자원이 원시성이고 역사적 가치가 높은

해제를 위한 활동이 전개될 것”이라며 “향후 정부와의 재조정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돼 불합리하게 지정된 국립공원 구역

자연보존지역에 대해서는 원시상태로의 학술적 연구나 자원

은 해제하는 등 우리지역 국립공원 해제 면적이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립공원이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을 훼손하지 않는 보전행위만을 허용키로 했으며 휴양지로

만드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지역에는 조림, 조경, 도로정비, 야

속리산 국립공원구역에 포함된 속리산면 사내리를 비롯해 상판, 중판, 북암리와 삼가1・2리, 도화리, 만수리, 구병리와 장안면 서원

외활동의 단독시설, 지목을 변경치 않는 1차 산업 행위만을

리 주민은 그동안 공원구역에 묶여 사유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토지 매매도 제대로 안되고 건축행위도 제한을 받는 등

허용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봐왔다.

또 농경지 및 농어가지구로 그 보전가치가 높은 농어촌 지역

따라서 이날 참석한 해당 지역 주민은 이번 정부의 국립공원 해제 계획에 보은군이 최대한 많이 포함되도록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에서는 재래식의 1차산업, 농어가의 건축행위도로 및 생활환

적극적으로 활동자고 서로 독려다.

경 조성행우이만을 허용하고 공원이용의 편익을 위한 집단

한편 이날 추진위원회는 박남식 위원장 외에 이종성・백영한・우원명씨를 부위원장에 선출하고 총무는 이동락씨, 감사에 최석주씨를

시설지역에는 숙박, 휴양, 토산품판매장, 위생시설만을 각각

선출했다. 이밖에 김기철, 김헌수, 전영철, 임희순, 이재은, 김태용, 황상연, 권영우씨 등 각 마을 이장을 운영위원에 위촉하고 원로위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으로 오용선, 박홍식, 전광식, 박경수, 이석현씨를 위촉하고 기획팀에 김영철 팀장과 천기종씨와 안춘석씨를 위촉했다.

이날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된 9개 국립공원지역 1천7백22㎢
는 사유림이 20%, 사찰림이 40%, 국유림이 40%씩을 차지하

보은신문, 2009년 01월 23일

고 있는데 정부는 앞으로 이들 공원지역에서는 50원 내외(미
정)의 입장료를 징수토록할 방침이다.
매일경제신문, 1973년 12월 14일
군 관리계획(국립공원 해제) 결정(변경) 주민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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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업의 발달

이 발달했던 시기이다.

(1) 숙박업

여기에서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사내리 관광업의

박업은 대규모 호텔부터 장급여관(莊級旅館)이나 민박(民泊)까
지 규모와 수용객의 특성에 따라 대부분의 주민이 종사할 수 있

사내리가 관광지로 자리 잡으면서 더불어 발달한 것이 바로

핵심을 이룬 숙박업, 기념품점, 잡화점, 유흥업, 음식점 등을 업

관광업에서 숙박업(宿泊業)은 수송업(輸送業) 등과 함께 기

관광업이다. 관광업은 사내리 주민의 주요 생업으로 자리 잡기

종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음식점의 경우, 1980~90년대 이후,

반산업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관광은 신체적 이동을 전제로 하기

1960년대부터 1990년 초반까지만 해도 속리산과 법주사를

시작하면서 관광객의 기호와 수요의 맞는 다양한 업종이 발달

주요 업종으로 성장하였지만 음식점을 통해 사내리 관광업의

때문에 관광객이 머물 공간을 관광지에 확보되는 것은 가장 선

관광하기 위해서는 숙박이 필수적이었다. 경부고속도로(1970

하기 시작한다. 특히,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사내리 관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이 설명하기로 한다.

행되어야할 요소이다. 수송업의 경우, 마을 주민이 직접적으로

년 개통), 중부고속도로(1987년 개통)가 개통되기 전까지 사내

종사하고 운영하기에는 사업 규모 상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숙

리를 오기 위해서는 국도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대

광업의 전성기로 당시 관광 형태와 관광객의 성격에 따라 산업

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자가용을 이용하든지 간에 서울에서 사
내리를 오기 위해서는 4~6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
한, 당시 사내리의 주요 관광코스는 속리산 등반이 대부분이었
기 때문에 당일 코스로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권영우(남,
1947년생)에 따르면, 1980년대까지만 해도 주말이면 주차장에
80~100여대의 숙박차가 들어왔다고 한다. 따라서 사내리에 들
어오자마자 숙소부터 잡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18 또한, 당
시 사내리를 찾는 관광객이 대부분 수학여행객이나 신혼여행객
이 많았던 점도 숙박업이 잘되었던 이유 중 하나였다. 수학여행
과 신혼여행은 당일 여행이 거의 드물었기 때문에 여관 시설이
사내리에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숙박업의 원조, 주막(酒幕)

사내리 숙박업의 원조는 주막이라 할 수 있다.19 예로부터 청
주로 가는 길목이었던 사내리 청주나들이 일대에 주막들이 자리
잡았다. 1910년경에 간행된 『조선지지자료』에도 속리면의 주막 7
곳이 기록되어 있다. 삼거리주막(三街里酒幕, 현 삼가리), 말티주
막(馬峙酒幕, 현 말티재), 지방바우주막(上板酒幕, 현 상판리), 새
터주막(洞口酒幕, 현 사내리), 남다리주막(南橋酒幕, 현 수정교
로 추정), 농바우주막(籠岩酒幕, 현 북암리), 잣고개주막(栢峴酒

幕, 현 백현리)에 주막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상의 주막들
의 자리 잡은 위치는 속리산을 거쳐 청주로 넘어가는 주요 경로에
있었다. 특히, 사내리는 인근 지역을 가기 위한 길목이면서 법주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주막이 더 많았다.
주막은 술값이나 식대를 제공하면 무료로 잠을 재워주는 곳이

18 이후석(1988)의 자료에 의하면, 1977년 관광객 체재일수 통계 결과 당일은 29.9%이
며, 1박 이상은 70.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70년대가 경부고속도로가 개
통된 이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1960년대는 이러한 비율이 더 높았을 것을 추측된다.
19 주막은 숙박업뿐만 아니라 음식업, 유흥업 등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주막은 술
과 음식과 함께 잠자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숙박업과 음식업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또
2011년 사내리 숙박단지 전경

한, 일부 주막에서 갈보를 두어 매음(賣淫)을 했다는 점에서 유흥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104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02. 사내리의 과거

| 105

3) 관광업의 발달

이 발달했던 시기이다.

(1) 숙박업

여기에서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사내리 관광업의

박업은 대규모 호텔부터 장급여관(莊級旅館)이나 민박(民泊)까
지 규모와 수용객의 특성에 따라 대부분의 주민이 종사할 수 있

사내리가 관광지로 자리 잡으면서 더불어 발달한 것이 바로

핵심을 이룬 숙박업, 기념품점, 잡화점, 유흥업, 음식점 등을 업

관광업에서 숙박업(宿泊業)은 수송업(輸送業) 등과 함께 기

관광업이다. 관광업은 사내리 주민의 주요 생업으로 자리 잡기

종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음식점의 경우, 1980~90년대 이후,

반산업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관광은 신체적 이동을 전제로 하기

1960년대부터 1990년 초반까지만 해도 속리산과 법주사를

시작하면서 관광객의 기호와 수요의 맞는 다양한 업종이 발달

주요 업종으로 성장하였지만 음식점을 통해 사내리 관광업의

때문에 관광객이 머물 공간을 관광지에 확보되는 것은 가장 선

관광하기 위해서는 숙박이 필수적이었다. 경부고속도로(1970

하기 시작한다. 특히,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사내리 관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이 설명하기로 한다.

행되어야할 요소이다. 수송업의 경우, 마을 주민이 직접적으로

년 개통), 중부고속도로(1987년 개통)가 개통되기 전까지 사내

종사하고 운영하기에는 사업 규모 상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숙

리를 오기 위해서는 국도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대

광업의 전성기로 당시 관광 형태와 관광객의 성격에 따라 산업

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자가용을 이용하든지 간에 서울에서 사
내리를 오기 위해서는 4~6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
한, 당시 사내리의 주요 관광코스는 속리산 등반이 대부분이었
기 때문에 당일 코스로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권영우(남,
1947년생)에 따르면, 1980년대까지만 해도 주말이면 주차장에
80~100여대의 숙박차가 들어왔다고 한다. 따라서 사내리에 들
어오자마자 숙소부터 잡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18 또한, 당
시 사내리를 찾는 관광객이 대부분 수학여행객이나 신혼여행객
이 많았던 점도 숙박업이 잘되었던 이유 중 하나였다. 수학여행
과 신혼여행은 당일 여행이 거의 드물었기 때문에 여관 시설이
사내리에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숙박업의 원조, 주막(酒幕)

사내리 숙박업의 원조는 주막이라 할 수 있다.19 예로부터 청
주로 가는 길목이었던 사내리 청주나들이 일대에 주막들이 자리
잡았다. 1910년경에 간행된 『조선지지자료』에도 속리면의 주막 7
곳이 기록되어 있다. 삼거리주막(三街里酒幕, 현 삼가리), 말티주
막(馬峙酒幕, 현 말티재), 지방바우주막(上板酒幕, 현 상판리), 새
터주막(洞口酒幕, 현 사내리), 남다리주막(南橋酒幕, 현 수정교
로 추정), 농바우주막(籠岩酒幕, 현 북암리), 잣고개주막(栢峴酒

幕, 현 백현리)에 주막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상의 주막들
의 자리 잡은 위치는 속리산을 거쳐 청주로 넘어가는 주요 경로에
있었다. 특히, 사내리는 인근 지역을 가기 위한 길목이면서 법주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주막이 더 많았다.
주막은 술값이나 식대를 제공하면 무료로 잠을 재워주는 곳이

18 이후석(1988)의 자료에 의하면, 1977년 관광객 체재일수 통계 결과 당일은 29.9%이
며, 1박 이상은 70.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70년대가 경부고속도로가 개
통된 이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1960년대는 이러한 비율이 더 높았을 것을 추측된다.
19 주막은 숙박업뿐만 아니라 음식업, 유흥업 등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주막은 술
과 음식과 함께 잠자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숙박업과 음식업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또
2011년 사내리 숙박단지 전경

한, 일부 주막에서 갈보를 두어 매음(賣淫)을 했다는 점에서 유흥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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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따라서 주막은 명백히 말하자면 여관이 아니라 여관의 기

지금도 오리숲에 가보면, 이러한 고목들을 볼 수 있다.

능을 하는 곳이었다.20 그러나 사내리의 경우, 점차 관광지화 되

당시 여관의 등급은 학생들을 받는 규모로 나뉘어졌다. 가장 작

면서 많은 숙박 시설을 필요로 하게 되자 주막의 기능이 숙박에

은 여관들은 100~200명, 중간 단계는 300~400명, 가장 큰 여관은

좀 더 큰 비중을 가지게 된다. 1950년대 중반부터 사내리에 등

600~700명의 학생들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오리숲에 있었던 여

장한 여관과 여인숙들의 형태에서 이러한 사실을 엿 볼 수 있다.

관 중 가장 큰 여관은 속리여관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보문여관,

해주여관의 경우, 1950년대 중반 청주나들이에 있던 빈 초가집

보은여관, 곡산여관이 비슷한 규모였으며, 해주여관, 상주여관, 송

을 수리하여 여인숙으로 시작하였다. 당시 여인숙의 규모는 일

림여관, 경북여관 등이 뒤를 이었다. 학생 수용 인원은 방의 개수

반 주막의 크기와 별반 다르지 않았으며, 음식도 같이 제공했다

에서 차이가 났으나 한 방의 크기는 대개 비슷했다. 8자×9자(2

는 점에서 주막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었다.

평, 6.6㎡)나 10자×12자(3.3평, 11㎡) 넓이의 방들이 대부분이었
다. 이런 방에 15명이상의 많은 학생들을 수용했다.

1960년대, 여인숙에서 여관으로

1960년대까지만 해도 숙박비를 현물(現物)로 지급하는 경우도

1960년대 이후, 많은 수학여행객이 사내리로 몰리면서 여관이

많았다. 초파일 때는 부녀자들이 머리에 쌀을 이고 와서 그것으로

우후죽순 생겨나게 되었다. 이때부터 여인숙 정도의 규모였던 숙

숙박비를 내기도 하였다. 당시 하룻밤에 쌀 3~4되의 숙박비를 받

박업체들은 많은 학생들을 받기 위해 시설의 규모를 확충하기 시

았다. 또한, 당시만 하더라도 땔감으로 나무를 썼기 때문에 여관에

작했다. 그러나 당시는 지금처럼 내부시설의 개선이 중요한 것이

서는 많은 나무를 필요로 하였다. 손님이 뜸한 겨울 내 여관 종업

아니라 여관의 규모를 넓히는 것이 더 시급하였다. 박남식에 따

원들이 땔감을 해오기도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여 민판동

르면,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던 오리숲에는 오래된 고목(古木)이

이나 사내골 등의 인근 주민이 땔감을 여관에 팔기도 하였다.
해주여관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박홍식 제공)

상당히 많았는데, 이러한 큰 나무 사이에 붓대여 여관을 지었다.
1970년대, 숙박단지 조성
20 주영하, 「‘주막’의 근대적 지속과 분화: 한국음식점의 근대성에 대한 일고(一考)」, 『실
천민속학 연구』 제11호, 실천민속학회, 2008, 8쪽.

1970년 도시계획이 실시되어 사내리 상가단지가 이주하게 됨
에 따라 대규모 숙박단지가 조성 되었다. 숙박단지는 1차 도시계

획 때 완성될 정도로 숙박시설의 정비와 확충은 당시 사내리의

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기도 하였다. 대개의 여관은 수학여행단

당면 과제였다. 이 당시 입주한 여관들은 대부분 장급 여관이었

을 주로 받았지만 남해장과 같이 방의 규모가 작은 곳은 신혼여

으며, 사내리 상가단지 중 유일하게 중층 건물로 지어져서 1960

행객만 전문적으로 받기도 하였다. 또한, 터미널 앞 사택단지가

년대보다 더 많은 수학여행단을 유치할 수 있었다.

점차적으로 상업지구로 변화함에 따라 숙박단지가 아닌 곳에서

새로운 건물에 방의 수도 늘어났지만 여관의 구조적인 형태
는 바뀌지 않았다. 방은 여전히 잠을 자는 공간일 뿐이었고, 화

도 민박이나 여관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여관도 대
개 신혼여행객 등을 전문적으로 받았다.

장실과 식당은 방 외부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내부

숙박업소의 현황은 1960년대 25~30동, 1970년대는 47동,

구조는 수학여행단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숙박업을 하는 이들

1980년대는 42동, 1990년대 39동, 2011년 현재 35동 등 업소
수에는 큰 차이는 없다. 이는 도시계획지구 사업을 통해 숙박단
지로 조성된 건물은 개축이나 용도를 변경하기 어려웠고, 새로
지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숙박단지는 외형적으로나마
사내리 관광업의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그 형태를 지
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1960년대 중반 사내리 여관 독방의 가격은 300원이었다. 약
5년 뒤인 1970년 숙박업소의 가격은 속리산 관광호텔이 2,500
원, 여관이 500~600원, 여인숙이 300~400원 정도였다.21 1973
년에는 관광호텔이 3,000원, 여관이 1,000원으로 가격이 올랐으

한일산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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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따라서 주막은 명백히 말하자면 여관이 아니라 여관의 기

지금도 오리숲에 가보면, 이러한 고목들을 볼 수 있다.

능을 하는 곳이었다.20 그러나 사내리의 경우, 점차 관광지화 되

당시 여관의 등급은 학생들을 받는 규모로 나뉘어졌다. 가장 작

면서 많은 숙박 시설을 필요로 하게 되자 주막의 기능이 숙박에

은 여관들은 100~200명, 중간 단계는 300~400명, 가장 큰 여관은

좀 더 큰 비중을 가지게 된다. 1950년대 중반부터 사내리에 등

600~700명의 학생들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오리숲에 있었던 여

장한 여관과 여인숙들의 형태에서 이러한 사실을 엿 볼 수 있다.

관 중 가장 큰 여관은 속리여관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보문여관,

해주여관의 경우, 1950년대 중반 청주나들이에 있던 빈 초가집

보은여관, 곡산여관이 비슷한 규모였으며, 해주여관, 상주여관, 송

을 수리하여 여인숙으로 시작하였다. 당시 여인숙의 규모는 일

림여관, 경북여관 등이 뒤를 이었다. 학생 수용 인원은 방의 개수

반 주막의 크기와 별반 다르지 않았으며, 음식도 같이 제공했다

에서 차이가 났으나 한 방의 크기는 대개 비슷했다. 8자×9자(2

는 점에서 주막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었다.

평, 6.6㎡)나 10자×12자(3.3평, 11㎡) 넓이의 방들이 대부분이었
다. 이런 방에 15명이상의 많은 학생들을 수용했다.

1960년대, 여인숙에서 여관으로

1960년대까지만 해도 숙박비를 현물(現物)로 지급하는 경우도

1960년대 이후, 많은 수학여행객이 사내리로 몰리면서 여관이

많았다. 초파일 때는 부녀자들이 머리에 쌀을 이고 와서 그것으로

우후죽순 생겨나게 되었다. 이때부터 여인숙 정도의 규모였던 숙

숙박비를 내기도 하였다. 당시 하룻밤에 쌀 3~4되의 숙박비를 받

박업체들은 많은 학생들을 받기 위해 시설의 규모를 확충하기 시

았다. 또한, 당시만 하더라도 땔감으로 나무를 썼기 때문에 여관에

작했다. 그러나 당시는 지금처럼 내부시설의 개선이 중요한 것이

서는 많은 나무를 필요로 하였다. 손님이 뜸한 겨울 내 여관 종업

아니라 여관의 규모를 넓히는 것이 더 시급하였다. 박남식에 따

원들이 땔감을 해오기도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여 민판동

르면,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던 오리숲에는 오래된 고목(古木)이

이나 사내골 등의 인근 주민이 땔감을 여관에 팔기도 하였다.
해주여관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박홍식 제공)

상당히 많았는데, 이러한 큰 나무 사이에 붓대여 여관을 지었다.
1970년대, 숙박단지 조성
20 주영하, 「‘주막’의 근대적 지속과 분화: 한국음식점의 근대성에 대한 일고(一考)」, 『실
천민속학 연구』 제11호, 실천민속학회, 2008, 8쪽.

1970년 도시계획이 실시되어 사내리 상가단지가 이주하게 됨
에 따라 대규모 숙박단지가 조성 되었다. 숙박단지는 1차 도시계

획 때 완성될 정도로 숙박시설의 정비와 확충은 당시 사내리의

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기도 하였다. 대개의 여관은 수학여행단

당면 과제였다. 이 당시 입주한 여관들은 대부분 장급 여관이었

을 주로 받았지만 남해장과 같이 방의 규모가 작은 곳은 신혼여

으며, 사내리 상가단지 중 유일하게 중층 건물로 지어져서 1960

행객만 전문적으로 받기도 하였다. 또한, 터미널 앞 사택단지가

년대보다 더 많은 수학여행단을 유치할 수 있었다.

점차적으로 상업지구로 변화함에 따라 숙박단지가 아닌 곳에서

새로운 건물에 방의 수도 늘어났지만 여관의 구조적인 형태
는 바뀌지 않았다. 방은 여전히 잠을 자는 공간일 뿐이었고, 화

도 민박이나 여관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여관도 대
개 신혼여행객 등을 전문적으로 받았다.

장실과 식당은 방 외부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내부

숙박업소의 현황은 1960년대 25~30동, 1970년대는 47동,

구조는 수학여행단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숙박업을 하는 이들

1980년대는 42동, 1990년대 39동, 2011년 현재 35동 등 업소
수에는 큰 차이는 없다. 이는 도시계획지구 사업을 통해 숙박단
지로 조성된 건물은 개축이나 용도를 변경하기 어려웠고, 새로
지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숙박단지는 외형적으로나마
사내리 관광업의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그 형태를 지
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1960년대 중반 사내리 여관 독방의 가격은 300원이었다. 약
5년 뒤인 1970년 숙박업소의 가격은 속리산 관광호텔이 2,500
원, 여관이 500~600원, 여인숙이 300~400원 정도였다.21 1973
년에는 관광호텔이 3,000원, 여관이 1,000원으로 가격이 올랐으

한일산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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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대전엑스포당시지정숙박업소선정된사내리여관.

해주여관 산촌식당 사업신고서. 해주여관은 1971년에 산촌 음식점은 1995년에 신고
되어 있다.

21 동아일보 1970년 7년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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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981년에는 아침 식사를 포함하여 13,000~14,000원으로 올

다. 대부분의 손님이 수학여행단과 신혼여행객이었던 그들은

랐다. 식사가격을 빼고도 약 1973년과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

식사를 같이 제공하는 곳이 많았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오른 가격이었다. 수학여행객의 경우, 일반 관광객보다 적은 비

초까지만 해도 음식점이 대중화되지 않았었고, 수백 명의 인원

용이 들었지만 신혼여행객의 경우, 바가지요금을 내기 일쑤였

이 한꺼번에 들어갈 식당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여관에서 자

다. 정부에서는 관광지의 각종 요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신고

체적으로 식사까지 제공한 경우가 많았다. 신혼여행객의 경우,

요금제를 실시하였지만 경쟁으로 인해 여관마다 가격이 약간씩

여관에서 한상차림으로 방으로 직접 식사를 배달해주기도 하였

차이가 있었다.22

다. 그러나 숙박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음식점을 찾는 이들이 늘

사내리 숙박업의 변천과정은 숙박업소의 명칭의 변화에서

어나고, 수학여행객과 신혼여행객이 줄어들면서 숙박업소에서

알 수 있다. 숙박단지가 처음 생겼던 시기만 해도 대부분 장

더 이상 식사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졌다. 2011년 현재 사내리

급여관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숙박업소들의 이름이

의 장급여관들 중에는 음식업과 겸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장’, ‘○○여관’이었다. 그러다가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
객이 줄어들고, 시설이 노후화 되면서 화장실을 각 방마다 내

부로 들이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모텔’로 명칭을 바꾸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취사가 가능한 형태로 변경하면서 ‘○○펜션’

이나 ‘○○산장’으로 명칭이 바뀌기도 하였다. 한일산장으로 경

데, 이는 1995년을 기점으로 수학여행객이 줄어들면서 그들이
이용하던 식사 공간을 음식점으로 개조했기 때문이다. 또한, 여
관 내 매점을 마련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식료품이나 잡화를 팔
기도 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수요가 뒷받침하기 때
문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우, 이 모든 명칭을 거쳐 간 업소이다. 한일여인숙에서 한일장

여관 밖으로 나가는 것을 통제하면서 여관에 다양한 시설에 생

으로 바뀌었으며, 한일모텔을 거쳐 현재는 한일산장으로 명칭

긴 이유도 있었다.

으로 바뀌었다.
사내리의 여관은 단순히 잠자리만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었

속리산 금강골의 여관, ‘비로산장’

속리산을 등반하다보면 세심정에서 경업대로 가는 길에 아늑
22 동아일보 1981년 7월 30일에는 당시 그릇된 숙박업소의 운영 양태를 비판하는 글이
실려 있다.

한 산장을 발견할 수 있다. 1965년부터 자리 잡은 이곳은 청주
미원 출신의 김태환(남, 1921년생)이 숯을 만들던 움막집을 개
비로산장 전경

보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비로산장이다. 비로산장은 1973년

었던 이유기도 하다.23

정식으로 군의 허가를 받아 새로 건물을 신축하였다. 비로산장

산 중턱에 위치한 비로산장은 특수한 장소성 때문에 초창기

은 속리산 내 상주하고 있는 각종 건물 중에서 가장 먼저 생긴

사내리 여관의 영업형태를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것이며, 유일하게 법주사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의 건물이기도
하다. 비로산장은 속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조성되기 전부터 자리

23 비로산장은 속리산 내 상주하고 있는 각종 건물 중에서 가장 먼저 생긴 것이며, 유일

잡고 있었고, 비로산장을 경유하는 등산코스가 각광을 받으면서

하게 법주사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의 건물이기도 하다. 비로산장은 속리산이 국립공원

개인소유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주인인 김태환이 서

으로 조성되기 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고, 비로산장을 경유하는 등산코스가 각광을 받으

예와 서각에 뛰어나 법주사를 비롯한 속리산 내 사찰에 주련을
비로산장의 겨울 전경(김태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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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산장 신축 당시 모습(김태환 제공)

쓰기도 하여 스님들과도 친분이 두터웠던 점도 개인소유가 되

면서 개인소유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주인인 김태환이 서예와 서각에 뛰어나
법주사를 비롯한 속리산 내 사찰에 주련을 쓰기도 하여 스님들과도 친분이 두터웠던 점
도 개인소유가 되었던 이유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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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981년에는 아침 식사를 포함하여 13,000~14,000원으로 올

다. 대부분의 손님이 수학여행단과 신혼여행객이었던 그들은

랐다. 식사가격을 빼고도 약 1973년과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

식사를 같이 제공하는 곳이 많았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오른 가격이었다. 수학여행객의 경우, 일반 관광객보다 적은 비

초까지만 해도 음식점이 대중화되지 않았었고, 수백 명의 인원

용이 들었지만 신혼여행객의 경우, 바가지요금을 내기 일쑤였

이 한꺼번에 들어갈 식당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여관에서 자

다. 정부에서는 관광지의 각종 요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신고

체적으로 식사까지 제공한 경우가 많았다. 신혼여행객의 경우,

요금제를 실시하였지만 경쟁으로 인해 여관마다 가격이 약간씩

여관에서 한상차림으로 방으로 직접 식사를 배달해주기도 하였

차이가 있었다.22

다. 그러나 숙박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음식점을 찾는 이들이 늘

사내리 숙박업의 변천과정은 숙박업소의 명칭의 변화에서

어나고, 수학여행객과 신혼여행객이 줄어들면서 숙박업소에서

알 수 있다. 숙박단지가 처음 생겼던 시기만 해도 대부분 장

더 이상 식사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졌다. 2011년 현재 사내리

급여관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숙박업소들의 이름이

의 장급여관들 중에는 음식업과 겸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장’, ‘○○여관’이었다. 그러다가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
객이 줄어들고, 시설이 노후화 되면서 화장실을 각 방마다 내

부로 들이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모텔’로 명칭을 바꾸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취사가 가능한 형태로 변경하면서 ‘○○펜션’

이나 ‘○○산장’으로 명칭이 바뀌기도 하였다. 한일산장으로 경

데, 이는 1995년을 기점으로 수학여행객이 줄어들면서 그들이
이용하던 식사 공간을 음식점으로 개조했기 때문이다. 또한, 여
관 내 매점을 마련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식료품이나 잡화를 팔
기도 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수요가 뒷받침하기 때
문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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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바뀌었다.
사내리의 여관은 단순히 잠자리만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었

속리산 금강골의 여관, ‘비로산장’

속리산을 등반하다보면 세심정에서 경업대로 가는 길에 아늑
22 동아일보 1981년 7월 30일에는 당시 그릇된 숙박업소의 운영 양태를 비판하는 글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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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산장 전경

보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비로산장이다. 비로산장은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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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비로산장은 속리산 내 상주하고 있는 각종 건물 중에서 가장 먼저 생긴 것이며, 유일

잡고 있었고, 비로산장을 경유하는 등산코스가 각광을 받으면서

하게 법주사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의 건물이기도 하다. 비로산장은 속리산이 국립공원

개인소유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주인인 김태환이 서

으로 조성되기 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고, 비로산장을 경유하는 등산코스가 각광을 받으

예와 서각에 뛰어나 법주사를 비롯한 속리산 내 사찰에 주련을
비로산장의 겨울 전경(김태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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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산장 신축 당시 모습(김태환 제공)

쓰기도 하여 스님들과도 친분이 두터웠던 점도 개인소유가 되

면서 개인소유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주인인 김태환이 서예와 서각에 뛰어나
법주사를 비롯한 속리산 내 사찰에 주련을 쓰기도 하여 스님들과도 친분이 두터웠던 점
도 개인소유가 되었던 이유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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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산장을 방문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글. 비로산장은 유명인들이 속리산을 방문할 때 찾는 명소이기
도 하다.

하다.24 비로산장은 단순히 잠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식
사까지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요금도 식사 메뉴에 따라 달라진
다. 이것은 과거 주막의 운영형태와 비슷한 것이며, 신혼여행객
과 수학여행단에게 식사를 제공한 여관의 영업형태와 유사하다
고 볼 수 있다.
비로산장은 신혼여행객에게 상당히 인기 있는 숙소였다. 속
리산 아래 여관에서 첫날밤을 지내는 것 보다 특별하게 산중
의 산장에서 보내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최근에
도 과거에 비로산장으로 신혼여행을 왔다가 재방문하는 사람
들이 상당 수 있을 정도로 비로산장은 신혼여행 때 반드시 머
물렀으면 하는 명소로 뽑혔다고 한다. 신혼여행객이 많이 몰렸
던 성수기 때, 비로산장의 투숙현황은 등산안내원이나 사진사
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할 사항이었다. 신혼여행객이 사내
리 여관에 투숙하다가도 비로산장에 빈방이 나면 서로 올라가

1965년부터 산장을 방문한 이들의 이름과 수기를 적은 방명록
이 보관되어 있다.

려고 하였다. 따라서 사진사들은 순서대로 대기하여 신혼여행
객을 비로산장에 데려갔다. 이에 대해 비로산장 측에서는 수수
료로 5,000원을 사진사에게 주었다고 한다.
비로산장을 거치는 신혼여행코스는 대개 두 가지가 있었다.
먼저 호텔에서 1박을 하고 등산을 한 후 비로산장으로 내려와
1박을 하고 하산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먼저 비
로산장에 도착하여 1박을 하고 등산을 한 후 호텔로 내려가 1
박을 하는 경우였다.
비로산장은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산장이기도 하다. 세계적

으로 유명한 여행책자인 『Lonely planet』에 소개되기도 하였고,
방명록에도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글이 있다. 또한, 1968년도

지은 별채는 고시생들이 학업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별채
내 3칸의 방에서 수많은 합격생이 배출되었다고 한다.

24 속리산 내 여관이 비로산장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문장대 꼭대기에도 여관이 1976년

비로산장의 산증인, 김태환. 자신이 쓴 수기를 읽고 있는 모습

산중에 위치한 비로산장은 과거 물레방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였다.

까지 존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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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의 배치 및 평면

윤중이 가옥은 남북(南北)으로 긴 형태로서 남쪽에 텃밭과 야
외 화장실 그리고 부속채가 있고 북쪽에 안채가 남향하고 있다. 윤

중이 가옥은 ‘―’자형의 안채와 동쪽으로 안채의 증축부, 서쪽에 부
속채(쪽방)가 놓여 있어 전체적으로 ‘ㄷ’자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는 ‘―’자형을 기본 틀로 하여, 거실을 중심으로 정호식

주거지역에 위치한 민박

최근 등장하기 시작한 팬션

편을 겪자 가옥의 뒤편의 별도의 출입문을 만든 것이 그 예이다.

(방6, 방7)들을 증축하였다. 또한, 서쪽의 부속채는 모두 세놓

은 주로 가족 단위로 사내리에 들어온 세입자에게 임대 하였고,

기 위한 방들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에서는 방4(3,550㎜×3,150

부속채의 쪽방은 호텔 웨이터 등 비교적 젊은 연령층으로 혼자

㎜, 약3.4평)와 방5(3,700㎜×3,150㎜, 약3.5평)가 북쪽의 부엌

생활하는 이들에게 임대하였다. 또한, 쪽방은 1980년대 신혼여

(화장실 포함)을 사용하였고, 방8(3,600㎜×2,850㎜, 약3.1평)

행객을 상대로 민박을 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 ×2,850㎜, 약2.7평)이 남쪽 부엌을 사용하였다. 또한, 부속채

한정된 수용인원보다 하루 방문객의 수가 많았던 성수기 때 일

의 숙소가 필요했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가정집을 중심으

는 전용 보일러실을 이용하여 난방 하였고 방2(2,450㎜×4,500

반 가정을 중심으로 성행하였다. 특히, 신혼여행객이 많이 몰린

로 쪽방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 약3.4평)와 방3(2,450㎜×4,500㎜, 약3.4평)이 북쪽 부엌을,

일)’ 때 가장 절정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UN Day 때는 마을

을 사용한 세입자와 윤중이 가족이 같은 출입문을 사용하여 불

재하였으나 홍수 이후, 현재의 건물로 신축하였다. 안채의 셋방

어나기 시작했다. 관광종사원들은 외지인이 많았기 때문에 별도

25

활용을 위한 공간 형태를 엿볼 수 있다. 안채에 증축한 방6, 방7

부엌을 설치하였으며 많은 방들을 세놓기 위하여 동쪽으로 방

1980년대 이후에는 민박업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민박업은

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던 ‘UN Day(유엔데이. 양력 10월 24

현재 윤중이 가옥을 꼼꼼히 살펴보면 세입자의 독립적인 공간

부속채는 본래 홍수 이전에도 흙담집의 형태로 같은 구조로 존

이 북쪽의 부엌을, 방6(3,900㎜×2,850㎜, 약3.4평)과 방7(3,150

봄・가을 때 절정을 이뤘다. 주민은 1950년부터 1975년까지 법

방8은 현재 거주자들을 위한 옷방으로 사용되고 있다.

내외가 기거하는 안방과 할머니방, 자녀방을 배치하고 북쪽에

이 늘어나면서 그들이 머물 숙소들이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늘

민박의 등장

크기이며 현재는 빈방 또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안채에 딸린

방1(5,050㎜×3,600㎜, 약4.7평)은 남쪽의 전용 부엌을 사용하
여기 사람들이 농토도 별로 없고 산에서 뜯어다 산림 부산물을 해

였다. 이들 개별 방들은 전용 화장실이 없고 야외 화장실을 공동

서 버는 양도 많지 않으니까 관광업에 가서 일해주고 사는 사람들

으로 사용하고 있다. 과거에 세놓았던 방들은 대략 3평 내외의

의 초입인 은구모퉁이까지 관광객이 야영을 할 정도로 관광객

이 많았지. 그러다보니까 여기 인구가 많이 팽창을 한 것이 노점

이 몰렸다고 한다. 이런 날에는 일반 가정집에서 안방까지 내주

상, 여관 안내, 식당 안내, 등산 안내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고 주인이 쪽방에서 잘 정도로 대부분의 가정집에서 민박을 하

까 갑자기 한 집에 방 한 칸만 있으면, 세 들어 몇 집씩 어울려 살고

였다. 지금도 사내리 주거지역에는 민박업을 하는 가정집을 심심

[……] 그런 시절이 70년대 80년대였어. 90년대서부터는 80년대 수

치 않게 볼 수 있다. 조사팀에 마을에 거주하던 시기에도 성수기

해가 끝나면서 집들도 많이 지어지면서 많이 변화가 왔지. | 박남식

에는 일반 가정집뿐만 아니라 사내1리 마을회관을 민박으로 내

(남, 1945년생)

윤중이 가옥의 쪽방

주기도 하였다.
지금도 사내1・4・5리 등 주거지역의 가옥들을 살펴보면 관
‘쪽방’의 등장

민박의 활성화와 맞물려 사내리 가옥에 생겨난 것이 이른바 ‘

광종사원이 세를 들어 살았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조사팀은
이러한 가옥 중 사내1리 윤중이(여, 1934년생) 가옥을 대표로

쪽방’이다. 쪽방은 본채와 분리된 부속채를 짓고 그 안에 별도의

선정하여 실측 및 건축 연혁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였다. 가옥의

취사시설이나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채 작은 방들만 여러 칸

실측과 도면화 작업은 세명대학교 이완건 교수가 담당하였다.26

관광객에게 숙박업을 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기도 하였으나 관

인해 가옥이 소실되면서 새롭게 신축하였다. 평소에 손재주가

광종사원의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내리에 관광종사원

좋았던 윤중이의 아들인 정호식(남, 1950년생)에 의해 건립되

을 만든 형태의 건물을 일컫는다. ‘쪽방’은 등장은 민박과 같이

윤중이가옥 (부속채입면도(쪽방)

윤중이 가옥은 본래 안채가 ‘ㄱ’자 형태였지만 1980년 홍수로

었으며, 그 후 수차례 증개축이 있었다.
25 국제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국제연합(UN)이 창설・발족된 1945년 10월 24일을 기념
윤중이가옥 (배치도)

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 한국의 국가기념일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 각국에서 기념하는
국제적인 기념일이기도 하다. 김민환,「국제연합일」, 『한국세시풍속사전 겨울편』, 국립민

26 윤중이 가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완건 교수의 실측자료와 기본 설명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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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팀의 추가 조사를 더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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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의 배치 및 평면

윤중이 가옥은 남북(南北)으로 긴 형태로서 남쪽에 텃밭과 야
외 화장실 그리고 부속채가 있고 북쪽에 안채가 남향하고 있다. 윤

중이 가옥은 ‘―’자형의 안채와 동쪽으로 안채의 증축부, 서쪽에 부
속채(쪽방)가 놓여 있어 전체적으로 ‘ㄷ’자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는 ‘―’자형을 기본 틀로 하여, 거실을 중심으로 정호식

주거지역에 위치한 민박

최근 등장하기 시작한 팬션

편을 겪자 가옥의 뒤편의 별도의 출입문을 만든 것이 그 예이다.

(방6, 방7)들을 증축하였다. 또한, 서쪽의 부속채는 모두 세놓

은 주로 가족 단위로 사내리에 들어온 세입자에게 임대 하였고,

기 위한 방들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에서는 방4(3,550㎜×3,150

부속채의 쪽방은 호텔 웨이터 등 비교적 젊은 연령층으로 혼자

㎜, 약3.4평)와 방5(3,700㎜×3,150㎜, 약3.5평)가 북쪽의 부엌

생활하는 이들에게 임대하였다. 또한, 쪽방은 1980년대 신혼여

(화장실 포함)을 사용하였고, 방8(3,600㎜×2,850㎜, 약3.1평)

행객을 상대로 민박을 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 ×2,850㎜, 약2.7평)이 남쪽 부엌을 사용하였다. 또한, 부속채

한정된 수용인원보다 하루 방문객의 수가 많았던 성수기 때 일

의 숙소가 필요했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가정집을 중심으

는 전용 보일러실을 이용하여 난방 하였고 방2(2,450㎜×4,500

반 가정을 중심으로 성행하였다. 특히, 신혼여행객이 많이 몰린

로 쪽방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 약3.4평)와 방3(2,450㎜×4,500㎜, 약3.4평)이 북쪽 부엌을,

일)’ 때 가장 절정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UN Day 때는 마을

을 사용한 세입자와 윤중이 가족이 같은 출입문을 사용하여 불

재하였으나 홍수 이후, 현재의 건물로 신축하였다. 안채의 셋방

어나기 시작했다. 관광종사원들은 외지인이 많았기 때문에 별도

25

활용을 위한 공간 형태를 엿볼 수 있다. 안채에 증축한 방6, 방7

부엌을 설치하였으며 많은 방들을 세놓기 위하여 동쪽으로 방

1980년대 이후에는 민박업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민박업은

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던 ‘UN Day(유엔데이. 양력 10월 24

현재 윤중이 가옥을 꼼꼼히 살펴보면 세입자의 독립적인 공간

부속채는 본래 홍수 이전에도 흙담집의 형태로 같은 구조로 존

이 북쪽의 부엌을, 방6(3,900㎜×2,850㎜, 약3.4평)과 방7(3,150

봄・가을 때 절정을 이뤘다. 주민은 1950년부터 1975년까지 법

방8은 현재 거주자들을 위한 옷방으로 사용되고 있다.

내외가 기거하는 안방과 할머니방, 자녀방을 배치하고 북쪽에

이 늘어나면서 그들이 머물 숙소들이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늘

민박의 등장

크기이며 현재는 빈방 또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안채에 딸린

방1(5,050㎜×3,600㎜, 약4.7평)은 남쪽의 전용 부엌을 사용하
여기 사람들이 농토도 별로 없고 산에서 뜯어다 산림 부산물을 해

였다. 이들 개별 방들은 전용 화장실이 없고 야외 화장실을 공동

서 버는 양도 많지 않으니까 관광업에 가서 일해주고 사는 사람들

으로 사용하고 있다. 과거에 세놓았던 방들은 대략 3평 내외의

의 초입인 은구모퉁이까지 관광객이 야영을 할 정도로 관광객

이 많았지. 그러다보니까 여기 인구가 많이 팽창을 한 것이 노점

이 몰렸다고 한다. 이런 날에는 일반 가정집에서 안방까지 내주

상, 여관 안내, 식당 안내, 등산 안내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고 주인이 쪽방에서 잘 정도로 대부분의 가정집에서 민박을 하

까 갑자기 한 집에 방 한 칸만 있으면, 세 들어 몇 집씩 어울려 살고

였다. 지금도 사내리 주거지역에는 민박업을 하는 가정집을 심심

[……] 그런 시절이 70년대 80년대였어. 90년대서부터는 80년대 수

치 않게 볼 수 있다. 조사팀에 마을에 거주하던 시기에도 성수기

해가 끝나면서 집들도 많이 지어지면서 많이 변화가 왔지. | 박남식

에는 일반 가정집뿐만 아니라 사내1리 마을회관을 민박으로 내

(남, 1945년생)

윤중이 가옥의 쪽방

주기도 하였다.
지금도 사내1・4・5리 등 주거지역의 가옥들을 살펴보면 관
‘쪽방’의 등장

민박의 활성화와 맞물려 사내리 가옥에 생겨난 것이 이른바 ‘

광종사원이 세를 들어 살았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조사팀은
이러한 가옥 중 사내1리 윤중이(여, 1934년생) 가옥을 대표로

쪽방’이다. 쪽방은 본채와 분리된 부속채를 짓고 그 안에 별도의

선정하여 실측 및 건축 연혁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였다. 가옥의

취사시설이나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채 작은 방들만 여러 칸

실측과 도면화 작업은 세명대학교 이완건 교수가 담당하였다.26

관광객에게 숙박업을 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기도 하였으나 관

인해 가옥이 소실되면서 새롭게 신축하였다. 평소에 손재주가

광종사원의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내리에 관광종사원

좋았던 윤중이의 아들인 정호식(남, 1950년생)에 의해 건립되

을 만든 형태의 건물을 일컫는다. ‘쪽방’은 등장은 민박과 같이

윤중이가옥 (부속채입면도(쪽방)

윤중이 가옥은 본래 안채가 ‘ㄱ’자 형태였지만 1980년 홍수로

었으며, 그 후 수차례 증개축이 있었다.
25 국제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국제연합(UN)이 창설・발족된 1945년 10월 24일을 기념
윤중이가옥 (배치도)

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 한국의 국가기념일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 각국에서 기념하는
국제적인 기념일이기도 하다. 김민환,「국제연합일」, 『한국세시풍속사전 겨울편』, 국립민

26 윤중이 가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완건 교수의 실측자료와 기본 설명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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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념품점

아니고 전부다 그때는 산에 가서 나무를 비다가 자기네들이 제작해

어서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때부터는 교통도 차츰 좋아져서 사

서 만들어 판 거야. | 박남식(남, 1945년생)

내리에서 제작하지 않은 기념품은 외부에서 구해오기도 하였다.

관광객이 기념품을 사는 것은 여행의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
기 위함이다. 기념품은 관광객이 여행 후 가시적으로 여행을 기
억하는 장치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기념품점은 숙박업과 함께 사내리 관광업의 주축을 이룬 업종
이다. 기념품점은 사내리에 본격적으로 관광객이 방문하기 시작

목공예품이 주요 상품이었던 당시 주로 남원에 가서 도매로 목
목공예품 제작은 모두 수공예로 하였지만 절구나 재떨이, 필
통 등은 물레방아의 동력을 이용하여 깎기도 하였다. 사내교 앞
쪽에 있던 물레방아에는 기념품을 제작하기 위해 모여든 상인
들로 늘 북새통을 이뤘다.

했던 1960년대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기념품점은 1960

기를 구매하였다. 남원은 청주를 경유하여 갔기 때문에 다녀오
는데 이틀이 걸렸다.
학생들에게는 속리산과 법주사의 전경이 담긴 앨범책과 지팡
이, 모자가 인기였다. 앨범책은 사진사들과 연계하여 제작한 경
우가 많았다. 비로산장을 운영하는 김태환(남, 1921년생)도 처

년대 이래로 1980년대까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업종이었

절구라고 있어. 나무로 만든. 물레방아가 여기 있었거든. 거기서 이

음 시작한 사업은 앨범장사였다. 속리식품슈퍼와 청솔식당을 운

는데, 자본금이 적게 들고 적은 공간만으로도 장사를 할 수 있

제 절구를 깎는 거야 이제. 채 마르지도 않는 걸 깎아가지고 니스

영하고 있는 김학예(여, 1932년생)도 구상가 시절 법주사 국보

었기 때문이다.

칠만 슬쩍해놓으면 깎기가 바쁘게 팔려 나간거지. 지금은 뭐 돌절

사진 10장을 묶어 한질에 100원씩 판매를 하였다고 기억하였다.

구, 쇠절구가 있었지만 그때는 나무절구 밖에 없으니까. | 박경수(

앨범은 여행을 기념하는 가시적 수단으로 가장 적절한 기념품이

이면 100명이 다 쓰는 거야. 그때는 기념품상이 구상가 있을 때지

남, 1934년생)

었다. 반면에 지팡이와 모자는 법주사 탐방과 속리산 등반이 주

장사가 잘됐지 그때는. 상가는 얼마 안 되는데 탐방객은 많고. 그

요 관광코스였던 당시 가장 인기 있는 기념품이었는데, 이는 여

러니까 기념품상에서는 산에 가서 나무 비어다가 손잡이만 깎는

행을 기념했다고 하기보다 당시 관광코스를 효과적으로 즐기기

거지. 매끈하게. 그러면 아침에 다 팔리는 거야. 그때는. | 박경수(

위해 필요한 물품을 산 것이라 할 수 있다.

남, 1934년생)

1960년대 기념품점은 밀려들어오는 관광객을 맞이하여 ‘본

능적으로’ 장사를 하던 시기였다. 여행 자체를 기념할 수 있는 물
건이라면 가리지 않고 기념품을 팔았다. 문제는 이 당시만 하더

수학여행 단체 사진. 지팡이를 들고 있는 학생들을 확인할 수 있다.(박홍식 제공)

라도 기념품의 수급을 사내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

속리산에서 생산되는 목공예품은 점차적으로 외부에도 알려

에 그들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

졌다. 1961년 사내리로 들어와 현재까지도 기념품을 판매하고

서 속리산 일대에 있는 나무를 이용한 목공예품이 기념품의 대

있는 김헌수(남, 1943년생)와 그의 형제는 본래 충북 영동 출신

다수를 이뤘다. 목공예품은 우선 재료비가 거의 들지 않았으며,

이지만 중학교 졸업 후 사촌형님에게 기념품 제작 기술을 배우

그때는 관광지, 국립공원 되기 전이니까 안내도, 앨범책, 속리산이

1970년대는 찻상이 가장 인기 있었던 기념품이었다. 찻상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기 위해 사내리로 이주하였었다. 그들뿐만 아니라 기념품 기술

면 속리산 앨범책, 그거를 많이 사갔거든. 그때는 관광객하게 되면

전국으로 판매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찻상은 인건비가 올

을 배우기 위해 많은 외지인들이 사내리로 몰렸다. 이런 현상은

모자를 써야 되거든. 모자 쓰는 것 하고 등산지팡이 집는 거하고. 갈

라가고 나무가 귀해지면서 마진이 떨어질 때까지 기념품 공장

1960년대 중후반부터 기념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이 들

때는 앨범을 사가는 게 전국적으로 유행이었었어.

의 주요 상품이었다. 찻상은 현지에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주차장에 차가 슬꺼면 올라가야될꺼 아니여. 그럼 길가에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이라는 점에서 인기를

기념품상이 쫙 있잖어. 그럼 지팽이를 하나 집고 올라가야 되는 줄

끌었고, 기념품을 제작하는 기술의 수준도 1960년대보다 더 좋

알고 모자는 앞에서 사람이 하나 쓰면 뒤 따라서 다 쓰는 거여. 100

아져서 보다 다양한 물건을 생산해 낼 수 있었다.

기념품상들이 그때는 지금처럼 중국산이나 공장에서 맨 들어 온 게

난장판 관광지 음쇄추태 경관훼손 10대탈선
바가지요 시설불비 불친절

7백원(시중 4백원)씩을 받고 있으며 일부 식당에서는 맥주 1병
에 8백원까지 받고 있다. 특히 기념품값은 더욱 비싸 타월 한 장
에 시중에서 3백원짜리를 6백원내지 7백원까지 받고 있으며 상

기념품값 상점마다 다르고 택시오 2배…거스름떼기도

점에서는 오징어 한 마리에 8백원을 받고 있다. 또 일부 기념품

취한남녀 어울려 광태…기석・괴목도 마구 채취

상들은 공공연히 돌 괴목 바위 옷 등을 채취해 다가 관광객들에
게 비싼 가격에 팔고 있는 등 자연경관까지 해치고 있다.

[……]【청주】속리산 국립공원에는 요즘 평일 3천내지 4천, 공휴

이 밖에도 대부분의 관광지에는 기념품을 파는 잡상인들이 관광

일에는 최고 8천여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 당국의 단속

객의 옷깃을 잡아 억지를 쓰는 등 불안감까지 주고 있다. [……]

이 심한 숙박료 대중음식값등은 대체로 신고요금을 받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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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념품점

아니고 전부다 그때는 산에 가서 나무를 비다가 자기네들이 제작해

어서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때부터는 교통도 차츰 좋아져서 사

서 만들어 판 거야. | 박남식(남, 1945년생)

내리에서 제작하지 않은 기념품은 외부에서 구해오기도 하였다.

관광객이 기념품을 사는 것은 여행의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
기 위함이다. 기념품은 관광객이 여행 후 가시적으로 여행을 기
억하는 장치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기념품점은 숙박업과 함께 사내리 관광업의 주축을 이룬 업종
이다. 기념품점은 사내리에 본격적으로 관광객이 방문하기 시작

목공예품이 주요 상품이었던 당시 주로 남원에 가서 도매로 목
목공예품 제작은 모두 수공예로 하였지만 절구나 재떨이, 필
통 등은 물레방아의 동력을 이용하여 깎기도 하였다. 사내교 앞
쪽에 있던 물레방아에는 기념품을 제작하기 위해 모여든 상인
들로 늘 북새통을 이뤘다.

했던 1960년대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기념품점은 1960

기를 구매하였다. 남원은 청주를 경유하여 갔기 때문에 다녀오
는데 이틀이 걸렸다.
학생들에게는 속리산과 법주사의 전경이 담긴 앨범책과 지팡
이, 모자가 인기였다. 앨범책은 사진사들과 연계하여 제작한 경
우가 많았다. 비로산장을 운영하는 김태환(남, 1921년생)도 처

년대 이래로 1980년대까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업종이었

절구라고 있어. 나무로 만든. 물레방아가 여기 있었거든. 거기서 이

음 시작한 사업은 앨범장사였다. 속리식품슈퍼와 청솔식당을 운

는데, 자본금이 적게 들고 적은 공간만으로도 장사를 할 수 있

제 절구를 깎는 거야 이제. 채 마르지도 않는 걸 깎아가지고 니스

영하고 있는 김학예(여, 1932년생)도 구상가 시절 법주사 국보

었기 때문이다.

칠만 슬쩍해놓으면 깎기가 바쁘게 팔려 나간거지. 지금은 뭐 돌절

사진 10장을 묶어 한질에 100원씩 판매를 하였다고 기억하였다.

구, 쇠절구가 있었지만 그때는 나무절구 밖에 없으니까. | 박경수(

앨범은 여행을 기념하는 가시적 수단으로 가장 적절한 기념품이

이면 100명이 다 쓰는 거야. 그때는 기념품상이 구상가 있을 때지

남, 1934년생)

었다. 반면에 지팡이와 모자는 법주사 탐방과 속리산 등반이 주

장사가 잘됐지 그때는. 상가는 얼마 안 되는데 탐방객은 많고. 그

요 관광코스였던 당시 가장 인기 있는 기념품이었는데, 이는 여

러니까 기념품상에서는 산에 가서 나무 비어다가 손잡이만 깎는

행을 기념했다고 하기보다 당시 관광코스를 효과적으로 즐기기

거지. 매끈하게. 그러면 아침에 다 팔리는 거야. 그때는. | 박경수(

위해 필요한 물품을 산 것이라 할 수 있다.

남, 1934년생)

1960년대 기념품점은 밀려들어오는 관광객을 맞이하여 ‘본

능적으로’ 장사를 하던 시기였다. 여행 자체를 기념할 수 있는 물
건이라면 가리지 않고 기념품을 팔았다. 문제는 이 당시만 하더

수학여행 단체 사진. 지팡이를 들고 있는 학생들을 확인할 수 있다.(박홍식 제공)

라도 기념품의 수급을 사내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

속리산에서 생산되는 목공예품은 점차적으로 외부에도 알려

에 그들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

졌다. 1961년 사내리로 들어와 현재까지도 기념품을 판매하고

서 속리산 일대에 있는 나무를 이용한 목공예품이 기념품의 대

있는 김헌수(남, 1943년생)와 그의 형제는 본래 충북 영동 출신

다수를 이뤘다. 목공예품은 우선 재료비가 거의 들지 않았으며,

이지만 중학교 졸업 후 사촌형님에게 기념품 제작 기술을 배우

그때는 관광지, 국립공원 되기 전이니까 안내도, 앨범책, 속리산이

1970년대는 찻상이 가장 인기 있었던 기념품이었다. 찻상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기 위해 사내리로 이주하였었다. 그들뿐만 아니라 기념품 기술

면 속리산 앨범책, 그거를 많이 사갔거든. 그때는 관광객하게 되면

전국으로 판매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찻상은 인건비가 올

을 배우기 위해 많은 외지인들이 사내리로 몰렸다. 이런 현상은

모자를 써야 되거든. 모자 쓰는 것 하고 등산지팡이 집는 거하고. 갈

라가고 나무가 귀해지면서 마진이 떨어질 때까지 기념품 공장

1960년대 중후반부터 기념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이 들

때는 앨범을 사가는 게 전국적으로 유행이었었어.

의 주요 상품이었다. 찻상은 현지에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주차장에 차가 슬꺼면 올라가야될꺼 아니여. 그럼 길가에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이라는 점에서 인기를

기념품상이 쫙 있잖어. 그럼 지팽이를 하나 집고 올라가야 되는 줄

끌었고, 기념품을 제작하는 기술의 수준도 1960년대보다 더 좋

알고 모자는 앞에서 사람이 하나 쓰면 뒤 따라서 다 쓰는 거여. 100

아져서 보다 다양한 물건을 생산해 낼 수 있었다.

기념품상들이 그때는 지금처럼 중국산이나 공장에서 맨 들어 온 게

난장판 관광지 음쇄추태 경관훼손 10대탈선
바가지요 시설불비 불친절

7백원(시중 4백원)씩을 받고 있으며 일부 식당에서는 맥주 1병
에 8백원까지 받고 있다. 특히 기념품값은 더욱 비싸 타월 한 장
에 시중에서 3백원짜리를 6백원내지 7백원까지 받고 있으며 상

기념품값 상점마다 다르고 택시오 2배…거스름떼기도

점에서는 오징어 한 마리에 8백원을 받고 있다. 또 일부 기념품

취한남녀 어울려 광태…기석・괴목도 마구 채취

상들은 공공연히 돌 괴목 바위 옷 등을 채취해 다가 관광객들에
게 비싼 가격에 팔고 있는 등 자연경관까지 해치고 있다.

[……]【청주】속리산 국립공원에는 요즘 평일 3천내지 4천, 공휴

이 밖에도 대부분의 관광지에는 기념품을 파는 잡상인들이 관광

일에는 최고 8천여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 당국의 단속

객의 옷깃을 잡아 억지를 쓰는 등 불안감까지 주고 있다. [……]

이 심한 숙박료 대중음식값등은 대체로 신고요금을 받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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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품 상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1970년대가 기념품점의 전성

에 판매되었다.

기라고 한다. 1970년대는 4~5곳의 기념품 공장이 있을 정도로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기념품점을 차리기 위해서는 상가를

호황이었으며, 1979년 10.26 사건 전까지 장사가 잘되었다고 한

650만원에 매입할 정도로 속리산 상권은 여전히 좋았다. 이때부

다. 영광상회를 운영하는 김기철(남, 1950년생)에 따르면, 밀려

터는 자체 제작하던 기념품 공장의 운영이 힘들어지면서 외부

들어오는 학생들을 기념품점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에서 기념품을 수급하기 시작한다.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기념

지역 특색 못 살리는 관광 민예품점
어딜 가나 그게 그것…

것이어서 속리산의 특성을 살린 관광민예품 개발이 시급하다.
이는 당국이 관광민예품개발에 거의 무관심했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충북도는 지난 78년 사내리 이모씨에게 관광민예품제

거의가 일반 상가에 있는 것

조업을 하도록 권장, 농가부업 자금 2천만원까지 융자 알선해주

당국도 개발생각 않고 딴전

었으나 이씨는 민예품개발에 손도 대지 않은 채 융자금마저 갚지

관광객이 몰려들었다고 기억한다. 당시 한 가게에만 여직원을

품은 ‘타올(수건)’27 ‘이었다. 타올에 “속리산관광기념”이라는 문

5~6명을 두고 인원을 제한하여 가게에 입장을 시켜도 모든 학

구와 방문 날짜를 새겨 넣어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타올은 대전

생들을 상대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

에 있는 한미타올에서 수급해왔으며, 한번에 4톤 트럭 한대 분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민예품이 개발되지 않아 대부분의 관광지

을 단양 괴산 보은 등 3개 군에 배정, 업자에게 융자해주었으나 액

리면서 도난당한 물품도 상당히 많았지만 그것의 몇 배 이상의

량을 가져올 정도로 대량으로 판매하였다. 몇몇 기념품점은 전

상가에는 어느 곳에서나 살 수 있는 상품들만 진열돼 있어 내외

수가 너무 적어 돈만다 써버리고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물건을 팔았기에 학생들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한다.

문적으로 다른 기념품점에 타올을 중개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했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관광민예품 개발 사업은 도에서 주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속리산 국립공원상가지역에는 70

관해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관광진흥공사가 맡고 있기 때문

여개의 기념품 상회들이 운집해 관광민예품들을 팔고 있으나 대

에 없는 돈을 짜내 북부지역은 석조 공예품 남부지역은 목공예

부분이 관광지 아닌 시중 일반상가에서 살 수 있는 품목들이며 목

품을 개발한다는 자체 계획을 세웠을 뿐”이라고 말했다.

장사가 잘되자 기념품의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랐다. 동아일

는데, 현재 상가 내 몇몇 간판에 ‘○○타올’이라 적혀 있는 곳들

보 1977년 4월 18일자 기사에는 당시 속리산의 기념품이 상당
히 비싸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중가격이 400원인 흑백필름이
700원, 300원인 타월은 600~700원, 오징어 한 마리가 800원

27 ‘towel’의 정식 외래어 표기법은 ‘타월’이지만 사내리 내 기념품점의 간판이나 주민의
표현이 대부분 ‘타올’이라는 점에서 본 글에서는 타올로 표기하도록 한다.

못하고 있다. 또 작년에 처음으로 관광민예품 개발자금 4백만원

공예품 석조공예품 등도 전국 어느 관광지에서 늘 찾아볼 수 있는

이 이에 해당한다.

기념품점 간판. ‘타올’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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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품목으로 판매된다. 이전과 같이 실용적인 물건이 지속적으

1980년대부터는 자체적으로 제작된 기념품을 판매하는 것

로 판매되었지만 이와는 다른 맥락으로 음식, 술, 토산품 등과

이라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기성제품을 판매하기 시작

같은 지방 특산물 등 지역의 향수(nostalgia)를 느낄 수 있는 것

하면서 획일화된 기념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나타나기 시

이 점차 인기를 얻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버섯, 대추, 산

작한다. 동아일보 1982년 4월 17일자 기사에서는 획일화된 기

채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토산품점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

념품이 관광객에게 외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의 특색을

나 판매량은 1980년대와 비교했을 때 크게 줄어 이 시기부터

살리는 기념품을 개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80

기념품점들이 음식점 등으로 업종을 변경을 많이 하게 된다. 기

년대 이전에 많은 관광객이 사내리에서 샀던 기념품이 지역 특

념품점은 정점일 때 70개소가 넘었고, 1987년까지만 해도 41개

색과는 특별한 연관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히 기념품상

소로 전체의 44.1%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고 하고

의 잘못이라고만 치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있었지만 이후부터는 음식점으로 점차 변경되었다. 이상 각 년

1990년대 이후부터는 손수건이나 각종 생활필수품 등이 주

기념품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타올

동아일보 1982년 4월 17일

대별 기념품의 주요 품목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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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년대별 기념품의 주요 품목과 특징
년대

도 없었다. 때문에 대개 잡화점에서 도매로 식료품을 구입하는

잡화점이 번성하면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이들의 조직인 상우

필수품을 미리 구입해오면서 잡화점의 운영이 점차 어려워지고

비고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잡화점에서는 식료품을 외상으로 빌려주

회도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상우회는 상거래 질서 확립과 마을

있다. 최근 슈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도 하는데,

자체 제작

기도 하였다. 수학여행단을 받을 정도의 여관 규모였던 해주여

관련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편

네발 자전거 대여가 대표적이다. 한 시간에 8,000원~10,000원의

관에서도 겨울에 손님이 뜸하고 장사가 잘되지 않았을 때는 잡

의점이나 하나로 마트 등이 등장하고, 관광객이 식료품이나 생활

대여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다.

주요 품목

1960년대 나무 재떨이, 지팡이, 필통, 절구, 모자, 앨범 등
1970년대

찻상, 지팡이, 앨범 등

자체 제작, 전성기

1980년대

타올, 필름

외부에서 물건 수급

손수건 등 생활필수품

외부에서 물건 수급, 쇠
퇴기(업종 변경 多)

1990년대
이후

화점에 쌀을 빌려 먹은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 시절에는 겨울이면 눈이 콱 체이고 길도 막혔으니까 있는 사

사내리에서 판매된 기념품은 기능적 가치가 없거나 귀찮은

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가을에 학생들 조금씩 오면 누룽지 해놨

물건이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주로

던 거 그거하고 보리쌀해가지고 그걸로 밥을 해먹고 아니면 죽이

판매되었다. 또한, 지역적인 특색이 강조된 것보다 보편적인

라도 먹고, 빚내서 광덕상회에서 외상쌀 갖다 먹고 보리쌀 갖다 먹

물건이 많았다. 대신 이러한 물건에 속리산과 법주사와 관련된

고 그렇게 겨울나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거든. 60년도에는 | 박남식

문구를 새겨 여행의 증거를 남기는 방식을 택했다.

(남, 1945년생)

현재 기념품점은 15~17개로 전성기 때에 비하면 약 25%로
줄어들었다. 남아 있는 업소들도 과거부터 운영해온 것으로 노
년에 소일거리 정도로 생각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마을 외부로 시선을 돌리자면 잡화점은 수학여행객에게 가
장 인기가 있었다. 학생들은 여행 자금으로 받은 용돈으로 평소
에 먹어보지 못한 과자나 음료수 등 식료품을 많이 사먹었다. 나

잡화점의 간판들. 주로 신발과 필름 등을 많이 팔았다.

중에는 여관 내 식료품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점이 들어설

(3) 잡화점

만큼 인기가 있었다. 또한, 등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신발을 신
고 오던가, 신발을 분실한 경우는 잡화점에서 신발을 구입하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광은 신체적 이동을 전제로 하기 때

도 하였다. 1970년대부터 숙박단지 앞에서 잡화점을 운영한 동

문에 집에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생활할 수 없다. 특히, 숙박을 하

신상회(현 동신슈퍼)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 값이 싼 신발을

는 관광이라면 이러한 점은 더욱 부각된다. 따라서 관광지에서

팔기도 하였다. 주인인 김인섭(남, 1940년생)의 기억에 당시 검

는 많은 생활 물품을 필요로 하게 된다. 최근에는 자가용을 교통

은색 스파이크 신발 한 켤레의 가격은 500원이었다. 간혹 돈이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필요한 모든 물품을 집에서 챙겨오기도 하

없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혹시라도 신발을 찾으면

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시기에는 제한적으로 물품을 챙길 수

돌려받기도 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동신슈퍼에는 여전히 신발을

밖에 없었다. 잡화점은 이러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생겨났다.

판매하고 있으며, 간판과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마을 내 존재하는 ‘상회’ 또는 ‘슈퍼’들이 이에 해당된다.

동신슈퍼에서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 신발

28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의 잡화점은 관광객뿐만 아니

70년대 그 무렵에는 운동화 있지? 지금은 곱게 신으면 1년 신잖아.

라 관광종사원에게도 꼭 필요한 존재였다. 오리숲 구상가 시절

그 당시에 나오는 운동화는 그렇게 못 신었어. [……] 그런데 맨날

개성상회, 관광상회, 광덕상회 등에서는 쌀이나 술, 잡화 등 뿐

새 운동화지 우리는. 학생단체가 많이 들어와요 우리는. 수학여행

만 아니라 신발, 옷, 화장품 등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였다. 특히

온다고 새 신발 신고 오네 전부다. 새 신발을 신고 왔으니까 곱게

옷이나 화장품은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해 판매하였다.

보관해야 할 거 아냐. 남이 가져갈까봐. 그럼 방에 창문을 보면 창

한복 저고리, 버선, 속치마는 요정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주로 구

문 밖에 쇠로다가 있잖아. 거기다가 쭉 놔. 그럼 후딱 넘어가서 좋

입하였다. 잡화점에서는 술이나 쌀 등을 다른 업소에 도매로 팔

은 놈만 딱딱딱 가져와. [……] 동신상회라고 있는데 거기 싸구려 운

기도 하였다. 당시만 해도 여관이나 대포집, 음식점 등에서 직접

동화 팔고 그랬어. 아침에 다들 운동화 사러 가고 그랬지. [……] 운

식료품을 외부에서 구해오기가 어려웠다. 특히, 겨울에 눈이 오

동화는 맨날 좋았어 하여튼. 운동화 살 걱정은 안했어. 하하하. | 백

는 경우 말티고개의 차량 운행이 통제되면 마을 외부로 나갈 수

영한(남, 1957년생)
네발 자전거를 대여하는 슈퍼

28 상회는 기념품점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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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년대별 기념품의 주요 품목과 특징
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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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나무 재떨이, 지팡이, 필통, 절구, 모자, 앨범 등
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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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리에서 판매된 기념품은 기능적 가치가 없거나 귀찮은

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가을에 학생들 조금씩 오면 누룽지 해놨

물건이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주로

던 거 그거하고 보리쌀해가지고 그걸로 밥을 해먹고 아니면 죽이

판매되었다. 또한, 지역적인 특색이 강조된 것보다 보편적인

라도 먹고, 빚내서 광덕상회에서 외상쌀 갖다 먹고 보리쌀 갖다 먹

물건이 많았다. 대신 이러한 물건에 속리산과 법주사와 관련된

고 그렇게 겨울나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거든. 60년도에는 | 박남식

문구를 새겨 여행의 증거를 남기는 방식을 택했다.

(남, 1945년생)

현재 기념품점은 15~17개로 전성기 때에 비하면 약 25%로
줄어들었다. 남아 있는 업소들도 과거부터 운영해온 것으로 노
년에 소일거리 정도로 생각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마을 외부로 시선을 돌리자면 잡화점은 수학여행객에게 가
장 인기가 있었다. 학생들은 여행 자금으로 받은 용돈으로 평소
에 먹어보지 못한 과자나 음료수 등 식료품을 많이 사먹었다. 나

잡화점의 간판들. 주로 신발과 필름 등을 많이 팔았다.

중에는 여관 내 식료품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점이 들어설

(3) 잡화점

만큼 인기가 있었다. 또한, 등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신발을 신
고 오던가, 신발을 분실한 경우는 잡화점에서 신발을 구입하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광은 신체적 이동을 전제로 하기 때

도 하였다. 1970년대부터 숙박단지 앞에서 잡화점을 운영한 동

문에 집에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생활할 수 없다. 특히, 숙박을 하

신상회(현 동신슈퍼)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 값이 싼 신발을

는 관광이라면 이러한 점은 더욱 부각된다. 따라서 관광지에서

팔기도 하였다. 주인인 김인섭(남, 1940년생)의 기억에 당시 검

는 많은 생활 물품을 필요로 하게 된다. 최근에는 자가용을 교통

은색 스파이크 신발 한 켤레의 가격은 500원이었다. 간혹 돈이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필요한 모든 물품을 집에서 챙겨오기도 하

없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혹시라도 신발을 찾으면

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시기에는 제한적으로 물품을 챙길 수

돌려받기도 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동신슈퍼에는 여전히 신발을

밖에 없었다. 잡화점은 이러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생겨났다.

판매하고 있으며, 간판과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마을 내 존재하는 ‘상회’ 또는 ‘슈퍼’들이 이에 해당된다.

동신슈퍼에서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 신발

28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의 잡화점은 관광객뿐만 아니

70년대 그 무렵에는 운동화 있지? 지금은 곱게 신으면 1년 신잖아.

라 관광종사원에게도 꼭 필요한 존재였다. 오리숲 구상가 시절

그 당시에 나오는 운동화는 그렇게 못 신었어. [……] 그런데 맨날

개성상회, 관광상회, 광덕상회 등에서는 쌀이나 술, 잡화 등 뿐

새 운동화지 우리는. 학생단체가 많이 들어와요 우리는. 수학여행

만 아니라 신발, 옷, 화장품 등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였다. 특히

온다고 새 신발 신고 오네 전부다. 새 신발을 신고 왔으니까 곱게

옷이나 화장품은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해 판매하였다.

보관해야 할 거 아냐. 남이 가져갈까봐. 그럼 방에 창문을 보면 창

한복 저고리, 버선, 속치마는 요정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주로 구

문 밖에 쇠로다가 있잖아. 거기다가 쭉 놔. 그럼 후딱 넘어가서 좋

입하였다. 잡화점에서는 술이나 쌀 등을 다른 업소에 도매로 팔

은 놈만 딱딱딱 가져와. [……] 동신상회라고 있는데 거기 싸구려 운

기도 하였다. 당시만 해도 여관이나 대포집, 음식점 등에서 직접

동화 팔고 그랬어. 아침에 다들 운동화 사러 가고 그랬지. [……] 운

식료품을 외부에서 구해오기가 어려웠다. 특히, 겨울에 눈이 오

동화는 맨날 좋았어 하여튼. 운동화 살 걱정은 안했어. 하하하. | 백

는 경우 말티고개의 차량 운행이 통제되면 마을 외부로 나갈 수

영한(남, 1957년생)
네발 자전거를 대여하는 슈퍼

28 상회는 기념품점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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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흥업

그다음에 흐름이 60년대 후반 68년도, 69년도 70년도 이때에 술집

은 엄밀히 말하면, 목욕업이지만 사치성업소 및 유흥업으로 분

그때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식당도 별로 없었고 솔직히 말해서

이 생겼어. 여자들 놓고 방석집. 지금으로 말하자면 방석집이여. 그

류되었다. 이는 다른 유흥업과 마찬가지로 여성종업원을 고용하

관광지에서 유흥업이 발달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특히, 숙박

대포집이 몇 개 있었어. 치마 입은 여자들 젓가락 두들기면서 막걸

게 생겨서 속리산에 성행을 했어. | 박남식(남, 1945년생)

여 남성을 상대로 영업한 이유가 가장 크다. 1988년 서울올림픽

관광객이 많은 지역일수록 유흥업의 발달은 비례할 수밖에 없

리 놓고. 좋은 안주가 계란 부쳐 놓은 거. 후라이 해 놓은 거. 그거하

이후, 터키탕이 퇴폐업소로 바뀐 맥락도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다. 물론 최근 등장하고 있는 녹색관광(Green Tourism)이나 생

고 막걸리하고. 소주도 별로 안 먹었어. 그때는 60년대는 독에 들은

같은 시기에 ‘터키탕’이 생기기도 하였다. 터키탕은 1960년대

태관광(Eco-Tourism) 등의 경우, 관광지라고 해서 반드시 유흥

소주 따라서 팔던 시절이거든? 병소주를. 그래서 소주는 별로 안 먹

초 외국 관광객유치를 목적으로 때밀이, 안마 등 목욕장업으로

었고 막걸리 놓고 대포집에 여자들 많은 데는 한 서너 명씩 두고.(

시작한 업종을 말한다.29 사내리에는 1960년대 중 후반에 생겼

잔디밭에 소나무 다복하게 있는데 있지. 거기가 옛날 터키탕도 있

먹었지) | 박남식(남, 1945년생)

다가 도시계획이 실시되면서 기존의 업소가 사라지고 속리산 관

었어. 그때 당시에 전국에서 아가씨들 불러다가 남자 때 밀어 주던

광호텔에서만 운영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

데는 여기밖에 없었어. | 박남식(남, 1945년생)

업이 발달한다고 볼 수 없지만 관광의 기본적인 목적인 ‘즐거움’

에 상응하는 유흥업은 대개 관광지마다 발달되어왔다.
사내리의 유흥업 역시 주막에서 시작된다. 청주나들이에 분포

배경에서 기인한다.

했던 몇몇 주막집은 숙박업소로 분화하기도 하였지만 공간이 작

1960년대 후반부터는 대포집에 이어 방석집과 요정 등 좀더

의 터키탕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대개 터키탕은 서울

은 경우, 대포집으로 분화하였다.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전문적인 업종이 등장한다. 당시 사내리의 유명한 요정은 백운

에 집중되어 있었다. 국립공원이 되기도 전인 시기에 지방의 작

터키탕의 존재는 마을의 청소년에게 호기심의 대상이기도 하

까지는 오리숲에 한 두 칸 남짓한 공간의 대포집이 상당 수 있었

장, 평양관, 경북관 등이 있었다. 방석집과 요정은 영업 형태는

은 마을에 터키탕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 관광지로서 사

였다. 지금은 50~60대가 된 장년층의 지역 주민은 당시 친구들

다. 황해도 출신인 박헌(남, 1930년생)은 1950년대 중반 오리숲

거의 유사하였지만 요정이 좀더 고급 유흥업소였다. 한 마을 주

내리가 발전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터키탕

과 삼삼오오 모여 터키탕을 훔쳐보기 위해 담벼락을 기웃거렸던

에 있는 한 대포집에서 처음 잡채를 먹어봤었다고 회고하였다.

민에 증언에 따르면, 당시 요정에서 밤새 술을 먹으면 3,000원

즉, 당시만 해도 대포집은 음식점이자 술집의 성격이 강하였다.

정도가 들 정도였다고 한다. 1970년에 자장면은 100원, 담배가

대포집이 유흥업의 성격이 강한 것은 대개 여성종사원들을 두
고 장사를 했기 때문이다. 각 집마다 3~4명의 종사원을 두었고,

10원, 소주 한 병이 65원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가격
이 비쌌던 것을 알 수 있다.

것을 추억삼아 얘기하곤 한다.
속리산 관광호텔의 등장은 사내리의 유흥업 발달에 큰 역할
29 터키탕은 터키대사관의 항의로 1996년부터 증기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경향신
문, 1996년 8월 19일자 참고.) 그러나 본서에서는 당시 주민의 기억 속의 명칭인 터키탕
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을 하였다. 특히, 나이트클럽과 카지노가 들어서면서 전국적으
로 유명한 유흥업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경향신문 1970년 3월

그들은 주로 손님을 접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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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흥업

그다음에 흐름이 60년대 후반 68년도, 69년도 70년도 이때에 술집

은 엄밀히 말하면, 목욕업이지만 사치성업소 및 유흥업으로 분

그때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식당도 별로 없었고 솔직히 말해서

이 생겼어. 여자들 놓고 방석집. 지금으로 말하자면 방석집이여. 그

류되었다. 이는 다른 유흥업과 마찬가지로 여성종업원을 고용하

관광지에서 유흥업이 발달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특히, 숙박

대포집이 몇 개 있었어. 치마 입은 여자들 젓가락 두들기면서 막걸

게 생겨서 속리산에 성행을 했어. | 박남식(남, 1945년생)

여 남성을 상대로 영업한 이유가 가장 크다. 1988년 서울올림픽

관광객이 많은 지역일수록 유흥업의 발달은 비례할 수밖에 없

리 놓고. 좋은 안주가 계란 부쳐 놓은 거. 후라이 해 놓은 거. 그거하

이후, 터키탕이 퇴폐업소로 바뀐 맥락도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다. 물론 최근 등장하고 있는 녹색관광(Green Tourism)이나 생

고 막걸리하고. 소주도 별로 안 먹었어. 그때는 60년대는 독에 들은

같은 시기에 ‘터키탕’이 생기기도 하였다. 터키탕은 1960년대

태관광(Eco-Tourism) 등의 경우, 관광지라고 해서 반드시 유흥

소주 따라서 팔던 시절이거든? 병소주를. 그래서 소주는 별로 안 먹

초 외국 관광객유치를 목적으로 때밀이, 안마 등 목욕장업으로

었고 막걸리 놓고 대포집에 여자들 많은 데는 한 서너 명씩 두고.(

시작한 업종을 말한다.29 사내리에는 1960년대 중 후반에 생겼

잔디밭에 소나무 다복하게 있는데 있지. 거기가 옛날 터키탕도 있

먹었지) | 박남식(남, 1945년생)

다가 도시계획이 실시되면서 기존의 업소가 사라지고 속리산 관

었어. 그때 당시에 전국에서 아가씨들 불러다가 남자 때 밀어 주던

광호텔에서만 운영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

데는 여기밖에 없었어. | 박남식(남, 1945년생)

업이 발달한다고 볼 수 없지만 관광의 기본적인 목적인 ‘즐거움’

에 상응하는 유흥업은 대개 관광지마다 발달되어왔다.
사내리의 유흥업 역시 주막에서 시작된다. 청주나들이에 분포

배경에서 기인한다.

했던 몇몇 주막집은 숙박업소로 분화하기도 하였지만 공간이 작

1960년대 후반부터는 대포집에 이어 방석집과 요정 등 좀더

의 터키탕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대개 터키탕은 서울

은 경우, 대포집으로 분화하였다.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전문적인 업종이 등장한다. 당시 사내리의 유명한 요정은 백운

에 집중되어 있었다. 국립공원이 되기도 전인 시기에 지방의 작

터키탕의 존재는 마을의 청소년에게 호기심의 대상이기도 하

까지는 오리숲에 한 두 칸 남짓한 공간의 대포집이 상당 수 있었

장, 평양관, 경북관 등이 있었다. 방석집과 요정은 영업 형태는

은 마을에 터키탕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 관광지로서 사

였다. 지금은 50~60대가 된 장년층의 지역 주민은 당시 친구들

다. 황해도 출신인 박헌(남, 1930년생)은 1950년대 중반 오리숲

거의 유사하였지만 요정이 좀더 고급 유흥업소였다. 한 마을 주

내리가 발전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터키탕

과 삼삼오오 모여 터키탕을 훔쳐보기 위해 담벼락을 기웃거렸던

에 있는 한 대포집에서 처음 잡채를 먹어봤었다고 회고하였다.

민에 증언에 따르면, 당시 요정에서 밤새 술을 먹으면 3,000원

즉, 당시만 해도 대포집은 음식점이자 술집의 성격이 강하였다.

정도가 들 정도였다고 한다. 1970년에 자장면은 100원, 담배가

대포집이 유흥업의 성격이 강한 것은 대개 여성종사원들을 두
고 장사를 했기 때문이다. 각 집마다 3~4명의 종사원을 두었고,

10원, 소주 한 병이 65원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가격
이 비쌌던 것을 알 수 있다.

것을 추억삼아 얘기하곤 한다.
속리산 관광호텔의 등장은 사내리의 유흥업 발달에 큰 역할
29 터키탕은 터키대사관의 항의로 1996년부터 증기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경향신
문, 1996년 8월 19일자 참고.) 그러나 본서에서는 당시 주민의 기억 속의 명칭인 터키탕
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을 하였다. 특히, 나이트클럽과 카지노가 들어서면서 전국적으
로 유명한 유흥업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경향신문 1970년 3월

그들은 주로 손님을 접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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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자 광고면을 보면 당시의 호텔광고를 볼 수 있는데, 서울을

년대에는 마을에 다방이 11~13개가 자리 잡고 업소마다 여성종

제외하고는 대전 유성의 관광호텔과 속리산 관광호텔의 광고가

업원을 4~5명씩 두는 등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관광객이 점

전국적 단위에서 유이(有二)하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

차 줄어들고 관광지 정화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다방은 점차 사

욱 흥미로운 것은 광고 글귀인데, ‘나이트 크럽과 빠(미희써비

스)’, ‘기생파티’의 표현에서 관광호텔에 많은 유흥업소가 입점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라졌고, 현재는 마을에 단 하나의 다방도 존재하지 않는다.

(5) 음식점

카지노는 1971년에 개장하여 1995년에 폐장할 때까지 속리
산 관광호텔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다. 우리나라에 카지노가

2011년 사내리 상가지역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업종은

가장 먼저 생긴 것이 1967년이며, 1968년에 서울 워커힐 카지노

음식점이다. 조사팀이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가 외국인 전용으로 호텔에 처음 생긴 것을 감안하면, 속리산 관

195개의 업소 중 69곳, 전체의 35%가 음식점이었다. 특히 음

광호텔 카지노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개장한 카지노였다. 전국

식점은 상가지역을 가로 지르는 도로 양측에 밀집되어 있기 때

적으로 봤을 때도 제주도나 설악산 등의 카지노보다도 먼저 생

문에 관광객이 느끼는 가시적인 경관에 있어서 음식점의 비중

긴 곳이 속리산 관광호텔 카지노였다.

은 수치보다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

카지노의 등장은 많은 자본이 사내리에 집중되어 많은 부가가

의 양상과는 달리 사내리의 음식점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 것

치를 창출한 동시에 이권간의 분쟁을 낳기도 하였다. 특히 당시

은 1980년대 중후반 이후로, 이러한 경관은 비교적 근래에 형성

카지노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건달들 때문에 마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을의 치안이 한동안 불안정하기도 하였다. 건달들이 술을 먹고

음식점이 현재와 비교했을 때 그 수가 적었던 이유는 관광객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면 경찰들이 도망갈 정도로 건달들의 횡

의 유형과 관계가 깊다. 사내리에 방문했던 관광객의 대부분은

30

포가 심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2011년 10월 25일자 기사에 따

수학여행객과 같은 단체 관광객이었다. 또한, 신혼여행객과 같

르면, 조직 폭력배가 체계적・기업적 조직으로 바뀌게 된 계기

이 소규모 단위이더라도 대개 단체를 구성하여 관광하는 대중

가 속리산 관광호텔 카지노에 지분을 참여했다가 돈맛을 본 이

관광을 선호하였다. 따라서 30평 남짓한 당시 상가 규모를 고려

후라고 할 정도로 당시 카지노의 위세는 대단하였다.

할 때 음식점이 수학여행객과 같은 단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없

1992년 속리식당의 모습. 벽에 걸려 있는 차림표를 통해 당시 판매했던 메뉴와 가격을 알 수 있다.(박홍식 제공)

1970년대에서 1980년대의 유흥업은 살롱과 나이트클럽, 다

었다. 게다가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음식점이

방이 주를 이뤘다. 살롱은 현재 사내리에 남아 있는 나이트클

대중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관광객의 식사는 단체를 수용할 수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었다.

유명한 곳이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도 전국에

럽의 원조 격이다. 3인조 밴드가 살롱에서 연주를 해주며, 술을

있는 여관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1960년대 오리숲에 있던 복천식당은 중국요리를 주로 팔던 곳

서 경희식당의 음식을 먹기 위해 찾아들었다. 경희식당은 숙박

이었고, 모란봉식당은 평양식 냉면을 판매하였다. 조사팀이 입

단지 내 위치한 여관을 개조하였기 때문에 다른 식당과 달리 집

마시며 노래와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었다. 1970년대 말에서

그러나 1980년대 중후반부터 기념품이나 잡화점과 같이 ‘잘

1980년대 초에는 이러한 밴드만 마을에 12팀이 있었다고 한다.

나가던’ 업종을 운영하는 주민이 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수한 1992년 사내리의 한 식당 풍경이 담긴 사진에는 당시 차림

안에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으며, 다

마을 내 있는 나이트클럽은 속리산 관광호텔에 나이트클럽이

시작한다. 1980년대 이후, 관광소비의 유형은 단체보다는 가족

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산채비빔밥이나 산채정식, 버섯전골, 더

양한 산채와 버섯반찬이 한상 가득 나와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

없어진 이후부터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나이트클

단위로 개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관광객의 체재일수도 당일이

덕구이뿐만 아니라 육개장, 설렁탕, 해장국, 오징어전골, 낙지전

잡을 수 있었다.

럽이 장사가 잘됐던 이유는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은 대부분 단체

나 1박 2일의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사내리의 경우도

골, 곱창전골 해물전골, 불고기 백반 등 다양하면서 어느 지역에

2011년 사내리 음식점의 메뉴를 보면 1992년 메뉴에서 상당

손님이 많았던 데다가 대부분 숙박 손님이었기 때문에 대형 홀

관광객의 체재일수가 1977년 당일 29.9%, 1박 2일 40.7%에서

서나 볼 수 있는 음식을 팔고 있었다. 버섯전골이나 더덕구이는

수 가감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송이버섯, 능이버섯 등 자연산

오히려 기존 차림표에는 없고 추가된 신(新)메뉴였다.

버섯과 산채를 이용한 다양한 메뉴가 추가된 반면, 기존에 있던

(hall)이 있었던 나이트클럽에서 유흥을 즐길 수밖에 없었다.
오리숲 구상가 시절부터 다방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사

내리에서 가정 먼저 TV가 들어 온 곳이었던 다방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이 모여 TV를 보던 곳이기도 하였다. 19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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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당일 57.6%, 1박 2일 25.9%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
화는 소규모 음식점이 주목받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점이 급속도로 증가한 시점과 일치한다. 당시 사회적으로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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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각종 전골이나 탕류는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다.

사내리 음식점에서 판매하던 음식들은 사실 전국의 어느 음식

30 사내리와 관련된 과거 신문기사를 검색해보면, 살인 등 대형사건・사고에 대한 기사

기 때문이었다.

산채와 버섯을 이용한 음식에 집중하기 시작한 시점도 음식

31 이후석, 위의 글, 38쪽

02. 사내리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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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자 광고면을 보면 당시의 호텔광고를 볼 수 있는데, 서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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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당일 57.6%, 1박 2일 25.9%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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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음식점 마다 메뉴가 유사해지다 보니 각 음식점에서는

점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2011년 현재에는 대부분의 음식점

이 단순히 놀고 보는 것에서 느끼고 맛보는 것으로 바뀌고 있었

자신만의 특별한 메뉴를 직접 개발하기도 하였다. 보은군이나 충

에서 산채비빔밥이나 산채정식, 버섯전골 등 산채나 버섯을 이

으며, 산지에서 생산되는 토산품과 음식 등에 관광객들의 관심

청북도에서 개최하는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를 통해 새로운 메

용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도 이런 음식

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도 향토색을 강조하면

뉴를 개발하고 특허를 내기도 하였다. 신토불이 약초식당의 약초

서 현지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정식이나 영남식당의 대추정식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경희식당은 이런 특산품을 이용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곳으로

렇게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한 업소들은 향토음식지정업소

가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마을에 들어온 건달들이 문제를 간혹 일으켰

122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각종 전골이나 탕류는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다.

사내리 음식점에서 판매하던 음식들은 사실 전국의 어느 음식

30 사내리와 관련된 과거 신문기사를 검색해보면, 살인 등 대형사건・사고에 대한 기사

기 때문이었다.

산채와 버섯을 이용한 음식에 집중하기 시작한 시점도 음식

31 이후석, 위의 글,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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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정되며, 사내리 내 많은 음식점들이 선정되어 있다. 32
사내리 음식점들 중에는 대를 이어 운영하거나 같이 운영하

속리산 경희식당

다가 분점을 내는 곳이 많다. 특히 대를 이어 운영하는 곳 중 일
부는 대물림전통음식계승업소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03년에

조용한 산촌마을이었던 사내리가 급속하게 전국적인 관광지
로 탈바꿈되었던 시기인 1960년대에서 1970년대는 마을 주민

30여 가지 밑반찬에 장맛 일품

는 어래식당, 경희식당, 한양식당이 선정되었고, 2005년에는 속
리토속음식점이 선정되었다.

의 생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법주사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
속리산에서 경희식당(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2구 보은

거나 산림부산물 채취나 가내수공업으로 살아가던 마을 주민은

2011년 현재 음식점은 사내리 관광업의 주요업종 중 가장 안

2-3736)을 찾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릇소리 하나 나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던 관광업에도 눈을 돌리게 된다.

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곳이라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

않는 조용한 분위기에다 35~36가지의 산나물․해산물․육류반

특히, 1970년 도시계획으로 인해 전답이었던 곳에 상가단지를

을 안고 있다. 특히 사시사철 장사를 하지 못하고 가을에 집중적

찬이 한상 가득 올라 마음을 넉넉하게 만든다.…

건설하면서 농토가 줄어들고 상가가 늘어나게 되면서 관광업에

으로 관광객이 몰리는 것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6.25때 떠나갔던 대전에서 한정식집을 열고 계속 우리나라

종사하는 주민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관광지가 되어도 마을

음식을 이어받고 또 새로운 요리를 창작해내는 남여사는 81

의 모든 주민이 자신만의 업소를 가질 수는 없었다. 업소를 갖

여기는 식당이든 어디든 꾸준해야 하는데 꾸준하지 않으니까. 식당

년에 간추린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이란 책을 내기도 했

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같은 경우는 가을 한철장사만 해도 1년 난다니까. 가을에는 손님들

다.

한, 사내리는 토지의 매매가 어려운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업

만큼. 차가 밀릴 정도 되어야 골고루 식당들이 잘되고. 그게 딱 두 번

직접 장을 보며, 배추꼬리를 채 썰어 꿀에 잰 것도 남여사의 창

소를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외지에서 들어온 이

이 있는 거 같더라고. 올 가을에. | 박충길(남, 1971년생)

작품. 성게젓도 맛있다. 4인분이 한상, 1인분에 6천원. [……]
경향신문 1988년 4월 28일

들은 더욱 쉽지 않았다.
사내리 음식점 메뉴판

이러한 주민이 관광업과 관련하여 처음 시작한 직업이 바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사내리는 2010년부터 여름마다

관광종사원이다. 관광종사원은 관광업과 관련된 서비스 직종을

육상선수단을 비롯한 운동선수단의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시작

통틀어 말한다. 현재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관

하였다. 운동선수단은 비교적 장기간 체류하기 때문에 그들의

32 음식업 조합에서는 마을 내 경연대회의 중복 출전을 막고자 출전 업소를 공정하게 심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들에게 있어서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리사, 호텔경영사 등의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정부에서 ‘관

기회였다. 음식점 중 일부는 전지훈련 지정업소로 선정되어 선

광종사원 자격증’을 발급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그
러나 본서에서 다룰 사내리의 ‘관광종사원’은 이러한 관광종사

수단의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원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우선 이들은 정부에서 정식적인

사하여 매년 한 업소를 대회에 출전시키고 있다.

교육과 절차를 밟고 공인되었지만 사내리의 관광종사원은 관광
보은군 향토음식 지정업소

객의 기호와 취향에 대응하며 그들 스스로 직종에 적응해 나갔
다. 이런 점에서 사내리의 관광종사원은 관광객과 업소를 운영
하는 지역주민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였다. 특히, 그들은 지역주민과 관광객 사이에 발생하는 문화적
인 간극(間隙)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관광문화 형성
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사내리의 관광종사
원은 중개인을 뜻하는 ‘middle man’의 개념과 유사하다.

사내리에서 활동한 관광종사원을 살펴보는 것은 두 가지 측면
대물림전통음식계승업소

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관광종사원은 사내리의 관광
지화 과정에서 많은 외지인이 마을로 들어왔을 때, 처음 가진 직
업군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내리는 토지를 쉽게 매매
할 수 없는 특수한 환경이었지만 반면에 이러한 환경은 누구나
자본이 없어도 마을에 들어와 쉽게 정착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업소를 갖고 있는 주민들도 대개 그 시작은 관광종사원부터인

전지훈련 지정업소
‘한국 맛있는 집’으로 지정된 경희식당

124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노인 우대 모범업소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광종사원의 활약은 다른 일반적인 농촌
이나 어촌에서는 볼 수 없는 사내리 생업의 특징이기도 하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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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정되며, 사내리 내 많은 음식점들이 선정되어 있다. 32
사내리 음식점들 중에는 대를 이어 운영하거나 같이 운영하

속리산 경희식당

다가 분점을 내는 곳이 많다. 특히 대를 이어 운영하는 곳 중 일
부는 대물림전통음식계승업소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03년에

조용한 산촌마을이었던 사내리가 급속하게 전국적인 관광지
로 탈바꿈되었던 시기인 1960년대에서 1970년대는 마을 주민

30여 가지 밑반찬에 장맛 일품

는 어래식당, 경희식당, 한양식당이 선정되었고, 2005년에는 속
리토속음식점이 선정되었다.

의 생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법주사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
속리산에서 경희식당(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2구 보은

거나 산림부산물 채취나 가내수공업으로 살아가던 마을 주민은

2011년 현재 음식점은 사내리 관광업의 주요업종 중 가장 안

2-3736)을 찾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릇소리 하나 나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던 관광업에도 눈을 돌리게 된다.

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곳이라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

않는 조용한 분위기에다 35~36가지의 산나물․해산물․육류반

특히, 1970년 도시계획으로 인해 전답이었던 곳에 상가단지를

을 안고 있다. 특히 사시사철 장사를 하지 못하고 가을에 집중적

찬이 한상 가득 올라 마음을 넉넉하게 만든다.…

건설하면서 농토가 줄어들고 상가가 늘어나게 되면서 관광업에

으로 관광객이 몰리는 것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6.25때 떠나갔던 대전에서 한정식집을 열고 계속 우리나라

종사하는 주민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관광지가 되어도 마을

음식을 이어받고 또 새로운 요리를 창작해내는 남여사는 81

의 모든 주민이 자신만의 업소를 가질 수는 없었다. 업소를 갖

여기는 식당이든 어디든 꾸준해야 하는데 꾸준하지 않으니까. 식당

년에 간추린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이란 책을 내기도 했

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같은 경우는 가을 한철장사만 해도 1년 난다니까. 가을에는 손님들

다.

한, 사내리는 토지의 매매가 어려운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업

만큼. 차가 밀릴 정도 되어야 골고루 식당들이 잘되고. 그게 딱 두 번

직접 장을 보며, 배추꼬리를 채 썰어 꿀에 잰 것도 남여사의 창

소를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외지에서 들어온 이

이 있는 거 같더라고. 올 가을에. | 박충길(남, 1971년생)

작품. 성게젓도 맛있다. 4인분이 한상, 1인분에 6천원. [……]
경향신문 1988년 4월 28일

들은 더욱 쉽지 않았다.
사내리 음식점 메뉴판

이러한 주민이 관광업과 관련하여 처음 시작한 직업이 바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사내리는 2010년부터 여름마다

관광종사원이다. 관광종사원은 관광업과 관련된 서비스 직종을

육상선수단을 비롯한 운동선수단의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시작

통틀어 말한다. 현재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관

하였다. 운동선수단은 비교적 장기간 체류하기 때문에 그들의

32 음식업 조합에서는 마을 내 경연대회의 중복 출전을 막고자 출전 업소를 공정하게 심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들에게 있어서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리사, 호텔경영사 등의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정부에서 ‘관

기회였다. 음식점 중 일부는 전지훈련 지정업소로 선정되어 선

광종사원 자격증’을 발급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그
러나 본서에서 다룰 사내리의 ‘관광종사원’은 이러한 관광종사

수단의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원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우선 이들은 정부에서 정식적인

사하여 매년 한 업소를 대회에 출전시키고 있다.

교육과 절차를 밟고 공인되었지만 사내리의 관광종사원은 관광
보은군 향토음식 지정업소

객의 기호와 취향에 대응하며 그들 스스로 직종에 적응해 나갔
다. 이런 점에서 사내리의 관광종사원은 관광객과 업소를 운영
하는 지역주민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였다. 특히, 그들은 지역주민과 관광객 사이에 발생하는 문화적
인 간극(間隙)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관광문화 형성
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사내리의 관광종사
원은 중개인을 뜻하는 ‘middle man’의 개념과 유사하다.

사내리에서 활동한 관광종사원을 살펴보는 것은 두 가지 측면
대물림전통음식계승업소

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관광종사원은 사내리의 관광
지화 과정에서 많은 외지인이 마을로 들어왔을 때, 처음 가진 직
업군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내리는 토지를 쉽게 매매
할 수 없는 특수한 환경이었지만 반면에 이러한 환경은 누구나
자본이 없어도 마을에 들어와 쉽게 정착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업소를 갖고 있는 주민들도 대개 그 시작은 관광종사원부터인

전지훈련 지정업소
‘한국 맛있는 집’으로 지정된 경희식당

124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노인 우대 모범업소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광종사원의 활약은 다른 일반적인 농촌
이나 어촌에서는 볼 수 없는 사내리 생업의 특징이기도 하다. 둘
02. 사내리의 과거

| 125

을 정도로 많이 이들이 종사하는 직종이었다.

각하면 안내원은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직종 중 하나였다.

관광객 유치 경쟁

대전이나 보은의 주차장에서 청객을 해가지고 오잖아. 그럼 여관 방

째, 관광종사원은 사내리의 관광자원을 직접적으로 관광객에게

반까지는 여관은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이었

설명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여관・등산안내나 사진

다. 당시 속리산 관광은 당일코스로는 소화하기 힘들었고, 교통

사 등이 법주사의 문화재나 속리산의 명소 등을 직접 안내하거

편도 지금과 비교하면 많이 열악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나 설명함으로서 관광객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관광문화 형

하고 각 여관들은 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이를 전

여관안내원의 경우, 마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을 밖으

한칸에다가 불도 때주고 (그러면서) 산에 가자고 살살 꼬시는 거지.

성에 기여하였다. 최근 마지막까지 사진사로 활동했던 세 명의

담하는 직원을 고용하였다. 정식명칭은 여관안내원, 속칭으로

로 나가 관광객을 유치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의 경우, 관광객

그러면 그때 등산 안내 한 번 하는데 쌀 한 말 값, 지금 돈으로 따지

이 대전역까지 기차를 타고 와서 버스로 환승하여 보은시외버스

면 쌀 한 가마니 값을 받는 거야. 거기 그거 값이 문제가 아니고 그

주민이 법주사 문화유산해설사로 전향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은

는 ‘삐끼’라 불렀다. 삐끼는 여관안내원만 통칭하는 표현이 아니

그들이 과거 관광종사원으로서 활동한 경험이 사내리의 관광자

었다. 업종에 따라 식당이나 술집도 안내원이 있는 경우가 있었

터미널을 거쳐 속리산에 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관광객을 잡

땐 참 돈을 많이 벌었어. 따지고 보면 그때 지금 같은 정신으로 (일

원을 설명하는데 유용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고, 지금으로 따지면 가이드(Guide)와 같은 등산안내원들도 이

기 위해 여관안내원들은 보은시외버스터미널이나 대전역 앞에

했으면) 돈 무지하게 벌었을 거야. 아끼질 못해서 그러지. | 박남식

렇게 불렀다.

서 속리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유치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남, 1945년생)

여기에서는 여관․등산 안내원, 사진사, 미용사, 운수업 종사자,
지게꾼 등의 관광종사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여관·등산안내원
‘삐끼’라 불린 이들

지금은 관광지를 소개하는 각종 안내 자료가 책이나 인터넷
등에 넘쳐나고 있지만 과거에는 관광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심하게 약빠른 애들은 대전역전까지 가가지고 열차타고 올라오면

등산 안내는 대개 법주사를 거쳐 문장대를 경유하는 코스로

알지 못한 채 관광을 하는 관광객들이 많았다. 이런 배경 때문에

그 손님을 모셔오고 그랬어. 청주는 그때 당시에 여기가 충청북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문장대로 가기 위해서는 법주사를 거

안내원들은 관광객을 상대로 호객(豪客), 청객(請客)행위를 많

지역이지만 청주에는 별로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었고 대전을 전부

쳐 세심정 → 복천암 → 용바위골 → 보현재 → 냉천골을 거쳐

이 하였고, 관광객들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법주사의

다 상대를 했지. | 박남식(남, 1945년생)

야 했는데 각 지역마다 휴게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코스

관광지에 특정 업종이 장사가 잘되면 그 업종이 많아지고, 이

문화재나 속리산의 등산코스와 자연경관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쟁이 따르기 마련이다. 속리산과 법주사

안내해 줄 사람이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필요하였다. 이런 이유

가 숙박코스 관광지로 각광을 받던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중

로 인해 ‘삐끼’들은 1960년대 구상가 시절에는 약 100여명이 있

가 예전부터 많은 관광객이 찾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또한, 수학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 일부 여관안내원들이 전국

천왕봉 등산 코스는 당시 인기가 높지 않았다. 정덕근(남, 1953

에 있는 학교를 찾아다니기도 하였다. 특히 1960년대 후반에서

년생)에 따르면, 당시 등산안내원들 중 일부는 등산이 힘들거나

1980년대까지는 해인사, 경주, 설악산 등의 관광지와 경쟁하며

귀찮을 때 보현재를 문장대라고 속이고 산을 내려 왔다는 웃지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였다.

못할 에피소드도 많았다고 한다.
등산안내원의 경우, 사진사를 겸업을 하여 안내와 동시에 기

경주하고 경쟁을 많이 했지. 우리도 그때 여관(에서 일하면서) 군

념사진을 찍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까지만 해도 카메

대 갔다 와서 장가가기 직전에 결혼하고 몇 년 동안은 전국을 돌아

라가 귀했을 때라 모든 등산안내원들이 사진사를 겸업하지는 못

다니면서 학단(수학여행단)들 끌어 다니라고 섭외한다고 했었지.

했다. 따라서 이 당시까지만 해도 등산안내비와는 별도로 사진

| 박남식(남, 1945년생)

비를 따로 받았다. 이렇게 사진사를 겸업하는 등산안내원의 수
입이 가장 좋았다.

영업 형태

여관안내원은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면 자신과 계약되어 있는

그 돈(등산 안내비)은 별거가 아니야. 사진 카메라를 갖고 있는 사

여관으로 관광객을 인솔한다. 여관안내원은 관광객에게 식사 및

람은 [……] 흑백사진이야. 60년대는 흑백사진이야. 그걸 가지고 사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이 모든 것을 마치면

진을 찍는 거야. 찍어가지고 와서 여기 그때 가만 있어봐. 그 현상

여관 주인으로부터 방을 기준으로 중계료를 받는다.

소가 어디 있었나? 그걸 가져와서 그날 밤에 뽑아. 그럼 신혼여행을

여관안내가 끝나면 자연스레 등산안내가 시작되었다. 관광객

오면 하룻밤 자는게 아니고 대개 이틀 밤 내지 삼일 정도 자잖아. 그

입장에서도 숙소를 잡았으니 본격적으로 관광을 해야 하는 것

러면 그걸 뽑아 가지고 주면은 그 돈이 그때 제대로 걸린 사람은 쌀

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여관안내원이 등산안내까지 겸업하는 경

몇 가마니를 버는 거고, 이제 좀 짠 사람을 만나면 쌀 두가마니 정도

우도 있었지만, 등산안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 인계를 해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40만원 가까이 (버는 거지) |

주고 다시 중계료를 챙기는 경우도 많았다.

박남식(남, 1945년생)

여관안내나 등산안내 모두 농사를 짓는 것에 비하면 벌이가

해주여관 내 여관안내원(박남식 제공)

126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 등산 안내의 경우, 한 쌍의 신혼여행객을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등산안내원보다 사진사가 늘어나

유치하면 당시 쌀 한 말 값을 받았을 정도였다고 한다. 물론 이런

게 되었다. 특히, 신혼여행객들이 증가하면서 등산안내원의 역

일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어려웠던 경제 사정을 생

할을 사진사가 대신하게 되었다. 따라서 영업 형태도 안내비와
02. 사내리의 과거

| 127

을 정도로 많이 이들이 종사하는 직종이었다.

각하면 안내원은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직종 중 하나였다.

관광객 유치 경쟁

대전이나 보은의 주차장에서 청객을 해가지고 오잖아. 그럼 여관 방

째, 관광종사원은 사내리의 관광자원을 직접적으로 관광객에게

반까지는 여관은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이었

설명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여관・등산안내나 사진

다. 당시 속리산 관광은 당일코스로는 소화하기 힘들었고, 교통

사 등이 법주사의 문화재나 속리산의 명소 등을 직접 안내하거

편도 지금과 비교하면 많이 열악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나 설명함으로서 관광객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관광문화 형

하고 각 여관들은 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이를 전

여관안내원의 경우, 마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을 밖으

한칸에다가 불도 때주고 (그러면서) 산에 가자고 살살 꼬시는 거지.

성에 기여하였다. 최근 마지막까지 사진사로 활동했던 세 명의

담하는 직원을 고용하였다. 정식명칭은 여관안내원, 속칭으로

로 나가 관광객을 유치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의 경우, 관광객

그러면 그때 등산 안내 한 번 하는데 쌀 한 말 값, 지금 돈으로 따지

이 대전역까지 기차를 타고 와서 버스로 환승하여 보은시외버스

면 쌀 한 가마니 값을 받는 거야. 거기 그거 값이 문제가 아니고 그

주민이 법주사 문화유산해설사로 전향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은

는 ‘삐끼’라 불렀다. 삐끼는 여관안내원만 통칭하는 표현이 아니

그들이 과거 관광종사원으로서 활동한 경험이 사내리의 관광자

었다. 업종에 따라 식당이나 술집도 안내원이 있는 경우가 있었

터미널을 거쳐 속리산에 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관광객을 잡

땐 참 돈을 많이 벌었어. 따지고 보면 그때 지금 같은 정신으로 (일

원을 설명하는데 유용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고, 지금으로 따지면 가이드(Guide)와 같은 등산안내원들도 이

기 위해 여관안내원들은 보은시외버스터미널이나 대전역 앞에

했으면) 돈 무지하게 벌었을 거야. 아끼질 못해서 그러지. | 박남식

렇게 불렀다.

서 속리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유치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남, 1945년생)

여기에서는 여관․등산 안내원, 사진사, 미용사, 운수업 종사자,
지게꾼 등의 관광종사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여관·등산안내원
‘삐끼’라 불린 이들

지금은 관광지를 소개하는 각종 안내 자료가 책이나 인터넷
등에 넘쳐나고 있지만 과거에는 관광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심하게 약빠른 애들은 대전역전까지 가가지고 열차타고 올라오면

등산 안내는 대개 법주사를 거쳐 문장대를 경유하는 코스로

알지 못한 채 관광을 하는 관광객들이 많았다. 이런 배경 때문에

그 손님을 모셔오고 그랬어. 청주는 그때 당시에 여기가 충청북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문장대로 가기 위해서는 법주사를 거

안내원들은 관광객을 상대로 호객(豪客), 청객(請客)행위를 많

지역이지만 청주에는 별로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었고 대전을 전부

쳐 세심정 → 복천암 → 용바위골 → 보현재 → 냉천골을 거쳐

이 하였고, 관광객들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법주사의

다 상대를 했지. | 박남식(남, 1945년생)

야 했는데 각 지역마다 휴게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코스

관광지에 특정 업종이 장사가 잘되면 그 업종이 많아지고, 이

문화재나 속리산의 등산코스와 자연경관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쟁이 따르기 마련이다. 속리산과 법주사

안내해 줄 사람이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필요하였다. 이런 이유

가 숙박코스 관광지로 각광을 받던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중

로 인해 ‘삐끼’들은 1960년대 구상가 시절에는 약 100여명이 있

가 예전부터 많은 관광객이 찾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또한, 수학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 일부 여관안내원들이 전국

천왕봉 등산 코스는 당시 인기가 높지 않았다. 정덕근(남, 1953

에 있는 학교를 찾아다니기도 하였다. 특히 1960년대 후반에서

년생)에 따르면, 당시 등산안내원들 중 일부는 등산이 힘들거나

1980년대까지는 해인사, 경주, 설악산 등의 관광지와 경쟁하며

귀찮을 때 보현재를 문장대라고 속이고 산을 내려 왔다는 웃지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였다.

못할 에피소드도 많았다고 한다.
등산안내원의 경우, 사진사를 겸업을 하여 안내와 동시에 기

경주하고 경쟁을 많이 했지. 우리도 그때 여관(에서 일하면서) 군

념사진을 찍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까지만 해도 카메

대 갔다 와서 장가가기 직전에 결혼하고 몇 년 동안은 전국을 돌아

라가 귀했을 때라 모든 등산안내원들이 사진사를 겸업하지는 못

다니면서 학단(수학여행단)들 끌어 다니라고 섭외한다고 했었지.

했다. 따라서 이 당시까지만 해도 등산안내비와는 별도로 사진

| 박남식(남, 1945년생)

비를 따로 받았다. 이렇게 사진사를 겸업하는 등산안내원의 수
입이 가장 좋았다.

영업 형태

여관안내원은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면 자신과 계약되어 있는

그 돈(등산 안내비)은 별거가 아니야. 사진 카메라를 갖고 있는 사

여관으로 관광객을 인솔한다. 여관안내원은 관광객에게 식사 및

람은 [……] 흑백사진이야. 60년대는 흑백사진이야. 그걸 가지고 사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이 모든 것을 마치면

진을 찍는 거야. 찍어가지고 와서 여기 그때 가만 있어봐. 그 현상

여관 주인으로부터 방을 기준으로 중계료를 받는다.

소가 어디 있었나? 그걸 가져와서 그날 밤에 뽑아. 그럼 신혼여행을

여관안내가 끝나면 자연스레 등산안내가 시작되었다. 관광객

오면 하룻밤 자는게 아니고 대개 이틀 밤 내지 삼일 정도 자잖아. 그

입장에서도 숙소를 잡았으니 본격적으로 관광을 해야 하는 것

러면 그걸 뽑아 가지고 주면은 그 돈이 그때 제대로 걸린 사람은 쌀

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여관안내원이 등산안내까지 겸업하는 경

몇 가마니를 버는 거고, 이제 좀 짠 사람을 만나면 쌀 두가마니 정도

우도 있었지만, 등산안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 인계를 해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40만원 가까이 (버는 거지) |

주고 다시 중계료를 챙기는 경우도 많았다.

박남식(남, 1945년생)

여관안내나 등산안내 모두 농사를 짓는 것에 비하면 벌이가

해주여관 내 여관안내원(박남식 제공)

126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 등산 안내의 경우, 한 쌍의 신혼여행객을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등산안내원보다 사진사가 늘어나

유치하면 당시 쌀 한 말 값을 받았을 정도였다고 한다. 물론 이런

게 되었다. 특히, 신혼여행객들이 증가하면서 등산안내원의 역

일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어려웠던 경제 사정을 생

할을 사진사가 대신하게 되었다. 따라서 영업 형태도 안내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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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사

소장하고 있는 사진 중 가장 오래된 사진이 1950년대 사진이며
34

, 박헌(남, 1930년생)이나 박경수(남, 1934년생)의 증언에서도

‘찍사’ 전성시대

2011년 현재는 휴대폰으로도 고화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어느 관광지에나

1950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사진사가 활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는 사내리가 관광지로 발전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더한다고 볼 수 있다.

사진을 찍어주고 인화해주는 사진사들이 있었다. 당시만 하더라
도 카메라가 지금처럼 대중적으로 보급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흔
치 않은 관광을 기념하고자 하는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사진사가 한두 명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조직적 체

했기 때문에 관광지마다 사진사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계를 갖추기 시작한다. 사진사는 여관이나 기념품점처럼 특정한

당시 사진사는 지금 보다 예술적이고 전문적인 ‘사진가(寫眞家)’

로 불리기보다는 속칭 ‘찍사’ 또는 ‘사진사(寫眞師)’라고 불렸다.

1959년 이승만 대통령이 사내리에 방문하여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국가기록원 제공)

1966년 속리산 관광도로 준공식 당시 사내리를 방문한 육영수 여사(국가기록원 제공)

법주사 사진부

자리를 잡고 운영하는 업소보다 훨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다른 업소와 마찬가지로 법주사 토지 내에 상

이들이 이렇게 불린 이유는 사진을 정식으로 배우거나 ‘작가’적

업적인 활동을 하였고, 필름 구입이나 사진 인화처럼 사진 촬영

인 활동을 하기보다는 관광객을 상대로 먹고 살기 위해 상업적

이후의 작업이나 부속품들을 소비하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활

으로 사진을 찍었기 때문이다.

동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사내리에 사진사들이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후반
부터로 추정된다. 법주사나 속리산을 찍은 사진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그 기록이 남아 있지만 이는 대개 일본인이 찍거나 정부
등의 기관에서 촬영한 것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사내리 주민이
33

사진값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필름값 으로 같이 받았다.

34 백영한(남, 1957년생)의 조부와 조모의 영정사진도 약 50년 전, 조모의 환갑을 기념하
여 당시 마을에 처음 생긴 사진관에서 쌀 한말을 주고 촬영한 것이라고 하였다.

준 것을 50여년이 지난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안내원의 전성기는 1960~1980년대이고, 그 뒤로 이를 전문
직종으로 하는 주민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그들이 사

법주사 지정사진을 했지. 그 일을 도와주는데, 육영수 여사가 극비

라진 것은 아니다. 현재도 여전히 주말이나 관광객이 몰리는 성

리에 속리산에 오신거야. 그런데 법주사 앞에 있다 보니까 군집차

수기에는 소형주차장 매표소 인근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이들

가 왔는데 얼굴을 많이 보던 사람이여. 남자가 운전기사가. 그래 날

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전문적으로 할 만큼 벌이가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지. 오라 그래가지고 어쩐일이냐. 너 150헌병

좋지 않고, 여관 주인이 직접 나와 있는 경우도 많아져서 과거와

대 안중위 아니냐. 그러니 맞다 이거여. 그래 어떻게 왔냐하니까 육

같은 안내원의 활동을 보기는 힘들다.

영수 여사를 모시고 왔는데 극비리에 왔는데 어디 은신처를 구해야
되겠는데 자기는 생전 처음 여기에 왔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모

유명인의 등산 안내

르겠다 이거여. 육영수 여사는 옥천이 고향이니까 속리산 가자니까

속리산과 법주사는 일찍부터 명승지로 알려지면서 많은 유명

온 거지 무조건. 그래서 법주사 수정암. 여자 스님 있는데. 수정암 뒷

인사들이 사내리를 방문하였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등 역대

방에다가 숨겨놓고 거기서 대소변을 다 보게 한거야. 밥도 거기서하

대통령도 사내리를 찾아왔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매년

고. 왜냐하면 노출되면 안 되니까. 5박 6일인가 거기서 기도드리고.

신정 때 마다 속리산관광호텔에 마련된 별실에서 머물다 간 것

기도가 끝나고서 수정암 주지스님하고 문장대 올라가자고 문장대

으로 유명하였다. 부인인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 인근 지역인 옥

갔다가 문장대에서 사진 찍고 경업대로 해서 신선대로 이렇게 돌아

천이고, 처남인 육인수가 당시 보은 지역 국회의원이었기 때문

오는 거야. 돌아오다 육영수 여사가 비할길(비탈길)을 가다가 한복

에 속리산에 대한 애정은 더 각별하였다. 제보자 박경수는 육영

을 입었는데 굴러서 한 5미터를 굴러 떨어진 거야. 근데 경호관이 가

수 여사가 비공식적으로 사내리를 방문했을 때 등산 안내를 해

서 경호를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 붙잡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 경
호법에. 나보고 모시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모시고 그때가 이때쯤 됐

33 당시에는 인화값이 아닌 필름 한 통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어. 감 나올 때니까 홍시 나올 때니까. | 박경수(남, 1934년생)
1959년 이승만 대통령 방문 당시 사진. 우측에 속리사진관이라는 간판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시기에 이미 사진사가 활동한 것을 알 수 있다.

128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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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하고 있는 사진 중 가장 오래된 사진이 1950년대 사진이며
34

, 박헌(남, 1930년생)이나 박경수(남, 1934년생)의 증언에서도

‘찍사’ 전성시대

2011년 현재는 휴대폰으로도 고화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어느 관광지에나

1950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사진사가 활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는 사내리가 관광지로 발전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더한다고 볼 수 있다.

사진을 찍어주고 인화해주는 사진사들이 있었다. 당시만 하더라
도 카메라가 지금처럼 대중적으로 보급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흔
치 않은 관광을 기념하고자 하는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사진사가 한두 명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조직적 체

했기 때문에 관광지마다 사진사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계를 갖추기 시작한다. 사진사는 여관이나 기념품점처럼 특정한

당시 사진사는 지금 보다 예술적이고 전문적인 ‘사진가(寫眞家)’

로 불리기보다는 속칭 ‘찍사’ 또는 ‘사진사(寫眞師)’라고 불렸다.

1959년 이승만 대통령이 사내리에 방문하여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국가기록원 제공)

1966년 속리산 관광도로 준공식 당시 사내리를 방문한 육영수 여사(국가기록원 제공)

법주사 사진부

자리를 잡고 운영하는 업소보다 훨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다른 업소와 마찬가지로 법주사 토지 내에 상

이들이 이렇게 불린 이유는 사진을 정식으로 배우거나 ‘작가’적

업적인 활동을 하였고, 필름 구입이나 사진 인화처럼 사진 촬영

인 활동을 하기보다는 관광객을 상대로 먹고 살기 위해 상업적

이후의 작업이나 부속품들을 소비하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활

으로 사진을 찍었기 때문이다.

동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사내리에 사진사들이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후반
부터로 추정된다. 법주사나 속리산을 찍은 사진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그 기록이 남아 있지만 이는 대개 일본인이 찍거나 정부
등의 기관에서 촬영한 것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사내리 주민이
33

사진값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필름값 으로 같이 받았다.

34 백영한(남, 1957년생)의 조부와 조모의 영정사진도 약 50년 전, 조모의 환갑을 기념하
여 당시 마을에 처음 생긴 사진관에서 쌀 한말을 주고 촬영한 것이라고 하였다.

준 것을 50여년이 지난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안내원의 전성기는 1960~1980년대이고, 그 뒤로 이를 전문
직종으로 하는 주민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그들이 사

법주사 지정사진을 했지. 그 일을 도와주는데, 육영수 여사가 극비

라진 것은 아니다. 현재도 여전히 주말이나 관광객이 몰리는 성

리에 속리산에 오신거야. 그런데 법주사 앞에 있다 보니까 군집차

수기에는 소형주차장 매표소 인근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이들

가 왔는데 얼굴을 많이 보던 사람이여. 남자가 운전기사가. 그래 날

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전문적으로 할 만큼 벌이가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지. 오라 그래가지고 어쩐일이냐. 너 150헌병

좋지 않고, 여관 주인이 직접 나와 있는 경우도 많아져서 과거와

대 안중위 아니냐. 그러니 맞다 이거여. 그래 어떻게 왔냐하니까 육

같은 안내원의 활동을 보기는 힘들다.

영수 여사를 모시고 왔는데 극비리에 왔는데 어디 은신처를 구해야
되겠는데 자기는 생전 처음 여기에 왔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모

유명인의 등산 안내

르겠다 이거여. 육영수 여사는 옥천이 고향이니까 속리산 가자니까

속리산과 법주사는 일찍부터 명승지로 알려지면서 많은 유명

온 거지 무조건. 그래서 법주사 수정암. 여자 스님 있는데. 수정암 뒷

인사들이 사내리를 방문하였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등 역대

방에다가 숨겨놓고 거기서 대소변을 다 보게 한거야. 밥도 거기서하

대통령도 사내리를 찾아왔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매년

고. 왜냐하면 노출되면 안 되니까. 5박 6일인가 거기서 기도드리고.

신정 때 마다 속리산관광호텔에 마련된 별실에서 머물다 간 것

기도가 끝나고서 수정암 주지스님하고 문장대 올라가자고 문장대

으로 유명하였다. 부인인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 인근 지역인 옥

갔다가 문장대에서 사진 찍고 경업대로 해서 신선대로 이렇게 돌아

천이고, 처남인 육인수가 당시 보은 지역 국회의원이었기 때문

오는 거야. 돌아오다 육영수 여사가 비할길(비탈길)을 가다가 한복

에 속리산에 대한 애정은 더 각별하였다. 제보자 박경수는 육영

을 입었는데 굴러서 한 5미터를 굴러 떨어진 거야. 근데 경호관이 가

수 여사가 비공식적으로 사내리를 방문했을 때 등산 안내를 해

서 경호를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 붙잡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 경
호법에. 나보고 모시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모시고 그때가 이때쯤 됐

33 당시에는 인화값이 아닌 필름 한 통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어. 감 나올 때니까 홍시 나올 때니까. | 박경수(남, 1934년생)
1959년 이승만 대통령 방문 당시 사진. 우측에 속리사진관이라는 간판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시기에 이미 사진사가 활동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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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체계가 갖춰진 초창기에는 속칭 ‘디피점(DP&E)’35 단
위로 조직이 구분 지어졌다. 따라서 소규모 단위로 조직이 여러
36

점이다. 대부분의 사진사는 단골 디피점이 있었고, 그곳에서 필

액을 뺀 나머지를 조원별로 나누는 방식이었다. 관리자 입장인

그냥 내가 하면 (사진사들이) 말을 안 듣잖아. 그러니까 주지스님한

름의 구입이나 인화 등을 하였다.

박남식의 경우, 필름 등 재료비를 전부 독점적으로 공급함으로

테 승인을 받아야지 꼼짝을 못하지. 법주사 마당에서 장사를 해 먹

써 생기는 이득을 취했다.

는 거니까. | 박남식(남, 1945년생)

개로 분화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법주사 사진부는 영리단체였

또한, 주요 촬영 대상지가 속리산과 법주사였고, 이이곳이 법

기 때문에 이권 문제 때문에 사진사 간의 갈등과 싸움이 빈번하

주사의 토지라는 점에서 사진 촬영에 대한 법주사의 허락은 필

다른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던 사진부 조직은 그가 사진부를

여 결성과 해체를 반복하였고, 결성된 조직도 많았다. 따라서 사

수적이었다. 특히, 1966년 사적지 지정 이후에는 법주사에서 문

결성한 이후 통합되었다. 이렇게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여 운

박남식은 이와 관련하여 당시 법주사 사진부 준수사항이 적

진사와 관련하여 인터뷰한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화재 관람에 대한 입장료를 받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법주사로

영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내규가 필요했다. 따라서 사진부에서는

혀 있는 문서를 소장하고 있어 자세한 운영형태와 내규를 파악

사진부의 실체는 동일하지 않았다.

부터 입장료와 더불어 촬영권을 허가받고 이에 대한 일정한 금

법주사에서 승인한 내규를 만들어 조직을 운영하였다.

할 수 있었다.

당시만 해도 관광객이 사진을 찍어 필름을 집에 가져간대도
그것을 인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지에서 인화까

액을 지불해야만 했다. 따라서 법주사에서 지정한 사진부가 존
재하였고, 이를 법주사 사진부라 칭했다.

지 해야만 했다. 특히, 당시 관광객들이 대부분 수학여행객이나

법주사 사진부는 1970년대 이후부터 정식적으로 결성된 것으

신혼여행객이었기 때문에 기념사진을 현장에서 바로 제공해야

로 보인다. 그러나 조사팀이 각종 자료와 구술을 통해 명확한 실

만 했다. 따라서 사진사의 증가와 더불어 생겨난 것이 바로 디피

체를 확인한 법주사 사진부는 박남식이 1988년부터 1991년까

35 디피점은 사진을 전문적으로 인화・확대하는 전문점을 말하며 영어로 'developing,
printing and enlarging'의 준말이다.

36 법주사 사진부는 영리단체였기 때문에 이권 문제 때문에 사진사 간의 갈등과 싸움이
빈번하여 결성과 해체를 반복하였고, 결성된 조직도 많았다. 따라서 사진사와 관련하여
인터뷰한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진부의 실체는 동일하지 않았다.

준수사항

② 1, 2번이라도 뒷순번들과 상의하면 손님을 볼 수 있다.
③ 1, 2번이라도 다리에서 태화약방까지 갈수 있다.

지 운영한 것이 유일하였다. 당시 박남식은 법주사에 임대료를

1. 필름

④ 1,2번 제외하고는 평양식당에서 솔밭까지 갈 수 있다.

3,000만원을 내고 법주사 사진부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

① 필름구입은 반드시 정해진 장소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⑤ 택시기사 또는 여관종업원이 알려주어도 순번제로 한다.

하였다. 법주사 금강문 옆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봉급제로 운영

만약 타업소에서 구입 시 적발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

⑥ 순번자는 자리를 이탈하여 영업할 수 없다.

하였다. 그러나 신혼여행객이 점차 줄어들면서 수입이 일정치

명 처리한다.

⑦ 즉석, 또는 대여등도 순번제로 한다.

않게 되자 일당제로 바꾸어 운영하게 되었다. 사진사 별로 조를

<필름은 타업소에서 빌려 쓰는 행위도 안 된다.>

⑧ 순번자는 가방을 소유하고 여관골목으로 갈 수 없다.

편성하여 각자 번 돈을 합치고 재료비와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

- 최소한의 필름은 예비로 가지고 다닌다. -

⑨ 손님은 2쌍이상 봐둘수 없다.
⑩ 순번자에게 2쌍의 손님이 왔을 경우 차기 순번에게 주는 것

2. 샷다료

① 샷다료는 손님에게 부담케하는 행위는 절대로 안 된다.

을 원칙으로 한다.(차기 순번자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
⑪ 순번을 적어 놓고는 주차장 또는 여관순번을 볼 수 없으며

만약 그러한 행위자가 적발되면 이유 없이 제명 처리한다.

주차장 순번을 택시로 손님이 왔을 시 볼 수 없다.

<구일주문 통과 시는 촬영료를 지불해야 한다.>

(단 아무도 없을 시는 보아도 무방하다.)
- 5분경과 후는 손님을 양보치 않아도 된다. -

3. 영업시

① 요금관계로 시비 언쟁하는 행위
② 불손한 언동 및 행동

⑫ 손님을 맡아 논 회원도 다리를 건너갔으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⑬ 여관 순번자는 다른 회원의 확인이 없을 시는 자리를 이탈

③ 발송사진을 제기간 내에 발송치 않는 행위

해서는 안 된다.

④ 카메라 노후로 인한 이미지 손상 행위

(자전거 또는 가방만 갖다놓고 사람이 없을 시는 다른 회원

⑤ 인화된 사진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이 그 손님을 영업해도 정당하다.)

임원진에서 결정하여 벌칙을 판단함.

⑭ 귀빈장, 화신장, 신라장, 속리장, 법주여관 등은 손님을 맡지
못하며 순번제로 한다.

4. 신혼열차

① 신혼열차에 한해서는 절대로 정해진 요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⑮ 이름만 적어놓고 볼일을 보고 오는 회원은 인정치 않는다.
(이름을 적어놓고 30분이 경과된 후에는 순번을 요구할 수
없다.)
6. 휴업계

5. 순번

① 정해진 순서대로 행한다.
王子사진관 간판에 DP&E가 보인다.(박남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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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체계가 갖춰진 초창기에는 속칭 ‘디피점(DP&E)’35 단
위로 조직이 구분 지어졌다. 따라서 소규모 단위로 조직이 여러
36

점이다. 대부분의 사진사는 단골 디피점이 있었고, 그곳에서 필

액을 뺀 나머지를 조원별로 나누는 방식이었다. 관리자 입장인

그냥 내가 하면 (사진사들이) 말을 안 듣잖아. 그러니까 주지스님한

름의 구입이나 인화 등을 하였다.

박남식의 경우, 필름 등 재료비를 전부 독점적으로 공급함으로

테 승인을 받아야지 꼼짝을 못하지. 법주사 마당에서 장사를 해 먹

써 생기는 이득을 취했다.

는 거니까. | 박남식(남, 1945년생)

개로 분화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법주사 사진부는 영리단체였

또한, 주요 촬영 대상지가 속리산과 법주사였고, 이이곳이 법

기 때문에 이권 문제 때문에 사진사 간의 갈등과 싸움이 빈번하

주사의 토지라는 점에서 사진 촬영에 대한 법주사의 허락은 필

다른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던 사진부 조직은 그가 사진부를

여 결성과 해체를 반복하였고, 결성된 조직도 많았다. 따라서 사

수적이었다. 특히, 1966년 사적지 지정 이후에는 법주사에서 문

결성한 이후 통합되었다. 이렇게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여 운

박남식은 이와 관련하여 당시 법주사 사진부 준수사항이 적

진사와 관련하여 인터뷰한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화재 관람에 대한 입장료를 받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법주사로

영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내규가 필요했다. 따라서 사진부에서는

혀 있는 문서를 소장하고 있어 자세한 운영형태와 내규를 파악

사진부의 실체는 동일하지 않았다.

부터 입장료와 더불어 촬영권을 허가받고 이에 대한 일정한 금

법주사에서 승인한 내규를 만들어 조직을 운영하였다.

할 수 있었다.

당시만 해도 관광객이 사진을 찍어 필름을 집에 가져간대도
그것을 인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지에서 인화까

액을 지불해야만 했다. 따라서 법주사에서 지정한 사진부가 존
재하였고, 이를 법주사 사진부라 칭했다.

지 해야만 했다. 특히, 당시 관광객들이 대부분 수학여행객이나

법주사 사진부는 1970년대 이후부터 정식적으로 결성된 것으

신혼여행객이었기 때문에 기념사진을 현장에서 바로 제공해야

로 보인다. 그러나 조사팀이 각종 자료와 구술을 통해 명확한 실

만 했다. 따라서 사진사의 증가와 더불어 생겨난 것이 바로 디피

체를 확인한 법주사 사진부는 박남식이 1988년부터 1991년까

35 디피점은 사진을 전문적으로 인화・확대하는 전문점을 말하며 영어로 'developing,
printing and enlarging'의 준말이다.

36 법주사 사진부는 영리단체였기 때문에 이권 문제 때문에 사진사 간의 갈등과 싸움이
빈번하여 결성과 해체를 반복하였고, 결성된 조직도 많았다. 따라서 사진사와 관련하여
인터뷰한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진부의 실체는 동일하지 않았다.

준수사항

② 1, 2번이라도 뒷순번들과 상의하면 손님을 볼 수 있다.
③ 1, 2번이라도 다리에서 태화약방까지 갈수 있다.

지 운영한 것이 유일하였다. 당시 박남식은 법주사에 임대료를

1. 필름

④ 1,2번 제외하고는 평양식당에서 솔밭까지 갈 수 있다.

3,000만원을 내고 법주사 사진부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

① 필름구입은 반드시 정해진 장소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⑤ 택시기사 또는 여관종업원이 알려주어도 순번제로 한다.

하였다. 법주사 금강문 옆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봉급제로 운영

만약 타업소에서 구입 시 적발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

⑥ 순번자는 자리를 이탈하여 영업할 수 없다.

하였다. 그러나 신혼여행객이 점차 줄어들면서 수입이 일정치

명 처리한다.

⑦ 즉석, 또는 대여등도 순번제로 한다.

않게 되자 일당제로 바꾸어 운영하게 되었다. 사진사 별로 조를

<필름은 타업소에서 빌려 쓰는 행위도 안 된다.>

⑧ 순번자는 가방을 소유하고 여관골목으로 갈 수 없다.

편성하여 각자 번 돈을 합치고 재료비와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

- 최소한의 필름은 예비로 가지고 다닌다. -

⑨ 손님은 2쌍이상 봐둘수 없다.
⑩ 순번자에게 2쌍의 손님이 왔을 경우 차기 순번에게 주는 것

2. 샷다료

① 샷다료는 손님에게 부담케하는 행위는 절대로 안 된다.

을 원칙으로 한다.(차기 순번자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
⑪ 순번을 적어 놓고는 주차장 또는 여관순번을 볼 수 없으며

만약 그러한 행위자가 적발되면 이유 없이 제명 처리한다.

주차장 순번을 택시로 손님이 왔을 시 볼 수 없다.

<구일주문 통과 시는 촬영료를 지불해야 한다.>

(단 아무도 없을 시는 보아도 무방하다.)
- 5분경과 후는 손님을 양보치 않아도 된다. -

3. 영업시

① 요금관계로 시비 언쟁하는 행위
② 불손한 언동 및 행동

⑫ 손님을 맡아 논 회원도 다리를 건너갔으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⑬ 여관 순번자는 다른 회원의 확인이 없을 시는 자리를 이탈

③ 발송사진을 제기간 내에 발송치 않는 행위

해서는 안 된다.

④ 카메라 노후로 인한 이미지 손상 행위

(자전거 또는 가방만 갖다놓고 사람이 없을 시는 다른 회원

⑤ 인화된 사진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이 그 손님을 영업해도 정당하다.)

임원진에서 결정하여 벌칙을 판단함.

⑭ 귀빈장, 화신장, 신라장, 속리장, 법주여관 등은 손님을 맡지
못하며 순번제로 한다.

4. 신혼열차

① 신혼열차에 한해서는 절대로 정해진 요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⑮ 이름만 적어놓고 볼일을 보고 오는 회원은 인정치 않는다.
(이름을 적어놓고 30분이 경과된 후에는 순번을 요구할 수
없다.)
6. 휴업계

5. 순번

① 정해진 순서대로 행한다.
王子사진관 간판에 DP&E가 보인다.(박남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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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업계를 제출치 않고 1개월 이상 영업치 않을 경우 자동 제
명된다.

속리산에서 사진 촬영중인 박남식(박남식 제공)

02. 사내리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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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휴업계는 1개월 이상은 안 된다.
③ 휴업계는 1년에 1회에 한해서만 받아준다.

① 회원 상호간에 이간질로(중상, 비방, 모략)하여 문제를 야기
시키는 행위자는 엄중처리한다.

돈 안 갖고 오잖아요. 그때만 해도 몇 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객에게 1만 5천원~2만원 정도 판매를 하였는데, 폴라로이드 사

그래가지고 사진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많이 번 사

진은 1장에 5,000원에 판매 하였을 정도로 수입적인 측면에서

람은 대전 가서 갑부가 된 사람도 있고. | 안춘석(남, 1955년생)

도 좋았다. 폴라로이드사에 별도로 카메라 사용법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법주사 사진부 소속의 사진사에게 제공해줄 만큼 적

② 범법행위로 인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은 자는 본 협회에서는
7. 총회(임시회)

① 총회에 이유 없이 불참하면 안 된다.
② 불가항력의 불참자는 반드시 이유서를 총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두이유서는 인정치 않는다.
③ 절대로 시간은 엄수해야 하며 인정할 수 없는 지각자도 처벌

장비의 구입

회원으로서 인정치 않는다.
③ 본 협회 명예를 실추시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도

④ 임원 지시사항을 뚜렷한 이유 없이 거역하는 행위와 단체행

이나 부산 등 대도시로 나가야만 했다. 사내리에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였던 대전이나 청주에서도 카메라를 구하기 힘들었다.

동에 이탈하는 외원도 중징계 처리함.

하겠으니 각별 유의바람.
발효 1990. 2. 1. 부터
8. 회원의 질서

사진사가 많았던 당시에는 사내리나 보은일대에 카메라를 판
매하는 곳이 없었다. 따라서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서울

절대로 회원으로서 인정치 않는다.

- 법주사 사진부 -

극적으로 지원해주었다.

필름회사의 지원

폴라로이드사처럼 많은 카메라 및 필름 회사는 사내리 사진
사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관광지에서 활동하는 사진사들

1960년대만 하더라도 카메라는 미군부대를 통해 구입하는 경

이 자사의 제품을 써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홍보효과가 있었기

우가 많았다. 따라서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해 사는 경우가 대부

때문이다. 특히 1980년대는 카메라가 대중적으로 보급되던 시

분이라 사진사마다 카메라의 기종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기였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후지(Fuji)나 코닥

1980년대부터는 카메라를 사진사들은 공동으로 카메라를 구

(Kodak)의 대전・충남북의 총 판매처가 사내리였을 정도였다.

입하기도 하였다. 1978년에 처음 우리나라에 보급된 폴라로이

현재도 사내리 상가지역을 유심히 살펴보면 위의 회사들의 로

야기하지 않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드 카메라37는 촬영 후 1분 이내로 인화되는 특성 때문에 관광지

고나 ‘필름’ 등을 판매한다는 간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모

러한 조항을 넣는 이유는 조직적 규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와 같이 기념사진이 많이 소비되는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두 1980년대 필름회사들의 지원으로 제작한 것이다. 후지필름

진사가 지불해야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또한, 순번제를 통해 영

때는 일부 사진사들이 관광객에게 횡포를 부려 관광지 이미지

1989년, 법주사 사진부도 이에 대응하여 단체로 폴라로이드 카

은 법주사 사진부와 전속계약을 맺고 필름을 판매하였고, 사진

업 질서를 지키고 있으며, 일정한 구역 내에서 활동해야만 한 것

를 실추시켰기 때문이다. 다음의 기사와 구술 내용에서 문제시

메라를 구입하였다. 1980년대 사내리 사진사들은 인화까지 담

사들에게는 판공비나 여행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업 시 관광객에게 무리한 요구나 문제를

되었던 일부 사진사들의 횡포를 엿볼 수 있다.

당하지 않고 사진을 찍은 후 필름을 건네주는 것이 일반적이었

준수사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필름은 반드시 사진부에서

만 구입해야 하며, ‘샷다료’는 일종의 사진 촬영권으로 반드시 사

는데,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현장에서 바로 사진을 인화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었다. 당시 필름 한 통을 찍어 관광

속리산 입장료 너무 비싸 사진사 횡포 겹쳐
더 불쾌

사내리 사진사들은 ‘찍사’라고 속되게 불리기도 했지만 사진

에 대해 전문성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점차 카메라의 성능이 발

내기지 않는 마음으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는 더욱 불쾌한
일을 당하였다.

전문성

37 매일경제신문 1978년 11월 18일.

전하고, 사진사의 수가 많아지면서 카메라와 사진에 대한 정보

법주사 경내에 들어가서 가지고 간 카메라로 가족사진을 찍고
얼마 전 휴일을 이용하여 가족들과 속리산을 찾았다. 모처럼 명

있는데 완장을 찬 사진사 한 사람이 와서 사진을 잘 찍어 주겠

산과 사찰을 구경한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갔으나 터무니없이

다며 청하지도 않은 친절을 베풀었다. 거기까지는 좋았으나 사

비싼 입장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보

진을 몇 번 찍어주고 나더니 사전 요청이나 양해도 없이 자신의

통 1천원 안팎인데 비해 그곳은 무려 1천6백원이나 받고 있었

즉석카메라로 사진을 한 장 찍고 나서는 무조건 4천원을 내라

다. 입장객들은 대개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는 표

고 했다. [……]

정을 지었다.

동아일보 1994년 5월 31일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속리산 안에 일명 찍사, 사진사가 최고 많을

사람은 한 팀 찍어 주면은 그때 당시에는 필름을 찍어 줘요. 사진만

때는 180명까지 있었어요. 사진을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는 거라. 근

찍어서 필름을 주는 거예요. 1통 찍어주는데 2만원인가 받더라고.

데 신혼부부가 얼마나 오느냐 하면 80년대 중반까지 보면 그때 당

직업이 괜찮은 거죠. 그걸 하루에 많이 찍는 사람은 10팀까지도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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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통, 많이 찍으면 5통, 6통까지도 찍어요. 법주사까지 올라오면

에. 일요일 저녁에는 속리산 여관에 방이 없을 정도였어요. 신혼부

서. 신혼부부들이 나중에 갈 때 질질 울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

부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라면 신혼부부를 하루에 적게 찍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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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휴업계는 1개월 이상은 안 된다.
③ 휴업계는 1년에 1회에 한해서만 받아준다.

① 회원 상호간에 이간질로(중상, 비방, 모략)하여 문제를 야기
시키는 행위자는 엄중처리한다.

돈 안 갖고 오잖아요. 그때만 해도 몇 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객에게 1만 5천원~2만원 정도 판매를 하였는데, 폴라로이드 사

그래가지고 사진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많이 번 사

진은 1장에 5,000원에 판매 하였을 정도로 수입적인 측면에서

람은 대전 가서 갑부가 된 사람도 있고. | 안춘석(남, 1955년생)

도 좋았다. 폴라로이드사에 별도로 카메라 사용법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법주사 사진부 소속의 사진사에게 제공해줄 만큼 적

② 범법행위로 인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은 자는 본 협회에서는
7. 총회(임시회)

① 총회에 이유 없이 불참하면 안 된다.
② 불가항력의 불참자는 반드시 이유서를 총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두이유서는 인정치 않는다.
③ 절대로 시간은 엄수해야 하며 인정할 수 없는 지각자도 처벌

장비의 구입

회원으로서 인정치 않는다.
③ 본 협회 명예를 실추시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도

④ 임원 지시사항을 뚜렷한 이유 없이 거역하는 행위와 단체행

이나 부산 등 대도시로 나가야만 했다. 사내리에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였던 대전이나 청주에서도 카메라를 구하기 힘들었다.

동에 이탈하는 외원도 중징계 처리함.

하겠으니 각별 유의바람.
발효 1990. 2. 1. 부터
8. 회원의 질서

사진사가 많았던 당시에는 사내리나 보은일대에 카메라를 판
매하는 곳이 없었다. 따라서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서울

절대로 회원으로서 인정치 않는다.

- 법주사 사진부 -

극적으로 지원해주었다.

필름회사의 지원

폴라로이드사처럼 많은 카메라 및 필름 회사는 사내리 사진
사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관광지에서 활동하는 사진사들

1960년대만 하더라도 카메라는 미군부대를 통해 구입하는 경

이 자사의 제품을 써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홍보효과가 있었기

우가 많았다. 따라서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해 사는 경우가 대부

때문이다. 특히 1980년대는 카메라가 대중적으로 보급되던 시

분이라 사진사마다 카메라의 기종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기였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후지(Fuji)나 코닥

1980년대부터는 카메라를 사진사들은 공동으로 카메라를 구

(Kodak)의 대전・충남북의 총 판매처가 사내리였을 정도였다.

입하기도 하였다. 1978년에 처음 우리나라에 보급된 폴라로이

현재도 사내리 상가지역을 유심히 살펴보면 위의 회사들의 로

야기하지 않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드 카메라37는 촬영 후 1분 이내로 인화되는 특성 때문에 관광지

고나 ‘필름’ 등을 판매한다는 간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모

러한 조항을 넣는 이유는 조직적 규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와 같이 기념사진이 많이 소비되는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두 1980년대 필름회사들의 지원으로 제작한 것이다. 후지필름

진사가 지불해야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또한, 순번제를 통해 영

때는 일부 사진사들이 관광객에게 횡포를 부려 관광지 이미지

1989년, 법주사 사진부도 이에 대응하여 단체로 폴라로이드 카

은 법주사 사진부와 전속계약을 맺고 필름을 판매하였고, 사진

업 질서를 지키고 있으며, 일정한 구역 내에서 활동해야만 한 것

를 실추시켰기 때문이다. 다음의 기사와 구술 내용에서 문제시

메라를 구입하였다. 1980년대 사내리 사진사들은 인화까지 담

사들에게는 판공비나 여행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업 시 관광객에게 무리한 요구나 문제를

되었던 일부 사진사들의 횡포를 엿볼 수 있다.

당하지 않고 사진을 찍은 후 필름을 건네주는 것이 일반적이었

준수사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필름은 반드시 사진부에서

만 구입해야 하며, ‘샷다료’는 일종의 사진 촬영권으로 반드시 사

는데,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현장에서 바로 사진을 인화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었다. 당시 필름 한 통을 찍어 관광

속리산 입장료 너무 비싸 사진사 횡포 겹쳐
더 불쾌

사내리 사진사들은 ‘찍사’라고 속되게 불리기도 했지만 사진

에 대해 전문성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점차 카메라의 성능이 발

내기지 않는 마음으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는 더욱 불쾌한
일을 당하였다.

전문성

37 매일경제신문 1978년 11월 18일.

전하고, 사진사의 수가 많아지면서 카메라와 사진에 대한 정보

법주사 경내에 들어가서 가지고 간 카메라로 가족사진을 찍고
얼마 전 휴일을 이용하여 가족들과 속리산을 찾았다. 모처럼 명

있는데 완장을 찬 사진사 한 사람이 와서 사진을 잘 찍어 주겠

산과 사찰을 구경한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갔으나 터무니없이

다며 청하지도 않은 친절을 베풀었다. 거기까지는 좋았으나 사

비싼 입장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보

진을 몇 번 찍어주고 나더니 사전 요청이나 양해도 없이 자신의

통 1천원 안팎인데 비해 그곳은 무려 1천6백원이나 받고 있었

즉석카메라로 사진을 한 장 찍고 나서는 무조건 4천원을 내라

다. 입장객들은 대개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는 표

고 했다. [……]

정을 지었다.

동아일보 1994년 5월 31일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속리산 안에 일명 찍사, 사진사가 최고 많을

사람은 한 팀 찍어 주면은 그때 당시에는 필름을 찍어 줘요. 사진만

때는 180명까지 있었어요. 사진을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는 거라. 근

찍어서 필름을 주는 거예요. 1통 찍어주는데 2만원인가 받더라고.

데 신혼부부가 얼마나 오느냐 하면 80년대 중반까지 보면 그때 당

직업이 괜찮은 거죠. 그걸 하루에 많이 찍는 사람은 10팀까지도 찍

시는 제주도니 외국을 나가지 않을 때거든요. 무지하게 많이 왔어

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한 팀에서 한 통만 찍느냐하면은 적게 찍어

요. 월요일만 되면 한복 알록달록한 것이 꽉 찰 정도였어요. 속리산

야 3통, 많이 찍으면 5통, 6통까지도 찍어요. 법주사까지 올라오면

에. 일요일 저녁에는 속리산 여관에 방이 없을 정도였어요. 신혼부

서. 신혼부부들이 나중에 갈 때 질질 울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

부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라면 신혼부부를 하루에 적게 찍는

요. 돈을 빼긴 거죠 어떻게 보면. 필름 몇 개 받고. 시골 사람들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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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진사들의 전문성도 그만큼 높
아지게 되었다. 박경수는 1960년대 독일제 린호프(Linhof) 카메
라를 미군부대를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인원의 변화

(3) 기타 직종

사진사는 카메라와 건강한 신체만 있으면 할 수 있었던 직업
이라 마을의 많은 젊은 청년들이 가졌던 직종 중 하나였다. 1950

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임정자는 1960년대 이미 미용사자격증
을 취득하고 1970년대초부터 사내리에서 미용사로 활동해왔다.

미용사

그들이 찍은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면 광각렌즈를 사용하여

년대 등장한 사진사는 그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 신혼여행객이

미용실은 사내리가 관광지로 성행했을 때 소위 말하던 잘 나가

찍은 사진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만 하

많이 몰렸던 1980년대 정점에 이른다. 이때는 약 60~70여명의

는 업종 중 하나였다. 미용실을 주로 찾는 고객은 일반적인 마을

더라도 대개 50㎜ 표준렌즈로 촬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

사진사가 사내리에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당시 활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종사원, 관광객까지 다양하였다. 미용실

데, 사내리 사진사들은 광각렌즈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산

했던 사진사들은 기존 토착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 사

은 기술만 있으면 작은 공간에서 적은 자본금으로도 할 수 있었기

행을 하면서 사진을 찍을 때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각도와 화

내리로 몰렸다.

때문에 여성들을 중심으로 많은 주민이 이 업종에 종사하였다.

그녀의 업소 안에 적힌 요금표를 통해 과거 미용실의 주요 고객
을 엿볼 수 있다.

운수업 종사자

운수업도 사내리에 거주했던 많은 주민이 했던 업종 중 하나
였다. 1960년대 이후, 사내리는 정기적으로 다닌 버스가 등장하

각을 연출하기 위함이었고, 법주사 경내에 주요 배경이었던 미

1968년부터 현재까지 사내리에서 사진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

사내리의 미용실이 일반 미용실보다 좀 더 잘 되었던 이유는

기 시작했고 1970년대 도시계획 이후에는 많은 관광버스가 들

륵불과 팔상전 앞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 사진사가 뒤로 많이 물

기완(남, 1942년생)의 고향은 수안보이다. 그는 외갓집이 사내

당시 주로 사내리를 찾는 관광객이 신혼여행객이었기 때문이다.

어오기 시작하였다. 당시 대형주차장 터미널에 입주한 관광버

러날 필요 없이 팔상전과 미륵불을 화각에 모두 담기 용이하였

리라 간혹 학창시절 사내리에 놀러와 친구를 몇몇 사귀었는데,

1980년대까지만 해도 신부들은 대부분 한복을 입고 신혼여행을

스 회사만 10개가 있을 정도였다. 대개 한 관광버스 회사에서

기 때문이다.

이때 사귄 친구의 소개로 사내리 사진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흥

왔다. 신혼여행 때 한복을 입고 머리를 올리는 것은 일종의 예절

200~300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어 많은 운전기사들이 속리

사진사들은 일반 관광객이 가져온 카메라가 고장 났을 때 수

미로운 것은 그의 고향인 수안보도 충북을 대표하는 관광지였

로 여겼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머리를 올리기 위해 신부들은

산을 드나들었다.

리를 해주기도 했다. 건전지를 넣는 자동카메라가 보급되면서

고, 그가 사진을 처음 배운 곳도 수안보였지만 사진사 활동은 속

미용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신혼여행객이 몰리는 봄

과거에는 버스 운전기사를 조수 생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카메라를 가져온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였고, 이런 카메라는

리산에서 했다는 점이다.

과 가을철에는 한 미용실에 여러 명의 미용사를 두어 손님을 받

많았다. 운전면허를 현재처럼 체계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던 시

기도 하였다.

절에는 조수 생활을 하면서 정비부터 운전까지 배우는 경우가

수은 건전지가 녹아 붙어 고장이 자주 났다. 또한, 사용하지 않

1980년대 사진사의 수가 정점에 이른 후, 점차적으로 감소하

을 때도 가끔 오작동이 났다. 이렇게 고장 난 카메라도 자주 고

기 시작한다. 1980년대 많은 돈을 번 사진사들이 마을에 식당을

유흥업에 종사하였던 여성들이 미용실을 자주 이용했던 것도

쳐주었고 별도의 수입을 챙겼다.

차리거나 외지로 나가 다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금까

미용실이 잘 되던 이유 중 하나였다. 당시 살롱이나 술집, 다방

최근에는 버스보다는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버스회

지 마을에 사는 사진사들 중에는 그때 마을을 떠나지 못한 것을

등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

사는 충북 리무진과 서울고속만이 남아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아쉬워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초, 법주사 사진부 소속 인원은

기 위해서는 외모 관리가 필수적이라 종사자들이 미용실을 자

폐업신고를 하고 모두 나간 상태이다. 또한, 회사의 규모도 작아

사내리에 1980년대 중반 방범대와 산악구조대가 생기기 전

40여명이었고, 1992~1993년에 25명, 1995명 이후에는 16명,

주 찾았다.

져서 운전기사 개인이 버스를 보유하여 운영하거나 몇 명의 임

까지 사진사들은 속리산과 마을에서 발생하는 사건 및 사고 현

1999년에는 11명까지 인원이 줄어들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그러나 사내리를 줄어들고, 유흥업의 형태가 바뀌면서38 사내

장에 출동하여 이를 수습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기도 하였다. 당

는 디지털 카메라가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사진사는

리의 미용실은 주민들만을 상대로 영업하게 되었다. 현재는 두

시 사진사들은 청장년층이 많았고, 속리산과 마을에 항시 거주

완전히 쇠퇴하게 되었다. 현재 법주사 내에 3명의 사진사가 남아

개의 미용실만이 사내리에 남아 있다. 사내2리에서 스마일 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 쉽게 대처할 수 있었다. 또한,

있지만 사진을 찍어 주는 일은 거의 하지 않고 문법주사의 문화

그들은 속리산을 하루에도 수 차례 다니는 까닭에 산세를 잘 알

재와 역사를 해설하는 문화유산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다.

‘방범대원’ 사진사

고 있어서 수색 작업을 할 때는 경찰과 함께 투입되는 경우가 많

많았다.

원이 각기 보유한 버스를 합쳐서 한 회사를 운영하기도 한다. 현
재는 마을에 버스 운전을 하는 사람이 남아 있지 않다.
택시 운전을 하는 주민들도 몇몇 존재하였다. 택시는 신혼여
행객이 많이 몰릴 당시 대전이나 청주의 기사들이 자주 드나들

38 2011년 현재, 사내리에는 다방이 전혀 없으며 여성 종업원을 두고 영업하는 술집이나
살롱도 존재 하지 않는다.

기도 하였지만 마을 내를 이동할 때는 마을 내 택시를 이용하였
다. 마을 내 택시는 10대 미만 정도였지만 제법 괜찮은 수입을

았다. 마지막으로 사진사라는 특성 상 사건・사고를 기록하기에
도 용이한 장점이 있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사진사 활동을 한 박헌은 이런 현장을 가
장 많이 다닌 사진사 중 한명이다. 그는 신선대에서 자살한 여고
생을 들쳐 업고 비탈길을 내려온 일, 문장대 꼭대기에서 사망한
군인을 현장에서 수습하다가 시체가 벌떡 일어나 기겁했던 일
등 다양한 에피소드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사건을 사
진으로도 기록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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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진사들의 전문성도 그만큼 높
아지게 되었다. 박경수는 1960년대 독일제 린호프(Linhof) 카메
라를 미군부대를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인원의 변화

(3) 기타 직종

사진사는 카메라와 건강한 신체만 있으면 할 수 있었던 직업
이라 마을의 많은 젊은 청년들이 가졌던 직종 중 하나였다. 1950

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임정자는 1960년대 이미 미용사자격증
을 취득하고 1970년대초부터 사내리에서 미용사로 활동해왔다.

미용사

그들이 찍은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면 광각렌즈를 사용하여

년대 등장한 사진사는 그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 신혼여행객이

미용실은 사내리가 관광지로 성행했을 때 소위 말하던 잘 나가

찍은 사진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만 하

많이 몰렸던 1980년대 정점에 이른다. 이때는 약 60~70여명의

는 업종 중 하나였다. 미용실을 주로 찾는 고객은 일반적인 마을

더라도 대개 50㎜ 표준렌즈로 촬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

사진사가 사내리에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당시 활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종사원, 관광객까지 다양하였다. 미용실

데, 사내리 사진사들은 광각렌즈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산

했던 사진사들은 기존 토착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 사

은 기술만 있으면 작은 공간에서 적은 자본금으로도 할 수 있었기

행을 하면서 사진을 찍을 때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각도와 화

내리로 몰렸다.

때문에 여성들을 중심으로 많은 주민이 이 업종에 종사하였다.

그녀의 업소 안에 적힌 요금표를 통해 과거 미용실의 주요 고객
을 엿볼 수 있다.

운수업 종사자

운수업도 사내리에 거주했던 많은 주민이 했던 업종 중 하나
였다. 1960년대 이후, 사내리는 정기적으로 다닌 버스가 등장하

각을 연출하기 위함이었고, 법주사 경내에 주요 배경이었던 미

1968년부터 현재까지 사내리에서 사진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

사내리의 미용실이 일반 미용실보다 좀 더 잘 되었던 이유는

기 시작했고 1970년대 도시계획 이후에는 많은 관광버스가 들

륵불과 팔상전 앞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 사진사가 뒤로 많이 물

기완(남, 1942년생)의 고향은 수안보이다. 그는 외갓집이 사내

당시 주로 사내리를 찾는 관광객이 신혼여행객이었기 때문이다.

어오기 시작하였다. 당시 대형주차장 터미널에 입주한 관광버

러날 필요 없이 팔상전과 미륵불을 화각에 모두 담기 용이하였

리라 간혹 학창시절 사내리에 놀러와 친구를 몇몇 사귀었는데,

1980년대까지만 해도 신부들은 대부분 한복을 입고 신혼여행을

스 회사만 10개가 있을 정도였다. 대개 한 관광버스 회사에서

기 때문이다.

이때 사귄 친구의 소개로 사내리 사진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흥

왔다. 신혼여행 때 한복을 입고 머리를 올리는 것은 일종의 예절

200~300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어 많은 운전기사들이 속리

사진사들은 일반 관광객이 가져온 카메라가 고장 났을 때 수

미로운 것은 그의 고향인 수안보도 충북을 대표하는 관광지였

로 여겼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머리를 올리기 위해 신부들은

산을 드나들었다.

리를 해주기도 했다. 건전지를 넣는 자동카메라가 보급되면서

고, 그가 사진을 처음 배운 곳도 수안보였지만 사진사 활동은 속

미용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신혼여행객이 몰리는 봄

과거에는 버스 운전기사를 조수 생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카메라를 가져온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였고, 이런 카메라는

리산에서 했다는 점이다.

과 가을철에는 한 미용실에 여러 명의 미용사를 두어 손님을 받

많았다. 운전면허를 현재처럼 체계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던 시

기도 하였다.

절에는 조수 생활을 하면서 정비부터 운전까지 배우는 경우가

수은 건전지가 녹아 붙어 고장이 자주 났다. 또한, 사용하지 않

1980년대 사진사의 수가 정점에 이른 후, 점차적으로 감소하

을 때도 가끔 오작동이 났다. 이렇게 고장 난 카메라도 자주 고

기 시작한다. 1980년대 많은 돈을 번 사진사들이 마을에 식당을

유흥업에 종사하였던 여성들이 미용실을 자주 이용했던 것도

쳐주었고 별도의 수입을 챙겼다.

차리거나 외지로 나가 다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금까

미용실이 잘 되던 이유 중 하나였다. 당시 살롱이나 술집, 다방

최근에는 버스보다는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버스회

지 마을에 사는 사진사들 중에는 그때 마을을 떠나지 못한 것을

등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

사는 충북 리무진과 서울고속만이 남아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아쉬워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초, 법주사 사진부 소속 인원은

기 위해서는 외모 관리가 필수적이라 종사자들이 미용실을 자

폐업신고를 하고 모두 나간 상태이다. 또한, 회사의 규모도 작아

사내리에 1980년대 중반 방범대와 산악구조대가 생기기 전

40여명이었고, 1992~1993년에 25명, 1995명 이후에는 16명,

주 찾았다.

져서 운전기사 개인이 버스를 보유하여 운영하거나 몇 명의 임

까지 사진사들은 속리산과 마을에서 발생하는 사건 및 사고 현

1999년에는 11명까지 인원이 줄어들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그러나 사내리를 줄어들고, 유흥업의 형태가 바뀌면서38 사내

장에 출동하여 이를 수습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기도 하였다. 당

는 디지털 카메라가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사진사는

리의 미용실은 주민들만을 상대로 영업하게 되었다. 현재는 두

시 사진사들은 청장년층이 많았고, 속리산과 마을에 항시 거주

완전히 쇠퇴하게 되었다. 현재 법주사 내에 3명의 사진사가 남아

개의 미용실만이 사내리에 남아 있다. 사내2리에서 스마일 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 쉽게 대처할 수 있었다. 또한,

있지만 사진을 찍어 주는 일은 거의 하지 않고 문법주사의 문화

그들은 속리산을 하루에도 수 차례 다니는 까닭에 산세를 잘 알

재와 역사를 해설하는 문화유산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다.

‘방범대원’ 사진사

고 있어서 수색 작업을 할 때는 경찰과 함께 투입되는 경우가 많

많았다.

원이 각기 보유한 버스를 합쳐서 한 회사를 운영하기도 한다. 현
재는 마을에 버스 운전을 하는 사람이 남아 있지 않다.
택시 운전을 하는 주민들도 몇몇 존재하였다. 택시는 신혼여
행객이 많이 몰릴 당시 대전이나 청주의 기사들이 자주 드나들

38 2011년 현재, 사내리에는 다방이 전혀 없으며 여성 종업원을 두고 영업하는 술집이나
살롱도 존재 하지 않는다.

기도 하였지만 마을 내를 이동할 때는 마을 내 택시를 이용하였
다. 마을 내 택시는 10대 미만 정도였지만 제법 괜찮은 수입을

았다. 마지막으로 사진사라는 특성 상 사건・사고를 기록하기에
도 용이한 장점이 있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사진사 활동을 한 박헌은 이런 현장을 가
장 많이 다닌 사진사 중 한명이다. 그는 신선대에서 자살한 여고
생을 들쳐 업고 비탈길을 내려온 일, 문장대 꼭대기에서 사망한
군인을 현장에서 수습하다가 시체가 벌떡 일어나 기겁했던 일
등 다양한 에피소드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사건을 사
진으로도 기록하기도 하였다.

법주사 내 사진촬영 안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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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던 직종이었다. 도시계획 실시 후, 법주사를 기준으로 터미

게소로 생활필수품이나 관광객에게 판매할 물건을 운반할 때는

널의 위치가 기존보다 멀어지면서 법주사까지 택시를 타고 이

모두 사람이 지게로 날랐다. 특히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사내

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신혼여행객들

리 관광이 성행할 때는 전문 지게꾼도 많았지만 마을의 젊은 청

이 택시를 자주 이용하였다. 즉, 택시는 마치 셔틀버스처럼 비교

년들이나 학생들의 방학 아르바이트로도 인기가 좋았다. 업소 입

적 마을 내 근거리를 이동하며 많은 사람들을 태우며 영업을 하

장에서도 그 시기에 많은 인력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였다. 이러한 영업 방식은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관광객이

저렴한 가격으로 인력을 동원할 수 있었고, 이때 음료와 같이 무

많았던 과거에 비하면 영업이 잘되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최근

거운 것들은 몇 개월 치를 한꺼번에 운반하기도 하였다.

에는 콜택시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전문 지게꾼들은 한번에 운반하는 거리가 길고 산길이기 때

현재 사내리에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이들은 10여명 정도

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짐을 지기 보다는 한 번에 많이 실어 날

있다. 현재 대구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윤호준(남, 1941년생)은

랐다. 그래서 그들의 지게는 일반 농부들이 쓰는 지게보다 더 크

과거 소방서에서 소방차를 몰았던 경험을 살려 개인택시를 10

고 단단하게 만든다. 냉장고와 같은 대형 가전제품도 한 사람이

년 간 몰았다. 현재는 둘째 아들이 이 일을 물려받아 택시 영업

지고 나를 정도이다.

을 하고 있다.

지게꾼

‘지게꾼’은 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관광지 사내리에서만

사내리는 한 해 동안 많게는 이백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

박 3일의 온양온천, 속리산 등이 적격”, “연로한 부모를 모실 때는

왔으며, 현재도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대중적인 관광지

속리산, 수덕사, 계룡산갑사, 마곡사 등이 좋다.”고 설명하면서 빠

지게꾼의 운임은 대개 양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고 있지만 업

이다. 현재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마다 다른 관광 동기로 인해

짐없이 사내리(속리산・법주사)를 언급하고 있다.

소 주인이 지게를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운임이 달라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1990년대

사내리는 여행 또는 관광 자체가 쉽지 않았던 시기에 가장 인

지기도 한다. 업소 주인이 지게를 메지 못하면 지게꾼의 가치가

이전까지만 해도 사내리를 찾는 관광객은 수학여행객과 신혼여

기 있었던 곳 중 하나였다. 19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관광공

더 올라가기 때문에 운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비로산장의 경

행객이 대부분이었다. 경향신문 1971년 9월 23일자 기사를 보면

볼 수 있는 특별한 직업군이다. 지게는 과거 농촌마을에서는 집

우, 주인인 김태환이 짐을 실어 나를 수 있을 때와 현재 노환으로

집마다 하나씩은 갖고 있을 정도로 흔한 도구이지만 현재는 경

거동을 하지 못할 때와 운임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한다. 또한,

운기 등 동력 지원이 가능한 운반도구가 늘어나면서 지게 사용

업소의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 운임이 달라지기도

이 점차 줄어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사내리의 경우, 속리

한다. 따라서 업소마다 지게꾼의 운임은 다르게 책정된다.

산 내 등산객과 탐승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에 물건을 공급

현재도 마을의 몇몇 청년들이 지게꾼 일을 하고 있지만 주업

하기 위해 최근까지도 전문 지게꾼이 있을 정도로 지게의 사용

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휴게소가

이 빈번하였다.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39, 관광객 자체가 줄어들어 업소에서 소비

속리산은 비교적 산세가 험준하지 않고 평탄한 편이지만 복천

<사내리를 찾았던 사람들 - 수학여행객과 신혼여행객>

각종 여행코스에 관하여 “1박 2일 혹은 2박 3일 코스로 법주사와

부여가 인기가 있”고, “신혼부부의 허니문 코스로 1박 2일 또는 2

사에서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적금제’를 시행하였었다. 관

광적금제는 월부관광제와 같은 것으로 명승지관광이나 수학여
행・회갑・신혼 및 은혼 여행 등을 원하는 시민들이 6개월부터

되고 있는 물품 자체가 적어진 이유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암 인근 세심정까지만 차도로 연결되어 있어 그 이상의 지역을
갈 때는 전적으로 인력(人力)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비로산장이
나 보현재 휴게소, 냉천골 휴게소 등 산 중턱에 있는 산장이나 휴

39 문장대에는 과거 휴게소, 매점, 여관 등이 있었지만 속리산이 국립공원이 된 이후, 여
관부터 차츰 사라져서 현재는 모두 남아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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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던 직종이었다. 도시계획 실시 후, 법주사를 기준으로 터미

게소로 생활필수품이나 관광객에게 판매할 물건을 운반할 때는

널의 위치가 기존보다 멀어지면서 법주사까지 택시를 타고 이

모두 사람이 지게로 날랐다. 특히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사내

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신혼여행객들

리 관광이 성행할 때는 전문 지게꾼도 많았지만 마을의 젊은 청

이 택시를 자주 이용하였다. 즉, 택시는 마치 셔틀버스처럼 비교

년들이나 학생들의 방학 아르바이트로도 인기가 좋았다. 업소 입

적 마을 내 근거리를 이동하며 많은 사람들을 태우며 영업을 하

장에서도 그 시기에 많은 인력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였다. 이러한 영업 방식은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관광객이

저렴한 가격으로 인력을 동원할 수 있었고, 이때 음료와 같이 무

많았던 과거에 비하면 영업이 잘되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최근

거운 것들은 몇 개월 치를 한꺼번에 운반하기도 하였다.

에는 콜택시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전문 지게꾼들은 한번에 운반하는 거리가 길고 산길이기 때

현재 사내리에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이들은 10여명 정도

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짐을 지기 보다는 한 번에 많이 실어 날

있다. 현재 대구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윤호준(남, 1941년생)은

랐다. 그래서 그들의 지게는 일반 농부들이 쓰는 지게보다 더 크

과거 소방서에서 소방차를 몰았던 경험을 살려 개인택시를 10

고 단단하게 만든다. 냉장고와 같은 대형 가전제품도 한 사람이

년 간 몰았다. 현재는 둘째 아들이 이 일을 물려받아 택시 영업

지고 나를 정도이다.

을 하고 있다.

지게꾼

‘지게꾼’은 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관광지 사내리에서만

사내리는 한 해 동안 많게는 이백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

박 3일의 온양온천, 속리산 등이 적격”, “연로한 부모를 모실 때는

왔으며, 현재도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대중적인 관광지

속리산, 수덕사, 계룡산갑사, 마곡사 등이 좋다.”고 설명하면서 빠

지게꾼의 운임은 대개 양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고 있지만 업

이다. 현재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마다 다른 관광 동기로 인해

짐없이 사내리(속리산・법주사)를 언급하고 있다.

소 주인이 지게를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운임이 달라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1990년대

사내리는 여행 또는 관광 자체가 쉽지 않았던 시기에 가장 인

지기도 한다. 업소 주인이 지게를 메지 못하면 지게꾼의 가치가

이전까지만 해도 사내리를 찾는 관광객은 수학여행객과 신혼여

기 있었던 곳 중 하나였다. 19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관광공

더 올라가기 때문에 운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비로산장의 경

행객이 대부분이었다. 경향신문 1971년 9월 23일자 기사를 보면

볼 수 있는 특별한 직업군이다. 지게는 과거 농촌마을에서는 집

우, 주인인 김태환이 짐을 실어 나를 수 있을 때와 현재 노환으로

집마다 하나씩은 갖고 있을 정도로 흔한 도구이지만 현재는 경

거동을 하지 못할 때와 운임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한다. 또한,

운기 등 동력 지원이 가능한 운반도구가 늘어나면서 지게 사용

업소의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 운임이 달라지기도

이 점차 줄어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사내리의 경우, 속리

한다. 따라서 업소마다 지게꾼의 운임은 다르게 책정된다.

산 내 등산객과 탐승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에 물건을 공급

현재도 마을의 몇몇 청년들이 지게꾼 일을 하고 있지만 주업

하기 위해 최근까지도 전문 지게꾼이 있을 정도로 지게의 사용

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휴게소가

이 빈번하였다.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39, 관광객 자체가 줄어들어 업소에서 소비

속리산은 비교적 산세가 험준하지 않고 평탄한 편이지만 복천

<사내리를 찾았던 사람들 - 수학여행객과 신혼여행객>

각종 여행코스에 관하여 “1박 2일 혹은 2박 3일 코스로 법주사와

부여가 인기가 있”고, “신혼부부의 허니문 코스로 1박 2일 또는 2

사에서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적금제’를 시행하였었다. 관

광적금제는 월부관광제와 같은 것으로 명승지관광이나 수학여
행・회갑・신혼 및 은혼 여행 등을 원하는 시민들이 6개월부터

되고 있는 물품 자체가 적어진 이유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암 인근 세심정까지만 차도로 연결되어 있어 그 이상의 지역을
갈 때는 전적으로 인력(人力)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비로산장이
나 보현재 휴게소, 냉천골 휴게소 등 산 중턱에 있는 산장이나 휴

39 문장대에는 과거 휴게소, 매점, 여관 등이 있었지만 속리산이 국립공원이 된 이후, 여
관부터 차츰 사라져서 현재는 모두 남아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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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동아일보 1926년 10월 16일 기사에는 청주농업학교 학
[…] 중학교는 배화여중 4백명이 8일 1박2일 예정으로 속리

생들이 속리산 수학여행을 다녀왔다는 내용이 있는데41, 이를 통

산 법주사로 떠날 계획으로 대부분의 중학교가 법주사에서

해 사내리(속리산)도 드물기는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인근 지역

현충사로 돌아오는 코스를 잡고 있다. […]

의 근대식 학교를 중심으로 수학여행 대상지로 각광 받았음을

경향신문 1970년 10월 7일

알 수 있다.
수학여행은 1970년대 이전까지 학교의 자율성에 따라 행해졌
다. 특히, 6.25전쟁이 끝나고 사회가 점차 안정되어 가기 시작하

소풍・수학여행 어디로 갈까
자율화계기 미리 가본다

던 1960년대 초부터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수학여행을 추진
하기 시작하였다. 속리산은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시기에 전국
어디서나 2박 3일 또는 3박 4일 코스로 다녀오기에 적합한 위치

[……] 속리산

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학여행객들이 몰려왔다. 1970년대 들

부여권 충북보은군에 자리잡은 속리산에는 많은 암자가 있지

어서는 각종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 수학여행이 위축되었지만 한

만 특히 법주사가 유명하다. 이 코스는 2박3일 정도면 충분한

시적 중단이었다. 1980년대 들어서는 교복・두발 자율화 등의

데 속리산에서 법주사를 보고 공주에서 무령왕릉 국립박물관

영향으로 수학여행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을 거쳐 계룡산으로 가면 동학사갑사 등을 경유한다. 공주서

사내리는 수학여행지로 주목받았지만 관광대상(코스)이 법

1시간 거리인 부여는 낙화암 고란사 부소산성이 볼만하다.

주사와 속리산에 한정되어 있어 오랜 기간 머무르기에는 무리

수학여행은 일반관광여행보다 싸서 1인당 2박3일에 2만3천

가 있었다. 따라서 대개 사내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근 지역의

원 정도면 된다고 관광관계자들은 얘기하고 있다.[……]

아산 현충사나 공주나 부여의 백제 유적지를 경유하는 코스로

동아일보 1982년 3월 5일

수학여행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수학여행의 가장 큰 장점은 여행 자체가 드물었던 시기에 일

‘메뚜기 마빡’ 버스(박홍식 제공)

반 관광보다 적은 금액으로 갈 수 있었다는데 있었다. 1971년 사

1년・1년 반・2년 기간의 관광적금에 가입하여 계약금액의 3

내리 수학여행 요금은 3,700원이었고, 1980년대 들어서는 2박 3

600~700명의 학생이 왔기 때문에 사내리 주민 입장에서는 고

지는 많이 왔어. 아침에 학생들 인원 수 세는 계수기라고 있어. 계

일에 23,000원 정도면 수학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때문에 숙박업에 종사한 주

수기. 그거 딱딱딱 누르면 주머니 넣고 꾹꾹 누르면 되는겨. 한 시

민은 수학여행객 유치를 위해 전국의 학교를 돌아다니기도 하

간 정도 한 시간 반 하면은 만 이천 명씩 들어왔어. 아침에. | 권영우

분의1을 불입하고 계약금총액을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관광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기 위해서는 주로 기차와 버스를 이

여행을 하든지 안하든지 적금가입자의 자의대로 융자금을 사용

용하였다. 경부고속도로가 준공되기 이전인 1960년대에는 경부

였다. 1970년대 초에는 한 학급에 70명이 넘는 학생들이 ‘메뚜

할 수 있는 제도였다. 당시 대상지역으로 속리산의 법주사・부

선 기차를 주로 이용하였다. 서울에서 오는 경우는 대전역 또는

기마빡’이라 불린 37인승 버스에 모두 타고 올 정도로 상황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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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설악산・해운대・불국사 및 제주도 등이 있었고, 이중에서

조치원역에서 하차하였고 , 반대로 부산에서 오는 경우에는 옥

악하였다. 한 학급의 인원수가 점차 줄면서 1990년대 초반에는

서울에서 처음에 한 70명씩 한 학급이 됐을 적에 그때 버스가 하

설악산과 속리산・제주도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적금이 가장 인

천역에서 내려 속리산으로 버스를 타고 들어왔다. 경부고속도

600~700명의 학생이 버스 16~17대에 나눠 타고 들어와서 대

나가 메뚜기마빡이라고 37인승짜리가 있었어. 거기에 70명씩 타고

기가 있었다.40 사내리는 은행에 적금을 납부하면서까지 가고 싶

로 개통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수학여행객이 집중하게 되었지만,

형주차장은 늘 수학여행객들로 북적였다고 한다.

왔어. (조사자: 메뚜기마빡이요? 메뚜기마빡이라고 그래요 그 버스

어 했던 관광지였다.

1975년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서울의 많은 학교들이 설악

1968년부터 법주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법주사 매표소장을

를?) 그 버스가 그렇게 생겼었어. (조사자: 그럼 그게 한 80년(대) 되

산으로 수학여행지를 변경하면서 1970년대 후반부터는 부산・

역임한 권영우에 따르면, 사내리에 수학여행객이 집중된 시기

겠네요?) 아니지 70년대 초반. 서울에서 주로 오다가 그 다음에 70

경남권 학생들이 속리산을 많이 찾기 시작하였다. 당시 부산역
에 가장 큰 간판이 ‘속리산 모집’이었을 정도로 부산에서 접근하

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96년까지라고 한다. 한창 수학여행객

년 후반부터 서울에서 안 오고 경주 설악산으로 가고 여기에 온 것

이 많이 몰렸던 당시, 그가 아침에 매표소에 나와 계수기로 입장

이 부산서 올라오기 시작했지. | 박홍식(남, 1934년생)

기 용이한 관광지가 바로 사내리이었다.

객의 수를 세어보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사이에 12,000명 정

수학여행

수학여행은 학생들에게 현장학습 및 단체생활의 경험을 제공
하기 위한 교육적인 활동의 하나로 명승고적 및 역사적・문화적
인 의미가 있는 곳을 목적지로 한 숙박여행을 일컫는다. 수학여

수학여행은 한 학교가 오면 적어도 200~300명, 많으면

도가 입장할 정도였다고 기억하고 있다.

행은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적 교육이 실시되면서 생겨났으며, 여
행 자체가 드물었던 당시를 고려할 때 대중관광의 시초로 보기

2011년 현재 일반적인 사회문화 현상인 신혼여행은 불과 반
41 동아일보 1926년 10월 16일
42 박홍식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용산역에서 401 완행열차를 타고 대전역에 내려 시

40 매일경제신문 1967년 6월 28일

138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신혼여행

옛날에는 학생 수학여행 오면 설악산하고 속리산 왔어. (조사자: 그

세기 전만 해도 일상화되지 못하였다. 전통 혼례에서는 신혼여

게 언제부터 수학여행을 많이 왔어요?) 80년도 전서부터 96년도까

행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을 뿐더러 신식혼례가 보급될 당시에

내버스로 환승하여 사내리에 들어왔다고 설명하였다.

02. 사내리의 과거

| 139

도 한다. 동아일보 1926년 10월 16일 기사에는 청주농업학교 학
[…] 중학교는 배화여중 4백명이 8일 1박2일 예정으로 속리

생들이 속리산 수학여행을 다녀왔다는 내용이 있는데41, 이를 통

산 법주사로 떠날 계획으로 대부분의 중학교가 법주사에서

해 사내리(속리산)도 드물기는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인근 지역

현충사로 돌아오는 코스를 잡고 있다. […]

의 근대식 학교를 중심으로 수학여행 대상지로 각광 받았음을

경향신문 1970년 10월 7일

알 수 있다.
수학여행은 1970년대 이전까지 학교의 자율성에 따라 행해졌
다. 특히, 6.25전쟁이 끝나고 사회가 점차 안정되어 가기 시작하

소풍・수학여행 어디로 갈까
자율화계기 미리 가본다

던 1960년대 초부터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수학여행을 추진
하기 시작하였다. 속리산은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시기에 전국
어디서나 2박 3일 또는 3박 4일 코스로 다녀오기에 적합한 위치

[……] 속리산

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학여행객들이 몰려왔다. 1970년대 들

부여권 충북보은군에 자리잡은 속리산에는 많은 암자가 있지

어서는 각종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 수학여행이 위축되었지만 한

만 특히 법주사가 유명하다. 이 코스는 2박3일 정도면 충분한

시적 중단이었다. 1980년대 들어서는 교복・두발 자율화 등의

데 속리산에서 법주사를 보고 공주에서 무령왕릉 국립박물관

영향으로 수학여행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을 거쳐 계룡산으로 가면 동학사갑사 등을 경유한다. 공주서

사내리는 수학여행지로 주목받았지만 관광대상(코스)이 법

1시간 거리인 부여는 낙화암 고란사 부소산성이 볼만하다.

주사와 속리산에 한정되어 있어 오랜 기간 머무르기에는 무리

수학여행은 일반관광여행보다 싸서 1인당 2박3일에 2만3천

가 있었다. 따라서 대개 사내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근 지역의

원 정도면 된다고 관광관계자들은 얘기하고 있다.[……]

아산 현충사나 공주나 부여의 백제 유적지를 경유하는 코스로

동아일보 1982년 3월 5일

수학여행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수학여행의 가장 큰 장점은 여행 자체가 드물었던 시기에 일

‘메뚜기 마빡’ 버스(박홍식 제공)

반 관광보다 적은 금액으로 갈 수 있었다는데 있었다. 1971년 사

1년・1년 반・2년 기간의 관광적금에 가입하여 계약금액의 3

내리 수학여행 요금은 3,700원이었고, 1980년대 들어서는 2박 3

600~700명의 학생이 왔기 때문에 사내리 주민 입장에서는 고

지는 많이 왔어. 아침에 학생들 인원 수 세는 계수기라고 있어. 계

일에 23,000원 정도면 수학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때문에 숙박업에 종사한 주

수기. 그거 딱딱딱 누르면 주머니 넣고 꾹꾹 누르면 되는겨. 한 시

민은 수학여행객 유치를 위해 전국의 학교를 돌아다니기도 하

간 정도 한 시간 반 하면은 만 이천 명씩 들어왔어. 아침에. | 권영우

분의1을 불입하고 계약금총액을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관광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기 위해서는 주로 기차와 버스를 이

여행을 하든지 안하든지 적금가입자의 자의대로 융자금을 사용

용하였다. 경부고속도로가 준공되기 이전인 1960년대에는 경부

였다. 1970년대 초에는 한 학급에 70명이 넘는 학생들이 ‘메뚜

할 수 있는 제도였다. 당시 대상지역으로 속리산의 법주사・부

선 기차를 주로 이용하였다. 서울에서 오는 경우는 대전역 또는

기마빡’이라 불린 37인승 버스에 모두 타고 올 정도로 상황이 열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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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설악산・해운대・불국사 및 제주도 등이 있었고, 이중에서

조치원역에서 하차하였고 , 반대로 부산에서 오는 경우에는 옥

악하였다. 한 학급의 인원수가 점차 줄면서 1990년대 초반에는

서울에서 처음에 한 70명씩 한 학급이 됐을 적에 그때 버스가 하

설악산과 속리산・제주도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적금이 가장 인

천역에서 내려 속리산으로 버스를 타고 들어왔다. 경부고속도

600~700명의 학생이 버스 16~17대에 나눠 타고 들어와서 대

나가 메뚜기마빡이라고 37인승짜리가 있었어. 거기에 70명씩 타고

기가 있었다.40 사내리는 은행에 적금을 납부하면서까지 가고 싶

로 개통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수학여행객이 집중하게 되었지만,

형주차장은 늘 수학여행객들로 북적였다고 한다.

왔어. (조사자: 메뚜기마빡이요? 메뚜기마빡이라고 그래요 그 버스

어 했던 관광지였다.

1975년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서울의 많은 학교들이 설악

1968년부터 법주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법주사 매표소장을

를?) 그 버스가 그렇게 생겼었어. (조사자: 그럼 그게 한 80년(대) 되

산으로 수학여행지를 변경하면서 1970년대 후반부터는 부산・

역임한 권영우에 따르면, 사내리에 수학여행객이 집중된 시기

겠네요?) 아니지 70년대 초반. 서울에서 주로 오다가 그 다음에 70

경남권 학생들이 속리산을 많이 찾기 시작하였다. 당시 부산역
에 가장 큰 간판이 ‘속리산 모집’이었을 정도로 부산에서 접근하

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96년까지라고 한다. 한창 수학여행객

년 후반부터 서울에서 안 오고 경주 설악산으로 가고 여기에 온 것

이 많이 몰렸던 당시, 그가 아침에 매표소에 나와 계수기로 입장

이 부산서 올라오기 시작했지. | 박홍식(남, 1934년생)

기 용이한 관광지가 바로 사내리이었다.

객의 수를 세어보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사이에 12,000명 정

수학여행

수학여행은 학생들에게 현장학습 및 단체생활의 경험을 제공
하기 위한 교육적인 활동의 하나로 명승고적 및 역사적・문화적
인 의미가 있는 곳을 목적지로 한 숙박여행을 일컫는다. 수학여

수학여행은 한 학교가 오면 적어도 200~300명, 많으면

도가 입장할 정도였다고 기억하고 있다.

행은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적 교육이 실시되면서 생겨났으며, 여
행 자체가 드물었던 당시를 고려할 때 대중관광의 시초로 보기

2011년 현재 일반적인 사회문화 현상인 신혼여행은 불과 반
41 동아일보 1926년 10월 16일
42 박홍식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용산역에서 401 완행열차를 타고 대전역에 내려 시

40 매일경제신문 1967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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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학생 수학여행 오면 설악산하고 속리산 왔어. (조사자: 그

세기 전만 해도 일상화되지 못하였다. 전통 혼례에서는 신혼여

게 언제부터 수학여행을 많이 왔어요?) 80년도 전서부터 96년도까

행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을 뿐더러 신식혼례가 보급될 당시에

내버스로 환승하여 사내리에 들어왔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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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976년 당시에는 많게는 하루에 500쌍이 넘는 신혼부부가

결혼식 서민은 간소화, 상류는 변칙

사내리에 찾아왔다고 한다. 당시에는 일요일 오전에 출발하여

한참 달리다 보면 뒤에 보면 사람이 없다는 거야. 어디 갔나보면 워

가장 가보고 싶은 신혼여행지는 제주도

낙 달리니까 겁나서 숨어서 | 성낙원(남, 1951년생)

일요일 유성온천 → 월요일 속리산 → 화요일 수안보를 경유하
[……] 신혼여행

는 코스가 인기가 좋았다. 따라서 일요일 밤이면 유성온천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가본 신혼여행지는 부산, 가장 가보고 싶

제주도 설악산 경주 속리산 해인사 등이 손꼽히지만 평소에

월요일 오전에 속리산에 가기 위해 도착한 신혼부부들로 사내

은 신혼여행지는 제주도로 밝혀졌다.

년에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속리산은 부산, 경주, 제주도, 온

맘먹고도 못 가봤던 제주도 여행지가 일급으로 꼽힌다.

리 여관들이 방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여관방이 없으면, 여인

이 같은 사실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소장 박무익)가 지난 1

양온천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이 가본 신혼여행지였다. 이는

제주도 여행비는 비행기로 출발하여 관광호텔에서 3박4일하

숙이나 심지어 민박에서 첫날밤을 보낸 신혼여행객들도 많았다.

월 20일부터 30일까지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18세이상

서울이나 설악산, 유성온천 등보다도 높은 순위였다. 이 통계자료

는 코오스인데 일반적인 경제 사정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할

사내리에서 전문적으로 민박을 운영한 가정뿐만 아니라 일반 가

의 남녀 1천2백18명(남6백1 여6백17)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

에서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지역별로 볼 때는 대도시 사람들은 부

만큼 역시 큰 부담. 오히려 등산복 차림으로 설악산이나 지리

정에서도 한번쯤은 신혼여행객을 받아봤을 정도였다.

회지표조사에서 밝혀졌다.

산, 경주, 제주도를 많이 가보았지만 면단위 이하 지역에서는 속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가본 신혼여행지는 부

리산을 가장 많이 가보았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층

신혼부부가 갈 때가 없어 가지고 여인숙, 민박까지, 방이 없으니까!

산(21.6%) 경주(12.6) 제주도(12.2), 온양온천(10.8), 속리산

에서는 제주도를 많이 갔지만 낮은 층에서는 경주와 속리산을 많

우리 내가 저 밑에 지금도 살지만 거기 신혼부부가 [……] 그 신혼

(7.9) 서울(5.4) 설악산(4.0) 유성온천(2.9) 남해안(2.5) 현충

이 갔다고 조사되었다.

부부는 아마 민박에서 잤단 얘기 죽어도 안할 거야. 챙피해서 [……]

사(2.5)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가장 가보고 싶은 신혼여행지

속리산을 찾는 신혼여행객이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은 1989

그때가 전성기여 | 성낙원(남, 1951년생)

는 제주도(46.5%) 외국(13.1) 설악산(11.8) 부산(2.8) 남해안

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해외여행이

(2.6) 경주(2.6) 국내일주(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형태로 받아들여진 1990년대 후반 이전까지는 여전히
신혼여행객들로 사내리가 붐볐었다.

산 등지를 찾는 커플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동아일보 1974년 10월 29일

도 신혼여행은 혼례과정에 포함되지 못했었다. 이에 대해 박부
진은 “신혼여행은 결혼에 관한 기대의 변화, 가족제도의 변화, 근

대적인 교통수단의 발달, 소비사회의 발달, 중산층의 성장 및 다

속리산 신혼여행은 철도와 연계 되어 있었다. 이때만 하더라

지역별로 볼때 대도시 사람들은 부산(25.0%) 경주(15.8) 제

른 사회적 요소 때문에 야기된 최근의 고안물43이라 설명하고 있

도 신혼여행객은 승용차보다는 기차나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을

주도(15.8)를 많이 가보았고 면단위이하 지역에서는 속리산

다. 실제로 일제강점기를 비롯한 1950년대 중반까지도 신혼여

이용해 신혼여행을 가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철도가 직접 닿지 않

(16.2%)을 제일 많이 가보았다. 제주도는 또 교육수준이 높

행이 전혀 행해진 것은 아니나 주로 상류층을 중심으로 수용되

았던 사내리는 대전역까지 철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속리산

은 중산층 이상에서, 경주 속리산은 교육수준이 낮은 층이 많

었기 때문에 보편화되지는 못했다.

이 갔다. [……]

신혼여행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1960년대부터이다.
1960년대부터 일부 신문기사에 신혼여행 가이드가 실리기 시

1980년대 속리산은 서민들이 즐겨 찾던 신혼여행지였다. 1982

동아일보 1982년 5월 27일

추억만들기 행복한 신혼여행 알뜰가이드

작하였고, 신혼여행의 필요성이 점차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사
내리에서도 주민들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신혼여행객이 방문한

쿠폰하나로 신방까지 해결 신혼열차

신혼여행이 유성온천과 연계된 코스였던 것은 철도가 대전역까지

시기가 1960년대 중・후반이라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관광회사 비용 비교적 싸고 코스 다양

닿았던 이유가 가장 컸다. 대전에서 사내리로 들어올 때는 버스나

고 볼 수 있다.
1970년대부터는 신식혼례와 신혼여행이 보편화되기 시작하

택시를 이용했다. 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는 택시를 자주 이용하

[……] 결혼을 앞두고 신혼여행계획을 짜려는 이들을 위해 몇

였다. ‘택시 드라이브’는 전국적으로 신혼여행의 한 과정으로 받아

였다. 1970년대부터는 상류층을 중심으로 제주도가 신혼여행

가지 신혼여행 상품을 소개한다.(요금은 1커플당)

들여졌을 정도였다. 대전에서 속리산까지의 ‘택시 드라이브’는 비

지로 급부상되었지만 대부분의 신혼여행객은 속리산・설악산

신혼열차

교적 장거리 운행이었고 운임이 비싼 편이라 두 쌍이 한 택시에 합

이나 경주・온양온천 등 숙박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면서 교통

철도청은 2박3일~3박4일짜리 신혼열차 7개 상품을 마련해

승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지만 때에 따라서는 세 쌍까지도 한 택시

이 좋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는 온천이나 관광지를 선호하였

놓고 있다.

에 탔다. 성낙원에 따르면, 대전에서 서울까지 한 시간도 채 걸리

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러한 관광지에는 관광시설이나 오락시설

신혼여행전용 새마을호 열차를 연중운행, 한 장의 쿠폰으로

지 않은 ‘총알택시’로 유명했던 홍도순 기사는 대전에서 속리산까

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지만 신혼여행을 가는 자체만으로

교통(열차․여객선․항공기․버스)숙식․관광지입장료 등이 모두

지 신혼부부 세 쌍을 택시에 태우고 빨리 다니기로 유명하였다.

도 만족했던 시기였다.

해결된다.

사내리에 신혼여행객이 가장 많이 몰렸던 시기는 1970년대

유성온천․속리산 2박3일코스(유성온천~계롱산~동학사~공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이다. 조철현에 의하면 1975년에

주부여~속리산~대청댐) = 17만2천원(아침2․저녁1회) 종합

법주사 내 신혼부부(국가기록원 제공)

예약 대전 253-5881
43 박부진, 「신혼여행의 문화사: 새로운 통과의례의 시작과 현재」, 『한국문화인류

경향신문 1990년 4월 9일
1980년대 속리산 신혼여행 신문광고(원문) / 매일경제신문 1981년 6월 16일

학』40-1, 한국문화인류학회, 2007,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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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976년 당시에는 많게는 하루에 500쌍이 넘는 신혼부부가

결혼식 서민은 간소화, 상류는 변칙

사내리에 찾아왔다고 한다. 당시에는 일요일 오전에 출발하여

한참 달리다 보면 뒤에 보면 사람이 없다는 거야. 어디 갔나보면 워

가장 가보고 싶은 신혼여행지는 제주도

낙 달리니까 겁나서 숨어서 | 성낙원(남, 1951년생)

일요일 유성온천 → 월요일 속리산 → 화요일 수안보를 경유하
[……] 신혼여행

는 코스가 인기가 좋았다. 따라서 일요일 밤이면 유성온천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가본 신혼여행지는 부산, 가장 가보고 싶

제주도 설악산 경주 속리산 해인사 등이 손꼽히지만 평소에

월요일 오전에 속리산에 가기 위해 도착한 신혼부부들로 사내

은 신혼여행지는 제주도로 밝혀졌다.

년에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속리산은 부산, 경주, 제주도, 온

맘먹고도 못 가봤던 제주도 여행지가 일급으로 꼽힌다.

리 여관들이 방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여관방이 없으면, 여인

이 같은 사실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소장 박무익)가 지난 1

양온천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이 가본 신혼여행지였다. 이는

제주도 여행비는 비행기로 출발하여 관광호텔에서 3박4일하

숙이나 심지어 민박에서 첫날밤을 보낸 신혼여행객들도 많았다.

월 20일부터 30일까지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18세이상

서울이나 설악산, 유성온천 등보다도 높은 순위였다. 이 통계자료

는 코오스인데 일반적인 경제 사정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할

사내리에서 전문적으로 민박을 운영한 가정뿐만 아니라 일반 가

의 남녀 1천2백18명(남6백1 여6백17)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

에서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지역별로 볼 때는 대도시 사람들은 부

만큼 역시 큰 부담. 오히려 등산복 차림으로 설악산이나 지리

정에서도 한번쯤은 신혼여행객을 받아봤을 정도였다.

회지표조사에서 밝혀졌다.

산, 경주, 제주도를 많이 가보았지만 면단위 이하 지역에서는 속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가본 신혼여행지는 부

리산을 가장 많이 가보았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층

신혼부부가 갈 때가 없어 가지고 여인숙, 민박까지, 방이 없으니까!

산(21.6%) 경주(12.6) 제주도(12.2), 온양온천(10.8), 속리산

에서는 제주도를 많이 갔지만 낮은 층에서는 경주와 속리산을 많

우리 내가 저 밑에 지금도 살지만 거기 신혼부부가 [……] 그 신혼

(7.9) 서울(5.4) 설악산(4.0) 유성온천(2.9) 남해안(2.5) 현충

이 갔다고 조사되었다.

부부는 아마 민박에서 잤단 얘기 죽어도 안할 거야. 챙피해서 [……]

사(2.5)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가장 가보고 싶은 신혼여행지

속리산을 찾는 신혼여행객이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은 1989

그때가 전성기여 | 성낙원(남, 1951년생)

는 제주도(46.5%) 외국(13.1) 설악산(11.8) 부산(2.8) 남해안

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해외여행이

(2.6) 경주(2.6) 국내일주(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형태로 받아들여진 1990년대 후반 이전까지는 여전히
신혼여행객들로 사내리가 붐볐었다.

산 등지를 찾는 커플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동아일보 1974년 10월 29일

도 신혼여행은 혼례과정에 포함되지 못했었다. 이에 대해 박부
진은 “신혼여행은 결혼에 관한 기대의 변화, 가족제도의 변화, 근

대적인 교통수단의 발달, 소비사회의 발달, 중산층의 성장 및 다

속리산 신혼여행은 철도와 연계 되어 있었다. 이때만 하더라

지역별로 볼때 대도시 사람들은 부산(25.0%) 경주(15.8) 제

른 사회적 요소 때문에 야기된 최근의 고안물43이라 설명하고 있

도 신혼여행객은 승용차보다는 기차나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을

주도(15.8)를 많이 가보았고 면단위이하 지역에서는 속리산

다. 실제로 일제강점기를 비롯한 1950년대 중반까지도 신혼여

이용해 신혼여행을 가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철도가 직접 닿지 않

(16.2%)을 제일 많이 가보았다. 제주도는 또 교육수준이 높

행이 전혀 행해진 것은 아니나 주로 상류층을 중심으로 수용되

았던 사내리는 대전역까지 철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속리산

은 중산층 이상에서, 경주 속리산은 교육수준이 낮은 층이 많

었기 때문에 보편화되지는 못했다.

이 갔다. [……]

신혼여행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1960년대부터이다.
1960년대부터 일부 신문기사에 신혼여행 가이드가 실리기 시

1980년대 속리산은 서민들이 즐겨 찾던 신혼여행지였다. 1982

동아일보 1982년 5월 27일

추억만들기 행복한 신혼여행 알뜰가이드

작하였고, 신혼여행의 필요성이 점차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사
내리에서도 주민들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신혼여행객이 방문한

쿠폰하나로 신방까지 해결 신혼열차

신혼여행이 유성온천과 연계된 코스였던 것은 철도가 대전역까지

시기가 1960년대 중・후반이라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관광회사 비용 비교적 싸고 코스 다양

닿았던 이유가 가장 컸다. 대전에서 사내리로 들어올 때는 버스나

고 볼 수 있다.
1970년대부터는 신식혼례와 신혼여행이 보편화되기 시작하

택시를 이용했다. 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는 택시를 자주 이용하

[……] 결혼을 앞두고 신혼여행계획을 짜려는 이들을 위해 몇

였다. ‘택시 드라이브’는 전국적으로 신혼여행의 한 과정으로 받아

였다. 1970년대부터는 상류층을 중심으로 제주도가 신혼여행

가지 신혼여행 상품을 소개한다.(요금은 1커플당)

들여졌을 정도였다. 대전에서 속리산까지의 ‘택시 드라이브’는 비

지로 급부상되었지만 대부분의 신혼여행객은 속리산・설악산

신혼열차

교적 장거리 운행이었고 운임이 비싼 편이라 두 쌍이 한 택시에 합

이나 경주・온양온천 등 숙박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면서 교통

철도청은 2박3일~3박4일짜리 신혼열차 7개 상품을 마련해

승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지만 때에 따라서는 세 쌍까지도 한 택시

이 좋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는 온천이나 관광지를 선호하였

놓고 있다.

에 탔다. 성낙원에 따르면, 대전에서 서울까지 한 시간도 채 걸리

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러한 관광지에는 관광시설이나 오락시설

신혼여행전용 새마을호 열차를 연중운행, 한 장의 쿠폰으로

지 않은 ‘총알택시’로 유명했던 홍도순 기사는 대전에서 속리산까

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지만 신혼여행을 가는 자체만으로

교통(열차․여객선․항공기․버스)숙식․관광지입장료 등이 모두

지 신혼부부 세 쌍을 택시에 태우고 빨리 다니기로 유명하였다.

도 만족했던 시기였다.

해결된다.

사내리에 신혼여행객이 가장 많이 몰렸던 시기는 1970년대

유성온천․속리산 2박3일코스(유성온천~계롱산~동학사~공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이다. 조철현에 의하면 1975년에

주부여~속리산~대청댐) = 17만2천원(아침2․저녁1회) 종합

법주사 내 신혼부부(국가기록원 제공)

예약 대전 253-5881
43 박부진, 「신혼여행의 문화사: 새로운 통과의례의 시작과 현재」, 『한국문화인류

경향신문 1990년 4월 9일
1980년대 속리산 신혼여행 신문광고(원문) / 매일경제신문 1981년 6월 16일

학』40-1, 한국문화인류학회, 2007,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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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내리의 현재

1. 사내리 상가지역 전수조사

1) 조사개요
조사팀은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사

사내리 상가지역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팀이 알고자 하는 것

사내리 상가 단지는 현재 음식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내2·6리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상가들

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내리 관광업의 전반적

고 있어 설문지는 점심·저녁식사 시간 전후를 피해서 배포·

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

인 업태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내리 업종의 변

회수하였다. 또한, 여름에 진행한 작업이라 선선한 아침과 초저

현재의 사내리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사내리 주민의 구성과 정착 시기

녁 시간을 주로 이용하였다. 상당히 번거롭고 무례한 부탁임에

서는 사내리의 생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를 파악하는 것이다. 외지인의 비율이 높은 사내리의 특성상 그

도 불구하고 사내리 주민은 비교적 친절하게 설문지 조사에 응

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

들이 사내리에 정착하게 된 배경과 시기 등을 조사하고자 하였

대해 주었다.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전한다.

내리 생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관광

다. 셋째, 주민 스스로 생각하는 사내리 관광의 문제점과 해결방

사내리 상가지역 전수조사에 대한 경과는 다음과 같다.

업에 대한 업태 및 현황을 파악하는 것

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과거에 비해 상권이 많이 죽은 사내리 관

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백여 곳 이상 자

광단지에 대해 그들이 생각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으로 어떤 생

리 잡은 사내리 상가를 모두 심층면접 조

각을 가졌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에 따라 설문지는 업종, 사내

날짜

내용

사를 하기에는 조사팀의 인력이나 경제

리 정착 시기, 입점 시기, 마을 내 친인척 관계, 상호명, 대표 품

7월 1일

김기철(2리)·김헌수(6리) 이장에게 자문 및 협조 부탁

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다.

목(주로 음식점에 한 함), 건물 신축·개축시기, 현 상가지역의

7월 18일

설문지 제작

또한,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가게에서 보

문제점 및 관광활성화 방향 등을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도록 구

7월 22일

설문지 배포 시작

내는 주민의 특성상 장시간 시간을 내어

성하였다. 따라서 다문형의 객관식 설문지가 아닌 단답식의 주

7월 25일

설문지 회수 시작

7월 31일

설문지 재배포 및 추가 회수 작업 시작

인터뷰하기에도 무리가 있었다. 이에 조

관식 설문지로 만들었다. 주관식 설문은 답문의 내용에 따라 몇

8월 10일

설문지 회수 완료 설문지 회수 시작

사팀이 차선책으로 생각해 내 것이 설문

가지로 유형화하여 분석 대상의 표본으로 삼았다.

상가지역 전수조사 경과

지를 통한 전수조사이다. 설문지는 비교
적 짧은 시간에 작성할 수 있고, 조사 항

전수조사는 상주 조사자인 김희수 학예연구사와 김승유 연구

목을 연구목적에 맞게 설정할 수 있는 장

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살림살이 조사자인 정세영,

점이 있다. 물론 민속학이나 인류학에서

전호창 연구원이 시간을 내주어 설문지 배포와 회수에 한하여

는 설문지와 같은 양적 연구방법론을 적

보조적으로 지원하였다. 김영광 사진작가와 서강현 촬영감독은

용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조사팀에 있어

상가 전경과 간판, 메뉴 등을 촬영하였다. 1차로 전체적으로 설

설문지 조사는 상가지역 주민을 정해진

문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부

시간 내 조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

주민에 한해서 추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이

법이었다.

상가지역 전수조사 설문지

능숙하지 않은 주민은 인터뷰를 통해 조사자가 직접 작성하였
다. 또한, 전수조사 전에 관련 인터뷰에 응한 일부 주민의 조사
내용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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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내리 상가지역 전수조사

1) 조사개요
조사팀은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사

사내리 상가지역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팀이 알고자 하는 것

사내리 상가 단지는 현재 음식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내2·6리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상가들

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내리 관광업의 전반적

고 있어 설문지는 점심·저녁식사 시간 전후를 피해서 배포·

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

인 업태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내리 업종의 변

회수하였다. 또한, 여름에 진행한 작업이라 선선한 아침과 초저

현재의 사내리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사내리 주민의 구성과 정착 시기

녁 시간을 주로 이용하였다. 상당히 번거롭고 무례한 부탁임에

서는 사내리의 생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를 파악하는 것이다. 외지인의 비율이 높은 사내리의 특성상 그

도 불구하고 사내리 주민은 비교적 친절하게 설문지 조사에 응

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

들이 사내리에 정착하게 된 배경과 시기 등을 조사하고자 하였

대해 주었다.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전한다.

내리 생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관광

다. 셋째, 주민 스스로 생각하는 사내리 관광의 문제점과 해결방

사내리 상가지역 전수조사에 대한 경과는 다음과 같다.

업에 대한 업태 및 현황을 파악하는 것

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과거에 비해 상권이 많이 죽은 사내리 관

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백여 곳 이상 자

광단지에 대해 그들이 생각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으로 어떤 생

리 잡은 사내리 상가를 모두 심층면접 조

각을 가졌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에 따라 설문지는 업종, 사내

날짜

내용

사를 하기에는 조사팀의 인력이나 경제

리 정착 시기, 입점 시기, 마을 내 친인척 관계, 상호명, 대표 품

7월 1일

김기철(2리)·김헌수(6리) 이장에게 자문 및 협조 부탁

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다.

목(주로 음식점에 한 함), 건물 신축·개축시기, 현 상가지역의

7월 18일

설문지 제작

또한,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가게에서 보

문제점 및 관광활성화 방향 등을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도록 구

7월 22일

설문지 배포 시작

내는 주민의 특성상 장시간 시간을 내어

성하였다. 따라서 다문형의 객관식 설문지가 아닌 단답식의 주

7월 25일

설문지 회수 시작

7월 31일

설문지 재배포 및 추가 회수 작업 시작

인터뷰하기에도 무리가 있었다. 이에 조

관식 설문지로 만들었다. 주관식 설문은 답문의 내용에 따라 몇

8월 10일

설문지 회수 완료 설문지 회수 시작

사팀이 차선책으로 생각해 내 것이 설문

가지로 유형화하여 분석 대상의 표본으로 삼았다.

상가지역 전수조사 경과

지를 통한 전수조사이다. 설문지는 비교
적 짧은 시간에 작성할 수 있고, 조사 항

전수조사는 상주 조사자인 김희수 학예연구사와 김승유 연구

목을 연구목적에 맞게 설정할 수 있는 장

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살림살이 조사자인 정세영,

점이 있다. 물론 민속학이나 인류학에서

전호창 연구원이 시간을 내주어 설문지 배포와 회수에 한하여

는 설문지와 같은 양적 연구방법론을 적

보조적으로 지원하였다. 김영광 사진작가와 서강현 촬영감독은

용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조사팀에 있어

상가 전경과 간판, 메뉴 등을 촬영하였다. 1차로 전체적으로 설

설문지 조사는 상가지역 주민을 정해진

문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부

시간 내 조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

주민에 한해서 추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이

법이었다.

상가지역 전수조사 설문지

능숙하지 않은 주민은 인터뷰를 통해 조사자가 직접 작성하였
다. 또한, 전수조사 전에 관련 인터뷰에 응한 일부 주민의 조사
내용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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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내용
2011년 7월 22일, 설문지 배포 당시 조사팀이 발로 뛰며 파악
한 사내리 상가지역 전체 조사 대상자는 195곳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에선 간판만 있고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은 제외하였다. 사업
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장사를 하지 않는 곳은 제외
하였기 때문에 관광협의회나 군에 등록되어 있는 통계와는 다
소 차이가 있다. 또한, 사내1·3·4·5리의 상가들은 조사대상
에 제외하였고 속리산 자락에 위치한 휴게소나 기념품 가게도

특산품
3
유흥업
2

기타
7

잡화(슈퍼)
7

총계
105

노래방 2

요식업 34

부터 장사를 하다가 현재의 위치로 이주한 이들이 약 51%로 가

대 입주한 곳은 숙박업이나 기념품상이 많다는 것은 시대적으

장 많았다. 또한, 도시계획 이후 가장 상가가 활성화되던 1970

로 관광업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례를 살펴보면, 현

년대에도 약 21%였다. 즉 1970년대까지 정착한 주민이 70%가

재 속리산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천기종은 1980년 입점 이래

넘었으며, 상가가 가장 침체되었던 1990년대에는 응답자 중 불

로 제과점 → 슈퍼 → 당구장 → 경품 오락실 등의 업종을 거쳐

과 3명만이 사내리에 정착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현재에 이르렀다. 또한, 현재 팔경사 노래방(1동)과 토속음식점

1960~70년대 사내리가 상권이 가장 발달했을 때 많은 외지인

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문제는 사내리에 들어왔다고 해서
기념품
9

다음과 같다.

대부분 식당이나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반면에 1970년

이 들어왔다고 밝힌 사내리 토착민들의 증언과도 일치한 것이

관공서
6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힌다. 업종별 전체 조사대상자는

현 상가 주민 중 사내리에서 태어났거나 오리숲 구상가에서

숙박업
8

(2동), 큰집음식점(2동)이 입점한 오동연립 건물의 경우, 각각 ‘

팔경사(기념품점) → 팔경사 노래방’, ‘이발소 → 슈퍼 → 분식

점 → 토속음식점’, ‘기념품점 → 목공예점 →노래방 → 토속음식

바로 모두 장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내리에 들어

점’, ‘기념품점 → 큰집음식점’, ‘음식점 → 기념품점 → 버섯판매

와서 처음 관광종사원을 하거나 법주사에서 일하는 등 다른 일

→ 큰집음식점’ 등 업종이 다양하게 변화됐음을 알 수 있었다.

을 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토착민으로 살다가 2000
2000년대 이후

년대 들어 장사를 한 경우도 있었으며, 업종을 여러 번 변경하여
업종별 현황

기타
26

요식업 69

유흥업
9

1980년대 3
2

요식업, 기념품, 슈퍼, 관공서 등은 비교적 응답률이 높았으나
숙박업과 유흥업은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아 이와 관련된 업

총계
105

잡화(슈퍼)
15
노래방
8
관공서
8

1990년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특산품
10

1

입점 시기가 정착시기와 다른 경우가 많았다. 현 상가 입점 시기

종별 현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 결과, 설문조사 결

1974년
9

과만으로 업종별 양적 통계를 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설문조사의 업종별 현황은 다른 설문의 양적 총계 정도의 자료

기념품
15

숙박업
35

라 할 수 있으며, 각 문항별 분석을 통해 2011년 사내리 상가지

2000년대 이후
25

20

1970년대

총계
69

역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사내리에 들

1971년

총계
55

25

1973년
9

어온 정착시기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72년
11

업종별 전체 조사대상자
1990년대

1980년대

7

12

건물 신축 시기

2000년대 이후

조사팀은 가능한 모든 곳에 설문지를 배포하기 위해 노력하

1990년대

7

3

였으나 모든 주민과 만날 수는 없었다. 조사팀은 주민의 부담을

현 상가 입점 시기 현황

건물 신축 시기는 1970년대 집중적으로 분포한 것을 알 수 있

덜고자 대개 주민이 장사를 막 준비하는 시간이나 가장 한가한
시간에 방문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이 시간에 가게를 열지 않거

1980년대

다. 1980년대 이후부터 신축한 건물의 대다수는 은행이나 소방

10

총계
74

나 비우는 경우가 많아 만남이 성사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결
과적으로 조사팀은 144곳에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총 78곳에서
설문지를 회수할 수 있었다. 약 54%의 회수율이며, 전체 대상자
로 범위를 넓힌다면, 40%의 주민이 설문에 응해주었다. 설문에

1970년대
16

응답해준 업종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70년대 이전
38

입점 시기는 현 상가가 조성된 1970년대가 기준이 되었다.

서, 파출소 등 관공서라는 점에서 1970년대 도시계획으로 조성

1970년대 입점한 수가 25곳으로 전체의 약 36%였다. 이는 도시

된 상가단지가 현재까지도 그 형태를 유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

계획 당시 입주하여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장사를 한 것을 뜻

히 1971년 1차 도시계획 때 숙박 단지와 오동연립을 건설하였기

한다. 또한, 2000년대 이후에 입점한 경우도 25곳에 약 36%라는

때문에 가장 많은 수의 상가가 신축된 것을 알 수 있다.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반대로 업종을 계속 변화하는 수도 상
당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로 2000년대 정착한 주민의 수
정착시기

보다 2000년대 입점한 수가 3배가 넘는다는 것은 업종을 변화한
곳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2000년대 입점한 업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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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내용
2011년 7월 22일, 설문지 배포 당시 조사팀이 발로 뛰며 파악
한 사내리 상가지역 전체 조사 대상자는 195곳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에선 간판만 있고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은 제외하였다. 사업
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장사를 하지 않는 곳은 제외
하였기 때문에 관광협의회나 군에 등록되어 있는 통계와는 다
소 차이가 있다. 또한, 사내1·3·4·5리의 상가들은 조사대상
에 제외하였고 속리산 자락에 위치한 휴게소나 기념품 가게도

특산품
3
유흥업
2

기타
7

잡화(슈퍼)
7

총계
105

노래방 2

요식업 34

부터 장사를 하다가 현재의 위치로 이주한 이들이 약 51%로 가

대 입주한 곳은 숙박업이나 기념품상이 많다는 것은 시대적으

장 많았다. 또한, 도시계획 이후 가장 상가가 활성화되던 1970

로 관광업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례를 살펴보면, 현

년대에도 약 21%였다. 즉 1970년대까지 정착한 주민이 70%가

재 속리산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천기종은 1980년 입점 이래

넘었으며, 상가가 가장 침체되었던 1990년대에는 응답자 중 불

로 제과점 → 슈퍼 → 당구장 → 경품 오락실 등의 업종을 거쳐

과 3명만이 사내리에 정착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현재에 이르렀다. 또한, 현재 팔경사 노래방(1동)과 토속음식점

1960~70년대 사내리가 상권이 가장 발달했을 때 많은 외지인

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문제는 사내리에 들어왔다고 해서
기념품
9

다음과 같다.

대부분 식당이나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반면에 1970년

이 들어왔다고 밝힌 사내리 토착민들의 증언과도 일치한 것이

관공서
6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힌다. 업종별 전체 조사대상자는

현 상가 주민 중 사내리에서 태어났거나 오리숲 구상가에서

숙박업
8

(2동), 큰집음식점(2동)이 입점한 오동연립 건물의 경우, 각각 ‘

팔경사(기념품점) → 팔경사 노래방’, ‘이발소 → 슈퍼 → 분식

점 → 토속음식점’, ‘기념품점 → 목공예점 →노래방 → 토속음식

바로 모두 장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내리에 들어

점’, ‘기념품점 → 큰집음식점’, ‘음식점 → 기념품점 → 버섯판매

와서 처음 관광종사원을 하거나 법주사에서 일하는 등 다른 일

→ 큰집음식점’ 등 업종이 다양하게 변화됐음을 알 수 있었다.

을 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토착민으로 살다가 2000
2000년대 이후

년대 들어 장사를 한 경우도 있었으며, 업종을 여러 번 변경하여
업종별 현황

기타
26

요식업 69

유흥업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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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식업, 기념품, 슈퍼, 관공서 등은 비교적 응답률이 높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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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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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2000년대 입점한 업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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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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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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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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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부여

17

17

음식점 대표 품목

가게이름 작명 동기

건물 개축 시기는 응답자가 많지 않아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가들을 대상으로 대표 품목이 무

조사팀이 흥미롭게 바라보고 조사하고 싶었던 부분 중 하나

어려웠다. 그러나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입점하는 시기에 개축

엇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해보았다. 중복 응답을 가능하게 하였는

가 바로 왜 가게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가 하는 부분이었다. 외

을 시도하였고 내부 공사가 많았다. 또한, 화장실 등 개보수 공

데, 전체 응답의 80%가 산채비빔밥, 버섯전골, 산채정식으로 편

지인이 많고 상가의 수가 많은 사내리에서 남과는 다른 자신의

사는 1990년대 이후에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사내리 상가

중되었다. 이는 현재 사내리 음식점의 대부분이 동일한 메뉴로

모습을 어떤 표현으로 드러내었는가가 궁금하였다. 조사 결과,

지역을 살펴보면 건물이 단층인 경우가 많고 2층이나 3층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34%의 응답자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여 지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증축한 경우는 드문 것을 알 수 있다. 처음 증축한 시기는 1997
년으로 현 속리산노래연습장 건물이다. 이는 자연공원법이 개정
되면서 증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사
내리 상가들이 신축을 하지 못한 것도 이러한 법적 제재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예를 들어, 친정집에 딸만 8명이어서 ‘딸부잣집’으로 식당 이름

을 짓거나 길게 빛이 나라는 의미에서 지은 ‘영광상사’, 뒷산의

푸른 소나무의 모습을 보고 지은 ‘청솔식당’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고향을 상호로 지은 경우도 많았다. ‘해주’,

가게이름 작명 동기 _ 주변지역

‘개성’, ‘서울’, ‘영남’, ‘대구’, ‘청주’, ‘경상도’, ‘대전’ 등 상호에 지역
명이 들어간 것은 대부분 자신의 출신지역인 경우가 많았다. 구
상가 시절에는 이렇게 자신의 출신지역을 상호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현재는 그때와 비하면 그 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기존 업소명의 명칭을 이어받아 장사를 한 경우의 대부분도 전
주인의 출신지역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속리산’

이나 ‘법주사’, ‘정이품’, ‘문장대’ 등 주변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경
우도 많았다. 지역명을 통해 지역색이나 향토색을 강조하는 위
함이라는 이유가 대다수였다. 또한, 향토색을 강조하는 면에서
는 위와 같지만 ‘옛고을’처럼 지역명이 아닌 상호를 쓰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작명 동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방식으로 나

가게이름 작명 동기 _ 주변지역

타내고 있으며, 관광객에게 자신의 가게를 호소하기 위해 어떤
것을 강조하는가를 알 수 있는 자료였다.
메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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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단지 내 친족관계도 조사팀이 알고 싶은 부분이었다. 사

내리 주민과 인터뷰를 하다 보면 현재 사내리에는 ‘집성(集姓)’

한다고 주장하였다. 무려 반세기 동안 속리산과 법주사라는 관
광대상에만 의존하는 것은 다른 관광지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

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일가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는 사람

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눈썰매장(또는 스

이 많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대를 이어가며 장사를

키장)이나 수영장, 놀이공원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하거나 2대가 따로 식당을 내어 장사를 하는 곳도 있었다. 설문

많았는데, 이는 사시사철 관광객이 사내리에 올 수 있는 자원을

에 응한 이들 중 사내리에 친족이 사는 경우 13명이 있었다. 대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부분이 형제나 부모 등의 관계가 많았다. 예를 들어 형제상회,

다음으로 개발제한에 대한 지적을 들 수 있다. 사내리는 앞서

형제식당, 충남상회의 삼형제나 속리산 노래연습장과 속리산슈

설문결과에서 보듯 건물 신축이 대부분 1970년대에 이루어졌고

퍼마켓은 매형과 처남 사이이며, 속리산 페리카나와 가야식당,

개축이나 증축도 그 횟수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주민은 이러

속리산팬션은 삼남매 관계였다. 또한, 청강식당과 찬우물식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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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건물의 노후화, 국립공원지

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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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건물의 노후화 중 특정하게 여관을 지칭하여 수리해야 한
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러한 의견은 모두 음식점 주인들이 제

10

각 5%씩 나왔다. 기타의견으로는 관계기관이 협조가 부족하다
는 측면에서 행정단위를 보은군에서 상주시로 편입시키자는 의

참여하는 마을조직의 경우, 응답자가 편중되어 있고 한 명이

견이나 모두 똑같은 메뉴라 식상하다는 의견, 대규모 콘도단지

여러 조직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수치화하기가 어려웠다.

를 만들자는 의견, 기존의 오리숲길을 다시 활성화시키자는 의

다만 상가주민은 노인회나 부녀회와 같은 마을단위 조직보다 관

견 등이 나왔으며, 사내6리에 살고 주민은 소형주차장의 위치가

광협의회, 관광업 조합, 정보화 마을, 주민자치위원회, 속리산면

너무 위쪽에 있어 관광객들이 상가지역 초입에 오지 않는다며

농악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적십자회, 라이온스 클럽, 바르

소형주차장의 위치를 버스터미널 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

게살기운동 본부, 자연공원 협회 등 생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

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57

거나 마을 단위뿐만 아니라 면이나 전국단위로 조직된 단체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가지역의 문제점 및 향후 관광활성화 방안

설문에 응한 상가 주민이 가장 관심 있어 하고 조사팀에게 다
양한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 바로 상가지역의 문제점 및 향후 관
광활성화 방안이다. 조사팀이 평소에 사내리 상가 주민을 만나
얘기를 할때마다 모든 주민은 현재 사내리의 문제점을 지적하
곤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정식으로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자 한 것이다.
설문 결과, 크게 범위를 묶자면 세 가지로 의견을 모을 수 있었
다. 먼저 관광대상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약 40%의 주민이 볼거
리, 즐길 거리, 관광 상품 등을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개발해야
152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80 케이블카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보은군과 사내리 주민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자원이
다. 현재 주민도 케이블카 설치에 동의한 상태고 보은군에서도 설계까지 마친 상태이나
법주사 측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다. 따라서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조사팀은 개발제한에 대한 지적 부분으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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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단지 내 친족관계도 조사팀이 알고 싶은 부분이었다. 사

내리 주민과 인터뷰를 하다 보면 현재 사내리에는 ‘집성(集姓)’

한다고 주장하였다. 무려 반세기 동안 속리산과 법주사라는 관
광대상에만 의존하는 것은 다른 관광지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

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일가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는 사람

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눈썰매장(또는 스

이 많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대를 이어가며 장사를

키장)이나 수영장, 놀이공원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하거나 2대가 따로 식당을 내어 장사를 하는 곳도 있었다. 설문

많았는데, 이는 사시사철 관광객이 사내리에 올 수 있는 자원을

에 응한 이들 중 사내리에 친족이 사는 경우 13명이 있었다. 대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부분이 형제나 부모 등의 관계가 많았다. 예를 들어 형제상회,

다음으로 개발제한에 대한 지적을 들 수 있다. 사내리는 앞서

형제식당, 충남상회의 삼형제나 속리산 노래연습장과 속리산슈

설문결과에서 보듯 건물 신축이 대부분 1970년대에 이루어졌고

퍼마켓은 매형과 처남 사이이며, 속리산 페리카나와 가야식당,

개축이나 증축도 그 횟수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주민은 이러

속리산팬션은 삼남매 관계였다. 또한, 청강식당과 찬우물식당은

한 이유에 대해 이 지역이 법주사 소유의 땅이며, 국립공원지역

모자 관계였고, 유흥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회인 출신의 박씨들

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건물의 노후화, 국립공원지

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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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응한 상가 주민이 가장 관심 있어 하고 조사팀에게 다
양한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 바로 상가지역의 문제점 및 향후 관
광활성화 방안이다. 조사팀이 평소에 사내리 상가 주민을 만나
얘기를 할때마다 모든 주민은 현재 사내리의 문제점을 지적하
곤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정식으로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자 한 것이다.
설문 결과, 크게 범위를 묶자면 세 가지로 의견을 모을 수 있었
다. 먼저 관광대상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약 40%의 주민이 볼거
리, 즐길 거리, 관광 상품 등을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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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주민도 케이블카 설치에 동의한 상태고 보은군에서도 설계까지 마친 상태이나
법주사 측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다. 따라서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조사팀은 개발제한에 대한 지적 부분으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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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조직

1) 마을조직

인회가 운영되고 있다. 5리의 경우 별도의 노인정이 없어 1리에
편입된 상황이다. 사내리는 도시 지역에 비해 노인회 가입 비율

사내리는 현재 행정적으로 6개의 리로 구분되어 있지만 마을
의 성격상으로 구분하면 자연마을인 사내골(1·5리), 청주나들

사내리 주민의 대부분은 한두 개의 ‘감투’를 쓰고 있다. 그만큼

이 높은 편이며, 다른 사회조직과 더불어 노인회가 마을 일에 구
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2·6리), 민판동(3·4리) 일대로 나눌 수 있다. 사내골은 주

노인회는 본래 만 60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

거단지의 기능을 하며, 청주나들이는 상가 밀집지역, 민판동은

었으나, 점차 고령화가 됨에 따라 규정을 만 65세 이상으로 바꿨

농·산촌의 모습을 띠고 있다. 따라서 자연마을 단위로 부녀회,

다. 현재 사내1리는 정순금이 노인회장을 맡고 있으며, 2·6리

노인회 등 연령별 조직이 구성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는 회장에 오용선, 3리는 박지호, 4리는 장원석이 맡고 있다. 사

청·장년층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의 경우, 사내리

실 현재 각 노인회가 담당하고 있는 특별한 사업은 없다. 그러나

전체 범위를 포괄하여 인원을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마을

노인회는 마을의 중대한 사안이나 사업이 있을 때 가장 영향력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상포계, 자율방범

있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사내2·6리의 경우는 정월

대, 의용소방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에 하는 산신제 때 초헌관은 반드시 노인회에에서 정해야 하며,

사내리에는 주민이 활동하고 있는 사회조직들이 상당히 많다. 좀

산신제의 제의를 주도하고 있다. 마을회에서도 노인회에게 초헌

(1) 노인회

더 범위를 확장하여 속리산면 단위로 본다면, 약 40여개의 사회
조직이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개 면 단위 조직들이 20

관 기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노인회는 마을을 대표하여 각종 행사에 참여하기도 한다. 마을

여개인 것에 비해 무려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다.
다른 지역보다 사내리에 많은 사회조직이 구성된 이유는 먼저

노인회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산하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의

을 대표하여 부처님오신 날 법주사에 등을 달기도 하며, 수정초

공식조직이다. 현재 사내리에서는 사내1리, 2·6리, 3리, 4리 노

등학교 체육대회에도 마을의 원로로서 행사에 참여하여 자리를

사내리의 생업이 농업, 어업과 같은 일차 산업에만 머무르지 않
고, 관광업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외지인
이 많은 것도 다른 이유 중 하나이다. 일반적인 농촌 마을은 경
우, 토착민의 비율이 높고 한두 성씨의 집성촌인 경우가 많아 마
을 단위의 일을 처리할 때 주민의 단합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그러나 사내리의 경우, 외지인이 많고 마을 관련 사업이 개개인
의 이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다 보니 주민을 하나로 모으기
가 쉽지 않다. 따라서 조직을 구성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도 한다. 마지막으로 사하촌인 사내리에 사는 주민은 법주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일이 많아 법주사와의 일을 협의하거나
도울 수 있는 마을조직이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청맥
회와 같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기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사내리 내 조직되어 있는 모든 사회조직을 다루지
는 않을 것이다. 마을에서 대표적으로 조직되어 활발히 운영되
고 있는 것을 간추려 소개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마을조직, 생
업조직, 면 단위조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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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조직

1) 마을조직

인회가 운영되고 있다. 5리의 경우 별도의 노인정이 없어 1리에
편입된 상황이다. 사내리는 도시 지역에 비해 노인회 가입 비율

사내리는 현재 행정적으로 6개의 리로 구분되어 있지만 마을
의 성격상으로 구분하면 자연마을인 사내골(1·5리), 청주나들

사내리 주민의 대부분은 한두 개의 ‘감투’를 쓰고 있다. 그만큼

이 높은 편이며, 다른 사회조직과 더불어 노인회가 마을 일에 구
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2·6리), 민판동(3·4리) 일대로 나눌 수 있다. 사내골은 주

노인회는 본래 만 60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

거단지의 기능을 하며, 청주나들이는 상가 밀집지역, 민판동은

었으나, 점차 고령화가 됨에 따라 규정을 만 65세 이상으로 바꿨

농·산촌의 모습을 띠고 있다. 따라서 자연마을 단위로 부녀회,

다. 현재 사내1리는 정순금이 노인회장을 맡고 있으며, 2·6리

노인회 등 연령별 조직이 구성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는 회장에 오용선, 3리는 박지호, 4리는 장원석이 맡고 있다. 사

청·장년층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의 경우, 사내리

실 현재 각 노인회가 담당하고 있는 특별한 사업은 없다. 그러나

전체 범위를 포괄하여 인원을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마을

노인회는 마을의 중대한 사안이나 사업이 있을 때 가장 영향력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상포계, 자율방범

있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사내2·6리의 경우는 정월

대, 의용소방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에 하는 산신제 때 초헌관은 반드시 노인회에에서 정해야 하며,

사내리에는 주민이 활동하고 있는 사회조직들이 상당히 많다. 좀

산신제의 제의를 주도하고 있다. 마을회에서도 노인회에게 초헌

(1) 노인회

더 범위를 확장하여 속리산면 단위로 본다면, 약 40여개의 사회
조직이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개 면 단위 조직들이 20

관 기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노인회는 마을을 대표하여 각종 행사에 참여하기도 한다. 마을

여개인 것에 비해 무려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다.
다른 지역보다 사내리에 많은 사회조직이 구성된 이유는 먼저

노인회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산하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의

을 대표하여 부처님오신 날 법주사에 등을 달기도 하며, 수정초

공식조직이다. 현재 사내리에서는 사내1리, 2·6리, 3리, 4리 노

등학교 체육대회에도 마을의 원로로서 행사에 참여하여 자리를

사내리의 생업이 농업, 어업과 같은 일차 산업에만 머무르지 않
고, 관광업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외지인
이 많은 것도 다른 이유 중 하나이다. 일반적인 농촌 마을은 경
우, 토착민의 비율이 높고 한두 성씨의 집성촌인 경우가 많아 마
을 단위의 일을 처리할 때 주민의 단합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그러나 사내리의 경우, 외지인이 많고 마을 관련 사업이 개개인
의 이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다 보니 주민을 하나로 모으기
가 쉽지 않다. 따라서 조직을 구성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도 한다. 마지막으로 사하촌인 사내리에 사는 주민은 법주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일이 많아 법주사와의 일을 협의하거나
도울 수 있는 마을조직이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청맥
회와 같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기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사내리 내 조직되어 있는 모든 사회조직을 다루지
는 않을 것이다. 마을에서 대표적으로 조직되어 활발히 운영되
고 있는 것을 간추려 소개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마을조직, 생
업조직, 면 단위조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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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내주기도 한다. 또한, 면민의 날에도 고령의 나이임에도 참석하
여 마을을 대표하여 행사에 적극 참여하기도 하였다.

사내1리 노인회 관광
2011년 3월 28일 사내1리 노인회가 통영으로 관광을 떠났다. 이

사내리 노인회는 별도의 정기적인 회비를 걷지 않는다. 대개 마

번 관광에는 남자 13명, 여자 28명 총 41명이 참석하였다. 사내1리 주

을회나 부녀회에서 지원하는 기금을 예산으로 사용하거나 각자 집

민뿐만 아니라 3·4·5리 주민이 일부 참석하였다. 사내5리의 경우, 노

에서 가져온 음식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공병을 팔거

인회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내1리 노인회와 같이 활

나 소주를 팔아 그 이윤을 기금으로 마련하기도 한다. 사내4리 노

동을 하고 있으며, 사내3·4리의 주민의 경우, 사내1리에 살다가 이사

인회는 노인회원인 김지순(여, 1943년생)이 법주사 공양간에 근무

를 간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 관광에 같이 참여

하는 관계로 공양간에서 남은 음식을 사내4리 노인정에 제공해주

하게 되었다.

기도 한다. 또한, 마을회관에 비치된 술을 먹을 경우, 술값을 노인회
총무에게 개인적으로 내고 먹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번 여행은 5년 만에 성사된 것이다. 과거 노인회 관광 때 관광버스
안에서 회원들이 술을 많이 먹어 정작 관광지에 가서 인솔하기 어려웠

또한, 노인회의 가장 큰 기능은 친목 도모에 있다. 생업에 크게

던 일 때문에 마을회에서 지속적으로 여행 가는 것을 반대하였고 금전

관여하지 않는다면 혼자 거주하거나 부부만이 거주하고 있는 노

적으로도 지원을 해주지 않다가 이번에 노인회에서 공병을 판 돈을 모아

인들은 대개 노인정에 모여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한다. 조사팀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마련하여 여행을 추진하여 여행이 성사되었다. 이장

사내1리 노인정 뒷집에 숙소를 잡았기 때문에 노인정의 일거수

및 새마을 지도자 등 장년층 2~3명이 보호자 격으로 동행하였다.

일투족을 매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 거의 매일 회원들이 모
여 점심식사를 같이 먹고, 고스톱이나 TV 시청을 하였다.

오전 7시 안민교에 모여든 회원들로 인해 아침부터 마을이 시끌벅적
하였다. 한편에서는 신상구 노인회 총무가 회비를 걷으면서 참석인원

그들은 또한, 정기적으로 친목 관광을 다녀오기도 한다. 사내1

을 점검하고 있었다. 이번 관광의 회비는 1인당 3만원이며, 이 돈은 음

리는 3월 28일에 통영으로, 사내2·6리 노인회는 9월 30일에 충

식비와 입장료를 포함한 금액이다. 관광버스 1대를 보은의 한 회사에

무로 관광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그 중 조사팀은 사내1리 노인회

서 대절하였고, 대절비 60만원은 노인회 기금으로 충당하였다. 관광버

관광을 동행할 기회가 닿아 참여관찰을 시도하였다.

스 안에는 마을의 슈퍼에서 일부 지원한 음료와 술, 그리고 안주로 먹

을 치킨 등 음식을 실어 나르느라 분주하였다. 버스에 여석이 남게 되
자 추가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늘어 7시 20분이 돼서야 출발하였다. 산
에 사는 사람들이라 바다를 보기를 원해 이번 관광지는 통영으로 정하
였다고 한다. 가장 먼저 2010년 12월에 개통한 거가대교의 가덕 휴게
소를 방문하여 그곳을 둘러보았다. 해저침매터널로 유명한 거가대교이
지만 노인회원들은 그보다는 바다를 구경하는데 정신이 더 팔린 모습
이었다. 이어서 김영삼 생가를 방문하였지만 마침 휴관일이라 앞에서
기념사진만을 찍고 통영부두로 갔다. 통영부두 앞 혜광횟집에서 모듬
회로 점심식사를 한 후 통영 시장에 들러 건어물을 비롯한 각종 어물을
구매하였다. 마침 통영에서 문화재 보수와 관련된 일하고 있던 유근식
사내3리 이장이 찾아와 노인회원들께 인사를 하였고 곧이어 떠날 시간
이 되어 속리산으로 귀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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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내주기도 한다. 또한, 면민의 날에도 고령의 나이임에도 참석하
여 마을을 대표하여 행사에 적극 참여하기도 하였다.

사내1리 노인회 관광
2011년 3월 28일 사내1리 노인회가 통영으로 관광을 떠났다. 이

사내리 노인회는 별도의 정기적인 회비를 걷지 않는다. 대개 마

번 관광에는 남자 13명, 여자 28명 총 41명이 참석하였다. 사내1리 주

을회나 부녀회에서 지원하는 기금을 예산으로 사용하거나 각자 집

민뿐만 아니라 3·4·5리 주민이 일부 참석하였다. 사내5리의 경우, 노

에서 가져온 음식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공병을 팔거

인회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내1리 노인회와 같이 활

나 소주를 팔아 그 이윤을 기금으로 마련하기도 한다. 사내4리 노

동을 하고 있으며, 사내3·4리의 주민의 경우, 사내1리에 살다가 이사

인회는 노인회원인 김지순(여, 1943년생)이 법주사 공양간에 근무

를 간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 관광에 같이 참여

하는 관계로 공양간에서 남은 음식을 사내4리 노인정에 제공해주

하게 되었다.

기도 한다. 또한, 마을회관에 비치된 술을 먹을 경우, 술값을 노인회
총무에게 개인적으로 내고 먹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번 여행은 5년 만에 성사된 것이다. 과거 노인회 관광 때 관광버스
안에서 회원들이 술을 많이 먹어 정작 관광지에 가서 인솔하기 어려웠

또한, 노인회의 가장 큰 기능은 친목 도모에 있다. 생업에 크게

던 일 때문에 마을회에서 지속적으로 여행 가는 것을 반대하였고 금전

관여하지 않는다면 혼자 거주하거나 부부만이 거주하고 있는 노

적으로도 지원을 해주지 않다가 이번에 노인회에서 공병을 판 돈을 모아

인들은 대개 노인정에 모여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한다. 조사팀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마련하여 여행을 추진하여 여행이 성사되었다. 이장

사내1리 노인정 뒷집에 숙소를 잡았기 때문에 노인정의 일거수

및 새마을 지도자 등 장년층 2~3명이 보호자 격으로 동행하였다.

일투족을 매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 거의 매일 회원들이 모
여 점심식사를 같이 먹고, 고스톱이나 TV 시청을 하였다.

오전 7시 안민교에 모여든 회원들로 인해 아침부터 마을이 시끌벅적
하였다. 한편에서는 신상구 노인회 총무가 회비를 걷으면서 참석인원

그들은 또한, 정기적으로 친목 관광을 다녀오기도 한다. 사내1

을 점검하고 있었다. 이번 관광의 회비는 1인당 3만원이며, 이 돈은 음

리는 3월 28일에 통영으로, 사내2·6리 노인회는 9월 30일에 충

식비와 입장료를 포함한 금액이다. 관광버스 1대를 보은의 한 회사에

무로 관광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그 중 조사팀은 사내1리 노인회

서 대절하였고, 대절비 60만원은 노인회 기금으로 충당하였다. 관광버

관광을 동행할 기회가 닿아 참여관찰을 시도하였다.

스 안에는 마을의 슈퍼에서 일부 지원한 음료와 술, 그리고 안주로 먹

을 치킨 등 음식을 실어 나르느라 분주하였다. 버스에 여석이 남게 되
자 추가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늘어 7시 20분이 돼서야 출발하였다. 산
에 사는 사람들이라 바다를 보기를 원해 이번 관광지는 통영으로 정하
였다고 한다. 가장 먼저 2010년 12월에 개통한 거가대교의 가덕 휴게
소를 방문하여 그곳을 둘러보았다. 해저침매터널로 유명한 거가대교이
지만 노인회원들은 그보다는 바다를 구경하는데 정신이 더 팔린 모습
이었다. 이어서 김영삼 생가를 방문하였지만 마침 휴관일이라 앞에서
기념사진만을 찍고 통영부두로 갔다. 통영부두 앞 혜광횟집에서 모듬
회로 점심식사를 한 후 통영 시장에 들러 건어물을 비롯한 각종 어물을
구매하였다. 마침 통영에서 문화재 보수와 관련된 일하고 있던 유근식
사내3리 이장이 찾아와 노인회원들께 인사를 하였고 곧이어 떠날 시간
이 되어 속리산으로 귀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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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회

직되어 있다.

(3) 부녀회

청년회는 2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1개월마다 방범대 사

속리산면 새마을 부녀회 소속 회원 13명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청년회는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청맥회와 함께 마을 청

무실이나 정보화 마을 사무실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부녀회는 건전한 가정 육성과 여성의 자질향상, 생활개선 계

많다. 연말 김장 행사가 대표적으로 각 마을 회관과 독거노인에

년들의 대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청년회는 자율방범대와 의용

2011년 현재 청년회장은 박주영(남, 1972년생) 맡고 있으며, 박

몽사업, 불우이웃돕기, 소득증대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발전

게 김치를 제공하는 행사로 총 500포기를 약 40명의 인원이 참

소방대가 생기면서 그 규모와 기능이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사

봉기(남, 1972년생)가 부회장을 맡고 있다.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마을 내 조직된 부녀자들의 모임을 말

여하기도 한다.

내리 마을 청년들의 대표적인 모임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청

청년회의 주요 활동으로는 6월 6일 현충일을 대비하여 충훈탑

한다. 부녀회는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30~50대 사이의 부녀자

부녀회는 숨은 자원 찾기, 각종 판매 사업, 연꽃 매기나 풀 매

년회는 마을 단위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사내리 전체 단위로 조

주변 가꾸기와 관광호텔 앞 다리 주변 환경 정화 등을 맡고 있다.

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모임으로, 청년회와 함께 마을 내 다양

기 등의 사업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며 별도의 회비를 걷고 있

한 사업을 맡아서 해왔다. 부녀회의 정식 명칭은 새마을부녀회

지 않다. 또한, 사랑의 집 고쳐 주기 행사도 매년 꾸준히 진행

로 1980년대 새마을 사업이 민간주도로 바뀜에 따라 새마을운

하고 있다.

동중앙본부 산하 조직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속리산면의 부녀회는 마을마다 구성되어 있으며, 속리산
면 부녀회원은 20명으로 각 마을 부녀회장과 면회장이 포함된
인원이다. 현재 속리산면 부녀회 회장은 전찬매로 그녀는 사내
6리 부녀회장을 4년, 면 회장을 6년간 역임하였다. 또한, 적십자
회, 자원봉사회, 풍물회, 여성의용소방대 등 사내리 여성들이 참
여할 수 있는 모든 단체에 참여하고 있다. 부녀회원들은 속리축
전, 면민의 날, 군민체육대회 등 마을 내 다양한 행사 때 음식 준
비 지원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면민의 날 때는 중판
리 산채순대에서 설렁탕, 부침개 등 각종 음식을 준비하였으며,

현충일 추념식 행사를 돕는 청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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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회

직되어 있다.

(3) 부녀회

청년회는 2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1개월마다 방범대 사

속리산면 새마을 부녀회 소속 회원 13명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청년회는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청맥회와 함께 마을 청

무실이나 정보화 마을 사무실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부녀회는 건전한 가정 육성과 여성의 자질향상, 생활개선 계

많다. 연말 김장 행사가 대표적으로 각 마을 회관과 독거노인에

년들의 대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청년회는 자율방범대와 의용

2011년 현재 청년회장은 박주영(남, 1972년생) 맡고 있으며, 박

몽사업, 불우이웃돕기, 소득증대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발전

게 김치를 제공하는 행사로 총 500포기를 약 40명의 인원이 참

소방대가 생기면서 그 규모와 기능이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사

봉기(남, 1972년생)가 부회장을 맡고 있다.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마을 내 조직된 부녀자들의 모임을 말

여하기도 한다.

내리 마을 청년들의 대표적인 모임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청

청년회의 주요 활동으로는 6월 6일 현충일을 대비하여 충훈탑

한다. 부녀회는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30~50대 사이의 부녀자

부녀회는 숨은 자원 찾기, 각종 판매 사업, 연꽃 매기나 풀 매

년회는 마을 단위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사내리 전체 단위로 조

주변 가꾸기와 관광호텔 앞 다리 주변 환경 정화 등을 맡고 있다.

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모임으로, 청년회와 함께 마을 내 다양

기 등의 사업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며 별도의 회비를 걷고 있

한 사업을 맡아서 해왔다. 부녀회의 정식 명칭은 새마을부녀회

지 않다. 또한, 사랑의 집 고쳐 주기 행사도 매년 꾸준히 진행

로 1980년대 새마을 사업이 민간주도로 바뀜에 따라 새마을운

하고 있다.

동중앙본부 산하 조직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속리산면의 부녀회는 마을마다 구성되어 있으며, 속리산
면 부녀회원은 20명으로 각 마을 부녀회장과 면회장이 포함된
인원이다. 현재 속리산면 부녀회 회장은 전찬매로 그녀는 사내
6리 부녀회장을 4년, 면 회장을 6년간 역임하였다. 또한, 적십자
회, 자원봉사회, 풍물회, 여성의용소방대 등 사내리 여성들이 참
여할 수 있는 모든 단체에 참여하고 있다. 부녀회원들은 속리축
전, 면민의 날, 군민체육대회 등 마을 내 다양한 행사 때 음식 준
비 지원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면민의 날 때는 중판
리 산채순대에서 설렁탕, 부침개 등 각종 음식을 준비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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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포계

친목계의 형태로 변모해가고 있다.
성심회는 1984년부터 회비 및 적립금의 내역을 기록한 장

사내리의 상포계는 사내3리를 제외한 사내리 주민을 중심으

부를 소장하고 있다. 이 장부는 총무인 김창훈이 관리하고 있으

로 조직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상포계의 정식 명칭은 성심

며, 조사팀은 장부를 통해 회비나 당시 흉사를 당한 계원에게 지

회로 50여 년 전부터 결성되어온 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조직이

급되는 액수 등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초창기 곗돈은 3

라 할 수 있다. 성심회가 처음 결성될 당시에는 현 회원들의 부

천원이었으며, 현재는 1만원을 받고 있다. 또한, 흉사를 당한 계

모가 조직하여 운영하였는데, 현 회원으로 대를 이어져 내려오

원에게 쌀 5가마를 지급하였으나 최근에는 현금 180만원을 지

게 되면서 1984년에 재구성을 하였다.

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쌀 한가마

5. 의견: 1) 본계의 의결은 계원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6. 사업: 본계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상여구입 및 개보수

2) 상여집 건립

1) 계원의 입계금

2)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3) 총무 1人

8. 임원: 본계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니의 가격이 최고가를 기록했을 때

1) 계장 1人

2) 부계장 2人

원이 있다. 현재 회장은 사내4리에 사는 신광선(남, 1954년생)

를 기준으로 열가마니 상당의 현금

5) 감사 1人

6) 운영위원 7人

이 맡고 있고 총무는 사내1리에 사는 김창훈(남, 1958년생)이

을 지급한 것이다.

인할 수 있었다. 정관에는 목적, 사업,

석하여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인간의 일생

재정, 임원 및 회원 명단이 자세하게

의례에서 장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집안의 어

적혀 있었다. 다음은 정관 내용이다.

임원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0. 임원의 선출
1) 임원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한다.
단, 보결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입기간으로 한다.
성심회 정관

떤 큰일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장례는 단기간에

4) 재무 1人

9.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1980년에 재정된 정관도 확

성심회는 계원의 흉사 시 금전 및 물품을 지원하고 전원 참

4) 기타사업

7. 재정: 본계의 재정은 다음 재정으로 충당한다.

성심회는 46명의 창립회원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24명의 회

담당하고 있다.

3) 직계존속의 애사시

2) 임원의 선출 방법은 전형 위원제로 한다.

많은 돈과 일손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한집안의 힘으로는 감당할

11. 벌칙: 본계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성의가 없다고 인정된 자는 총회에서 제명한다.

수 없었다. 따라서 사내리 주민은 이렇게 계를 조직하여 앞으로

12. 본계칙은 창립 총히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닥칠 일을 준비하였다. 성심회가 재구성된 시점까지만 해도 계

13. 만약 도중에 이거나 탈계 할시는 계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들의 대부분은 사내리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장례도 대개 집

단, 계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인계할 수 있다.

에서 치르는 경우가 많았다. 현 사내5리 계곡 중턱에 위치한 상

14. 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유사제도를 운영한다.

엿집에 보관된 요여를 비롯한 장례물품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시
점이 10년 전이라고 하니 비교적 최근까지 성심회 본연의 기능

<결의사항>

을 수행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계원의 상당수가

1. 계원이 아닌 사람이 상여를 이용할 시는 쌀 3斗의 상품가격으로 세를 받기로 한다.

마을을 떠났고, 장례 시 장례식장을 이용하게 되면서 성심회는

성심회 장부

2. 상여를 대여할 시는 계장과 대여 받는자와 파손시 변상하겠다고 한 자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회장단>

상여계 정관
사내1·2·4구

회장 전수옥
부회장 김태준, 이종구
총무 제종목

계칙

재무 이우길

1. 목적: 우리는 자조, 자립, 협동하는 새마을 정신으로 상부상조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애사를 공동 협조합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 권인식, 권인섭

2. 명칭: 본계의 명칭은 상여계라 정한다.

이사 이옥두, 김구자, 김지환, 이석현, 김재수, 이근택, 장쾌락

3. 계원: 1) 본계원의 임계자격은 사내리 1·2·4구에 거주하는 자로써 본계의 목적과 취지를 찬동하여 입계수속을 마친자로 한다.
2) 입계진은 간부진의 추천에 의하여 계원의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은자로 한다.
4. 회의: 본 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으로 하고 임시총회는 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또는 임원회의에서 요구하거나 계원 ⅓이상이

1980.1.17 1회
1981.1.14 2회
* 상여계 명단 생략

계장에게 요구하였을 시 계장이 이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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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포계

친목계의 형태로 변모해가고 있다.
성심회는 1984년부터 회비 및 적립금의 내역을 기록한 장

사내리의 상포계는 사내3리를 제외한 사내리 주민을 중심으

부를 소장하고 있다. 이 장부는 총무인 김창훈이 관리하고 있으

로 조직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상포계의 정식 명칭은 성심

며, 조사팀은 장부를 통해 회비나 당시 흉사를 당한 계원에게 지

회로 50여 년 전부터 결성되어온 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조직이

급되는 액수 등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초창기 곗돈은 3

라 할 수 있다. 성심회가 처음 결성될 당시에는 현 회원들의 부

천원이었으며, 현재는 1만원을 받고 있다. 또한, 흉사를 당한 계

모가 조직하여 운영하였는데, 현 회원으로 대를 이어져 내려오

원에게 쌀 5가마를 지급하였으나 최근에는 현금 180만원을 지

게 되면서 1984년에 재구성을 하였다.

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쌀 한가마

5. 의견: 1) 본계의 의결은 계원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6. 사업: 본계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상여구입 및 개보수

2) 상여집 건립

1) 계원의 입계금

2)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3) 총무 1人

8. 임원: 본계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니의 가격이 최고가를 기록했을 때

1) 계장 1人

2) 부계장 2人

원이 있다. 현재 회장은 사내4리에 사는 신광선(남, 1954년생)

를 기준으로 열가마니 상당의 현금

5) 감사 1人

6) 운영위원 7人

이 맡고 있고 총무는 사내1리에 사는 김창훈(남, 1958년생)이

을 지급한 것이다.

인할 수 있었다. 정관에는 목적, 사업,

석하여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인간의 일생

재정, 임원 및 회원 명단이 자세하게

의례에서 장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집안의 어

적혀 있었다. 다음은 정관 내용이다.

임원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0. 임원의 선출
1) 임원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한다.
단, 보결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입기간으로 한다.
성심회 정관

떤 큰일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장례는 단기간에

4) 재무 1人

9.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1980년에 재정된 정관도 확

성심회는 계원의 흉사 시 금전 및 물품을 지원하고 전원 참

4) 기타사업

7. 재정: 본계의 재정은 다음 재정으로 충당한다.

성심회는 46명의 창립회원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24명의 회

담당하고 있다.

3) 직계존속의 애사시

2) 임원의 선출 방법은 전형 위원제로 한다.

많은 돈과 일손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한집안의 힘으로는 감당할

11. 벌칙: 본계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성의가 없다고 인정된 자는 총회에서 제명한다.

수 없었다. 따라서 사내리 주민은 이렇게 계를 조직하여 앞으로

12. 본계칙은 창립 총히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닥칠 일을 준비하였다. 성심회가 재구성된 시점까지만 해도 계

13. 만약 도중에 이거나 탈계 할시는 계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들의 대부분은 사내리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장례도 대개 집

단, 계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인계할 수 있다.

에서 치르는 경우가 많았다. 현 사내5리 계곡 중턱에 위치한 상

14. 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유사제도를 운영한다.

엿집에 보관된 요여를 비롯한 장례물품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시
점이 10년 전이라고 하니 비교적 최근까지 성심회 본연의 기능

<결의사항>

을 수행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계원의 상당수가

1. 계원이 아닌 사람이 상여를 이용할 시는 쌀 3斗의 상품가격으로 세를 받기로 한다.

마을을 떠났고, 장례 시 장례식장을 이용하게 되면서 성심회는

성심회 장부

2. 상여를 대여할 시는 계장과 대여 받는자와 파손시 변상하겠다고 한 자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회장단>

상여계 정관
사내1·2·4구

회장 전수옥
부회장 김태준, 이종구
총무 제종목

계칙

재무 이우길

1. 목적: 우리는 자조, 자립, 협동하는 새마을 정신으로 상부상조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애사를 공동 협조합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 권인식, 권인섭

2. 명칭: 본계의 명칭은 상여계라 정한다.

이사 이옥두, 김구자, 김지환, 이석현, 김재수, 이근택, 장쾌락

3. 계원: 1) 본계원의 임계자격은 사내리 1·2·4구에 거주하는 자로써 본계의 목적과 취지를 찬동하여 입계수속을 마친자로 한다.
2) 입계진은 간부진의 추천에 의하여 계원의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은자로 한다.
4. 회의: 본 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으로 하고 임시총회는 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또는 임원회의에서 요구하거나 계원 ⅓이상이

1980.1.17 1회
1981.1.14 2회
* 상여계 명단 생략

계장에게 요구하였을 시 계장이 이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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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속리산자율방범대

파가 몰려들었다. 공연이 끝난 9시 30분 무렵 한꺼번에 많은 인

사내5리에 위치한 상엿집에는 요여와 대들보, 요령, 삽, 근조

율이 저조한 것에 대한 지적과 모임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찬

기 등이 보관되어 있다. 이 안에 있는 장례용품들은 모두 성심회

반 의견이 나왔다. 성심회는 본래 가정을 단위로 회원이 구성되었기

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성심회는 행상부터 산역까지 장례와 관련

때문에 남성 위주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속리산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는 현재 청년회와 더불어 마을

길에는 가로등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차로와 인도가

된 모든 일을 담당한다. 상여는 현재 대들보만 남아 있는데 10명

는 마을에 살지 않는 회원이 늘어나면서 남성이 참석할 수 없을 때 대

청년들이 가장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조직이다. 방범대는 1986년

명확히 구별되어 있지 않아 도로가 금세 혼잡해졌다. 이런 상황

이 메는 상여를 사용하였고 쌍줄로 메는 경우 20명까지 가능하

리로 여성이 참석하는 빈도가 늘고 있었다. 이 점에 대해 한 계원이 직

에 창립하여 25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 방범대의 필요성은 사내리

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관광객의 안전을 도운 이들이 방범대원

다. 김창훈에 따르면, 이 상여를 메고 말티고개까지 행상을 간 적

접적으로 불만을 나타내었고 회장을 비롯한 다른 계원의 중재로 부득

가 1960년대부터 관광지로 발전하게 되면서 대두되기 시작하였

이었다. 그들은 안전지시봉을 들고 자발적으로 나와 늦은 시간

도 있다고 한다. 요여는 1970년대 이전부터 사용한 것으로 지금

이 한 경우 여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다. 마을에 카지노 등 많은 유흥시설이 생기면서 경찰 인력만으로

까지 혼잡을 바로 잡았다.

파가 마을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야간개장을 하지 않는 법주사

까지도 상태가 양호하게 보관되어 있다. 상여를 비롯한 장례용품

6월 월례회는 사내2리에 위치한 계원인 김진태가 운영하는 명동식

는 치안과 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이

이러한 그들의 활동은 지역사회 안팎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

들은 성심회의 것만 사내리에 있었기 때문에 인근 마을에서 빌려

당에서 열렸다. 역시 저녁시간에 모였으며, 이날에는 10명의 계원과 조

자발적으로 방범대를 만들어 경찰의 인력이 닿지 않는 곳까지 마

결과 충북 농촌형 베스트 방범대로 선정되었다. 7월 29일 2/4분

쓰기도 하였다고 한다.

사팀 3명이 함께 불고기 전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은 비슷한

을의 치안을 유지하도록 힘쓰고자 하였다. 소란을 피우는 수학여

기 베스트 방범대 인증패 제막식이 속리산 복지회관에서 열렸

성심회는 매월 말일에 정기적으로 월례회를 열어 친목을 도모

연배의 사내리에 사는 토착민 출신의 계원

행단 학생들을 숙소로 복귀시키거나 야영장이나 계곡 등을 꾸준

다. 김용판 충북지방경찰청장 노현 법주사 주지스님 등 지역 기

하고 있다. 조사팀은 3월과 6월 두 차례 월례회를 참석하여 참여

들이 많이 모였으며, 모두 남성계원들만

히 순찰을 돌며 지역민의 안전에 힘써왔다. 또한, 방범대는 산악구

관장과 방범대원이 참석하여 그동안 활약해 온 방범대의 활동

관찰을 시도하였다.

모였다. 김진태, 황남필, 백영한 등이 사내

조대 활동도 겸하였다. 산악구조대는 속리산 내에 빈번한 사건·

을 높이 평가하고 베스트 방범대 인증패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

리에서 태어났고, 정덕근, 김창훈, 김영길

사고를 예방하고 즉각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현재 산

행하였다.

등도 마을에 들어온 지 40년이 넘은 이들

악구조대는 방범대와 함께 민간에서 운영되다가 소방서로 그 역

3월에 개최된 월례회는 사내6리에 위치한 동아리 식당에서 저녁 6

이었다. 조사팀은 이날 성심회에 대한 조

할이 넘어가면서 줄어들고 있다.

시 30분에 열렸다. 동아리 식당은 계원인 정덕근이 운영하고 있는 식

사와 함께 1960년대 오리숲 구상가에 대

당이다. 이번 월례 모임에는 총 14명이 참석하였다. 저녁 메뉴로 능이

해서도 많은 제보를 들을 수 있었다.

성심회 월례회

현재 방범대원은 38명이 있으며, 사내3리에 사는 주병일(남,
1968년생)이 13대 대장을 맡고 있다. 방범대장은 2년 임기로 별
도의 선거 없이 방범대에 입회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대장을 맡

전골이 나왔고 식사와 술을 같이 하면서 회의가 시작되었다. 회의 내
용의 주된 내용은 두 가지로 먼저 얼마 전 한 회원의 경사에 대한 참여

성심회 근조기

고 있다고 한다. 초대 박남식이 창립하여 대장을 맡은 이후로 2
·3대 서강일, 4대 전성대, 5·6대 박성노, 7대 김창훈, 8대 김준
태, 9·10대 최종인, 11대 이진우, 12대 이태호가 역임하였다. 방
범대는 매일 저녁 9시에 지역을 순찰하며 7개 조로 나누어 운영
하고 있다. 방범대 사무실은 속리산 파출소 옆 컨테이너에 마련
되어 있으며, 방범대장은 늘 상주하고 있다.
마을 행사 중 방범대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없다. 방범대는 법
주사를 포함하여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행사 때 노동력을 제
공하거나 질서 유지를 돕기도 한다. 법주사 관련 행사는 2010년
청맥회가 생기면서 방범대의 역할이 줄어들긴 하였지만 여전히

상엿집

방범대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다고 볼 수 있다. 8월 13일 법주사

에서 열린 ‘산사 음악회 MBC 가요베스트’ 행사 때도 방범대의 활
동은 눈에 띄었다. 저녁 8시에 시작된 본 행사를 보기 위해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수천 명의 인파가 모여들었다.
게다가 이날은 법주사에서 무료로 경내를 개방하면 더 많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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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속리산자율방범대

파가 몰려들었다. 공연이 끝난 9시 30분 무렵 한꺼번에 많은 인

사내5리에 위치한 상엿집에는 요여와 대들보, 요령, 삽, 근조

율이 저조한 것에 대한 지적과 모임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찬

기 등이 보관되어 있다. 이 안에 있는 장례용품들은 모두 성심회

반 의견이 나왔다. 성심회는 본래 가정을 단위로 회원이 구성되었기

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성심회는 행상부터 산역까지 장례와 관련

때문에 남성 위주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속리산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는 현재 청년회와 더불어 마을

길에는 가로등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차로와 인도가

된 모든 일을 담당한다. 상여는 현재 대들보만 남아 있는데 10명

는 마을에 살지 않는 회원이 늘어나면서 남성이 참석할 수 없을 때 대

청년들이 가장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조직이다. 방범대는 1986년

명확히 구별되어 있지 않아 도로가 금세 혼잡해졌다. 이런 상황

이 메는 상여를 사용하였고 쌍줄로 메는 경우 20명까지 가능하

리로 여성이 참석하는 빈도가 늘고 있었다. 이 점에 대해 한 계원이 직

에 창립하여 25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 방범대의 필요성은 사내리

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관광객의 안전을 도운 이들이 방범대원

다. 김창훈에 따르면, 이 상여를 메고 말티고개까지 행상을 간 적

접적으로 불만을 나타내었고 회장을 비롯한 다른 계원의 중재로 부득

가 1960년대부터 관광지로 발전하게 되면서 대두되기 시작하였

이었다. 그들은 안전지시봉을 들고 자발적으로 나와 늦은 시간

도 있다고 한다. 요여는 1970년대 이전부터 사용한 것으로 지금

이 한 경우 여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다. 마을에 카지노 등 많은 유흥시설이 생기면서 경찰 인력만으로

까지 혼잡을 바로 잡았다.

파가 마을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야간개장을 하지 않는 법주사

까지도 상태가 양호하게 보관되어 있다. 상여를 비롯한 장례용품

6월 월례회는 사내2리에 위치한 계원인 김진태가 운영하는 명동식

는 치안과 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이

이러한 그들의 활동은 지역사회 안팎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

들은 성심회의 것만 사내리에 있었기 때문에 인근 마을에서 빌려

당에서 열렸다. 역시 저녁시간에 모였으며, 이날에는 10명의 계원과 조

자발적으로 방범대를 만들어 경찰의 인력이 닿지 않는 곳까지 마

결과 충북 농촌형 베스트 방범대로 선정되었다. 7월 29일 2/4분

쓰기도 하였다고 한다.

사팀 3명이 함께 불고기 전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은 비슷한

을의 치안을 유지하도록 힘쓰고자 하였다. 소란을 피우는 수학여

기 베스트 방범대 인증패 제막식이 속리산 복지회관에서 열렸

성심회는 매월 말일에 정기적으로 월례회를 열어 친목을 도모

연배의 사내리에 사는 토착민 출신의 계원

행단 학생들을 숙소로 복귀시키거나 야영장이나 계곡 등을 꾸준

다. 김용판 충북지방경찰청장 노현 법주사 주지스님 등 지역 기

하고 있다. 조사팀은 3월과 6월 두 차례 월례회를 참석하여 참여

들이 많이 모였으며, 모두 남성계원들만

히 순찰을 돌며 지역민의 안전에 힘써왔다. 또한, 방범대는 산악구

관장과 방범대원이 참석하여 그동안 활약해 온 방범대의 활동

관찰을 시도하였다.

모였다. 김진태, 황남필, 백영한 등이 사내

조대 활동도 겸하였다. 산악구조대는 속리산 내에 빈번한 사건·

을 높이 평가하고 베스트 방범대 인증패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

리에서 태어났고, 정덕근, 김창훈, 김영길

사고를 예방하고 즉각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현재 산

행하였다.

등도 마을에 들어온 지 40년이 넘은 이들

악구조대는 방범대와 함께 민간에서 운영되다가 소방서로 그 역

3월에 개최된 월례회는 사내6리에 위치한 동아리 식당에서 저녁 6

이었다. 조사팀은 이날 성심회에 대한 조

할이 넘어가면서 줄어들고 있다.

시 30분에 열렸다. 동아리 식당은 계원인 정덕근이 운영하고 있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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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다. 이번 월례 모임에는 총 14명이 참석하였다. 저녁 메뉴로 능이

해서도 많은 제보를 들을 수 있었다.

성심회 월례회

현재 방범대원은 38명이 있으며, 사내3리에 사는 주병일(남,
1968년생)이 13대 대장을 맡고 있다. 방범대장은 2년 임기로 별
도의 선거 없이 방범대에 입회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대장을 맡

전골이 나왔고 식사와 술을 같이 하면서 회의가 시작되었다. 회의 내
용의 주된 내용은 두 가지로 먼저 얼마 전 한 회원의 경사에 대한 참여

성심회 근조기

고 있다고 한다. 초대 박남식이 창립하여 대장을 맡은 이후로 2
·3대 서강일, 4대 전성대, 5·6대 박성노, 7대 김창훈, 8대 김준
태, 9·10대 최종인, 11대 이진우, 12대 이태호가 역임하였다. 방
범대는 매일 저녁 9시에 지역을 순찰하며 7개 조로 나누어 운영
하고 있다. 방범대 사무실은 속리산 파출소 옆 컨테이너에 마련
되어 있으며, 방범대장은 늘 상주하고 있다.
마을 행사 중 방범대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없다. 방범대는 법
주사를 포함하여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행사 때 노동력을 제
공하거나 질서 유지를 돕기도 한다. 법주사 관련 행사는 2010년
청맥회가 생기면서 방범대의 역할이 줄어들긴 하였지만 여전히

상엿집

방범대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다고 볼 수 있다. 8월 13일 법주사

에서 열린 ‘산사 음악회 MBC 가요베스트’ 행사 때도 방범대의 활
동은 눈에 띄었다. 저녁 8시에 시작된 본 행사를 보기 위해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수천 명의 인파가 모여들었다.
게다가 이날은 법주사에서 무료로 경내를 개방하면 더 많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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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는 기본적으로 마을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를
도와 화재진압에 투입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1995년 오동

속리산의용소방대는 1950년대 중반에 창설하여 왕성하게 활

연립 화재사건 당시에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일선에 나서 화재를

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공식적으로는 가장 오래된 청년조직이

진압하였다. 당시 대원인 김창식이 소방 호스를 잘못 잡는 바람

라 할 수 있으며, 마을의 대소사에 참여하며 마을 발전에 기여

에 호스에 치어 갈비뼈를 다치기도 하였다. 의용소방대는 이런

하고 있다. 현재 남성회원은 30명, 여성의용소방대원은 20명이

상황에 대비하여 매월 9일에 산불예방 캠페인과 방수 훈련을 정

활동하고 있다.

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팀은 3월 화재예방 캠페인을 참여

의용소방대장은 14대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정덕근이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맡고 있다. 그에 따르면, 마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
은 의용소방대장을 거쳐 갔다고 한다. 현재 마을의 원로(元老)

속리산면 의용소방대 화재예방 캠페인

라 할 수 있는 박용주는 1959년부터 15년간 의용소방대장을 맡

2011년 3월 9일에는 속리산면 의용소방대 화재예방 캠페인이 있었

았는데, 그가 소방대장으로 재임할 당시 현재 대구슈퍼를 운영

다. 이 행사에는 속리산의용소방대, 속리산여성소방대, 상판의용소방대

하고 있는 윤호준과 함께 청주에서 쓰리꼬다(쓰리코터) 트럭을

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속리산면사무소, 속리산파출소 및 속리산

가져와 소방차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119안전센터가 협조 및 주관을 하였다.

속리축전에 참여한 의용소방대원

오전 10시 대형주차장에 모인 대원들은 법주사로(상가 지구 중앙로)

마을 화재

를 시가행진을 시작하였다. “자연을 보호하고 산불을 예방하라” 라는 현

사내리에 귀거하면서 의용소방대원이 실질적으로 활동한 모습을 참

수막을 앞세워 31명의 의용소방대원과 국립공원사무소 직원 및 면사무

여관찰 할 수 있었던 기회도 있었다. 2011년 6월, 22일 저녁 6시 20분

소 직원 20명이 행렬을 이었다. 경찰차 1대, 소방서 경차 1대가 대열의

경에 마을에 경보 사이렌이 갑자기 울렸다. 당시 조사팀과 같이 있던 백

맨 앞에 섰고 뒤이어 구급차 1대, 소방차 2대, 면사무소 트럭 1대, 국립

영한 이장이 경보음을 듣더니 마을 어딘가에 화재가 난 것이라고 알려

공원 차 1대가 따랐다. 면사무소 트럭에서 소방 관련 지침이 안내 방송

주었다. 곧이어 소방차 두 대가 출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조사팀은 곧장

이 계속하여 나왔다. 소방서 직원들은 대로 옆 상가들을 방문하여 화재

현장으로 나가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상가단지 내 제일슈퍼 건물에서

예방 안내문을 나눠주었다. 10시 20분에 다시 대형주차장에 도착하여

심야 보일러 전기선이 합선되어 작은 불이 일어난 것이었다. 경보음을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해산하였다.

듣고 나온 의용소방대원들은 화재진압에 참여하는 동시에 화재 경과 및
원인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활약으로 화
재는 금방 진압이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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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는 기본적으로 마을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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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대비하여 매월 9일에 산불예방 캠페인과 방수 훈련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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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업 관련 조직

서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관광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
는 목소리가 일어났다. 이를 위해 주민은 사내리에 산재되어 있

사내리는 일반적인 농·어촌과 달리 생업이 한 두 업종에만

는 관광업 관련 단체를 통일하고, 군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충청

머무르지 않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일차 산업에만 머

북도와 보은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무르는 것이 아니라 관광업 등 삼차 산업에 많은 주민이 종사하

결론에 이르렀다. 마침 충청북도에 관광협의회 조례가 제정되었

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농업과 관련된 작목반

고, 사내리는 발 빠르게 관광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1997년

뿐만 아니라 관광업 관련 조직까지 알아보기로 한다.

1월 창립한 관광협의회는 초대 김종보 회장을 시작으로 2011년
현재 8대 최석주 회장에까지 이르고 있다.

(1) 속리산관광협의회

현재 관광협의회 회원은 230여명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82음식업, 숙박업, 유흥업, 상우회,

속리산관광협의회(이하 관광협의회)는 사내리 내 관광업 관

잡화계 등 5개 조직을 분과로 두어 이 조직들을 대표하는 역할

련 조직을 대표하는 협의체이다. 관광협의회는 1997년 창립하

을 담당하고 있다. 가입비는 창립 당시 1만원을 받았으며, 군 예

였으며, 1999년에는 1993년부터 운영되던 속리산 번영회의 기

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회비를 따로 받지는 않는다.

능을 흡수하면서 관광업 관련 대표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81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원회의는 월 1회 열고 있다.

1997년 사내리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사내리 내부에

관광협의회가 창립한 초창기에는 ‘속리산 우리 굿마당’과 같

은 민속축제를 만들어 관광활성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또한, 국

관광협의회 정기총회 사진

관광협의회 입회원서

81 속리산 번영회는 사내리 일대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상가의 번영을 목적으로 조직되었
다. 물론 상가번영회에서도 마을의 발전을 위한 관광객 유치방안 및 마을 현안 사항에 대

82 이러한 회원 자격은 과거에 영업을 하다가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관

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활동을 벌여왔으나 민간단체라는 한계로 인하여 자체적

광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결국, 관광협의회원과 현재 사내리 전체

인 사업을 벌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업소 수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립공원 자연공원법 규제 완화를 위한 여의도 집회, 보은·괴산

석주 회장이 경과보고를 하였다. 2010년도 사업에 대한 현황뿐만 아니

지역 자연공원법 규제 완화 촉구 궐기대회 개최 등 사내리 발전

라 2011년 사업계획까지 설명하였다. PT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눈

과 관련하여 저해요소라 생각되는 법규와 시행을 고치려는 노

에 띄었다. 2010년 사업 중 특이하다고 할 만한 것으로는 속리산 옛 사

력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그밖에 사내리 집단 시설지구 내 상

진 보관소를 설치를 들 수 있다. 보관소는 법주사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

가 옥외 광고물 정비, 상가간판 지원 등 마을 정비에도 힘써왔다.

아 대형주차장 한편에 설치하였으며, 사진은 액자로 제작하여 약 50여점

현재는 속리축전 개최, 케이블카 사업 추진, 도깨비 축제 개최 등

을 보관하고 있다. 약 40~100년 전 사진들로 1,000만원씩 두 번에 걸쳐

이 주요 현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83

군에 지원을 받아 사진을 확보하였다. 사진들은 속리축전 전시행사 때 쓰
인다고 한다.84

2010년 속리산 관광협의회 정기총회

이어서 결산보고와 건의사항이 진행되었으며 자체행사 수입내역을 결

2011년 3월 9일에는 속리산 관광협의회 2010년 정기총회가 열렸

산보고에 추가하라는 건의와 케이블카 사업의 진행 현황을 묻는 말이 나

다. 최석주 회장, 박성노 부회장 등 회원 52명과 정상혁 보은군수, 김용

왔다.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현재 용역 결과 및 집행 예산은 군에서 편

학 문화관광과장, 이응표 관광개발계장, 이상길 속리산면장, 오용선 사

재되어 있지만 법주사와 경로 문제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해결되지 않

내2리 노인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하였다.

고 있다고 한다. 이어서 보은군수의 코멘트가 장시간 이어진 후, 정기총

오전 11시로 예정되어 있던 총회는 11시 20분이 돼서야 시작되었
다. 최종인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박성노 수석부회장의 개회

회가 마무리 되었다. 회원들은 찬우물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한 후 해산
하였다.

사로 시작되었다. 이어 최석주 회장이 개회 인사를 하였고, 국민의례 이
후 감사보고로 이어졌다. 감사보고는 우창제 감사가 하였다. 이어서 최
84 조사팀은 관광협의회의 협조로 속리산 옛 사진을 민속지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속리축전 진행을 돕는 관광협의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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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사내리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사내리 내부에

관광협의회가 창립한 초창기에는 ‘속리산 우리 굿마당’과 같

은 민속축제를 만들어 관광활성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또한, 국

관광협의회 정기총회 사진

관광협의회 입회원서

81 속리산 번영회는 사내리 일대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상가의 번영을 목적으로 조직되었
다. 물론 상가번영회에서도 마을의 발전을 위한 관광객 유치방안 및 마을 현안 사항에 대

82 이러한 회원 자격은 과거에 영업을 하다가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관

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활동을 벌여왔으나 민간단체라는 한계로 인하여 자체적

광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결국, 관광협의회원과 현재 사내리 전체

인 사업을 벌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업소 수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립공원 자연공원법 규제 완화를 위한 여의도 집회, 보은·괴산

석주 회장이 경과보고를 하였다. 2010년도 사업에 대한 현황뿐만 아니

지역 자연공원법 규제 완화 촉구 궐기대회 개최 등 사내리 발전

라 2011년 사업계획까지 설명하였다. PT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눈

과 관련하여 저해요소라 생각되는 법규와 시행을 고치려는 노

에 띄었다. 2010년 사업 중 특이하다고 할 만한 것으로는 속리산 옛 사

력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그밖에 사내리 집단 시설지구 내 상

진 보관소를 설치를 들 수 있다. 보관소는 법주사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

가 옥외 광고물 정비, 상가간판 지원 등 마을 정비에도 힘써왔다.

아 대형주차장 한편에 설치하였으며, 사진은 액자로 제작하여 약 50여점

현재는 속리축전 개최, 케이블카 사업 추진, 도깨비 축제 개최 등

을 보관하고 있다. 약 40~100년 전 사진들로 1,000만원씩 두 번에 걸쳐

이 주요 현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83

군에 지원을 받아 사진을 확보하였다. 사진들은 속리축전 전시행사 때 쓰
인다고 한다.84

2010년 속리산 관광협의회 정기총회

이어서 결산보고와 건의사항이 진행되었으며 자체행사 수입내역을 결

2011년 3월 9일에는 속리산 관광협의회 2010년 정기총회가 열렸

산보고에 추가하라는 건의와 케이블카 사업의 진행 현황을 묻는 말이 나

다. 최석주 회장, 박성노 부회장 등 회원 52명과 정상혁 보은군수, 김용

왔다.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현재 용역 결과 및 집행 예산은 군에서 편

학 문화관광과장, 이응표 관광개발계장, 이상길 속리산면장, 오용선 사

재되어 있지만 법주사와 경로 문제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해결되지 않

내2리 노인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하였다.

고 있다고 한다. 이어서 보은군수의 코멘트가 장시간 이어진 후, 정기총

오전 11시로 예정되어 있던 총회는 11시 20분이 돼서야 시작되었
다. 최종인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박성노 수석부회장의 개회

회가 마무리 되었다. 회원들은 찬우물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한 후 해산
하였다.

사로 시작되었다. 이어 최석주 회장이 개회 인사를 하였고, 국민의례 이
후 감사보고로 이어졌다. 감사보고는 우창제 감사가 하였다. 이어서 최
84 조사팀은 관광협의회의 협조로 속리산 옛 사진을 민속지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속리축전 진행을 돕는 관광협의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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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그러나 2011년 하반기에 관광협의회장이 중도에 바뀌게 되면서 도깨비 축제는 잠정

허가받았으며, 5월 9일에 대형주차장 옆 잔디구장 한편에 마련된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

중단되었고, 2012년에는 가족 단위를 위한 새로운 여름 축제가 기획되고 있다.

되어 있는 옛 사진을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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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음식 홍
보, 속리축전 산채비빔밥 시식 행사 지원, 향토음식경연대회 출

숙박업소에서 자체 지하수 관정의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하천으
로 흘려보내는 이른바 ‘수돗물 보시’를 하기도 하였다.85

상우회

상우회는 사내리 내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의 모임

사내리에는 관광업과 관련된 다양한 조합들이 존재하고 있다.

전팀 선정, 원산지 표시판 지원, 지역 봉사 활동 등 다양한 행사

현재 사내리 내 숙박업소는 25개이며, 그 중 숙박업조합 회원

이다. 1984년에 조직되었으며 12명의 회원이 있다. 2011년 현재

일찍이 사내리에서 관광업이 발달하면서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를 벌이고 있다. 회비는 년 2만원이며, 연말 정기총회를 실시하

은 17명이다. 조합장은 송림팬션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완이 맡

상우회장은 속리산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정상병이 맡고 있

주민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자신들의 권익과 이권을 보호하

고 있다.

고 있다.

으며, 회원들의 친목 도모와 노상의 물건을 정비를 목적으로 조

기 위해서 다양한 조직을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다. 앞서 설명한
관광협의회가 관광업 종사자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합하고 마을

직되었다. 또한, 관광지이다 보니 판매가격을 올려 받는 집이 많
숙박업조합

아 상우회를 통해 상품의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하기도 한다.

유흥업조합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한다면 여기서 설명할 관광업

숙박업조합은 사내리 관광업의 전성기 때 가장 왕성히 활동한

유흥업조합은 사내리 내 가요주점이나 나이트클럽을 운영하

상우회는 매월 정기모임을 가질 정도로 활발히 활동하였고,

조합은 업종별로 구성된 것으로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

조합이다. 79년에 52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조합은 불우이웃돕

는 이들의 모임을 말한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들은 이 모임에

업을 진행한다고 할 수 있다.

기 활동과 지역 행사 지원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쳐왔다. 사내리의

서 제외되며, 현재 9명의 조합원이 있다. 조합장은 ‘크리스탈’을

충훈비 건립 때는 3,6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지역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최근 활동이 줄어들어 해체 위기까지 갔

사내리에는 음식업조합, 숙박업조합, 유흥업조합, 상우회, 기

관광은 기본적으로 신혼여행이나 수학여행과 같이 숙박을 전제

운영하고 있는 박임수(남, 1952년생)이다. 대개 이들은 20년 이

으나 현재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

념품조합 등의 관광업 조합이 있으며, 기념품조합은 현재는 운

로 하는 관광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숙박업이 모든 관광업 중 가

상 유흥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친목 도모와 상가 질서 확립

영되고 있지 않다.

장 잘되고 안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동안 숙박업조합

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흥업은 숙박업이 잘되던 90년대

은 지역의 후원자 역할을 도맡아 왔다.

중반까지만 해도 장사가 잘되어 조합이 생길 정도로 번성하였지

2011년 6월 30일 사내리 용머리 폭포 광장에서는 음식업·숙박

만 최근에는 당일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늦은 저녁에 술을 먹고

업·유흥업조합이 합동으로 속리산면사무소와 함께 2011 전지훈련 선

노래하는 관광객이 줄어들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단 맞이 친절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행사의 전반적인 진행은 면사

음식업조합

한때 일본 관광지 현지답사를 다녀올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2011 전지훈련 선수단 맞이 친절 결의대회

음식업조합은 현재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한 관광업 조합이

보이던 조합은 1990년대 중반 숙박업이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

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회원 수가 30여명 안팎이었지만 현

면서 숙박업조합의 활동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무소 총무계에서 담당하였으며 결의대회의 사회는 부면장 박희경이 담

재는 93명에 이르고 있다. 조합장은 옹심이 칼국수를 운영하

조합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

당하였다.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된 행사에는 조합원 40여명이 모였다.

고 있는 박성노(남, 1953년생)가 맡고 있다. 애당초 친목 도모

다. 2001년에는 지역의 농경지가 가뭄으로 메마르게 되자 28개

사내리 내 음식점에 걸려 있는 향토음식경연대회 수상 현수막

속리축전의 산채비빔밥 시식 체험행사를 돕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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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조선일보 2001년 6월 12일

비교적 이른 시간임에도 평소 다른 행사보다 많은 조합원이 모인 것이

원산지 표시판 사진

2011 전지훈련 선수단 맞이 친절 결의대회

결의문을 낭독하는 박성노, 박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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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내리 내 숙박업소는 25개이며, 그 중 숙박업조합 회원

이다. 1984년에 조직되었으며 12명의 회원이 있다. 2011년 현재

일찍이 사내리에서 관광업이 발달하면서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를 벌이고 있다. 회비는 년 2만원이며, 연말 정기총회를 실시하

은 17명이다. 조합장은 송림팬션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완이 맡

상우회장은 속리산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정상병이 맡고 있

주민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자신들의 권익과 이권을 보호하

고 있다.

고 있다.

으며, 회원들의 친목 도모와 노상의 물건을 정비를 목적으로 조

기 위해서 다양한 조직을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다. 앞서 설명한
관광협의회가 관광업 종사자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합하고 마을

직되었다. 또한, 관광지이다 보니 판매가격을 올려 받는 집이 많
숙박업조합

아 상우회를 통해 상품의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하기도 한다.

유흥업조합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한다면 여기서 설명할 관광업

숙박업조합은 사내리 관광업의 전성기 때 가장 왕성히 활동한

유흥업조합은 사내리 내 가요주점이나 나이트클럽을 운영하

상우회는 매월 정기모임을 가질 정도로 활발히 활동하였고,

조합은 업종별로 구성된 것으로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

조합이다. 79년에 52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조합은 불우이웃돕

는 이들의 모임을 말한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들은 이 모임에

업을 진행한다고 할 수 있다.

기 활동과 지역 행사 지원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쳐왔다. 사내리의

서 제외되며, 현재 9명의 조합원이 있다. 조합장은 ‘크리스탈’을

충훈비 건립 때는 3,6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지역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최근 활동이 줄어들어 해체 위기까지 갔

사내리에는 음식업조합, 숙박업조합, 유흥업조합, 상우회, 기

관광은 기본적으로 신혼여행이나 수학여행과 같이 숙박을 전제

운영하고 있는 박임수(남, 1952년생)이다. 대개 이들은 20년 이

으나 현재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

념품조합 등의 관광업 조합이 있으며, 기념품조합은 현재는 운

로 하는 관광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숙박업이 모든 관광업 중 가

상 유흥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친목 도모와 상가 질서 확립

영되고 있지 않다.

장 잘되고 안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동안 숙박업조합

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흥업은 숙박업이 잘되던 90년대

은 지역의 후원자 역할을 도맡아 왔다.

중반까지만 해도 장사가 잘되어 조합이 생길 정도로 번성하였지

2011년 6월 30일 사내리 용머리 폭포 광장에서는 음식업·숙박

만 최근에는 당일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늦은 저녁에 술을 먹고

업·유흥업조합이 합동으로 속리산면사무소와 함께 2011 전지훈련 선

노래하는 관광객이 줄어들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단 맞이 친절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행사의 전반적인 진행은 면사

음식업조합

한때 일본 관광지 현지답사를 다녀올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2011 전지훈련 선수단 맞이 친절 결의대회

음식업조합은 현재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한 관광업 조합이

보이던 조합은 1990년대 중반 숙박업이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

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회원 수가 30여명 안팎이었지만 현

면서 숙박업조합의 활동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무소 총무계에서 담당하였으며 결의대회의 사회는 부면장 박희경이 담

재는 93명에 이르고 있다. 조합장은 옹심이 칼국수를 운영하

조합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

당하였다.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된 행사에는 조합원 40여명이 모였다.

고 있는 박성노(남, 1953년생)가 맡고 있다. 애당초 친목 도모

다. 2001년에는 지역의 농경지가 가뭄으로 메마르게 되자 28개

사내리 내 음식점에 걸려 있는 향토음식경연대회 수상 현수막

속리축전의 산채비빔밥 시식 체험행사를 돕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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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조선일보 2001년 6월 12일

비교적 이른 시간임에도 평소 다른 행사보다 많은 조합원이 모인 것이

원산지 표시판 사진

2011 전지훈련 선수단 맞이 친절 결의대회

결의문을 낭독하는 박성노, 박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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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 최근에는 조합원에게 행사를 알릴 때 문자를 통해 행사 내용

(3) 작목반

을 전달한다.
사내리는 2010년부터 여름마다 육상선수단을 비롯한 운동 선수단

속리산면에는 9개의 작목반이 존재한다. 보은의 대표적인 특

의 전지훈련 현장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보은군은 스포츠마케팅을

산물인 대추의 경우 속리산면 내에만 3개의 작목반이 있으며, 감

통한 지역활성화를 속리산 발전의 주력 사업으로 선정하고 운동 선수단

자·고추·산삼·사과 등의 작목반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그

유치에 나섰다. 사내리는 다른 지역보다 여름 날씨가 상대적으로 서늘

러나 여기서는 사내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채·표고·

하며, 많은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있어 전지훈련 장소로 적합하다고 한

대추작목반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다. 또한, 사내리에서 속리산 세심정까지 가는 길이 포장되어 있고 경사
가 완만하여 선수들의 달리기 코스로 적당하며, 잔디구장 등이 구비되
어 있어 많은 운동 선수단이 찾아오고 있다.

산채작목반

속리축전 때 대추를 판매한 국립공원속리산대추작목반원

사내3리에 위치한 표고 밭

관광객의 입장에서 여름은 성수기지만 현재 속리산 관광업 종사자에

산채작목반은 사내리에서 생산되는 산나물을 매집하여 저장

게는 비성수기에 속한다. 최근 들어 속리산과 법주사를 제외한 유락시

하고 판매하는 목적에서 조직되었다. 사내리 지역에서는 과거부

설이 전혀 없는 사내리에 여름 피서객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

터 산나물 채취가 부녀자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고, 최근

서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고 맞이하는 사업은 올여름 사내리 관광업

에는 산나물을 이용한 음식이 사내리 일대의 음식점의 대표음

종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주재료인 산나물을 마을 사람들이 직접

대지는 작목반에서 매입한 것이며, 건물은 군의 지원을 받아지

측에서 “국립공원 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국립공원에

결의대회는 약 20분간 진행되었으며, 이상길 면장과 김응철, 구상회

채취부터 저장 및 판매까지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동

었다. 또한, 내부에 있는 시설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투자한 것으

서 소비해준다.”는 사회공헌 사업을 시행하면서 서울 북한산국

군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음식업조합장인 박성노와 유흥업조합장인 박

안 산나물 채취는 송이와 달리 채취허가권이 필요하지 않아 누

로 마을 소유이다. 이렇게 작목반에서 출자된 금액만 1억 5,000

립공원 일대에 대추를 판매 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추 수확 시

임수가 같이 친절 결의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행사는 진행되었다. 마지

구나 채취가 가능했지만 유통경로가 마땅치 않아 대개 음식점

만원이 넘는다.

기에 열리는 마을의 각종 행사 때 가판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직

막으로 조합원들이 사내리 상가지역 일대를 청소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

에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거나 노점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

무리하였다. 조합원이 많은 음식업조합과 사내1·2리 주민은 용머리폭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투자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산나물과 버섯의 판매만으
로 수지타산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 결국, 2008년부터 방향을 수

앞에 가판을 마련하여 대추를 판매하였다.

표고작목반

포를 중심으로 소형주차장 일대까지를 담당하였고, 숙박업·유흥업조

산채작목반은 2000년대에 조직되었으며, 반장은 우창제(남,

정하여 절임배추 사업을 시작하였다. ‘속리산 절임배추’라는 브

합과 사내5·6리 주민은 용머리폭포에서 대형주차장까지를 담당하였

1950년생)가 맡고 있다. 작목반을 처음 구성할 당시, 산나물을

랜드로 시작한 사업은 군이나 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작목반 독

다. 상가지역의 경우, 상인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평소에 자주 청소

저장(냉동 및 건조)하고 세척할 수 있는 작업장을 갖추어야 한

자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마저도 운영이 여의치 않아 현재 작

를 하기 때문에 청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주민도 일부 있었지

다고 의견을 모아 작목반원들이 각출을 하여 대지를 매입하고

목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 대부분의 주민이 열심히 청소 봉사에 참여하였다.

시설을 갖추었다. 중판리 산채순대 맞은편에 위치한 작업장은

국립공원속리산대추작목반은 속리산면 내 작목반 중 가장 최
근에 생긴 것으로 2010년에 결성되어 군에 정식으로 등록하였

170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표고작목반은 표고버섯 양식 재배에 관한 기술 공유와 유통
경로 확보를 위해 조직한 것으로 속리산면 표고작목반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러나 표고버섯 양식을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한

국립공원속리산대추작목반

쓰레기 줍기 사진

접 대추를 판매하기도 한다. 2011년에는 속리축전 때 잔디공원

이는 사내3리의 장기춘(남, 1946년생)이며, 현재도 사내3·4리
주민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작목반장은 사내4리에 거
주하고 있는 김종식이며, 회원은 10여명이 있다.

으며, 현재 1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장은 박남식(남,

작목반은 1990년대 초반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장기춘

1945년생)이 맡고 있다. 국립공원지역에 포함된 땅에 대추농사

이 표교버섯 양식을 처음 시작한 것은 1983년이었다. 1960년대

를 짓고 있는 사내리 주민이 작목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유통경

법주사 주지를 역임한 월산스님과 마을 주민 몇 명의 금강골에

로 및 재배 기술들을 공유하고 있다.

서 표고재배를 한 적이 있었으나 재배 방식 및 종균에서 그때보

작목반이 결성되는 가장 큰 목적은 유통경로 확보에 있다. 대

다 더 발전된 것이었다. 발전된 기술을 확보하였지만 약 7~8년

추 가격의 경우, 보은군 내 모든 작목반이 동일하게 정하고 있기

간은 유통경로를 확보하지 못해 적자를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때문에 농민의 입장에선 같은 가격의 보은 대추를 어떻게 파느

점차 표고버섯 양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기술을 공

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2011년에는 28㎜ 대추 1

유하게 되고 작목반을 조직하게 되면서 보조 사업이나 지원금

㎏을 15,000원에 동결하기로 결의하였다. 국립공원속리산대추

등의 혜택을 받아 숨통이 트일 수 있었다. 결국, 현재 작목반의

작목반의 경우, 2009년부터 2010년에는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가장 큰 역할은 유통경로 확보와 판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지훈련 중인 운동선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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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 최근에는 조합원에게 행사를 알릴 때 문자를 통해 행사 내용

(3) 작목반

을 전달한다.
사내리는 2010년부터 여름마다 육상선수단을 비롯한 운동 선수단

속리산면에는 9개의 작목반이 존재한다. 보은의 대표적인 특

의 전지훈련 현장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보은군은 스포츠마케팅을

산물인 대추의 경우 속리산면 내에만 3개의 작목반이 있으며, 감

통한 지역활성화를 속리산 발전의 주력 사업으로 선정하고 운동 선수단

자·고추·산삼·사과 등의 작목반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그

유치에 나섰다. 사내리는 다른 지역보다 여름 날씨가 상대적으로 서늘

러나 여기서는 사내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채·표고·

하며, 많은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있어 전지훈련 장소로 적합하다고 한

대추작목반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다. 또한, 사내리에서 속리산 세심정까지 가는 길이 포장되어 있고 경사
가 완만하여 선수들의 달리기 코스로 적당하며, 잔디구장 등이 구비되
어 있어 많은 운동 선수단이 찾아오고 있다.

산채작목반

속리축전 때 대추를 판매한 국립공원속리산대추작목반원

사내3리에 위치한 표고 밭

관광객의 입장에서 여름은 성수기지만 현재 속리산 관광업 종사자에

산채작목반은 사내리에서 생산되는 산나물을 매집하여 저장

게는 비성수기에 속한다. 최근 들어 속리산과 법주사를 제외한 유락시

하고 판매하는 목적에서 조직되었다. 사내리 지역에서는 과거부

설이 전혀 없는 사내리에 여름 피서객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

터 산나물 채취가 부녀자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고, 최근

서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고 맞이하는 사업은 올여름 사내리 관광업

에는 산나물을 이용한 음식이 사내리 일대의 음식점의 대표음

종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주재료인 산나물을 마을 사람들이 직접

대지는 작목반에서 매입한 것이며, 건물은 군의 지원을 받아지

측에서 “국립공원 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국립공원에

결의대회는 약 20분간 진행되었으며, 이상길 면장과 김응철, 구상회

채취부터 저장 및 판매까지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동

었다. 또한, 내부에 있는 시설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투자한 것으

서 소비해준다.”는 사회공헌 사업을 시행하면서 서울 북한산국

군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음식업조합장인 박성노와 유흥업조합장인 박

안 산나물 채취는 송이와 달리 채취허가권이 필요하지 않아 누

로 마을 소유이다. 이렇게 작목반에서 출자된 금액만 1억 5,000

립공원 일대에 대추를 판매 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추 수확 시

임수가 같이 친절 결의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행사는 진행되었다. 마지

구나 채취가 가능했지만 유통경로가 마땅치 않아 대개 음식점

만원이 넘는다.

기에 열리는 마을의 각종 행사 때 가판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직

막으로 조합원들이 사내리 상가지역 일대를 청소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

에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거나 노점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

무리하였다. 조합원이 많은 음식업조합과 사내1·2리 주민은 용머리폭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투자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산나물과 버섯의 판매만으
로 수지타산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 결국, 2008년부터 방향을 수

앞에 가판을 마련하여 대추를 판매하였다.

표고작목반

포를 중심으로 소형주차장 일대까지를 담당하였고, 숙박업·유흥업조

산채작목반은 2000년대에 조직되었으며, 반장은 우창제(남,

정하여 절임배추 사업을 시작하였다. ‘속리산 절임배추’라는 브

합과 사내5·6리 주민은 용머리폭포에서 대형주차장까지를 담당하였

1950년생)가 맡고 있다. 작목반을 처음 구성할 당시, 산나물을

랜드로 시작한 사업은 군이나 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작목반 독

다. 상가지역의 경우, 상인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평소에 자주 청소

저장(냉동 및 건조)하고 세척할 수 있는 작업장을 갖추어야 한

자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마저도 운영이 여의치 않아 현재 작

를 하기 때문에 청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주민도 일부 있었지

다고 의견을 모아 작목반원들이 각출을 하여 대지를 매입하고

목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 대부분의 주민이 열심히 청소 봉사에 참여하였다.

시설을 갖추었다. 중판리 산채순대 맞은편에 위치한 작업장은

국립공원속리산대추작목반은 속리산면 내 작목반 중 가장 최
근에 생긴 것으로 2010년에 결성되어 군에 정식으로 등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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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작목반은 표고버섯 양식 재배에 관한 기술 공유와 유통
경로 확보를 위해 조직한 것으로 속리산면 표고작목반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러나 표고버섯 양식을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한

국립공원속리산대추작목반

쓰레기 줍기 사진

접 대추를 판매하기도 한다. 2011년에는 속리축전 때 잔디공원

이는 사내3리의 장기춘(남, 1946년생)이며, 현재도 사내3·4리
주민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작목반장은 사내4리에 거
주하고 있는 김종식이며, 회원은 10여명이 있다.

으며, 현재 1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장은 박남식(남,

작목반은 1990년대 초반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장기춘

1945년생)이 맡고 있다. 국립공원지역에 포함된 땅에 대추농사

이 표교버섯 양식을 처음 시작한 것은 1983년이었다. 1960년대

를 짓고 있는 사내리 주민이 작목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유통경

법주사 주지를 역임한 월산스님과 마을 주민 몇 명의 금강골에

로 및 재배 기술들을 공유하고 있다.

서 표고재배를 한 적이 있었으나 재배 방식 및 종균에서 그때보

작목반이 결성되는 가장 큰 목적은 유통경로 확보에 있다. 대

다 더 발전된 것이었다. 발전된 기술을 확보하였지만 약 7~8년

추 가격의 경우, 보은군 내 모든 작목반이 동일하게 정하고 있기

간은 유통경로를 확보하지 못해 적자를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때문에 농민의 입장에선 같은 가격의 보은 대추를 어떻게 파느

점차 표고버섯 양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기술을 공

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2011년에는 28㎜ 대추 1

유하게 되고 작목반을 조직하게 되면서 보조 사업이나 지원금

㎏을 15,000원에 동결하기로 결의하였다. 국립공원속리산대추

등의 혜택을 받아 숨통이 트일 수 있었다. 결국, 현재 작목반의

작목반의 경우, 2009년부터 2010년에는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가장 큰 역할은 유통경로 확보와 판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지훈련 중인 운동선수단

03. 사내리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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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속리산산림부산물조합

하지 않고 국내에서도 송이가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상

중되었으며, 구역이 있을 때 사내4리에 살면서 민판동에서 송이를 따던

또한, 사내리 입장도 전체 인원이 40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예

대적으로 낮아졌다. 또한, 북한산과 중국산이 들어오면서 경쟁

일부 회원들이 구역이 사라지자 돈을 적게 내는 사내리에 회비를 내고

산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의견에 동의하였다.

속리산산림부산물조합은 속리산 내에서 송이를 채취하는 주

력이 떨어지는 문제점까지 안게 되었다. 결국, 조합은 기존의 운

민판동에서 송이를 따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작년까지는 산세 500만

또 하나의 문제는 구역을 해제한 이후 마을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송

민의 모임이다. 사내리 이외의 지역에서 참여하는 사람도 일부

영체제를 포기하고 개인적으로 유통경로를 확보하여 판매하는

원 중 민판동이 340만원을 부담하였고 사내리에서 160만원을 부담하

이를 따러 들어오면서 조합에 돈을 내고 따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분

있지만 대부분 사내리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1970년대 말부터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였다. 구체적으로 민판동의 경우, 1인당 부담금이 남자는 18만원, 여자

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또한, 조합원이 아닌 것을 알아도 같은 마을

송이는 수출 주력상품으로 선정되어 대한산림연합회가 국내에

기존 조합의 체계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송이 채취는 여전히

는 8만원에 해당하였고. 사내리의 경우, 남녀 구분 없이 10만원을 내었

사람들이라 바로 지적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임을 알

서 생산되는 송이 전량을 수매하여 일본으로 수출하였고, 이에

사내리 주민에게 있어 중요한 생업수단이었고, 매년 법주사에

다. 그러나 구역 해제 후 민판동과 사내리의 수확량의 격차가 줄어들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끼, 명찰 등 다양한

영향을 받아 속리산산림부산물조합은 1984년도에 처음 조직되

산세를 내야만 했다. 따라서 조합의 명칭과 조합의 이름으로 산

서 민판동에서 1인당 금액을 통일하자고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사내리

의견이 나왔고 결국, 명찰로 결정되었다.

었다. 속리산산림부산물조합은 당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이

세를 내고 허가권을 법주사로부터 받는 기본적인 기능은 현재도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주민의 의견이 조율 되지 않았고 단번에 합의점을

마지막으로 속리산 사람이 아닌 보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송이를 따는

른 시기에 조직된 편이었고, 운영에서도 상당히 체계적이고 조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

찾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민판동의 부담금을 종전 340만원에서 300만

이들에 대해 출입 금지 현수막을 제작하여 걸고 명찰이 없을 시 속리산

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제안하였고 민판동에서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입구에서부터 강력하게 저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직적이었다.
속리산산림부산물조합을 처음 기획한 사람은 현 지역발전협
의회장인 박남식이었다. 그는 조합을 만들고 조합장을 맡아 전

매년 송이를 채취하기 전, 조합에서는 회의를 개최한다. 조
사팀은 2011년 8월, 20일 회의에 참석하여 참여관찰을 시도하
였다.

반적으로 운영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먼저 속리산에서 송이가
나는 지역을 골짜기를 기준으로 나누어 7개 조를 편성하여 적게

속리산산림부산물 조합 회의

는 한 조에 4~5명, 많게는 30명까지 배치하여 조별로 운영하게

사내6리에 위치한 딸부잣집 식당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사내3리를 제

끔 하였다. 또한, 수확량에 대한 일종의 성과급 제도를 조별로 마

외한 주민 20~30여명이 참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채취 허가권에 대한

련하여 조합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였다.

계약은 송이가 나기 직전인 9월 초에 하지만 올해는 작년에 송이가 대

송이 채취는 본래 혼자 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별로 채취

가 가능했던 것은 송이를 ‘키워서’ 땄기 때문이다. 송이는 양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키운다’는 것은 경작한다는 뜻

풍이 든 것을 고려하여 8월 29일에 하기로 법주사와 합의를 보았으며
금액은 작년과 동결하여 500만원을 내기로 하였다. 따라서 미리 회의를
매듭짓고 산세를 걷어야만 했기 때문에 주말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급히

이 아니라 송이의 갓이 개화되지 않고 모양을 잡아두기 위해 종

회의를 추진하였다. 산세는 농협의 계좌로 보내거나 계좌 이체가 어려

이컵을 씌워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송이를 키우게 되면 정

운 사람들은 각 조장이 직접 걷어오고 있다. 조라는 개념은 과거부터 지

품의 크기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채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금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구역이 사라진 이후에는 산세를 걷을 때를 제

에서 침입할 수 없게 조별로 구역을 지켜야만 하였고, 따라서 많

외하고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다.

은 인원이 필요하였다.

현재의 조합은 사내3리(이하 민판동)와 그 이외의 마을(이하 사내리)

속리산산림부산물조합은 매년 법주사로부터 송이를 채취할

로 구분하여 조합 내 두 개의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번 회의는 사내리

수 있는 허가권을 받는다. 송이를 채취하는 대부분의 지역이 법

의 회의였다. 사내리의 대표는 사내1리 이장인 백영한, 총무는 신광선

주사 소유의 임야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법주사에게 지불하

이 맡고 있으며, 민판동의 대표는 사내3리 이장은 유근식이 맡고 있다.

고 허가권을 얻어야만 한다. 이를 사내리 주민은 ‘산세’라고 부

사실 2009년까지만 해도 산세만 같이 낼 뿐 민판동과 사내리 조합원이

른다. 1989년까지 대한산림연합회에 송이를 전량 보낼 때는 법

송이를 딸 수 있는 지역은 확연히 구분되어 있었다. 민판동의 경우, 조

주사에 1년에 1,000만원을 산세로 냈으며, 송이 5관(20㎏)을 추

합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도 상대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민판동 지역

가로 주었다. 현재 500만원을 산세로 내는 것을 고려했을 때 당

에 송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산세를 더 많이 부담하는 대신 구역을 구분

시 속리산산림부산물조합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았다는 것

하여 송이를 채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내리와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조합이 지속되면서 일은 적게 하

마찰이 생기면서 2010년부터 구역 없이 따는 것으로 결정 하였다. 그러

면서 수익은 많이 가져가려는 일부 조합원들이 생기거나 조합

나 구역을 없애면서 산세의 배분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고 이번

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과 조합원들의 싸움이 잦아지면서 마을

회의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분위기가 나빠지는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1990

회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에 따르면, 구역을 해제하면서 다음과 같은

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외화가 다량 유입되어 일본으로 전량수출

문제 발생하였다. 먼저 민판동이 기존과 같은 금액을 내면서 부담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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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속리산산림부산물조합

하지 않고 국내에서도 송이가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상

중되었으며, 구역이 있을 때 사내4리에 살면서 민판동에서 송이를 따던

또한, 사내리 입장도 전체 인원이 40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예

대적으로 낮아졌다. 또한, 북한산과 중국산이 들어오면서 경쟁

일부 회원들이 구역이 사라지자 돈을 적게 내는 사내리에 회비를 내고

산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의견에 동의하였다.

속리산산림부산물조합은 속리산 내에서 송이를 채취하는 주

력이 떨어지는 문제점까지 안게 되었다. 결국, 조합은 기존의 운

민판동에서 송이를 따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작년까지는 산세 500만

또 하나의 문제는 구역을 해제한 이후 마을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송

민의 모임이다. 사내리 이외의 지역에서 참여하는 사람도 일부

영체제를 포기하고 개인적으로 유통경로를 확보하여 판매하는

원 중 민판동이 340만원을 부담하였고 사내리에서 160만원을 부담하

이를 따러 들어오면서 조합에 돈을 내고 따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분

있지만 대부분 사내리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1970년대 말부터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였다. 구체적으로 민판동의 경우, 1인당 부담금이 남자는 18만원, 여자

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또한, 조합원이 아닌 것을 알아도 같은 마을

송이는 수출 주력상품으로 선정되어 대한산림연합회가 국내에

기존 조합의 체계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송이 채취는 여전히

는 8만원에 해당하였고. 사내리의 경우, 남녀 구분 없이 10만원을 내었

사람들이라 바로 지적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임을 알

서 생산되는 송이 전량을 수매하여 일본으로 수출하였고, 이에

사내리 주민에게 있어 중요한 생업수단이었고, 매년 법주사에

다. 그러나 구역 해제 후 민판동과 사내리의 수확량의 격차가 줄어들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끼, 명찰 등 다양한

영향을 받아 속리산산림부산물조합은 1984년도에 처음 조직되

산세를 내야만 했다. 따라서 조합의 명칭과 조합의 이름으로 산

서 민판동에서 1인당 금액을 통일하자고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사내리

의견이 나왔고 결국, 명찰로 결정되었다.

었다. 속리산산림부산물조합은 당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이

세를 내고 허가권을 법주사로부터 받는 기본적인 기능은 현재도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주민의 의견이 조율 되지 않았고 단번에 합의점을

마지막으로 속리산 사람이 아닌 보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송이를 따는

른 시기에 조직된 편이었고, 운영에서도 상당히 체계적이고 조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

찾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민판동의 부담금을 종전 340만원에서 300만

이들에 대해 출입 금지 현수막을 제작하여 걸고 명찰이 없을 시 속리산

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제안하였고 민판동에서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입구에서부터 강력하게 저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직적이었다.
속리산산림부산물조합을 처음 기획한 사람은 현 지역발전협
의회장인 박남식이었다. 그는 조합을 만들고 조합장을 맡아 전

매년 송이를 채취하기 전, 조합에서는 회의를 개최한다. 조
사팀은 2011년 8월, 20일 회의에 참석하여 참여관찰을 시도하
였다.

반적으로 운영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먼저 속리산에서 송이가
나는 지역을 골짜기를 기준으로 나누어 7개 조를 편성하여 적게

속리산산림부산물 조합 회의

는 한 조에 4~5명, 많게는 30명까지 배치하여 조별로 운영하게

사내6리에 위치한 딸부잣집 식당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사내3리를 제

끔 하였다. 또한, 수확량에 대한 일종의 성과급 제도를 조별로 마

외한 주민 20~30여명이 참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채취 허가권에 대한

련하여 조합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였다.

계약은 송이가 나기 직전인 9월 초에 하지만 올해는 작년에 송이가 대

송이 채취는 본래 혼자 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별로 채취

가 가능했던 것은 송이를 ‘키워서’ 땄기 때문이다. 송이는 양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키운다’는 것은 경작한다는 뜻

풍이 든 것을 고려하여 8월 29일에 하기로 법주사와 합의를 보았으며
금액은 작년과 동결하여 500만원을 내기로 하였다. 따라서 미리 회의를
매듭짓고 산세를 걷어야만 했기 때문에 주말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급히

이 아니라 송이의 갓이 개화되지 않고 모양을 잡아두기 위해 종

회의를 추진하였다. 산세는 농협의 계좌로 보내거나 계좌 이체가 어려

이컵을 씌워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송이를 키우게 되면 정

운 사람들은 각 조장이 직접 걷어오고 있다. 조라는 개념은 과거부터 지

품의 크기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채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금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구역이 사라진 이후에는 산세를 걷을 때를 제

에서 침입할 수 없게 조별로 구역을 지켜야만 하였고, 따라서 많

외하고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다.

은 인원이 필요하였다.

현재의 조합은 사내3리(이하 민판동)와 그 이외의 마을(이하 사내리)

속리산산림부산물조합은 매년 법주사로부터 송이를 채취할

로 구분하여 조합 내 두 개의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번 회의는 사내리

수 있는 허가권을 받는다. 송이를 채취하는 대부분의 지역이 법

의 회의였다. 사내리의 대표는 사내1리 이장인 백영한, 총무는 신광선

주사 소유의 임야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법주사에게 지불하

이 맡고 있으며, 민판동의 대표는 사내3리 이장은 유근식이 맡고 있다.

고 허가권을 얻어야만 한다. 이를 사내리 주민은 ‘산세’라고 부

사실 2009년까지만 해도 산세만 같이 낼 뿐 민판동과 사내리 조합원이

른다. 1989년까지 대한산림연합회에 송이를 전량 보낼 때는 법

송이를 딸 수 있는 지역은 확연히 구분되어 있었다. 민판동의 경우, 조

주사에 1년에 1,000만원을 산세로 냈으며, 송이 5관(20㎏)을 추

합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도 상대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민판동 지역

가로 주었다. 현재 500만원을 산세로 내는 것을 고려했을 때 당

에 송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산세를 더 많이 부담하는 대신 구역을 구분

시 속리산산림부산물조합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았다는 것

하여 송이를 채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내리와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조합이 지속되면서 일은 적게 하

마찰이 생기면서 2010년부터 구역 없이 따는 것으로 결정 하였다. 그러

면서 수익은 많이 가져가려는 일부 조합원들이 생기거나 조합

나 구역을 없애면서 산세의 배분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고 이번

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과 조합원들의 싸움이 잦아지면서 마을

회의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분위기가 나빠지는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1990

회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에 따르면, 구역을 해제하면서 다음과 같은

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외화가 다량 유입되어 일본으로 전량수출

문제 발생하였다. 먼저 민판동이 기존과 같은 금액을 내면서 부담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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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 단위 조직

체의 업무수행 유기적 협조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조직
이 많이 구성된 속리산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라 볼

사내리는 사내면이라고도 불릴 만큼 경제적으로나 행정적으

수 있다. 지역발전협의회의 회원은 51명이다. 회장은 자연공원

로 속리산면의 중심에 있다. 보은군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보은

협회장인 박남식이 맡고 있으며, 부회장은 자유총연맹보은군지

읍소재지인 삼산리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인구와 상권이 분포

부속리산면지도위원장 권영우, 사무국장은 풍물회장 김은숙, 감

한 지역이며, 속리산면의 60% 이상의 주민이 사내리에 거주하

사는 감자작목반장은 이종성, 속리산유스타운원장 서준철, 운영

고 있다. 또한, 속리산면의 중심 산업인 관광업에 종사하는 대부

위원은 이장협의회장 백영한, 부녀회장 전찬매, 법주사종무실장

분의 사람들 역시 사내리 주민이다. 따라서 면 단위 조직 중에서

안춘석이 맡고 있다. 본래 지역발전협의회는 관체제로 운영되어

도 사내리 주민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조직들이 상당히 많으

면장이 회의를 주도하다가 2011년부터 민간체제로 바뀌었다.

며, 조직에서 추진되는 사업도 사내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

지역발전협의회는 2달에 1번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1차적

는 것이 많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면 단위 조직은 지역발전협의

으로 임원들이 모여 안건에 대해 회의를 하고 본 회의에서 결

회와 이장협의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살펴보기로 한다.

정사항에 대한 인준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각
기관 및 단체장이 모이는 만큼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

(1) 지역발전협의회

하는 장으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속리산면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다. 회비는 매달 1만원씩

지역발전협의회는 속리산면 내에 있는 기관 및 단체장의 모
임으로서 속리산면 내 문제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주민이 스스
로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이다. 특히, 기관 및 단

을 걷는다.
조사팀은 2011년 6월과 8월에 있는 속리산면 지역발전협의
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참여관찰을 시도하였다.
지역발전협의회 정기회의

장을 설명하였다. 군예산과 관련하여 법주사가 주민에게 입장을 설명

6월 21일에 열린 정기회의에는 총 14명이 참석하였다. 이날은 공석이

한 것은 8월 13일에 한 방송사에서 주최하는 성인가요 음악회가 법주

된 사무국장 선임안 인준 건과 면내에 생존해 있는 6·25 참전유공자 18

사에서 개최되며, 개최비용이 군예산으로 집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 속리산면 지역발전

민이 불만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주민 사이에서 법주사 내에서 성인

협의회에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퇴직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것에 대

가요 음악회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며, 속리산 관련 관광정책이

한 인준 건이 제시되었다. 또한, 일반 행정 홍보사항으로 6월 30일에 있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18억의 예산을 다른 곳에 쓴다는 것이 납득되지

을 전지훈련 선수단 맞이 친절 결의대회 및 대청소에 각 기관 회원의 참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공연을 허락한 법주사의 입장을 주민 측에서 요

여를 당부하였고, 특히 상가지역 주민이 참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청한 것이다.

일반 건의사항으로는 김춘만 속리산노인회장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

법주사 측에 따르면, 본래 보은군에서 속리산면 관광활성화 예산 18

최하는 노인대학의 행정 처리에 대한 불만을 건의하였고, 조각공원 및 잔

억이 편성되어 그 돈으로 레이크힐스 호텔 앞쪽에서 지금과 유사한 공

디공원이 국립공원 지역으로 해제된 이후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군 관

연을 할 계획을 갖고 법주사 측에 알렸으나 수도도량인 법주사 앞에서

할로 넘어오면서 관리가 소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

시끄럽게 공연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거부하였다고 한

로 공원협회에서 속리산 팔봉 중 하나인 묘봉의 지명이 마을 주민이 알고

다. 이에 군 측에서는 장소를 변경하여 보은 공설운동장에서 공연할 계

있는 곳이 다르다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답사를 한 후 이 문제를 정식으로

획을 잡고 18억을 그 공연에 쓰기로 하게 되었고, 속리산면과 관련된 예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밝혔다.

산으로 보은읍에서 공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법주사에서

8월 12일에 열린 지역발전협의회에는 보다 많은 기관 및 단체장이

다시 항의를 하게 되었다. 결국, 군과 법주사는 법주사 경내에서 공연을

참여하였다. 이날은 총 22명이 참석하였는데, 오늘의 주요 안건이 18

하되 산사음악회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았다는

억 군 관광활성화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하여 법주사 입장을 지역발전

것이다. 법주사의 설명을 들은 후,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수긍을 하였고,

협의회에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기 때문이었다. 법주사에서는 본

행사에 협조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회의가 끝난 후, 법주사 측에서 제공

래 주지스님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급한 사정으로 총무스님이 나와 입

한 삼계탕을 면사무소 앞 화풍정 식당에서 먹고 해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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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 단위 조직

체의 업무수행 유기적 협조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조직
이 많이 구성된 속리산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라 볼

사내리는 사내면이라고도 불릴 만큼 경제적으로나 행정적으

수 있다. 지역발전협의회의 회원은 51명이다. 회장은 자연공원

로 속리산면의 중심에 있다. 보은군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보은

협회장인 박남식이 맡고 있으며, 부회장은 자유총연맹보은군지

읍소재지인 삼산리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인구와 상권이 분포

부속리산면지도위원장 권영우, 사무국장은 풍물회장 김은숙, 감

한 지역이며, 속리산면의 60% 이상의 주민이 사내리에 거주하

사는 감자작목반장은 이종성, 속리산유스타운원장 서준철, 운영

고 있다. 또한, 속리산면의 중심 산업인 관광업에 종사하는 대부

위원은 이장협의회장 백영한, 부녀회장 전찬매, 법주사종무실장

분의 사람들 역시 사내리 주민이다. 따라서 면 단위 조직 중에서

안춘석이 맡고 있다. 본래 지역발전협의회는 관체제로 운영되어

도 사내리 주민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조직들이 상당히 많으

면장이 회의를 주도하다가 2011년부터 민간체제로 바뀌었다.

며, 조직에서 추진되는 사업도 사내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

지역발전협의회는 2달에 1번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1차적

는 것이 많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면 단위 조직은 지역발전협의

으로 임원들이 모여 안건에 대해 회의를 하고 본 회의에서 결

회와 이장협의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살펴보기로 한다.

정사항에 대한 인준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각
기관 및 단체장이 모이는 만큼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

(1) 지역발전협의회

하는 장으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속리산면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다. 회비는 매달 1만원씩

지역발전협의회는 속리산면 내에 있는 기관 및 단체장의 모
임으로서 속리산면 내 문제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주민이 스스
로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이다. 특히, 기관 및 단

을 걷는다.
조사팀은 2011년 6월과 8월에 있는 속리산면 지역발전협의
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참여관찰을 시도하였다.
지역발전협의회 정기회의

장을 설명하였다. 군예산과 관련하여 법주사가 주민에게 입장을 설명

6월 21일에 열린 정기회의에는 총 14명이 참석하였다. 이날은 공석이

한 것은 8월 13일에 한 방송사에서 주최하는 성인가요 음악회가 법주

된 사무국장 선임안 인준 건과 면내에 생존해 있는 6·25 참전유공자 18

사에서 개최되며, 개최비용이 군예산으로 집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 속리산면 지역발전

민이 불만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주민 사이에서 법주사 내에서 성인

협의회에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퇴직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것에 대

가요 음악회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며, 속리산 관련 관광정책이

한 인준 건이 제시되었다. 또한, 일반 행정 홍보사항으로 6월 30일에 있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18억의 예산을 다른 곳에 쓴다는 것이 납득되지

을 전지훈련 선수단 맞이 친절 결의대회 및 대청소에 각 기관 회원의 참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공연을 허락한 법주사의 입장을 주민 측에서 요

여를 당부하였고, 특히 상가지역 주민이 참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청한 것이다.

일반 건의사항으로는 김춘만 속리산노인회장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

법주사 측에 따르면, 본래 보은군에서 속리산면 관광활성화 예산 18

최하는 노인대학의 행정 처리에 대한 불만을 건의하였고, 조각공원 및 잔

억이 편성되어 그 돈으로 레이크힐스 호텔 앞쪽에서 지금과 유사한 공

디공원이 국립공원 지역으로 해제된 이후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군 관

연을 할 계획을 갖고 법주사 측에 알렸으나 수도도량인 법주사 앞에서

할로 넘어오면서 관리가 소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

시끄럽게 공연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거부하였다고 한

로 공원협회에서 속리산 팔봉 중 하나인 묘봉의 지명이 마을 주민이 알고

다. 이에 군 측에서는 장소를 변경하여 보은 공설운동장에서 공연할 계

있는 곳이 다르다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답사를 한 후 이 문제를 정식으로

획을 잡고 18억을 그 공연에 쓰기로 하게 되었고, 속리산면과 관련된 예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밝혔다.

산으로 보은읍에서 공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법주사에서

8월 12일에 열린 지역발전협의회에는 보다 많은 기관 및 단체장이

다시 항의를 하게 되었다. 결국, 군과 법주사는 법주사 경내에서 공연을

참여하였다. 이날은 총 22명이 참석하였는데, 오늘의 주요 안건이 18

하되 산사음악회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았다는

억 군 관광활성화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하여 법주사 입장을 지역발전

것이다. 법주사의 설명을 들은 후,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수긍을 하였고,

협의회에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기 때문이었다. 법주사에서는 본

행사에 협조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회의가 끝난 후, 법주사 측에서 제공

래 주지스님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급한 사정으로 총무스님이 나와 입

한 삼계탕을 면사무소 앞 화풍정 식당에서 먹고 해산하였다.

지역발전협의회 회의 모습

174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03. 사내리의 현재

| 175

(2) 이장협의회

이장협의회 정기회의

속리산면민의 날(10월 1일)

박차를 가했다. 무대와 식탁, 천막, 의자 등을 설치하였으며, 조사팀도
준비에 동참하였다.

속리산면사무소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장협의회 회의는 속리산면장, 속

속리산면민의 날은 이장협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주관하는

이장협의회는 속리

리산면 공무원 7명, 속리산면 이장협의회 회원 17명이 참석하였다. 회의 주

행사로 이장협의회가 주관하는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올해 3회

10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면 내 많은 주민이 대운동장에 모여들

산면 내 이장들의 업

재는 올해부터 이장협의회장을 맡게 된 백영한 사내1리 이장과 이상길 면

째를 맞고 있는 이 행사는 내속리면에서 속리산면으로 개칭한 것을 기념

었다. 무대를 바라보고 좌측 편에는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다. 새마을지

무에 대한 정보를 공

장이 나누어 담당하였다.

하고 면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9월 이장협의회 회

도자와 새마을 부녀회, 적십자 부녀회, 방범대 등에서 나와 음식준비를

유하고 행정적인 사

오전 10시 7분. 회의가 시작되었다. 도화리와 중판1리 이장은 개인적 사

의에서 면민의 날 행사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어 준비가 진행되었다. 이

도왔다. 음식은 설렁탕과 돼지고기, 술과 과일, 떡 등이 준비되었고 총

업을 합리적으로 마을

정으로 인해 불참하였다. 먼저 백영한 회장이 군 이장협의회 정기총회에 대

날 회의에서는 10월 1일에 사내6리 대형주차장 운동장 일원에서 개최

1,000인분을 준비하였다. 본부에서는 이장협의회 회원들이 나와 방명

단위까지 지원하기 위

한 간략한 보고와 함께 군 이장협의회에 참여할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이

하기로 합의하고 지역발전협의회와 법주사에서 후원하기로 하였다. 또

록 작성과 개회식 준비가 한창이었다. 이날은 면 단위 행사임에도 불구

해 결성된 조직이다.

어서 이장협의회 연말 여행 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이장협

한, 세부적인 행사내용과 경품 협찬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다.

하고 정상혁 군수를 비롯하여 이용의 국회의원, 군의회의장, 군의원 전

현재 속리산면 이장협

의회에서는 이장의 월급의 절반을 때어 1년간 모아 그 돈으로 친목 여행을

9월 30일부터 면민의 날 준비로 속리산면이 분주하였다. 오후 3시

원, 군 이장협의회 임원 등 많은 귀빈이 참석하였다. 김춘만 노인회장의

의회는 총 19명이 회

다녀왔는데 올해 여행에 대해 동의를 얻는 자리였다. 소수 반대 의사를 보인

부터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음식을 준비하였고, 이장협의회 회원들은 면

개회사로 시작된 개회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속리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

이장이 있었으나 국내 여행 선이면 좋다는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통과되었

사무소에 모여 민속경기 대진표를 추첨을 통해 짰다. 오후 4시에는 운

와 자매결연 한 인천 연수구 선학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속리산면 주민

며, 회장은 사내1리 이

다. 농악대 및 노인대학에 대한 홍보가 이어졌고 구제역 지원에 대한 협조를

동장에서 면사무소 직원, 방범대, 이장협의회 회원 등은 행사장 준비에

자치위원회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이어서 이장협의

장인 백영한, 총무는 북암1리 이장인 김광식이 맡고 있다. 이장

부탁하였다. 또한, 외부 기관에서 나와 홍보를 하였다. 보은군 복지관에서는

협의회는 면 단위 조직의 중심이라 할 만큼 면 내 사업에 있어

“내사랑 보은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 및 중증 장애인 자립 교육에 대해 설명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이장협의회 회의 때는

을 하였고, 파출소에서는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하면서 이장들에게 주민 차

협의회 자체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면장과 면직원들이 참여하여

량이란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배부하였다. 이장협의회장 주재로 열

면 사업에 대해 같이 의논하고 있으며, 면 내 각 기관 및 단체에

린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되었다.

1994년 이장협의회 건의서(박남식 제공)

서도 홍보 및 협조사항을 알리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오전 11시 5분, 면장 주재의 회의가 시작되었다. 사회는 박희경 부면장

이장협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각 마을에

이 보았으며, 국기에 대한 경례 이후, 잠시 참관한 농협조합장, 예비군

서 나온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직접 군이나 면에 전달하는 역

면대장, 군의원이 소개되었다. 군직원이 나와 새주소와 관련된 설명을

할도 이장의 몫이다. 일례로 적십자 회비를 마을회의 기금으로 내

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였다. 이상길 면장이 구제역 방역 협조 및

는 관례가 부당하다는 한 마을의 의견을 면이장협의회에서 받아

산불 조심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면사무소의 각 계에서 전달 사항을 설

들여 군이장협의회 회의 때 정식으로 의견을 제청하기도 하였다.

명하고 건의사항을 받았다. 2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던 정월 대보름 민

또한, 사내리는 관광지라는 특성상, 마을의 현안이나 문제가

속잔치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었음을 알렸다. 12시에 모든

있을 경우 사내리 이장단이 별도로 뜻을 모아 활동하기도 한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였다.

1994년에는 사내리 이장단이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상대로 건
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 건의서에는 관광객 편의시설 확
충, 하천 정리 및 환경 청결, 야간 캠프장 설치, 청소년 체육시설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속리산면 부녀회원

개설, 아영장의 자리세 징수 철회, 건축물 규제 완화, 명소 복원
및 약수터 개발, 상수원 신설, 등산로 개발 등의 당시 마을의 현
안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올 여름 사내리 이장단이 준
비한 사업으로 전지훈련단 선수들과 관광객을 위해 용머리폭
포에 무료영화를 상영하기도 하였다.
이장협의회 회의는 매월 두 번째 화요일에 실시한다. 협의회
장은 매월 6일에 열리는 군이장협의회에 참석하여 공지사항을
전달해야하기 때문에 항상 면이장협의회를 더 늦게 한다. 조사
팀은 2월 이장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참여관찰
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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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장협의회

이장협의회 정기회의

속리산면민의 날(10월 1일)

박차를 가했다. 무대와 식탁, 천막, 의자 등을 설치하였으며, 조사팀도
준비에 동참하였다.

속리산면사무소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장협의회 회의는 속리산면장, 속

속리산면민의 날은 이장협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주관하는

이장협의회는 속리

리산면 공무원 7명, 속리산면 이장협의회 회원 17명이 참석하였다. 회의 주

행사로 이장협의회가 주관하는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올해 3회

10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면 내 많은 주민이 대운동장에 모여들

산면 내 이장들의 업

재는 올해부터 이장협의회장을 맡게 된 백영한 사내1리 이장과 이상길 면

째를 맞고 있는 이 행사는 내속리면에서 속리산면으로 개칭한 것을 기념

었다. 무대를 바라보고 좌측 편에는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다. 새마을지

무에 대한 정보를 공

장이 나누어 담당하였다.

하고 면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9월 이장협의회 회

도자와 새마을 부녀회, 적십자 부녀회, 방범대 등에서 나와 음식준비를

유하고 행정적인 사

오전 10시 7분. 회의가 시작되었다. 도화리와 중판1리 이장은 개인적 사

의에서 면민의 날 행사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어 준비가 진행되었다. 이

도왔다. 음식은 설렁탕과 돼지고기, 술과 과일, 떡 등이 준비되었고 총

업을 합리적으로 마을

정으로 인해 불참하였다. 먼저 백영한 회장이 군 이장협의회 정기총회에 대

날 회의에서는 10월 1일에 사내6리 대형주차장 운동장 일원에서 개최

1,000인분을 준비하였다. 본부에서는 이장협의회 회원들이 나와 방명

단위까지 지원하기 위

한 간략한 보고와 함께 군 이장협의회에 참여할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이

하기로 합의하고 지역발전협의회와 법주사에서 후원하기로 하였다. 또

록 작성과 개회식 준비가 한창이었다. 이날은 면 단위 행사임에도 불구

해 결성된 조직이다.

어서 이장협의회 연말 여행 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이장협

한, 세부적인 행사내용과 경품 협찬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다.

하고 정상혁 군수를 비롯하여 이용의 국회의원, 군의회의장, 군의원 전

현재 속리산면 이장협

의회에서는 이장의 월급의 절반을 때어 1년간 모아 그 돈으로 친목 여행을

9월 30일부터 면민의 날 준비로 속리산면이 분주하였다. 오후 3시

원, 군 이장협의회 임원 등 많은 귀빈이 참석하였다. 김춘만 노인회장의

의회는 총 19명이 회

다녀왔는데 올해 여행에 대해 동의를 얻는 자리였다. 소수 반대 의사를 보인

부터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음식을 준비하였고, 이장협의회 회원들은 면

개회사로 시작된 개회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속리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

이장이 있었으나 국내 여행 선이면 좋다는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통과되었

사무소에 모여 민속경기 대진표를 추첨을 통해 짰다. 오후 4시에는 운

와 자매결연 한 인천 연수구 선학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속리산면 주민

며, 회장은 사내1리 이

다. 농악대 및 노인대학에 대한 홍보가 이어졌고 구제역 지원에 대한 협조를

동장에서 면사무소 직원, 방범대, 이장협의회 회원 등은 행사장 준비에

자치위원회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이어서 이장협의

장인 백영한, 총무는 북암1리 이장인 김광식이 맡고 있다. 이장

부탁하였다. 또한, 외부 기관에서 나와 홍보를 하였다. 보은군 복지관에서는

협의회는 면 단위 조직의 중심이라 할 만큼 면 내 사업에 있어

“내사랑 보은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 및 중증 장애인 자립 교육에 대해 설명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이장협의회 회의 때는

을 하였고, 파출소에서는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하면서 이장들에게 주민 차

협의회 자체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면장과 면직원들이 참여하여

량이란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배부하였다. 이장협의회장 주재로 열

면 사업에 대해 같이 의논하고 있으며, 면 내 각 기관 및 단체에

린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되었다.

1994년 이장협의회 건의서(박남식 제공)

서도 홍보 및 협조사항을 알리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오전 11시 5분, 면장 주재의 회의가 시작되었다. 사회는 박희경 부면장

이장협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각 마을에

이 보았으며, 국기에 대한 경례 이후, 잠시 참관한 농협조합장, 예비군

서 나온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직접 군이나 면에 전달하는 역

면대장, 군의원이 소개되었다. 군직원이 나와 새주소와 관련된 설명을

할도 이장의 몫이다. 일례로 적십자 회비를 마을회의 기금으로 내

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였다. 이상길 면장이 구제역 방역 협조 및

는 관례가 부당하다는 한 마을의 의견을 면이장협의회에서 받아

산불 조심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면사무소의 각 계에서 전달 사항을 설

들여 군이장협의회 회의 때 정식으로 의견을 제청하기도 하였다.

명하고 건의사항을 받았다. 2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던 정월 대보름 민

또한, 사내리는 관광지라는 특성상, 마을의 현안이나 문제가

속잔치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었음을 알렸다. 12시에 모든

있을 경우 사내리 이장단이 별도로 뜻을 모아 활동하기도 한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였다.

1994년에는 사내리 이장단이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상대로 건
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 건의서에는 관광객 편의시설 확
충, 하천 정리 및 환경 청결, 야간 캠프장 설치, 청소년 체육시설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속리산면 부녀회원

개설, 아영장의 자리세 징수 철회, 건축물 규제 완화, 명소 복원
및 약수터 개발, 상수원 신설, 등산로 개발 등의 당시 마을의 현
안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올 여름 사내리 이장단이 준
비한 사업으로 전지훈련단 선수들과 관광객을 위해 용머리폭
포에 무료영화를 상영하기도 하였다.
이장협의회 회의는 매월 두 번째 화요일에 실시한다. 협의회
장은 매월 6일에 열리는 군이장협의회에 참석하여 공지사항을
전달해야하기 때문에 항상 면이장협의회를 더 늦게 한다. 조사
팀은 2월 이장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참여관찰
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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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이자 주민자치위원회장인 사내1리 이장 백영한의 대회사가 이어졌

되었다. 속리산면 전통무용단의 축하공연과 마을별로 1명씩 참가한 노

다. 군수와 국회의원의 축사로 마무리된 개회식에 이어 바로 민속경기

래자랑이 이어졌다. 장기자랑을 끝으로 종목별 시상과 경품추첨이 이어

준비에 들어갔다. 민속경기는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훌라후프, 공굴

졌다. 경품은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유스호스텔, 레이크힐스 호텔 등 면

리기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마을별로 2명씩 참가할 수 있었다. 흥미로

내 관계기관과 개인적인 협찬을 통해 준비하였고, 1등 상품으로 36인

운 것은 개회식이 끝난 시간이 10시 30분경이었는데도 주민은 음식을

치 TV, 2등은 김치 냉장고, 청소기, 자전거, 농기구, 각종 생활용품 등이

먹기 위해 몰려들었고, 경기 참여는 식사를 모두 마친 후부터 본격적으

준비되었다. 주민은 끝까지 남아 경품추첨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대개

로 참여하는 모습이었다. 가장 먼저 윷놀이를 시작하였는데, 조사팀의

경품추첨권을 1인당 4~5장씩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경품추첨을 끝

숙소가 있는 사내1리의 경우, 참여자가 없어 김희수 학예사가 사내1리

으로 면민의 날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협의회 측에서는 북암리나 삼가

윷놀이 대표로 참가하기도 하였다.

리 방향에서 온 주민의 차편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다.

점심을 먹고 난 이후부터는 공연과 노래자랑 등 이벤트 공연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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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참여하는 모습이었다. 가장 먼저 윷놀이를 시작하였는데, 조사팀의

경품추첨권을 1인당 4~5장씩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경품추첨을 끝

숙소가 있는 사내1리의 경우, 참여자가 없어 김희수 학예사가 사내1리

으로 면민의 날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협의회 측에서는 북암리나 삼가

윷놀이 대표로 참가하기도 하였다.

리 방향에서 온 주민의 차편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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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자치위원회

노인대학 운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11년부터 새롭게 기획한 프로그램으로는 노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

인대학이 있다. 3월 10일에는 노인대학 개강식이 열렸다. 노인대학은

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면사무소의 여유 공간

속리산면의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되었으며, 70명의 수강생이 참

에 설치된 주민 복지 시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공

여하였다. 본래 주민자치위원회 측에서 예상한 정원은 50명이었으나

동체 형성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직되었다. 속리산면 주민자

76명이 신청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주소가 속리산면으로 되어 있

치위원회는 노래교실, 전통무용교실, 풍물교실, 국궁교실, 야생

지 않은 6명을 제외하고 70명을 입학시켰고, 오늘은 61명이 참석하였

화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체력단련실이 별도

다. 사내리 주민은 20명이 참여하였으며, 그중 사내1리가 10명으로 가

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통무용교실과 풍물교실은 자체적으

장 많았다.

로 반이 활성화되어 마을 내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공연을 펼치

노인대학은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시작하는 것이며, 보은군 전체

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풍물교실의 농악대는 2011년

11개 읍면 중 4개만이 개강을 하였다. 매주 목요일 오전마다 열리는 노

충청북도민속예술축제에 입상하기도 하였다.

인대학은 웃음치료, 건강체조, 민요교실, 노래교실, 레크리에이션, 시낭

별도의 추가사업으로는 한글교실, 제8회 구병리 메밀꽃 축제
지원, 제3회 속리산면민의 날 개최 지원 등이 있다.

송,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문화혜택의 기회가 상대
적으로 적은 노인들을 만족하게 주었다.
개강식은 오전 10시에 시작되었다. 1부는 식전행사로 레크리에이션이
있었고, 2부에 본 식이 시작되었다. 2부가 시작되자 내빈 및 기관장들이

노인대학 졸업식 사진

입장하였다. 내빈들은 참여한 노인들에게 인사를 건네었고, 특히 농협조

로 임원을 선출하는 모습이 어느 초등학교의 풍경과 매우 흡사하였다.

합장 선거에 나오는 두 명의 후보는 노인들을 상대로 열띤 선거 유세를 펼

이어서 노인대학장 서홍복의 강연이 이어졌다. 오후 12시 20분에 모든

쳤다. 내빈으로는 보은군수, 보은군의회 의장, 전 보은 노인회장, 내북면

일정이 끝났고 면사무소 인근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노인회장, 군의원 2명, 농협 조합장 후보가 왔으며 장내 왼쪽에 착석하였
다. 속리산면의 각종 기관장들은 오른쪽에 착석하였다. 내빈소개와 노인

2011년 11월 10일 오전에는 노인대학 졸업 사진 행사가 진행되었

대학 경과보고에 이어 노인대학장의 인사말씀이 이어졌다. 노인대학장으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준비한 학사모와 졸업가운을 입고 단체 사진과

로는 초등학교 교장 출신인 서홍복이 맡았다. 그는 전임 주민자치위원장

개인 사진을 찍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측의 부탁으로 조

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인연이 깊었다. 이어서 정상혁 군수의 축사, 군의

사팀의 김영광 사진작가가 60여명의 노인대학 수강생들의 사진을 찍어

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오전 10시 30분, 폐회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주었다. 수강생 중에는 자식들이 보내온 꽃다발을 가져와 들고 찍는 이

3부에서는 참석한 노인들에게 노인대학을 안내하고 학생회 임원을

도 있었으며, 할머니들은 생전 처음 찍는 졸업 사진에 대한 설렘으로 꽃

선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학생회는 기본적으로 4개반으로 구성되었

단장에 여념이 없었다. 많은 수강생이 학사모를 쓰고 사진을 찍는 것만

다. 1반은 사내리 20명, 2반은 상판리 20명, 3반은 중판1리·삼가리,

으로도 행복하다며 조사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촬영 후에는

갈목리 18명, 4반은 북암리·백현리 12명이다. 임원선출은 남자가 회

인근의 기사님 식당에 모여 점심식사를 하였다.

장을 하고 여자가 부회장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회장으로는
노인대학에 참여한 사내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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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체력단련실이 별도

다. 사내리 주민은 20명이 참여하였으며, 그중 사내1리가 10명으로 가

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통무용교실과 풍물교실은 자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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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3회 속리산면민의 날 개최 지원 등이 있다.

송,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문화혜택의 기회가 상대
적으로 적은 노인들을 만족하게 주었다.
개강식은 오전 10시에 시작되었다. 1부는 식전행사로 레크리에이션이
있었고, 2부에 본 식이 시작되었다. 2부가 시작되자 내빈 및 기관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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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하였다. 내빈들은 참여한 노인들에게 인사를 건네었고, 특히 농협조

로 임원을 선출하는 모습이 어느 초등학교의 풍경과 매우 흡사하였다.

합장 선거에 나오는 두 명의 후보는 노인들을 상대로 열띤 선거 유세를 펼

이어서 노인대학장 서홍복의 강연이 이어졌다. 오후 12시 20분에 모든

쳤다. 내빈으로는 보은군수, 보은군의회 의장, 전 보은 노인회장, 내북면

일정이 끝났고 면사무소 인근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노인회장, 군의원 2명, 농협 조합장 후보가 왔으며 장내 왼쪽에 착석하였
다. 속리산면의 각종 기관장들은 오른쪽에 착석하였다. 내빈소개와 노인

2011년 11월 10일 오전에는 노인대학 졸업 사진 행사가 진행되었

대학 경과보고에 이어 노인대학장의 인사말씀이 이어졌다. 노인대학장으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준비한 학사모와 졸업가운을 입고 단체 사진과

로는 초등학교 교장 출신인 서홍복이 맡았다. 그는 전임 주민자치위원장

개인 사진을 찍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측의 부탁으로 조

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인연이 깊었다. 이어서 정상혁 군수의 축사, 군의

사팀의 김영광 사진작가가 60여명의 노인대학 수강생들의 사진을 찍어

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오전 10시 30분, 폐회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주었다. 수강생 중에는 자식들이 보내온 꽃다발을 가져와 들고 찍는 이

3부에서는 참석한 노인들에게 노인대학을 안내하고 학생회 임원을

도 있었으며, 할머니들은 생전 처음 찍는 졸업 사진에 대한 설렘으로 꽃

선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학생회는 기본적으로 4개반으로 구성되었

단장에 여념이 없었다. 많은 수강생이 학사모를 쓰고 사진을 찍는 것만

다. 1반은 사내리 20명, 2반은 상판리 20명, 3반은 중판1리·삼가리,

으로도 행복하다며 조사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촬영 후에는

갈목리 18명, 4반은 북암리·백현리 12명이다. 임원선출은 남자가 회

인근의 기사님 식당에 모여 점심식사를 하였다.

장을 하고 여자가 부회장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회장으로는
노인대학에 참여한 사내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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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판리의의 김기철, 부회장으로는 백현리의 김준성이 뽑혔다. 자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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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있다. 2011년에는 유등문화축제와 부처님오신 날 때 제
등행렬을 담당하였다. 또한, 방생 때도 동행하고 있다.

(1) 청맥회

정기모임은 분기마다 가지고 있으며, 모임 때마다 2만원의 회
비를 걷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필요시 회비를 더 걷기도

청맥회는 사내리의 청·장년층의 남성들을 중심으로 결성한

한다. 예를 들어 금동미륵불 안에 모셔져 있는 삼천불상을 청

일종의 신도회이다. 법주사에 조직된 신도들은 사내리뿐만 아니

맥회 이름으로 만들자고 결의하여 1인당 5만원의 회비를 걷었

라 보은이나 청주, 대전까지 널리 퍼져 있다. 또한, 신도회에 가

다. 청맥회가 등장함으로써 기존의 청년들로 구성된 자율방범

입한 사람들이 대개 남성보다 여성들이 많다. 이러한 신도회의

대나 청년회, 의용소방대 등의 조직들이 보다 본연의 일에 충실

구성은 정작 법주사에서 행사를 추진하거나 인력이 필요할 때

할 수 있게 되었고, 법주사도 효율적으로 행사 진행을 할 수 있

마다 어려움을 느낀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법주사에서는 마

게 되었다.

을 청년단에게 남성들이 중심이 된 종교단체를 만들어보자고 제
안하게 되었고, 결국, 청년단이 뜻을 모아 2010년 2월 6일 청맥

(2) 한국자연공원협회 속리산지회

회가 결성되었다.
현재 인원은 30명으로 백영한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부회장

한국자연공원협회 속리산지회(이하 공원협회)는 자연공원법

3명, 감사 2명, 총무 1명, 간사 1명이 있다. 마을의 30~50대 청년

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체로 자연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들이 주를 이루며, 이들은 법주사의 각종 행사를 지원하는 역할

홍보 및 조사를 수행하는 단체이다. 속리산은 1970년에 국립공

삼가 저수지 대청소에 참여한 회원들

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사내리 일대는 2010년까지만 해도 모든

기관의 친목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농어촌공사의 경우는 “

지역이 국립공원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내고향 물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참여하였다. 11시 20분까지 저수

사내리 주민은 속리산과 마을의 보전이 자신의 생업과 직결

지 일대의 청소를 하였으며, 조사팀도 저수지 낚시터 일대 청소를 도왔

되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공원협회 활동

다. 이후는 마을회관 앞에서 돼지고기와 잔치국수를 먹으며, 친목을 다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공원협회는 속리산국립공

졌다. 돼지고기는 사내1리에서 고기마을을 운영하는 김창훈이 준비하

원 관리사무소와 함께 국립공원 발전에 노력하는 동시에 관리사

였으며, 사내리 청년들이 고기를 굽는 것을 도왔고, 삼가리 부녀회 등에

무소를 견제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공원협회 회장은

서 음식 준비를 도왔다.

박남식이 맡고 있으며, 총무는 천기종이 담당하고 있다. 예산은

11월 15일에는 “속리산 묘봉 지명 바로 세우기” 행사가 진행되었다.

공원협회 자체적인 예산과 속리산면과 각 기관단체에서 나오는

사내리 주민은 속리산을 기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산에 대한 애착이 남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다르다. 그들은 자신이 사는 마을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 확립과 관광객
에게 속리산을 정확히 알려주고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다. 마을 주

유등문화축제 제등행렬을 돕는 청맥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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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협회에서 벌이는 사업 중 조사팀이 참여관찰 할 수 있었던 행사

민이 자체적으로 향토문화탐구회라는 학술모임을 만들어 속리산 내 숨

는 ‘삼가 저수지 대청소’와 ‘속리산 묘봉 지명 바로 세우기’가 있다. 먼저

은 문화유적을 찾아다니기도 하였으며, 동국여지승람 등 옛 문헌을 통

8월 22일 열린 삼가 저수지 대청소는 한국자연공원협회 속리산지부 회

해 천왕봉 산신제를 복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속리산 내 지명이 잘못된

원, 속리산면사무소 직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경우,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2007년에 추진한 천왕봉

직원, 농협 직원, 속리산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회원 등 약 70

개명이 대표적이다. 근래에 들어서 속리산 천왕봉은 ‘천황봉’으로 불렸

여명이 참가하였다. 사내리 주민은 오전 9시에 속리산슈퍼 앞으로 모여

는데 2007년에 천왕봉으로 개명하는 일을 보은군과 더불어 추진하기

삼가리로 출발하였다. 오전 10시, 삼가1리 마을회관 앞에 모두 집결하

도 하였다. 본래 대동여지도, 팔도궁현도 등 고지도와 법주사도 등에 ‘

여 총무인 천기종의 사회로 간단한 식을 시작하였다. 공원협회장인 박

천왕봉’으로 표기돼 있고, 동국여지승람이나 동국여지지 등 고서에도 ‘

남식의 인사말에 이어 김응철 군의원 등 각 기관 관련 대표자의 인사말

천왕사’라고 표현되어 있으며, 일제 강점기 이후, ‘천황봉’이라는 표현

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삼가저수지 주변과 만수리로 넘어가는 길목

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천황봉’을 일제의 잔재 간주한 것이다. 결국, 명

등에 널려 있는 쓰레기를 청소하면서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각

칭은 변경되었고, 현재는 천왕봉이라 명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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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있다. 2011년에는 유등문화축제와 부처님오신 날 때 제
등행렬을 담당하였다. 또한, 방생 때도 동행하고 있다.

(1) 청맥회

정기모임은 분기마다 가지고 있으며, 모임 때마다 2만원의 회
비를 걷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필요시 회비를 더 걷기도

청맥회는 사내리의 청·장년층의 남성들을 중심으로 결성한

한다. 예를 들어 금동미륵불 안에 모셔져 있는 삼천불상을 청

일종의 신도회이다. 법주사에 조직된 신도들은 사내리뿐만 아니

맥회 이름으로 만들자고 결의하여 1인당 5만원의 회비를 걷었

라 보은이나 청주, 대전까지 널리 퍼져 있다. 또한, 신도회에 가

다. 청맥회가 등장함으로써 기존의 청년들로 구성된 자율방범

입한 사람들이 대개 남성보다 여성들이 많다. 이러한 신도회의

대나 청년회, 의용소방대 등의 조직들이 보다 본연의 일에 충실

구성은 정작 법주사에서 행사를 추진하거나 인력이 필요할 때

할 수 있게 되었고, 법주사도 효율적으로 행사 진행을 할 수 있

마다 어려움을 느낀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법주사에서는 마

게 되었다.

을 청년단에게 남성들이 중심이 된 종교단체를 만들어보자고 제
안하게 되었고, 결국, 청년단이 뜻을 모아 2010년 2월 6일 청맥

(2) 한국자연공원협회 속리산지회

회가 결성되었다.
현재 인원은 30명으로 백영한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부회장

한국자연공원협회 속리산지회(이하 공원협회)는 자연공원법

3명, 감사 2명, 총무 1명, 간사 1명이 있다. 마을의 30~50대 청년

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체로 자연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들이 주를 이루며, 이들은 법주사의 각종 행사를 지원하는 역할

홍보 및 조사를 수행하는 단체이다. 속리산은 1970년에 국립공

삼가 저수지 대청소에 참여한 회원들

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사내리 일대는 2010년까지만 해도 모든

기관의 친목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농어촌공사의 경우는 “

지역이 국립공원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내고향 물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참여하였다. 11시 20분까지 저수

사내리 주민은 속리산과 마을의 보전이 자신의 생업과 직결

지 일대의 청소를 하였으며, 조사팀도 저수지 낚시터 일대 청소를 도왔

되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공원협회 활동

다. 이후는 마을회관 앞에서 돼지고기와 잔치국수를 먹으며, 친목을 다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공원협회는 속리산국립공

졌다. 돼지고기는 사내1리에서 고기마을을 운영하는 김창훈이 준비하

원 관리사무소와 함께 국립공원 발전에 노력하는 동시에 관리사

였으며, 사내리 청년들이 고기를 굽는 것을 도왔고, 삼가리 부녀회 등에

무소를 견제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공원협회 회장은

서 음식 준비를 도왔다.

박남식이 맡고 있으며, 총무는 천기종이 담당하고 있다. 예산은

11월 15일에는 “속리산 묘봉 지명 바로 세우기” 행사가 진행되었다.

공원협회 자체적인 예산과 속리산면과 각 기관단체에서 나오는

사내리 주민은 속리산을 기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산에 대한 애착이 남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다르다. 그들은 자신이 사는 마을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 확립과 관광객
에게 속리산을 정확히 알려주고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다. 마을 주

유등문화축제 제등행렬을 돕는 청맥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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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협회에서 벌이는 사업 중 조사팀이 참여관찰 할 수 있었던 행사

민이 자체적으로 향토문화탐구회라는 학술모임을 만들어 속리산 내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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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은 변경되었고, 현재는 천왕봉이라 명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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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맥락에서 속리산의 팔봉 중 하나인 묘봉의 지명을 고치는

있다. 또한, 현 묘봉의 등산로가 상주시 쪽으로 개설되면서 관광객을 빼

작업이 공원협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묘봉은 관음봉에서

앗기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반면에 속리산국립공원 관리사

북가치를 지나 솟아있는 874m 봉우리로 명명되어 있다. 그러나 묘봉과

무소 측에서는 1950~60년대 지도에 874m 봉우리가 묘봉으로 표기되

가장 인근에 접해 있는 사내3리(민판동) 주민들과 북암리, 그리고 산외

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표기가 맞는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현재 묘봉은

면 신정리 주민은 그곳이 묘봉이 아니라 현재 ‘애기 업은 바위’라고 불리

상주시와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지명을 고치는 일이 단순히 보은군에만

는 812m 봉우리가 실제 묘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의 의

지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점에서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견을 수렴한 공원협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외부에
알리고 묘봉의 지명을 고치는 발판으로 삼고자 하였다.

민판동에 집결한 후에는 식사와 간단한 다과를 먹었고 이어서 본 행
사가 진행되었다. 본 행사에 앞서 간단한 시상행사를 진행하였다. 천기

공원협회가 주관하고 법주사, 속리산면사무소, 속리산국립공원 관리

종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박남식 협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사무소, 속리산노인회, 속리산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이 후원

김건식 보은문화원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김건식 원장은 본인이 과거

한 이 행사에는 약 70여명의 주민 및 관계자가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묘봉 일대의 화전 정리 조사 및 지명 조사를 한 경험을 들어 주민의 주장

동양일보와 보은사람들 등 지역신문에서도 취재를 나올 정도로 지역에

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서 사내3리 노인회장인 박지호가 동

서 주목을 받는 행사였다. 오전 9시, 속리산슈퍼 앞에 집결하여 등반 시

일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협회에서는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것으로 의

작점인 산외면 신정리로 이동한 참여자들은 주민이 주장하고 있는 묘봉

견을 모았다. 앞으로 보은군과 속리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

까지 등반하였다. 정상에서 묘봉에 대해 난상토론을 펼친 후 민판동으

어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결의하면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로 내려왔다. 참여자 중 일부는 현재 묘봉까지 답사를 한 후 내려오기도

속리산 묘봉 지명 바로세우기는 사내리 주민이 사회조직 활동을 통해

하였다. 공원협회 측에서는 묘봉의 지명이 잘못 표기되어 등산객과 일

마을의 문제 및 현안을 집어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준 대

부 지역민들까지 혼동하고 있으며, 이는 1990년 ‘속리산 알프스’ 지정

표적인 사례이자 현재 진행형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속리산 묘봉을 답사하는 사내리 주민

과정에서 표지석을 잘못 세우는 바람에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삼가 저수지 대청소에 참여한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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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시풍속과 불교의례

1)세시풍속

따라서 2011년 사내리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세시풍속들을 살펴보면 관광지의 성격이 드러나는 행사들이 많

세시풍속은 일 년을 주기로 관습적·주기적·전승적·반복

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사들은 이벤트성의 행사라고 비판

적·의례적으로 내려오는 민중의 생활관습을 말한다. 세시풍속

을 받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마을의 다양한 사회조직을 주축

은 자연환경이나 역사, 생업 등의 요인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지

으로 많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행사가 지

만,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는 대개 농사의 주기에

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시풍속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따라 세시풍속이 형성된 것이 일반적이다. 사내리도 1960년대

법주사 아래에 위치한 마을의 특성상 법주사에서 정기적으로 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사하촌·산촌문화

최하고 있는 행사도 사내리의 세시풍속 범주에 포함시켜 설명할

가 어우러진 세시풍속이 전승되어 왔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것이다. 그밖에 전통적으로 전승되어온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

관광지로 발전되면서 생업적 양태가 크게 변화하게 되었고, 외

절을 비롯하여 정월 대보름 풍속이나 자연마을 단위의 산신제

지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토착민들은 오히려 외지로 나가

도 여기서 다루기로 한다.

게 되면서 세시풍속의 전승양상이 변화하게 되었다.

1월

2월

3월

4월

설 | 2월 3일

유등문화축제 | 4월 16일

산신제 | 1월 27일~2월 5일

법주사 어르신 한마당 | 4월 16일

농악대 지신밟기 | 2월 14일
정월 대보름 | 2월 17일

5월
부처님오신 날 | 5월 10일

9월
추석 9월 | 12일~13일

6월

7월

단오절 체육대회 | 6월 6일

복달음 | 7월 14일

현충일 추념식 | 6월 6일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 | 7월 29일

10 월
속리축전 | 10월 13일~15일

11 월

8월
복달음 | 8월 13일

12 월

동네할머니 시사 | 11월 10일
김장 |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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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설날
2월 3일

사내리의 설날은 다른 마

을조사가 막 시작된 시점이기 때문에 제보자 선정이 어려웠던

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

점도 있었지만, 사내리의 가장 오래된 자연마을인 사내골에서

하다. 설날이면 일반적인 집

장남으로 태어나 3대째 살고 있고, 집안 제사뿐만 아니라 마을

성촌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인

이장으로서 마을의 각종 제사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제보자로 적

수십 명의 일가가 모여 시끌

당하다고 사료되었다.

벅적하게 노는 모습을 사내
리에서 구경하기는 쉽지 않

차례 제수 준비 과정

다. 사내리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 온 외지인들이 많고, 터를 잡

2011년 2월 2일 오후 1시부터 제수 준비로 백영한댁이 분주

고 살아도 3대 이상 대를 이어 산 가정이 거의 없다. 이러한 인문

하였다. 제수는 부인인 박기자(여, 1957년생)가 도맡아 준비하였

적 배경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마저도 집집마다 조촐하게

다. 이 날은 각종 전과 적, 떡을 준비하였다. 먹버섯, 싸리버섯, 오이

지내는 풍경을 만들었다. 사내리의 설날이 조용한 또 다른 이유

(왜)꽃버섯으로 만든 전과 두부전, 돼지고기전, 어전, 배추전 등을 만들

는 매년 정월 초 이튿날 마을마다 산신제를 지내기 때문이다. 사

었다. 제수를 준비할 때는 항상 초를 켜두었다.

내리 주민은 산신제를 지내기 전에는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
고 함부로 마을을 돌아다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사내리에서는 마을 어른들께 세배하러 찾아다니
는 모습을 보기 힘들다.
조사팀은 설날 조사 대상자로 사내1리 백영한댁을 택했다. 마

차례 제사 준비 과정
2월 3일 오전 7시, 본채 거실에 백영한 가족 5명과 막내 동생 부
자가 모였다. 각종 제기와 상을 꺼내는 것으로부터 본격적인 준비
가 시작되었다. 백영한이 미리 써놓은 지방은 신주틀에 끼워 사용

하였다. 지방은 하나의 종이에 조부/조모/부의 것을 같이 썼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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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양쪽으로 세우고, 먼저 향을 피웠다.

재 백영한 가정에서는 사내리로 입향한 조부까지 모시고 있으며

7시 52분, 본격적으로 차례상 차리기에 들어갔다. 제물은 기본적으

(기제사 포함), 증조부부터 고조부까지는 거창에 사는 백영한의 육촌 형

로 홀수로 올리는 것이 원칙이라 하였다. 차례상을 차릴 때는 가족 모

님이 지내고 있다. 또한, 지방 이외에도 각각의 영정 사진도 같이 모셨

두가 참여하였다. 먼저 배와 사과, 한라봉을 다듬었다. 각각 5개씩 올

다. 조부와 조모의 사진은 50년 전, 조모의 환갑을 기념하여 촬영한 것

렸으며, 꼭지 부분을 백영한이 직접 다듬어 올렸다. 북어포 1개, 떡채 5

이라고 한다. 당시 마을에 처음 생긴 사진관에 쌀 한말씩을 주고 촬영

장, 산자 3장, 곶감 9개, 약식 9개, 대추, 밤이 순서대로 준비되어 올라

한 것이다. 차례상을 차리기 전 정성스럽게 영정 사진과 제기를 수건으

갔다. 과일은 제주가 병풍을 향한 것을 기준으로 왼쪽부터 조율시이의

로 닦았다. 사내골의 주산 쪽을 향해 병풍을 치고 상을 차렸다. 상은 정

원칙을 따졌다. 전날 미리 부쳐 둔 싸리버섯전, 오이(왜)꽃버선전, 먹버

사각형의 작은 상 두 개를 붙여 사용하였다. 이는 백영한이 담당하였고,

섯전, 배추전의 테두리를 보기 좋게 잘라 한곳에 모아두었으며, 명태전,

제물 준비는 부인인 박기자가 담당하였다. 가장 먼저 영정사진을 올린

돼지고기전도 같은 제기에 담아 두었다. 식혜 3잔을 떠서 올렸으며, 간

후, 지방을 끼운 신주를 그 앞에 놓았다. 이후 조카가 상을 닦았다. 촛대

장 종지도 하나 올렸다. 이어서 김, 조기, 돼지 편육, 소고기 산적을 차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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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팀 때문인지 식사 내내 백영한댁 가족들은 마을의 옛이야기로 꽃
을 피웠다. 한참 동안 식사를 한 후, 이어서 세배를 하였다.

세배
세배를 하기 전에 모두 옷가지를 단정히 하였다. 특히 박기자는 제수
준비로 더럽혀진 옷을 한복으로 갈아입었다. 가장 먼저 백영한 부부가
어머니에게 세배하였다. 이어서 백영한의 막내 동생이 어머니에게 세배
하고 용돈을 드렸다. 모두 어머니의 건강을 빌었다. 이어서 백영한의 아
들, 딸, 조카들의 차례가 되었다. 장성한 아들과 딸은 할머니께 용돈을
드리기도 하였다. 아들과 딸이 백영한 부부와 삼촌에게 세배한 후,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으며, 나물은 버섯, 무, 고사리, 콩나물, 시금치 총 5가지를 올렸다. 술주

술을 붓고 밥과 국 앞에 놓았다. 이어서 밥뚜껑을 열고(계반(啓飯)) 밥

전자에 마로 양조장에서 받은 술을 담아 두었으며, 모사그릇도 옆에 같

중앙에 숟가락을 꽂았다. 젓가락은 조기와 돼지고기전에 올려두었다.

이 두었다. 떡국 3그릇이 올라갔으며, 탕으로 육탕, 홍합탕, 동태탕 등

이어서 제주와 집사만이 재배하였다.

삼탕이 올라갔다. 백영한댁의 차례상에는 떡국과 별도로 밥과 국이 따

제주와 서집사가 자리를 바꾸어 서집사가 술잔을 올리고, 젓가락에

로 올라간다. 국은 지난 가을 직접 딴 송이버섯을 넣어서 끓인 쇠고기무

위치를 바꾸었다. 특별히 백영한의 아버지가 떡을 좋아하신다고 하여

국을 올렸다. 밥과 국의 방향은 제주가 병풍을 향한 것을 기준으로 왼쪽

떡에 젓가락을 올려두었다. 다시 제주와 집사만이 재배하였다. 이어서

이 밥, 오른쪽이 국이었다.

서집사와 동집사가 자리를 바꾸어 동집사가 술잔을 올렸다. 조카가 동

백영한의 어머니인 신선옥(여, 1938년생) 따르면, 사내리가 절 아래

집사와 자리를 바꾸어 술잔을 올렸다. 술잔을 올리고 난 후, 국을 물리

마을이라 예로부터 제사상에 제물에 고기를 많이 쓰지 않았다고 한다.

고 물을 내와 밥을 세 술을 떠서 물에 말아 놓고 숟가락을 고른다. 계반

특히 대처승이 마을에 많이 살았던 시기에는 많이 쓰지 않았다고 한다.

했던 밥은 다시 뚜껑을 덮는다. 조카를 포함해서 제주와 집사까지 4명

지금은 형편이 나아져 고기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버섯전을 많이 부치

이 재배하였다. 마지막으로 딸이 술잔을 올렸다. 참석자 전원이 재배하

는 등 산촌과 사하촌의 특성이 제물을 통해 나타나고 있었다.

였다. 제주인 백영한이 차례상에 있는 술잔에 직접 3번씩 첨잔을 하고,
수저는 모두 상에서 물렸다. 참석자 전원이 재배하였다. 술잔을 들어 차

차례 제사 절차
8시 25분, 차례가 시작되었다. 차례는 부인과 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례에 참석한 전원이 음복을 나눠서 하였다. 다시 술잔을 채우고, 참석
자 전원이 재배하였다.

가족이 참여하였다. 어머니는 옆방에서 문을 열어둔 채 참관하였다. 딸

신주에서 지방을 빼고 불을 붙여 태웠다. 이어서 아들이 물 한 바가

도 차례에 참여하였다. 백영한이 제주를 맡았고, 아들이 동(東)집사, 막

지에 차례상에 있는 모든 제물을 조금씩 떼어 담아, 집 앞 도로변에 있

내 동생이 서(西)집사를 맡았다. 가장 먼저 강신(降神)을 하였다. 제주

는 나무 밑에 음식을 뿌렸다. 고시레(고수레)와 비슷한 것이라고는 하

가 무릎을 꿇고 분향을 한 후, 동집사가 잔을 내어 술잔이 차지 않게 술

나 그렇게 부르지는 않는다고 한다. 촛대와 신주를 거두고 영정을 거두

을 따라 주면 제주는 향불 위에 시계방향으로 세 번 돌린 다음 모사그릇

었다. 과일은 미리 준비한 바구니에 담고, 상을 병풍에서 물린 후 병풍

에 술을 비우고 다시 집사에게 주어 차례상에 두었다. 강신은 신을 부르

을 거두었다. 향은 끄지 않고 계속 피웠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시각이

고 모시는 절차라 한다. 참석자 모두 재배하였다.

8시 46분이었다.

이어서 초헌(初獻)을 하였다. 서집사가 빈 잔을 내어 동집사가 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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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1리 산신제

사내리는 속리산 아래 위

도의 토담집 형태이다. 지금은 거의 폐허 상태이고 양기와를 올

치한 산간마을로 예로부터

린 후에는 서까래까지 무너져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

산신제

산신제80가 자연마을 단위로

내리 주민 중 특히 사내3리 주민은 예로부터 산과 가장 밀접한

1월 27일 ~ 2월 4일

전승되어오고 있다. 1967년

관련을 맺으며 살아온 만큼 산신제를 정성껏 모셔왔다. 음력 정

산신제 약 1주일 전에 산제당과 마을

과거 제관 선정은 산신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제관은 마을회

부터 1969년까지 문화재관

월 초사흗날 저녁 8시경 제를 올리며, 제비는 동비로 충당하였

회관에 칠 금줄을 꼬았다. 금줄은 남준오

의를 통해 미리 선정하고 대개 제관집에서 고양주83를 맡아 제수까지 준

리국(현 문화재청)에서 실시

다. 그러나 1980년 수해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본 사내3리 주민

(남, 1944년생)가 꼬았으며, 치는 것은

비하였다. 따라서 제관집에 미리 금줄을 치고 산신제 준비를 하였다. 그

한 설문조사 자료를 국립민

은 사내4리와 경계인 지금의 마을 위치로 집단이주를 하게 되

백영한이 담당하였다. 금줄에 한지를 끼워 왼새끼를 꼰 후, 백영한이 곧

러나 최근 들어 제관을 맡을 사람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장이 그 역할을

속박물관에서 집대성한 『한국의 마을제당: 충청북도 편』에서도

었고, 이로 인해 일부 원주민들이 마을을 떠나고 산제당과 마을

장 산제당으로 가서 금줄을 쳤다. 산제당 금줄과 마을회관 금줄은 같은

대신하고 있으며, 고양주들은 제수를 마을회관에서 준비하는 것을 대체

사내리의 산신제가 소개되어 있다. 당시 정확하게 자연마을 단

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산신제의 전승이 중단

날 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산제당만을 먼저 치고 회관은 섣달 그

되었다. 물론 이장이 초상 등 애사를 겪었을 때는 마을회의를 통해 제관

위로 명명되어 있지 않지만 당 위치로 판단할 때 사내1리(사내

되게 되었다.81

믐날 치기로 하였다. 항상 마을 노인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놀기 때문에

을 선출하기도 한다. 현 사내1리 이장인 백영한은 2009년에 아버지가

제물을 준비하는 당일에 치기로 한 것이다.

돌아가셔서 2010년 산신제 때는 제관을 맡을 수 없었다고 한다.

제비 각출과 제관 선정

마을회관 금줄치기

2월

수 있다. 지금은 산신계가 없어졌지만 마을 돈이 아니라 여전히 집집마
다 각출한 돈으로 제비를 충당하는 것은 산신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

2011년 1월 27일

금줄 꼬기 및 산제당 금줄치기

이라 볼 수 있다.

골), 사내2리(청주나들이), 그리고 사내3리(민판동)의 산신제가

2011년, 현재는 사내1리(사내골)와 사내2·6리(청주나들이)

소개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이 자료는 주민이 아닌 인근 학

의 산신제가 전승되고 있다. 조사팀은 사내1리의 산신제를 준비

교의 선생들이 작성하여 일부 내용이 틀리게 표기되어 있다. 가

단계부터 참여관찰 할 기회를 잡아 면밀한 조사를 시도하였다.

령 존재하지 않는 신목이 있다든가 수살목 제의에 관해서는 기

사내2·6리의 경우, 사내1리와 같은 시각에 산신제를 지내 참여

제비 각출은 현재 반장이 담당하고 있다. 제비는 산신제 4~5일 전

2월 1일 오후 5시경, 마을회관에 모든 사람이 떠난 후, 마을회관에

록되지 않았다. 또한, 같은 사람이 작성한 사내1리와 사내2리의

관찰은 할 수 없었으나 산신제 이후, 관련자들의 심층면접과 사

에 반장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현금으로 걷고 있다. 과거에는 산신

금줄을 치기 시작했다. 마을회관 내부는 노인회에서 깨끗이 청소를 해
두었다. 금줄은 회관 입구 처마에 걸어두

82

설문은 당 위치를 제외하고 전부 같은 내용으로 표기되어 있다.

내6리 이장 김헌수(남, 1943년생)의 자료 협조 로 자세한 내용

계라는 것이 존재하여 매년 일정량의 쌀을 걷고 제의를 치렀다. 『한국

그러나 이를 제외한 당 위치, 제의절차, 제일시간, 제비 등의 기

을 조사할 수 있었다.

의 마을제당: 충청북도 편』에도 제비는 계미로 충당하고 약 5,000원 정

2월 1일

는 형태로 쳤으며, 금줄을 다 친 후에는

록은 현재 마을에서 전승되어 오는 내용과 일치한다. 특히, 지

도 들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산신계가 처음 생길 때는 제비로 사용하고

회관 입구를 자물쇠로 걸어 잠가 주민의

금은 사라진 사내3리의 산신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참고

남은 쌀을 한 가구당 한 말씩 몇 년에 걸쳐 분배한 후, 모든 계원이 한

출입을 막았다. 제수를 준비하는 고양주

말씩 받은 이후부터는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 제물을 충당하였다. 이

를 제외하고는 금줄을 걷기 전까지 다른

할 만하다.
사내3리의 산제당은 여적암 근처에 위치하였으며, 약 2평 정

81 또 다른 이유로 탱화의 분실을 꼽는 경우도 있다. 사내3리 이장인 유근식에 따르면, 사
내3리 산제당은 산신탱화가 아닌 좌상에 수염이 바닥까지 내려온 모습을 한 단군영정을
모신 자리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단군영정을 수해 때 분실하였고, 총 세 차례 탱화를

를 마을에서는 ‘집달매기쌀’이라 불렀다. 외지인이 마을로 이사를 와도

주민은 마을회관을 출입할 수 없다.

분실하게 되면서 산신제 전승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살 집에 대한 집달매기쌀을 내야 했다. 이는 외지인이라 하더라도 마을

82 김헌수는 속리산면 내 다양한 행사를 디지털카메라를 활용하여 기록하고 속리산면 홈

에 들어온 즉시 산신계에 소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산신계는 사

80 산신제는 마을 내에서 동산제, 산제 등으로도 불린다.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

페이지에 자료를 올리고 있다. 또한, 자신이 관여한 마을 행사 일을 문서로 기록하여 보관

람을 중심으로 운영했던 것이 아니라 집을 기준으로 운영했던 것을 알

화적 특성을 보여주는 일면이라 할 수 있다.

되고 있는 산신제로 통일하기로 한다. 같은 맥락에서 산제당 역시 산신각과 혼용되어 사

하고 있다. 산신제와 관련해서도 문서와 사진, 동영상을 따로 보관하고 있었고, 조사팀에

용하고 있지만 산제당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게 자료 공유를 허락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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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1리 산신제

사내리는 속리산 아래 위

도의 토담집 형태이다. 지금은 거의 폐허 상태이고 양기와를 올

치한 산간마을로 예로부터

린 후에는 서까래까지 무너져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

산신제

산신제80가 자연마을 단위로

내리 주민 중 특히 사내3리 주민은 예로부터 산과 가장 밀접한

1월 27일 ~ 2월 4일

전승되어오고 있다. 1967년

관련을 맺으며 살아온 만큼 산신제를 정성껏 모셔왔다. 음력 정

산신제 약 1주일 전에 산제당과 마을

과거 제관 선정은 산신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제관은 마을회

부터 1969년까지 문화재관

월 초사흗날 저녁 8시경 제를 올리며, 제비는 동비로 충당하였

회관에 칠 금줄을 꼬았다. 금줄은 남준오

의를 통해 미리 선정하고 대개 제관집에서 고양주83를 맡아 제수까지 준

리국(현 문화재청)에서 실시

다. 그러나 1980년 수해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본 사내3리 주민

(남, 1944년생)가 꼬았으며, 치는 것은

비하였다. 따라서 제관집에 미리 금줄을 치고 산신제 준비를 하였다. 그

한 설문조사 자료를 국립민

은 사내4리와 경계인 지금의 마을 위치로 집단이주를 하게 되

백영한이 담당하였다. 금줄에 한지를 끼워 왼새끼를 꼰 후, 백영한이 곧

러나 최근 들어 제관을 맡을 사람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장이 그 역할을

속박물관에서 집대성한 『한국의 마을제당: 충청북도 편』에서도

었고, 이로 인해 일부 원주민들이 마을을 떠나고 산제당과 마을

장 산제당으로 가서 금줄을 쳤다. 산제당 금줄과 마을회관 금줄은 같은

대신하고 있으며, 고양주들은 제수를 마을회관에서 준비하는 것을 대체

사내리의 산신제가 소개되어 있다. 당시 정확하게 자연마을 단

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산신제의 전승이 중단

날 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산제당만을 먼저 치고 회관은 섣달 그

되었다. 물론 이장이 초상 등 애사를 겪었을 때는 마을회의를 통해 제관

위로 명명되어 있지 않지만 당 위치로 판단할 때 사내1리(사내

되게 되었다.81

믐날 치기로 하였다. 항상 마을 노인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놀기 때문에

을 선출하기도 한다. 현 사내1리 이장인 백영한은 2009년에 아버지가

제물을 준비하는 당일에 치기로 한 것이다.

돌아가셔서 2010년 산신제 때는 제관을 맡을 수 없었다고 한다.

제비 각출과 제관 선정

마을회관 금줄치기

2월

수 있다. 지금은 산신계가 없어졌지만 마을 돈이 아니라 여전히 집집마
다 각출한 돈으로 제비를 충당하는 것은 산신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

2011년 1월 27일

금줄 꼬기 및 산제당 금줄치기

이라 볼 수 있다.

골), 사내2리(청주나들이), 그리고 사내3리(민판동)의 산신제가

2011년, 현재는 사내1리(사내골)와 사내2·6리(청주나들이)

소개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이 자료는 주민이 아닌 인근 학

의 산신제가 전승되고 있다. 조사팀은 사내1리의 산신제를 준비

교의 선생들이 작성하여 일부 내용이 틀리게 표기되어 있다. 가

단계부터 참여관찰 할 기회를 잡아 면밀한 조사를 시도하였다.

령 존재하지 않는 신목이 있다든가 수살목 제의에 관해서는 기

사내2·6리의 경우, 사내1리와 같은 시각에 산신제를 지내 참여

제비 각출은 현재 반장이 담당하고 있다. 제비는 산신제 4~5일 전

2월 1일 오후 5시경, 마을회관에 모든 사람이 떠난 후, 마을회관에

록되지 않았다. 또한, 같은 사람이 작성한 사내1리와 사내2리의

관찰은 할 수 없었으나 산신제 이후, 관련자들의 심층면접과 사

에 반장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현금으로 걷고 있다. 과거에는 산신

금줄을 치기 시작했다. 마을회관 내부는 노인회에서 깨끗이 청소를 해
두었다. 금줄은 회관 입구 처마에 걸어두

82

설문은 당 위치를 제외하고 전부 같은 내용으로 표기되어 있다.

내6리 이장 김헌수(남, 1943년생)의 자료 협조 로 자세한 내용

계라는 것이 존재하여 매년 일정량의 쌀을 걷고 제의를 치렀다. 『한국

그러나 이를 제외한 당 위치, 제의절차, 제일시간, 제비 등의 기

을 조사할 수 있었다.

의 마을제당: 충청북도 편』에도 제비는 계미로 충당하고 약 5,000원 정

2월 1일

는 형태로 쳤으며, 금줄을 다 친 후에는

록은 현재 마을에서 전승되어 오는 내용과 일치한다. 특히, 지

도 들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산신계가 처음 생길 때는 제비로 사용하고

회관 입구를 자물쇠로 걸어 잠가 주민의

금은 사라진 사내3리의 산신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참고

남은 쌀을 한 가구당 한 말씩 몇 년에 걸쳐 분배한 후, 모든 계원이 한

출입을 막았다. 제수를 준비하는 고양주

말씩 받은 이후부터는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 제물을 충당하였다. 이

를 제외하고는 금줄을 걷기 전까지 다른

할 만하다.
사내3리의 산제당은 여적암 근처에 위치하였으며, 약 2평 정

81 또 다른 이유로 탱화의 분실을 꼽는 경우도 있다. 사내3리 이장인 유근식에 따르면, 사
내3리 산제당은 산신탱화가 아닌 좌상에 수염이 바닥까지 내려온 모습을 한 단군영정을
모신 자리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단군영정을 수해 때 분실하였고, 총 세 차례 탱화를

를 마을에서는 ‘집달매기쌀’이라 불렀다. 외지인이 마을로 이사를 와도

주민은 마을회관을 출입할 수 없다.

분실하게 되면서 산신제 전승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살 집에 대한 집달매기쌀을 내야 했다. 이는 외지인이라 하더라도 마을

82 김헌수는 속리산면 내 다양한 행사를 디지털카메라를 활용하여 기록하고 속리산면 홈

에 들어온 즉시 산신계에 소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산신계는 사

80 산신제는 마을 내에서 동산제, 산제 등으로도 불린다.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

페이지에 자료를 올리고 있다. 또한, 자신이 관여한 마을 행사 일을 문서로 기록하여 보관

람을 중심으로 운영했던 것이 아니라 집을 기준으로 운영했던 것을 알

화적 특성을 보여주는 일면이라 할 수 있다.

되고 있는 산신제로 통일하기로 한다. 같은 맥락에서 산제당 역시 산신각과 혼용되어 사

하고 있다. 산신제와 관련해서도 문서와 사진, 동영상을 따로 보관하고 있었고, 조사팀에

용하고 있지만 산제당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게 자료 공유를 허락해주었다.

제관과 축관

마을회관에 금줄을 치고 있는 백영한

83 절에서 공양을 준비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 공양주에서 파생된 말로 절 밑 마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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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신제 제물 준비

각이 붙어 있으며, 건물의 형태도 불교 양식을 띄고 있다. 이러한 가치를

산제당 청소

인정받아 2011년 9월 30일에 충청북도 민속자료 제19호로 지정되었다.

2월 4일

섣달 그믐날인 2월 2일, 본격적인 산신제 준비에 들어갔다. 제일 전
날은 설날이기 때문에 산신제를 준비할 수 없어 매번 이날 산신제를 준

산신제 제물 장보기

홍옥자와 나정희가 부쳤고, 박기자는 옆에서 돼지고기전을 만들 준비를

산신제 당일인 2011년 2월 4일 오전

하였다. 돼지고기전에는 당근, 두부, 돼지고기, 파 등이 들어갔다. 전을

10시 10분, 마을회관에 모인 박기자와 홍

다 부친 이후, 밥·탕·나물을 준비하였다. 제물 준비를 하는데 있어 특

옥자가 제물 준비를 시작했다. 사내1리에

별한 금기 사항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마을의 대소사와 관련된 이야

비하였다. 준비의 시작은 산제당 청소이

청소가 끝난 후, 백영한은서둘러 보은읍으로 나가 제물장을 보았다.

서는 제물을 준비하는 이를 가리켜 고양

기를 자유롭게 하며 음식을 준비하였다. 오후 3시 40분, 방앗간에서 떡

다. 산제당의 내·외부를 세숫대야, 빗자

보은 하나로 마트에 도착하여 조사팀과 함께 먼저 보은 농협 측에 촬영

주라고 부른다. 올해 고양주는 백영한의

이 배달되었다. 떡은 산신제용과 수살목용으로 나누어 준비하였다.

루, 걸레, 따뜻한 물을 사용하여 깨끗이

협조를 부탁하였다. 각종 제물을 정성껏 골랐고 모두 최상품만을 골랐

부인인 박기자와 부녀회장 나정희가 뽑혔고, 부녀회 부회장인 홍옥자는

청소하였다. 이 역시 백영한이 담당하였

다. 과일, 술, 포, 전 재료, 각종 나물 등을 구매하였고, 고기는 마을 내

이들을 보조해주는 역할로 참여하였다. 고양주를 뽑을 때도 띠를 가려서

다. 먼저 산제당 내 산신각과 칠성각의

정육점에서 구매하였으며, 식용유, 당근 등 몇몇 빠진 것들은 마을 내

뽑는다고 한다. 올해의 경우, 원숭이띠를 비롯하여 3개의 띠를 피해 고

오후 3시 50분, 제기를 점검하였다. 제기는 4~5년 전 마을 주민이

문을 열고 내부에 있는 제기를 꺼내 걸레

슈퍼에서 구매하였다. 떡도 사내5리에 위치한 방앗간에서 구매하였다.

양주를 뽑았다고 한다. 고양주는 제물을 준비하기 전 두건과 앞치마를

각출한 돈으로 새롭게 구입한 것이다. 이전에는 사기그릇을 사용하였

를 이용하여 제기를 하나씩 닦았다. 이어 제단을 청소하였고, 바닥을 쓸

하나로 마트에서 총 218,790원어치를 구매하였고, 보은읍내에 있는 문

반드시 착용한다. 홍옥자는 파·배추 등 채소를 다듬고, 박기자는 조리

으며, 짝도 맞지 않고 산신제만을 위해 쓰이지 않아서 새로운 제기를 구

고 걸레질로 닦았다. 산제당은 평소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나 간혹 무

구점에 들러 붓펜과 한지를 구매하였다. 회관에 도착한 후, 제물을 냉장

를 담당했다.

매하게 되었다. 오래 쓸 것을 예상하여 튼튼하고 좋은 것으로 구매하였

당들이 개인적으로 치성하고자 산제당 개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내

고에 넣고 해산하였다.

2월 2일

전 부칠 준비를 막 시작했을 무렵, 또 다른 고양주인 나정희가 도착했
다. 가장 먼저 두부전을 부쳤다.(11시 20분) 두부전은 나정희가 담당했

부가 지저분하다고 한다.

산신제 준비 시작

다. 제기 점검이 끝난 후, 백영한이 마을회관에 구비되어 있는 방송장비
를 통해 산신제를 알렸다.

사내1리 산제당은 1950년 3월에 사내3리에 위치한 여적암의 산신각

다. 그 사이에 홍옥자와 박기자는 어전과 배추전을 부칠 준비를 하였다.

을 옮겨온 것이라 한다. 여적암의 산신각을 신축하게 되자 이를 아깝게 여

어전은 명태를 사용하였다. 원래 보은 시장 내 명태포를 잘 뜨는 사람이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우리 마을

긴 마을 주민이 마을의 산제당으로 이용하겠다고 하여, 현 위치로 이주하

있어 매번 그 사람에게로부터 명태를 구매하였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

동산제를 지냅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5시까지 산신각으로 나와 주시기

게 되었다. 현 산제당 이전에는 초가지붕의 작은 당집이 있었다. 따라서

해 아쉽다고 하였다. 어전에 이어 배추전을 부쳤다. 배추전에는 배추와

바랍니다. 이상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산제당은 일반적인 당집과는 다른 구조이다. 산신각 이외에 칠성

다시마, 파가 주재료로 사용되었다. 배추크기에 맞춰 다시마와 파를 손

과거에는 산신제의 시작을 방송으로 알리지 않고, 마을 풍물패가 마

질하였다. 배추 사이에 다시마와 파로 이어 밀가루로 부쳤다. 배추전은

을을 돌며 풍장으로 산신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때 집집마다 지신밟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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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신제 제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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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출한 돈으로 새롭게 구입한 것이다. 이전에는 사기그릇을 사용하였

를 이용하여 제기를 하나씩 닦았다. 이어 제단을 청소하였고, 바닥을 쓸

하나로 마트에서 총 218,790원어치를 구매하였고, 보은읍내에 있는 문

반드시 착용한다. 홍옥자는 파·배추 등 채소를 다듬고, 박기자는 조리

으며, 짝도 맞지 않고 산신제만을 위해 쓰이지 않아서 새로운 제기를 구

고 걸레질로 닦았다. 산제당은 평소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나 간혹 무

구점에 들러 붓펜과 한지를 구매하였다. 회관에 도착한 후, 제물을 냉장

를 담당했다.

매하게 되었다. 오래 쓸 것을 예상하여 튼튼하고 좋은 것으로 구매하였

당들이 개인적으로 치성하고자 산제당 개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내

고에 넣고 해산하였다.

2월 2일

전 부칠 준비를 막 시작했을 무렵, 또 다른 고양주인 나정희가 도착했
다. 가장 먼저 두부전을 부쳤다.(11시 20분) 두부전은 나정희가 담당했

부가 지저분하다고 한다.

산신제 준비 시작

다. 제기 점검이 끝난 후, 백영한이 마을회관에 구비되어 있는 방송장비
를 통해 산신제를 알렸다.

사내1리 산제당은 1950년 3월에 사내3리에 위치한 여적암의 산신각

다. 그 사이에 홍옥자와 박기자는 어전과 배추전을 부칠 준비를 하였다.

을 옮겨온 것이라 한다. 여적암의 산신각을 신축하게 되자 이를 아깝게 여

어전은 명태를 사용하였다. 원래 보은 시장 내 명태포를 잘 뜨는 사람이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우리 마을

긴 마을 주민이 마을의 산제당으로 이용하겠다고 하여, 현 위치로 이주하

있어 매번 그 사람에게로부터 명태를 구매하였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

동산제를 지냅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5시까지 산신각으로 나와 주시기

게 되었다. 현 산제당 이전에는 초가지붕의 작은 당집이 있었다. 따라서

해 아쉽다고 하였다. 어전에 이어 배추전을 부쳤다. 배추전에는 배추와

바랍니다. 이상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산제당은 일반적인 당집과는 다른 구조이다. 산신각 이외에 칠성

다시마, 파가 주재료로 사용되었다. 배추크기에 맞춰 다시마와 파를 손

과거에는 산신제의 시작을 방송으로 알리지 않고, 마을 풍물패가 마

질하였다. 배추 사이에 다시마와 파로 이어 밀가루로 부쳤다. 배추전은

을을 돌며 풍장으로 산신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때 집집마다 지신밟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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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같이 해주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마을 내 풍물을 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금기를 지켰다. 부정한 것을 만날 까봐 제주들은 설 때 세배도 다

줄어들면서 이런 과정을 생략하게 되었다.

니지 않았다. 또한, 반드시 찬물로 목욕재계를 하여 몸과 마음을 단정히

본래 제의 날짜는 정월 초사흗날이었다. 그러나 설날을 전후로 마을

하고 부인과도 각방을 썼다.

사람들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하루라도 빨리하자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

산신각 앞에는 제주 2명과 축관1명, 그리고 집사를 맡은 새마을지

현재와 같이 초이튿날로 바꾸었다. 산신제를 하기 전에 마을 밖으로 외

도자 김창훈이 있었으며, 산신각 아래 불을 피워놓고 마을 주민 8명이

출하면 산신제가 끝나기 전까지 들어올 수 없는 금기의 영향이 컸다.

대기하였다.

오후 4시부터 60대 이상의 마을 노인 5명이 마을회관에 모여 산신제
준비를 하면서 과거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특히 법
주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오후 4시 40분, 모든 짐을 싣고
산제당으로 출발하였다.
오후 4시 47분, 회관에서 가져온 제물을 차리기 시작하였다. 제물은

산신제 제의 과정
오후 5시 10분, 산신제가 시작되었다. 제주 2명이 산제당 안에 들어
가서 사배를 하였다. 백영한이 술을 올렸고 재배하였다. 이어서 축관이
산신축을 읽었다.

산신각에만 차렸으며, 칠성각에는 정수만을 떠놓았다. 제물은 대추·

축관이 축을 읽는 동안에 제주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대기

밤·감·배·사과·김·떡·육탕·두부전·고사리·시금치·조기·

하고 있었다. 동시에 칠성각에서는 촌로인 전수옥이 개인적으로 치성

각종 전·메·냉수 등을 차렸다.

을 드렸다. 축을 마친 후, 재배하였다. 이어서 제주가 위치를 바꾸어 전

제주는 백영한과 마을에서 3대째 거주하고 있는 전은상(남, 1936년
~2011년)이 맡았으며, 축관은 현재 노인회 총무를 맡고 있는 신상구(

은상이 술을 올리고 재배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상구가 잔을 올리고 재
배하였다.

남, 1941년생)가 담당하였다. 전은상과 신상구는 소지 올리기를 담당

제관과 축관가 소지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제주는 뒤에서 소지 올

하기도 하였다. 이장은 제주로 늘 고정되며, 나머지 제주와 축관은 노인

릴 명단을 읊어 주었다. 소지는 세로방향으로 3등분하여 접어 불을 붙

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였다. 이번 산신제의 제주와 축관은 작년 노인

이고 타들어 가는 동안 소원을 빌어주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제주가 이

회 연말 총회 때 정하였다. 과거에 제주는 엄격하게 부정한 것을 멀리

름을 불러주면 제관과 축관은 해당 사람을 정확히 인지한 후, 개인적

산신제 제물 차림

인 특성을 반영하여 소원을 빌었다. 예를 들어,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

산신축문

되게끔 빌어주었고, 자식의 안녕이나 건강, 재복 등을 추가로 빌어주는

유세차 단군기원 사천삼백 사십사년

형식이었다. 소지를 다 올린 후, 개인적으로 치성을 올렸다. 마을 주민

신묘 * 정월기축삭 초이틀경인 * 남첨

은 추가적으로 소지를 올리기도 하였고, 산신각과 칠성각에 절을 하기

부주 대한민국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

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관 2명이 칠성각에 들어가 삼배를 하였다. 오

면 사내1리 마을회 이장 백영한 감소고우

후 5시 37분, 음복을 하면서 산신제가 마무리되었다. 특히, 떡을 먹어

차산국내 항주산신 속리산신 태백봉조

야 운수대통하다고 여겨 반드시 떡을 먹었으며 조사팀에게도 적극적으

소백중조 청화주산 구병안산 승지환포

로 떡을 권했다.

만첩산수 팔백연화 민생수천 안거번창
영신지덕 산하주민 남녀노소 무량장수

수살목 제의 과정

농업대풍 상업다득 가축번성 관재구설

산신제가 끝난 후, 제물과 집기를 모두 정리하고 수살목을 하는 중앙

사신퇴진 백병소멸 횡액범죄 괴멸불침

교 앞으로 다시 집결하였다. 예전에 중앙교에 수살목이 있었다고 한다.

향리주민 부귀영화 안거태평 원이원이

현재는 수살목 자리에 세워진 사내1리 비석 앞에서 제의를 지낸다. 제

발 원이……

물은 산신제에서 쓴 것을 쓰지 않고 새로 준비하였다. 수살목에는 제주

해동 대한민국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1리 마을주민
일기동심 사내1리 마을이장 백영한
공진경천

상 향

와 축관을 포함하여 총 14명의 마을 주민이 참관하였다.
수살목은 오후 6시 9분에 시작되었다. 제주가 먼저 술을 한잔 올리
고 재배하였다. 다시 잔을 올리고 삽시정저를 한 후 국관이 축문을 읽
었다.
축이 끝나고 재배를 한 후, 제관이 술을 올리고 삼배하였다. 이어서

산신제 제물을 준비하는 고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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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같이 해주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마을 내 풍물을 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금기를 지켰다. 부정한 것을 만날 까봐 제주들은 설 때 세배도 다

줄어들면서 이런 과정을 생략하게 되었다.

니지 않았다. 또한, 반드시 찬물로 목욕재계를 하여 몸과 마음을 단정히

본래 제의 날짜는 정월 초사흗날이었다. 그러나 설날을 전후로 마을

하고 부인과도 각방을 썼다.

사람들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하루라도 빨리하자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

산신각 앞에는 제주 2명과 축관1명, 그리고 집사를 맡은 새마을지

현재와 같이 초이튿날로 바꾸었다. 산신제를 하기 전에 마을 밖으로 외

도자 김창훈이 있었으며, 산신각 아래 불을 피워놓고 마을 주민 8명이

출하면 산신제가 끝나기 전까지 들어올 수 없는 금기의 영향이 컸다.

대기하였다.

오후 4시부터 60대 이상의 마을 노인 5명이 마을회관에 모여 산신제
준비를 하면서 과거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특히 법
주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오후 4시 40분, 모든 짐을 싣고
산제당으로 출발하였다.
오후 4시 47분, 회관에서 가져온 제물을 차리기 시작하였다. 제물은

산신제 제의 과정
오후 5시 10분, 산신제가 시작되었다. 제주 2명이 산제당 안에 들어
가서 사배를 하였다. 백영한이 술을 올렸고 재배하였다. 이어서 축관이
산신축을 읽었다.

산신각에만 차렸으며, 칠성각에는 정수만을 떠놓았다. 제물은 대추·

축관이 축을 읽는 동안에 제주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대기

밤·감·배·사과·김·떡·육탕·두부전·고사리·시금치·조기·

하고 있었다. 동시에 칠성각에서는 촌로인 전수옥이 개인적으로 치성

각종 전·메·냉수 등을 차렸다.

을 드렸다. 축을 마친 후, 재배하였다. 이어서 제주가 위치를 바꾸어 전

제주는 백영한과 마을에서 3대째 거주하고 있는 전은상(남, 1936년
~2011년)이 맡았으며, 축관은 현재 노인회 총무를 맡고 있는 신상구(

은상이 술을 올리고 재배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상구가 잔을 올리고 재
배하였다.

남, 1941년생)가 담당하였다. 전은상과 신상구는 소지 올리기를 담당

제관과 축관가 소지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제주는 뒤에서 소지 올

하기도 하였다. 이장은 제주로 늘 고정되며, 나머지 제주와 축관은 노인

릴 명단을 읊어 주었다. 소지는 세로방향으로 3등분하여 접어 불을 붙

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였다. 이번 산신제의 제주와 축관은 작년 노인

이고 타들어 가는 동안 소원을 빌어주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제주가 이

회 연말 총회 때 정하였다. 과거에 제주는 엄격하게 부정한 것을 멀리

름을 불러주면 제관과 축관은 해당 사람을 정확히 인지한 후, 개인적

산신제 제물 차림

인 특성을 반영하여 소원을 빌었다. 예를 들어,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

산신축문

되게끔 빌어주었고, 자식의 안녕이나 건강, 재복 등을 추가로 빌어주는

유세차 단군기원 사천삼백 사십사년

형식이었다. 소지를 다 올린 후, 개인적으로 치성을 올렸다. 마을 주민

신묘 * 정월기축삭 초이틀경인 * 남첨

은 추가적으로 소지를 올리기도 하였고, 산신각과 칠성각에 절을 하기

부주 대한민국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

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관 2명이 칠성각에 들어가 삼배를 하였다. 오

면 사내1리 마을회 이장 백영한 감소고우

후 5시 37분, 음복을 하면서 산신제가 마무리되었다. 특히, 떡을 먹어

차산국내 항주산신 속리산신 태백봉조

야 운수대통하다고 여겨 반드시 떡을 먹었으며 조사팀에게도 적극적으

소백중조 청화주산 구병안산 승지환포

로 떡을 권했다.

만첩산수 팔백연화 민생수천 안거번창
영신지덕 산하주민 남녀노소 무량장수

수살목 제의 과정

농업대풍 상업다득 가축번성 관재구설

산신제가 끝난 후, 제물과 집기를 모두 정리하고 수살목을 하는 중앙

사신퇴진 백병소멸 횡액범죄 괴멸불침

교 앞으로 다시 집결하였다. 예전에 중앙교에 수살목이 있었다고 한다.

향리주민 부귀영화 안거태평 원이원이

현재는 수살목 자리에 세워진 사내1리 비석 앞에서 제의를 지낸다. 제

발 원이……

물은 산신제에서 쓴 것을 쓰지 않고 새로 준비하였다. 수살목에는 제주

해동 대한민국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1리 마을주민
일기동심 사내1리 마을이장 백영한
공진경천

상 향

와 축관을 포함하여 총 14명의 마을 주민이 참관하였다.
수살목은 오후 6시 9분에 시작되었다. 제주가 먼저 술을 한잔 올리
고 재배하였다. 다시 잔을 올리고 삽시정저를 한 후 국관이 축문을 읽
었다.
축이 끝나고 재배를 한 후, 제관이 술을 올리고 삼배하였다. 이어서

산신제 제물을 준비하는 고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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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관이 마찬가지로 술을 올리고 삼배하였다. 이어서 소지를 올렸다. 소

별실에는 백영한과 70대 이상의 남성 노인, 조사팀이 같이 식사하였고,

지는 앞서 산신제에서 올렸던 이와 동일한 순서로 진행되었다. 소지를

거실에는 장년층 4명이 식사를 하였다. 마을 주민은 자리에서 조사팀에

올리는데 2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6시 30분에 재배를 하고 마무리

게 마을 내 주요 제보자와 과거 마을의 사건에 대해 알려주었다.

되었다. 음복을 하고 떡을 나눠준 후, 모두 같이 마을회관으로 이동하였

사내1리 산신제 결산보고 회의
수살축문

산신제 다음 날인 2월 5일 오전 11시부터 마을회관에서 결산보고

유세차 신묘정월 기축삭 초이틀

를 하였다. 마을 주민 11명이 참여하였다. 정순금 노인회장을 비롯하

경인 사내1리이장 백영한 감소고우

여 세 명의 여성도 포함되었다. 산신제를 주관한 백영한이 회의를 진

동수지신 수살목이 지신 복이

행하였다. 각출한 기금내역 및 지출 내역을 문서로 작성하여 주민에게

후덕재물 민생하시 출력조인 질병무우

나눠주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총 51명이 5,000원에서 10,000

해상공기 무고통행 향토발전 만목강녕

원의 기금을 내었고, 당일 수익금은

동민원풍 다수유몽 과정진익 사민구형

2월 5일

30,000원이었다. 또한, 사내리 송이조

제성목축 신기강감 근이청수 자성서품

합(정식 명칭은 속리산산림부산물조합)

식진명천 상 향

에서도 20,000원의 기금을 냈다. 수입
은 533,000원 지출은 449,790원이었
으며, 잔액은 총 83,210원이었다. 문서
상 잔액은 73,210원이었지만 결산보고 당일 날 박창순의 아들이 1만원

소지를 올리는 제관

다. 제주는 회관 앞에 있던 금줄을 제거하였으며, 이후 마을 사람이 회

을 추가로 내어 잔액이 늘었다. 잔액은 노인회의 기금으로 넘어가 운영

관으로 들어갔다.

되며, 현장에서 노인회 총무에게 인계되었다.
이어서 백영한이 산제당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결

음복 겸 저녁 식사
오후 7시, 마을 주민이 회관에 모여 음복 겸 저녁 식사를 하였다. 회관

수살목 제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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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관이 마찬가지로 술을 올리고 삼배하였다. 이어서 소지를 올렸다. 소

별실에는 백영한과 70대 이상의 남성 노인, 조사팀이 같이 식사하였고,

지는 앞서 산신제에서 올렸던 이와 동일한 순서로 진행되었다. 소지를

거실에는 장년층 4명이 식사를 하였다. 마을 주민은 자리에서 조사팀에

올리는데 2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6시 30분에 재배를 하고 마무리

게 마을 내 주요 제보자와 과거 마을의 사건에 대해 알려주었다.

되었다. 음복을 하고 떡을 나눠준 후, 모두 같이 마을회관으로 이동하였

사내1리 산신제 결산보고 회의
수살축문

산신제 다음 날인 2월 5일 오전 11시부터 마을회관에서 결산보고

유세차 신묘정월 기축삭 초이틀

를 하였다. 마을 주민 11명이 참여하였다. 정순금 노인회장을 비롯하

경인 사내1리이장 백영한 감소고우

여 세 명의 여성도 포함되었다. 산신제를 주관한 백영한이 회의를 진

동수지신 수살목이 지신 복이

행하였다. 각출한 기금내역 및 지출 내역을 문서로 작성하여 주민에게

후덕재물 민생하시 출력조인 질병무우

나눠주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총 51명이 5,000원에서 10,000

해상공기 무고통행 향토발전 만목강녕

원의 기금을 내었고, 당일 수익금은

동민원풍 다수유몽 과정진익 사민구형

2월 5일

30,000원이었다. 또한, 사내리 송이조

제성목축 신기강감 근이청수 자성서품

합(정식 명칭은 속리산산림부산물조합)

식진명천 상 향

에서도 20,000원의 기금을 냈다. 수입
은 533,000원 지출은 449,790원이었
으며, 잔액은 총 83,210원이었다. 문서
상 잔액은 73,210원이었지만 결산보고 당일 날 박창순의 아들이 1만원

소지를 올리는 제관

다. 제주는 회관 앞에 있던 금줄을 제거하였으며, 이후 마을 사람이 회

을 추가로 내어 잔액이 늘었다. 잔액은 노인회의 기금으로 넘어가 운영

관으로 들어갔다.

되며, 현장에서 노인회 총무에게 인계되었다.
이어서 백영한이 산제당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결

음복 겸 저녁 식사
오후 7시, 마을 주민이 회관에 모여 음복 겸 저녁 식사를 하였다. 회관

수살목 제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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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줄 준비 및 산제당 금줄치기
1월 29일

소지대금 이외에도 마을 외부인의 동참금도 일부 들어온다. 이번에는

사내2·6리에서는 금줄을 당줄이라

법주사 종무실장인 안춘석과 농협 속리산 지점의 연용덕, 그리고 속리산

고도 부른다. 대부분 주민이 상인이라 금

산림부산물조합 내 3개 조 등에서 동참금을 내었다. 또한, 관광객 한 명

줄을 직접 만들지 않고, 근처 농가에서

이 동참금을 내기도 하였다.

10,000원에 구입 하였다. 금줄을 구입

제관은 사내2·6리 노인회에서 선정한다. 제비 각출 시기와 맞물려

한 후에는 아우너미 남산 중턱에 위치한 산제당과 수살목 장소인 은구모

서 선정하며 노인회의 추천을 받은 이가 초헌관이 된다. 선정된 제관은

퉁이에 금줄을 쳤다. 구입은 개발위원이 담당하였고, 설치는 2·6리 이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산신제 준비에 들어간다. 2011년에는 노인회

장과 반장이 담당하였다. 금줄을 설치하기 전 산제당과 은구모퉁이 제단

장인 오용선이 맡았다. 사내2·6리 마을회에서는 초헌관을 맡아준 것에

을 깨끗이 청소하였다.

대해 감사의 의미로 노인회 기금을 전달한다. 각 마을에서 100,000원씩
총 200,000원을 준다. 이 사항 역시 2006년에 결정되었다.

제비 각출과 제관 선정
제비 각출은 대개 산신제 일주일 전부터 하며, 2011년에는 1월 29일

결산보고 중인 사내1리 주민

산신제 제물 장보기

부터 2월 2일까지 제비를 각출하였다. 마을에서는 제비를 소지대금이라

2월 1일에는 제물을 준비하였다. 사내2·6리 이장이 담당하였으며,

고도 한다. 제비 각출은 반장이 담당하며, 반장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소

보은 하나로 마트에서 구매하였다. 제물

지를 전달하고 대금을 받는 식이다. 사내2리의 경우는 호당 10,000원 이

구매 내역은 다음과 같다.

2월 1일

상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6리는 본인 정성껏 내기로 하였다. 사내2
리 90여세대, 6리 90여세대에서 소지대금을 냈다. 소지를 주는 것은 본
제물구매 내역

인이 직접 산신제에 참여하여 소지를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
내1리의 경우, 제관이 대신 모든 소지를 올려주지만 사내2·6리에서는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부득이하게 본인이 할 수 없을 때만 반장이 대신 올려준다.
였다. 세 가지 방안으로 의견이 모였는데, 1) 산신각만 두는 것, 2) 중간

다. 또한, 천왕봉 산신제가 관광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그 주체가

에 있는 벽만 없애는 것, 3) 현 상태 그대로 두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마

대부분 사내2·6리의 상가 주민이 많기 때문에 한 마을에 같은 이름의

을 주민은 외부의 자문을 구해서 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제의를 두 번 지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마

결산보고에 이어 11시 30분에 음복 및 점심식사를 하였다. 별실에서

을주민 사이에서는 산신제, 산제 등의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는 남자들이 식사를 하고 거실과 부엌에서 여자들이 식사를 하였다. 음

한편 이 때를 기점으로 주관자, 제주, 경비, 제일, 장소, 일정과 제의

식은 전날 산신제 때 준비한 제물과 동일하였고, 국만 동태국을 끓여 마

과정 등을 명문화하고 규정하였다. 본서에서 서술된 내용도 이 당시 자

을 주민에게 대접하였다. 정오에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료들을 근거로 2011년의 내용이 추가된 것을 밝혀둔다.

사내2·6리 산신제
사내2·6리 산신제는 본래 ‘산제’라 불리면서 전승되어 왔으나 2006
년부터 ‘주민안녕 기원제’로 명칭이 바뀌었다. 사내2·6리 마을회에서
는 2006년에 마을 주민과 함께 산신제에 대한 전반적인 고증을 실시하
였다. 2006년 1월 27일 사내2리 부동산에서 당시 사내2리 이장 방동
수, 6리 이장 김헌수, 노인회장 오용선, 군의원 박홍식, 관광협의회장 최
석주,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눴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승되어온 명칭은 산제가 맞으나 10월에 관광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천
왕봉 산신제와 명칭이 동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녕과 건강
을 기원하는 기원제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하였다. 명칭은 동일하나
제의를 하는 목적과 규모가 다르다는 점에서 명확히 구분하고자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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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

2접시분

3.000

6.000

곳감

2접시분

6.400

12.800

밤

2접시분

2.500

5.000

배

2접시분

6.000

12.000

사과

2접시분

6.000

12.000

포

2마리

5.000

10.000

정종

2병

3.950

7.900

복을 하고 풍물 공연을 하기 때문에 미리 행사장을 설치한 것이다. 사

양초

4개

1.450

5.400

내2·6리 임원과 주민이 나와 모닥불 2개와 땔감으로 쓸 나무, 탁자

향

1통

접시

10개×2

종이컵小

10개

550

소독저

1묶음

600

그린팩

100개×2

1.450

2.900

고사떡

5말

34.500

172.500

900
550

국 100인분과 밥 50인분이 제공되었다.

행사장 준비
같은 날 용머리 폭포 광장에 행사장을 설치하였다. 산신제 당일 날
산제당과 은구모퉁이에서 산신제를 거행한 후, 용머리폭포에 모여 음

10개, 방송 장비(앰프) 등을 설치하였다.

1.100
은구 모탱이로 이동 중인 사내2·6리 주민

산신제 제의 과정

수살목 제의 과정

정월 초이튿날인 2월 4일 오후 3시 40분에 산신제가 시작되었다. 당
초 예상보다 20여분 일찍 시작하였다. 산제당에 초헌관 노인회장과 아
헌관 종헌관을 맡은 사내2·6리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반장이
모였다. 가장 먼저 산제당에 제물을 차렸

과일과 포·술·떡 등을 구매하였고, 전이나 탕·나물 등의 제물은

2월 4일

다. 미리 준비한 제물인 대추, 밤, 곶감,

생략되었다. 사내2·6리의 여성들은 대부분 식당 운영 등 생업 일선에

사과, 배를 순서대로 두었고 떡을 대추

있는 경우가 많아 사내1리처럼 고양주를 도맡아 제물을 준비하는데 어

옆에 놓았다.

려움이 있다. 따라서 사내2·6리 산신제에서는 고양주가 별도로 존재

참신을 시작으로 산신제가 시작되었

신제를 지내게 된 연유를 고하고 신을 좌정시켰다. 오용선이 잔을 올리

하지 않았다. 대신 용머리폭포에서 하는 음복 겸 뒤풀이 때 먹을 식사를

다. 초헌관인 오용선이 “마을의 안녕과

고 삼배하였다. 이어서 아헌관인 김기철 사내2리 이장이 잔을 올리고

산신제 당일 사내2·6리 부녀회와 명동식당에서 준비하였다. 김치두부

건강을 기원하는 기원제를 올리겠사오니 참신하여 주십시오.” 라며, 산

제관 모두가 무릎을 꿇고 오용선이 발원문을 독축하였다. 발원문의 내
용은 다음과 같다.

발원문의 내용을 통해 사내2·6리가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
고, 그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축이 끝난 후, 아헌관이 재배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헌관인 김헌수
사내6리 이장이 잔을 올리고 재배하였다. 종헌이 끝나면 산신제 참석
자 중 산신께 잔을 올리고 싶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다. 참여자 대부
분이 잔을 올렸다. 음복 후, 발원문을 태우고 제물의 일부를 떼어낸 뒤,
산제당에서 내려왔다.

올해는 신묘년, 西紀 2011年, 佛紀 2555年 正月 초이틀, 속

수살목 제의 과정
오후 4시 10분, 산신제에 이어 마을 입구에 해당하는 은구모퉁이 제

리산면 사내리 2구 6구 주민일동 삼가 고하나이다.

단에서 수살목을 시작하였다. 산신제와 동일한 제물과 방식으로 진행

천지신명 , 하나님, 부처님, 그리고 심산유곡에 주제 하시는

되었다.

산신령이시여 세월 이 또 거듭하여 병술년의 새로운 기운이
땅과 하늘에 충만하여 오고 있습니다.

음복 및 뒤풀이

오늘 이 새해의 앞마당에서 지난해의 평안과 행운에 감사드

수살목을 마친 후, 용머리 폭포로 돌아와 주민이 모두 모여 음복 및

리고, 또 새로운 한 해 우리 마을과 가족의 안녕과 국태민안,

뒤풀이를 하였다. 속리산면 농악대는 신명나는 풍물로 흥을 돋웠다. 농

세계평화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마을에 올 한 해 동안

악대는 속리산노인정에서 서울약방, 매일슈퍼를 경유하며 마을 주민에

안녕과 건강과 속리산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 잘사는 마을

게 뒤풀이의 시작을 알렸다. 고사떡은 모든 주민이 먹을 수 있게 나눴고

이 되도록 보살펴 주시기 앙축합니다.

술과 식사를 준비하였다. 주민과 반장은 소지를 태우며, 올 한해 무병장

몸을 낮추고 삼가는 마음으로 맑은 술을 올리오니 음향 하

수와 마을의 안녕을 빌었다.

십시오.
산신제 제물 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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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사내리 주민은 “속리산은

구성되어 있으며, 남자 회원은 3~4명 정도에 불과하다.

여자가 먹여 살린다”는 우스

현재 농악대는 면 내 다양한 행사에서 공연활동을 활발히 벌

농악대 지신밟기

갯소리를 하곤 한다. 이 말은

이고 있다. 그중에서 1년 내 가장 큰 행사를 꼽으라면 정월 대보

2월 14일

그만큼 사내리의 여성들이

름 때 하는 지신밟기를 들 수 있다. 본래 속리산면에서는 정월

관광업 등 마을 생업에 큰 역

대보름 맞이 민속행사를 지신밟기와 함께 매년 개최하였지만 올

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해는 구제역의 여파로 지신밟기만 하기로 하였다. 속리산면에

한다. 또한, 사내리의 여성들

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는 올해는 특히 구제역 확산방지를 목적

은 기관 및 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사회활동에 능

으로 지신밟기를 실시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2011년 2월 14

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

일에 열린 이번 행사에 조사팀은 뒤풀이까지 동행하며 참여관찰

는 것이 바로 농악대이다. 농악대는 풍물회, 풍물패 등으로도 불

을 시도하였다.

리지만 여기에서는 그들이 소유한 농기에 적혀 있는 대로 농악
대라 칭하기로 한다.

오전 8시 30분, 면사무소에 농악대 회원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지

농악대는 농협 주부대학 출신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밟기는 면사무소를 시작으로 오전 9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각자 맡

농협 주부대학을 수료한 사내리 여성은 약120명 정도이며, 이들

은 역할에 따라 의상과 악기를 점검하였으며, 면사무소 안에서 몸을 녹

중 약 60여명이 모여 ‘속리산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을

만들기도 하였다. 따라서 농악대는 주로 속리산면 내 부녀자로

이며 긴장을 풀기도 하였다. 오전 9시 5분, 지신밟기가 시작되었다. 농악
대는 악기를 다루지 않는 양반(2명), 기생, 보부상의 역할을 맡은 이까지

포함하여 총 39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조사팀을 제외하고도 KBS 방송

리 조사를 하였다. 상판 주유소까지 들린 시간은 10시 20분이었으며,

사에서 촬영팀이 나왔으며, VJ도 나와서 촬영을 하였다. 그 밖에 속리산

대개 한곳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면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마을 소식을 올리고 있는 김헌수가 개인적으

이어서 정이품 소나무에 도착하였다. 간단한 제물을 소나무 앞에 차

로 촬영하였다. 곧이어 지신밟기와 함께 면사무소 정문 앞에서 고사가

린 후 지신을 밟고 나무 주변을 한 바퀴 돈 다음 소나무 앞에서 면장

시작되었다. 간단한 제물을 준비하고, 부면장을 시작으로 군의원, 예비

과 농악대가 어울려 놀았다. 이 모습은 KBS 촬영팀 요구로 이루어졌

군 면대장, 사내1리, 2리 이장 순으로 재배하였다. 고사가 끝난 후에는

다. 곧이어 사내리로 진입하였다. 속리산 유스타운, 속리산 터미널, 성

예비군 면대를 한 바퀴 돈 후, 음복으로 어묵국과 막걸리를 먹었다.

락원 댁을 거쳐 길손식당에 도착하였다. 오전 11시 47분, 이곳에서 점

면사무소를 나와 건너편에 있는 양조장 앞에서 지신밟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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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식사를 하였다.

이어서 상판리 지역은 송연식당, 기사님 식당, 보은농협 내속지소, 안춘

오후 12시 30분, 다시 오후 일정을 재개하였다. 천안 호도과자, 순양

석 댁, 화풍정, 상판 주유소 순으로 돌았다. 기본적으로 쌀과 막걸리 돈

식당, 충남상회, 통일식당, 한양식당, 딸부잣집 식당을 거쳐 딸부잣집 식

을 내놓았으며, 좀 더 정성을 차리는 경우는 사과, 배, 밤, 귤과 같은 과

당 앞 사거리에서 간단하게 제물(북어포와 막걸리)을 차리고 지신을 밟

일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날 일반 가정은 두 군데를 들렸는데,

아 주었다. 옛고을, 청강식당, 한성식당에 이어 농협 속리산지점에 들어

법주사 종무실장인 안춘석과 법주사에서 기념품점을 운영하는 성락원

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관공서 중 면사무소와 농협만이 쌀과 음식을

댁이었다. 성락원의 경우 부인인 나석순이 농악대 총무라 지신밟기 일

준비하였다. 이어서 농협 맞은 편 찬우물 식당으로 이어졌으며, 찬우물

정을 담당하였기에 가능하였고, 안춘석의 경우 개인적으로 나석순에게

지신을 밟는 도중, 중판리 이장이며 가스배달업을 하는 이태호가 개인

부탁을 하였다고 한다. 나석순은 지신밟기를 하기 전 희망하는 곳을 미

적으로 총무에게 돈을 내었다. 그러자 농악대 회원들이 매번 돈은 받고

03. 사내리의 현재

| 205

2월

사내리 주민은 “속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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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

그만큼 사내리의 여성들이

름 때 하는 지신밟기를 들 수 있다. 본래 속리산면에서는 정월

관광업 등 마을 생업에 큰 역

대보름 맞이 민속행사를 지신밟기와 함께 매년 개최하였지만 올

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해는 구제역의 여파로 지신밟기만 하기로 하였다. 속리산면에

한다. 또한, 사내리의 여성들

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는 올해는 특히 구제역 확산방지를 목적

은 기관 및 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사회활동에 능

으로 지신밟기를 실시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2011년 2월 14

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

일에 열린 이번 행사에 조사팀은 뒤풀이까지 동행하며 참여관찰

는 것이 바로 농악대이다. 농악대는 풍물회, 풍물패 등으로도 불

을 시도하였다.

리지만 여기에서는 그들이 소유한 농기에 적혀 있는 대로 농악
대라 칭하기로 한다.

오전 8시 30분, 면사무소에 농악대 회원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지

농악대는 농협 주부대학 출신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밟기는 면사무소를 시작으로 오전 9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각자 맡

농협 주부대학을 수료한 사내리 여성은 약120명 정도이며, 이들

은 역할에 따라 의상과 악기를 점검하였으며, 면사무소 안에서 몸을 녹

중 약 60여명이 모여 ‘속리산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을

만들기도 하였다. 따라서 농악대는 주로 속리산면 내 부녀자로

이며 긴장을 풀기도 하였다. 오전 9시 5분, 지신밟기가 시작되었다. 농악
대는 악기를 다루지 않는 양반(2명), 기생, 보부상의 역할을 맡은 이까지

포함하여 총 39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조사팀을 제외하고도 KBS 방송

리 조사를 하였다. 상판 주유소까지 들린 시간은 10시 20분이었으며,

사에서 촬영팀이 나왔으며, VJ도 나와서 촬영을 하였다. 그 밖에 속리산

대개 한곳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면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마을 소식을 올리고 있는 김헌수가 개인적으

이어서 정이품 소나무에 도착하였다. 간단한 제물을 소나무 앞에 차

로 촬영하였다. 곧이어 지신밟기와 함께 면사무소 정문 앞에서 고사가

린 후 지신을 밟고 나무 주변을 한 바퀴 돈 다음 소나무 앞에서 면장

시작되었다. 간단한 제물을 준비하고, 부면장을 시작으로 군의원, 예비

과 농악대가 어울려 놀았다. 이 모습은 KBS 촬영팀 요구로 이루어졌

군 면대장, 사내1리, 2리 이장 순으로 재배하였다. 고사가 끝난 후에는

다. 곧이어 사내리로 진입하였다. 속리산 유스타운, 속리산 터미널, 성

예비군 면대를 한 바퀴 돈 후, 음복으로 어묵국과 막걸리를 먹었다.

락원 댁을 거쳐 길손식당에 도착하였다. 오전 11시 47분, 이곳에서 점

면사무소를 나와 건너편에 있는 양조장 앞에서 지신밟기를 하였다.

204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심 식사를 하였다.

이어서 상판리 지역은 송연식당, 기사님 식당, 보은농협 내속지소, 안춘

오후 12시 30분, 다시 오후 일정을 재개하였다. 천안 호도과자, 순양

석 댁, 화풍정, 상판 주유소 순으로 돌았다. 기본적으로 쌀과 막걸리 돈

식당, 충남상회, 통일식당, 한양식당, 딸부잣집 식당을 거쳐 딸부잣집 식

을 내놓았으며, 좀 더 정성을 차리는 경우는 사과, 배, 밤, 귤과 같은 과

당 앞 사거리에서 간단하게 제물(북어포와 막걸리)을 차리고 지신을 밟

일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날 일반 가정은 두 군데를 들렸는데,

아 주었다. 옛고을, 청강식당, 한성식당에 이어 농협 속리산지점에 들어

법주사 종무실장인 안춘석과 법주사에서 기념품점을 운영하는 성락원

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관공서 중 면사무소와 농협만이 쌀과 음식을

댁이었다. 성락원의 경우 부인인 나석순이 농악대 총무라 지신밟기 일

준비하였다. 이어서 농협 맞은 편 찬우물 식당으로 이어졌으며, 찬우물

정을 담당하였기에 가능하였고, 안춘석의 경우 개인적으로 나석순에게

지신을 밟는 도중, 중판리 이장이며 가스배달업을 하는 이태호가 개인

부탁을 하였다고 한다. 나석순은 지신밟기를 하기 전 희망하는 곳을 미

적으로 총무에게 돈을 내었다. 그러자 농악대 회원들이 매번 돈은 받고

03. 사내리의 현재

| 205

206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03. 사내리의 현재

| 207

206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03. 사내리의 현재

| 207

면사무소부터 해주여관까지 농악대가 거쳐 간 곳은 총 50군데에 이

친목회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지신을 밟아 준 대부분의 곳도 농

르렀다. 평균 1곳에서 10분의 시간을 소요하였으니, 지신을 밟아 준 시

악대 회원이 본인의 집이나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다. 지신밟기

간만 8시간이 넘었다.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한 조사팀도 지켜보는

를 한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쌀, 막걸리, 돈을 내놓았다. 이번에 돈을 받

것만으로 지쳤다. 그러나 40~60대로 구성된 농악대 회원들은 지친 기

은 곳은 총 45군데였으며, 총 250만원을 걷었다. 걷은 돈은 지역 내 불

색도 없이 열과 성을 다한 모습이었다.

우이웃을 돕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

풍장을 치며 지신을 밟았는데 농악대의 선생이자 상쇠인 정환철(남,

사내리에서는 과거부터 정월 대보름(이하 대보름)과 관련된

1955년생)이 주도적으로 하였다. 농악대 회장인 김은숙(여, 1948년

다양한 민속문화가 전승되어 오고 있다. 지금도 농악대의 지신밟

생)이 옆에서 보조를 맞추었다. 지신은 대개 터주신을 밟아 주었으며,

기를 비롯하여 면에서 주관하는 민속놀이 행사 등이 대보름을 전

부엌의 경우, 조왕, 숙박업을 하는 경우는 성주신을 위하는 경우도 있

후하여 열리고 있다. 또한, 가정이나 자연마을 단위로도 부분적

었다.

으로 대보름 놀이나 속신이 전승되고 있다.

농악대는 식당을 비롯하여 대부분 장사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이들의

지신은 못 밟아주었다며, 이번에는 약식으로나마 해주자고 의견을 모

어왔다. 어래식당은 식당 주인과 딸의 것을 별도 준비하였다. 또한, 처

아 가스 배달 트럭 앞에서 지신을 밟아 주었다. 진미식당을 거쳐 다시

음 농악대를 맞이할 때 절을 하였다. 아람호텔을 거쳐 사내1리에 있는

농협 앞 사거리에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지신을 밟았다. 속리산 토속

항아리 민박으로 들어갔다. 항아리 민박집은 숙박업을 하다 보니 집 앞

음식점, 큰집, 서울약방, 보건소, 만금상회, 미락식당, 동림식당, 동신

에서는 성주신을 위했고, 별관에서는 장독대 앞에서 약식으로 지신을

상회를 거친 후, 다시 사거리에서 지신을 밟았다. 큰집에서는 시금치,

밟았다. 1리와 4리 경계에 있는 다리인 새다리에서 간단하게 풍장을 친

무수, 고사리 등 나물도 추가적으로 차렸으며 주인의 요구로 부엌 입구

후, 덕림산채식당에 들렸다. 이어 송림여관을 향하던 중 파출소 앞 노점

에서도 지신을 밟았다. 서울약방에서는 향을 피우고 별도로 북어를 제

상을 보자 농악대가 간단하게 지신을 밟아주었다. 예정에 없던 것임에

물로 차렸다.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준비한 건 없었지만 관공서라 농악

도 불구하고 노점상도 상당히 고마워하며 약간의 돈과 팔던 먹거리를

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신을 밟아주었다. 미락식당도 주방까지 두

내놓았다. 송림여관에 이어 다시 사내1리에 있는 누렁소와 꿀꿀이 식당

번 하였고, 동림식당에서는 지신을 밟은 후 주인의 머리에 쌀을 올리는

에 들렸다. 지신을 밟는다는 소식에 마지막에 신청을 하였다. 오후 6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동신상회의 경우는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행

오늘의 종착지인 해주여관에 도착하여 여관 내 산촌식당에서 지신을 밟

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연락이 와서 추가되었다.

고 저녁 식사를 한 후 해산하였다. 저녁식사는 해주여관에서 제공하였

우체국, 파출소, 소방서, 소방서 앞 삼거리에 이어 어래식당으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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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리에서 태어나 80년 넘게 사내리에서 사는 정순금이 기

으며, 만두전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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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민속문화가 전승되어 오고 있다. 지금도 농악대의 지신밟

생)이 옆에서 보조를 맞추었다. 지신은 대개 터주신을 밟아 주었으며,

기를 비롯하여 면에서 주관하는 민속놀이 행사 등이 대보름을 전

부엌의 경우, 조왕, 숙박업을 하는 경우는 성주신을 위하는 경우도 있

후하여 열리고 있다. 또한, 가정이나 자연마을 단위로도 부분적

었다.

으로 대보름 놀이나 속신이 전승되고 있다.

농악대는 식당을 비롯하여 대부분 장사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이들의

지신은 못 밟아주었다며, 이번에는 약식으로나마 해주자고 의견을 모

어왔다. 어래식당은 식당 주인과 딸의 것을 별도 준비하였다. 또한, 처

아 가스 배달 트럭 앞에서 지신을 밟아 주었다. 진미식당을 거쳐 다시

음 농악대를 맞이할 때 절을 하였다. 아람호텔을 거쳐 사내1리에 있는

농협 앞 사거리에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지신을 밟았다. 속리산 토속

항아리 민박으로 들어갔다. 항아리 민박집은 숙박업을 하다 보니 집 앞

음식점, 큰집, 서울약방, 보건소, 만금상회, 미락식당, 동림식당, 동신

에서는 성주신을 위했고, 별관에서는 장독대 앞에서 약식으로 지신을

상회를 거친 후, 다시 사거리에서 지신을 밟았다. 큰집에서는 시금치,

밟았다. 1리와 4리 경계에 있는 다리인 새다리에서 간단하게 풍장을 친

무수, 고사리 등 나물도 추가적으로 차렸으며 주인의 요구로 부엌 입구

후, 덕림산채식당에 들렸다. 이어 송림여관을 향하던 중 파출소 앞 노점

에서도 지신을 밟았다. 서울약방에서는 향을 피우고 별도로 북어를 제

상을 보자 농악대가 간단하게 지신을 밟아주었다. 예정에 없던 것임에

물로 차렸다.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준비한 건 없었지만 관공서라 농악

도 불구하고 노점상도 상당히 고마워하며 약간의 돈과 팔던 먹거리를

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신을 밟아주었다. 미락식당도 주방까지 두

내놓았다. 송림여관에 이어 다시 사내1리에 있는 누렁소와 꿀꿀이 식당

번 하였고, 동림식당에서는 지신을 밟은 후 주인의 머리에 쌀을 올리는

에 들렸다. 지신을 밟는다는 소식에 마지막에 신청을 하였다. 오후 6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동신상회의 경우는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행

오늘의 종착지인 해주여관에 도착하여 여관 내 산촌식당에서 지신을 밟

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연락이 와서 추가되었다.

고 저녁 식사를 한 후 해산하였다. 저녁식사는 해주여관에서 제공하였

우체국, 파출소, 소방서, 소방서 앞 삼거리에 이어 어래식당으로 들

208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사내리에서 태어나 80년 넘게 사내리에서 사는 정순금이 기

으며, 만두전골이 나왔다.

03. 사내리의 현재

| 209

억하고 있는 대보름 속신은

또한, 기풍의례적인 속신도 전승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다리

는 주민은 많지 않다고 한다. 절은 매월 3일, 7일 등 법회가 예정

대개 액막이나 금기가 많았

밟기로 정월 열 나흗날 저녁이 되면, 마을의 남녀노소가 마을에

된 날에 주로 간다. 또한, 주민의 말에 따르면 사내리 주민은 대

정월 대보름

다. 우선 발바닥 송사리(사마

있는 열 두 다리를 밟고 건너면 다리가 튼튼해진다고 생각하였

개 불교를 믿지만, 신앙심이 깊지는 않다고 한다.

2월 17일

귀)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름

다. 민판동 다리에서부터 마을 아래로 내려오면서 다리를 건넜

날에는 맨발로 다니면 안 된

고, 현재 사내3리에서 사내1리를 거쳐 사내5리까지의 다리가 12

여기는 신앙이, 신앙심이 아주 특출하지는 못핸가봐. 어쩐지. 나는

다고 한다.

개가 안 되어 지금의 레이크힐스 호텔과 소방서 앞에 있는 다리

불교를 그냥 믿고 산다 이런 정도로 살지 거기 가서 맨날 저기도 안

까지 건너서 열 두 다리를 채웠다고 한다. 당시 다리는 돌다리

해. | 김○○(여, 1934년생)

2월

옛날에는 또 보름날에 맨발로도 안 나갔어. 송사리 먹는다고. 왜 송

와 나무다리의 형태였다. 또한, 정월 열 나흗날에는 무명 아홉

사리도 그렇게 먹었는지 몰라 옛날에는. (조사자: 송사리가 모예

가락을 잡고, 나무 아홉 짐을 하고, 밥 아홉 그릇을 먹으면 부자

요?) 송사리 먹는다고 여기가(발바닥) 막 까막까막 해서 까맣게 백

가 된다고 믿었다.

내 마음만 믿고 살아요. | 임○○(여, 1931년생)

사월 초파이면 꼭 가서 등은 달아요. 근데 (평소에) 다니지는 않고,

혀. | 정순금(여, 1928년생)
옛날에는 옛날 노인들은, 여기 실 잡는 거 있어. 실 맨드는 거. 무명

또한, 속리산 아래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집에 뱀이나 지네가
자주 나타났었다고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정월 열 나흗날 저녁에

짜는 거. 그거 아홉가락 잡고, 나무 아홉짐 하고, 밥 9그릇 먹고, 그
러고 당겼다고. | 정순금(여, 1928년생)

작대기에 새끼를 감아 밖으로 버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 이
것은 닮은 것은 닮은 것을 낳는다든지, 결과는 그 원인을 닮는다
는 일종의 유감주술(類感呪術)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사내1리에서 이어지고 있는 대보름 풍속은 열 나흗
날 저녁밥 먹기이다. 예로부터 정월 열 나흗날에는 저녁밥을 일
찍 먹어야 좋다고 믿어왔다. 저녁밥을 일찍 먹어야 농사가 일찍

우리는 산 밑에 사니까 여름에 뱀도 잘나오고, 지네도 잘 나오고 이
랬어.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전부 방해를 하잖아. 작대기에다가 사내

잘된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2011년에도 마을 주민은 마을회관에 모여 저녁밥을 오후 3시

기(새끼) 감아가지고 “구렁이 끌어내라. 구렁이 끌어내라. 뱀 끌어

30분부터 먹었다. 음식준비는 김순월(여, 1943년생)이 담당하

내라.” 하고 히 하고 내 뻐리고 그랬어. | 정순금(여, 1928년생)

였다. 먼저 취나물과 개드릅나물을 삶아서 불린 뒤 볶았고, 이어
서 무수나물을 삶았다. 배추 겉절이와 된장국, 두부조림, 김을 반

같은 맥락에서 풀쇄기(누네기)의 침입을 막고자 솔잎을 집

찬으로 내놓았다. 마을에서는 대보름에는 두부와 김을 싸서 찰

주변에 뿌리는 행위도 정월 열 나흗날 저녁에 하였다. 또한, 얼

밥과 같이 먹으면 좋다고 하였다. 과거에는 꼭 찰밥을 해서 먹었

굴에 버짐 피는 것을 막기 위해 세 집의 찰밥을 얻어 방아다리에

지만 농사를 짓지 않은 이후부터는 굳이 찰밥을 해 먹지 않아도

놓고 먹으면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된다고 한다. 사내1리 대부분의 주민은 현재 텃밭을 일구는 정
도의 농사만 지을 뿐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

그리고 솔잎 따다가, 각시. 예전엔 각시가 많았어. 누에 각시가 많았

라서 올해에는 보리밥을 해먹었다. 이는 마을사람들이 기풍적인

어. 옛날에 초가지붕 할 때는 그것도 모르지? 누네기 냄새나는 거

의미를 찰밥에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노인회장인 정순

있어. 벌거지 누네기. “각시 바늘 주자~” 바늘 갖고 들어앉아 있으라

고 나오지 말라고. “각시 바늘 주자~” 솔잎이 가시 바늘 같잖아. 솔
잎을 사방에 뿌리는 거지

금이 엿과 땅콩을 부럼 하라고 마을 주민에게 나눠 주었다.
대보름날 점심때도 마을 주민이 모여 식사를 같이 하였다. 윤
중이, 정순금이 집에서 만든 오곡찰밥을 가져와서 귀밝이술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옛날에는 크림(화장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옛날에는 버즘(
버짐) 펴, 버즘이 많이 폈어. 저기 찰밥을 세 집을 얻어다가 방앗간

농사짓는 사람은 오곡밥 해먹는데 우린 안 그래. 올해는 보리밥 해

에 가 방아다리에 놓고 먹으면 버즘이 안 핀디아 여름에. | 정순금(

먹어. | 정순금(여, 1928년생)

여, 1928년생)

사내리가 절 아래 마을이라고 해서 대보름 때 특별히 절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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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하고 있는 대보름 속신은

또한, 기풍의례적인 속신도 전승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다리

는 주민은 많지 않다고 한다. 절은 매월 3일, 7일 등 법회가 예정

대개 액막이나 금기가 많았

밟기로 정월 열 나흗날 저녁이 되면, 마을의 남녀노소가 마을에

된 날에 주로 간다. 또한, 주민의 말에 따르면 사내리 주민은 대

정월 대보름

다. 우선 발바닥 송사리(사마

있는 열 두 다리를 밟고 건너면 다리가 튼튼해진다고 생각하였

개 불교를 믿지만, 신앙심이 깊지는 않다고 한다.

2월 17일

귀)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름

다. 민판동 다리에서부터 마을 아래로 내려오면서 다리를 건넜

날에는 맨발로 다니면 안 된

고, 현재 사내3리에서 사내1리를 거쳐 사내5리까지의 다리가 12

여기는 신앙이, 신앙심이 아주 특출하지는 못핸가봐. 어쩐지. 나는

다고 한다.

개가 안 되어 지금의 레이크힐스 호텔과 소방서 앞에 있는 다리

불교를 그냥 믿고 산다 이런 정도로 살지 거기 가서 맨날 저기도 안

까지 건너서 열 두 다리를 채웠다고 한다. 당시 다리는 돌다리

해. | 김○○(여, 1934년생)

2월

옛날에는 또 보름날에 맨발로도 안 나갔어. 송사리 먹는다고. 왜 송

와 나무다리의 형태였다. 또한, 정월 열 나흗날에는 무명 아홉

사리도 그렇게 먹었는지 몰라 옛날에는. (조사자: 송사리가 모예

가락을 잡고, 나무 아홉 짐을 하고, 밥 아홉 그릇을 먹으면 부자

요?) 송사리 먹는다고 여기가(발바닥) 막 까막까막 해서 까맣게 백

가 된다고 믿었다.

내 마음만 믿고 살아요. | 임○○(여, 1931년생)

사월 초파이면 꼭 가서 등은 달아요. 근데 (평소에) 다니지는 않고,

혀. | 정순금(여, 1928년생)
옛날에는 옛날 노인들은, 여기 실 잡는 거 있어. 실 맨드는 거. 무명

또한, 속리산 아래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집에 뱀이나 지네가
자주 나타났었다고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정월 열 나흗날 저녁에

짜는 거. 그거 아홉가락 잡고, 나무 아홉짐 하고, 밥 9그릇 먹고, 그
러고 당겼다고. | 정순금(여, 1928년생)

작대기에 새끼를 감아 밖으로 버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 이
것은 닮은 것은 닮은 것을 낳는다든지, 결과는 그 원인을 닮는다
는 일종의 유감주술(類感呪術)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사내1리에서 이어지고 있는 대보름 풍속은 열 나흗
날 저녁밥 먹기이다. 예로부터 정월 열 나흗날에는 저녁밥을 일
찍 먹어야 좋다고 믿어왔다. 저녁밥을 일찍 먹어야 농사가 일찍

우리는 산 밑에 사니까 여름에 뱀도 잘나오고, 지네도 잘 나오고 이
랬어.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전부 방해를 하잖아. 작대기에다가 사내

잘된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2011년에도 마을 주민은 마을회관에 모여 저녁밥을 오후 3시

기(새끼) 감아가지고 “구렁이 끌어내라. 구렁이 끌어내라. 뱀 끌어

30분부터 먹었다. 음식준비는 김순월(여, 1943년생)이 담당하

내라.” 하고 히 하고 내 뻐리고 그랬어. | 정순금(여, 1928년생)

였다. 먼저 취나물과 개드릅나물을 삶아서 불린 뒤 볶았고, 이어
서 무수나물을 삶았다. 배추 겉절이와 된장국, 두부조림, 김을 반

같은 맥락에서 풀쇄기(누네기)의 침입을 막고자 솔잎을 집

찬으로 내놓았다. 마을에서는 대보름에는 두부와 김을 싸서 찰

주변에 뿌리는 행위도 정월 열 나흗날 저녁에 하였다. 또한,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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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 | 정순금(여, 1928년생)

여, 1928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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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와 보은 사암연합회

3~50대의 남성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조직에서 역할을 분담하

가 주관을 맡은 유등문화축제

여 행사를 도왔다. 의용소방대는 4월 14일에 법주사 어르신 한마

유등문화축제

가 2011년 4월 16일에 열렸

당 행사 물품을 운반하고 달집태우기용 나무를 가져다 놓았으며,

4월 16일

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방범대는 15일에 텐트 설치 및 무대 설치를 담당하였다. 마지막

행사는 보은읍 보청천 보은문

으로 청맥회는 행사 당일인 16일에 제등행렬 준비를 맡았다.

4월

화원 쪽 동다리 하상에서 진

유등문화축제는 본래 법주사 어르신 한마당과 별개의 행사로

행되었으며, 보은군민의 안녕

다른 날 개최됐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보다 많은 사람의 참여

과 평화를 기원하는 취지에서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2011년 현

를 유도하기 위해 같은 날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재 법주사 주지인 노현스님 부임 이후 실시된 것으로 법주사가
사찰의 사회적 공헌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목표로 기획한 행

본 행사의 법요식은 오후 6시부터 시작하였다. 탈골암 신도들의 육

사이다. 현재 보은군 내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의 예비행사 격으

법공양으로 시작하였다. 육법공양은 처님께 향·등·꽃·과일·차·쌀

로 인정받고 있으며 많은 불자가 참여하고 있다.

등 여섯 가지 중요한 공양물을 바치는 의식이다. 이어서 삼귀의례가 진

유등문화제는 법주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이지만 사내리

행되었다. 탈골암 마야 합창단이 노래를 불렀으며, 객석에 있는 대부분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의용소방대, 방범대, 청맥회등 사내리의

의 관람객들이 노래를 따라 불렀다. 약 100~130여명 정도가 참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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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주사와 보은 사암연합회 소속 스님 30여명도 동참하였다.
이어서 반야심경, 찬불가, 내외빈 소개, 청법가, 법어(주지), 축사,
축가, 발원문, 사홍서원의 순서로 진행 되었다. 이어서 제등행렬이 시

214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한 사람들의 등은 미리 띄웠다. 조사팀이 등에 적힌 주소들을 살펴봤을
때, 사내리에 거주하는 신도들보다 보은읍을 비롯한 청주·대전 등 다
른 지역의 신도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다.

작되었다. 제등행렬의 순서는 경찰차 → 방송차(스님염불) → 불교기

마지막으로 소원성취 액막이 달집태우기가 이어졌다. 달집태우기는

→ 태극기 → 만자등 → 팔상전 → 풍물팀 → 코끼리상 → 용 → 법륜 →

올해 처음 신설된 행사로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말티고개 인근에서 구

스님염불 → 주지스님, 대중스님 → 초청인사 → 일반신도 → 경찰차

한 나무를 사용하였다. 달집에는 소지를 달아두었는데, 소지 한 장을 1

순이었다. 참석한 스님들과 초청인사, 일반신도는 모두 손에 등을 들고

천원에 판매하였다. 소지에는 다양한 소원에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달집

행렬하였다. 행렬은 행사장에서 동다리를 건너 보은읍내 시장을 관통

태우기에 이어 연화 쇼(불꽃놀이)가 이어지면서 오후 8시에 식이 마무

하여 보은로 삼거리에서 돌아 터미널을 거쳐 다시 행사장으로 돌아오

리되었다. 청맥회를 비롯한 사내리 주민은 끝까지 남아 행사장 뒷정리

는 코스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본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등 띄우기가 시

를 도왔다.

작되었다. 행사 전부터 판매한 등을 보청천에 띄우며 각 가정의 안녕과

법주사에서 주최한 법주사 어르신 한마당이 유등문화축제와

소원을 비는 행사였다. 등은 일반 신도들에게 1만원에 판매되었으며,

같은 날 보은군 뱃들공원에서 열렸다. 보은군 노인 약 5,000여

등에는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썼다.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등만을 보시

명을 초청하여 각종 공연과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이 행사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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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주사 어르신 한마당
4월 16일

등문화축제처럼 법주사의 사

를 신청하여 사내4리 노인회와 부녀회를 중심으로 음식을 준비

보은읍에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법주사에서는 보은군내

무소 직원인 임창숙이 받았다. 안산의 보문선원에서 보시한 돋

회적 공헌의 일환으로 실시되

하게 되었다. 3개의 가마에 소머리 12개를 삶아야 하고 하나의

각 지역으로 버스를 보내기도 했다. 노인들이 일찍부터 정거장

보기 3,500개가 무상으로 참석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등, 모처

었다.

머리를 3번 이상 고아야 하는 힘든 일이었지만 마을 주민은 봉

으로 나오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사내리에

럼 보은군내 노인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였다.

서는 사내1리와 사내4리 노인들이 주로 참석하였다.

법주사 어르신 한마당에는
소머리국밥, 과일, 떡, 두부,

본 행사 날 음식 준비 및 운반은 법주사 및 속리산 내 암자 신

본 행사에서는 속리산 신정애 무용단, 수정초등학교 합창단,

수육 등의 식사와 막걸리 등

도회에서 담당하였다. 법주사 보현회·청맥회, 탈골암, 수정암,

무지개 밴드, 각설이 초청 공연 등이 진행되었다. 속리산 신정애

이 제공되었는데 이 중 소머

조계종 봉사단, 안동 연미사, 불교대학 1·2·3기, BCY 학생 등

리국밥은 사내4리에서 준비하였다. 이전까지는 사내리의 몇몇

총 300여명의 봉사단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행사를 보조하

성이 유사하였다. 한삼무, 사랑무, 장고춤을 시연하였다. 그밖에

식당에서 도맡아 진행해왔는데, 이번에는 사내4리 이장이 준비

였다. 이 행사의 총괄은 법주사 재무스님이 담당하였다.

보은군 각 읍·면 단위 효행상을 시상하였으며 속리산면은 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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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주사 어르신 한마당
4월 16일

등문화축제처럼 법주사의 사

를 신청하여 사내4리 노인회와 부녀회를 중심으로 음식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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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 직원인 임창숙이 받았다. 안산의 보문선원에서 보시한 돋

회적 공헌의 일환으로 실시되

하게 되었다. 3개의 가마에 소머리 12개를 삶아야 하고 하나의

각 지역으로 버스를 보내기도 했다. 노인들이 일찍부터 정거장

보기 3,500개가 무상으로 참석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등, 모처

었다.

머리를 3번 이상 고아야 하는 힘든 일이었지만 마을 주민은 봉

으로 나오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사내리에

럼 보은군내 노인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였다.

서는 사내1리와 사내4리 노인들이 주로 참석하였다.

법주사 어르신 한마당에는
소머리국밥, 과일, 떡, 두부,

본 행사 날 음식 준비 및 운반은 법주사 및 속리산 내 암자 신

본 행사에서는 속리산 신정애 무용단, 수정초등학교 합창단,

수육 등의 식사와 막걸리 등

도회에서 담당하였다. 법주사 보현회·청맥회, 탈골암, 수정암,

무지개 밴드, 각설이 초청 공연 등이 진행되었다. 속리산 신정애

이 제공되었는데 이 중 소머

조계종 봉사단, 안동 연미사, 불교대학 1·2·3기, BCY 학생 등

리국밥은 사내4리에서 준비하였다. 이전까지는 사내리의 몇몇

총 300여명의 봉사단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행사를 보조하

성이 유사하였다. 한삼무, 사랑무, 장고춤을 시연하였다. 그밖에

식당에서 도맡아 진행해왔는데, 이번에는 사내4리 이장이 준비

였다. 이 행사의 총괄은 법주사 재무스님이 담당하였다.

보은군 각 읍·면 단위 효행상을 시상하였으며 속리산면은 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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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 날을 맞이하여

5월

법주사는 매년 다양한 사업

대화를 나누었다. 경찰청 입구에는 연등을 달아두었으며, “발원교통무
사고”, “발원안전치안”이라는 문구를 달아두었다.

부처님오신 날

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서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20분에 보은경찰서에 도착하여 백설기3말, 음

5월 10일

한 유등문화축제나 법주사 어

료 5박스, 참외 3박스를 전달하였다. 이때는 법주사 직원과 스님들만 방

르신 한마당 역시 부처님오신

문하였다. 청주 신도들은 식사 후 해산하였고, 보은 쪽 신도들은 늦게라도

날 행사의 일환이다.

도착할 듯 했으나 기다리지 않고 바로 행사를 진행하고 마무리 하였다. 보
은경찰서를 끝으로 본 행사는 종료되었다.

법주사 부처님오신 날 기념 위문
5월 4일

품 전달 행사

장안부대와 속리산면대, 속리산 노인정에는 직접 들리지 않고 따
로 물품을 전달하였다. 속리산 노인정에는 백설기1말, 음료1박스, 참

5월 4일에는 부처님오신 날을 맞이하

외1박스, 속리산면대에는 백설기 1말, 음료 1박스, 장안3대대에는

여 청주 및 보은 일대의 관공서에 위문품

1,5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추후에 주기로 하였다. 장안대대의 경우,

을 전달하는 행사를 하였다. 참여자는 스

대대에서 원하는 물품을 사도록 현금을 준다고 한다.

님 3명(무상(관장스님), 현성(재무스님),
홍제(포교스님))과 신도회 임원 8명, 그리고 법주사 직원 2명으로 총 13명

법주사 부처님오신 날

부처님오신 날은 법주사의 1년 행

이었다. 아침 7시 30분부터 이종섭 과장 등 법주사 직원이 종무소에 나와
나눠 줄 위문품을 차에 실었다. 7시 40분쯤 스님들이 종무소에 도착하였고,

5월 10일

사 중 가장 큰 행사이다. 비단 법주

7시 45분쯤 법주사를 출발하였다. 가는 도중 신도회 총무인 속리산노래방

(음력 4월 8일)

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찰에

의 윤영애를 차에 태웠다.

서 가장 공들여 준비하고 많은 신도

차로 약 1시간쯤 달린 끝에 8시 50분, 청주남자교도소에 도착하였

가 방문한다. 속된 말로 작은 사찰에

다. 백설기 20말을 위문품으로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어서 청

서는 부처님오신 날 행사로 1년을 먹

주여자교도소를 들려 백설기 13말을 주었으며, 교도소장과 스님 및 신

고 살 수 있을 정도라 하니 행사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법주사

도회원들이 차를 대접받고 대화를 나누다가 기념사진을 찍고 돌아갔

의 경우, 당일 시주 금액으로 그날 행사 비용 정도만을 충당할 수

다.

있다고 하나 수천 명의 신도가 법주사 미륵도량을 찾아와 불덕을

10시에는 충북지방경찰청을 방문하였다. 빵 470봉지와 음료수 16
박스를 전달하였고, 5층 청장실에서 김용판 충북지방경찰청장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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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하고 부처님께 구제를 받고자한다.
법주사에서는 부처님오신 날 행사 준비를 약 3개월 전부터 시

03. 사내리의 현재

| 221

부처님오신 날을 맞이하여

5월

법주사는 매년 다양한 사업

대화를 나누었다. 경찰청 입구에는 연등을 달아두었으며, “발원교통무
사고”, “발원안전치안”이라는 문구를 달아두었다.

부처님오신 날

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서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20분에 보은경찰서에 도착하여 백설기3말, 음

5월 10일

한 유등문화축제나 법주사 어

료 5박스, 참외 3박스를 전달하였다. 이때는 법주사 직원과 스님들만 방

르신 한마당 역시 부처님오신

문하였다. 청주 신도들은 식사 후 해산하였고, 보은 쪽 신도들은 늦게라도

날 행사의 일환이다.

도착할 듯 했으나 기다리지 않고 바로 행사를 진행하고 마무리 하였다. 보
은경찰서를 끝으로 본 행사는 종료되었다.

법주사 부처님오신 날 기념 위문
5월 4일

품 전달 행사

장안부대와 속리산면대, 속리산 노인정에는 직접 들리지 않고 따
로 물품을 전달하였다. 속리산 노인정에는 백설기1말, 음료1박스, 참

5월 4일에는 부처님오신 날을 맞이하

외1박스, 속리산면대에는 백설기 1말, 음료 1박스, 장안3대대에는

여 청주 및 보은 일대의 관공서에 위문품

1,5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추후에 주기로 하였다. 장안대대의 경우,

을 전달하는 행사를 하였다. 참여자는 스

대대에서 원하는 물품을 사도록 현금을 준다고 한다.

님 3명(무상(관장스님), 현성(재무스님),
홍제(포교스님))과 신도회 임원 8명, 그리고 법주사 직원 2명으로 총 13명

법주사 부처님오신 날

부처님오신 날은 법주사의 1년 행

이었다. 아침 7시 30분부터 이종섭 과장 등 법주사 직원이 종무소에 나와
나눠 줄 위문품을 차에 실었다. 7시 40분쯤 스님들이 종무소에 도착하였고,

5월 10일

사 중 가장 큰 행사이다. 비단 법주

7시 45분쯤 법주사를 출발하였다. 가는 도중 신도회 총무인 속리산노래방

(음력 4월 8일)

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찰에

의 윤영애를 차에 태웠다.

서 가장 공들여 준비하고 많은 신도

차로 약 1시간쯤 달린 끝에 8시 50분, 청주남자교도소에 도착하였

가 방문한다. 속된 말로 작은 사찰에

다. 백설기 20말을 위문품으로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어서 청

서는 부처님오신 날 행사로 1년을 먹

주여자교도소를 들려 백설기 13말을 주었으며, 교도소장과 스님 및 신

고 살 수 있을 정도라 하니 행사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법주사

도회원들이 차를 대접받고 대화를 나누다가 기념사진을 찍고 돌아갔

의 경우, 당일 시주 금액으로 그날 행사 비용 정도만을 충당할 수

다.

있다고 하나 수천 명의 신도가 법주사 미륵도량을 찾아와 불덕을

10시에는 충북지방경찰청을 방문하였다. 빵 470봉지와 음료수 16
박스를 전달하였고, 5층 청장실에서 김용판 충북지방경찰청장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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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다. 부처님오신 날의 가장 중요한 행사라 할 수 있는 연등 제

원들이 직접 나와 일을 도왔다. 연등의 가격은 3만·5만·10만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분주하게 준비를 하는 모습에서 법요식은 예정

등 신도회가 중심이 되어 준비하였다. 공양장 담당은 재무스님이 담당하

작이 그 시작이다. 연잎 접기 및 제등 행렬, 장엄불 등을 준비한

원이 있으며, 10만원의 연등은 대웅보전 내부에 달고 크기도 더

대로 진행될 듯 보였다. 봉사활동에 나온 학생들이 비에 젖은 좌석을 일

였으며, 신도회 총무들이 각 파트별 담당을 맡았다.

다. 본 행사 일주일 전부터는 도량 내 줄을 메고 등을 다는 작업

크다고 한다. 사내1리 노인회에서는 5만원 연등을 도량 한편에

일이 걸레로 닦아내고 있었다.

을 시작한다. 이때는 법주사 내 근무자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하

달았다.

여 마을 내 청맥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에서 나와 도와준다.
부처님오신 날 당일에는 본 행사 준비와 함께 연등과 각종 공

조사팀은 법주사 부처님오신 날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법요
식부터 연화쇼까지 행사를 동행하며 참여관찰을 시도하였다.

양물을 판매한다. 사내4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법주사 직원으로
근무 중인 임용운이 공양미와 공양초를 판매 하고 있었다. 공양

부처님오신 날 참관기

미는 5,000원, 초는 4,000원, 장초는 1만원에 판매하였고 향은

아침부터 비가 계속 와서 법요식을 할지 말지 불확실해 보였다. 그러

2,000원이었다. 한편에서는 연등 접수를 받고 있었는데 농협 직

나 불교TV, KBS를 비롯해 많은 취재진이 보였고, 종무소 직원과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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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많은 사람이 대웅보전 앞으로 모였다. 조사팀은 사내리 주민 중 박

속리산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윤영애(여, 1953년생)도 신도회 총
무로써 공양 준비를 하는데 참여하였다. 보덕중학교 학생 15명은 설거
지를 도왔다. 장안부대 군인 10여명은 큰 짐을 나르는 것을 도왔다.

홍식, 오용선, 권영우를 만나 인사를 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법주사에서

10시 50분에 명종 28타를 시작으로 법요식이 시작되었다. 삼귀의례

근무 하였거나 마을의 원로로 마을 대소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와 반야심경, 찬불가가 이어졌다. 이어서 각종 시상식이 행해졌다. 유등

인물이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하고 신도로서 법요식에 참여한 주민은 찾

문화축제 당시 실시한 백일장을 비롯하여 각종 감사패, 봉사상, 공로상,

아 볼 수 없었다.

체육장학금 전달 등이 전달되었다.

공양장에는 아침부터 공양 준비로 분주하였다. 공양은 보현회, 지장회

주지스님의 봉축사에 이어 축사가 이어졌다. 도지사, 도교육감, 국회

03. 사내리의 현재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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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보은군수, 군의회의장 등 참석한 많은 내빈이 축사를 하였다. 청

다. 탑돌이는 본래 초파일이나 큰 재가 있을 때 사찰에서는 하는 불교

법가, 입정, 법어, 발원문 봉독, 봉축가, 전통무용이 모두 끝난 후 법요

의식으로 불교가 대중화되면서 민속놀이로 변천되었다. 탑돌이는 승려

식이 마무리되었다.

와 함께 탑을 돌며, 개인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한다. 법주사 탑돌이는

법요식이 끝나고 공양이 시작되었다. 공양을 하기 위해 늘어선 줄은

학계에 가장 먼저 소개된 탑돌이로 1970년대 복원되어 속리축전과 초

이미 법요식이 한창 진행 중이던 11시 30분부터 늘어서기 시작하였다.

파일 때마다 공연되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탑돌이 진행을 담당하고

축사가 길어지자 금세 수백여 명 이상이 줄을 섰다. 결국, 법요식이 끝

있는 보은문화원이 예산문제로 할 수 없다고 통보해오는 바람에 일정

나기 전인 11시 40분경 배급을 시작하였다. 12시 16분, 관불을 하는 모

이 취소되었다. 현재 탑돌이는 서원대학교 무용과에서 15년째 공연을

습을 촬영하고 조사팀이 공양을 하러 갔을 때는 이미 상당수의 신도들이

맡고 있다고 한다.

공양을 하여 줄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다. 공양장이 비좁아 염화실 등 스
님들의 거처 주변에까지 신도들이 자리를 잡고 공양을 하였다.

오후 2시 30분부터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여 오후 일정이 취소되
었다. 속리산 농악대는 저녁에 있을 제등행렬은 대비하여 법주사에 남

공양 후 2부 순서로 속리산 법주사 탑돌이84공연이 예정되어 있었

아 탑돌이의 원형을 복원하고 그 연행 양상을 체계화하여 지역문화재로 자리 잡게 하는
84 속리산 법주사 탑돌이는 홍윤식이 1972년 발표한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 103호 『

목적으로 탑돌이를 재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이렇듯 탑돌이의 연행방식과 학술적 의미는

법주사탑돌놀이』에 의해 학계에 소개되었다. 또한, 이창식은 1998년 보은군의 지원을 받

이미 학계에 보고되었기 때문에 본서에서는 그 내용을 다루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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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계속 대기하였고 나머지 행사 팀들은 모두 철수하였다. 조사팀도 사

가 보이지 않아 결국, 종무소 측에서 제등행렬을 취소하기로 하였다. 취

찰 내에서 대기하였지만 별다른 움직임을 발견하지 못했다.

소하기 전까지 청맥회 회원과 의용소방대 회원들이 제등행렬 준비를 위

오후 5시 30분에 조사팀을 포함한 참여자들이 석공을 하고, 예불 및

해 법주사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민과 어울렸다.
법주사를 향해서 스님과 농악대 회원이 합장을 한 채 반야심경을 외

도 아직 해가 떨어지지 않아 연화쇼가 장관을 연출하지는 못하였다. 7
시 30분 모든 행사가 끝났다.

웠다.

오후 6시 50분부터 덕림식당 앞에서 농악대의 공연과 난장이 이어

반야심경 이후 주지스님이 농악대 회원들에게 덕담을 해주었고, 이

2011년 6월 6일(음력 5월 5일)에 법주사 내 운동장에서 단오

제등행렬은 앞서 유등문화축제 때 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

졌다. 막걸리와 어묵, 도토리묵무침 등을 차려놓고 마을 주민과 신도가

어서 풍물을 한 번 쳤다. 풍물이 끝나자 주지스님이 직접 모든 사람에게

절 체육대회가 열렸다. 단오절 체육대회는 4대 명절 중 하나인

되며, 법주사에서 대형주차장까지 갔다가 덕원식당 앞까지 돌아오는 경

한바탕 어울려 노는 자리를 마련했다. 본래 이 행사는 제등행렬을 마치

막걸리를 손수 따라 주었다. 주민 중에는 법주사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

단오절을 기념하고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화합의 차원에서

로로 기획되었다. 처음에는 제등행렬을 비가와도 강행하려고 하였으나

고 할 계획이었으니 비 때문에 일정이 앞당겨졌다. 법주사에서는 주지

한 것이 마을 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려는 움직임으로 여기는 이들이

법주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이다. 올해로 41회째를 맞이할 정도로

신도 대부분 돌아간 상태라 관등할 사람도 거의 없었고, 비가 그칠 기세

스님, 관장스님, 총무스님, 포교스님 등 6명의 스님이 마을로 내려와 주

많았다. 막걸리를 모두 나눠 준 후에는 연화쇼가 이어졌다. 저녁 7시에

마을에서는 연례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사실 1980년대 중후반

점등식이 진행되었다. 점등식 이후에는 제등행렬이 계획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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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참가팀이 20개가 될 정

과 스님, 법주사 종무소에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군수와 법주사 승가대

도로 많은 주민이 행사에 참

학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서 총무스님이 이번 행사에 협찬한 내용

단오절 체육대회

여했다고 한다. 당시 체육대

을 공지하였다. 대추작목반과 군수가 음료수, 군의원이 음료수, 청맥회

6월 6일

회의 하이라이트는 축구 결

가 수박,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금일봉, 이장협의회 생수 500개, 한가

승으로 마을 청년회 또는 방

대 식당에서 금일봉, 불교대학 1·2·3기에서 떡 4말, 농악대에서 금

범대와 스님들의 대결이 많

일봉을 전달하였다. 협찬내용이 공지되자 그때 급히 금일봉을 준비하

았는데, 경기를 하다보면 격

는 팀들도 있었다.

6월

해져서 부상자가 속출하는 일이 생겨 결국, 1990년대 중반부터

개회식에 이어 본 경기가 진행되었다.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반인의 참가를 없애고 스님들끼리만 대회를 진행해오다가 올

모든 참가자가 즐기는 분위기였으며, 제공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친목

해부터 다시 주민들에게까지 참가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을 다졌다. 점심식사로는 잔치국수가 나왔으며, 떡, 수박 등이 부식으로

청맥회, 자율방범대, 사중, 선원, 강원,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제공되었다. 오후 12시 50분에 시작된 축구시합 때는 마을 부녀자들로

이장협의회, 농악대, 보은중학교 등이 참가하였고, 총 100여명이

구성된 농악대와 몇몇 스님들이 같이 응원전을 벌이는 이채로운 모습도

모였다. 당초 예상한 200명보다는 적은 숫자였다. 종목으로는

볼 수 있었다. 오후 1시 50분에 시상 및 폐회식을 하였다. 폐회식의 마

족구, 배구, 탁구, 윷놀이가 있으며 토너먼트로 진행되었다. 축구

지막은 회향으로 부처님을 향해 인사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는 마지막 순서로 신도대표와 스님대표의 친선경기로 진행되었
다. 팀 경기인 족구와 배구, 윷놀이는 1등 상금이 30만원이었으
며, 개인이 참가하는 탁구는 상품 단위 세트를 준비하였다.

2011년 6월 6일에는 현충일 추념식 행사가 아우너미 반공충
훈비에서 거행되었다. 해방 이후부터 6·25전쟁이 끝난 이후

오전 8시 30분에 개회식이 시작되었다. 먼저 모든 참석자가 대웅

까지 마을에 자주 나타나 주민에게 피해를 주던 무장공비로부

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 부처님께 반야심경을 외웠다. 이어서 주지스님

터 마을과 법주사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유격대를 기리기 위해

의 말씀이 이어졌다. 그는 행사에 참석한 보은군수에게 내년에는 속리

매년 추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충훈탑은 1951년 충청일보사와

산 단오축제를 개최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이번 대회에 협조를 해준 사

보은농업고등학교, 보은중학교에서 주관하여 “반공충혼비”를 현

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곧이어 이장단

법주사 일주문 근처 부도 위치에 세워 박홍식의 주도로 추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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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

사가 유지되어 오다가 법주사

구 그래서 법주사에서 법주사 지켜줘서 고맙다고 제사를 지내온건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85 공비들이 당시 지서(현 상판리

의 요구로 1996년에 현 위치

데 [……] | 백영한(남, 1957년생)

농협에 위치 함)를 습격했을 때도 대한청년단원들의 활약으로

공비토벌경찰 후원회를 조직

현충일 추념식

로 옮겼다. 당시 충훈비를 세

6월 6일

우는데 국가적인 지원금을 확

속리산 일대는 정감록의 십승지로 널리 알려져 해방을 전후

보할 수 없어 난항을 겪었는

하여 6·25 때 많은 피난민이 정착한 곳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6·25가 50년도에 났지? 48년도 가 상판에 지서 있을 때 공비가 토

고 또 간혹 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쓴 삐라를 산포하고 양인

데 상우회에서 3,600만원을

반대로 속리산에 터를 잡고 살았던 이들은 오히려 공비들에게

벌 났어. 지서를. 습격을 했다고. 두 놈 잡았어. 공비가. 그때는 어땠

을 위협하며 금품을 강요하는 등 악질반동분자가 출몰하는

지원하고 법주사에서 토지사

큰 피해를 받았다.

는가 했냐면 참 애매하게 촌놈들이라 할 수 없어서. 청년들이 한청

일이 있어 경찰서에서는 불철주야 엄중한 경계를 계속 중인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
[보은] 보은속리산을 중심으로 폭도가 집결한다는 풍설이 돌

용을 승낙받아 해결할 수 있었다. 상우회는 소주와 맥주를 특정

당시 속리산에 공비가 자주 출몰했던 이유는 남진하여 내려오

이라 해서 중간 중간에 거리마다 서서 보초를 섰어. 근데 여 북암에

바 이에 감격한 일반은 이번에 경찰후원회를 조직하여 앞으

회사 제품을 팔아주는 조건으로 주류회사로부터 일정금액을 지

던 북한군이 다시 북으로 철수하게 되면서 본대에 합류하지 못

북암 부시골에 공비가 밥을 해달라고 밥을 해줬는데 외딴집인데 사

로 경민일체로 비상사태에 대비하기로 되었다고 한다. 경찰

원받아 충훈비 이전기금으로 기부하게 되었다.

한 이들이 산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이 인근 마을로 생필품

람들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야. 여자는 밥을 하고, 남자는 마침 변소

후원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과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리

에 갔었대. 보니까 공비들이여. 여자는 밥을 해서 그 사람들 멕이고

회장 이석래 부회장 황노관 동 김중배

법주사 일주문 오른쪽에 있었잖아. 그게 법주사에서 6월 6일 제를

산을 비롯한 소백산맥 줄기는 공비들이 움직이는 주요 경로였고

이 사람은 여기 지서로 연락을 온겨. 안 그랬으면 지서 습격당했어.

지내던 거예요. 그 왜 지내느냐? 법주사 아무 관계없이. 그거는 군

속리산도 예외가 아니었다.

연락을 와서 초소마다 다 하고, 순경들은 의경들을 지서에 모집을

번 없는 군인들, 의용군들, 민가에서 공비토벌 할 때 밥 지어주다 죽

해방 이후부터 6·25전쟁까지 사내리는 대한청년단(‘한청’이

한겨. 한청들이 군데군데 섰으니까 냇가에서 부스럭 부스럭 소리가

은 사람, 문장대에서 얼어 죽은 사람, 총 맞은 사람, 군인이 아닌 사

라고 부름)원에 속한 마을 청년들이 민판동, 오리숲, 사내골 등

나니까 한청들이 소리를 지른겨. 누구냐고. 벌떡 일어나서 총을 딱

람이 죽은 거야. 근데 그걸 뜯어 내린다고 할 때 그 당시 일 보던 사

마을 곳곳에 초소를 만들어놓고 경계 근무를 설정도로 전쟁의

갈긴겨. 전투가 벌어졌어. 거기서 공비 두 명을 잡았어. (조사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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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에 찬가

람이 지금 그 자리에 앉힌 거야. [……] 원래 그 뜻은 그 삼십 몇 명

투 벌어진 공간이 상판 거긴가요?) 응 상판 지서. 지금 농협 자리 있

[보은지국] 역사 깊은 속리산 법주사에 울리는 아름다운 윤

의용군으로 공비토벌 하다가 군번 없이 죽인 사람들, 그 탑이었다

지. 거기서 그랬는데. 그때는 지서도 담장을 전부 쌌어. 돌 로다 전부

리에의 찬가 즉 한때 6·25 전란으로 말미암아 공비의 소굴

싸고, 나무로 울타리로 쌌었다고. | 권인석(남, 1932년생)

이 되었던 속리산 법주사는 보은지구 경비 사령관 전철규씨
의 용맹한 소탕작전의 주효로 다시 평화한 절경 속에 신라 진

사내리 주민은 전쟁이 끝나고도 북으로 돌아가지 못한 북한

흥왕 때의 오랜 역사와 함께 그때 그움자를 장엄히 빛내고 있

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민판동에서는 공비가 나타난 사실을

는 대운진 앞뜰에서 지난 삼월 이십일 김군수와 김서장의 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주민 한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

름으로 군내 효자효부를 칭송하는 표창식이 서행되었다.

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어 주민은 사내골(현 사내1리 중앙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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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편)로 잠시 피난을 오기도 하였다. 또한, 충북도청을 습격하고
속리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가려던 270여명의 공비는 새텃말 지
역의 소와 식량을 약탈하여 천왕봉에서 소를 잡아먹었을 정도로

공비완전소탕

횡포가 심각하였다. 당시 공비가 보은과 속리산 일대에 자주 출
몰했다는 것은 다음의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보은] 보은군 관내는 한때 공비의 출몰이 자심하여 그 피해

이러한 기사들의 주요내용은 보은경찰서가 공비소탕에 앞장

가 다대하였으며 일반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바 현 보은경

을 서고 있다는 것이었지만 기사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마을 사람

찰서 김긍수 시장은 부임 이래 공비토벌에 전력한 결과 그동

이 자신들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법주사를 지켜냈다. 대한청년단

안 공비생포사살 등 다대한 전과를 올리었을 뿐 아니라 지

훈련부원이었던 마을의 청년들은 자체적으로 ‘유격대’를 조직하여

공비소탕에 앞장섰다. 물론 경찰이 실전에 배치되었지만 워낙 인

난 이월 십구일에는 형사대를 진천군내에 파견하여 교전 끝
에 삼명을 생포하여 경찰국으로 취조 인계하는 등 관내 공
비는 대부분 타진하게 되어 금춘에는 명승지인 속리산도 안
심하고 탐승하게 되리라하며 일반은 김서장의 공적에 감사

85 대한청년단은 1948년에 결성되었던 우익 청년운동단체로 6·25전쟁 중인 1950년 12

하고 있다한다

월 <국민방위군설치법>이 공포되어 제2국민병에 해당하는 만 17세에서 40세까지의 장정
법주사 일주문 근처에 있던 충혼비(박홍식 제공)

1988년 현충일 충혼식(박홍식 제공)

들이 편입되었고 대한청년단은 방위군으로 개편되어 단원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제2국민

동아일보 1954년 3월 10일

병 해당자들은 방위군으로 소집도어 군사훈련을 받았다.

230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03. 사내리의 현재

| 231

6

월

사가 유지되어 오다가 법주사

구 그래서 법주사에서 법주사 지켜줘서 고맙다고 제사를 지내온건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85 공비들이 당시 지서(현 상판리

의 요구로 1996년에 현 위치

데 [……] | 백영한(남, 1957년생)

농협에 위치 함)를 습격했을 때도 대한청년단원들의 활약으로

공비토벌경찰 후원회를 조직

현충일 추념식

로 옮겼다. 당시 충훈비를 세

6월 6일

우는데 국가적인 지원금을 확

속리산 일대는 정감록의 십승지로 널리 알려져 해방을 전후

보할 수 없어 난항을 겪었는

하여 6·25 때 많은 피난민이 정착한 곳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6·25가 50년도에 났지? 48년도 가 상판에 지서 있을 때 공비가 토

고 또 간혹 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쓴 삐라를 산포하고 양인

데 상우회에서 3,600만원을

반대로 속리산에 터를 잡고 살았던 이들은 오히려 공비들에게

벌 났어. 지서를. 습격을 했다고. 두 놈 잡았어. 공비가. 그때는 어땠

을 위협하며 금품을 강요하는 등 악질반동분자가 출몰하는

지원하고 법주사에서 토지사

큰 피해를 받았다.

는가 했냐면 참 애매하게 촌놈들이라 할 수 없어서. 청년들이 한청

일이 있어 경찰서에서는 불철주야 엄중한 경계를 계속 중인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
[보은] 보은속리산을 중심으로 폭도가 집결한다는 풍설이 돌

용을 승낙받아 해결할 수 있었다. 상우회는 소주와 맥주를 특정

당시 속리산에 공비가 자주 출몰했던 이유는 남진하여 내려오

이라 해서 중간 중간에 거리마다 서서 보초를 섰어. 근데 여 북암에

바 이에 감격한 일반은 이번에 경찰후원회를 조직하여 앞으

회사 제품을 팔아주는 조건으로 주류회사로부터 일정금액을 지

던 북한군이 다시 북으로 철수하게 되면서 본대에 합류하지 못

북암 부시골에 공비가 밥을 해달라고 밥을 해줬는데 외딴집인데 사

로 경민일체로 비상사태에 대비하기로 되었다고 한다. 경찰

원받아 충훈비 이전기금으로 기부하게 되었다.

한 이들이 산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이 인근 마을로 생필품

람들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야. 여자는 밥을 하고, 남자는 마침 변소

후원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과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리

에 갔었대. 보니까 공비들이여. 여자는 밥을 해서 그 사람들 멕이고

회장 이석래 부회장 황노관 동 김중배

법주사 일주문 오른쪽에 있었잖아. 그게 법주사에서 6월 6일 제를

산을 비롯한 소백산맥 줄기는 공비들이 움직이는 주요 경로였고

이 사람은 여기 지서로 연락을 온겨. 안 그랬으면 지서 습격당했어.

지내던 거예요. 그 왜 지내느냐? 법주사 아무 관계없이. 그거는 군

속리산도 예외가 아니었다.

연락을 와서 초소마다 다 하고, 순경들은 의경들을 지서에 모집을

번 없는 군인들, 의용군들, 민가에서 공비토벌 할 때 밥 지어주다 죽

해방 이후부터 6·25전쟁까지 사내리는 대한청년단(‘한청’이

한겨. 한청들이 군데군데 섰으니까 냇가에서 부스럭 부스럭 소리가

은 사람, 문장대에서 얼어 죽은 사람, 총 맞은 사람, 군인이 아닌 사

라고 부름)원에 속한 마을 청년들이 민판동, 오리숲, 사내골 등

나니까 한청들이 소리를 지른겨. 누구냐고. 벌떡 일어나서 총을 딱

람이 죽은 거야. 근데 그걸 뜯어 내린다고 할 때 그 당시 일 보던 사

마을 곳곳에 초소를 만들어놓고 경계 근무를 설정도로 전쟁의

갈긴겨. 전투가 벌어졌어. 거기서 공비 두 명을 잡았어. (조사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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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에 찬가

람이 지금 그 자리에 앉힌 거야. [……] 원래 그 뜻은 그 삼십 몇 명

투 벌어진 공간이 상판 거긴가요?) 응 상판 지서. 지금 농협 자리 있

[보은지국] 역사 깊은 속리산 법주사에 울리는 아름다운 윤

의용군으로 공비토벌 하다가 군번 없이 죽인 사람들, 그 탑이었다

지. 거기서 그랬는데. 그때는 지서도 담장을 전부 쌌어. 돌 로다 전부

리에의 찬가 즉 한때 6·25 전란으로 말미암아 공비의 소굴

싸고, 나무로 울타리로 쌌었다고. | 권인석(남, 1932년생)

이 되었던 속리산 법주사는 보은지구 경비 사령관 전철규씨
의 용맹한 소탕작전의 주효로 다시 평화한 절경 속에 신라 진

사내리 주민은 전쟁이 끝나고도 북으로 돌아가지 못한 북한

흥왕 때의 오랜 역사와 함께 그때 그움자를 장엄히 빛내고 있

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민판동에서는 공비가 나타난 사실을

는 대운진 앞뜰에서 지난 삼월 이십일 김군수와 김서장의 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주민 한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

름으로 군내 효자효부를 칭송하는 표창식이 서행되었다.

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어 주민은 사내골(현 사내1리 중앙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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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편)로 잠시 피난을 오기도 하였다. 또한, 충북도청을 습격하고
속리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가려던 270여명의 공비는 새텃말 지
역의 소와 식량을 약탈하여 천왕봉에서 소를 잡아먹었을 정도로

공비완전소탕

횡포가 심각하였다. 당시 공비가 보은과 속리산 일대에 자주 출
몰했다는 것은 다음의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보은] 보은군 관내는 한때 공비의 출몰이 자심하여 그 피해

이러한 기사들의 주요내용은 보은경찰서가 공비소탕에 앞장

가 다대하였으며 일반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바 현 보은경

을 서고 있다는 것이었지만 기사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마을 사람

찰서 김긍수 시장은 부임 이래 공비토벌에 전력한 결과 그동

이 자신들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법주사를 지켜냈다. 대한청년단

안 공비생포사살 등 다대한 전과를 올리었을 뿐 아니라 지

훈련부원이었던 마을의 청년들은 자체적으로 ‘유격대’를 조직하여

공비소탕에 앞장섰다. 물론 경찰이 실전에 배치되었지만 워낙 인

난 이월 십구일에는 형사대를 진천군내에 파견하여 교전 끝
에 삼명을 생포하여 경찰국으로 취조 인계하는 등 관내 공
비는 대부분 타진하게 되어 금춘에는 명승지인 속리산도 안
심하고 탐승하게 되리라하며 일반은 김서장의 공적에 감사

85 대한청년단은 1948년에 결성되었던 우익 청년운동단체로 6·25전쟁 중인 1950년 12

하고 있다한다

월 <국민방위군설치법>이 공포되어 제2국민병에 해당하는 만 17세에서 40세까지의 장정
법주사 일주문 근처에 있던 충혼비(박홍식 제공)

1988년 현충일 충혼식(박홍식 제공)

들이 편입되었고 대한청년단은 방위군으로 개편되어 단원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제2국민

동아일보 1954년 3월 10일

병 해당자들은 방위군으로 소집도어 군사훈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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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적었고, 군대도 투입되었지만 유격대만큼의 활약은 없었다.

유격대 생활 할 적에 법주사를 불 지르러 온 사람을 내가 죽였어.
[……] 우리 유격대가 공비가 온다 해가지고 법주사로 지키러 올라

6·25 나가지고 경찰이 들어오지도 못했어. 왜냐? 죽을까봐. 그 자

갔지. 보초를 서는데 대웅전 뒤에 가서 총간에 총을 걸어놓고 (있는

체에서 다 한겨. [……] 경찰이 있어봐야 그때는 지서가 여기에 안

데) 오더라구. 법주사 불태우러. 들어온 놈을 앞에 첫 구경을 죽였어

있고 상판에 있었거든. 경찰들이 미칠 수가 없지. 몇 사람 되지 않으

우리가. 죽이니께 와르르 하고 몰려서 올라가는데 1개소대야 소대

니까 지금도 여기 네 사람인가 되는데 그 사람 가지고 속리산 전체

쯤 될겨. 쫓겨 올라가서 그 다음에 보은 경찰대가 뒤따라 가지고 저

를 어떻게 감당을 해. | 권인석(남, 1932년생)

도명산에 가서 다 잡았지. | 박용주(남, 1927년생)

그리고 그때는 위험해가지고 경찰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질 않았
어. 완전 전투 시절이니까. | 문찬조(남, 1938년생)

박용주처럼 정식대원은 아니었지만 유격대장의 조수로 공비
소탕에 참여했던 문찬조는 초소에서 보초를 서다가 공비를 마주
쳤던 경험을 지금껏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마을

307부대가 있었는데 새로 생긴 부대야. 근데 우리만도 못했어. | 박

을 지키기 위해 밤새 보초를 서다가 공비들의 소리만을 듣고 그

용주(남, 1927년생)

들과 맞서야 할지 유격대나 경찰서에 알려야할 지 고민하던 순
간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유격대는 15명 안팎의 적은 인원으로 활동하였지만 많은 전과
를 올렸다. 이전까지 전투 경험조차 없었던 이들이 경찰이나 군

그때 이제 이 형님(권인석)은 군에 가 있었고, 나는 이제 그 속리중학

인들보다도 뛰어난 전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 속리산

교가 6·25바람에 폐지되고 이래 가지고 중학교 없어졌는데 중학교

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내리 주민은 예전부터 속

나오니까 대번 유격대 한청 근무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유격

리산을 생업의 기반으로 살아왔다. 그들도 어렸을 때부터 송이버

대장 꼬봉으로 따라 다녔는데 배낭을 거꾸로 딱 메고 요 조 동가추리

섯채취 등 각종 버섯이나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속리산에 다녔

라 하는데를 들어서는데 뭐가 부시럭 부시럭 하더라구. 그래서 탁 앉

고, 195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산돼지 등 사냥을 하기도 하였다.

았지. 대번. 앉았는데 이놈들은 산짐승인줄 알고 동가추리로 들어가

또한, 복조리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찾기 위해 속리산 여기저기

고, 나는 인제 앉았다가 인민군이 간 뒤에 그 명령을 받긴 저녁을 일

를 다녔기 때문에 누구보다 속리산을 잘 알고 있었다.

찍 먹고 그 동가추리 복천대치기 꺼진 가서 근무를 서라는 명령을 받

그들은 정식 군인이 아니다보니 복장이나 장비조차 제대로 갖

았으니 올라가야지. 올라갔는데 나도 눈으론 보지 못하고 부스럭 부

출 수가 없었다. 그들이 갖춘 장비도 공비들이 후퇴하며 버리고

스럭 하는 소리만 들었는지, 신고를 하면 내속리면 전체가 비상이 걸

간 총을 주워 무장한 것이나 전투 후 빼앗는 경우가 대부분이었

린다고. 그래서 나는 더군다나 유격대지. 그래서 밤새도록 잠이 안오

다. 복장도 군복이나 군화 하나 없이 짚신 하나로 속리산 여기

더라고. 그래서 초번을 서고도 내가 2번 3번까지 슬테니께 그런 줄

저기를 뛰어다녔다.

알라고, 밤중까지 섰지. 그러니께 아무 기척이 없어. 근데 새벽녘에
총소리가 막 나는데, 이놈들이 일루해서 동가추리로 들어 가지구 그

그때는 지금 예비군 마냥 빈총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실탄을 180

저 비재에 가서 걸린겨. 그래서 거기서 한놈 사살하고 한놈은 생포했

발, 200발씩 어깨에 메고 탄띠를 실탄을 가지고 다녔어. 완전무장

잖아. 그래도 공개할 수 없잖아. 그거 공개하면 골치 아프다고. 내 눈

이지 뭐. 근데 군복도 하나 못하고 군화도 못 얻어 신고 자기가 농사

으로 본건 아니구 부시럭 부시럭 하는 소리만 들었으니께. 그래가지

짓던 신 신고 농사짓던 복장 입고, 실탄은 100발 200발씩 가지고 다

고 낸중에 몇 십 년 뒤에 공개를 했지만 그때 나는 죽을 걸 살았거든.

녔어. | 문찬조(남, 1938년생)

누구냐고 했으면 죽은겨 그건. | 문찬조(남, 1938년생)

대한청년단과 유격대원으로서 10여년간 활동하였으며, 현재

2011년 현충일 추념식 행사과정

생존하고 있는 사람 중 한명인 박용주는 자신이 법주사 대웅전에

현충일 추념식은 2011년 6월 6일 오전 9시 55분에 시작되었다. 오

서 공비를 소탕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유격대가 아니었다면 지

전 9시부터 면사무소 직원과 마을 주민이 나와 제물을 차리고 행사를

금쯤 법주사의 많은 문화재는 불타 없어져 버렸을지도 모른다.

준비하였다. 면사무소에서는 주민복지계가 준비를 담당하였다. 9시 33
분에 법주사 일진스님이 위령 염불을 시작하였다. 염불은 15분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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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적었고, 군대도 투입되었지만 유격대만큼의 활약은 없었다.

유격대 생활 할 적에 법주사를 불 지르러 온 사람을 내가 죽였어.
[……] 우리 유격대가 공비가 온다 해가지고 법주사로 지키러 올라

6·25 나가지고 경찰이 들어오지도 못했어. 왜냐? 죽을까봐. 그 자

갔지. 보초를 서는데 대웅전 뒤에 가서 총간에 총을 걸어놓고 (있는

체에서 다 한겨. [……] 경찰이 있어봐야 그때는 지서가 여기에 안

데) 오더라구. 법주사 불태우러. 들어온 놈을 앞에 첫 구경을 죽였어

있고 상판에 있었거든. 경찰들이 미칠 수가 없지. 몇 사람 되지 않으

우리가. 죽이니께 와르르 하고 몰려서 올라가는데 1개소대야 소대

니까 지금도 여기 네 사람인가 되는데 그 사람 가지고 속리산 전체

쯤 될겨. 쫓겨 올라가서 그 다음에 보은 경찰대가 뒤따라 가지고 저

를 어떻게 감당을 해. | 권인석(남, 1932년생)

도명산에 가서 다 잡았지. | 박용주(남, 1927년생)

그리고 그때는 위험해가지고 경찰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질 않았
어. 완전 전투 시절이니까. | 문찬조(남, 1938년생)

박용주처럼 정식대원은 아니었지만 유격대장의 조수로 공비
소탕에 참여했던 문찬조는 초소에서 보초를 서다가 공비를 마주
쳤던 경험을 지금껏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마을

307부대가 있었는데 새로 생긴 부대야. 근데 우리만도 못했어. | 박

을 지키기 위해 밤새 보초를 서다가 공비들의 소리만을 듣고 그

용주(남, 1927년생)

들과 맞서야 할지 유격대나 경찰서에 알려야할 지 고민하던 순
간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유격대는 15명 안팎의 적은 인원으로 활동하였지만 많은 전과
를 올렸다. 이전까지 전투 경험조차 없었던 이들이 경찰이나 군

그때 이제 이 형님(권인석)은 군에 가 있었고, 나는 이제 그 속리중학

인들보다도 뛰어난 전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 속리산

교가 6·25바람에 폐지되고 이래 가지고 중학교 없어졌는데 중학교

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내리 주민은 예전부터 속

나오니까 대번 유격대 한청 근무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유격

리산을 생업의 기반으로 살아왔다. 그들도 어렸을 때부터 송이버

대장 꼬봉으로 따라 다녔는데 배낭을 거꾸로 딱 메고 요 조 동가추리

섯채취 등 각종 버섯이나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속리산에 다녔

라 하는데를 들어서는데 뭐가 부시럭 부시럭 하더라구. 그래서 탁 앉

고, 195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산돼지 등 사냥을 하기도 하였다.

았지. 대번. 앉았는데 이놈들은 산짐승인줄 알고 동가추리로 들어가

또한, 복조리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찾기 위해 속리산 여기저기

고, 나는 인제 앉았다가 인민군이 간 뒤에 그 명령을 받긴 저녁을 일

를 다녔기 때문에 누구보다 속리산을 잘 알고 있었다.

찍 먹고 그 동가추리 복천대치기 꺼진 가서 근무를 서라는 명령을 받

그들은 정식 군인이 아니다보니 복장이나 장비조차 제대로 갖

았으니 올라가야지. 올라갔는데 나도 눈으론 보지 못하고 부스럭 부

출 수가 없었다. 그들이 갖춘 장비도 공비들이 후퇴하며 버리고

스럭 하는 소리만 들었는지, 신고를 하면 내속리면 전체가 비상이 걸

간 총을 주워 무장한 것이나 전투 후 빼앗는 경우가 대부분이었

린다고. 그래서 나는 더군다나 유격대지. 그래서 밤새도록 잠이 안오

다. 복장도 군복이나 군화 하나 없이 짚신 하나로 속리산 여기

더라고. 그래서 초번을 서고도 내가 2번 3번까지 슬테니께 그런 줄

저기를 뛰어다녔다.

알라고, 밤중까지 섰지. 그러니께 아무 기척이 없어. 근데 새벽녘에
총소리가 막 나는데, 이놈들이 일루해서 동가추리로 들어 가지구 그

그때는 지금 예비군 마냥 빈총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실탄을 180

저 비재에 가서 걸린겨. 그래서 거기서 한놈 사살하고 한놈은 생포했

발, 200발씩 어깨에 메고 탄띠를 실탄을 가지고 다녔어. 완전무장

잖아. 그래도 공개할 수 없잖아. 그거 공개하면 골치 아프다고. 내 눈

이지 뭐. 근데 군복도 하나 못하고 군화도 못 얻어 신고 자기가 농사

으로 본건 아니구 부시럭 부시럭 하는 소리만 들었으니께. 그래가지

짓던 신 신고 농사짓던 복장 입고, 실탄은 100발 200발씩 가지고 다

고 낸중에 몇 십 년 뒤에 공개를 했지만 그때 나는 죽을 걸 살았거든.

녔어. | 문찬조(남, 1938년생)

누구냐고 했으면 죽은겨 그건. | 문찬조(남, 1938년생)

대한청년단과 유격대원으로서 10여년간 활동하였으며, 현재

2011년 현충일 추념식 행사과정

생존하고 있는 사람 중 한명인 박용주는 자신이 법주사 대웅전에

현충일 추념식은 2011년 6월 6일 오전 9시 55분에 시작되었다. 오

서 공비를 소탕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유격대가 아니었다면 지

전 9시부터 면사무소 직원과 마을 주민이 나와 제물을 차리고 행사를

금쯤 법주사의 많은 문화재는 불타 없어져 버렸을지도 모른다.

준비하였다. 면사무소에서는 주민복지계가 준비를 담당하였다. 9시 33
분에 법주사 일진스님이 위령 염불을 시작하였다. 염불은 15분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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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염불이 끝나자 유격대원 생존자 중 한 명인 박용주가 제물을 정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추념식 때 쓰이는 과일 등 기본적인 제물은 면사

비하는 틈에 혼자 제단에 올라가서 잔을 올렸다. 충훈탑 주변은 6월 3일

무소에서 준비하였으며, 국과 전 등의 제물은 김용태가 준비하였다. 김

청년회에서 벌초를 하여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다.

용태는 유격대 대장인 김종섭의 아들로 현 위치로 충훈비를 이전한 이

총 30여명이 참석한 본 행사는 개회를 시작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

후부터 계속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있다. 본래 추념식 제물은 법주사에

애국가 제창이 이어졌고 오전 10시 정각에 사이렌과 함께 묵념이 시작

서 준비했지만 현재는 마을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다. 이를 두고 마을

되었다. 장안부대에서 지원을 나와 묵념에 이어 조총발사를 하였다. 이

내에서는 마을 주민의 희생으로 공비들로부터 법주사를 지켜냈음에도

어서 헌화 및 분양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이상길 속리산면장이 시작

불구하고 49재 등 각종 제사 때문에 제물이 항시 준비된 법주사가 제물

하였고, 미망인 대표와 박용주, 오용선이 뒤를 이었다. 김용태와 박주

을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영이 집사를 맡았다. 이어서 면대장 김용태,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 안
시영, 박남식, 백영한, 정덕근, 김응철, 파출소장 서광석, 박경수가 헌화
및 분양을 하였다. 면장의 추념사와 수정초등학교 6학년인 김시진 어

간을 가졌다.

복날에 보양음식을 먹으며 더위를 이겨내는 것을 일컬어 사내

린이의 헌시낭송, 현충일 노래제창이 이어졌다. 10시 30분에 모든 행

이번 추념식 행사는 자유총연맹과 면사무소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현

리에서는 ‘복달음’ 한다고 한다. 조사팀은 삼복 모두 사내리 주민

사가 마무리되었다. 마무리 후 뒷정리는 면사무소 직원이 담당하였으

재 자유총연맹보은군지부 속리산면지도위원장인 권영우가 전반적인 진

이 복달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초복과 말복 때

며, 김용태가 운영하는 속리토속음식점에서 점심식사 겸 뒤풀이의 시

행을 담당하고 있다. 권영우는 행사 진행과 관련된 각종 섭외 일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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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염불이 끝나자 유격대원 생존자 중 한 명인 박용주가 제물을 정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추념식 때 쓰이는 과일 등 기본적인 제물은 면사

비하는 틈에 혼자 제단에 올라가서 잔을 올렸다. 충훈탑 주변은 6월 3일

무소에서 준비하였으며, 국과 전 등의 제물은 김용태가 준비하였다. 김

청년회에서 벌초를 하여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다.

용태는 유격대 대장인 김종섭의 아들로 현 위치로 충훈비를 이전한 이

총 30여명이 참석한 본 행사는 개회를 시작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

후부터 계속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있다. 본래 추념식 제물은 법주사에

애국가 제창이 이어졌고 오전 10시 정각에 사이렌과 함께 묵념이 시작

서 준비했지만 현재는 마을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다. 이를 두고 마을

되었다. 장안부대에서 지원을 나와 묵념에 이어 조총발사를 하였다. 이

내에서는 마을 주민의 희생으로 공비들로부터 법주사를 지켜냈음에도

어서 헌화 및 분양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이상길 속리산면장이 시작

불구하고 49재 등 각종 제사 때문에 제물이 항시 준비된 법주사가 제물

하였고, 미망인 대표와 박용주, 오용선이 뒤를 이었다. 김용태와 박주

을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영이 집사를 맡았다. 이어서 면대장 김용태,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 안
시영, 박남식, 백영한, 정덕근, 김응철, 파출소장 서광석, 박경수가 헌화
및 분양을 하였다. 면장의 추념사와 수정초등학교 6학년인 김시진 어

간을 가졌다.

복날에 보양음식을 먹으며 더위를 이겨내는 것을 일컬어 사내

린이의 헌시낭송, 현충일 노래제창이 이어졌다. 10시 30분에 모든 행

이번 추념식 행사는 자유총연맹과 면사무소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현

리에서는 ‘복달음’ 한다고 한다. 조사팀은 삼복 모두 사내리 주민

사가 마무리되었다. 마무리 후 뒷정리는 면사무소 직원이 담당하였으

재 자유총연맹보은군지부 속리산면지도위원장인 권영우가 전반적인 진

이 복달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초복과 말복 때

며, 김용태가 운영하는 속리토속음식점에서 점심식사 겸 뒤풀이의 시

행을 담당하고 있다. 권영우는 행사 진행과 관련된 각종 섭외 일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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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복달음

사내1리 노인회의 복달음 모
습을 소개하고자 한다. 86

사람들도 회관으로 모였다.
8월 13일 말복 때는 사내1리 노인들이 산외면 백석리에 위

7월 14일 초복을 맞이하

치한 오리요리 집 푸른산 가든에서 복달음을 하였다. 이날은 1인

여 사내1리 마을회관에서 마

당 1만원씩 회비를 걷어 경비를 충당하였으며, 동행한 조사팀 5

을의 노인 20여명이 모여 삼

명도 회비를 냈다. 사내1리 노인회에서 조사팀의 동행을 먼저 제

계탕을 먹었다. 이날 삼계탕

안했다. 남자는 3명이 참석하였는데 별도로 상을 마련하였고 여

은 노인회장인 정순금이 마

자11명과 조사자 5명이 같이 먹었다. 비교적 젊은 회원들이 80

을 노인들을 비롯하여 마을 주민에게 복달음을 맞이해 대접한

세 이상의 연로한 회원들의 음식을 챙겼으며, 식당에서 인근 마

것으로 마을 내에 위치한 우정닭집에서 주문하였다. 우정닭집에

을 지인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하였다.

7월 14일, 8월 13일

서는 삼계탕뿐만 아니라 반찬까지 마을회관으로 배달하였다. 총
4마리를 그릇에 나눠 먹었고, 평소에 마을회관에 잘 오지 않던

86 중복의 경우, 이옥선이 국민포장을 받은 것을 기념하여 사내4리 마을 잔치의 일환으로
열린 행사를 참여관찰한 관계로 이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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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복달음

사내1리 노인회의 복달음 모
습을 소개하고자 한다. 86

사람들도 회관으로 모였다.
8월 13일 말복 때는 사내1리 노인들이 산외면 백석리에 위

7월 14일 초복을 맞이하

치한 오리요리 집 푸른산 가든에서 복달음을 하였다. 이날은 1인

여 사내1리 마을회관에서 마

당 1만원씩 회비를 걷어 경비를 충당하였으며, 동행한 조사팀 5

을의 노인 20여명이 모여 삼

명도 회비를 냈다. 사내1리 노인회에서 조사팀의 동행을 먼저 제

계탕을 먹었다. 이날 삼계탕

안했다. 남자는 3명이 참석하였는데 별도로 상을 마련하였고 여

은 노인회장인 정순금이 마

자11명과 조사자 5명이 같이 먹었다. 비교적 젊은 회원들이 80

을 노인들을 비롯하여 마을 주민에게 복달음을 맞이해 대접한

세 이상의 연로한 회원들의 음식을 챙겼으며, 식당에서 인근 마

것으로 마을 내에 위치한 우정닭집에서 주문하였다. 우정닭집에

을 지인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하였다.

7월 14일, 8월 13일

서는 삼계탕뿐만 아니라 반찬까지 마을회관으로 배달하였다. 총
4마리를 그릇에 나눠 먹었고, 평소에 마을회관에 잘 오지 않던

86 중복의 경우, 이옥선이 국민포장을 받은 것을 기념하여 사내4리 마을 잔치의 일환으로
열린 행사를 참여관찰한 관계로 이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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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11년 7월 29일부터 31

법주사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

일까지 2박 3일간 법주사 능

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반 편성을 문수반(1,2,5학년), 보리반(3,4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

인수련원에서는 법주사 어린

학년), 별반(6학년, 중학생)으로 나누었으며, 약 70~80여명의 학생들

7월 29일

이 여름 불교학교가 개최되

이 참석하였다. 학교장은 각성스님이 맡았으며, 선생님 역할로 비구니

었다. 법주사는 템플스테이

스님 2명이 동참하였다. 또한, 보조 선생님은 동국대학교 불교아동학과

(temple-stay)를 활성화시키

재학생과 보은군내 중·고등학생들로 이루어졌다.

고자 약 300명 이상을 수용

프로그램은 29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입재식을 시작으로 자기소개

할 수 있는 수련원을 2011년 4월에 개원하였다. 법주사는 현

시간, 공양습의와 사찰예절 교육시간, 저녁 예불, 찬불동요 배우기, 사찰

대인들의 정서함양과 마음수련을 템플스테이를 통해 돕고 재

탐방, 야외활동, 불교퀴즈, 미술놀이, 명상시간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

충전의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사업을 추

으며, 수계식 및 회향식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입재식은 개회사 – 삼

진하고 있다.

귀의 – 보현행원 – 반야심경 – 어린이 발원문 – 축사 – 선생님 소

템플스테이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일반부, 가족부 등을 위한

개 – 사흥사원 순서로 진행로 진행되었으며, 한 번의 리허설이 있었지

프로그램도 기획되었으며, 일반부 1차는 7월 22일~24일, 어린

만 비교적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모습이었다. 이날은 박남식의

이 여름 불교학교는 7월 29일~31일, 가족부는 8월 5일~7일, 일

손자인 박상제군을 비롯하여 사내리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학생들

반부 2차는 8월 19일~21일에 개최되었다. 회비는 일반부 8만

도 많이 참여하는 모습이었다. 부모들은 대개 불법을 공부하고 신앙심

원, 어린이 5만원, 가족부는 1인 6만원, 3인 15만원, 4인 18만원

을 키우기를 바라기보다 주의가 산만하거나 자립심이 없는 아이들이 이

을 납부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중 조사팀은 어린이

번 기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길 바라고 있었다.

여름 불교학교 입재식을 참여관찰 할 기회가 생겨 템플스테이
에 대해 조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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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11년 7월 29일부터 31

법주사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

일까지 2박 3일간 법주사 능

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반 편성을 문수반(1,2,5학년), 보리반(3,4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

인수련원에서는 법주사 어린

학년), 별반(6학년, 중학생)으로 나누었으며, 약 70~80여명의 학생들

7월 29일

이 여름 불교학교가 개최되

이 참석하였다. 학교장은 각성스님이 맡았으며, 선생님 역할로 비구니

었다. 법주사는 템플스테이

스님 2명이 동참하였다. 또한, 보조 선생님은 동국대학교 불교아동학과

(temple-stay)를 활성화시키

재학생과 보은군내 중·고등학생들로 이루어졌다.

고자 약 300명 이상을 수용

프로그램은 29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입재식을 시작으로 자기소개

할 수 있는 수련원을 2011년 4월에 개원하였다. 법주사는 현

시간, 공양습의와 사찰예절 교육시간, 저녁 예불, 찬불동요 배우기, 사찰

대인들의 정서함양과 마음수련을 템플스테이를 통해 돕고 재

탐방, 야외활동, 불교퀴즈, 미술놀이, 명상시간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

충전의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사업을 추

으며, 수계식 및 회향식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입재식은 개회사 – 삼

진하고 있다.

귀의 – 보현행원 – 반야심경 – 어린이 발원문 – 축사 – 선생님 소

템플스테이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일반부, 가족부 등을 위한

개 – 사흥사원 순서로 진행로 진행되었으며, 한 번의 리허설이 있었지

프로그램도 기획되었으며, 일반부 1차는 7월 22일~24일, 어린

만 비교적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모습이었다. 이날은 박남식의

이 여름 불교학교는 7월 29일~31일, 가족부는 8월 5일~7일, 일

손자인 박상제군을 비롯하여 사내리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학생들

반부 2차는 8월 19일~21일에 개최되었다. 회비는 일반부 8만

도 많이 참여하는 모습이었다. 부모들은 대개 불법을 공부하고 신앙심

원, 어린이 5만원, 가족부는 1인 6만원, 3인 15만원, 4인 18만원

을 키우기를 바라기보다 주의가 산만하거나 자립심이 없는 아이들이 이

을 납부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중 조사팀은 어린이

번 기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길 바라고 있었다.

여름 불교학교 입재식을 참여관찰 할 기회가 생겨 템플스테이
에 대해 조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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亡魂日), 우란분재(盂蘭盆齋)

을 일부 제재하여 조사하지 못하였다. 대신, 사내4리에 사는 이

라고 하며, 불탄절, 출가절, 성

옥선이 백중 천도재에 참여한다는 소식 듣고 그녀가 어떻게 천

백중

도절, 열반절과 함께 불교계의

도재 참여하는지 참여관찰을 시도하였다.

8월 14일

주요 명절로 꼽히고 있다. 우

8월

란분재는 대개 조상 등 자신과

이옥선은 돌아가신 친정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및 키워

인연이 있는 죽은 사람을 위해

준 어머니를 위해 이번 천도재에 참여하였다. 19세 이후 한 번도 뵙지

천도하는 재를 말한다.

못한 친정 식구들과 사내리에 아는 지인 한 명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거

2011년 법주사 백중 천도재의 회향을 8월 14일에 진행하였

둬 준 양아버지를 위한 것이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법회에 참가하고 있

다. 6월 27일(음 5월 26일) 입재를 시작으로 초재(7월 3일), 2

던 이옥선은 집에서 발원문을 가져오는 것을 깜빡하고 조사팀과 다시

재(7월 10일), 3재(7월 17일), 4재(7월 24일), 5재(7월 31일), 6

집에 들러 발원문을 가져왔다. 재가 진행되는 동안 영단 방향을 향해 계

재(8월 7일)를 하였고 백중날 회향을 거행하였다. 대웅보전에서

속해서 기도를 올렸으며, 이후 별도의 제상을 차린 곳에 3명씩 같이 삼

거행하였으며, 신도 300여명 이상이 대웅보전 안을 가득 메웠

배하였다. 모든 의식이 끝난 이후에는 발원문과 종이 위패, 종이로 만든

다. 미처 들어가지 못한 신도들은 대웅보전 밖에 돗자리를 펴고

망인의 옷 등을 태웠다.

앉아 천도재에 참석하였다. 이번 천도재에는 주지, 총무, 재무,
관장 스님 등 법주사 주요 스님이 모두 참여하였다. 오전 10시부
터 시작하였으며, 주지 스님의 회향 법문이 이어졌다. 이후 천도
재의 구체적인 제의 과정은 많은 인파와 법주사에서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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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며, 불탄절, 출가절, 성

옥선이 백중 천도재에 참여한다는 소식 듣고 그녀가 어떻게 천

백중

도절, 열반절과 함께 불교계의

도재 참여하는지 참여관찰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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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명절로 꼽히고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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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이 있는 죽은 사람을 위해

준 어머니를 위해 이번 천도재에 참여하였다. 19세 이후 한 번도 뵙지

천도하는 재를 말한다.

못한 친정 식구들과 사내리에 아는 지인 한 명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거

2011년 법주사 백중 천도재의 회향을 8월 14일에 진행하였

둬 준 양아버지를 위한 것이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법회에 참가하고 있

다. 6월 27일(음 5월 26일) 입재를 시작으로 초재(7월 3일), 2

던 이옥선은 집에서 발원문을 가져오는 것을 깜빡하고 조사팀과 다시

재(7월 10일), 3재(7월 17일), 4재(7월 24일), 5재(7월 31일), 6

집에 들러 발원문을 가져왔다. 재가 진행되는 동안 영단 방향을 향해 계

재(8월 7일)를 하였고 백중날 회향을 거행하였다. 대웅보전에서

속해서 기도를 올렸으며, 이후 별도의 제상을 차린 곳에 3명씩 같이 삼

거행하였으며, 신도 300여명 이상이 대웅보전 안을 가득 메웠

배하였다. 모든 의식이 끝난 이후에는 발원문과 종이 위패, 종이로 만든

다. 미처 들어가지 못한 신도들은 대웅보전 밖에 돗자리를 펴고

망인의 옷 등을 태웠다.

앉아 천도재에 참석하였다. 이번 천도재에는 주지, 총무, 재무,
관장 스님 등 법주사 주요 스님이 모두 참여하였다. 오전 10시부
터 시작하였으며, 주지 스님의 회향 법문이 이어졌다. 이후 천도
재의 구체적인 제의 과정은 많은 인파와 법주사에서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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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리의 추석 풍경은 설

가정은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성묘를 하였다. 정순금 가정은 7년

과 비슷하나 산신제로 인해

전인 2004년까지 사내리 정순금 집에서 차례를 지냈으나 모든

추석

행동의 제약이 있던 설에 비

가족이 모이기 어렵고 음식 준비 등이 여의치 않아 정순금만 추

9월 12일

해 좀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

석 전날 장남 집으로 오는 방법으로 바꾸었다. 따라서 본래 사내

였다. 그러나올해 추석이 사

리에 지내던 차례가 장소를 옮기면서 지내는 방식이나 제물 등

내리 관광업에서 비수기인 9

이 유지 또는 변화되는지에 대해 조사하기로 하였다.

9월

월 초·중순이라 그런지 상가
정순금 가정 추석 차례

지역은 한산하였고, 마을을 떠나 추석을 보낸 사람도 상당수 있
었다.

2011년, 9월 12일

오전 8시 10분, 조사팀이 제보자 집

조사팀은 추석 관련 조사로 사내1리에 사는 정순금 가정의 차

에 도착하였다. 정순금을 비롯하여 친지

례와 백영한 가정의 성묘를 조사하였다. 설 날 조사를 한 백영

들이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정순금과 장

한 가정은 당시 성묘를 조사하지 못해 추석 때 이를 대체하기로

남, 차남, 사남, 큰 며느리, 셋째 며느리,

하였다. 또한, 백영한 가정의 추석 차례는 설 때와 대동소이하다

넷째 며느리, 손자 2명, 손녀 2명이 추석 차례를 위해 모였다. 조사팀이

고 하여 이번 차례 조사는 사내리 토박이인 정순금 가정을 하기

도착했을 때 이미 제사상이 거의 다 차려진 상태였다. 참석자들은 준비

로 하였다. 그러나 부득이하게도 두 사례 모두 사내리가 아닌 외

를 마친 후 조사팀을 기다리고 있는 듯 하였다. 창문과 대문을 활짝 열

부로 나가 조사하게 되었다. 정순금 가정의 경우 청주시 상당구

어둔 뒤 병풍을 치고 진설을 마무리 하였다. 병풍은 정순금의 외손자가

송림아파트에 위치한 장남의 집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백영한

직접 제작한 것이라고 한다. 이 가정의 경우, 과거에는 고조부와 증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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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리의 추석 풍경은 설

가정은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성묘를 하였다. 정순금 가정은 7년

과 비슷하나 산신제로 인해

전인 2004년까지 사내리 정순금 집에서 차례를 지냈으나 모든

추석

행동의 제약이 있던 설에 비

가족이 모이기 어렵고 음식 준비 등이 여의치 않아 정순금만 추

9월 12일

해 좀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

석 전날 장남 집으로 오는 방법으로 바꾸었다. 따라서 본래 사내

였다. 그러나올해 추석이 사

리에 지내던 차례가 장소를 옮기면서 지내는 방식이나 제물 등

내리 관광업에서 비수기인 9

이 유지 또는 변화되는지에 대해 조사하기로 하였다.

9월

월 초·중순이라 그런지 상가
정순금 가정 추석 차례

지역은 한산하였고, 마을을 떠나 추석을 보낸 사람도 상당수 있
었다.

2011년, 9월 12일

오전 8시 10분, 조사팀이 제보자 집

조사팀은 추석 관련 조사로 사내1리에 사는 정순금 가정의 차

에 도착하였다. 정순금을 비롯하여 친지

례와 백영한 가정의 성묘를 조사하였다. 설 날 조사를 한 백영

들이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정순금과 장

한 가정은 당시 성묘를 조사하지 못해 추석 때 이를 대체하기로

남, 차남, 사남, 큰 며느리, 셋째 며느리,

하였다. 또한, 백영한 가정의 추석 차례는 설 때와 대동소이하다

넷째 며느리, 손자 2명, 손녀 2명이 추석 차례를 위해 모였다. 조사팀이

고 하여 이번 차례 조사는 사내리 토박이인 정순금 가정을 하기

도착했을 때 이미 제사상이 거의 다 차려진 상태였다. 참석자들은 준비

로 하였다. 그러나 부득이하게도 두 사례 모두 사내리가 아닌 외

를 마친 후 조사팀을 기다리고 있는 듯 하였다. 창문과 대문을 활짝 열

부로 나가 조사하게 되었다. 정순금 가정의 경우 청주시 상당구

어둔 뒤 병풍을 치고 진설을 마무리 하였다. 병풍은 정순금의 외손자가

송림아파트에 위치한 장남의 집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백영한

직접 제작한 것이라고 한다. 이 가정의 경우, 과거에는 고조부와 증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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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한 가정 성묘
9월 13일

9월 13일 오후 2시, 백영한 가정이 대

백영한 가정 일행이 현충원에 도착한 후, 입구에 있는 매점에 들려 소

준비하였다. 백영한의 할아버지와 할머

주, 과자, 명태포와 조화를 샀다. 과일과 커피는 집에서 준비하였다. 커

니는 사내리에 모셔져 있지만 아버지는

피는 살아 생전 백기흠이 즐겨 마신 차라 특별히 준비하였다고 한다. 백

백영한의 아버지인 백기흠은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을 다녀온 경
험이 있으며, 6·25 때는 늦은 나이에 징병되어 참전 용사가 되었다. 당시

래 차례를 지냈으나 최근에는 고조부는 지내지 않고 증조부/조부/부를

와 과정을 옆에서 상세히 설명해주었다. 재배 이후, 잔을 첨잔하고 다

묶어 한 번에 지내고 있다. 차례 이외의 기제사는 증조부와 조부를 같이

시 재배하였다.

모시고 아버지만 따로 모시고 있다고 한다. 현재 제사를 모시고 있는 장

이어서 모든 가족들이 모여 음복을 하였다. 차례는 남자만 참여하였지

남은 다음 대에 제사를 물려 줄 때는 모든 기제사를 한 번에 몰아서 음

만 음복은 여자도 같이 참여한다. 차례상을 정리하지 않고 상에서 백숙과

력 9월 9일에 모시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고사리만을 내어 안주로 먹었다. 백숙을 잘게 찢어 간장에 찍어 먹었다. 조

정순금 가정에서는 지방이나 영정사진을 쓰지 않았다. 대신 차려진 메
와 국으로 대신하는 모습이었다. 차례가 끝나고 음복을 할 때도 아버지 잔
이라며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 바로 위쪽에는 천안함 용사들의 묘가 있으며, 옆에는 연평해전 때
순직한 용사들의 묘가 있다.
간단히 제물을 준비한 후, 백영한이 잔을 올리고 아들과 같이 재배하

팔공산 전투에 참전하였다고 한다. 이곳에서 그는 1차 부상을 당했고, 부

였다. 이어서 아들과 딸이 잔을 올리고 재배하였다. 이후 묘 앞에서 조

산병원에서 치료를 후 다시 부대 복귀하여 파주 적성 전투에 참가하였다

사자와 함께 음복을 하고 딸이 사는 대전 집으로 향하면서 일정을 마

가 왼다리 관통상을 입어 일병으로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

무리 하였다.

제34회 속리축전이 2011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사팀에게도 음복을 권했다. 음복이 모두 끝난 후, 차례상에서 과일을 빼고
상을 다시 차려 아침 식사를 하였다.
전반적으로 차례 절차를 봤을 때 유교식이라 볼 수 있지만 많이 간

지금은 사내리에서 차례를 지내지 않지만 여전히 사내리에서 생산된

소화된 모습이었다. 그러나 참석자 모두가 차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

산물로 제물을 차리고 있었다. 특히 고사리와 애꽃바리기 버섯은 장남

는 모습이었고, 대를 이어 차례를 지낼 손자들에게는 중간에 차례에 대

이 직접 속리산에 와서 채취를 한 것이었다. 대추, 밤, 배, 감, 사과, 약

한 교육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손자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과, 한과, 다과, 송편, 배추전, 버섯전, 육적, 고구마적, 동치미, 무수나

차례를 임했다. 잔을 올리고 절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소파에 앉아 있

물, 고사리, 시금치, 김, 백숙, 갈비찜, 조기 등의 제물을 올렸다. 이 가

거나 휴대폰을 만지기도 하였지만 이에 대해 집안 어른들이 특별히 제

정도 다른 사내리 가정처럼 어물은 적게 올리고 산채와 버섯은 많이 올

재 하지 않았다.

리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기흠은 2009년에 작고하여 비교적 최근 조성된 곳에 묘가 위치하여 있

보은에서 징집되어 영천으로 소집되었다가 그 자리에서 일주일간 훈련 후

방부에 등록된 이름이 ‘백기흠’이 아닌 ‘백기홍’으로 오기되어 있어 그동

을 맡았고, 이때 집사는 작은 손자가 맡았다. 장남과 차남이 제사 절차

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전 현충원으로 성묘를 가기 위해 분주히

6·25 참전 용사로 현재 대전 국립현충원에 모셔져 있다.

를 묶어 한 번 차례를 지낸 후, 다시 진설하여 조부와 부를 묶어 또 한차

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백영한의 노력으로 1998년에 공식

절을 할 때 두 손을 모으고 내려가는 자세를 취한 것은 불교에서의 절

차례 제사 절차는 진설이 끝나자마자, 숟가락을 국에 담그고 젓가

과 형태적으로 유사해 보였다. 그러나 이것이 불교에 영향을 받은 것인

락은 제물에 올렸다. 장남이 잔을 채웠으며, 큰 손자와 사남이 집사 역

가에 대해 제보자에게 확인할 수 없었으며, 단순하게 불교의 영향인지

을 맡았다. 모두 같이 재배하였고 이어서 숟가락을 밥에 꽂았다. 젓가

는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다.

락의 위치를 다시 수정하였다. 재배 이후 국을 내고 냉수로 바꿨으며,
메를 냉수에 말고 사남이 아헌관이 되어 잔을 쳤다. 큰손자가 종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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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한 가정 성묘
9월 13일

9월 13일 오후 2시, 백영한 가정이 대

백영한 가정 일행이 현충원에 도착한 후, 입구에 있는 매점에 들려 소

준비하였다. 백영한의 할아버지와 할머

주, 과자, 명태포와 조화를 샀다. 과일과 커피는 집에서 준비하였다. 커

니는 사내리에 모셔져 있지만 아버지는

피는 살아 생전 백기흠이 즐겨 마신 차라 특별히 준비하였다고 한다. 백

백영한의 아버지인 백기흠은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을 다녀온 경
험이 있으며, 6·25 때는 늦은 나이에 징병되어 참전 용사가 되었다. 당시

래 차례를 지냈으나 최근에는 고조부는 지내지 않고 증조부/조부/부를

와 과정을 옆에서 상세히 설명해주었다. 재배 이후, 잔을 첨잔하고 다

묶어 한 번에 지내고 있다. 차례 이외의 기제사는 증조부와 조부를 같이

시 재배하였다.

모시고 아버지만 따로 모시고 있다고 한다. 현재 제사를 모시고 있는 장

이어서 모든 가족들이 모여 음복을 하였다. 차례는 남자만 참여하였지

남은 다음 대에 제사를 물려 줄 때는 모든 기제사를 한 번에 몰아서 음

만 음복은 여자도 같이 참여한다. 차례상을 정리하지 않고 상에서 백숙과

력 9월 9일에 모시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고사리만을 내어 안주로 먹었다. 백숙을 잘게 찢어 간장에 찍어 먹었다. 조

정순금 가정에서는 지방이나 영정사진을 쓰지 않았다. 대신 차려진 메
와 국으로 대신하는 모습이었다. 차례가 끝나고 음복을 할 때도 아버지 잔
이라며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 바로 위쪽에는 천안함 용사들의 묘가 있으며, 옆에는 연평해전 때
순직한 용사들의 묘가 있다.
간단히 제물을 준비한 후, 백영한이 잔을 올리고 아들과 같이 재배하

팔공산 전투에 참전하였다고 한다. 이곳에서 그는 1차 부상을 당했고, 부

였다. 이어서 아들과 딸이 잔을 올리고 재배하였다. 이후 묘 앞에서 조

산병원에서 치료를 후 다시 부대 복귀하여 파주 적성 전투에 참가하였다

사자와 함께 음복을 하고 딸이 사는 대전 집으로 향하면서 일정을 마

가 왼다리 관통상을 입어 일병으로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

무리 하였다.

제34회 속리축전이 2011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사팀에게도 음복을 권했다. 음복이 모두 끝난 후, 차례상에서 과일을 빼고
상을 다시 차려 아침 식사를 하였다.
전반적으로 차례 절차를 봤을 때 유교식이라 볼 수 있지만 많이 간

지금은 사내리에서 차례를 지내지 않지만 여전히 사내리에서 생산된

소화된 모습이었다. 그러나 참석자 모두가 차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

산물로 제물을 차리고 있었다. 특히 고사리와 애꽃바리기 버섯은 장남

는 모습이었고, 대를 이어 차례를 지낼 손자들에게는 중간에 차례에 대

이 직접 속리산에 와서 채취를 한 것이었다. 대추, 밤, 배, 감, 사과, 약

한 교육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손자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과, 한과, 다과, 송편, 배추전, 버섯전, 육적, 고구마적, 동치미, 무수나

차례를 임했다. 잔을 올리고 절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소파에 앉아 있

물, 고사리, 시금치, 김, 백숙, 갈비찜, 조기 등의 제물을 올렸다. 이 가

거나 휴대폰을 만지기도 하였지만 이에 대해 집안 어른들이 특별히 제

정도 다른 사내리 가정처럼 어물은 적게 올리고 산채와 버섯은 많이 올

재 하지 않았다.

리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기흠은 2009년에 작고하여 비교적 최근 조성된 곳에 묘가 위치하여 있

보은에서 징집되어 영천으로 소집되었다가 그 자리에서 일주일간 훈련 후

방부에 등록된 이름이 ‘백기흠’이 아닌 ‘백기홍’으로 오기되어 있어 그동

을 맡았고, 이때 집사는 작은 손자가 맡았다. 장남과 차남이 제사 절차

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전 현충원으로 성묘를 가기 위해 분주히

6·25 참전 용사로 현재 대전 국립현충원에 모셔져 있다.

를 묶어 한 번 차례를 지낸 후, 다시 진설하여 조부와 부를 묶어 또 한차

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백영한의 노력으로 1998년에 공식

절을 할 때 두 손을 모으고 내려가는 자세를 취한 것은 불교에서의 절

차례 제사 절차는 진설이 끝나자마자, 숟가락을 국에 담그고 젓가

과 형태적으로 유사해 보였다. 그러나 이것이 불교에 영향을 받은 것인

락은 제물에 올렸다. 장남이 잔을 채웠으며, 큰 손자와 사남이 집사 역

가에 대해 제보자에게 확인할 수 없었으며, 단순하게 불교의 영향인지

을 맡았다. 모두 같이 재배하였고 이어서 숟가락을 밥에 꽂았다. 젓가

는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다.

락의 위치를 다시 수정하였다. 재배 이후 국을 내고 냉수로 바꿨으며,
메를 냉수에 말고 사남이 아헌관이 되어 잔을 쳤다. 큰손자가 종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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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잔디공원 일원에서

시기나 장소, 프로그램 편성 등이 주최자들의 방향에 따라 달라

2011년 천왕봉 산신제 영신제 행사가 10월 13일 오후 2시부터

광객을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본래 천왕봉 산신제는 산신제 전날 주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보은

지기도 하였지만 대개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모이는 5월이나 10

저녁 7시 30분까지 속리산 일대에서 개최되었다. 천왕봉 산신제

관하는 관광협의회원 2~3명이 천왕봉에 올라가 간단히 제물을 차리고

속리축전

문화원과 속리축전추진위원

월에 개최되었으며, 특히 10월의 경우 속리산 단풍이 절정인 시

10월 13~15일

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기로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가을 축제로 자리매김

在天王祠)가 있는데, 그 신(神)이 매년 10월 범날에 법주사로 내

사내리 사회조직으로는 속리

하고 있다.

려오면 산중 사람이 음악을 베풀어 신을 맞이하여 제사하고 45일

를 지낸다. 그러나 올해는 보은군에서 기획하여 천왕봉 높이와 같은 전

속리축전에는 매년 다채로운 행사가 기획되고 있는데, 올해

동안 머물게 한 뒤에 돌려보낸다.”87라는 기록을 바탕으로 재현시

국에서 모인 1,058명과 함께 산신을 모셔오는 ‘영신제’를 별도로 진행

는 천왕봉산신제, 국악한마당, 속리산 단풍 작은 음악회, 보은군

킨 의식으로 대자재천왕재(大自在天王祭)라고도 부른다. 천왕봉

하였다. 1,058명은 보은군과 각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았으며, 조사팀
도 영신제 행사에 동참하였다.

10 월

산관광협의회가 주도적으로
행사에 참여하였다.

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속리산 꼭대기에 대자재천왕사(大自

제를 올린 후, 산신을 법주사 산신각으로 모셔온다. 다음날 마을 주민이
수정교 앞까지 풍물을 치고 올라가서 산신을 마을로 모셔온 후 산신제

속리축전은 1977년 10월, 지역인사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문

풍물경연대회, 산채비빔밥 시식체험, 마당극 ‘송이놀이’, ‘남사당

산신제는 속리축전의 한 프로그램으로 재현시켜 현재까지 전승되

화행사를 구상하던 중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육인수가 국립공원

바우덕이’ 줄타기, 용머리폭포 거리축제 등의 행사가 열렸다. 이

어 왔으며, 1990년대 중·후반부터는 보은문화원과 함께 속리산

속리산을 주축으로 한 문화행사를 제의하여, 11월 보은군수 이

중 천왕봉산신제는 속리축전의 주요행사로 1회 때부터 현재까

관광협의회가 주관을 맡아 주민이 행사를 주도하고 있다.

승우, 충청일보 논설의원 정철모, 충북대학 교수 오세탁, 충북

지 개최되고 있다. 또한, 산신제의 뒤풀이격인 송이놀이를 비롯

옛 문헌에 기록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천왕봉산신제는 현재

서 관광협의회를 도와 행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의용소방대와 산악구

교육위원회 박재용, 예총충북지부장 김은수, 보은문화원장 김

하여 속리산 관광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산채비빔밥 시식체

마을 주민이 지내고 있는 산신제와는 제의과정이나 제일이 엄

조대에서도 참여하여 만약에 있을 위급상황을 대비하였다. 전체 조는

홍락이 행사의 명칭과 규모 등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어서 12

험 행사도 주요행사라 할 수 있다.

연히 다른 산신제이다. 본래 사내골이나 청주나들이에서 지냈던

총 42개조로 구성되었으며, 신청한 인원이 모두 참여하지는 않아 약

산신제는 유교식으로 정월 초사흗날(현재는 초이튿날)에 각 마

400여명 정도가 운집하였다. 속리산면 주민은 13, 14, 15팀에 소속되

을의 제당에서 지내왔다. 그러나 천왕봉 산신제는 음력 10월 천

었고, 조사팀 김희수 학예사는 14팀장으로 배속되었다.

월 이은상 박사의 자문을 받아 매년 연례행사로 할 것을 확정
한 후, 1978년 10월에 1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속리축전은 개최

천왕봉 산신제

영신제 당일 오후 2시에 속리산 잔디공원에 많은 인파가 모였다. 이
번 행사는 산행을 하는 것만큼 속리산악회와 아마무선연맹 보은지부에

왕봉에서 직접 산신을 모셔서 법주사 산신각에 모셔두었다가 마

참여한 이들에게는 준비물로 헤드랜턴, 김밥, 떡, 귤, 물 등을 제공

을로 내려와 불교식 제의와 유교식 제의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하였다. 이어서 보은구조대의 최흥식이 나와 일정 및 등산 경로를 설명

그 양태가 다르다. 따라서 사내리에서 3대 이상 살아온 주민의

하였다. 다음으로 김건식 보은문화원장이 나와 천왕봉 산신제를 소개

경우, 천왕봉 산신제를 두고 관광객을 위해 만들어진 이벤트라

를 소개하였다.

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곧이어 출발할 준비를 하였다. 2시 40분부터 출발하여 법주사 → 세

결과적으로 천왕봉 산신제는 옛 문헌의 고증을 통해 창출된

심정 → 상고암 → 천왕봉 코스로 산행이 진행되었다. 비교적 빠르게

민속문화로 일정 부분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에 기여하

산행한 조사팀이 약 5시에 영신제가 진행될 천왕봉 헬기장에 도착하

고 있으며, 현재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였다. 약 40~50여명이 모인 저녁 6시에 영신제가 시작되었다. 제관 3

2011년 천왕봉 산신제는 영신제를 새롭게 구성하여 전국 각지의 관

명과 사회1명, 집사 2명이 옷을 제복으로 갈아입었다. 영신제를 시작
하기 전, 보은군수는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행사의 의의와 목

87 『신증동국여지승람』16 보은현, 大自在天王祠在俗離山頂其神每年十月寅日下降于法

住寺山中人設樂迎新以祠之留四十五日而還

적을 알렸다.
영신제는 김기철 사내2리 이장의 사회로 시작하였다. 초헌관은 정상

역대 속리축전 팸플릿(보은군청 및 문화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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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잔디공원 일원에서

시기나 장소, 프로그램 편성 등이 주최자들의 방향에 따라 달라

2011년 천왕봉 산신제 영신제 행사가 10월 13일 오후 2시부터

광객을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본래 천왕봉 산신제는 산신제 전날 주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보은

지기도 하였지만 대개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모이는 5월이나 10

저녁 7시 30분까지 속리산 일대에서 개최되었다. 천왕봉 산신제

관하는 관광협의회원 2~3명이 천왕봉에 올라가 간단히 제물을 차리고

속리축전

문화원과 속리축전추진위원

월에 개최되었으며, 특히 10월의 경우 속리산 단풍이 절정인 시

10월 13~15일

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기로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가을 축제로 자리매김

在天王祠)가 있는데, 그 신(神)이 매년 10월 범날에 법주사로 내

사내리 사회조직으로는 속리

하고 있다.

려오면 산중 사람이 음악을 베풀어 신을 맞이하여 제사하고 45일

를 지낸다. 그러나 올해는 보은군에서 기획하여 천왕봉 높이와 같은 전

속리축전에는 매년 다채로운 행사가 기획되고 있는데, 올해

동안 머물게 한 뒤에 돌려보낸다.”87라는 기록을 바탕으로 재현시

국에서 모인 1,058명과 함께 산신을 모셔오는 ‘영신제’를 별도로 진행

는 천왕봉산신제, 국악한마당, 속리산 단풍 작은 음악회, 보은군

킨 의식으로 대자재천왕재(大自在天王祭)라고도 부른다. 천왕봉

하였다. 1,058명은 보은군과 각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았으며, 조사팀
도 영신제 행사에 동참하였다.

10 월

산관광협의회가 주도적으로
행사에 참여하였다.

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속리산 꼭대기에 대자재천왕사(大自

제를 올린 후, 산신을 법주사 산신각으로 모셔온다. 다음날 마을 주민이
수정교 앞까지 풍물을 치고 올라가서 산신을 마을로 모셔온 후 산신제

속리축전은 1977년 10월, 지역인사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문

풍물경연대회, 산채비빔밥 시식체험, 마당극 ‘송이놀이’, ‘남사당

산신제는 속리축전의 한 프로그램으로 재현시켜 현재까지 전승되

화행사를 구상하던 중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육인수가 국립공원

바우덕이’ 줄타기, 용머리폭포 거리축제 등의 행사가 열렸다. 이

어 왔으며, 1990년대 중·후반부터는 보은문화원과 함께 속리산

속리산을 주축으로 한 문화행사를 제의하여, 11월 보은군수 이

중 천왕봉산신제는 속리축전의 주요행사로 1회 때부터 현재까

관광협의회가 주관을 맡아 주민이 행사를 주도하고 있다.

승우, 충청일보 논설의원 정철모, 충북대학 교수 오세탁, 충북

지 개최되고 있다. 또한, 산신제의 뒤풀이격인 송이놀이를 비롯

옛 문헌에 기록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천왕봉산신제는 현재

서 관광협의회를 도와 행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의용소방대와 산악구

교육위원회 박재용, 예총충북지부장 김은수, 보은문화원장 김

하여 속리산 관광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산채비빔밥 시식체

마을 주민이 지내고 있는 산신제와는 제의과정이나 제일이 엄

조대에서도 참여하여 만약에 있을 위급상황을 대비하였다. 전체 조는

홍락이 행사의 명칭과 규모 등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어서 12

험 행사도 주요행사라 할 수 있다.

연히 다른 산신제이다. 본래 사내골이나 청주나들이에서 지냈던

총 42개조로 구성되었으며, 신청한 인원이 모두 참여하지는 않아 약

산신제는 유교식으로 정월 초사흗날(현재는 초이튿날)에 각 마

400여명 정도가 운집하였다. 속리산면 주민은 13, 14, 15팀에 소속되

을의 제당에서 지내왔다. 그러나 천왕봉 산신제는 음력 10월 천

었고, 조사팀 김희수 학예사는 14팀장으로 배속되었다.

월 이은상 박사의 자문을 받아 매년 연례행사로 할 것을 확정
한 후, 1978년 10월에 1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속리축전은 개최

천왕봉 산신제

영신제 당일 오후 2시에 속리산 잔디공원에 많은 인파가 모였다. 이
번 행사는 산행을 하는 것만큼 속리산악회와 아마무선연맹 보은지부에

왕봉에서 직접 산신을 모셔서 법주사 산신각에 모셔두었다가 마

참여한 이들에게는 준비물로 헤드랜턴, 김밥, 떡, 귤, 물 등을 제공

을로 내려와 불교식 제의와 유교식 제의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하였다. 이어서 보은구조대의 최흥식이 나와 일정 및 등산 경로를 설명

그 양태가 다르다. 따라서 사내리에서 3대 이상 살아온 주민의

하였다. 다음으로 김건식 보은문화원장이 나와 천왕봉 산신제를 소개

경우, 천왕봉 산신제를 두고 관광객을 위해 만들어진 이벤트라

를 소개하였다.

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곧이어 출발할 준비를 하였다. 2시 40분부터 출발하여 법주사 → 세

결과적으로 천왕봉 산신제는 옛 문헌의 고증을 통해 창출된

심정 → 상고암 → 천왕봉 코스로 산행이 진행되었다. 비교적 빠르게

민속문화로 일정 부분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에 기여하

산행한 조사팀이 약 5시에 영신제가 진행될 천왕봉 헬기장에 도착하

고 있으며, 현재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였다. 약 40~50여명이 모인 저녁 6시에 영신제가 시작되었다. 제관 3

2011년 천왕봉 산신제는 영신제를 새롭게 구성하여 전국 각지의 관

명과 사회1명, 집사 2명이 옷을 제복으로 갈아입었다. 영신제를 시작
하기 전, 보은군수는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행사의 의의와 목

87 『신증동국여지승람』16 보은현, 大自在天王祠在俗離山頂其神每年十月寅日下降于法

住寺山中人設樂迎新以祠之留四十五日而還

적을 알렸다.
영신제는 김기철 사내2리 이장의 사회로 시작하였다. 초헌관은 정상

역대 속리축전 팸플릿(보은군청 및 문화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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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군수로 가장 먼저 분향 후 강신을 하였다. 집사는 상판의용소방대장

천왕봉 산신제 본 행사에 앞서 잔디공원에서는 한바탕 난장이 벌어졌

인 김두수와 속리산면 직원이 맡았다. 이어서 축관인 이상길 면장이 축

다. 속리산면 관광협의회에서 막걸리와 파전, 김치, 어묵국 등 각종 음

문을 독축 하였다. 축문의 내용은 “보은대추축제의 성공을 기원하고 군

식을 관광객에게 제공하였다.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축제에 참여한 관

민의 안녕과 보은군 번영을 기원‟하며 보은군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의

광객들까지 한바탕 어울렸다. 본래 산신제 본 행사가 10시에 진행될 예

성공을 기원 하였다. 또한, 산산제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건강과 안녕을

정이었으나 날씨 등 여러 일정상의 문제로 9시로 앞당겨져 시작되었다.

기원하였다. 첨잔 후 초헌관이 재배하였다. 아헌관과 종헌관을 맡은 보

먼저 법주사에서 총무스님을 비롯한 3명의 스님이 불교의례로 산신제

은군의회의장과 속리산면장도 첨잔 후 재배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신제

를 시작하였다. 이어서 유교식 의례가 영신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

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재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6시 10분에

된 후, 산신제 본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영신제 시작 당시 나눠준 경품

행사가 종료되었으며, 음복 후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권 추첨을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여 서둘러 모든 참석자가 하산하였다. 산신의 위패

산채비빔밥 시식 체험

를 모시고 내려왔으며, 이번엔 산신제를 저녁에 지내기로 결정됨에 따

10월 15일 정오, 속리산 조각공원에서 산채비빔밥 시식 체험 행사가

라 법주사 산신각에 위패를 모시지 않고 사내1리 산제당에 모셔두기로

속리축전의 일환으로 열렸다. 산채비빔밥 행사는 속리산관광협의회(음

하였다. 7시 30분에 하산이 완료되었으며, 등산로의 중요 포인트에는

식업 조합 포함)가 주관하며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 속리산의용소방

소방서와 산악구조대에서 나온 이들이 안전사고와 길 안내를 위해 대기

대, 라이온스 협회, 마을 주민의 지원을 통해 준비하였다.

하였다. 내려올 때도 그들은 최종적으로 인원을 확인하고 하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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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민은 쌀 2가마, 각 종 버섯, 산나물 1톤 분량을 준비하여 밥을 제

비한 양을 모두 소진할 만큼 행사 반응이 좋았다.

데, 속리산의 법주사에서는 매년 설날이면 ‘송이놀이’라 하여 사

과 근원설화91를 바탕으로 마당극의 형태로 재현되어 전승·보
존되고 있다.

외한 나머지를 솥 안에 보기 좋게 배열해 두었다. 비빔밥의 양은 공식적

산채비빔밥 시식 행사는 축제 활성화와 속리산의 음식을 관광객에게

중이 큰 남근을 나무로 만들어 떠메고 주종어가의 부서를 정비

으로는 천왕봉 정상의 높이와 같은 1,058인분을 준비하였다고 하였으

알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무료 로 나눠주는 것으

한 후 엄숙한 행렬로서 절 안의 신당에 나아가 남근 중심의 한

조사팀은 2011년 10월 15일 속리산 잔디공원에서 시연된 송

나 실질적으로 배포된 양은 약 200~300인분 정도였다. 비빔밥과 같이

로 인해 인근 음식점들이 장사가 잘되지 않아 일부 주민은 행사에 부정

작법을 행하고 그것을 신 앞에 바치는 속이 있어서 근년까지 행

이놀이를 참여관찰 할 수 있었다. 올해는 산신제가 밤에 진행되

먹을 국은 능이버섯국을 준비하였다. 본래 국을 비롯한 음식 준비는 부

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고 없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하였다 한다.” 88라 하여 법주사

면서 송이놀이는 보은군 풍물경연대회 중간 공연 형태로 진행

녀회원들이 담당하고 있지만 같은 시각 잔디광장에서 열린 보은군풍물

송이놀이

에서 하는 남근놀이로 송이놀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능화는 “자

대회에 참가한 속리산면농악대 회원들이 대부분 부녀회원이라 참석할

현재 속리축전 때 시연되고 있는 송이놀이는 2003년부터

재천왕은 불가에서 욕계마왕이라 하는데 부처가 성도할 때 이

수 없어 대신 사내1·4리 할머니들이 나와 도와주었다. 행사준비는 10

천왕봉 산신제의 뒤풀이 성격으로 시연되어 왔다. 송이놀이는

마왕이 방해한 것은 불서에 실려 있다. 그런데 법주사에서 이 신

시부터 11시 30분까지 하였고 본 행사를 12시에 시작하였다. 박성노

2002년 한국민속예술축제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면서 대

을 위로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며 마력이 있기 때문에 음탕한

관광협의회장 대행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속리산의 번영과 전 국민

중적으로 알려졌고, 당시 축제에 출전한 산외면 보존회에서 현

놀이를 만들어 제사하였다고 하나 사실은 그 신을 욕보이는 것

의 화합차원에서 지역의 각계 인사부터 전국에서 온 관광객을 포함하여

재까지 시연을 하고 있다.

이다.”89라 하여 송이놀이가 대자천왕의 마력을 달래는 것으로

비빔밥을 비볐다. 이어서 관광객에게 비빔밥을 나뉘주었다. 속리축전을
구경하기 위해 모인 많은 관광객이 비빔밥을 먹기 위해 줄을 섰으며, 준

법주사의 송이놀이는 최남선과 이능화의 과거 조사를 바탕으

로 재현된 것이다. 최남선은 “박석전 노스님에게 듣자와 안 일인

되었다. 송이놀이는 내용의 유희성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모여
시연을 즐겁게 관람하는 모습이었다.

보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에 대해 김영진은 법주사의 송이놀이
는 천왕봉산신제의 뒤풀이인 축제의 놀이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90 현재는 김영수가 밝힌 송이놀이의 구체적인 내용

88 최남선, 「조선어 남녀근명쟁 어원고, 2」, 『육당최남선전집』, 현암사, 1974, 512쪽. 김영
진, 「보은 속리산 산신제」, 『보은 속리산의 민속문화』, 보은문화원, 1998, 61쪽 재인용.
89 이능화, 「조선무속고」, 『계명』19, 계명구락부, 1927, 69쪽. 위의 글, 같은 쪽 재인용.
90 김영진, 위의 글,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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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봉 산신제의 뒤풀이 성격으로 시연되어 왔다. 송이놀이는

마왕이 방해한 것은 불서에 실려 있다. 그런데 법주사에서 이 신

시부터 11시 30분까지 하였고 본 행사를 12시에 시작하였다. 박성노

2002년 한국민속예술축제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면서 대

을 위로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며 마력이 있기 때문에 음탕한

관광협의회장 대행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속리산의 번영과 전 국민

중적으로 알려졌고, 당시 축제에 출전한 산외면 보존회에서 현

놀이를 만들어 제사하였다고 하나 사실은 그 신을 욕보이는 것

의 화합차원에서 지역의 각계 인사부터 전국에서 온 관광객을 포함하여

재까지 시연을 하고 있다.

이다.”89라 하여 송이놀이가 대자천왕의 마력을 달래는 것으로

비빔밥을 비볐다. 이어서 관광객에게 비빔밥을 나뉘주었다. 속리축전을
구경하기 위해 모인 많은 관광객이 비빔밥을 먹기 위해 줄을 섰으며, 준

법주사의 송이놀이는 최남선과 이능화의 과거 조사를 바탕으

로 재현된 것이다. 최남선은 “박석전 노스님에게 듣자와 안 일인

되었다. 송이놀이는 내용의 유희성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모여
시연을 즐겁게 관람하는 모습이었다.

보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에 대해 김영진은 법주사의 송이놀이
는 천왕봉산신제의 뒤풀이인 축제의 놀이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90 현재는 김영수가 밝힌 송이놀이의 구체적인 내용

88 최남선, 「조선어 남녀근명쟁 어원고, 2」, 『육당최남선전집』, 현암사, 1974, 512쪽. 김영
진, 「보은 속리산 산신제」, 『보은 속리산의 민속문화』, 보은문화원, 1998, 61쪽 재인용.
89 이능화, 「조선무속고」, 『계명』19, 계명구락부, 1927, 69쪽. 위의 글, 같은 쪽 재인용.
90 김영진, 위의 글,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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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져 있는 비석 뒤편에 자세히 적혀 있다.
할머니가 희사한 상판리 땅에는 현재 카센터가 들어서 있다.

이 묘는 지금부터 일백여 년 전 홀로 사시던ㅍ 할머니

자신의 제사를 지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관한 내용은 묘에 세

전(주 이씨 가) 전 재산 내(속리면 상판리 一七九 二
-번

하고 돌아가시게 되자 자신의 전 재산을 마을에 희사하고 대신

지 일백사십여 평 을) 사내리에 희사하시어 그 고마운
뜻을 후세에 기리기 위해 매년 음력 시월 십오일 마을

성을 가진 과부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 할머니가 자식을 낳지 못

대표가 시제를 지내는 묘임

마을에 살았던 전주 이씨의

二○○六년 음력 十월 十五일 사내一리 마을회

동네할머니는 약 백 년 전에

사내一리 마을회 대표

할머니 시사’라 칭하고 있다.

이장 백영한

있다. 이를 마을에서는 ‘동네

지도자 김창훈

머니를 위해 제사를 지내주고

부녀회장 나정희

11월 10일

15일에 마을에 살았던 한 할

노인회장 전수옥

동네할머니 시사

사내1리에서는 매년 음력

개발위원 김영환 이석원 김준태 곽대한

11 월

카센터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마을 이장의 수고비로 지원되고 있
으며, 이장은 이 돈으로 제물 및 각종 운영기금을 마련하고 있

에 위치해 있다. 본래는 소리목 중턱에 위치해 있었는데 1980년

꿇고 경건한 자세로 임했다. 다시 백영한이 재배하였다. 이어서 아헌관

홍수 때 묘의 봉분이 무너져 마을 사람이 유골을 수습해 현 위치

인 김창훈이 잔을 올리고 재배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준태가 잔을 올리

로 옮겼다. 현 위치에 있는 묘는 2006년에 사내1리 마을회에서

고 재배하였다. 신상구는 마을 일을 하는 젊은 사람이 잔을 올려야 한다

다시 비석과 봉분, 그리고 단 등을 새롭게 조성하였다. 비석 앞

며, 축만을 외웠다. 남준오는 옆에서 “동네 평안하게 해주시고 젊은 사

면에는 “유인전주이씨지묘”라고 적혀 있다.

람들의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하며 개인적으로 빌었다. 동네할
머니 시사는 일종의 특정인에 대한 기제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기일에

2011년 동네할머니 시사는 11월 10일에 열렸다. 제사에는 백영한,

지내지 않고 음력 10월 15일에 지내며, 묘에 가서 직접 제의를 치르는

김창훈, 김준태, 신상구, 남준오 총 5명이 참가하였으며, 여자들은 참석

점에서 시사와도 유사하다. 또한, 단순히 망인을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지 않았다. 제물로는 대추, 밤, 곶감, 사과, 배, 육탕, 어탕, 두부탕, 북

마을의 안녕을 빈다는 점에서 마을 수호신과 같은 성격도 일부 보였다.

어포, 상어포, 문어, 조기, 두부전, 동그랑땡, 쇠고기적, 김, 고사리, 시금

마지막으로 냉수를 떠놓고 잔에 첨잔을 한 후 참석자 전원이 재배하

치, 무수나물, 떡, 메 등이 올라갔다. 제물은 전날 저녁부터 금일 오전까

였다. 초헌관인 백영한이 축문을 태웠고, 나머지 참석자들은 제물을 정

지 이장인 백영한 댁에서 모두 마련하였다. 백영한 댁 기제사에서는 올

리하면서 음복을 하였다. 짐을 정리하고 마을로 내려온 시각은 3시 30

리지 않았던 상어포와 문어가 추가된 것이 눈에 띄었다.

분이었다. 이어서 마을회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마을 주민들과 제물을
나눠 먹은 후, 모두 해산하였다.

오후 3시부터 진설이 시작되었고, 3시 12분부터 본격적인 제의가 시

다. 동네할머니 시사는 마을대표인 이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

에는 이장인 백영한, 새마을 지도자 김창훈, 개발위원 김준태가

작되었다. 남준오가 집사를 맡았고, 백영한이 초헌관을 맡았다. 먼저 잔

2011년 11월 둘째 주 주말의 사내리는 집집마다 김장을 하

고 있다. 2011년 8월 29일에 벌초도 이 돈으로 산 벌초 장비로

참여하였다.

을 한 잔 올리고 모두 같이 재배하였다. 다시 잔을 치고 삽시정저를 한

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상가단지의 경우, 음식점이 많기 때문

후, 신상구가 축을 외웠다. 축을 외는 동안 다른 참석자들은 모두 무릎을

에 김장을 최소 250포기에서 300포기 이상 하는 집들이 많았다.

하였다. 벌초 장비는 현재 마을회 소유로 되어 있다. 벌초 당시

할머니의 묘는 현재 운성슈퍼에서 소리목으로 올라가는 입구

동네할머니 시사 중인 사내1리 주민

동네 할머니가 희사한 상판리 땅에 들어선 카센터

동네 할머니 묘비(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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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할머니 시사 제물 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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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져 있는 비석 뒤편에 자세히 적혀 있다.
할머니가 희사한 상판리 땅에는 현재 카센터가 들어서 있다.

이 묘는 지금부터 일백여 년 전 홀로 사시던ㅍ 할머니

자신의 제사를 지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관한 내용은 묘에 세

전(주 이씨 가) 전 재산 내(속리면 상판리 一七九 二
-번

하고 돌아가시게 되자 자신의 전 재산을 마을에 희사하고 대신

지 일백사십여 평 을) 사내리에 희사하시어 그 고마운
뜻을 후세에 기리기 위해 매년 음력 시월 십오일 마을

성을 가진 과부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 할머니가 자식을 낳지 못

대표가 시제를 지내는 묘임

마을에 살았던 전주 이씨의

二○○六년 음력 十월 十五일 사내一리 마을회

동네할머니는 약 백 년 전에

사내一리 마을회 대표

할머니 시사’라 칭하고 있다.

이장 백영한

있다. 이를 마을에서는 ‘동네

지도자 김창훈

머니를 위해 제사를 지내주고

부녀회장 나정희

11월 10일

15일에 마을에 살았던 한 할

노인회장 전수옥

동네할머니 시사

사내1리에서는 매년 음력

개발위원 김영환 이석원 김준태 곽대한

11 월

카센터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마을 이장의 수고비로 지원되고 있
으며, 이장은 이 돈으로 제물 및 각종 운영기금을 마련하고 있

에 위치해 있다. 본래는 소리목 중턱에 위치해 있었는데 1980년

꿇고 경건한 자세로 임했다. 다시 백영한이 재배하였다. 이어서 아헌관

홍수 때 묘의 봉분이 무너져 마을 사람이 유골을 수습해 현 위치

인 김창훈이 잔을 올리고 재배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준태가 잔을 올리

로 옮겼다. 현 위치에 있는 묘는 2006년에 사내1리 마을회에서

고 재배하였다. 신상구는 마을 일을 하는 젊은 사람이 잔을 올려야 한다

다시 비석과 봉분, 그리고 단 등을 새롭게 조성하였다. 비석 앞

며, 축만을 외웠다. 남준오는 옆에서 “동네 평안하게 해주시고 젊은 사

면에는 “유인전주이씨지묘”라고 적혀 있다.

람들의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하며 개인적으로 빌었다. 동네할
머니 시사는 일종의 특정인에 대한 기제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기일에

2011년 동네할머니 시사는 11월 10일에 열렸다. 제사에는 백영한,

지내지 않고 음력 10월 15일에 지내며, 묘에 가서 직접 제의를 치르는

김창훈, 김준태, 신상구, 남준오 총 5명이 참가하였으며, 여자들은 참석

점에서 시사와도 유사하다. 또한, 단순히 망인을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지 않았다. 제물로는 대추, 밤, 곶감, 사과, 배, 육탕, 어탕, 두부탕, 북

마을의 안녕을 빈다는 점에서 마을 수호신과 같은 성격도 일부 보였다.

어포, 상어포, 문어, 조기, 두부전, 동그랑땡, 쇠고기적, 김, 고사리, 시금

마지막으로 냉수를 떠놓고 잔에 첨잔을 한 후 참석자 전원이 재배하

치, 무수나물, 떡, 메 등이 올라갔다. 제물은 전날 저녁부터 금일 오전까

였다. 초헌관인 백영한이 축문을 태웠고, 나머지 참석자들은 제물을 정

지 이장인 백영한 댁에서 모두 마련하였다. 백영한 댁 기제사에서는 올

리하면서 음복을 하였다. 짐을 정리하고 마을로 내려온 시각은 3시 30

리지 않았던 상어포와 문어가 추가된 것이 눈에 띄었다.

분이었다. 이어서 마을회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마을 주민들과 제물을
나눠 먹은 후, 모두 해산하였다.

오후 3시부터 진설이 시작되었고, 3시 12분부터 본격적인 제의가 시

다. 동네할머니 시사는 마을대표인 이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

에는 이장인 백영한, 새마을 지도자 김창훈, 개발위원 김준태가

작되었다. 남준오가 집사를 맡았고, 백영한이 초헌관을 맡았다. 먼저 잔

2011년 11월 둘째 주 주말의 사내리는 집집마다 김장을 하

고 있다. 2011년 8월 29일에 벌초도 이 돈으로 산 벌초 장비로

참여하였다.

을 한 잔 올리고 모두 같이 재배하였다. 다시 잔을 치고 삽시정저를 한

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상가단지의 경우, 음식점이 많기 때문

후, 신상구가 축을 외웠다. 축을 외는 동안 다른 참석자들은 모두 무릎을

에 김장을 최소 250포기에서 300포기 이상 하는 집들이 많았다.

하였다. 벌초 장비는 현재 마을회 소유로 되어 있다. 벌초 당시

할머니의 묘는 현재 운성슈퍼에서 소리목으로 올라가는 입구

동네할머니 시사 중인 사내1리 주민

동네 할머니가 희사한 상판리 땅에 들어선 카센터

동네 할머니 묘비(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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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월
김장

따라서 인원도 8~10명 정도

에 김장을 하였다. 총 5명이 참여하였으며, 부인인 윤영순과 자

가 분담하여 도왔고, 남녀 모

식 3명, 그리고 같은 마을에 사는 부녀회장 나정희가 일손을 도

두 참여하였다. 김장을 할 때

왔다. 대개의 가정집에서 직접 집안 텃밭에서 농사지은 배추로

는 품앗이로 도와주는 경우가

김장을 하였다.

많은데, 상가단지에서도 일정

이 시기에 김장을 하는 이유는 배추 수확철인데다가 자식들

이 겹치지 않게 날짜를 분배

이 일손을 거들기에는 주말이 적당하기 때문이었다. 대개 집안

하는 모습이었다. 11월 12일

에 사는 인원을 기준으로 김장의 양을 정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에는 형제상회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김장을 하였고, 13일에는

자식들의 것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동신슈퍼에서 김장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일반 가정에서도 이 시기에 대부분 김장을 하였다. 일반 가정
에서는 대개 100포기(1점) 정도 하였고, 많은 곳은 150포기 정
도 하였다. 사내1리 권태원(남, 1929년생) 가정에서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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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교의례

월 25일, 법주사에 설치된 분향소를 스케치할 수 있었다. 별도
로 조직된 장의위원회는 증명 법전, 장의위원장 종산, 장의부

여기에서는 세시풍속과 달리 비정기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법

위원장 지혜, 밀운, 장의의원 등은 원로의원들이 맡으며, 호상

주사의 불교의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법주사뿐만 아니라

은 진제, 집행위원장은 자승(조계종 총무원장)이 맡았다. 호상

대부분의 사찰에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법회와 의례가 행해지

의 경우, 같은 문중에서 하는 것이 아니며 덕망 높은 사람이 한

고 있지만, 여기서는 조사기간 중 특별히 행해져 조사한 항목들

다는 점에서 민가와 유사한 면이 있다. 한 편에서는 법주사 성

을 같은 범주에 포함시켰다. 부처님오신 날이나 백중 천도재의

천 스님이 만장을 쓰고 있었다. 이시종 도지사와 정상혁 보은

경우도 불교의례 범주에 포함될 수 있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행

군수가 분향소를 방문하였다. 염은 23일에 상좌 중 일부가 직

해진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접 하였으며, 모든 상좌가 참석하여 지켜보았다고 한다. 조사팀

기존의 민속지에서 다룬 불교의례들이 대부분 불교민속학적

은 혜정 대종사의 상좌인 지원스님의 협조를 얻어 분향소 내부

인 관점에서 의례의 과정과 문화적 의미에 집중을 했다면, 조사

를 촬영할 수 있었다. 분향소 우측 편에 상좌가 순서대로 도열

팀은 의례 속에서 사찰 아래 사는 주민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

해 있었다.

가에 더 집중하였다. 단, 의례과정은 2011년의 사내리를 기록하
는 차원에서 담담히 기술하고자 하였다.

혜정 대종사 영결식 및 다비식
2011년 2월 26일 오전 9시. 아침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 영결식을 준

2월 26일

(1) 혜정 대종사 영결식·다

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직까지 신도를 비롯한 관광객

비식

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오전 9시 40분, 법주사 총무스님인 영원스님
의 안내 방송이 시작되었고, 신도와 스님들이 하나 둘씩 자리에 착석하

1976년에 법주사 주지를 역임하였

기 시작하였다. 불교방송국에서 나와 촬영 준비를 하였다. 녹화방송으

고, 1977년에 14대 조계종 총무원장

로 진행되었으며, 27일 오전 10시에 방송된다고 한다. 오전 9시 50분,

을 역임한 혜정 대종사가 2월 22일에 괴산군 각연사에서 세수

객석이 거의 다 찼다. 영결식과 다비식을 담기 위해 사진작가들이 백여

79세, 법랍 59세를 일기로 입적하였다. 조계종에서는 원로회의

명 이상 찾아왔다. 오전 10시, 영결식이 시작되었다. 식순은 안내책자에

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하고 5일장의 장례를 5교구 본사

적혀 있는 대로 명종(종두 5타) → 삼귀의(합창단) → 반야심경 → 창혼

인 법주사에서 치르기로 합의하였다. 법주사와 혜정 대종사의

(착어) → 행장소개(원로의원 월탄스님) → 추모입정 → 영결사 → 조가

인연 또한, 주된 이유였다. 조사팀은 영결식과 다비식 전날인 2

(합창단) → 법어(종정예하) → 조사 → 헌화 및 헌향(종단대표 → 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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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신도대표 순으로 헌화를 함) → 인사말씀 → 사홍서원(합창단)

차리고 노제를 지냈다. 도량을 떠났다는 의미로 제를 올리는 것이라 한

→ 폐식 → 발인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반야심경을 욀 때는 객석에 있는

다. 한 스님 말에 따르면, 민가에서 상여꾼들이 운상할 때와 같은 이치

대부분의 신도들이 따라하였다. 원로회의 및 종회의원, 본사 주지 등의

라 한다. 11시 43분, 다비장에 운구행렬이 도착했다. 다비장 북쪽으로

스님들은 객석에 앉아 있었으며, 상좌를 비롯한 망인의 문중들은 단상

만장들이 늘어섰고 남쪽으로 상좌가 늘어섰다. 북쪽 언덕둔치에는 많은

을 향하여 왼쪽에 서 있었다. 객석에 있는 스님들과 상좌를 포함하여 스

사진작가들이 대기하였다. 관이 다비 남쪽에 도착하고, 관을 둘러싼 천

님들만 200~300여명이 참석하였다. 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을 거두고 탈관을 시작하였다. 상판을 먼저 분리하고, 양쪽 널판을 제거

헌화 및 헌향 시간이었다. 몇몇 신도의 이름은 특별히 호명되기도 하였

한 후, 시신을 다비 안쪽으로 넣었다. 이어서 바로 상좌가 불을 붙여서

다. 사내1리 이장이자 청맥회 회장인 백영한도 헌화에 참여하였다. 혜

다비 주변에 서서 불을 붙일 준비를 하였다. “큰스님, 불 들어갑니다.”

정 대종사는 법주사 주지를 하면서 많은 사내리 주민과 인연을 맺어왔

를 외친 후, 불을 붙였고 이어서 스님과 신도들이 반야심경을 외기 시작

고, 마을 청년들로 구성된 신도회인 거사림회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러

하였다. 한쪽에서는 만장을 대에서 분리하였다. 만장은 상좌가 따로 보

한 그의 죽음에 주민도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했다.

관할 예정이라 한다.

오전 10시 40분, 폐식을 하고 운구가 시작되었다. 만장 30여장 이

다비식 때는 3트럭 분량의 참나무와 숯 20가마를 사용하였다. 과거

상을 앞세워 출발한 운구 행렬은 <인로왕번 → 명정 → 오방번 → 무상

에는 불을 붙이고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요즘은 숯을 이용하여

계 → 만장 → 위패 → 영정 → 법주 → 법구 → 문도 → 장례위원 → 비

손쉽게 불을 붙였다. 다비장을 관장하는 법주사 스님 한 명과 직원 한

구 → 비구니 → 신도> 순으로 이어졌다. 영정은 2명이 들었으며, 법구(

명이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고 잘 탈 수 있게 관리하고 있었다. 상좌

관 운구)는 10명이 하였다. 그 뒤로 상좌가 따랐다. 영결식장에서 곧장

들은 다비장 주변에 서서 경을 외우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신도

다비장인 연화대에 가지 않고 법주사 경내의 한 바퀴 돌았다. 특히 팔상

일부들도 끝까지 남아 있었다.

전을 지나 대웅보전 앞에서 부처님께 인사를 하고 미륵대불을 지나 사

다비식은 과거에는 여러 일이 걸렸지만 최근에는 그날 모든 일정을

리각 앞에서도 다시 인사를 하고 경내를 빠져나왔다. 수정교를 건너기

마무리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과 과정이 단축되었다. 본래 습골(拾骨)

전에는 잠시 운구행렬을 멈추었다. 운구할 때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것

도 저녁 때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저녁 7시 30분, 날이 어두워져 습

은 도량을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라 한다. 다시 출발

골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음날 오전 7시에 하는 것으로 상좌가 회

할 때 상좌측과 법주사 진행요원이 운구행렬 순서 문제로 잠시 마찰을

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상좌들은 1시간 단위로 당번을 정하여 자리를 지

빚었다. 수정교를 지나서는 잠시 운구를 멈추고 과일 등 간단한 제물을

키기로 합의하고 당번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은 다비장을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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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신도대표 순으로 헌화를 함) → 인사말씀 → 사홍서원(합창단)

차리고 노제를 지냈다. 도량을 떠났다는 의미로 제를 올리는 것이라 한

→ 폐식 → 발인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반야심경을 욀 때는 객석에 있는

다. 한 스님 말에 따르면, 민가에서 상여꾼들이 운상할 때와 같은 이치

대부분의 신도들이 따라하였다. 원로회의 및 종회의원, 본사 주지 등의

라 한다. 11시 43분, 다비장에 운구행렬이 도착했다. 다비장 북쪽으로

스님들은 객석에 앉아 있었으며, 상좌를 비롯한 망인의 문중들은 단상

만장들이 늘어섰고 남쪽으로 상좌가 늘어섰다. 북쪽 언덕둔치에는 많은

을 향하여 왼쪽에 서 있었다. 객석에 있는 스님들과 상좌를 포함하여 스

사진작가들이 대기하였다. 관이 다비 남쪽에 도착하고, 관을 둘러싼 천

님들만 200~300여명이 참석하였다. 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을 거두고 탈관을 시작하였다. 상판을 먼저 분리하고, 양쪽 널판을 제거

헌화 및 헌향 시간이었다. 몇몇 신도의 이름은 특별히 호명되기도 하였

한 후, 시신을 다비 안쪽으로 넣었다. 이어서 바로 상좌가 불을 붙여서

다. 사내1리 이장이자 청맥회 회장인 백영한도 헌화에 참여하였다. 혜

다비 주변에 서서 불을 붙일 준비를 하였다. “큰스님, 불 들어갑니다.”

정 대종사는 법주사 주지를 하면서 많은 사내리 주민과 인연을 맺어왔

를 외친 후, 불을 붙였고 이어서 스님과 신도들이 반야심경을 외기 시작

고, 마을 청년들로 구성된 신도회인 거사림회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러

하였다. 한쪽에서는 만장을 대에서 분리하였다. 만장은 상좌가 따로 보

한 그의 죽음에 주민도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했다.

관할 예정이라 한다.

오전 10시 40분, 폐식을 하고 운구가 시작되었다. 만장 30여장 이

다비식 때는 3트럭 분량의 참나무와 숯 20가마를 사용하였다. 과거

상을 앞세워 출발한 운구 행렬은 <인로왕번 → 명정 → 오방번 → 무상

에는 불을 붙이고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요즘은 숯을 이용하여

계 → 만장 → 위패 → 영정 → 법주 → 법구 → 문도 → 장례위원 → 비

손쉽게 불을 붙였다. 다비장을 관장하는 법주사 스님 한 명과 직원 한

구 → 비구니 → 신도> 순으로 이어졌다. 영정은 2명이 들었으며, 법구(

명이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고 잘 탈 수 있게 관리하고 있었다. 상좌

관 운구)는 10명이 하였다. 그 뒤로 상좌가 따랐다. 영결식장에서 곧장

들은 다비장 주변에 서서 경을 외우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신도

다비장인 연화대에 가지 않고 법주사 경내의 한 바퀴 돌았다. 특히 팔상

일부들도 끝까지 남아 있었다.

전을 지나 대웅보전 앞에서 부처님께 인사를 하고 미륵대불을 지나 사

다비식은 과거에는 여러 일이 걸렸지만 최근에는 그날 모든 일정을

리각 앞에서도 다시 인사를 하고 경내를 빠져나왔다. 수정교를 건너기

마무리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과 과정이 단축되었다. 본래 습골(拾骨)

전에는 잠시 운구행렬을 멈추었다. 운구할 때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것

도 저녁 때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저녁 7시 30분, 날이 어두워져 습

은 도량을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라 한다. 다시 출발

골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음날 오전 7시에 하는 것으로 상좌가 회

할 때 상좌측과 법주사 진행요원이 운구행렬 순서 문제로 잠시 마찰을

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상좌들은 1시간 단위로 당번을 정하여 자리를 지

빚었다. 수정교를 지나서는 잠시 운구를 멈추고 과일 등 간단한 제물을

키기로 합의하고 당번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은 다비장을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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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오전 7시부터 다비식 습골이 시작되었다. 비가 온다는 예보

종사가 거주했던 곳이라 한다. 능인전을 지나 사리각에 도착해서 사리

가 있어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비가

각을 한 바퀴 돈 후, 사리각 안으로 들어갔다. 상좌 중 서열이 높은 몇

계속해서 오고 있었으며,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전기불을 켜놓고 작업을

명만이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스님들은 뒷방에서 대기하였다. 서열

시작하였다. 습골은 상좌가 참여하였다. 애당초 습골은 촬영을 못하게

이 높은 상좌가 쇄골에 참여하였다. 쇄골과정은 조사팀에게 공개하지

막고자 하였지만 당일 날 조사팀이 갔을 때 별다른 제재를 하지는 않았

않았다. 오전 8시 15분에 쇄골을 마치고 나왔다. 유골은 3개의 영구함

다. 습골은 총 10여명의 상좌가 원형으로 둘러 앉아 참여하였다. 1명의

에 나눠 담았다. 함의 크기가 작아서 나눠 담았다고 한다. 사리각과 능

스님은 다비장 남쪽에 서서 경을 계속 읽었으며, 나머지 스님들은 긴 나

인전을 한 바퀴씩 돌고 나온 후 미륵대불을 한 바퀴 돌았다. 이어서 팔

무젓가락을 이용하여 뼈를 골라내었다. 상좌가 아닌 스님들은 원형 다

상전, 원통보전, 진영각을 한 바퀴씩 돌았다. 명부전, 삼성각에 이어 대

비장 밖에서 서서 광경을 지켜보았다. 조사팀도 다비장 안으로는 들어

웅보전을 거쳤다. 대웅보전은 2바퀴를 돌았다. 이어서 염화실 등 스님

오지 말라고 하였다. 신도는 2명이 지켜보고 있었다. 시신을 모셨던 철

들이 묶는 거처를 차례로 들린 후, 마지막으로 법주사 주지인 노현 스

제 사각틀 위에 창호지를 깔고, 그 위에 뼈를 모았다. 오전 7시 10분부

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상좌가 전하면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쇄

터 스님들이 추가로 더 오기 시작하였다. 오전 7시 34분, 습골 마무리

골 이후, 법주사 경내를 한 바퀴 돈 것은 마지막 인사의 의미로 민가에

단계에 들어갔다. 주변에 흩어져 있던 재를 남쪽으로 모았다. 이 재는 따

서 발인 후 운상 할 때 망인과 인연이 깊은 곳을 들리는 것과 같은 의미

로 모아서 산에 뿌린다고 한다. 남쪽에서 경을 읽던 스님은 북쪽으로 자

라고 한다. 습골 후, 쇄골한 유골은 일부는 뿌리고 일부는 영구함에 담

리를 옮겼다. 새로운 창호지 2장을 깔고 뼈를 손으로 옮기기 시작하였

아 부도할 때 담아 둔다고 한다. 혜정 대종사는 유언으로 사리는 찾지

다. 주변에 있던 모든 상좌가 나무아미타불을 외며, 현장을 지켜보았다.

말라고 하여 유골만을 담았다.

오전 7시 40분, 창호지로 뼈를 싼 후, 두개의 영구함(유골함)에 나누어
담았다. 오전 7시 44분, 상좌가 다비장을 시계방향으로 돌며, 경을 외웠
다. 맨 앞에 요령을 든 스님이 경을 외웠고, 뒤로 영구함을 든 스님이 따
랐으며, 그 뒤로는 상좌 순서대로 섰다. 상좌가 아닌 스님들이 그 뒤를
따랐고, 마지막으로 신도 2명이 따랐다. 약 5바퀴 정도를 돈 후 다비장
을 내려왔다. 옆에서는 법주사 직원들이 남은 장례용품들을 태웠다.
다비장을 돈 행렬들은 법주사 경내로 들어섰다. 천왕문 앞에서 왼
쪽으로 틀어 가장 먼저 사리각에 도착하였다. 사리각은 생전에 혜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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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오전 7시부터 다비식 습골이 시작되었다. 비가 온다는 예보

종사가 거주했던 곳이라 한다. 능인전을 지나 사리각에 도착해서 사리

가 있어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비가

각을 한 바퀴 돈 후, 사리각 안으로 들어갔다. 상좌 중 서열이 높은 몇

계속해서 오고 있었으며,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전기불을 켜놓고 작업을

명만이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스님들은 뒷방에서 대기하였다. 서열

시작하였다. 습골은 상좌가 참여하였다. 애당초 습골은 촬영을 못하게

이 높은 상좌가 쇄골에 참여하였다. 쇄골과정은 조사팀에게 공개하지

막고자 하였지만 당일 날 조사팀이 갔을 때 별다른 제재를 하지는 않았

않았다. 오전 8시 15분에 쇄골을 마치고 나왔다. 유골은 3개의 영구함

다. 습골은 총 10여명의 상좌가 원형으로 둘러 앉아 참여하였다. 1명의

에 나눠 담았다. 함의 크기가 작아서 나눠 담았다고 한다. 사리각과 능

스님은 다비장 남쪽에 서서 경을 계속 읽었으며, 나머지 스님들은 긴 나

인전을 한 바퀴씩 돌고 나온 후 미륵대불을 한 바퀴 돌았다. 이어서 팔

무젓가락을 이용하여 뼈를 골라내었다. 상좌가 아닌 스님들은 원형 다

상전, 원통보전, 진영각을 한 바퀴씩 돌았다. 명부전, 삼성각에 이어 대

비장 밖에서 서서 광경을 지켜보았다. 조사팀도 다비장 안으로는 들어

웅보전을 거쳤다. 대웅보전은 2바퀴를 돌았다. 이어서 염화실 등 스님

오지 말라고 하였다. 신도는 2명이 지켜보고 있었다. 시신을 모셨던 철

들이 묶는 거처를 차례로 들린 후, 마지막으로 법주사 주지인 노현 스

제 사각틀 위에 창호지를 깔고, 그 위에 뼈를 모았다. 오전 7시 10분부

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상좌가 전하면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쇄

터 스님들이 추가로 더 오기 시작하였다. 오전 7시 34분, 습골 마무리

골 이후, 법주사 경내를 한 바퀴 돈 것은 마지막 인사의 의미로 민가에

단계에 들어갔다. 주변에 흩어져 있던 재를 남쪽으로 모았다. 이 재는 따

서 발인 후 운상 할 때 망인과 인연이 깊은 곳을 들리는 것과 같은 의미

로 모아서 산에 뿌린다고 한다. 남쪽에서 경을 읽던 스님은 북쪽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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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혜정대종사 사십구재
4월 11일

의 헌향(향을 피우는 것)과 헌공(잔을 올리는 것)이 이어졌다. 이어서

(3) 탄성대종사 다례재

월성스님 및 종단대표, 둔도 사찰 대표 노현스님의 추도사와 추모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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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졌다. 반야심경이 이어졌고 일동 삼배 이후 문도 대표인 지명스님

탄성대종사의 11주기 다례재가 법주사 대웅보전에서 오전 10

일 만에 영혼을 천도하는 불교의식

의 인사말을 끝으로 식이 마무리되었다. 대웅보전에 공지된 식순은 다

시부터 진행되었다. 다례재는 민간과 비교했을 때 기제사와 같은

이다. 지난 2월 22일에 입적한 혜정

음과 같다.

것으로 스님들의 입적을 기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래 탄성대종

대종사의 사십구재가 4월 11일 괴산
군 칠성면 각연사에서 거행되었다. 사실 이번 사십구재는 엄밀

식이 끝난 이후, 신도들의 헌향이 시작되었다. 각연사에서는 참석한
스님과 신도들을 위해 비빔밥을 대접하였다.

사의 다례재는 그가 입적한 곳인 공림사에서 모시고 있는데, 탄성
대종사가 현재 법주사의 주지인 노현스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노

히 말하면 법주사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사십구재는 망인의

현스님이 주지로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법주사에서 모시

문중들이 주관하는 것으로 맏상좌 지명스님이 주지로 있는 법

고 있다고 한다. 또한, 탄성대종사는 전임 주지인 도공스님의 은

주사의 말사 각연사에서 준비를 하였으므로 법주사와 간접적인

일. 종각(鐘閣)

종명(鐘銘)

사이기도 하며, 법주사 주지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것도 다례재를

관련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조사팀은 앞서 조사한 혜정 대종사

이. 상단(上壇)

헌공(獻供)

법주사에서 모시는 또 다른 이유이다.

의 영결식과 다비식과의 연장선상에서 사십구재까지 참여관찰
하고자 하였다.

축원(祝願)
삼. 신중단(神衆壇) 반야심경(般若心經)
사. 영단(靈壇)

분향(焚香) 및 헌다(獻茶)

2011년 6월 7일 오전 10시부터 대웅보전에 상좌 및 손주상좌, 사제, 대
중스님, 일반 신도들이 모여 기도를 드리는 것부터 탄성대종사 다례재가

추도사(追悼辭)

시작되었다. 사회는 법주사 총무스님인 영원스님이 맡았다. 차려진 제물은

아니라 수백 명의 신도가 참여하였다. 대웅보전 내에는 상좌와 원로스

추모사(追慕辭) 및 불망본서사(不忘本誓辭)

가짓수는 다른 재와 차이가 없으나 양은 참여한 상좌의 수에 비례한 만큼

님 및 법주사 주지스님 등 내빈이 참석하였고, 대중스님과 상좌는 대웅

종사영반(宗師靈飯) 및 삼배(三拜)

차리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제물은 법주사에서 준비를 하였다. 기도의

보전 밖에서 참석하였다. 대웅전 옆에 있는 삼성각에 초를 켜두고 문을

감사인사(感謝人事)

마지막은 반야심경이었다. 반야심경을 할 때는 참여한 모든 사람이 석가모

열어 두었다. 혜정 대종사의 영전은 영당에 차려졌다.

공지사항(公知事項)

니불을 중심으로 오른쪽인 신중단 방향으로 하였다. 신중단은 축원을 하는

오전 10시 30분, 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상좌, 대중스님뿐만

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신도들이 천수경을 외웠다. 상좌 및 사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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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백중 때 하는 천도재를 영당에서 하

6월 7일

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본격적인 다례재는 10시 40분에 시작
되었다. 복천암 월성스님이 탄성스님을
추억하며 덕담을 하였다. 이어서 직계상
좌부터 분향 및 헌작을 하였다. 잔을 치는

것은 법주사 재무스님이 담당하였다. 이어서 문중의 사제스님들이 하였
으며, 손상좌와 조카 상좌의 순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불교대학과 선
원 비구니 스님이 이어졌고 모든 스님들이 마친 후 모두 다 같이 삼배를
하였다. 이를 끝으로 다례재는 마무리되었으며, 이어서 탄성스님의 진영
을 모셔둔 진영각(조사각)에 들려 진영에 인사를 드렸다. 일반신도는 대
웅보전에 남아 분향과 헌작을 하였다. 진영각에서 부도전으로 이동하였
다. 부도전은 수정교를 건너 정면에 마련되었으며 2007년 9월 20일에 조
성되었다. 부도전에서는 모두 다 같이 합장 후 삼배를 한 후 부도탑을 시
계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오른쪽에 있는 부도탑에 다시 같은 방식으로 인
사를 드렸다. 공식적인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되었으며 바로 공양간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였다. 일부 스님과 직원들은 남아서 제상을 정리하였
다. 마지막으로 공양장을 방문하여 방문한 외빈들을 위해 제공된 사찰음
식을 촬영하였다.

264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03. 사내리의 현재

| 265

졌다. 백중 때 하는 천도재를 영당에서 하

6월 7일

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본격적인 다례재는 10시 40분에 시작
되었다. 복천암 월성스님이 탄성스님을
추억하며 덕담을 하였다. 이어서 직계상
좌부터 분향 및 헌작을 하였다. 잔을 치는

것은 법주사 재무스님이 담당하였다. 이어서 문중의 사제스님들이 하였
으며, 손상좌와 조카 상좌의 순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불교대학과 선
원 비구니 스님이 이어졌고 모든 스님들이 마친 후 모두 다 같이 삼배를
하였다. 이를 끝으로 다례재는 마무리되었으며, 이어서 탄성스님의 진영
을 모셔둔 진영각(조사각)에 들려 진영에 인사를 드렸다. 일반신도는 대
웅보전에 남아 분향과 헌작을 하였다. 진영각에서 부도전으로 이동하였
다. 부도전은 수정교를 건너 정면에 마련되었으며 2007년 9월 20일에 조
성되었다. 부도전에서는 모두 다 같이 합장 후 삼배를 한 후 부도탑을 시
계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오른쪽에 있는 부도탑에 다시 같은 방식으로 인
사를 드렸다. 공식적인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되었으며 바로 공양간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였다. 일부 스님과 직원들은 남아서 제상을 정리하였
다. 마지막으로 공양장을 방문하여 방문한 외빈들을 위해 제공된 사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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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내리 사람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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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자 선정배경

이 장에서는 현재 사내리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뜻 봐서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직업을 가진 박경수나 사내1리

다룬다. 여기서 다룰 그들의 이야기는 약 8개월간 조사팀이 사

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며 사내리의 마당발로 각

내리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을 참여관찰한 일종의 결과

종 사회단체에 적극적 참여하고 있는 사내1리 이장 백영한 등

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민속지에서 다뤄왔던 구술

이 이에 속한다.

생애사적 접근뿐만 아니라 조사팀이 현재적 관점에서 참여관찰

또한, 단순히 사내리 토착민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외지인들

한 그들의 이야기도 본 글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조사팀이 사

도 포함해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사내리로 이주하게 되었는

람들 이야기를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 이유는 짧은 시

지,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생활하면서 사내리 생활에 정착

간 동안 심층면접을 통해 제보자의 생애사를 역사민속학적으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다. 특히 제보자 박충길의 경우,

재구성하는 기존의 연구방법론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사내리로 이주한 지 1년 남짓한 인물로 조사팀이 참여관찰 했던

조사팀처럼 한 지역에서 장기간 조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시기와 그가 사내리에서 살아가는 기간이 어느 정도 일치하여

더욱더 장시간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제보자를 선정해야만 하

그가 사내리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면밀히 볼 수 있었다.

며, 제보자의 구술에만 의지하지 않고 현재적 관점의 마을 사람

제보자 정순금과 이옥선은 사내리가 관광지로 되기 이전의

들의 이야기도 과거의 맥락과 함께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주민의 삶과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볼 수 있는 제보자이며,

따라서 제보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특정한 주제에 있어

현재까지도 마을에 거주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선택되었다. 이

그 사람의 인생사 자체가 흥미롭거나 구술 능력이 탁월한 사람

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인생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이야

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

기까지 반영하여 사내리의 살아 있는 역사를 기록하고자 하였

을 우선으로 선택하였다. 가령 현재 제보자의 생활을 토대로 그

다. 이상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까지 민속지를 통해 부

들이 어떻게 이러한 직업과 사회적 위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

분적으로 알 수 있었던 사내리의 사회문화적인 특징의 일면을

해 알아보았다. 사진사, 아마추어 식물 전문가, 노래방이라는 언

엿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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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내골 노인회장님 정순금

사내골의 동래 정씨 셋째 딸
정순금은 1928년 12월 19일 사내골 감나무집에서 동래 정씨

마침 주변에서도 만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문경이나

셋째 딸로 태어났다. 동래 정씨는 영월 엄씨와 함께 사내골에 처

상주 등 주변지역 사람들까지 합세하니 인원이 30명이나 되었

음 정착한 성씨로 알려졌다. 지금도 사내골에 입향조의 산소가

다. 정순금은 그 중 유일한 어린아이였다. 그때가 정순금의 나이

남아 있다고 한다.

12살 때인 1939년이었다.

현재 토착민으로서 사내골에 사는 동래 정씨는 정순금이 유일
하다. 정순금의 아버지 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내골에는 동래 정

우리 갈 적에 한 30명이 갔는걸 모. 문경 사람들 뭐 모아가지고. 30

씨가 많았다. 정순금의 일가도 아버지를 비롯하여 작은아버지도

명 간 중에 아는 나 하나여. 날 공깃돌 놀리듯 하고 참말로 호강하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고, 또 다른 작은 아버지는 대처승을 하며

고 그랬어.

마을에 같이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다 마을을 떠났거나 세
상을 떠났고, 사촌 올케 두 명과 정순금만이 동래 정씨 일가로

아 그럼. 나 18살에 해방됐는데 그때는 12살인데. 6년 더 있다가 해

사내골에 남아 있다.

방됐는데.

그래서 이기 요 앞집이 감나무집이 나 크던 나 낳은 집인데 그래

정순금은 위로 언니가 두 명 있었다. 그때 큰 언니는 이미 시

우리 아버지가 만주 가면서 동생한테 물려주고 갔어. 집이고 땅이

집을 갔었다. 작은 언니는 시집을 가지 않았지만 때마침 서울에

고 전부 다.

아는 지인이 수양딸을 삼고 싶다고 연락이 와 만주 가는 길에 서
울에 놓고 갔다.

정씨하고 엄(영월)씨가 이 동네를 만들었대. 우리 7대조 산소가 저
기 있는대.

(둘째) 언니는 만주 갈 적에 누가 수양딸로 달라 해서 떼어 놓고 갔
지. 큰언니는 시집가고.

부모님과 만주로 떠나다
정순금의 아버지는 장남이었지만 아들이 없었다. 딸만 세 명을

정순금 가족은 속리산을 출발하여 미원을 거쳐 청주에 도착

둔 딸부자였다. 오랫동안 정씨 가문이 사내골에 터줏대감으로 자

했다. 청주에서 합세하는 이가 있어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리 잡고 있었지만 더는 자신의 후손이 마을에 살 수 없을 것이라

했다. 청주에서 곧장 서울로 갔다. 청량리 근처에서 숙소를 잡아

그는 생각했다. 마침, 고종사촌 누이인 ‘쌍둥이 할머니’가 사내리를

하룻밤을 잤다. 난생 처음 서울에 왔는데 바로 만주로 가기가 아

떠나 만주로 가자고 제안했다. 누이는 이미 만주를 다녀온 경험이

쉬워 다음 날 ‘서울 구경’을 하였다. 말로만 듣던 화신상회98를 한

있고, 만주가 이곳보다 살기가 더 좋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번 보고 싶었다. 짐을 놔둘 수가 없어 가져온 짐을 모두 둘러메

결국, 그는 마음을 굳혔다. 어차피 아들도 없는데 팔도강산 구
경이나 하다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곧바로 그는 자신의 재

고 화신상회로 갔다. 정순금은 당시 화신상회를 방문했던 경험
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산과 신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집과 부치고 있던 땅은 동생에
게 모두 주었다.

멀었지. 옛날에는. 청주 가서 하루 저녁 자고 누구 기다리느라고. 가
다가 또 서울 가서 자고. 서울 가서 자는데 시방 생각하면 청량리 같

쌍둥이 할머니 때문에 우리도 간 거여. 만주 참 좋다고. 동생도 가자

아. 내 생각에. 나 그때 12살 먹었거든. 청량리 같은데 뭐 지하방인

고 가자고 해서. 그이가 고종사촌 누이잖아. 아버지한테. 우리가 거

가 그런데 그냥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듣기고 그러는데 그 이

기서 1년 있다니께 보식이 아버지 모두 한 패 들어왔더라고.

튿날 또 서울구경하고 간다고 화신상회 갔어. 옛날에 화신상. (아.

자식도 없으면서 팔도강산 구경이나 하다 죽는다고 아버지가. (아
들이 없으니까?) 그때 시방 지금은 아들 없어도 별거 아닌데 옛날에
는 아들 없으면 아주 헛일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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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다고 한다.

12살 때인 1939년이었다.

현재 토착민으로서 사내골에 사는 동래 정씨는 정순금이 유일
하다. 정순금의 아버지 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내골에는 동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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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가 많았다. 정순금의 일가도 아버지를 비롯하여 작은아버지도

명 간 중에 아는 나 하나여. 날 공깃돌 놀리듯 하고 참말로 호강하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고, 또 다른 작은 아버지는 대처승을 하며

고 그랬어.

마을에 같이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다 마을을 떠났거나 세
상을 떠났고, 사촌 올케 두 명과 정순금만이 동래 정씨 일가로

아 그럼. 나 18살에 해방됐는데 그때는 12살인데. 6년 더 있다가 해

사내골에 남아 있다.

방됐는데.

그래서 이기 요 앞집이 감나무집이 나 크던 나 낳은 집인데 그래

정순금은 위로 언니가 두 명 있었다. 그때 큰 언니는 이미 시

우리 아버지가 만주 가면서 동생한테 물려주고 갔어. 집이고 땅이

집을 갔었다. 작은 언니는 시집을 가지 않았지만 때마침 서울에

고 전부 다.

아는 지인이 수양딸을 삼고 싶다고 연락이 와 만주 가는 길에 서
울에 놓고 갔다.

정씨하고 엄(영월)씨가 이 동네를 만들었대. 우리 7대조 산소가 저
기 있는대.

(둘째) 언니는 만주 갈 적에 누가 수양딸로 달라 해서 떼어 놓고 갔
지. 큰언니는 시집가고.

부모님과 만주로 떠나다
정순금의 아버지는 장남이었지만 아들이 없었다. 딸만 세 명을

정순금 가족은 속리산을 출발하여 미원을 거쳐 청주에 도착

둔 딸부자였다. 오랫동안 정씨 가문이 사내골에 터줏대감으로 자

했다. 청주에서 합세하는 이가 있어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리 잡고 있었지만 더는 자신의 후손이 마을에 살 수 없을 것이라

했다. 청주에서 곧장 서울로 갔다. 청량리 근처에서 숙소를 잡아

그는 생각했다. 마침, 고종사촌 누이인 ‘쌍둥이 할머니’가 사내리를

하룻밤을 잤다. 난생 처음 서울에 왔는데 바로 만주로 가기가 아

떠나 만주로 가자고 제안했다. 누이는 이미 만주를 다녀온 경험이

쉬워 다음 날 ‘서울 구경’을 하였다. 말로만 듣던 화신상회98를 한

있고, 만주가 이곳보다 살기가 더 좋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번 보고 싶었다. 짐을 놔둘 수가 없어 가져온 짐을 모두 둘러메

결국, 그는 마음을 굳혔다. 어차피 아들도 없는데 팔도강산 구
경이나 하다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곧바로 그는 자신의 재

고 화신상회로 갔다. 정순금은 당시 화신상회를 방문했던 경험
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산과 신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집과 부치고 있던 땅은 동생에
게 모두 주었다.

멀었지. 옛날에는. 청주 가서 하루 저녁 자고 누구 기다리느라고. 가
다가 또 서울 가서 자고. 서울 가서 자는데 시방 생각하면 청량리 같

쌍둥이 할머니 때문에 우리도 간 거여. 만주 참 좋다고. 동생도 가자

아. 내 생각에. 나 그때 12살 먹었거든. 청량리 같은데 뭐 지하방인

고 가자고 해서. 그이가 고종사촌 누이잖아. 아버지한테. 우리가 거

가 그런데 그냥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듣기고 그러는데 그 이

기서 1년 있다니께 보식이 아버지 모두 한 패 들어왔더라고.

튿날 또 서울구경하고 간다고 화신상회 갔어. 옛날에 화신상. (아.

자식도 없으면서 팔도강산 구경이나 하다 죽는다고 아버지가. (아
들이 없으니까?) 그때 시방 지금은 아들 없어도 별거 아닌데 옛날에
는 아들 없으면 아주 헛일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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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화신상회는 화신백화점의 전신으로 1931년에 창립하였다. 1937년에는 화재로 인해
전관을 근대건축가 박길룡 설계로 세웠다. 전관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에 엘리베이터
와 에스컬레이터를 갖췄으며, 당시 창경궁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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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출을 피해 청주나들이로 시집을 가다

알아요. 백화점). 어. 시방은 백화점 별것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거가

고 팥죽 한 그릇을 사줘가지고 거기다 입맛을 붙여서 먹었네. 그래

머니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서울에 1년간 머물다

최고 썼어. 거기를 구경을 갔는데 짐보따리 지고 바가지도 끼메따

가지고 만주를 그 이튿날(갔지)

가 결국, 사내리로 다시 내려갔다. 동생에게 준 집으로 다시 들

사내리에 다시 정착하자마자 아버지는 정순금을 시집보내야

어가신 후, 그곳에서 돌아가셨다. 그때가 정순금의 나이 15세였

한다고 마음먹었다. 당시 젊은 처녀들은 위안부로 공출 되는 것
을 막고자 서둘러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순금도 예외는 아

고 그랬었어. 짐보따리에다. 그래가지고 가는데 아이 저기까지 있었
거덩. 5층인가 7층인가. 내려와서 문을 찾으니까 없어. 지하가 있는

만주에 도착해보니 만주는 사내리와는 많은것이 달랐다. 어

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는 만주 생활을 정리하고 딸이

걸 모르고 문을 찾으니 있어. 사방 돌아다녀도 문이 없다 그렇께 한

린 정순금의 눈에는 마을이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그저

있는 서울로 왔다. 아버지와 정순금, 그리고 둘째 언니가 방을

니었다. 정순금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이었다.

층 더 올라가야되유. 그러드라고 하하하하.

신기할 따름이었다. 만주에 가서 말고기도 처음 먹어봤고, 학교

하나 얻어 같이 살기 시작했다. 그곳이 지금의 강북구 삼양동이

가문 또한 마을에서 터줏대감이었던 동래 정씨였다. 그래서인지

도 다녔다. 만주는 일본인과 조선인이 반반 섞여 살았다. 이런

다. 정순금의 기억으로는 그곳을 삼각산 아래 냉천골이라고 불

혼사자리가 났다고 하니 여기저기에서 서로 며느리 삼겠다고 야

인구구성은 조선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학교 분위기도 어색하

렀다고 한다.

단이었다. 결국, 청주나들이에서 주막집을 운영하던 조씨 가문

서울구경을 마치고 곧장 원산으로 갔다. 만주로 가기 위해서
는 경원선을 타고 원산에 가서 청진행 함경선 열차로 갈아타야

지 않았다.

했다. 원산에 도착하여보니 사내리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 천지

우리 팔촌 오빠가 배 밭에 일본 사람들 배 밭 부쳤잖아. 과수원. 거기

였다. 원산은 항구로 유명하였고, 많은 해산물이 모여 있었다. 산

이제 거기서도 학교 2년 다니고. 만주서 학교 다녀도 똑같지 뭐. 왜

촌에서만 살았던 그들은 그 모습 자체가 신기할 따름이었다. 원

정 때라 일본사람이 반 살고 조선사람이 반 살고 우리 동네는. 만주

산에 도착해서 유명하다는 명태를 먹었다. 일행 중 한 명이 명태

는 이레 막 성을 쌓아놓고 살아.

가시가 목에 걸려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던 모습은 정순금의 기
억에 또렷이 남아 있다.

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정순금의 아버지는 만주에서 정착 후, 사내리에서 그랬던 것
처럼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당장 땅을 살 수는 없었지만, 어차

서 관리자로 있었어. 우리 팔촌 오빠가. 그런 일 하고 살았어.

그 때 다 컸어. 16살이래도. 서로 여기저기서 며느리 달라고 해. 서
로. 그래서 재수 좋은 사람이 뺏아갔지. 하하하

아이고~ 힘들었지. 왜정 때 콩깻묵 배급 주는 거 그거 (먹고 살았
지). 그 이듬해 아버지가 나왔잖아. 아버지하고 서울서 살았어. 남의

집이며 땅이며 모두 정리하고 만주로 떠났던지라 혼수 하나

셋방 얻어가지고. 거기가 삼양동이지. 시방 삼양동될겨. 옛날에 냉

제대로 해가지 못하였다. 심지어 대례복도 시집에서 준비하였

천골이라 그랬어. 삼각산 밑에.

다. 정순금은 그때만 해도 워낙 어려 혼례를 치르는 건지도 잘

가다가 또 원산가서 자고. 원산이 명태가 유명했어. 생명태찌개를

피 사내리에서도 절땅을 부쳤던지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다

해왔는가벼. 동태찌개를. 시방 생각할께. 그랬는데 그걸 먹다가 누

가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했다. 조갈병, 지금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서울에 오셔서 팔촌 오빠와 함께 배 밭에서 일하며

가마꾼은 옆집에 살던 남준오의 아버지가 해주었다. 가마는 청

가 까시에 걸려가지고 막 켁켁하는데 그 까시를 요기다가(정수리)

당뇨병이었다. 만주에서는 어머니를 치료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생계를 꾸려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세 명이 살기에는 턱없

주나들이로 곧장 가지 않고 마을 입구에 있는 수살대를 거쳐

노니까 내려가더라고. 내가 그때 생각이 나서 누가 작년인가 까시

아버지는 정순금과 어머니를 서울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둘째

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늘 먹을거리는 배급으로 해결하였다. 콩

서 갔다.

가 걸려서 안 내려간다 해서 그걸 해보라고 그랬더니 내려갔대 하

딸이 있는 서울이라면 어머니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깻묵(콩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을 받아 언니와 함께 먹었다. 조

하하

각했다. 그 길로 정순금은 어머니와 함께 기찻길에 올랐다. 만주

금씩 나오는 쌀은 서울에 오셔서 아프기 시작한 아버지에게 죽

뭐가 있어. 뭐가 있어야 혼수도 해가지고 가지. 아무것도 없어서 옷

에 정착한 지 2년째 되던 해였다. 어머니는 정거장에 설 때마다

을 쑤어드렸다.

도 거기서 시집에서 해가지고 입혀가지고 왔는걸.

아이고 서울서 살적에는 쌀도 못 사 먹었어 왜정 때. 그래가지고 콩

저 건네 야영장 들어가는데 다리 있잖아. 다리 건너오면 그 짝이 빈

깻묵 배급 주는 거 언니하고 나하고는 콩깻묵만 먹고 아버지가 또

터잖아. 글로 시집을 갔어. 가마타고. 가마타고 가도 이제 한 길이 다

청진으로 갈 때 정순금은 심한 차멀미를 했다. 정순금의 아버
지는 이러다 어린 딸이 탈이 날까 봐 청진에서 정순금의 건강이

몰랐다. 대례를 치르고 신행을 갈 때는 가마를 타고 갔다. 그때

물을 마시러 내렸다. 행여나 어머니가 돌아오시기 전에 기차가
떠날까 봐 정순금은 걱정하며 그렇게 서울로 갔다.

좋아질 때까지 머물기로 했다. 그렇게 청진에서 이틀을 머물렀
다. 청진을 갔을 때는 원산에서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 부둣가

서울왔는데 서울와가지고 엄마하고 둘이 왔어. 아버지는 만주에 놔

병환에 계셔서 쌀은 조금씩 배급 타는 거 고거 아주 죽 쑤어 드리

리 있는 데서 절로 내려가서 이렇게 돌아가지. 저 아래 수살대라고

에 가기도 했다. 거기서 온갖 해산물들을 구경했다. 딸의 입맛을

두고. (조사자: 아버지는 만주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농사짓지.

고 그랬어.

있었어. 서낭댕이라고 저 아래 시방 어디쯤일까 그 서낭당이가 인

돌려보려 아버지는 뭐든 먹고 싶은 것을 사주겠다고 했다. 그러

공폭포 나오잖아 거기가 서낭댕이였어. 고가 갈림길이었어. 여기서
우리 어머니가 병에 걸렸어. 시방으로 말하면 당인데 옛날엔 조갈병

그렇게 1년을 살다가 어머니의 제삿날이 돌아왔다. 사내리 작

이라 그랬어. 조갈병. 그래가지고선 오다가도 기차가 서면은 물 먹

은 아버지집에서 어머니의 제사를 모시기로 하였다. 아버지와

원산서 자고 또 하루는 청진 가서 마지막 자고. 그래서 청진 가서

으로 간다고 내리가면은 시방은 물병이나 있고 가져다니지, 옛날에

정순금은 그렇게 다시 4년 만에 사내리로 돌아왔다. 사내리로 오

남편 조성일은 삼촌과 노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조성

내가 차멀미가 나가지고 못가니께 저기 어디 가다가 딸 시비 간다

는 먹으로 가야해여. 내려가면 엄마오기 전에 차 떠날까 봐 나는 또

니 다시 서울에서 힘든 생활을 하기 싫었다. 팔도강산 구경이나

일은 청원군 미원출신으로 각각 8세와 9세 때 어머니와 아버지

고. 우리 언니들은 시집가고 없고 나만 데리고 갔거든. 그래가지고

조바심이 되네. 그래가지고 물을 계속 먹더라고.

하다 죽겠다는 아버지의 꿈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래서 다시

를 여의고 청주나들이에 살았던 삼촌 밑에서 자랐다. 그는 6.25

사내리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다. 그때 정순금의 나이 16세였다.

때 대한청년단으로 활동하였고, 이후에는 유격대원으로 마을을

나 정순금은 해산물보다는 팥죽이 더 먹고 싶었다.

서는 딸 시비 간다고 하루 더 자고 간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틀 저
녁을 잤어. 청진서. 그래서 그 이튿날 청진 부둣가를 갔는데 뭐 그

힘들었던 서울생활

지킨 장본이기도 하였다. 이 공로로 1995년에는 법주사로부터

때 여기 촌에서 있다가 가보니께 별게 별게 다 있어. 오징어도 있고

서울에는 정순금의 둘째 언니와 팔촌 오빠가 살고 있었다. 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또 병에 걸려가지고 할 수 없이 또 내려왔지. 그

뭐도 있고. 뭐 먹을라냐 묻더라고. 그라서는 밥을 못 먹고 그라니께.

행히 연고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팔촌 오빠는 일본인이 경영하

렇게 나 15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고 이듬해 제사 첫제사 지내

그때 난 팥죽 사준 게 시방까지도. (기억나) 팥죽 먹겠다 그래가지

는 배 과수원의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에 와도 어

고 아버지하고 왔지. 와가지고 시집갔어. 열 여섯에 하하하.

272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나가는 한 길 있고 저 건너서 나오는 한 길이 있고 [……]

공로패를 받기도 하였다.99

99 보은신문 1995년 6월 10일

04. 사내리 사람들의 이야기

| 273

공출을 피해 청주나들이로 시집을 가다

알아요. 백화점). 어. 시방은 백화점 별것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거가

고 팥죽 한 그릇을 사줘가지고 거기다 입맛을 붙여서 먹었네. 그래

머니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서울에 1년간 머물다

최고 썼어. 거기를 구경을 갔는데 짐보따리 지고 바가지도 끼메따

가지고 만주를 그 이튿날(갔지)

가 결국, 사내리로 다시 내려갔다. 동생에게 준 집으로 다시 들

사내리에 다시 정착하자마자 아버지는 정순금을 시집보내야

어가신 후, 그곳에서 돌아가셨다. 그때가 정순금의 나이 15세였

한다고 마음먹었다. 당시 젊은 처녀들은 위안부로 공출 되는 것
을 막고자 서둘러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순금도 예외는 아

고 그랬었어. 짐보따리에다. 그래가지고 가는데 아이 저기까지 있었
거덩. 5층인가 7층인가. 내려와서 문을 찾으니까 없어. 지하가 있는

만주에 도착해보니 만주는 사내리와는 많은것이 달랐다. 어

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는 만주 생활을 정리하고 딸이

걸 모르고 문을 찾으니 있어. 사방 돌아다녀도 문이 없다 그렇께 한

린 정순금의 눈에는 마을이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그저

있는 서울로 왔다. 아버지와 정순금, 그리고 둘째 언니가 방을

니었다. 정순금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이었다.

층 더 올라가야되유. 그러드라고 하하하하.

신기할 따름이었다. 만주에 가서 말고기도 처음 먹어봤고, 학교

하나 얻어 같이 살기 시작했다. 그곳이 지금의 강북구 삼양동이

가문 또한 마을에서 터줏대감이었던 동래 정씨였다. 그래서인지

도 다녔다. 만주는 일본인과 조선인이 반반 섞여 살았다. 이런

다. 정순금의 기억으로는 그곳을 삼각산 아래 냉천골이라고 불

혼사자리가 났다고 하니 여기저기에서 서로 며느리 삼겠다고 야

인구구성은 조선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학교 분위기도 어색하

렀다고 한다.

단이었다. 결국, 청주나들이에서 주막집을 운영하던 조씨 가문

서울구경을 마치고 곧장 원산으로 갔다. 만주로 가기 위해서
는 경원선을 타고 원산에 가서 청진행 함경선 열차로 갈아타야

지 않았다.

했다. 원산에 도착하여보니 사내리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 천지

우리 팔촌 오빠가 배 밭에 일본 사람들 배 밭 부쳤잖아. 과수원. 거기

였다. 원산은 항구로 유명하였고, 많은 해산물이 모여 있었다. 산

이제 거기서도 학교 2년 다니고. 만주서 학교 다녀도 똑같지 뭐. 왜

촌에서만 살았던 그들은 그 모습 자체가 신기할 따름이었다. 원

정 때라 일본사람이 반 살고 조선사람이 반 살고 우리 동네는. 만주

산에 도착해서 유명하다는 명태를 먹었다. 일행 중 한 명이 명태

는 이레 막 성을 쌓아놓고 살아.

가시가 목에 걸려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던 모습은 정순금의 기
억에 또렷이 남아 있다.

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정순금의 아버지는 만주에서 정착 후, 사내리에서 그랬던 것
처럼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당장 땅을 살 수는 없었지만, 어차

서 관리자로 있었어. 우리 팔촌 오빠가. 그런 일 하고 살았어.

그 때 다 컸어. 16살이래도. 서로 여기저기서 며느리 달라고 해. 서
로. 그래서 재수 좋은 사람이 뺏아갔지. 하하하

아이고~ 힘들었지. 왜정 때 콩깻묵 배급 주는 거 그거 (먹고 살았
지). 그 이듬해 아버지가 나왔잖아. 아버지하고 서울서 살았어. 남의

집이며 땅이며 모두 정리하고 만주로 떠났던지라 혼수 하나

셋방 얻어가지고. 거기가 삼양동이지. 시방 삼양동될겨. 옛날에 냉

제대로 해가지 못하였다. 심지어 대례복도 시집에서 준비하였

천골이라 그랬어. 삼각산 밑에.

다. 정순금은 그때만 해도 워낙 어려 혼례를 치르는 건지도 잘

가다가 또 원산가서 자고. 원산이 명태가 유명했어. 생명태찌개를

피 사내리에서도 절땅을 부쳤던지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다

해왔는가벼. 동태찌개를. 시방 생각할께. 그랬는데 그걸 먹다가 누

가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했다. 조갈병, 지금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서울에 오셔서 팔촌 오빠와 함께 배 밭에서 일하며

가마꾼은 옆집에 살던 남준오의 아버지가 해주었다. 가마는 청

가 까시에 걸려가지고 막 켁켁하는데 그 까시를 요기다가(정수리)

당뇨병이었다. 만주에서는 어머니를 치료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생계를 꾸려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세 명이 살기에는 턱없

주나들이로 곧장 가지 않고 마을 입구에 있는 수살대를 거쳐

노니까 내려가더라고. 내가 그때 생각이 나서 누가 작년인가 까시

아버지는 정순금과 어머니를 서울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둘째

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늘 먹을거리는 배급으로 해결하였다. 콩

서 갔다.

가 걸려서 안 내려간다 해서 그걸 해보라고 그랬더니 내려갔대 하

딸이 있는 서울이라면 어머니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깻묵(콩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을 받아 언니와 함께 먹었다. 조

하하

각했다. 그 길로 정순금은 어머니와 함께 기찻길에 올랐다. 만주

금씩 나오는 쌀은 서울에 오셔서 아프기 시작한 아버지에게 죽

뭐가 있어. 뭐가 있어야 혼수도 해가지고 가지. 아무것도 없어서 옷

에 정착한 지 2년째 되던 해였다. 어머니는 정거장에 설 때마다

을 쑤어드렸다.

도 거기서 시집에서 해가지고 입혀가지고 왔는걸.

아이고 서울서 살적에는 쌀도 못 사 먹었어 왜정 때. 그래가지고 콩

저 건네 야영장 들어가는데 다리 있잖아. 다리 건너오면 그 짝이 빈

깻묵 배급 주는 거 언니하고 나하고는 콩깻묵만 먹고 아버지가 또

터잖아. 글로 시집을 갔어. 가마타고. 가마타고 가도 이제 한 길이 다

청진으로 갈 때 정순금은 심한 차멀미를 했다. 정순금의 아버
지는 이러다 어린 딸이 탈이 날까 봐 청진에서 정순금의 건강이

몰랐다. 대례를 치르고 신행을 갈 때는 가마를 타고 갔다. 그때

물을 마시러 내렸다. 행여나 어머니가 돌아오시기 전에 기차가
떠날까 봐 정순금은 걱정하며 그렇게 서울로 갔다.

좋아질 때까지 머물기로 했다. 그렇게 청진에서 이틀을 머물렀
다. 청진을 갔을 때는 원산에서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 부둣가

서울왔는데 서울와가지고 엄마하고 둘이 왔어. 아버지는 만주에 놔

병환에 계셔서 쌀은 조금씩 배급 타는 거 고거 아주 죽 쑤어 드리

리 있는 데서 절로 내려가서 이렇게 돌아가지. 저 아래 수살대라고

에 가기도 했다. 거기서 온갖 해산물들을 구경했다. 딸의 입맛을

두고. (조사자: 아버지는 만주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농사짓지.

고 그랬어.

있었어. 서낭댕이라고 저 아래 시방 어디쯤일까 그 서낭당이가 인

돌려보려 아버지는 뭐든 먹고 싶은 것을 사주겠다고 했다. 그러

공폭포 나오잖아 거기가 서낭댕이였어. 고가 갈림길이었어. 여기서
우리 어머니가 병에 걸렸어. 시방으로 말하면 당인데 옛날엔 조갈병

그렇게 1년을 살다가 어머니의 제삿날이 돌아왔다. 사내리 작

이라 그랬어. 조갈병. 그래가지고선 오다가도 기차가 서면은 물 먹

은 아버지집에서 어머니의 제사를 모시기로 하였다. 아버지와

원산서 자고 또 하루는 청진 가서 마지막 자고. 그래서 청진 가서

으로 간다고 내리가면은 시방은 물병이나 있고 가져다니지, 옛날에

정순금은 그렇게 다시 4년 만에 사내리로 돌아왔다. 사내리로 오

남편 조성일은 삼촌과 노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조성

내가 차멀미가 나가지고 못가니께 저기 어디 가다가 딸 시비 간다

는 먹으로 가야해여. 내려가면 엄마오기 전에 차 떠날까 봐 나는 또

니 다시 서울에서 힘든 생활을 하기 싫었다. 팔도강산 구경이나

일은 청원군 미원출신으로 각각 8세와 9세 때 어머니와 아버지

고. 우리 언니들은 시집가고 없고 나만 데리고 갔거든. 그래가지고

조바심이 되네. 그래가지고 물을 계속 먹더라고.

하다 죽겠다는 아버지의 꿈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래서 다시

를 여의고 청주나들이에 살았던 삼촌 밑에서 자랐다. 그는 6.25

사내리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다. 그때 정순금의 나이 16세였다.

때 대한청년단으로 활동하였고, 이후에는 유격대원으로 마을을

나 정순금은 해산물보다는 팥죽이 더 먹고 싶었다.

서는 딸 시비 간다고 하루 더 자고 간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틀 저
녁을 잤어. 청진서. 그래서 그 이튿날 청진 부둣가를 갔는데 뭐 그

힘들었던 서울생활

지킨 장본이기도 하였다. 이 공로로 1995년에는 법주사로부터

때 여기 촌에서 있다가 가보니께 별게 별게 다 있어. 오징어도 있고

서울에는 정순금의 둘째 언니와 팔촌 오빠가 살고 있었다. 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또 병에 걸려가지고 할 수 없이 또 내려왔지. 그

뭐도 있고. 뭐 먹을라냐 묻더라고. 그라서는 밥을 못 먹고 그라니께.

행히 연고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팔촌 오빠는 일본인이 경영하

렇게 나 15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고 이듬해 제사 첫제사 지내

그때 난 팥죽 사준 게 시방까지도. (기억나) 팥죽 먹겠다 그래가지

는 배 과수원의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에 와도 어

고 아버지하고 왔지. 와가지고 시집갔어. 열 여섯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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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은 주막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1960년대 오리숲 일대에

우리 큰아들 고생한 거라고. 리어카 사줘가지고 길 닦는다고 아이

그러나 명절이나 주말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 정순금의 건강

많은 상가가 생기기 전까지 청주나들이 일대에는 주막집과 가

고 때우러 보은 갔다가 눈을 못 보는겨. 때우는 거 그걸 봤댜. 아 그

과 안부를 살피고 있다.

정집이 각각 3~4채씩 있을 뿐이었다. 당시 시집의 이웃이 현재

래가지고 봉사 되는 줄 알았어.

사내1리에서 같이 사는 윤중이의 친정집이었다. 주막집들이 다

조사팀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정순금과 그의 가족들이 모인
현장을 볼 수 있었다. 2011년 5월 8일, 정순금과 작은 올케인 김

그랬듯이 시집에서도 법주사로 오가는 탐승객들을 상대로 음식

그래가지고 애들 여 신작로 닦을 때 자갈 추리는데 갸들도 나가서

순월, 큰딸과 큰사위,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 큰손녀와 증손자,

과 잠자리를 제공하였다. 주막에서 해방 이후 속리산에 산불이

돈 벌어오고 그랬어.

증손녀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정순금부

많이 나서 나무를 발매할 때 산판꾼들의 음식을 해주었던 기억

터 4대에 걸쳐 각기 성씨가 다른 여성들이 모인 것이 인상적이

이 있다. 또한, 매년 사월초파일 때 인산인해를 이뤘던 손님들을
맞이한 기억도 있다.

현재 큰딸은 대천, 큰아들은 청주, 둘째 아들은 인천, 둘째 딸

었다. 산외면 백석리에 있는 오리요릿집에서 백숙을 먹으며, 가

은 서울, 셋째 딸은 강원도 둔내, 넷째 딸은 의정부, 셋째 아들과

족의 화목을 빌었다. 정순금은 얼마 안 남은 부처님오신 날을 맞

넷째 아들은 청주에 살고 있어 정순금과 모두 떨어져 살고 있다.

이하여 가족을 위해 등을 동암에 미리 달아두었다.

없었어. 저 집하고 우리집하고 오두막집하고 세 개 있고. 저 위에 가
면 주막집이라 옛날에는 주막집이라 했지. 주막집 세 개 있었고. 또
개인집 서너 개 있었고. 집도 몇 개 없었어.

거기가 어디냐하면 나 시집간 터가 다리 건너서 오른편으로 한 50
미터 간 곳이 우리집터고 웃집이 저집(윤중이)터고.
1960년대 법주사에서 정순금

시집에서 살면서 아이를 둘을 낳았다. 정순금의 나이 18세 때
첫 딸을 낳았다. 해방둥이였다. 21세 때 한 명을 더 난 이후, 22
세 때인 1949년 사내골로 분가를 하게 되었다. 다시 정순금이

9남매의 엄마

태어난 마을로 돌아온 것이다. 당시 정순금이 처음 분가하여 살

정순금은 9남매의 엄마이다. 5남 4녀의 자식을 두었고, 그 중

림을 낸 집은 현재 김상만이 거주하고 있는 사내5리에 있는 곳

한 명을 6・25 때 홍역으로 잃었다. 6・25 때 남편은 대한청년

이다. 헌 집을 사서 고쳐서 살았으며, 살림을 낸 이후부터는 농

단 활동으로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아이들을 데리고 말티고개

사를 지으며 살기 시작했다. 시집에서 분가할 당시 쌀 서너 말

를 넘어 삼가리로 피신할 때도 정순금이 온 가족을 이끌었다. 결

을 분가자금으로 지원해주었고, 농사일도 별 탈 없이 진행되는

국, 큰아들을 잃었다. 1951년에 집에서 모시던 시할머님도 돌아

듯했다. 그러다 논에 거름이 없어 풀을 꺾던 남편이 뱀에 물리

가셨다. 그때도 공비들 때문에 장례도 밤에 조용히 치렀다.

게 되었고, 석 달간 고생을 하게 되면서 농사일을 망치게 되었

아이들이 많은 만큼 살기는 어려웠고, 아이들의 희생이 필요

다. 당시 남편은 변소를 갈 때도 정순금에게 업혀서 갔다고 하

했다. 특히 큰딸과 둘째 아들(큰아들을 일찍 잃어 지금은 큰아

니 상태가 꽤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자금으로 받았던 식

들)은 어렸을 때부터 생업 일선에 나왔다.

량도 축이나 쌀을 꿔 먹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빚 없이 살 수 없
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2011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 해 온가족이 모인 정순금 가족

아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1966년 마을 신작로를 닦을 때 부
역을 나갔다. 그때 정순금은 아들을 위해 리어카를 사줬다. 그러
나 아들이 보은에서 용접을 하다가 실수를 하여 잠시 눈을 뜨지

저 건너서 애 둘 낳고 열 여덟에 하나 낳고 스물 한살에 하나 낳고.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을 쓸어내린다. 더 어린 동생

그라고 이 건너와서 다 낳았어. 이제 살림을 냈잖아. 살림을 내줬잖

들은 신작로 닥을 때 자갈 추리는 일을 도왔다. 큰 딸은 매년 정

아. 시댁에서.

월 초에 마을의 젊은 남녀들이 모여 하는 연극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집에서 복조리를 만들어 참여하지 못했다. 그

살림을 나왔는데 살림을 3월 달에 이사를 왔는데 4월 달에 논에 거

래도 지금 자식들은 자신들을 거둬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하

름 할라고 풀꺾다가 영감이 신랑이 뱀을 물렸어. 그래서 석 달을 고

다며 정순금을 챙긴다.

생했어. 그라는 바람에 우리가 빚을 지고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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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은 주막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1960년대 오리숲 일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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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상가가 생기기 전까지 청주나들이 일대에는 주막집과 가

고 때우러 보은 갔다가 눈을 못 보는겨. 때우는 거 그걸 봤댜. 아 그

과 안부를 살피고 있다.

정집이 각각 3~4채씩 있을 뿐이었다. 당시 시집의 이웃이 현재

래가지고 봉사 되는 줄 알았어.

사내1리에서 같이 사는 윤중이의 친정집이었다. 주막집들이 다

조사팀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정순금과 그의 가족들이 모인
현장을 볼 수 있었다. 2011년 5월 8일, 정순금과 작은 올케인 김

그랬듯이 시집에서도 법주사로 오가는 탐승객들을 상대로 음식

그래가지고 애들 여 신작로 닦을 때 자갈 추리는데 갸들도 나가서

순월, 큰딸과 큰사위,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 큰손녀와 증손자,

과 잠자리를 제공하였다. 주막에서 해방 이후 속리산에 산불이

돈 벌어오고 그랬어.

증손녀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정순금부

많이 나서 나무를 발매할 때 산판꾼들의 음식을 해주었던 기억

터 4대에 걸쳐 각기 성씨가 다른 여성들이 모인 것이 인상적이

이 있다. 또한, 매년 사월초파일 때 인산인해를 이뤘던 손님들을
맞이한 기억도 있다.

현재 큰딸은 대천, 큰아들은 청주, 둘째 아들은 인천, 둘째 딸

었다. 산외면 백석리에 있는 오리요릿집에서 백숙을 먹으며, 가

은 서울, 셋째 딸은 강원도 둔내, 넷째 딸은 의정부, 셋째 아들과

족의 화목을 빌었다. 정순금은 얼마 안 남은 부처님오신 날을 맞

넷째 아들은 청주에 살고 있어 정순금과 모두 떨어져 살고 있다.

이하여 가족을 위해 등을 동암에 미리 달아두었다.

없었어. 저 집하고 우리집하고 오두막집하고 세 개 있고. 저 위에 가
면 주막집이라 옛날에는 주막집이라 했지. 주막집 세 개 있었고. 또
개인집 서너 개 있었고. 집도 몇 개 없었어.

거기가 어디냐하면 나 시집간 터가 다리 건너서 오른편으로 한 50
미터 간 곳이 우리집터고 웃집이 저집(윤중이)터고.
1960년대 법주사에서 정순금

시집에서 살면서 아이를 둘을 낳았다. 정순금의 나이 18세 때
첫 딸을 낳았다. 해방둥이였다. 21세 때 한 명을 더 난 이후, 22
세 때인 1949년 사내골로 분가를 하게 되었다. 다시 정순금이

9남매의 엄마

태어난 마을로 돌아온 것이다. 당시 정순금이 처음 분가하여 살

정순금은 9남매의 엄마이다. 5남 4녀의 자식을 두었고, 그 중

림을 낸 집은 현재 김상만이 거주하고 있는 사내5리에 있는 곳

한 명을 6・25 때 홍역으로 잃었다. 6・25 때 남편은 대한청년

이다. 헌 집을 사서 고쳐서 살았으며, 살림을 낸 이후부터는 농

단 활동으로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아이들을 데리고 말티고개

사를 지으며 살기 시작했다. 시집에서 분가할 당시 쌀 서너 말

를 넘어 삼가리로 피신할 때도 정순금이 온 가족을 이끌었다. 결

을 분가자금으로 지원해주었고, 농사일도 별 탈 없이 진행되는

국, 큰아들을 잃었다. 1951년에 집에서 모시던 시할머님도 돌아

듯했다. 그러다 논에 거름이 없어 풀을 꺾던 남편이 뱀에 물리

가셨다. 그때도 공비들 때문에 장례도 밤에 조용히 치렀다.

게 되었고, 석 달간 고생을 하게 되면서 농사일을 망치게 되었

아이들이 많은 만큼 살기는 어려웠고, 아이들의 희생이 필요

다. 당시 남편은 변소를 갈 때도 정순금에게 업혀서 갔다고 하

했다. 특히 큰딸과 둘째 아들(큰아들을 일찍 잃어 지금은 큰아

니 상태가 꽤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자금으로 받았던 식

들)은 어렸을 때부터 생업 일선에 나왔다.

량도 축이나 쌀을 꿔 먹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빚 없이 살 수 없
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2011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 해 온가족이 모인 정순금 가족

아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1966년 마을 신작로를 닦을 때 부
역을 나갔다. 그때 정순금은 아들을 위해 리어카를 사줬다. 그러
나 아들이 보은에서 용접을 하다가 실수를 하여 잠시 눈을 뜨지

저 건너서 애 둘 낳고 열 여덟에 하나 낳고 스물 한살에 하나 낳고.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을 쓸어내린다. 더 어린 동생

그라고 이 건너와서 다 낳았어. 이제 살림을 냈잖아. 살림을 내줬잖

들은 신작로 닥을 때 자갈 추리는 일을 도왔다. 큰 딸은 매년 정

아. 시댁에서.

월 초에 마을의 젊은 남녀들이 모여 하는 연극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집에서 복조리를 만들어 참여하지 못했다. 그

살림을 나왔는데 살림을 3월 달에 이사를 왔는데 4월 달에 논에 거

래도 지금 자식들은 자신들을 거둬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하

름 할라고 풀꺾다가 영감이 신랑이 뱀을 물렸어. 그래서 석 달을 고

다며 정순금을 챙긴다.

생했어. 그라는 바람에 우리가 빚을 지고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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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장님 정순금

가 있으면 꼭 참석하여 자리를 빛낸다. 2011년에는 속리산풍물

사내1리 마을회관 근처에 가면 언제나 정순금의 호탕한 웃음

단과 함께 대형 사고를 치기도 하였다. 제17회 충북민속예술축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정순금은 사내1리 노인회장이자 실질적으

제에 속리산풍물단과 함께 참가하여 개인부분 최우수상을 받기

로 사내1리 할머니들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령의 나이임

도 하였다.

에 불구하고 그녀는 2011년부터 노인회장을 맡았다. 이전까지
는 부회장을 맡다가 올해부터 회장직을 맡았다.

2. 장구재비 아줌마 이옥선

정순금은 항상 유쾌하고 긍정적이다. 또한, 고령의 나이임에
도 여전히 매우 활동적이다. 늘 노인용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 그

그녀는 노인회 활동을 비롯하여 마을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

녀는 가장 마을에서 전동차를 잘 타는 사람이기도 한다. 조사팀

에 참여하고 있다. 속리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노

을 비롯해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항상 커피를 권하며 환하게 웃

인대학에도 빠짐없이 참가하여 결국, 학사모를 썼다. 수정초등

는 그녀는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뭐든지 재미나게 하

학교 어린이 날 체육대회나 속리산면민의 날 등 마을의 큰 행사

면 좋잖아?”

증손자와 함께 전동차를 타고 있는 정순금

노인대학 학사모를 쓴 정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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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장님 정순금

가 있으면 꼭 참석하여 자리를 빛낸다. 2011년에는 속리산풍물

사내1리 마을회관 근처에 가면 언제나 정순금의 호탕한 웃음

단과 함께 대형 사고를 치기도 하였다. 제17회 충북민속예술축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정순금은 사내1리 노인회장이자 실질적으

제에 속리산풍물단과 함께 참가하여 개인부분 최우수상을 받기

로 사내1리 할머니들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령의 나이임

도 하였다.

에 불구하고 그녀는 2011년부터 노인회장을 맡았다. 이전까지
는 부회장을 맡다가 올해부터 회장직을 맡았다.

2. 장구재비 아줌마 이옥선

정순금은 항상 유쾌하고 긍정적이다. 또한, 고령의 나이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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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노인회 활동을 비롯하여 마을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

녀는 가장 마을에서 전동차를 잘 타는 사람이기도 한다. 조사팀

에 참여하고 있다. 속리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노

을 비롯해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항상 커피를 권하며 환하게 웃

인대학에도 빠짐없이 참가하여 결국, 학사모를 썼다. 수정초등

는 그녀는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뭐든지 재미나게 하

학교 어린이 날 체육대회나 속리산면민의 날 등 마을의 큰 행사

면 좋잖아?”

증손자와 함께 전동차를 타고 있는 정순금

노인대학 학사모를 쓴 정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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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리에 들어오다

녀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이옥선은 어려서부터 장구

이옥선은 1927년생으로 대구에서 태어났다. 평범한 대구처녀

를 잘 쳤다. 하지만 이것이 한동안 그녀의 생업이 될 줄은 몰랐

로 살아가고 있던 그녀는 일순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다. 무작정 사내리에 들어와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

버릴 끔찍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바로 16세 되던 해인 1942

었다. 그녀가 들어왔던 1945년 당시에는 사내리가 관광지로 발

년, 종군위안부로 중국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다. 중국에서의 생

전되기도 전이었다. 그때 수정여관 주인이 이옥선의 처지를 딱

활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 굳이 그것을 일일이 형용

하게 여겼다. 그는 이옥선에게 수정여관에서 일해 볼 생각이 없

하지 않더라도, 또한 설명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장구를 주었다. 손님들에게 장구를 치고

이 사실을 누구나 알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 부분에 대

노래하면서 돈을 벌 수 있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이 일을

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조사팀이 여기서 그녀의 삶을 다

통해 사내리에 정착할 수 있었다.

루고자 하는 것은 위안부로서의 그녀의 삶이 아닌 아픈 경험을
갖고 혈연단신 여자의 몸으로 사내리란 마을에서 어떻게 적응하

(조사자: 장구는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옛날에 어려서 배웠어.

며 살아왔는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조사자: 속리산 오셔서 배우신 거예요?) 여기서도 배웠지. 저 수정

그녀는 19세 되던 해인 1945년에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
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을 볼 수 있다는 기쁨에 끔찍한 고통도

여관의 주인이 딱하다 하면서 그 장구를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손
님들에게 세나 먹고 치고 그랬지.
1969년, 결혼식 때 이옥선

가시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집에 오래 머물 수 없었다. 가족

젊은 시절, 오리숲에서 이옥선

들은 살아 돌아온 그녀를 반겼지만, 함께 끌려간 친구들을 두고

하지만 1940~50년대의 사내리는 초파일 때만 탐승객이나 순

자신만 돌아온 죄책감이 이내 들었다. 아버지의 친구가 자신의

례객들이 많이 방문할 뿐 꾸준하게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지가 아

딸은 돌아오지 못했다며 한탄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더는 집에

니었다. 특히, 6・25가 끝난 이후에는 속리산과 법주사를 기행하

・25 직후, 미군 부대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른바 ‘양키장사’가 성행

머물 수가 없었다.

고 탐승하려는 사람들이 더는 오지 않았다. 이옥선은 다시 살길을

하고 있었다. 그녀도 운천에서 양키장사를 시작하였다. 운천에서의

사내리로 돌아온 후, 그녀는 법주사에서 잔심부름 하거나 등산

그 길로 집을 나섰다. 걷다 보니 대구역에 도착했다. 대구에서

모색해야만 했다. 당시 그녀는 20대 중후반의 나이로 무엇이든 할

생활은 사내리보다 훨씬 좋았다. 장사도 잘되고 모든 일이 순탄하

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물을 날라주는 허드렛일 등을 하면서 생계

서울행 기차를 타 옥천에서 내렸다. 옥천에서 또다시 걸었다. 정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또한, 결혼하지 않아 어디든 떠날 수도 있었

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도둑을 맞게 되면서 또다시 일이 꼬였

를 이어나갔다. 물론 장구 치는 일도 계속했다. 다행히 다시 마을

착지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가는 대로 움직였다. 옥천

다. 결국, 사내리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판단한 그녀는 경기도

다. 재산을 잃어버린 그녀는 이제 죽겠다고 생각했다. 망연자실하

로 돌아온 이후, 점차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다

에서 조금 오다 보니 보은에 도착하였다. 보은에서 근처에 법주

운천으로 떠났다. 운천은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지역이었다. 6

며 있는 순간 미륵님이 나타났다. 몇 날 며칠 잠을 자지 못해 비몽사

시 삶이 안정되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났다. 이옥선은 마흔을 넘

사와 속리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속세와 떨어진 깊은 산과

몽한 상태였는데 그때 미륵님이 보였다. 그런데 눈 앞에 나타난 미

긴 나이임에도 결혼을 하지 못했었다. 위안부때문에 자녀를 가질

호서제일가람이 있어서 그런지 이곳에서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았

륵님의 목이 갑자기 끊어져 버렸다. 그녀는 미륵님이 등장을 사내

수 없게 되었고, 또한 자신의 과거 때문에 섣불리 마음을 열지도

다. 그녀는 곧장 보은에서 40리길인 사내리로 발걸음을 돌렸다.

리로 돌아와서 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서둘러 주변을 정리하고

못했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결국, 결혼까지 이어졌

사내리로 돌아왔다. 그렇게 2년간의 운천에서의 생활이 끝났다.

다. 그때가 이옥선의 나이 43세 때인 1969년이었다. 홀로 사내리

가족을 이루다

에 들어온 지 24년 만에 드디어 가족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때 왜 그랬는가 하면 내가 위안부 갔다가 우리 집을 가니까 우리
아버지도 계셨는데 우리 아버지 친구가 와가지고 자꾸 울어요. 그래

여기(사내리) 그전에는 영 장사가 안됐어. 여기는. 아무래도 안됐어.

하지만 결혼 생활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노총각이라고 알았던

왜 그러느냐고? 우리 아버지를 보고. 너그 딸은 살아왔는데 우리 딸

굶어죽기 좋아. 그래가지고 저 운천에 갔었지. 가가 양키장사를 했

남편은 알고 보니 부인도 있었고, 자식도 5명이나 있었다. 남편

은 안 살아 왔다고. 자꾸 우니까 내가 보기 좋아? 그래서 일로 온 거

어요. 경기도 운천에. 거가가지고 양키장사를 해가지고 참 양키장사

의 자식들은 이옥선이 뒷바라지 했다. 지방으로 유학 간 아들 두

야. 그땐 차도 없는데 걸어서 왔어.

를 잘했는데 도둑을 맞았어. 도둑을 맞아가지고 “아이고 난 이제 죽

(조사자: 본래 고향은 경상도 쪽이신 거 같은데?) 응. 대구

겠다.” 하니까 자지도 안하고 안자지도 안하고 누웠는데, 미륵님이

남편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사별하게 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옥천까지 기차타고. 오다보니 보은에 왔어. (그런 다음) 속리산에

슥 나타나더니 모가지가 뚝 끊어지잖아. 그래서 부랴부랴 온 건데

남편의 자식을 내 자식 처럼 대하고 지금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

왔지.

그래도 2년 있다가 왔어요.

다. 절대로 순탄치는 않았지만, 이옥선은 그렇게 가족을 얻었다.

장구재비 아줌마

미륵님이 너는 빨리 오너라 이거여. 그리고 내가 여 와가지고 내가

(조사자: 자녀는 얼마나 두신 거예요?) 나는 없어.

뭐 잘 먹고 잘 입지는 못해도 그냥 살잖아.

(조사자: 그러면 아드님들은 어떻게 되신 건데요?) 아드님은 우리

이옥선은 마을 주민에게 장구재비 아줌마로 불린다.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잘해서 붙여진 별명인데, 사실 장구와 노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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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리에 들어오다

녀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이옥선은 어려서부터 장구

이옥선은 1927년생으로 대구에서 태어났다. 평범한 대구처녀

를 잘 쳤다. 하지만 이것이 한동안 그녀의 생업이 될 줄은 몰랐

로 살아가고 있던 그녀는 일순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다. 무작정 사내리에 들어와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

버릴 끔찍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바로 16세 되던 해인 1942

었다. 그녀가 들어왔던 1945년 당시에는 사내리가 관광지로 발

년, 종군위안부로 중국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다. 중국에서의 생

전되기도 전이었다. 그때 수정여관 주인이 이옥선의 처지를 딱

활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 굳이 그것을 일일이 형용

하게 여겼다. 그는 이옥선에게 수정여관에서 일해 볼 생각이 없

하지 않더라도, 또한 설명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장구를 주었다. 손님들에게 장구를 치고

이 사실을 누구나 알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 부분에 대

노래하면서 돈을 벌 수 있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이 일을

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조사팀이 여기서 그녀의 삶을 다

통해 사내리에 정착할 수 있었다.

루고자 하는 것은 위안부로서의 그녀의 삶이 아닌 아픈 경험을
갖고 혈연단신 여자의 몸으로 사내리란 마을에서 어떻게 적응하

(조사자: 장구는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옛날에 어려서 배웠어.

며 살아왔는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조사자: 속리산 오셔서 배우신 거예요?) 여기서도 배웠지. 저 수정

그녀는 19세 되던 해인 1945년에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
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을 볼 수 있다는 기쁨에 끔찍한 고통도

여관의 주인이 딱하다 하면서 그 장구를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손
님들에게 세나 먹고 치고 그랬지.
1969년, 결혼식 때 이옥선

가시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집에 오래 머물 수 없었다. 가족

젊은 시절, 오리숲에서 이옥선

들은 살아 돌아온 그녀를 반겼지만, 함께 끌려간 친구들을 두고

하지만 1940~50년대의 사내리는 초파일 때만 탐승객이나 순

자신만 돌아온 죄책감이 이내 들었다. 아버지의 친구가 자신의

례객들이 많이 방문할 뿐 꾸준하게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지가 아

딸은 돌아오지 못했다며 한탄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더는 집에

니었다. 특히, 6・25가 끝난 이후에는 속리산과 법주사를 기행하

・25 직후, 미군 부대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른바 ‘양키장사’가 성행

머물 수가 없었다.

고 탐승하려는 사람들이 더는 오지 않았다. 이옥선은 다시 살길을

하고 있었다. 그녀도 운천에서 양키장사를 시작하였다. 운천에서의

사내리로 돌아온 후, 그녀는 법주사에서 잔심부름 하거나 등산

그 길로 집을 나섰다. 걷다 보니 대구역에 도착했다. 대구에서

모색해야만 했다. 당시 그녀는 20대 중후반의 나이로 무엇이든 할

생활은 사내리보다 훨씬 좋았다. 장사도 잘되고 모든 일이 순탄하

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물을 날라주는 허드렛일 등을 하면서 생계

서울행 기차를 타 옥천에서 내렸다. 옥천에서 또다시 걸었다. 정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또한, 결혼하지 않아 어디든 떠날 수도 있었

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도둑을 맞게 되면서 또다시 일이 꼬였

를 이어나갔다. 물론 장구 치는 일도 계속했다. 다행히 다시 마을

착지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가는 대로 움직였다. 옥천

다. 결국, 사내리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판단한 그녀는 경기도

다. 재산을 잃어버린 그녀는 이제 죽겠다고 생각했다. 망연자실하

로 돌아온 이후, 점차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다

에서 조금 오다 보니 보은에 도착하였다. 보은에서 근처에 법주

운천으로 떠났다. 운천은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지역이었다. 6

며 있는 순간 미륵님이 나타났다. 몇 날 며칠 잠을 자지 못해 비몽사

시 삶이 안정되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났다. 이옥선은 마흔을 넘

사와 속리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속세와 떨어진 깊은 산과

몽한 상태였는데 그때 미륵님이 보였다. 그런데 눈 앞에 나타난 미

긴 나이임에도 결혼을 하지 못했었다. 위안부때문에 자녀를 가질

호서제일가람이 있어서 그런지 이곳에서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았

륵님의 목이 갑자기 끊어져 버렸다. 그녀는 미륵님이 등장을 사내

수 없게 되었고, 또한 자신의 과거 때문에 섣불리 마음을 열지도

다. 그녀는 곧장 보은에서 40리길인 사내리로 발걸음을 돌렸다.

리로 돌아와서 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서둘러 주변을 정리하고

못했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결국, 결혼까지 이어졌

사내리로 돌아왔다. 그렇게 2년간의 운천에서의 생활이 끝났다.

다. 그때가 이옥선의 나이 43세 때인 1969년이었다. 홀로 사내리

가족을 이루다

에 들어온 지 24년 만에 드디어 가족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때 왜 그랬는가 하면 내가 위안부 갔다가 우리 집을 가니까 우리
아버지도 계셨는데 우리 아버지 친구가 와가지고 자꾸 울어요. 그래

여기(사내리) 그전에는 영 장사가 안됐어. 여기는. 아무래도 안됐어.

하지만 결혼 생활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노총각이라고 알았던

왜 그러느냐고? 우리 아버지를 보고. 너그 딸은 살아왔는데 우리 딸

굶어죽기 좋아. 그래가지고 저 운천에 갔었지. 가가 양키장사를 했

남편은 알고 보니 부인도 있었고, 자식도 5명이나 있었다. 남편

은 안 살아 왔다고. 자꾸 우니까 내가 보기 좋아? 그래서 일로 온 거

어요. 경기도 운천에. 거가가지고 양키장사를 해가지고 참 양키장사

의 자식들은 이옥선이 뒷바라지 했다. 지방으로 유학 간 아들 두

야. 그땐 차도 없는데 걸어서 왔어.

를 잘했는데 도둑을 맞았어. 도둑을 맞아가지고 “아이고 난 이제 죽

(조사자: 본래 고향은 경상도 쪽이신 거 같은데?) 응. 대구

겠다.” 하니까 자지도 안하고 안자지도 안하고 누웠는데, 미륵님이

남편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사별하게 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옥천까지 기차타고. 오다보니 보은에 왔어. (그런 다음) 속리산에

슥 나타나더니 모가지가 뚝 끊어지잖아. 그래서 부랴부랴 온 건데

남편의 자식을 내 자식 처럼 대하고 지금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

왔지.

그래도 2년 있다가 왔어요.

다. 절대로 순탄치는 않았지만, 이옥선은 그렇게 가족을 얻었다.

장구재비 아줌마

미륵님이 너는 빨리 오너라 이거여. 그리고 내가 여 와가지고 내가

(조사자: 자녀는 얼마나 두신 거예요?) 나는 없어.

뭐 잘 먹고 잘 입지는 못해도 그냥 살잖아.

(조사자: 그러면 아드님들은 어떻게 되신 건데요?) 아드님은 우리

이옥선은 마을 주민에게 장구재비 아줌마로 불린다.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잘해서 붙여진 별명인데, 사실 장구와 노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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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를 치는 이옥선

명의 학비와 생활비도 모두 이옥선의 몫이었다.

영감 애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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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속아해가지고 [……] 속았어, 속았어. 마누라 있으니까. 첩으

국민포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은 이를 기념하고 축하

로 갔다가 [……]근데 이기 위안부만 안 갔으면 내가 총각하고 시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잔치를 연 것이다. 닭 20마리 분량의 삼

집 갔을껀데 늙은 총각하고 갔더니 여편네가 있어가지고 내가 늙

계탕과 파전, 각종 반찬, 수박 등의 음식 등이 차려졌고, 사내1리

어서 골병이야.

노인회에서도 축하해주기 위해 방문하였다. 이날 모인 사내리 주

머슴아들도 둘이가 공부를 시켜야 하는데, 그것들 공부시키느라고

지 팔팔하게 살자 라는 뜻)을 외치며 다 같이 건배하기도 하였다.

죽을 뻔 했어.

흥이 난 이옥선도 장기인 장구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민은 이옥선을 속리산의 자랑이라 칭송하며, ‘구구팔팔’(99세까

그녀가 이렇게 나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된 이유는 2년 전인
전 재산을 장학금으로 내놓다

2009년에 자신의 전 재산 2,000만원을 보은군민장학회에 장학

2011년 7월 24일 사내4리 마을회관에서는 한바탕 잔치가 벌

금으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지원비와 위안부안정기금

어졌다. 이날은 중복이기도 했지만 사실 마을에서 잔치를 연 목

으로 생활하는 마당에서 자신을 전 재산을 선뜻 내놓은 것은 사

적은 따로 있었다. 바로 이옥선이 지난 7월 15일에 정부로부터

실 쉽지 많은 않은 결정이었다.

국민포장을 받은 이옥선

사내4리 마을 잔치에서 장구치는 이옥선

그녀는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벌어 모았다. 남편도 돈을 벌긴 했

한 몸이라도 기부해야지.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야. 그래가 영감

지만 술・담배와 노름을 좋아한 나머지 집에 돈을 주는 경우는

이 살았으면 못할 건데 영감이 죽었으니까 팔아가지고 [……] 논을

거의 없었다. 이옥선은 결혼 후 ‘삼장사’(인삼판매)를 시작하였

팔아가지고 2,000만원 만들어서 했지.

다. 삼장사로 자식 교육과 생계를 꾸려갔다. 혼자된 이후에는 된
장찌개에 두부 한모조차도 넣지 않을 정도로 검소하게 살았다.

그녀는 자신이 젊어서부터 갖은 고생을 한 이유가 전생에 죄

장학금 기부 후, 장학회에서 감사인사를 하러 회관에 왔을 때 이

가 컸기 때문이라 여긴다. 그래서 그녀는 전생의 죄를 덮는 것은

웃주민은 두부 한모 먹지 못하는 늙은이가 무슨 기부를 하냐고

어려울지 몰라도 살아생전에는 마음에 짐을 지고 싶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고 한다.

19살 이후, 한 번도 뵙지 못한 부모님과 사내리에서 키워주신 부
모님을 위해 천도재를 지내준 것도 그런 이유였다. 후대에 자손

모을 적에는 말 못해. 내가 그 돈 모을 때 인삼장사 할 적에도 피가 나

들이 나라 잃은 슬픔을 겪지 말고 공부에 매진하고자 기부한 것

게 벌었어. 왜 그러냐하면 된장찌개를 잘 먹는데 된장찌개에 두부도

이 일차적인 이유였지만 나라에 기부 하면 후생에 좀 더 행복할

한모 안 넣었어. 요새는 두부 사다 해먹지 그거(기부)하고부터는. 그래

지 모른다는 그런 이유도 있었다.

가지고 그 2.000만원 한거야. 기가 막히게 벌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지금도 이옥선은 새벽마다 육대발원님에게 기도를 올린다. 자
신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행동이 올발라지도록 기도를 통해

그러나 어렵게 모인 돈이 남편에게 들어갈까 조바심이 났다.
결국, 그녀는 논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이 피

마음을 다잡는다. 이런 그녀의 기도는 이생의 아픔을 치료하는
동시에 후생에 대한 그녀의 긍정적인 마음에 담겨 있다.

땀 흘려 번 돈을 지켜낼 수 있었다.
그래 나는 새벽에 기도 다 드리고 난 뒤 그런다. 우린 육대발원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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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감이 노름을 잘했어. 하도 노름을 잘해서 돈을 감출 데가 없

믿거든? 아이고, 육대발원님, 이옥선은 아무대도 동서남북을 가더래

어서 죽을 애를 먹었어요. 그래가 인삼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좀 모

도 거짓말 안 하게 해주시고, 도둑질 안 하게 해주시고, 맑은 정신주

아서 논을 사버렸지. 논을 사니 도둑놈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 땅

시고, 지혜주시고, 총명을 주오소서. 한다. 왜 그러냐? 관광지에 변소

이 있을 적에도 생각을 했어. 하도 죽을 고생을 몇 번 했는데, 말도

가면 둥그런 휴지 넣가지고 쓰는 거야 맘대로. 그래 어떤 여자들은

못해.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생에 내가 죄가 많아가지

요, 막 환장하고 끌러. 환장하고. 그거 끊어 가지고 뭐 할꺼요 그래?

고 그런 일을 닥쳤으니까 내가 나라에서 돈을 좀 부리면 우에든지

그게 도둑이잖아. 그것도 큰 도둑이요. 그게.

04. 사내리 사람들의 이야기

| 281

(한숨) 속아해가지고 [……] 속았어, 속았어. 마누라 있으니까. 첩으

국민포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은 이를 기념하고 축하

로 갔다가 [……]근데 이기 위안부만 안 갔으면 내가 총각하고 시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잔치를 연 것이다. 닭 20마리 분량의 삼

집 갔을껀데 늙은 총각하고 갔더니 여편네가 있어가지고 내가 늙

계탕과 파전, 각종 반찬, 수박 등의 음식 등이 차려졌고, 사내1리

어서 골병이야.

노인회에서도 축하해주기 위해 방문하였다. 이날 모인 사내리 주

머슴아들도 둘이가 공부를 시켜야 하는데, 그것들 공부시키느라고

지 팔팔하게 살자 라는 뜻)을 외치며 다 같이 건배하기도 하였다.

죽을 뻔 했어.

흥이 난 이옥선도 장기인 장구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민은 이옥선을 속리산의 자랑이라 칭송하며, ‘구구팔팔’(99세까

그녀가 이렇게 나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된 이유는 2년 전인
전 재산을 장학금으로 내놓다

2009년에 자신의 전 재산 2,000만원을 보은군민장학회에 장학

2011년 7월 24일 사내4리 마을회관에서는 한바탕 잔치가 벌

금으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지원비와 위안부안정기금

어졌다. 이날은 중복이기도 했지만 사실 마을에서 잔치를 연 목

으로 생활하는 마당에서 자신을 전 재산을 선뜻 내놓은 것은 사

적은 따로 있었다. 바로 이옥선이 지난 7월 15일에 정부로부터

실 쉽지 많은 않은 결정이었다.

국민포장을 받은 이옥선

사내4리 마을 잔치에서 장구치는 이옥선

그녀는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벌어 모았다. 남편도 돈을 벌긴 했

한 몸이라도 기부해야지.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야. 그래가 영감

지만 술・담배와 노름을 좋아한 나머지 집에 돈을 주는 경우는

이 살았으면 못할 건데 영감이 죽었으니까 팔아가지고 [……] 논을

거의 없었다. 이옥선은 결혼 후 ‘삼장사’(인삼판매)를 시작하였

팔아가지고 2,000만원 만들어서 했지.

다. 삼장사로 자식 교육과 생계를 꾸려갔다. 혼자된 이후에는 된
장찌개에 두부 한모조차도 넣지 않을 정도로 검소하게 살았다.

그녀는 자신이 젊어서부터 갖은 고생을 한 이유가 전생에 죄

장학금 기부 후, 장학회에서 감사인사를 하러 회관에 왔을 때 이

가 컸기 때문이라 여긴다. 그래서 그녀는 전생의 죄를 덮는 것은

웃주민은 두부 한모 먹지 못하는 늙은이가 무슨 기부를 하냐고

어려울지 몰라도 살아생전에는 마음에 짐을 지고 싶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고 한다.

19살 이후, 한 번도 뵙지 못한 부모님과 사내리에서 키워주신 부
모님을 위해 천도재를 지내준 것도 그런 이유였다. 후대에 자손

모을 적에는 말 못해. 내가 그 돈 모을 때 인삼장사 할 적에도 피가 나

들이 나라 잃은 슬픔을 겪지 말고 공부에 매진하고자 기부한 것

게 벌었어. 왜 그러냐하면 된장찌개를 잘 먹는데 된장찌개에 두부도

이 일차적인 이유였지만 나라에 기부 하면 후생에 좀 더 행복할

한모 안 넣었어. 요새는 두부 사다 해먹지 그거(기부)하고부터는. 그래

지 모른다는 그런 이유도 있었다.

가지고 그 2.000만원 한거야. 기가 막히게 벌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지금도 이옥선은 새벽마다 육대발원님에게 기도를 올린다. 자
신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행동이 올발라지도록 기도를 통해

그러나 어렵게 모인 돈이 남편에게 들어갈까 조바심이 났다.
결국, 그녀는 논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이 피

마음을 다잡는다. 이런 그녀의 기도는 이생의 아픔을 치료하는
동시에 후생에 대한 그녀의 긍정적인 마음에 담겨 있다.

땀 흘려 번 돈을 지켜낼 수 있었다.
그래 나는 새벽에 기도 다 드리고 난 뒤 그런다. 우린 육대발원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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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감이 노름을 잘했어. 하도 노름을 잘해서 돈을 감출 데가 없

믿거든? 아이고, 육대발원님, 이옥선은 아무대도 동서남북을 가더래

어서 죽을 애를 먹었어요. 그래가 인삼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좀 모

도 거짓말 안 하게 해주시고, 도둑질 안 하게 해주시고, 맑은 정신주

아서 논을 사버렸지. 논을 사니 도둑놈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 땅

시고, 지혜주시고, 총명을 주오소서. 한다. 왜 그러냐? 관광지에 변소

이 있을 적에도 생각을 했어. 하도 죽을 고생을 몇 번 했는데, 말도

가면 둥그런 휴지 넣가지고 쓰는 거야 맘대로. 그래 어떤 여자들은

못해.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생에 내가 죄가 많아가지

요, 막 환장하고 끌러. 환장하고. 그거 끊어 가지고 뭐 할꺼요 그래?

고 그런 일을 닥쳤으니까 내가 나라에서 돈을 좀 부리면 우에든지

그게 도둑이잖아. 그것도 큰 도둑이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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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속리산 식물도감 박경수

황해도 부자 충주 박씨 일가 속리산에 정착하다

가 있었어. 거기서 영 모처럼 왔으니까 놀다가시오 하다 보니까 해

박경수는 1934년생으로 황해도 신계군 적여면 출신이다. 그

방이 딱 되어버린 거야. 해방되고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그때는 해

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고향에서 대규모 목장을 운영한 부호

방 딱 되고 나니까 소련군이 벌써 들어온 거야. 이남에는 양털이 없

(富戶)였다. 축산업은 일제 강점기 당시 장려되는 산업이었고,

다 이거여. 양털로 짜는 거 아녀. 그니까 구르마에다가 양털을 잔

특히 면양은 섬유, 공업 등에 활용되는 측면에서 크게 장려되고

뜩 실고 개성을 나오는데, 그때는 순사지. 지금은 순경인데. 기마대

있었다. 박경수의 일가도 30~40만 평의 대지에 면양을 방목하

가 오더니 한 1km만 가면 38선을 건너가는데 1km 전서 붙들렸어.

며 키웠다. 거기에 추가로 소 100여 마리와 돼지 200마리까지

남한에 간다니까. 황해도 부자가 피난 간다니까 붙잡은 거지. 아버

키웠다. 박경수 일가 말고도 목장 운영을 위해 5가구에 해당하는

지 친구 분이 순사가 있었어. 빨리 가라고~ 저기 얼마쯤 가게 되면

일꾼을 고용할 정도로 사업의 규모가 대단하였다.

또랑만 건너면 이남 땅이라는 거지. 조금 가는데 또 기마대가 오더
니 또 잡아서 파출소에 갔다 넣는데 한 10여 일 동안 갇혀 있었지.

이남에는 면양이래는게 없었어. 면양은 털 깎는 양. 이북에서는 할

돈 내놔라 이거여. 돈이라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옷은 전부다가 돈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 한 30~40만 평 울타리를 치고 면양을

으로다가 옷을 만든 거야. 추울 때니까 그때 솜이 있잖아. 바지저고

방목을 했어. 소, 돼지 소가 한 100여 마리 돼지가 200마리 대가족

리에 솜을 넣었잖아. 돈을 넣고서 꼬멘거야. 그땐 난 어리니까 조사

이 5집인가 머슴같이 일해주고 했던 거지.

를 안 하고 내 위에 사람들은 조사를 다 하는 거지. (뒤져도)없으니
까. 그래서 가라고. 개성에 나오니까 전부 피난민만 무지하게 많은

하지만 잘되던 목장에도 위기가 찾아온다. 일제 강점기 당시

거야. 전분 피난민밖에 없어. 전부다. 그때도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기득권에 자리 잡고 있던 그들은 해방이 다가오면서 그 기반이

고. 어디 산 밑에 가면 새로 집지어 놓은 데가 있는데 자라고. 가니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박경수의 할아버지는

까 초가집을 지어놓고 금방 구들장을 놓고 나무를 떼는데 김이 막

남쪽으로 피난을 가기로 하였다. 마침 당시에는 서북지방을 중

나는 거야. 흙이 말려야 되니까. 그래 거기서 하룻밤을 자는데 총격

심으로 정감록(鄭鑑錄) 사상이 유행하고 있었다. 정감록에 적혀

전이 벌어지는 거야. 밤에. 그래 아침에 나와서 기차를 타려고 보니

있는 십승지(十勝地) 중 가장 유명한 풍기의 금계촌에 정착하기

까 우리 잡을라고 이북에서 나왔다는 얘기여. 군인들이. 근데 이쪽

로 하고 해방이 되기 전 그들이 살 집과 땅을 미리 사두기까지 하

미군하고 교전이 붙은 거지. 개성에서. 그래 빨리 기차타야지 또 붙

였다. 할아버지가 땅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해방되면서 피난 준

들린다 해가지고 기차타고 서울 와서 작은 할아버지 집에서 한 1주

비를 더더욱 서두르게 되었다. 그해 11월, 총 15명의 가족이 남

일 있다가 풍기로 왔어.

쪽을 향해 떠났다. 박경수의 나이 12살 때 일이다.
이남에는 양털이 없다는 말을 듣고 구르마에 양털을 잔뜩 실

개성에서 서울로 온 후, 서울 작은할아버지 집에서 잠시 재정

어 서둘러 개성으로 갔다. 그러나 황해도 부자가 남쪽으로 피난

비하고 풍기로 갔다. 풍기에서의 생활은 집과 땅은 물론 돈과 물

을 간다는 얘기는 곳곳에 소문이 퍼졌고, 38선을 1km 남기고 순

품까지 준비해둔 덕에 쉽게 정착할 수 있을 듯하였다. 그러나 당

사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순사들은 박경수 일가에게 금품을 요

시 이 지역이 빨치산의 소굴이라는 점이 그들을 이곳에서 정착

구했다. 애지중지 가져가던 양털도 빼앗기고 현금도 뺏길 위기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매일 밤마다 빨치산들이 그들을 찾아와 약

였다. 하지만 이에 대비하여 아이들의 옷 속에 돈을 넣어 입혀서

탈을 일삼았다. 게다가 북에서 내려온 부자라는 얘기에 더욱더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도 북에서 이들 가

빨치산의 표적이 되었다. 행여나 생일 때 쌀밥이라도 해 먹으려

족을 잡기 위해 개성으로 내려와 미군과 총격전을 벌일 정도로

면 금세 소문이 나 그마저도 빼앗기기 일쑤였다. 심지어 경찰들

피난길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까지도 찾아와서 쌀을 가져갔다. 박경수 일가는 더는 풍기에서
살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지역을 알아봤다. 십승지의 다른 한

그러다가 해방되기 전에 할아버지가 좀 있으면 해방되니까 이남으

곳인 상주가 눈에 띄었다. 소백산 자락을 따라 내려가면 그리 멀

로 피난을 가야 된다. 소백산 밑에 풍기로 갔어. 풍기. [……] 할아버

지 않은 듯했다. 그 길로 영주사람에게 땅을 팔고 상주군 화서면

지가 해방되기 전에 거기 와서 집하고 땅하고 논하고 전부 다 사놓

사산리에 정착했다.

고 쌀을 한 100여 가마 창고에다가 사놓고, 서울에는 작은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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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어. 거기서 영 모처럼 왔으니까 놀다가시오 하다 보니까 해

박경수는 1934년생으로 황해도 신계군 적여면 출신이다. 그

방이 딱 되어버린 거야. 해방되고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그때는 해

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고향에서 대규모 목장을 운영한 부호

방 딱 되고 나니까 소련군이 벌써 들어온 거야. 이남에는 양털이 없

(富戶)였다. 축산업은 일제 강점기 당시 장려되는 산업이었고,

다 이거여. 양털로 짜는 거 아녀. 그니까 구르마에다가 양털을 잔

특히 면양은 섬유, 공업 등에 활용되는 측면에서 크게 장려되고

뜩 실고 개성을 나오는데, 그때는 순사지. 지금은 순경인데. 기마대

있었다. 박경수의 일가도 30~40만 평의 대지에 면양을 방목하

가 오더니 한 1km만 가면 38선을 건너가는데 1km 전서 붙들렸어.

며 키웠다. 거기에 추가로 소 100여 마리와 돼지 200마리까지

남한에 간다니까. 황해도 부자가 피난 간다니까 붙잡은 거지. 아버

키웠다. 박경수 일가 말고도 목장 운영을 위해 5가구에 해당하는

지 친구 분이 순사가 있었어. 빨리 가라고~ 저기 얼마쯤 가게 되면

일꾼을 고용할 정도로 사업의 규모가 대단하였다.

또랑만 건너면 이남 땅이라는 거지. 조금 가는데 또 기마대가 오더
니 또 잡아서 파출소에 갔다 넣는데 한 10여 일 동안 갇혀 있었지.

이남에는 면양이래는게 없었어. 면양은 털 깎는 양. 이북에서는 할

돈 내놔라 이거여. 돈이라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옷은 전부다가 돈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 한 30~40만 평 울타리를 치고 면양을

으로다가 옷을 만든 거야. 추울 때니까 그때 솜이 있잖아. 바지저고

방목을 했어. 소, 돼지 소가 한 100여 마리 돼지가 200마리 대가족

리에 솜을 넣었잖아. 돈을 넣고서 꼬멘거야. 그땐 난 어리니까 조사

이 5집인가 머슴같이 일해주고 했던 거지.

를 안 하고 내 위에 사람들은 조사를 다 하는 거지. (뒤져도)없으니
까. 그래서 가라고. 개성에 나오니까 전부 피난민만 무지하게 많은

하지만 잘되던 목장에도 위기가 찾아온다. 일제 강점기 당시

거야. 전분 피난민밖에 없어. 전부다. 그때도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기득권에 자리 잡고 있던 그들은 해방이 다가오면서 그 기반이

고. 어디 산 밑에 가면 새로 집지어 놓은 데가 있는데 자라고. 가니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박경수의 할아버지는

까 초가집을 지어놓고 금방 구들장을 놓고 나무를 떼는데 김이 막

남쪽으로 피난을 가기로 하였다. 마침 당시에는 서북지방을 중

나는 거야. 흙이 말려야 되니까. 그래 거기서 하룻밤을 자는데 총격

심으로 정감록(鄭鑑錄) 사상이 유행하고 있었다. 정감록에 적혀

전이 벌어지는 거야. 밤에. 그래 아침에 나와서 기차를 타려고 보니

있는 십승지(十勝地) 중 가장 유명한 풍기의 금계촌에 정착하기

까 우리 잡을라고 이북에서 나왔다는 얘기여. 군인들이. 근데 이쪽

로 하고 해방이 되기 전 그들이 살 집과 땅을 미리 사두기까지 하

미군하고 교전이 붙은 거지. 개성에서. 그래 빨리 기차타야지 또 붙

였다. 할아버지가 땅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해방되면서 피난 준

들린다 해가지고 기차타고 서울 와서 작은 할아버지 집에서 한 1주

비를 더더욱 서두르게 되었다. 그해 11월, 총 15명의 가족이 남

일 있다가 풍기로 왔어.

쪽을 향해 떠났다. 박경수의 나이 12살 때 일이다.
이남에는 양털이 없다는 말을 듣고 구르마에 양털을 잔뜩 실

개성에서 서울로 온 후, 서울 작은할아버지 집에서 잠시 재정

어 서둘러 개성으로 갔다. 그러나 황해도 부자가 남쪽으로 피난

비하고 풍기로 갔다. 풍기에서의 생활은 집과 땅은 물론 돈과 물

을 간다는 얘기는 곳곳에 소문이 퍼졌고, 38선을 1km 남기고 순

품까지 준비해둔 덕에 쉽게 정착할 수 있을 듯하였다. 그러나 당

사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순사들은 박경수 일가에게 금품을 요

시 이 지역이 빨치산의 소굴이라는 점이 그들을 이곳에서 정착

구했다. 애지중지 가져가던 양털도 빼앗기고 현금도 뺏길 위기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매일 밤마다 빨치산들이 그들을 찾아와 약

였다. 하지만 이에 대비하여 아이들의 옷 속에 돈을 넣어 입혀서

탈을 일삼았다. 게다가 북에서 내려온 부자라는 얘기에 더욱더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도 북에서 이들 가

빨치산의 표적이 되었다. 행여나 생일 때 쌀밥이라도 해 먹으려

족을 잡기 위해 개성으로 내려와 미군과 총격전을 벌일 정도로

면 금세 소문이 나 그마저도 빼앗기기 일쑤였다. 심지어 경찰들

피난길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까지도 찾아와서 쌀을 가져갔다. 박경수 일가는 더는 풍기에서
살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지역을 알아봤다. 십승지의 다른 한

그러다가 해방되기 전에 할아버지가 좀 있으면 해방되니까 이남으

곳인 상주가 눈에 띄었다. 소백산 자락을 따라 내려가면 그리 멀

로 피난을 가야 된다. 소백산 밑에 풍기로 갔어. 풍기. [……] 할아버

지 않은 듯했다. 그 길로 영주사람에게 땅을 팔고 상주군 화서면

지가 해방되기 전에 거기 와서 집하고 땅하고 논하고 전부 다 사놓

사산리에 정착했다.

고 쌀을 한 100여 가마 창고에다가 사놓고, 서울에는 작은할아버지
282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04. 사내리 사람들의 이야기

| 283

특파원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의 기자 생활은 누구보다 속리산

다. 당시 박경수는 속리산에 정착한 이후, 기념품 가게와 사진사

과 사내리에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생활을 병행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가 기념품 가게를 지키고 있
을 때 가게 옆에 있는 송림여관에 온 식물학자들을 보게 되면

박대통령이 민정이양(民政移讓) 한다고 선언하면서 내가 기자생활

서 망개나무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일반 관광객보다 오랫 동

을 한거지. 박성범이 알지? 청와대 출입기자 할 때 같이한 거야. 그

안 송림여관에 머무는 학자들을 이상하게 여긴 박경수는 그들

양반은 공채고 난 특채고.

에게 방문목적을 물었고, 그들이 사라진 속리산 망개나무를 찾
아 조사를 나왔다는 사실에 망개나무에 대한 흥미가 생기기 시

산악구조대 발대식에서 박경수

청동미륵불 조성 당시, 법주사에서 박경수

처음에는 옥천, 영동, 보은만 담당하기로 했는데 나는 그 위치는 너

작하였다. 그들로부터 망개나무의 실물을 본 후, 그의 머릿속에

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못 한다 그랬지. 그래가지고선 특수한 것만

는 망개나무가 가득 차기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속리산에 사진

송부했지. 특파원식이지. 그 이전에는 국내는 특파원, 해외는 통신

을 찍으러 갈 때마다 그는 망개나무를 찾아다니기 시작하였다.

원으로 되어 있었거든. 근데 해외는 특파원으로 바뀌었지.

여러 명의 식물학자가 한 그루 찾기도 힘들어했던 망개나무를
그는 평생 약 30,000여 그루를 찾았다. 박경수가 망개나무 군락

형님과 박경수가 속리산에 들어온 이후에도 많은 박경수의 일

풍기 와서 보니까 그때는 지방 빨갱이들이 많았지. 낮에는 지방 빨

그래서 나는 서울 올라가서 둘째 작은할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특무

갱이들이 찾아와서 쌀 뺏어가고, 밤에는, 밤에는! 낮에는 파출소 순

대에 계셨거든. 특무대. 지금은 기무사령부. 거기서 계시면서 양은

가가 사산리에서 속리산으로 넘어왔다. 박경

경들이 구르마 끌고 와서 쌀 뺏어가고 그러는거여. 그래, 생일 때 쌀

공장을 했어요. 전방에 비행기 떨어지고 포탄 같은 거 (모아서 작업

수와 함께 사진사로 오랜 기간 활동하였으며,

밥이라도 해먹을라 그러면 아 옆에 집 할머니가 와가지고 갱캥~하

하는 공장) 거기서 일을 봐주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공장이 잘 안 되

정이품송 지킴이로 유명한 박헌은 박경수의

면서 쌀밥 먹는다 이거지. 그럼 지방 빨갱이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

서 그만두고 나는 이제 의정부 쪽에 나가서 미팔군 계통의 카메라

막내 작은아버지이다. 또한, 또 다른 작은아

는 거야. 그럼 그날 저녁에 와서 왜 쌀밥 해먹지 말랬는데 해먹었냐

맨으로 움직이다가 미팔군소속. 그러다 이제 5.16을 의정부에서 난

버지는 문장대에서 여관을 운영하였으며, 그

고. 그래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땅을 팔고 상주 쪽으로 올라

거여. 저녁 때 엠피박스(미군 헌병초소)에서 술을 먹는데, 갑자기 오

의 아들인 박영화는 현재 상판리에 유스호스

니까 땅이 안 팔리는거여. 전부다 빨갱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

후 되니까 불이 쫙 나가는 거야. 의정부 시내가. 포천, 동두천에서 탱

텔을 운영하고 있다.

주사람한테 땅을 팔고 상주군 화서면 사산리 라는데 와서 거기서

크가 무지하게 내려오는 거야. 밤 되니까 개 짖는 소리, 애 우는 소

6.25를 만난거지. 대가족이 왔으니까 고생은 무지하게 했지.

리가 난리가 터지는 거지. 전화선도 다 끊어지고. 난 도망간다고 남
쪽으로 내려갔다가 또 붙들려서 서울 가서 한 3일 있다가 나 카메라

5.16 속리산에 들어오다.
가족들이 사산리에 정착한 후, 박경수는 홀로 서울에 올라가

망개나무와 경수꽃

박경수를 잘 아는 이들은 그를 두고 ‘속리

하고 가지고 와야겠다고 해서 속리산으로 도망을 온 거지. 그래 속

산 식물도감’, ‘속리산 지오그래픽’ 등으로 부

리산에 와서 형님이 그전에 사셨어.

른다. 그들에 따르면 박경수만큼 속리산 일대

서 생활한다. 당시 둘째 작은할아버지는 서울 특무대(현 국군

의 식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기무사령부)에서 일하며, 이와는 별도로 양은공장을 운영하였

그는 속리산에 내려와서도 사진사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한다. 사실 박경수가 속리산 부근에서 발견

다. 박경수는 작은할아버지 밑에서 양은공장의 일을 봐주었다.

속리산에 들어온 것도 이곳에서 사진사로 활동하던 형님이 있

한 희귀종 식물과 문화재만 봐도 그의 별명

전쟁 때 나온 부속품의 잔해를 이용해 양은공장을 운영하였던

었기 때문이었다. 형님은 당시 법주사에서 사진관을 운영하였기

을 입증할 수 있다. 1972년에 발견한 천왕봉

것이다. 박경수는 양은공장에서 일하면서 학교에 다녔다. 하지

때문에 이미 미팔군에서 사진사로 활동한 바 있는 박경수는 별

망개나무, 1975년 탈골암 대지방위 석조미룩

만 당시 양은공장 운영이 여의치 않자 그는 다른 길을 모색한다.

무리 없이 바로 사진사로 활동할 수 있었다.

불, 1976년 법주사 뒤 자운암 절터에서 발견

1950년대 중반부터 법주사에서 사진부를 운영하던 형님의 영향
으로 등 너머로 카메라 기술을 배웠던 경험을 살려 미팔군 카메

그의 사진사 경험은 KBS 기자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

다. 속리산에 바로 내려온 후, 그는 KBS 기자에 특채로 뽑히게

한 마애여래상뿐만 아니라 노각나무, 마가목
나무, 비자나무, 개비자나무, 앵초 집단 서식

라맨으로 취직한 것이다. 이때부터 그는 군인 신분이 아닌 민간

되었다. KBS 앵커로 유명한 박성범 전 국회의원이 청와대 출입

인 사진사로 의정부 군부대에서 생활하기 시작한다. 5.16 군사

기자를 하던 당시였다. 처음 그는 충청북도 옥천, 영동, 보은 지

였다. 또한, 경기도 광릉 이남에는 서식하지

정변 때도 그는 의정부에 있었다. 5.16을 계기로 그는 더는 미군

역 담당 기자가 되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교통이 발달하지 못

않는 것으로 알려진 크낙새를 카메라에 담는

부대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고 북에서 피난 오듯이 속리산에 다

해 그가 그 지역을 모두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지

데 성공하기도 하였다.

시 들어오게 되었다.

역의 특별한 소식만을 전하기로 하고 특파원 활동을 시작하였

그가 이렇게 수십 종의 식물을 발견하게

다. 당시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국외 기자를 통신원, 국내 기자를

된 계기는 망개나무를 만나게 되면서부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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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기 전까지만 해도 망개나무는 세계적인 희귀종으로 분류

지, 초롱꽃 등 희귀종 식물을 잇달아 발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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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의 기자 생활은 누구보다 속리산

다. 당시 박경수는 속리산에 정착한 이후, 기념품 가게와 사진사

과 사내리에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생활을 병행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가 기념품 가게를 지키고 있
을 때 가게 옆에 있는 송림여관에 온 식물학자들을 보게 되면

박대통령이 민정이양(民政移讓) 한다고 선언하면서 내가 기자생활

서 망개나무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일반 관광객보다 오랫 동

을 한거지. 박성범이 알지? 청와대 출입기자 할 때 같이한 거야. 그

안 송림여관에 머무는 학자들을 이상하게 여긴 박경수는 그들

양반은 공채고 난 특채고.

에게 방문목적을 물었고, 그들이 사라진 속리산 망개나무를 찾
아 조사를 나왔다는 사실에 망개나무에 대한 흥미가 생기기 시

산악구조대 발대식에서 박경수

청동미륵불 조성 당시, 법주사에서 박경수

처음에는 옥천, 영동, 보은만 담당하기로 했는데 나는 그 위치는 너

작하였다. 그들로부터 망개나무의 실물을 본 후, 그의 머릿속에

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못 한다 그랬지. 그래가지고선 특수한 것만

는 망개나무가 가득 차기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속리산에 사진

송부했지. 특파원식이지. 그 이전에는 국내는 특파원, 해외는 통신

을 찍으러 갈 때마다 그는 망개나무를 찾아다니기 시작하였다.

원으로 되어 있었거든. 근데 해외는 특파원으로 바뀌었지.

여러 명의 식물학자가 한 그루 찾기도 힘들어했던 망개나무를
그는 평생 약 30,000여 그루를 찾았다. 박경수가 망개나무 군락

형님과 박경수가 속리산에 들어온 이후에도 많은 박경수의 일

풍기 와서 보니까 그때는 지방 빨갱이들이 많았지. 낮에는 지방 빨

그래서 나는 서울 올라가서 둘째 작은할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특무

갱이들이 찾아와서 쌀 뺏어가고, 밤에는, 밤에는! 낮에는 파출소 순

대에 계셨거든. 특무대. 지금은 기무사령부. 거기서 계시면서 양은

가가 사산리에서 속리산으로 넘어왔다. 박경

경들이 구르마 끌고 와서 쌀 뺏어가고 그러는거여. 그래, 생일 때 쌀

공장을 했어요. 전방에 비행기 떨어지고 포탄 같은 거 (모아서 작업

수와 함께 사진사로 오랜 기간 활동하였으며,

밥이라도 해먹을라 그러면 아 옆에 집 할머니가 와가지고 갱캥~하

하는 공장) 거기서 일을 봐주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공장이 잘 안 되

정이품송 지킴이로 유명한 박헌은 박경수의

면서 쌀밥 먹는다 이거지. 그럼 지방 빨갱이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

서 그만두고 나는 이제 의정부 쪽에 나가서 미팔군 계통의 카메라

막내 작은아버지이다. 또한, 또 다른 작은아

는 거야. 그럼 그날 저녁에 와서 왜 쌀밥 해먹지 말랬는데 해먹었냐

맨으로 움직이다가 미팔군소속. 그러다 이제 5.16을 의정부에서 난

버지는 문장대에서 여관을 운영하였으며, 그

고. 그래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땅을 팔고 상주 쪽으로 올라

거여. 저녁 때 엠피박스(미군 헌병초소)에서 술을 먹는데, 갑자기 오

의 아들인 박영화는 현재 상판리에 유스호스

니까 땅이 안 팔리는거여. 전부다 빨갱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

후 되니까 불이 쫙 나가는 거야. 의정부 시내가. 포천, 동두천에서 탱

텔을 운영하고 있다.

주사람한테 땅을 팔고 상주군 화서면 사산리 라는데 와서 거기서

크가 무지하게 내려오는 거야. 밤 되니까 개 짖는 소리, 애 우는 소

6.25를 만난거지. 대가족이 왔으니까 고생은 무지하게 했지.

리가 난리가 터지는 거지. 전화선도 다 끊어지고. 난 도망간다고 남
쪽으로 내려갔다가 또 붙들려서 서울 가서 한 3일 있다가 나 카메라

5.16 속리산에 들어오다.
가족들이 사산리에 정착한 후, 박경수는 홀로 서울에 올라가

망개나무와 경수꽃

박경수를 잘 아는 이들은 그를 두고 ‘속리

하고 가지고 와야겠다고 해서 속리산으로 도망을 온 거지. 그래 속

산 식물도감’, ‘속리산 지오그래픽’ 등으로 부

리산에 와서 형님이 그전에 사셨어.

른다. 그들에 따르면 박경수만큼 속리산 일대

서 생활한다. 당시 둘째 작은할아버지는 서울 특무대(현 국군

의 식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기무사령부)에서 일하며, 이와는 별도로 양은공장을 운영하였

그는 속리산에 내려와서도 사진사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한다. 사실 박경수가 속리산 부근에서 발견

다. 박경수는 작은할아버지 밑에서 양은공장의 일을 봐주었다.

속리산에 들어온 것도 이곳에서 사진사로 활동하던 형님이 있

한 희귀종 식물과 문화재만 봐도 그의 별명

전쟁 때 나온 부속품의 잔해를 이용해 양은공장을 운영하였던

었기 때문이었다. 형님은 당시 법주사에서 사진관을 운영하였기

을 입증할 수 있다. 1972년에 발견한 천왕봉

것이다. 박경수는 양은공장에서 일하면서 학교에 다녔다. 하지

때문에 이미 미팔군에서 사진사로 활동한 바 있는 박경수는 별

망개나무, 1975년 탈골암 대지방위 석조미룩

만 당시 양은공장 운영이 여의치 않자 그는 다른 길을 모색한다.

무리 없이 바로 사진사로 활동할 수 있었다.

불, 1976년 법주사 뒤 자운암 절터에서 발견

1950년대 중반부터 법주사에서 사진부를 운영하던 형님의 영향
으로 등 너머로 카메라 기술을 배웠던 경험을 살려 미팔군 카메

그의 사진사 경험은 KBS 기자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

다. 속리산에 바로 내려온 후, 그는 KBS 기자에 특채로 뽑히게

한 마애여래상뿐만 아니라 노각나무, 마가목
나무, 비자나무, 개비자나무, 앵초 집단 서식

라맨으로 취직한 것이다. 이때부터 그는 군인 신분이 아닌 민간

되었다. KBS 앵커로 유명한 박성범 전 국회의원이 청와대 출입

인 사진사로 의정부 군부대에서 생활하기 시작한다. 5.16 군사

기자를 하던 당시였다. 처음 그는 충청북도 옥천, 영동, 보은 지

였다. 또한, 경기도 광릉 이남에는 서식하지

정변 때도 그는 의정부에 있었다. 5.16을 계기로 그는 더는 미군

역 담당 기자가 되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교통이 발달하지 못

않는 것으로 알려진 크낙새를 카메라에 담는

부대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고 북에서 피난 오듯이 속리산에 다

해 그가 그 지역을 모두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지

데 성공하기도 하였다.

시 들어오게 되었다.

역의 특별한 소식만을 전하기로 하고 특파원 활동을 시작하였

그가 이렇게 수십 종의 식물을 발견하게

다. 당시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국외 기자를 통신원, 국내 기자를

된 계기는 망개나무를 만나게 되면서부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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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기 전까지만 해도 망개나무는 세계적인 희귀종으로 분류

지, 초롱꽃 등 희귀종 식물을 잇달아 발견하

구상가 팔경사 앞에서 조수와 함께 박경수(좌). 조수가 들고 있는 카메라가 린호프 카메라이다. 우측 뒤편에 보이는
간판이 송림여관이며, 좌측 뒤편에 보이는 곳이 서울약방의 옛 모습이다. 사진의 가장자리가 그을린 것은 1995년
오동연립 화재사건의 흔적이며, 팔경사 앞에 당시 유행하던 기념품인 모자가 쌓여 있는 것을 어렴풋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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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찾기 시작한 거지. 그래가지고 속리산에 내가 망개나무 찾

사하라고 내려왔을 때 내가 전부다 코스 인솔해가지고 전부다 안내

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왔다. 이에 대해 놀라워하면서도 선뜻 이

아놓은 것이 한 3만여 그루되지. 군락도 있고, 천왕봉 밑에는 한 450

하고 했을 때 난들을 여러 가지 발견했지.

해하지 못하는 조사팀에 대해 그는 모든 게 속리산 아래 살기 때
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겸손해한다.

년에서 500년생이 우리 아름으로도 한 아름 반짜리가 있어요. 그게
딱 제일 큰 나무 하나여.

그의 속리산 식물 사랑은 ‘경수꽃’을 통해 만개(滿開)한다. 경

내가 원고 찍은 거 가지고 충청북도 도청 책자 홍보 책자, 충청북도
의 도시군 책자는 내 원고가지고 한거고, 충남 부여, 상주, 영주 거

나는 미팔군 미국대사관 사진과장하고 친했어. 홍순우라고 저 해인

기서 내 원고를 많이 썼지.

사 사람인데, 거기서 필름공수해서 쓰고, 거기서 기계 뭐 필요하다

수꽃은 1985년 박경수가 처음 발견한 꽃으로 그의 이름을 따서

그러면 해주고 그랬었으니까. 그때는 군부대나 이런대서 쓰는 거는

지은 이름이다. 경수꽃은 깨과의 다년생으로 자색 꽃잎을 가지

그는 등산할 때 능선으로 올라가다가 행여나 희귀종 식물을

링오프(린호프)라는 기계가 있어. 링오프카메라가 그것이 필름 크

고 있으며, 습지에서 성장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가 사진촬영

만나게 되면 바로 계곡으로 등산로를 바꿔 다닌다고 하였다. 식

기가 4인치 5인치(가로 4인치×세로 5인치)여. 필름 크기가 엽서

을 위해 등산하면서 우연히 발견하여 눈여겨 두었다가 희귀종을

물의 씨가 계곡물에 씻겨 내려오다가 이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

만하지. 그리고 미군이 최전방에서 쓰는 카메라가 있어. 그건 70㎜

찾는 식물학자에게 소개해주면서 경수꽃은 세상에 알려졌다. 다

기 때문이다. 또한, 지인을 통해 필름과 카메라를 공수하여 속리

카메라. 그것도 거기서 구해서 쓰고. 특수카메라 아니면 항공촬영을

면 임신을 한다.” 속신 때문에 망개나무의 껍질이 남아나지 않

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표본을 위해 경수꽃을 채취하는 것을 허

산과 마을의 전경을 수시로 촬영하는 등 마을과 자연을 위해 자

못해. 그래서 거기서 구해다가 쭉 쓰고 했는데

았었다. 본래 천연기념물 327호로 지정되어 속리산 관광호텔 앞

락한 것이었다. 그가 발견한 경수꽃이 모두 사라진 후, 박경수는

에 있던 망개나무도 사람 손이 닿는 위치의 나무껍질이 전부 뜯

지속적해서 다시 꽃을 찾아 헤매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그가

겨 결국, 고사하였다고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박경수는 자신이

촬영해두었던 사진도 화재로 인해 모두 잃어버렸다. 경수꽃은

망개나무를 많이 발견해도 섣불리 그 위치나 사실을 외부에 알

그렇게 이름만 남긴 채 기록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속리산에서 박경수

되었다. 국내에서도 망개나무는 “잉태 못 하는 여자가 달여 먹으

리지 않았었다.
경수꽃은 산에 등산하다가 봤는데 암만해도 이상해. 그래가지고선
왜 내가 이걸 관심을 두었나하면 구상가 있을 때, 우리집 옆에 송림

그때 MBC 카메라하고 서울대학교 황교수하고 한 70되었더라고 연

여관이라고 그때는 호텔이야 그게. 장관들이랑 오고 그러면 거기서

세가. 그래가지고 희귀종을 자꾸 찾는 거야 이제. 비무장지대에서

잤거든. 근데 60대 70대 되는 양반들이 6~7명이 거기서 며칠을 묵

제주도까지 찍는다는 거여. 속리산까지 왔다고. 망개나무는 찍었다

더라고. 저녁 때 마루에서 술을 먹길래 가가지고 아 뭐하시는데 여

고 하더라고. 자꾸 부탁을 해. 여기서 그 사람들이 한 3일 묵었지. 그

러 날 계십니까? 하니까 망개나무 조사를 한다 이거야. 망개나무 남

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지. 거기 좀 찍게 해달라는 거야. 찍고 나니

산에 있는데 그거 죽고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세계적으로 희귀

까 20㎝ 꽃 핀 거를 그거 한 가지만 꺾어가겠대. 표본 하겠다고. 그

종인데 속리산에 나무가 죽고 없어가지고 재조사한다 이거여. 그래

리고 자기가 식물도감에 경수가 발견한 거니까 경수꽃이라고 한다

망개나무가 뭐하는데 그게 희귀종이냐 했더니 일본 후지산에 하나,

는 거야. 가고 나고 잊어버렸지. 2년 있다 보니까 한 포기가 없어졌

태백산에 하나, 속리산에 하나 세 그루뿐이 지정되어 있는 게 없다

어. 두 포기인데. 거 어떤 놈이 이렇게 한거여.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거여. 천연기념물로. 근데 속리산 게 죽었으니까 다시 찾는다 이

가보니까 그것마저도 없어졌어. 카메라 기자는 찍기만 하지 가져가

거여. 그런데 속설로다가 뭐가 되어 있냐하면 잉태 못하는 여자들

진 않거든? 그럼 황교수가 가져간 게 틀림없지. 그 다음부터 그걸 찾

이 달여 먹으면 잉태를 한다는 속설이 있어. 그러니까 요새 애 못 나

느라고 사방 다녀도 없어.

는 여자가 무지하게 많거든? 나무껍데기를 베껴 먹은 거야 낫으로
다가. [……] 그래서 말라 죽은 거야. 한 이틀 있다 보니까 마루에다

박경수는 이외에도 속리산의 희귀한 식물들을 찾아다니며 속

가 나뭇가지를 꺾어다 놓은 게 있어.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이게 망

리산 식물사랑을 몸소 실천하였다. 1990년대 내무부에서 담당

개나무다 이거여 그래서 어디서 찾았냐 하니까 탈골암 있는데서 찾

하여 실시한 속리산 생태계 조사 때도 그가 산행을 직접 안내하

았다 이거여. 그래서 그거 조금만 달라고 하니까 안줘. 그래서 훔쳐

였고, 본인이 직접 찍은 속리산과 식물 사진은 충청북도 각 시군

올라고 그 나뭇가지를 이래 보니까 방에 다 들어가고 마루에 그걸

의 홍보 책자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나뒀더라고. 그래서 쫓아가서 요만치 30㎝ 되는 걸 꺾어다가 집에
다 갖다놨지. 그 사람들 간 뒤에 하루 종일 그것만 처다 본거야. 나

한 20년 됐네. 전국적으로다가 대학교수들이 속리산 생태계 조사를

무 이파리만. 그때부터 관심을 두고 산 사진 찍으러 다니니까 망개

했을 때 서울대 무슨 박사가 (왔을 때) 그때 내무부에서 생태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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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찾기 시작한 거지. 그래가지고 속리산에 내가 망개나무 찾

사하라고 내려왔을 때 내가 전부다 코스 인솔해가지고 전부다 안내

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왔다. 이에 대해 놀라워하면서도 선뜻 이

아놓은 것이 한 3만여 그루되지. 군락도 있고, 천왕봉 밑에는 한 450

하고 했을 때 난들을 여러 가지 발견했지.

해하지 못하는 조사팀에 대해 그는 모든 게 속리산 아래 살기 때
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겸손해한다.

년에서 500년생이 우리 아름으로도 한 아름 반짜리가 있어요. 그게
딱 제일 큰 나무 하나여.

그의 속리산 식물 사랑은 ‘경수꽃’을 통해 만개(滿開)한다. 경

내가 원고 찍은 거 가지고 충청북도 도청 책자 홍보 책자, 충청북도
의 도시군 책자는 내 원고가지고 한거고, 충남 부여, 상주, 영주 거

나는 미팔군 미국대사관 사진과장하고 친했어. 홍순우라고 저 해인

기서 내 원고를 많이 썼지.

사 사람인데, 거기서 필름공수해서 쓰고, 거기서 기계 뭐 필요하다

수꽃은 1985년 박경수가 처음 발견한 꽃으로 그의 이름을 따서

그러면 해주고 그랬었으니까. 그때는 군부대나 이런대서 쓰는 거는

지은 이름이다. 경수꽃은 깨과의 다년생으로 자색 꽃잎을 가지

그는 등산할 때 능선으로 올라가다가 행여나 희귀종 식물을

링오프(린호프)라는 기계가 있어. 링오프카메라가 그것이 필름 크

고 있으며, 습지에서 성장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가 사진촬영

만나게 되면 바로 계곡으로 등산로를 바꿔 다닌다고 하였다. 식

기가 4인치 5인치(가로 4인치×세로 5인치)여. 필름 크기가 엽서

을 위해 등산하면서 우연히 발견하여 눈여겨 두었다가 희귀종을

물의 씨가 계곡물에 씻겨 내려오다가 이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

만하지. 그리고 미군이 최전방에서 쓰는 카메라가 있어. 그건 70㎜

찾는 식물학자에게 소개해주면서 경수꽃은 세상에 알려졌다. 다

기 때문이다. 또한, 지인을 통해 필름과 카메라를 공수하여 속리

카메라. 그것도 거기서 구해서 쓰고. 특수카메라 아니면 항공촬영을

면 임신을 한다.” 속신 때문에 망개나무의 껍질이 남아나지 않

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표본을 위해 경수꽃을 채취하는 것을 허

산과 마을의 전경을 수시로 촬영하는 등 마을과 자연을 위해 자

못해. 그래서 거기서 구해다가 쭉 쓰고 했는데

았었다. 본래 천연기념물 327호로 지정되어 속리산 관광호텔 앞

락한 것이었다. 그가 발견한 경수꽃이 모두 사라진 후, 박경수는

에 있던 망개나무도 사람 손이 닿는 위치의 나무껍질이 전부 뜯

지속적해서 다시 꽃을 찾아 헤매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그가

겨 결국, 고사하였다고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박경수는 자신이

촬영해두었던 사진도 화재로 인해 모두 잃어버렸다. 경수꽃은

망개나무를 많이 발견해도 섣불리 그 위치나 사실을 외부에 알

그렇게 이름만 남긴 채 기록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속리산에서 박경수

되었다. 국내에서도 망개나무는 “잉태 못 하는 여자가 달여 먹으

리지 않았었다.
경수꽃은 산에 등산하다가 봤는데 암만해도 이상해. 그래가지고선
왜 내가 이걸 관심을 두었나하면 구상가 있을 때, 우리집 옆에 송림

그때 MBC 카메라하고 서울대학교 황교수하고 한 70되었더라고 연

여관이라고 그때는 호텔이야 그게. 장관들이랑 오고 그러면 거기서

세가. 그래가지고 희귀종을 자꾸 찾는 거야 이제. 비무장지대에서

잤거든. 근데 60대 70대 되는 양반들이 6~7명이 거기서 며칠을 묵

제주도까지 찍는다는 거여. 속리산까지 왔다고. 망개나무는 찍었다

더라고. 저녁 때 마루에서 술을 먹길래 가가지고 아 뭐하시는데 여

고 하더라고. 자꾸 부탁을 해. 여기서 그 사람들이 한 3일 묵었지. 그

러 날 계십니까? 하니까 망개나무 조사를 한다 이거야. 망개나무 남

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지. 거기 좀 찍게 해달라는 거야. 찍고 나니

산에 있는데 그거 죽고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세계적으로 희귀

까 20㎝ 꽃 핀 거를 그거 한 가지만 꺾어가겠대. 표본 하겠다고. 그

종인데 속리산에 나무가 죽고 없어가지고 재조사한다 이거여. 그래

리고 자기가 식물도감에 경수가 발견한 거니까 경수꽃이라고 한다

망개나무가 뭐하는데 그게 희귀종이냐 했더니 일본 후지산에 하나,

는 거야. 가고 나고 잊어버렸지. 2년 있다 보니까 한 포기가 없어졌

태백산에 하나, 속리산에 하나 세 그루뿐이 지정되어 있는 게 없다

어. 두 포기인데. 거 어떤 놈이 이렇게 한거여.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거여. 천연기념물로. 근데 속리산 게 죽었으니까 다시 찾는다 이

가보니까 그것마저도 없어졌어. 카메라 기자는 찍기만 하지 가져가

거여. 그런데 속설로다가 뭐가 되어 있냐하면 잉태 못하는 여자들

진 않거든? 그럼 황교수가 가져간 게 틀림없지. 그 다음부터 그걸 찾

이 달여 먹으면 잉태를 한다는 속설이 있어. 그러니까 요새 애 못 나

느라고 사방 다녀도 없어.

는 여자가 무지하게 많거든? 나무껍데기를 베껴 먹은 거야 낫으로
다가. [……] 그래서 말라 죽은 거야. 한 이틀 있다 보니까 마루에다

박경수는 이외에도 속리산의 희귀한 식물들을 찾아다니며 속

가 나뭇가지를 꺾어다 놓은 게 있어.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이게 망

리산 식물사랑을 몸소 실천하였다. 1990년대 내무부에서 담당

개나무다 이거여 그래서 어디서 찾았냐 하니까 탈골암 있는데서 찾

하여 실시한 속리산 생태계 조사 때도 그가 산행을 직접 안내하

았다 이거여. 그래서 그거 조금만 달라고 하니까 안줘. 그래서 훔쳐

였고, 본인이 직접 찍은 속리산과 식물 사진은 충청북도 각 시군

올라고 그 나뭇가지를 이래 보니까 방에 다 들어가고 마루에 그걸

의 홍보 책자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나뒀더라고. 그래서 쫓아가서 요만치 30㎝ 되는 걸 꺾어다가 집에
다 갖다놨지. 그 사람들 간 뒤에 하루 종일 그것만 처다 본거야. 나

한 20년 됐네. 전국적으로다가 대학교수들이 속리산 생태계 조사를

무 이파리만. 그때부터 관심을 두고 산 사진 찍으러 다니니까 망개

했을 때 서울대 무슨 박사가 (왔을 때) 그때 내무부에서 생태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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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히 줄어들게 되었고, 이를 상대하던 기념품상도 위기를 맞았던

노래방으로의 업종 전환은 일단 성공적이었다. 평일에도 장사

시기였다. 비록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기념품 상권이 완전히

가 잘됐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방이 없어 사람들이 줄을 서가며

죽지는 않았지만 박경수의 생각에는 더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기다렸을 정도였다. 그때 좁은 면적에 4인용 방을 7개나 만들었

그는 가족들을 모아 놓고 이에 대해 회의를 하였다. 기념품 장사

는데 한방에 7명까지 들어가 놀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하지만 이

를 30년 넘게 한 부인은 계속해서 이장사를 하기 원했지만 아들

마저도 IMF의 여파로 내림세에 접어들게 되었다.

들은 생각이 달랐다. 아들들은 관광지에서 음주가무를 즐기는 한

1964년, 대전 유성 신혼여행때 박경수・노경열 부부

국인의 특성상 노래방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다. 당시

한 9개월 했나? 참 장사가 잘됐어. 평일에도 한 4~50만원 팔리고 뭐

노래방은 관광지인 사내리조차 2~3개 정도 밖에 없을 정도로 대

토요일, 일요일에는 방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때는 방이 7개

중적인 업종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는 과감히 노래방으로 업종

인가 됐었지. 쪼만한 방이 4명이 앉는 방이래도 5,6,7명이 막 들어

을 변경하였다. 대신 상호는 그대로 유지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 노래를 한거야 이제. 뭐 서서. 앉지도 못하고 서서. 그러다 IMF

그대로 살리고자 하였다. 현재까지도 영업하고 있는 팔경사 노래

딱 나니까 하향세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 노래방이 이거 가지고는

방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밥도 못 먹어.

장사가 웬만치 됐는데 그때 당시는(노래방 전업시기) 불나고 나서

지금 오늘이 토요일인데 옛날 같았으면 오늘 줄 서가지고 있어야

우리 식구는 기념품을 한다 이거지. 우리는 주로 이제 남대문 시장,

되는데

동대문 시장 거래를 하지만 주로 공장이랑 거래를 많이 했어. 그러
니까 싸게 해가지고 물건 좋은 것을 가져오지. 그담에 애들 불러가지

현재 그는 노래방과 함께 남산 저수지(아우너미) 근처에서 오

고 엄마는 기념품을 또 한다는데 전부다 알아보니까 IMF가 걸려가

미자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오미자 농장은 2011년부터 시작한

그는 1986년부터 15년간 속리산 민간 산악구조대 대장을 맡

기념품을 구매하는 것은 1960~1980년대까지 속리산을 방문

지고 소공장들이 망했는데 우리가 예전같이 구색을 맞추려면 4년이

새로운 사업이다. 올해 78세인 그는 처음 카메라를 잡았을 때처

기도 하였으며, 현재 한국자연공원협회이사, 충북청풍명월21자

한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라고 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당시

걸리겠더라. 내가 물건을 갖다 쓰기 위해서 그 사람 공장을 가동할라

럼 여전히 정열적으로 다양한 일에 참여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

연분과의원, 청정보은21부회장 등을 맡으며 자연보호운동에 앞

기념품 가게의 수가 70여개가 넘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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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겠냐니까 우리 애들이 그러는 거야. 한국 사람은 술을 한 잔 먹게

백영한은 1957년생으로 사내리 사내골(현 사내1리)에서 태어났

고 속리산에 으르고 있다.

찾고 사진을 찍는 일을 할 수 있었다.

되면 흥얼거리는 성질이 많기 때문에 노래방이 낫지 않느냐 이거여.

다. 지금 백영한이 사는 집이 바로 그가 태어난 집이다. 이 집은 거

그래서 노래방을 시작했지.

창에서 이주한 백영한의 가족들이 처음 정착했던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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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집에 돈 갔다 쓰는 거지. (조사자: 그때는 장사가 잘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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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품상이 한 70호 됐었는데 지금은 한 9개 되나? 소규모지 그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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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버린 것이다. 팔경사가 입주한 건물은 소위 말하는 ‘오동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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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일에 발생한 ‘오동연립 화재사건’은 결국, 박경수가 업종을
변경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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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물리면서 주요 관광객이었던 수학여행객과 신혼여행객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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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내리 마당발 백영한

고생만 하신 아버지
2011년 3월 23일 밤, 백영한 가정은 제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어설 수 없었고, 송이버섯도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상품가

음력 2월 19일인 이날은 백영한 조부의 기일(忌日)이다. 백영한

치가 요즘과 같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이 일만으로도 온 가족이

의 조부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사내리에 정착한 인물이다. 조부

먹고 살기에는 어려웠다.

는 백영한이 8세 되던 해인 1964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
때부터 집안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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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을 통해 삶을 영위해갔다. 그러나 소작농이라는 신분을 넘

아버지 백기흠(남, 1927~2009년)은 사내리로 온 이후, 20대의
젊은 시절 때 징용과 징병을 겪으며 힘든 시기를 겪었다. 1940년대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법주사의 땅을 빌려 농

초 그는 박용주와 함께 신의주까지 징용을 끌려갔다가 구사일생으

사를 짓고, 가을에는 송이버섯을 따는 등 과거 일반적인 사내리

로 도망 나와 마을로 돌아왔었다. 그러나 곧이어 이번에는 일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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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시절 때 징용과 징병을 겪으며 힘든 시기를 겪었다. 1940년대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법주사의 땅을 빌려 농

초 그는 박용주와 함께 신의주까지 징용을 끌려갔다가 구사일생으

사를 짓고, 가을에는 송이버섯을 따는 등 과거 일반적인 사내리

로 도망 나와 마을로 돌아왔었다. 그러나 곧이어 이번에는 일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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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농업경영인으로 진출할 때도 4H 때의 끈끈한 네트워크가 그

대로 적용되었다. 백영한의 말을 빌리자면 이것을 ‘농촌 족보’라

하였다. 이러한 그의 사회활동은 농부로서의 자립심을 주는 계기
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양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게 된 초석이 되었다.

농업경영인이 어떻게 생긴 거냐하면 과거에 4H활 동 했던 사람들이
거의 농업경영인이 돼.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갈 수 있듯이 4H
활동을 해가지고 농촌에 정착할 의지라든가 배운 다음 농업경영인
이 된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4H 활동을 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조 단위까지 알거든. 각 도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게 다 돼. 그러면 이
게 좀 4H 때도 회장이나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이 경영인에 가서도 회
장한다고. [……] 성씨로 따지면 족보를 따지듯이 농촌출신자들이 농
업경영인 출신들이 농과대학을 졸업 맡아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
고, 농고를 졸업해서 받은 경우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 4H 활동을
해가지고 학교는 많이 안 나왔지만 [……] 4H 출신이라고 하면 지금
도 어디가면 다 통해 서로. 처음 보는 사람도 몇 년도에 했느냐 몇 년
제27회 새마을 청소년 중앙경진대회에 참가한 백영한(중앙)

충청북도 농어민후계자대회 참가한 백영한・박기자 부부

도 어디서 했다. 그때 도회장이 누구였었냐 다 통해. 나이와 관계없
이. 이게 말하자면 농촌 족보여 이게.

내 땅을 가지게 되다
로 징용을 갔다. 그는 해방이 돼서야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을 차리는 이유도 고생만 하신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

다 지금으로 말하면 새마을 조직처럼 다 있었어. 새마을이 있기 전부

6・25가 발발한 후, 그는 20대 중반의 늦은 나이에 또다시 군

하기 때문이다. 그는 중학교를 마치고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시

터.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는 새마을 조직보다는 그 조직이 컸었지.

에 징병 되는 고난을 겪는다. 그는 당시 팔공산 전투와 파주 적성

작하였다. 장남이었던 그는 집안일을 일찍 도와야만 했다. 그는 아

전투 등에 참여하였고, 적성에서 왼 다리 관통상을 입어 의가사

버지처럼 농부가 되고자 결심했지만 좀 더 나은 삶을 바랬다. 그러

백영한은 18세 되던 해인 1974년도부터 4H 클럽 활동을 시작

지 않아 토지의 매매가 자유로운 편이다. 또한, 아직은 관광지

제대를 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6・25 참전용사로서 국가유공자

기 위해선 수동적인 삶이 아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하였다. 4H 클럽 사무실이 현 사내1리 마을회관 건물 2층에 마

로 개발되지 않아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만 한다고 깨달았다. 그렇게 그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다.

련되어 활발히 활동하였고, 그는 마을회장을 시작으로 속리산

백영한은 1984년에 현재 논농사를 짓고 있는 북암리 297번지

면회장과 보은군회장, 충청북도회장까지 맡으며, 4H활동에 열

토지를 처음 매입하였다. 그는 지금도 이 순간을 있지 못한다.

과 성을 다했다. 지금도 마을 주민들에게 그의 사회활동에 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사내리에 정착한 이후, 집과 전답을 포

로 인정받기까지 50여 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 그의 이름이 ‘백

기흠’이 아닌 ‘백기홍’으로 잘못 등록되어 백영한이 이를 바로 잡
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다.

4H 활동에 참여하다

다리까지 다치고 다시 마을로 돌아온 아버지의 삶은 여전히 달

백영한이 가장 먼저 시작한 사회활동은 4H 클럽(사에이치클

라지지 않았다. 또한, 당시 사내리는 대처승들이 권세를 잡고 있던

럽)이었다. 4H 클럽은 실천을 통하여 배운다는 취지로 설립된

시기라 마을 내에서도 말 그대로 ‘절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만 했
다. 여전히 절일을 해주고 소작을 하며 어렵게 살았다.

백영한은 이런 아버지를 보고 자랐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0

1년간 극진히 상을 치르고 기일이나 명절 때마다 정성껏 제사상

10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1년간 그는 마을이장으로서 주관해야 하는 정월 초 산신
제와 상달 보름에 하는 동네할머니 시사도 마을에 양해를 구하고 다른 이에게 부탁하고
상을 치르는데 매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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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한은 현재 사내리에는 농토가 없고 소리목 너머 북암
리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북암리는 사내리와 다르게 법
주사 소유의 토지가 아니며, 국립공원 지역에도 포함되어 있

해 물어보면 대부분 4H 클럽 활동을 열심히 했던 것으로 기억

함하여 처음 ‘내 땅’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이 사

하고 있다.

실이 매우 좋아 자전거를 타고 아침마다 논에 나갔다. 그 당

청소년 단체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4H는 지성(head)・덕성

시는 그는 상판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유스타운 건

(heart)・근로(hand)・건강(health)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광

그럼 그 당시에는 많았었지. 내가 동네회장도 보고, 면회장도 보고

설 등의 이유로 부치던 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더

복 이후 활성화되었고, 새마을 운동 이전까지 농촌을 중심으로

군회장도 보고 도회장보고 그랬지.

욱더 기쁨이 컸다.

활발히 전개되었다.
4H 클럽에 이어 그는 농업경영인 연합회로 진출한다. 당시 농

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이 하나도 없으니까. [……] 내가 84년도

4H는 농촌의 [……] 1950년대 6・25 끝나고서 새마을 사업 이전에

업경영인 연합회는 농과대학 출신, 농고 출신과 더불어 4H 클럽

에 논을 첫 번이라고 내거라고 샀어.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난리지모.

말하자면 잘살아보자 하는 운동이야. 농촌에. 그게 모 미국서 들어왔

출신들도 상당수가 진출해 있었다. 4H 출신들은 대개 마을 단위

지금은 농지정리가 되서 다 반듯반듯 한데 그때는 꾸부렁꾸부렁 그

다 하는데 자세하게 말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 그게 동네마

회원까지도 서로 친분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청년이 되

지? 그걸 농사를 봄에 모 심을라고 논 갈고 그러면 아버지도 같이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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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농업경영인으로 진출할 때도 4H 때의 끈끈한 네트워크가 그

대로 적용되었다. 백영한의 말을 빌리자면 이것을 ‘농촌 족보’라

하였다. 이러한 그의 사회활동은 농부로서의 자립심을 주는 계기
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양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게 된 초석이 되었다.

농업경영인이 어떻게 생긴 거냐하면 과거에 4H활 동 했던 사람들이
거의 농업경영인이 돼.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갈 수 있듯이 4H
활동을 해가지고 농촌에 정착할 의지라든가 배운 다음 농업경영인
이 된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4H 활동을 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조 단위까지 알거든. 각 도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게 다 돼. 그러면 이
게 좀 4H 때도 회장이나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이 경영인에 가서도 회
장한다고. [……] 성씨로 따지면 족보를 따지듯이 농촌출신자들이 농
업경영인 출신들이 농과대학을 졸업 맡아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
고, 농고를 졸업해서 받은 경우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 4H 활동을
해가지고 학교는 많이 안 나왔지만 [……] 4H 출신이라고 하면 지금
도 어디가면 다 통해 서로. 처음 보는 사람도 몇 년도에 했느냐 몇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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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게 말하자면 농촌 족보여 이게.

내 땅을 가지게 되다
로 징용을 갔다. 그는 해방이 돼서야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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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가 발발한 후, 그는 20대 중반의 늦은 나이에 또다시 군

하기 때문이다. 그는 중학교를 마치고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시

터.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는 새마을 조직보다는 그 조직이 컸었지.

에 징병 되는 고난을 겪는다. 그는 당시 팔공산 전투와 파주 적성

작하였다. 장남이었던 그는 집안일을 일찍 도와야만 했다. 그는 아

전투 등에 참여하였고, 적성에서 왼 다리 관통상을 입어 의가사

버지처럼 농부가 되고자 결심했지만 좀 더 나은 삶을 바랬다. 그러

백영한은 18세 되던 해인 1974년도부터 4H 클럽 활동을 시작

지 않아 토지의 매매가 자유로운 편이다. 또한, 아직은 관광지

제대를 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6・25 참전용사로서 국가유공자

기 위해선 수동적인 삶이 아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하였다. 4H 클럽 사무실이 현 사내1리 마을회관 건물 2층에 마

로 개발되지 않아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만 한다고 깨달았다. 그렇게 그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다.

련되어 활발히 활동하였고, 그는 마을회장을 시작으로 속리산

백영한은 1984년에 현재 논농사를 짓고 있는 북암리 297번지

면회장과 보은군회장, 충청북도회장까지 맡으며, 4H활동에 열

토지를 처음 매입하였다. 그는 지금도 이 순간을 있지 못한다.

과 성을 다했다. 지금도 마을 주민들에게 그의 사회활동에 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사내리에 정착한 이후, 집과 전답을 포

로 인정받기까지 50여 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 그의 이름이 ‘백

기흠’이 아닌 ‘백기홍’으로 잘못 등록되어 백영한이 이를 바로 잡
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다.

4H 활동에 참여하다

다리까지 다치고 다시 마을로 돌아온 아버지의 삶은 여전히 달

백영한이 가장 먼저 시작한 사회활동은 4H 클럽(사에이치클

라지지 않았다. 또한, 당시 사내리는 대처승들이 권세를 잡고 있던

럽)이었다. 4H 클럽은 실천을 통하여 배운다는 취지로 설립된

시기라 마을 내에서도 말 그대로 ‘절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만 했
다. 여전히 절일을 해주고 소작을 하며 어렵게 살았다.

백영한은 이런 아버지를 보고 자랐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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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극진히 상을 치르고 기일이나 명절 때마다 정성껏 제사상

10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1년간 그는 마을이장으로서 주관해야 하는 정월 초 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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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치르는데 매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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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한은 현재 사내리에는 농토가 없고 소리목 너머 북암
리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북암리는 사내리와 다르게 법
주사 소유의 토지가 아니며, 국립공원 지역에도 포함되어 있

해 물어보면 대부분 4H 클럽 활동을 열심히 했던 것으로 기억

함하여 처음 ‘내 땅’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이 사

하고 있다.

실이 매우 좋아 자전거를 타고 아침마다 논에 나갔다. 그 당

청소년 단체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4H는 지성(head)・덕성

시는 그는 상판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유스타운 건

(heart)・근로(hand)・건강(health)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광

그럼 그 당시에는 많았었지. 내가 동네회장도 보고, 면회장도 보고

설 등의 이유로 부치던 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더

복 이후 활성화되었고, 새마을 운동 이전까지 농촌을 중심으로

군회장도 보고 도회장보고 그랬지.

욱더 기쁨이 컸다.

활발히 전개되었다.
4H 클럽에 이어 그는 농업경영인 연합회로 진출한다. 당시 농

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이 하나도 없으니까. [……] 내가 84년도

4H는 농촌의 [……] 1950년대 6・25 끝나고서 새마을 사업 이전에

업경영인 연합회는 농과대학 출신, 농고 출신과 더불어 4H 클럽

에 논을 첫 번이라고 내거라고 샀어.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난리지모.

말하자면 잘살아보자 하는 운동이야. 농촌에. 그게 모 미국서 들어왔

출신들도 상당수가 진출해 있었다. 4H 출신들은 대개 마을 단위

지금은 농지정리가 되서 다 반듯반듯 한데 그때는 꾸부렁꾸부렁 그

다 하는데 자세하게 말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 그게 동네마

회원까지도 서로 친분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청년이 되

지? 그걸 농사를 봄에 모 심을라고 논 갈고 그러면 아버지도 같이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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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에 위치한 곳으로 그리 멀지 않았다. 이 땅은 백영한과 그의 아

사내리 밖으로 눈을 돌리다

버지가 이전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집을 하나 짓고 살면 좋겠다

백영한은 4H 클럽과 농업경영인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대외

고 생각했던 곳이었는데, 마침 매물이 나와 이번 기회에 매입하

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친분을 맺었다. 이를 계기로 1990년대

게 된 것이다.

그는 사내리 밖으로 눈을 돌리고, 사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사업은 간이 포장마차였다. 지방의 각 행

농사를 짓다보면 맨날 건너보면서 아휴 돈 벌어가지고 저기 사가

사장을 돌며, 포장마차를 열고 음식장사를 시작하였다. 1990년

지고 집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

대 초는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지방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만 경치 좋은데가 있어. 경치가 아니고 양지바른 그런대야. 근데 그

축제나 관광지를 개발하던 시기였다. 관광지에 살았던 그는 관

게 이번에 난거야.

광지에서 어떤 음식이 소비되며,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누
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그는 4여 년 동안 전국 각지를

1,150평 중 1,000평에 대추 과수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공간

돌며 생활하였다. 그가 주로 다녔던 곳은 군항제가 열리는 진해

에는 집을 지어 별장 및 펜션의 용도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추는

와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 등 전국에 걸쳐 있었고, 한번 가면 대

보은의 대표 특산물로써 백영한이 이항래 군수 시절 배워둔 매

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머물렀다. 진해는 묏자리를 하기 전에

뉴얼을 바탕으로 시설을 조성하였다. 조사팀도 유공관 설치부터

갔던 곳이라 지금도 특히 기억에 남는다.

스프링클러 설치까지 약 2주간 그가 대추밭을 조성하는 것을 현
장에서 도우며, 그 과정을 살폈다.
백영한은 그가 처음 매입한 땅에서 여전히 논농사를 짓고 있다.

고 그때는 아버지 연세도 환갑 좀 지나고 그럴 때니까. 그렇게 좋아

농촌활동을 하다보니까 80년도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농촌에 정착

하는 거야. 세상에 내 땅이라고는 처음 가져봤으니까, 아버지 대에

할 사람들한테 농지구입자금을 줬었어. 후계자자금이라고 하지. 그

도 못 가져 봤으니까 [……] 절 땅만 부치다가 빼앗기고, 보상 하나

때 부정축재자로 몰렸던 김종필, 이후락 이런 사람들 재산을 전두환

못 받고.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서 아침만 먹으면, 그때는 차도 없었

이가 대통령 때 몰수해가지고 농촌에다가 농지구입자금이나 소 키

어. 자전거 타고 내려간 거야.

우는 사람한테 줬어. 그것이 지금은 다른 재원을 마련해서 후계농업
인육성이라고 농촌에 살면서 땅도 구입하고 소도 키울 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유스타운 주차장하고 상판 몇 군데에서 농사를 지었었

자기가 신청을 해가지고 자금을 받는 게 있어. 처음 나올 때는 달라

어. 아버지 밑에서. 그런데 유스타운 공사하면서 절땅에 다 들어가

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면마다 한 명씩 선정을 해서 줬다고. 그

버리고 없잖아. 절땅 부치던 놈들은 개발에 의해서 없잖아. 그럴 무

때 그 자금 받아서 처음 샀지.
대추나무 묘목 심기

렵에 자금이 나온 거야. 그래서 북암에다가 땅을 산거지.
그 활동(4H)을 했기 때문에 농촌에 정착할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한

그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농토를 살 수 있었던 것은 4H 클럽 활

동과 농업경영인 활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이 농토를 ‘후계

거지. 그게 점수를 매기거든. 면마다 한 명씩 선정할 때.

자자금’을 통해 살 수 있었는데, 면마다 한 명만 주기 때문에 자

처음 사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 옆에 것은 추가 자금이라 그래가지

격 조건이 까다로웠다. 무엇보다 농촌에 정착할 의지가 강하고,

고 더 살사람 있으면 해서 (산거고)

농촌활동을 활발하게 해야만 했다. 4H 클럽 활동과 농업경영인
활동은 그가 후계자자금을 받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2011년에 북암리에 추가로 1,150평의 전(田)을 매입하였

곧이어 그는 추가 자금을 받을 기회가 생겼고 북암리 288번지 논

다. 이번에는 신탄진에서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동생과 같이 투

을 추가로 매입하였다.

자하여 매입하였다. 이 땅은 백영한의 논에서 소로와 개천 건너

294 |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유공관 설치

대추나무 과수원 스프링클러 설치

04. 사내리 사람들의 이야기

| 295

편에 위치한 곳으로 그리 멀지 않았다. 이 땅은 백영한과 그의 아

사내리 밖으로 눈을 돌리다

버지가 이전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집을 하나 짓고 살면 좋겠다

백영한은 4H 클럽과 농업경영인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대외

고 생각했던 곳이었는데, 마침 매물이 나와 이번 기회에 매입하

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친분을 맺었다. 이를 계기로 1990년대

게 된 것이다.

그는 사내리 밖으로 눈을 돌리고, 사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사업은 간이 포장마차였다. 지방의 각 행

농사를 짓다보면 맨날 건너보면서 아휴 돈 벌어가지고 저기 사가

사장을 돌며, 포장마차를 열고 음식장사를 시작하였다. 1990년

지고 집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

대 초는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지방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만 경치 좋은데가 있어. 경치가 아니고 양지바른 그런대야. 근데 그

축제나 관광지를 개발하던 시기였다. 관광지에 살았던 그는 관

게 이번에 난거야.

광지에서 어떤 음식이 소비되며,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누
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그는 4여 년 동안 전국 각지를

1,150평 중 1,000평에 대추 과수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공간

돌며 생활하였다. 그가 주로 다녔던 곳은 군항제가 열리는 진해

에는 집을 지어 별장 및 펜션의 용도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추는

와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 등 전국에 걸쳐 있었고, 한번 가면 대

보은의 대표 특산물로써 백영한이 이항래 군수 시절 배워둔 매

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머물렀다. 진해는 묏자리를 하기 전에

뉴얼을 바탕으로 시설을 조성하였다. 조사팀도 유공관 설치부터

갔던 곳이라 지금도 특히 기억에 남는다.

스프링클러 설치까지 약 2주간 그가 대추밭을 조성하는 것을 현
장에서 도우며, 그 과정을 살폈다.
백영한은 그가 처음 매입한 땅에서 여전히 논농사를 짓고 있다.

고 그때는 아버지 연세도 환갑 좀 지나고 그럴 때니까. 그렇게 좋아

농촌활동을 하다보니까 80년도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농촌에 정착

하는 거야. 세상에 내 땅이라고는 처음 가져봤으니까, 아버지 대에

할 사람들한테 농지구입자금을 줬었어. 후계자자금이라고 하지. 그

도 못 가져 봤으니까 [……] 절 땅만 부치다가 빼앗기고, 보상 하나

때 부정축재자로 몰렸던 김종필, 이후락 이런 사람들 재산을 전두환

못 받고.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서 아침만 먹으면, 그때는 차도 없었

이가 대통령 때 몰수해가지고 농촌에다가 농지구입자금이나 소 키

어. 자전거 타고 내려간 거야.

우는 사람한테 줬어. 그것이 지금은 다른 재원을 마련해서 후계농업
인육성이라고 농촌에 살면서 땅도 구입하고 소도 키울 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유스타운 주차장하고 상판 몇 군데에서 농사를 지었었

자기가 신청을 해가지고 자금을 받는 게 있어. 처음 나올 때는 달라

어. 아버지 밑에서. 그런데 유스타운 공사하면서 절땅에 다 들어가

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면마다 한 명씩 선정을 해서 줬다고. 그

버리고 없잖아. 절땅 부치던 놈들은 개발에 의해서 없잖아. 그럴 무

때 그 자금 받아서 처음 샀지.
대추나무 묘목 심기

렵에 자금이 나온 거야. 그래서 북암에다가 땅을 산거지.
그 활동(4H)을 했기 때문에 농촌에 정착할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한

그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농토를 살 수 있었던 것은 4H 클럽 활

동과 농업경영인 활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이 농토를 ‘후계

거지. 그게 점수를 매기거든. 면마다 한 명씩 선정할 때.

자자금’을 통해 살 수 있었는데, 면마다 한 명만 주기 때문에 자

처음 사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 옆에 것은 추가 자금이라 그래가지

격 조건이 까다로웠다. 무엇보다 농촌에 정착할 의지가 강하고,

고 더 살사람 있으면 해서 (산거고)

농촌활동을 활발하게 해야만 했다. 4H 클럽 활동과 농업경영인
활동은 그가 후계자자금을 받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2011년에 북암리에 추가로 1,150평의 전(田)을 매입하였

곧이어 그는 추가 자금을 받을 기회가 생겼고 북암리 288번지 논

다. 이번에는 신탄진에서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동생과 같이 투

을 추가로 매입하였다.

자하여 매입하였다. 이 땅은 백영한의 논에서 소로와 개천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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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공식적인 단체장으로는 속리산산림부산물조합 사내리

2011년 7월 10일 일요일 저녁, 유난히도 사내리에 비가 많이 내

대표를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나 지역발전협의

린 하루였다. 조사팀도 이 날만은 숙소에 머물러 있었다. 약 저녁 8

회 등 마을의 다른 단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시경, 조사팀의 숙소 옆집이었던 농가민박 집 마당으로 뒷산에서

많은 단체장 일을 하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부지런히

내려온 토사와 물이 넘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은 마당

하루를 시작한다. 농사일이 주업인 그는 늘 새벽에 농사일을 하

을 벋어나 골목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옆집에 살던 조사팀도 저녁

고 오전부터 점심때까지 기관의 일을 보는 경우가 많다.

을 먹고 잠시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가기 전까지 이런 상황을 파악하

주변사람들로부터 그는 ‘사내리 마당발’로 불린다. 다양한 사회

장사를 해보자 그래서 행사장마다 다니는 장사도 한 3~4년 해봤지.

행사가 개최되었고, 백영한은 충북 지역 책임자로 서울에 파견

그래서 춘장대 해수욕장도 가보고 무창포 해수욕장도 가보고 여름

근무를 할 때가 많았다. 갈 때마다 서초동 제일생명 사거리 근처

에는. 야시장으로는 진해 군항제도 가보고. 역시 서울 쪽이 돈이 되

에 숙소를 마련해 놓고 가락동 도화청과나 양재동 농산물 판매

더라고.

장 등을 다녔다. 이곳에서 그는 과일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지 못하였다. 조사팀이 상황을 파악하고자 서둘러 현장으로 가보니

기관 및 단체에 활동하다 보니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가

백영한이 홀로 고군분투하며 배수관에서 씨름하고 있었다. 배수관

2011년에 북암리 대추 과수원을 조성할 때 도와준 사람들도 사

에 박힌 나무 때문에 토사가 넘쳐흐른 것이다. 백영한은 위급한 상

내리에 살고 있는 그의 중학교 후배를 비롯하여 2~5년 전 만수

황을 주민에게 신고받고 일요일 저녁이라 연락이 쉽지만은 않았을

리, 도화리 등 속리산면 일대에 정착한 외지인까지 다양하였다.

면과 군 관계자한테 침착하게 연락한 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조사팀이 마을에 처음 들어가 다양한 제보자를 만나게 다리를 놓

고까지 하였던 것이다. 조사팀이 그를 발견하고 약 15분 뒤에 면사

아준 인물도 바로 그였다.

무소 직원과 군청 직원이 도착하였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열정

조사팀이 마을에 살면서 그가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진

적으로 임했던 이는 백영한이었다. 큼지막한 나무 세 그루를 배수

가를 드러낸 것을 목격한 일을 소개하면서 그의 관한 이야기를

관에서 제거해야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의 헌신적인 리더

마무리 하고자 한다.

십 덕에 조사팀의 숙소와 마을을 홍수로부터 구해낼 수 있었다.

잡았으나 가족 모두가 서울로 이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자
음식이지. 그거는 가서 자리만 맡으면 단시간 내에 하는 거니까 일

금도 여의치 않아 포기하고 말았다. 무엇보다 객지 생활을 하는

주일 열흘.

것이 너무 싫었다. 지금도 서울생활을 할 때 아침마다 무엇을 먹
을까 고민했던 것을 생각하면 절로 고개가 저어진다.

그전에는 진해 군항제를 2~3년 다녔는데 고거 딱 끝나가지고 묏자
리 하면 되더라고. 그 당시 돈 1~2백씩 벌어오면 [……]

사내리 마당발, 백영한
백영한은 4H 클럽과 농업경영인 연합회 활동을 기반으로 현

그러나 점차 이것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하

재도 다양한 사회단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가 공식

게 되자 갈 때마다 마찰과 소동이 끈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농

적으로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것만 따져도 사내1리 이장, 속리산

사만 짓던 사람이 삶의 터전을 옮겨 다니며 생활한다는 것 자체

면 이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청맥회장, 속리산면 체육회

가 적성에 맞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이 생활을 접었다.

장 등이 있다. 마을 이장은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8년 이상

간이 포장마차 사업을 접을 즈음에 그는 농업경영인 연합회
충북 임원에 재직하고 있었다. 그때 서울의 중앙연합회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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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맡고 있으며, 속리산면 19개리 이장을 대표하는 이장협의회
장도 2번(2007~2009년, 2011~2013년)이나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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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공식적인 단체장으로는 속리산산림부산물조합 사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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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등 마을의 다른 단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시경, 조사팀의 숙소 옆집이었던 농가민박 집 마당으로 뒷산에서

많은 단체장 일을 하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부지런히

내려온 토사와 물이 넘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은 마당

하루를 시작한다. 농사일이 주업인 그는 늘 새벽에 농사일을 하

을 벋어나 골목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옆집에 살던 조사팀도 저녁

고 오전부터 점심때까지 기관의 일을 보는 경우가 많다.

을 먹고 잠시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가기 전까지 이런 상황을 파악하

주변사람들로부터 그는 ‘사내리 마당발’로 불린다. 다양한 사회

장사를 해보자 그래서 행사장마다 다니는 장사도 한 3~4년 해봤지.

행사가 개최되었고, 백영한은 충북 지역 책임자로 서울에 파견

그래서 춘장대 해수욕장도 가보고 무창포 해수욕장도 가보고 여름

근무를 할 때가 많았다. 갈 때마다 서초동 제일생명 사거리 근처

에는. 야시장으로는 진해 군항제도 가보고. 역시 서울 쪽이 돈이 되

에 숙소를 마련해 놓고 가락동 도화청과나 양재동 농산물 판매

더라고.

장 등을 다녔다. 이곳에서 그는 과일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지 못하였다. 조사팀이 상황을 파악하고자 서둘러 현장으로 가보니

기관 및 단체에 활동하다 보니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가

백영한이 홀로 고군분투하며 배수관에서 씨름하고 있었다. 배수관

2011년에 북암리 대추 과수원을 조성할 때 도와준 사람들도 사

에 박힌 나무 때문에 토사가 넘쳐흐른 것이다. 백영한은 위급한 상

내리에 살고 있는 그의 중학교 후배를 비롯하여 2~5년 전 만수

황을 주민에게 신고받고 일요일 저녁이라 연락이 쉽지만은 않았을

리, 도화리 등 속리산면 일대에 정착한 외지인까지 다양하였다.

면과 군 관계자한테 침착하게 연락한 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조사팀이 마을에 처음 들어가 다양한 제보자를 만나게 다리를 놓

고까지 하였던 것이다. 조사팀이 그를 발견하고 약 15분 뒤에 면사

아준 인물도 바로 그였다.

무소 직원과 군청 직원이 도착하였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열정

조사팀이 마을에 살면서 그가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진

적으로 임했던 이는 백영한이었다. 큼지막한 나무 세 그루를 배수

가를 드러낸 것을 목격한 일을 소개하면서 그의 관한 이야기를

관에서 제거해야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의 헌신적인 리더

마무리 하고자 한다.

십 덕에 조사팀의 숙소와 마을을 홍수로부터 구해낼 수 있었다.

잡았으나 가족 모두가 서울로 이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자
음식이지. 그거는 가서 자리만 맡으면 단시간 내에 하는 거니까 일

금도 여의치 않아 포기하고 말았다. 무엇보다 객지 생활을 하는

주일 열흘.

것이 너무 싫었다. 지금도 서울생활을 할 때 아침마다 무엇을 먹
을까 고민했던 것을 생각하면 절로 고개가 저어진다.

그전에는 진해 군항제를 2~3년 다녔는데 고거 딱 끝나가지고 묏자
리 하면 되더라고. 그 당시 돈 1~2백씩 벌어오면 [……]

사내리 마당발, 백영한
백영한은 4H 클럽과 농업경영인 연합회 활동을 기반으로 현

그러나 점차 이것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하

재도 다양한 사회단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가 공식

게 되자 갈 때마다 마찰과 소동이 끈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농

적으로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것만 따져도 사내1리 이장, 속리산

사만 짓던 사람이 삶의 터전을 옮겨 다니며 생활한다는 것 자체

면 이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청맥회장, 속리산면 체육회

가 적성에 맞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이 생활을 접었다.

장 등이 있다. 마을 이장은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8년 이상

간이 포장마차 사업을 접을 즈음에 그는 농업경영인 연합회
충북 임원에 재직하고 있었다. 그때 서울의 중앙연합회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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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맡고 있으며, 속리산면 19개리 이장을 대표하는 이장협의회
장도 2번(2007~2009년, 2011~2013년)이나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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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내리 적응기(適應記) 박충길

원산도 소년 박충길

박충길은 1971년생으로 현재 사내2리에서 ‘페리카나’ 치킨집

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조사팀이 사내리에 들어 온 시기인 2011

년 1월보다 약 4개월 먼저 사내리에 들어와서 정착한 ‘외지인’이

다. 박충길은 본래 충청남도 보령군 오천면 원산도리 출신이다.

녀와 1년간 연애를 한 후, 영등포구 도림동에 신혼집을 차렸다.
결혼한 박충길은 그동안 번 돈을 모아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가 처음 시작한 사업은 우유 대리점이었다. 강남구 일원동에
연세우유 대리점을 시작한 그는 사내리에 오기 전까지 이 생활
을 지속하였다.

원산도는 충남에서 가장 큰 섬으로 대천항과 30분 거리에 위치
한 곳이다. 1,000호 이상 거주할 정도로 많은 주민이 거주하며,

결혼해서 저기 영등포 도림동에서 계속 살았죠 [……] 집은 거기고

여름철 해수욕장으로도 유명하다. 박충길도 중학교 때까지는 여

출퇴근을 한 거죠. 일원동에서 연세우유 대리점을 오픈해가지고

느 원산도 소년과 다르지 않았다. 여름철 바다를 벗 삼아 놀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성실한 소년이었다.

페리카나 치킨점, 그리고 속리산팬션과 가야식당

원산도에는 두 개의 초등학교와 한 개의 중학교가 있지만, 고

박충길의 처가(妻家)는 사내리 토박이이다. 그의 작은 처남은

등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섬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 공부를 곧

박충길이 마을에 들어오기 전부터 사내리에서 속리산팬션을 운

잘 했던 박충길은 경기도에 있는 상업계 고등학교를 알아보았

영하고 있었다. 처형은 사내리에 거주하다가 시집을 간 후, 타지

다. 당시에는 상업계 고등학교가 더 취업이 잘된다고 하여 이쪽

에서 생활하다가 사내리로 들어와 2011년 8월부터 가야식당을

으로 진학하기로 했다. 2남 3녀의 장남이었던 그가 일찍 취업해

운영하고 있다. 처남은 박충길이 사내리에 들어오기 전부터 사

야 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안양공고의 한 선생님과 인연이 닿아

내리에 거주하였고, 처형은 박충길이 들어온 후 정착한 것이다.

그의 추천으로 수원공고에 입학하게 되었다. 수원에 전혀 원고

따라서 최근 1년 사이에 처가 식구들이 사내리로 모여들었다.

가 없었던 박충길은 이때부터 외로운 객지 생활을 시작하게 되

처가가 사내리에 있다는 것은 박충길이 사내리 정착하는 가

었다. 유학생활은 쉽지 많은 않았다.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우유대리점이 점점 장사가 되지 않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돈을 벌기

게 되면서 서울에서 다른 사업을 해볼까 하였지만 이마저도 쉽

시작했다.

지 않았다. 서울의 높은 물가를 생각하면 그곳에서 다시 재기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오산에 있는 전기 관련 업체에

는 것은 여의치 않았다. 우유사업 이전에 했었던 일도 더 이상 할

취업하였다. 그곳에서 2년간 일을 했다. 하지만 이때 부모가 돌

수 없었고, 나이가 있어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도 무서웠다. 그러

아가시면서 그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부모가 돌

다가 대리점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근처 치킨점 사장에게 치

아가시면서 동생들도 더 이상 원산도에 남아 있을 수 없었다. 졸

킨사업에 대하여 보고 듣게 되었다. 마침, 사내리에 있던 처남이

지에 가장이 된 박충길은 원산도에 있는
재산을 정리하고 동생들과 함께 서울에
정착하였다. 먼저 서울에 간 누나까지 오
남매가 서울에 모이게 되었다. 그러나 누
나는 정착하자마자 시집을 갔고, 결국, 나
머지 사남매가 공덕동에 모여 살게 되었
다. 동생들이 지금도 유별나게 매년 박충
길의 생일을 챙기고 자주 안부를 묻는 것
도 이런 연유 때문이다.
박충길은 31세 때인 2002년에 부인인
김영숙(여, 1972년생)과 결혼하였다. 김
영숙은 사내리가 고향이었지만 박충길
처럼 서울로 상경하여 명동의 ‘미니몰’에

서 화장품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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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내리 적응기(適應記) 박충길

원산도 소년 박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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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의 생일을 챙기고 자주 안부를 묻는 것
도 이런 연유 때문이다.
박충길은 31세 때인 2002년에 부인인
김영숙(여, 1972년생)과 결혼하였다. 김
영숙은 사내리가 고향이었지만 박충길
처럼 서울로 상경하여 명동의 ‘미니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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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마냥 반가울 수 많은 없었다. 부부가 닭을 튀기고 서빙

사내리에 페리카나 치킨점이 싸게 나왔으니까 해볼 생각이 없

내 몸이 힘들어야 장사가 잘된다는 거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가장

느냐고 제안하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충길은 바로 사내리로

애로사항이라면 친구도 없고, 이제 내 편이 없잔여. 동네 사람들하

내려가기로 하였다. 처자식 생각에 망설임이 없었다. 그렇게 한

고 어울리더래도 형식적인 거고 터놓고 지낼만한 그게 없는 거지.

달 만에 박충길은 사내리에 들어왔다.

성격이 워낙 낙천적이라서 그런 건 잘 모르고 사는데 어제같이 좀

김영숙 부부를 동행하여 그 모습을 관찰하였다.

하고 배달하는 일까지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페

부부는 임신 후, 정기적으로 청주시 사창동에 있는 민병열 산

리가 태어난 지금도 박충길은 부인과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

부인과에서 검진과 진료를 받아왔다. 보은읍내나 사내리에는 마

다. 결국, 출산도 일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자연분만이

땅한 산부인과가 없어 청주까지 나가야만 했다. 출산도 정기적

아닌 제왕절개를 하기로 하였다. 조사팀은 출산 당시 박충길・

으로 검사을 받은 이곳에서 하기로 했다. 본래 7월 5일이 예정일

서운한 게 있으면 환장하겠더라고. 1년에 한두 번 그런 거 같아요.
형님이 우유대리점 내 논 상태에서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페리

지금은 적응됐는데 맨 처음에는 처남하고 미칠 뻔했어요. (조사자:

카나가 싸게 나왔으니까 와서 해보라. 알았어요 하고서는 한 달도

왜?) 걱정스럽지 자기 딴에는 걱정스러운 거지. 한 마디로 채찍질

안 되서 들어왔어요.

이라고 그럴까?

먹고 사는데 [……] 서울에서는 그래도 연세우유 소장이라고 이제

‘세연’이와 ‘페리’

뭐 하는데, 가진 것은 우유만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다른 예전에

박충길에게는 딸이 두 명 있다. 첫째 박민서(여, 2005년생)는

가지고 있던 기술들은(잊어 버리고) 나이도 있고 갑갑하더라고. 우

현재 수정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며, 둘째 박하은(여, 2011

유대리점 하면서 비비큐 사장하고 앞집 살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하

년생)은 2011년에 태어났다. 두 딸은 공교롭게도 박충길이 새로

는 거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페리카나 라고 해가지고 내려 와가지고

운 사업을 시작할 때 태어난 공통점이 있다. 민서는 박충길이 결

하는데 원래 좀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고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혼 후, 처음 연세우유 대리점을 시작할 때 갖게 되었다. 그래서

게 없잖아.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고 [……] 그런 식으로 와서 풍요롭

박충길은 민서의 탄생을 사업이 잘될 징조로 여겼다. 민서의 태

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서울에서 버는 것만큼은 버니까.

명은 ‘세연’이었다. 박충길은 연세우유의 ‘연세’를 거꾸로 하여 민

서의 태명을 지었다. 민서가 태어난 후, 박충길은 아들이 갖고 싶
비록 처가가 있긴 했지만 사내리로 들어온 박충길은 전혀 낯

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장남이었고, 부모님을 일찍 여읜 박

선 환경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만 했다. 친구도 없어 누구

충길에게 있어 아들이 자신의 대를 잇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하나 속마음을 시원하게 얘기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다. 간혹가

어찌 된 영문인지 그 뒤로 6년간 소식이 없었던 부부는 신기하

다가 유일한 의지처인 처가와 문제가 생기면 도무지 답이 나오

게도 사내리로 내려가 가게를 오픈하자마자 둘째를 갖게 되었

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천적인 그의 성격과 주변의 도

다. 똑같은 우연에 이번에는 태명을 ‘페리’로 지었다. ‘페리카나’

움으로 원만히 사내리에 정착할 수 있었다.

의 앞글자를 따서 지은 것이다.
페리를 갖게 되서 행복했지만 이제 막 새로운 일을 시작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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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울리더래도 형식적인 거고 터놓고 지낼만한 그게 없는 거지.

달 만에 박충길은 사내리에 들어왔다.

성격이 워낙 낙천적이라서 그런 건 잘 모르고 사는데 어제같이 좀

김영숙 부부를 동행하여 그 모습을 관찰하였다.

하고 배달하는 일까지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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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태어난 지금도 박충길은 부인과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

부인과에서 검진과 진료를 받아왔다. 보은읍내나 사내리에는 마

다. 결국, 출산도 일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자연분만이

땅한 산부인과가 없어 청주까지 나가야만 했다. 출산도 정기적

아닌 제왕절개를 하기로 하였다. 조사팀은 출산 당시 박충길・

으로 검사을 받은 이곳에서 하기로 했다. 본래 7월 5일이 예정일

서운한 게 있으면 환장하겠더라고. 1년에 한두 번 그런 거 같아요.
형님이 우유대리점 내 논 상태에서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페리

지금은 적응됐는데 맨 처음에는 처남하고 미칠 뻔했어요. (조사자:

카나가 싸게 나왔으니까 와서 해보라. 알았어요 하고서는 한 달도

왜?) 걱정스럽지 자기 딴에는 걱정스러운 거지. 한 마디로 채찍질

안 되서 들어왔어요.

이라고 그럴까?

먹고 사는데 [……] 서울에서는 그래도 연세우유 소장이라고 이제

‘세연’이와 ‘페리’

뭐 하는데, 가진 것은 우유만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다른 예전에

박충길에게는 딸이 두 명 있다. 첫째 박민서(여, 2005년생)는

가지고 있던 기술들은(잊어 버리고) 나이도 있고 갑갑하더라고. 우

현재 수정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며, 둘째 박하은(여, 2011

유대리점 하면서 비비큐 사장하고 앞집 살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하

년생)은 2011년에 태어났다. 두 딸은 공교롭게도 박충길이 새로

는 거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페리카나 라고 해가지고 내려 와가지고

운 사업을 시작할 때 태어난 공통점이 있다. 민서는 박충길이 결

하는데 원래 좀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고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혼 후, 처음 연세우유 대리점을 시작할 때 갖게 되었다. 그래서

게 없잖아.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고 [……] 그런 식으로 와서 풍요롭

박충길은 민서의 탄생을 사업이 잘될 징조로 여겼다. 민서의 태

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서울에서 버는 것만큼은 버니까.

명은 ‘세연’이었다. 박충길은 연세우유의 ‘연세’를 거꾸로 하여 민

서의 태명을 지었다. 민서가 태어난 후, 박충길은 아들이 갖고 싶
비록 처가가 있긴 했지만 사내리로 들어온 박충길은 전혀 낯

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장남이었고, 부모님을 일찍 여읜 박

선 환경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만 했다. 친구도 없어 누구

충길에게 있어 아들이 자신의 대를 잇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하나 속마음을 시원하게 얘기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다. 간혹가

어찌 된 영문인지 그 뒤로 6년간 소식이 없었던 부부는 신기하

다가 유일한 의지처인 처가와 문제가 생기면 도무지 답이 나오

게도 사내리로 내려가 가게를 오픈하자마자 둘째를 갖게 되었

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천적인 그의 성격과 주변의 도

다. 똑같은 우연에 이번에는 태명을 ‘페리’로 지었다. ‘페리카나’

움으로 원만히 사내리에 정착할 수 있었다.

의 앞글자를 따서 지은 것이다.
페리를 갖게 되서 행복했지만 이제 막 새로운 일을 시작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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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 행사라 낮부터 새벽까지 장사하는

을 튀겨 배달하는 일까지 둘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것이 사실

부부에게 있어 고된 일정임에 분명하였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민

이었다. 하루에 주문량이 많을 때는 200두 이상을 팔 정도였지

서와 함께 운동회를 즐겼다. 김영숙은 갈비찜과 잡채 등, 각종 음

만 사람이 없어 더 주문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식을 준비해 민서를 더욱 더 기쁘게 했다. 오랜만에 엄마 아빠와
함께 하루종일 논 민서의 얼굴은 조사팀이 본 모습 가운데 가장

올해는 여름장사는 망쳤고, 조카하고 둘이 했잖아요. 둘이 한 거 비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해서는 괜찮았는데 여기는 낮 장사를 못했으니까. 밤장사만 하고.
애기 엄마 병원에 있지. 애(조카) 닭 튀기는 거 미숙하지. 명함 돌리

재기의 땅, 사내리
2010년 9월 6일, 박충길은 서울에서 사내리로 이주하였다. 대

러 다녀야지. 낮 장사는 포기했었고. 하도 안 되겠기에 닭을 튀겨가
지고 아무도 없는 만수계곡으로 가가지고 [……]

다수의 사내리 주민들이 그 시작이 외지인이었듯이 박충길도 아
직은 마을사람들과 완벽하게 섞이지 못한 ‘외지인’이다. 박충길

박충길은 2011년에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2012년에 더욱

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내리로 들어오자마자 각종 사회조직에

더 의욕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다. 화양계곡이나 만수계곡 등

가입하였다. 청년층이 주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와 청년회, 그

속리산 주변에 유명한 휴양지에 분점을 낼 계획도 갖고 있다.

리고 치킨집 운영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음식업조합 등에 바로
가입하였다. 특히, 방범대 활동은 업무 시간과 겹침에도 불구하
고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정기 순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치킨집은 아직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자리를 잡았다. 평소에는

조사 기간 중 하루는 그가 조사팀에게 술 한잔 먹자며 같이
송어요리 식당에 간 적이 있다. 송어요리 식당은 통나무로 지
은 집이었는데, 박충길은 이런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자신의 꿈

주말을 중심으로 한 달에 10일 정도 장사가 되면 현상 유지가 된

이라고 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본인 스스로 말하길 ‘밑바

다. 사내리는 대개 가을 한 철 장사가 많지만 최근에는 전지훈련

닥’까지 경험했다고 말했던 그가 지금 다시 멋진 꿈을 꾸고 있

단의 영향으로 여름 장사도 잘되는 편이다. 치킨의 경우, 식사뿐

는 것은 재기의 땅, ‘사내리’ 덕분일지도 모른다. 조사팀이 조사

만 아니라 야식이나 간식 등으로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여름 장

를 마치고 철수하던 시기에 그는 이제 더 이상 ‘외지인’처럼 보

사도 잘되는 편이다. 박충길의 경우, 이번 여름에는 아내가 출산

이지 않았다.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에서 그의 꿈도 조금 더 가

으로 거의 일하지 못했고, 일을 돕기위해 전안에서 온 조카와 단

까이 온 듯했다.

둘이 장사를 하였다. 조카가 도왔지만 명함을 돌리는 일부터 닭

이었으나 기왕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바에 좋은 날을 잡기로 하

치킨집을 운영하는 것은 힘들고 고되지만, 아이들의 육아에

였다. 아는 점쟁이에게 문의해보니 7월 6일 오후 4시에 출산하

소홀할 수 없었다. 서울에서 학교에 다녔어야 했을 민서가 갑자

는 것이 좋다고 하여 예약을 바꿨다. 그러나 사주팔자는 인력으

기 지방의 학교에 다니게 한 것도 미안했다. 물론 민서가 비교

로 되는 것이 아니라더니 수술 당일 오전에 했던 간 수치 검사

적 잘 적응하고 있지만 사내리에 하나 있던 속셈학원마저 없어

결과가 높게 나와 수술이 미뤄지게 되었다. 출산이 임박했음에

져 보은까지 차를 타고 학원에 다니는 환경은 여전히 안타깝다.

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한 탓이었다.

그래서 그는 민서가 크면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서울에 살고 있

결국, 약 열흘 뒤인 7월 15일, 대전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둘째

는 동생에게 민서를 맡겨 학교에 다니게 하고자 한다. 또한 사

하은이가 태어났다. 전날 응급 상황으로 인해 대전의 큰 병원으

내리에서 학교에 다니는 동안 최선을 다해 민서와 하은이를 키

로 옮겨 수술을 통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다. 박충길은 첫째

우고자 한다.

민서가 그랬듯이 하은이가 사내리에서 시작한 새로운 사업의 희
망이 되기를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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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게 웃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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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치킨집 운영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음식업조합 등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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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이가 태어났다. 전날 응급 상황으로 인해 대전의 큰 병원으

내리에서 학교에 다니는 동안 최선을 다해 민서와 하은이를 키

로 옮겨 수술을 통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다. 박충길은 첫째

우고자 한다.

민서가 그랬듯이 하은이가 사내리에서 시작한 새로운 사업의 희
망이 되기를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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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사내리, 사찰과 이어진 관광마을

Ethnographic Research on Sanae-ri of Boeun-gun

본 보고서는 ‘2012 충북 민속문화의 해’사업의 일환으로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의 민속문화를 조

This report records the result of the folk culture research on Sanae-ri of Songnisan-myeon, Boeun-

사 및 기록한 것이다. 국립민속박물관은 2006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매년 일개 도와 MOU를 체결하여 지역민속

gun, Chungcheongbuk-do as a part of the '2012 the Year of Chungbuk Folk Culture' project. The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has been publishing reports on regional folk studies each year signing a

조사팀은 2011년 1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8개월 가량 사내리에 상주하며 민속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내
리는 법주사 아래 위치한 사하촌(寺下村)으로 196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
다. 조사팀은 사내리가 갖고 있는 지리적・문화적 특징을 통해 충청북도의 민속문화를 총체적으로 엿볼 수 있다
는 점에서 조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특히, 사내리는 일반적인 농어촌과 달리 관광과 관련한 음식업, 숙박업 등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local provinces starting with the Jeju Island in 2006.
The research team stayed in Sanae-ri from January 26th to September 15th, 2011 for about 8 months.
Sanae-ri is located below the Buddhist temple, Beopjusa and since 1960s; it has become one of the
popular touristic sites in the country. Sanae-ri was chosen for its geolog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representing the folk culture of Chungcheongbuk-do. Especially, Sanae-ri, unlike most agricultural

다양한 생업이 분포하고 주민은 법주사나 관광객과 호흡하며 살아간다는 점에서 기존의 민속지에서 다루지 않

villages, has a wide distribution of the trade other than agriculture such as tourism and residents are

은 다양한 내용을 조사할 수 있었다.

finding a way to live with tourists and the temple. This provides a new set of data unlike previous studies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조사개요를 서술하였다. 제2장은 사내리의 과거 모습을 담았다. 조

on folk culture.

용한 절 아래 산간마을이었던 사내리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변화하는 과정을 생업을

The components of the report are as the following. Chapter 1 opens with the research overview.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법주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틀인 토지소유관계도 이 장에서 설명하였다. 3장

Chapter 2 includes the past of Sanae-ri and how a quiet village below a temple in mountainous region

은 오늘날 사내리의 모습을 참여관찰을 중심으로 현재 마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행사와 생업활동을 담담히

became one of the representative tourist spots in the country since 1960s centering on its trade. Also, a

기록하였다. 주요 생업인 관광업은 상가지역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하였고, 15개의 사회조직과 일 년을 주기로
전승되고 있는 세시풍속도 충실히 조사하였다. 제4장에서는 현재 사내리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를 서술하였다. 마을의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그들의 삶을 통해 앞서 다루지 못하
거나 부분적으로 알 수 있었던 사내리의 사회문화적인 특징을 엿보고자 하였다.
본 조사는 ‘전통’적 사하촌이었던 사내리가 관광이라는 현상을 만나 그것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주민의 삶과
문화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land ownership, which creates an important relationship between the Beopjusa temple and the village,
is explained in this chapter. In chapter 3, the current scene of Sanae-ri is described through various
recorded events and trade activities obtained through a participatory observation. The village's main
trade, tourism, is studied through a complete survey of the commercial area and 15 social organizations
and yearly customs are also studied in detail. In chapter 4, stories of various people currently reside in
Sanae-ri are introduced. People who could well represent the characteristic of the village are selected
and through their lives, the sociocultural characteristic of Sanae-ri and other aspects are depicted.
This report is significant in recording the changed life and culture of Sanae-ri from a traditional village
below a temple in mountainous region to a current scene through the phenomenon of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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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양한 내용을 조사할 수 있었다.

finding a way to live with tourists and the temple. This provides a new set of data unlike previous studies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조사개요를 서술하였다. 제2장은 사내리의 과거 모습을 담았다. 조

on folk culture.

용한 절 아래 산간마을이었던 사내리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변화하는 과정을 생업을

The components of the report are as the following. Chapter 1 opens with the research overview.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법주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틀인 토지소유관계도 이 장에서 설명하였다. 3장

Chapter 2 includes the past of Sanae-ri and how a quiet village below a temple in mountainous region

은 오늘날 사내리의 모습을 참여관찰을 중심으로 현재 마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행사와 생업활동을 담담히

became one of the representative tourist spots in the country since 1960s centering on its trade. Also, a

기록하였다. 주요 생업인 관광업은 상가지역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하였고, 15개의 사회조직과 일 년을 주기로
전승되고 있는 세시풍속도 충실히 조사하였다. 제4장에서는 현재 사내리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를 서술하였다. 마을의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그들의 삶을 통해 앞서 다루지 못하
거나 부분적으로 알 수 있었던 사내리의 사회문화적인 특징을 엿보고자 하였다.
본 조사는 ‘전통’적 사하촌이었던 사내리가 관광이라는 현상을 만나 그것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주민의 삶과
문화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land ownership, which creates an important relationship between the Beopjusa temple and the village,
is explained in this chapter. In chapter 3, the current scene of Sanae-ri is described through various
recorded events and trade activities obtained through a participatory observation. The village's main
trade, tourism, is studied through a complete survey of the commercial area and 15 social organizations
and yearly customs are also studied in detail. In chapter 4, stories of various people currently reside in
Sanae-ri are introduced. People who could well represent the characteristic of the village are selected
and through their lives, the sociocultural characteristic of Sanae-ri and other aspects are depicted.
This report is significant in recording the changed life and culture of Sanae-ri from a traditional village
below a temple in mountainous region to a current scene through the phenomenon of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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