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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제어

산삼이라는 약초가 자생하는 나라가 흔하지 않은 만큼 산삼을 채취하는 직업

•인삼

의 문화인 심메마니(산삼채취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주 드물다. 정통

•심마니

어인마니가 사라진 작금에는 심메마니에 관한 유무형의 문화는 시간의 흐름과

•심메마니

함께 더욱 소실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산삼채취인에 관한 연구는 ① 심메마니 은

•산삼채취인

어에 관한 연구, ② 심메마니 습속에 관한 연구, ③ 심메마니 습속 변화에 관한 연

•심마니 습속

구, ④ 심메마니와의 면담을 통한 추가적 채록 등의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진행

•어인

되어 왔으며 심메마니 문화에 관한 총체적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
구에서는 앞선 연구에서 미반영한 사료를 보완하며, 산삼의 정의부터 산삼의 분
류·심메마니의 어원·채삼 업종·심마니의 분포·법사회적 관점에서의 산삼채취·
입산 시기·입산 조직·입산 택일·준비물·금기·출발과 입산·사신제의·도사(禱
詞)·해몽·산삼 수색·산삼 발견과 그에 따른 일련의 절차·산삼 채굴·하산·배
분·산삼채취량과 그 가격까지 심마니 습속의 행위별 비교와 어인의 제문(祭文),
사료의 사진, 삽화까지 첨부하면서 인삼 종주국의 산삼채취문화의 총괄적으로
연구하였다.

ABSTRACT
Since there were only few countries that could find wild ginseng grown in nature, the culture of digging wild ginseng was only developed in a small number
of countries. In a time when the orthodox head-Simmemani has disapp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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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the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e of Simmemani (wild ginseng digger) is disap-

•Korean ginseng
•Simmani
•Simmemani
•Wild gingeng digger
•Argot
•Head-digger

pearing more and more with the passage of time. So far, the conducted research
on wild ginseng diggers was very partial and simplistic as follows: ① Research
on the argot of Simmemani, ② Research on the customs of Simmemani, ③ Research on the change of customs of Simmemani, ④ Additional records through
interview with Simmemani. Accordingly, no comprehensive study on the Simmemani culture has been done yet. This study supplements the historical materials that were not reflected in previous studies, and discuss on diverse subjects
including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wild ginseng, the distribution of
wild ginseng and Simmemani, interpretation of wild ginseng digging from a legal and social point of view,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the digging, determination of the date of entering the mountain, preparations, taboos, departure
and entry into a mountain, religious events, psalmbook, dream interpretation,
search and discovery of wild ginseng, digging, profit sharing, the amount of
harvested wild ginseng, and the price of wild ginseng. In addition, Korean wild
ginseng digging culture was comprehensively studied by attaching the photos
and illustrations of historical documents with the psalmbook of the head-Simmemani.

I. 들어가며

하였다는 기록3)이 있어, 이 시대에 이미 인삼을 구별하
며 채취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조선 시대로

동양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선도(仙道) 사상의 복

넘어와 조선인삼의 가치가 높아져 인삼 사용량이 많아

식(服食)의 영향을 받은 본초학이 형태를 갖추어가면서

지자, 군역자(軍役者)나 농가에 할당량을 부가하여 인

인삼은 연명(延命)의 약물로 분류된 상약(上藥)의 하나

삼을 채취하게 하거나 공헌품으로 정해서 공헌토록 하

로 자리를 잡고1) 지닌 약성에 따라 만병통치약으로 사용

였다.4)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비록 계절적이겠지만, 인

되어왔으며2), 한반도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인삼을 채취

삼만을 전문적으로 채취하는 인삼채취인이라는 직업의
형성을 행정적, 사회적으로 요구하게 되었을 것이다.
자연산 인삼의 남채(濫採)에 따른 자생인삼의 급격한

1)

고승태, 『인삼사』 국역판 5권 인삼잡기편, (동양대학교, 2015, 12), p. 28,

감소 및 인삼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가삼(家蔘) 시

107~121, 247.
2)

그리스어인 파낙스는 모두를 뜻하는 Pan과 의약을 의미하는 Axos의 복합
어이다. 즉, Panax란 모든 것을 낫게 하는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이다. 우

3)

백제 무령왕 12년 양(梁) 무제(武帝)에게 인삼을 공헌하였다는 기록이 양
(梁)나라 도홍경이 쓴 명의별록에 나온다.

4)

의 맨 뒤는 1843년에 인삼의 학명을 확정한 러시아인 Carl Anton Von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1433년) 12월 13일 임술 1번째 기사, 선조실록
163권 선조 36년(1603년) 6월 8일 계신 6번째 기사, 조선왕조실록, http://

Meyer(1795∼1855)의 이름을 그대로 붙인 것이다.

sillok.history.go.kr/

리나라 인삼이 속하는 파낙스 진셍에는 중국 등 아시아 극동에 분포, 재
배되고 있는 인삼도 포함된다. 그리고 학명(Panax ginseng C.A. Me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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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재배 인삼)에 들어와, 가삼이 인삼의 명칭을 대신하

적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

고 그때까지의 인삼은 산삼으로 명칭이 바뀌는 재배 인

에서 빠뜨린 부분과 사료를 보완하고6), 심메마니 습속

삼 시대에 들어와서도 산삼의 희소성과 약성을 바탕으

의 행위별 비교 및 어인의 제문(祭文), 사료의 사진 및 삽

로 차별화된 수요를 대상으로 한 산삼채취업자는 심메

화도 첨부하면서 인삼 종주국 산삼채취문화를 총체적

마니라는 직종으로 색다른 문화를 이루며 유지되었다.

으로 연구하였다.

물론 자생 산삼이 희귀해진 근년에 와서는 산삼만이 아
닌 약초까지로 그 채취물의 범위를 늘리며, 심메마니라

II. 본론

는 직업은 그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교통의 발달로
이동 시간의 단축과 산에 머무르는 기간이 짧아 준비물
이 줄어들어 채삼군을 형성하지 않고 혼자 할 수도 있다
는 환경변화에 따라 심메마니 문화도 변화하였다.

1. 산삼의 정의

유구한 신비성을 그대로 지닌 산삼이란 약초가 자생하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삼이라 하면 모두 재배 인삼을

는 나라가 흔하지 않은 만큼 심메마니 문화라는 전통문

의미하는 것이나, 옛날 인삼 재배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흔하지 않다. 인삼의 종주국에

인삼이라는 것은 산삼뿐이었다. 즉, 인삼 재배가 일반화

서 인삼의 원종인 산삼 채취문화의 중심을 이루는 심메

되면서 재배삼인 가삼(家蔘)이 인삼으로 자리를 잡고,

마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으나, 원초적으로 문맹이

그때까지의 자연생 인삼은 산삼이라는 별칭으로 불리

많아 심메마니는 대부분 글을 남길 수 없었던 관계로 큰

며 오늘에 이른 것이다.7) 산삼이란 별칭은 『증보문헌비

어인마니 한 사람의 타계는 엄청난 문화의 사라짐을 의미

고(增補文獻備考)』에 “산삼은 산정(山精)으로 자생하

하며, 정통 어인마니가 사라져버린 작금에는 심메마니 노

는 것이다”라 나온다.8) 김이협은 “인삼이 방계(傍系)로

래도 사라져버리는 등5) 심메마니에 관한 유무형의 문화

서 속계에 나와 문호를 개방한 가삼이라면, 종계(宗系)

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더욱 줄어들고 있어 이에 관한 사

로서 신비경에 머물러 가통(家統)을 지켜온 것이 산삼”

료 발굴이나 자료 정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라고 표현하였으며9), 배병일은 “산삼이란 인공을 가하

지금까지의 심메마니에 관한 연구는 ① 심메마니 은어

지 않은 자연생의 삼”이라 하였다.10)

에 관한 연구, ② 심메마니 습속에 관한 연구, ③ 심메마
니 습속변화에 관한 연구, ④ 심메마니와의 면담을 통한

6)

추가적 채록 등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

심메마니꾼(군)에서 군의 어원, 산신제 모습, 산삼봉표, 새옹 등

7)

여 심메마니 습속을 중심으로 한 심메마니 문화의 총체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인삼이란 단어는 태종 2년(1402년) 5월 20
일부터 실록 원문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고종 때까지 총 638회 나
오며, 산삼이란 단어는 세종 7년(1425년) 8월 22일부터 실록 원
문에 나오기 시작하여 고종 때까지 총 20회 나오는데, 세조실록 1
년 7월 24일 3번째 기사에 “구황에 쓸 만한 상수리·밤·산삼(山
蔘)·도라지(䓀莄) 등의 물품을 … ”, 성종실록 4년 9월 5일 2번째
기사에 “흉년에 준비할 물건으로는 도토리·무우[菁菜]·산삼
(山蔘)·도라지[桔]·메벼[粳]·메밀[木麥]의 꽃·줄기·잎 등
의 물건이 가장 적절하니 … ”라 나오는데, 이때의 산삼(山蔘)은
사삼(沙蔘) 즉, 더덕을 가리킨 것이다.

8)

김택영, 山蔘山精之自生者也(산삼산정지자생자야), 『증보문헌
비고』 151권, p. 24.

5)

9)

김이협, 『강계 삼메꾼의 워대소리』, (북한, 1978), p. 170.

10)

배병일, 『산삼채취인(심메마니)의 관습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
비교사법』1(1), (한국비교사법학회 1994, 12), p. 398.

의 연구는 산삼 산지별로 나누어 크게 평안북도와 함경
북도의 북부지역과 오대산과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강
원도의 중부지역에 대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훗
날에 이르러서는 지역 간이나 지역 내의 심메마니 은어
의 비교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심메마니 습속에 관
한 연구가 많지 않은 배경도 있지만, 발표된 연구를 통하

심마니 노래는 더는 전승되지 못하게 되었고, 심마니와 약초꾼의 구별도
사라지게 되었다. 우승하, 심마니 습속의 변화 양상, 민속학 연구, 국립민
속박물관, 2014, 12,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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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삼의 분류

도 바로 알아낼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흥정할 때 좋은
삼일수록 범절이 정중하다. 마치 규중처녀를 선보이듯이
상대방을 신용치 않고는 좀체 내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

손진태는 산삼을 성장 연수와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

하자면, 함부로 내돌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파는 사람이

이 분류한다고 설명하였다.

나 사는 사람이나 거간(居間) 상인을 믿고 반승낙을 하
“외귀쟁이는 외구쟁이라고도 하는데, 1, 2년근이므로

고 나서야 실물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강계가 산삼의 명산

아직 일지오엽(一枝五葉)에 불과하고, 가지도 극히 섬세

지일 뿐만 아닌 거래의 중심지가 된 것은 노련한 거간 상

하다. 무럽띠기는 약 2, 3년근으로 외구쟁이보다 약간 크

인들의 관록이 크게 뒷받침하였기 때문이다. 산삼은 중

다. 기동이는 기둥이라고도 하며, 약 4년근으로 이지오

량 한 냥쭝13)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것은 일률적인 등급

엽(二枝五葉)이다. 갓바리는 약 4, 5년근. 세갓바리는 5,

으로 엮어 다음과 같이 부른다고 한다. 데(體=체)는 한

6년근. 삼지(三枝)로 무게 2, 3문(匁).11) 네갓바리는 사지

뿌리로 한 냥쭝 이상의 것, 이근(二根)은 두 뿌리로 한 냥

(四枝). 오방초(五芳草)는 오지(五枝). 눅지구엽부티는

쭝 이상의 것, 삼근(三根)은 세 뿌리로 한 냥쭝 이상의

육지구엽(六枝九葉) 붙었다는 뜻. 이 외에 두 뿌리로 한

것, 사근(四根)은 네 뿌리로 한 냥쭝 이상의 것, 오근(二

냥이 되는 것은 二根짜리, 세 뿌리로 한 냥이 되는 것은

根) : 다섯 뿌리로 한 냥쭝 이상의 것, 세삼(細蔘) : 오근

三根짜리라고 한다. 또 뿌리를 쪽이라고 하는 때도 있으

이하의 것.”14)

니, 가령 五根한쪽이라고 하면 五根짜리의 한 뿌리(1片)
를 의미한다.”12)

백성봉은
“6가지 관점인 ① 체(體) - 몸의 모양, ② 노두(蘆頭) 노두의 생김새와 눈 자리, ③ 지(指) – 몸체에 생긴 실을

한편, 김이협은 산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감은 것 같은 것, ④ 태(態) - 삼의 모습. ⑤ 미(尾) – 꼬
“산삼은 여간 노련한 전문가가 아니면 감히 감정을 내

리 모양, ⑥ 수(鬚) - 잔뿌리의 모양으로 산삼의 진부(眞

리기 어렵고, 산삼은 세 가지로 대별하며, 세별하면 열 가

否)를 구별한다”

지가 넘는다. 천연초(天然草)는 도무지 씨(種子)를 거치

고 하였다.15)

지 않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 신화적이지만 이것이 희
귀한 최고품이다. 준천연초(準天然草)는 다알(實)이 까

3. 산삼의 남획 방지

막까치나 다람쥐 같은 짐승의 운반으로 이곳저곳 떨어져
서 돋아난 것이다. 되뽀비(일명 당뇨)는 사람의 손으로 열

산삼은 국가 간의 주요 교역품과 예물 중의 하나로, 생

매나 애삼(幼根)을 심산에 옮겨심고 천연생(天然生)으로

산량이 적어 국가의 자산으로 국가에서 관리하였다. 이

가장한 것인데, 이 되뽀비에는 치자, 양지파, 노자자, 길

러한 내용은 관(官)의 명이나 허가하에 입산하여 채취

림되뽀비, 투피되뽀비, 초산되뽀비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산삼은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천이면 천, 만이면 만 각기
그 모습을 달리하여 한번 본 삼이면 어디서 다시 보더라

11)

1匁은 3.75g

12)

손진태, 「江界採蔘者의 習俗」, 『조선민속』 제2호, (조선민속학회,
1934, 5), p. 58.

13)

무게의 단위. 귀금속이나 한약재 따위의 무게를 잴 때 쓴다. 한 냥
쭝은 한 냥쯤 되는 무게로 흔히 한 냥의 무게로 쓰인다.

14)

김이협, 「산삼소고」, 『주간새나라』, (대한공론사, 1961), p.
273~278.

15)

백성봉(남, 74세, 1980년 기준) 강원도 인제군 원통4리 1반, 배도
식, 「심메마니의 생활속」, 『민속문화』 제2집, (한국민속문화연구
소, 1980. 11),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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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삼을 전량 관청에 납입하고, 그 대가로 약간의 전
곡(錢穀)을 상으로 받는 체계인 봉삼군(奉蔘軍)16)과 강
원도 정선에 있는 가리왕산 마항치(馬項歭) 부근에 세워
진 「山蔘封標(산삼봉표)」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데, 강릉
부에서 이 봉표를 세운 목적이 국가에서 일반인들이 산
삼을 채취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산으로의 출입까지
막으면서 산삼 산지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17)
「산삼봉표」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13호로, 비석의

마항치(馬項歭) 부근에 세워진 산삼봉표(山蔘封標)

크기는 높이 79cm, 전면은 자연석이며 측면과 후면은 거
칠게 치석하였다. 재질은 회녹색을 띤 세일 계통의 암석

세긴 「産蔘加峴山西標(산삼가현산서표)」가 그것이다.

이다. 비석 전면의 중앙에 횡으로 江陵府蔘山封標(강릉

산삼이 나는 산을 가지고 있는 고을에는 매년 산삼 봉납

부삼산봉표)라고 크게 음각하고, 왼쪽에는 旌善界(정

량이 정해져 내려오는데, 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선계), 오른쪽에는 地名馬項(지명마항)이라는 작은 글

이웃 고을의 산까지 넘보아야 했기 때문에 고을 간의 채

씨를 음각하였다. 이 비석은 산삼의 주산지를 보호하기

취에 관련한 분쟁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산삼가현산서

위한 봉표로서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발견된 것이다.

표」는 이러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웃 고을 사람이 산

이 비석의 건립 시기와 관련하여 『新補受敎輯錄(신보

삼이 나오는 가현산(加峴山)으로 들어와 산삼을 채취

수교집록)』 刑典(형전) 禁制條(금제조)에 “關東列邑産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쪽 출입구 쪽 암벽에 조각한 것이

蔘處(관동례읍산삼처) 指的封標(지적봉표) 而如有冒

다. 서표가 발견된 미산1리에서 상남면 소재지 쪽으로

禁犯耕放火之弊(이여유모금범경방화지폐) 守令論罷監

이동하다가 내린천과 방내천이 합해지는 합수모래유원

色定配(수령논파감색정배) 雍正丁未承傳(옹정정미승

지 근방 강가의 바위에 새겨진 또 하나의 서표가 발견되

전)”18)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옹정 정미년은 조선 영

었는데, 훼손이 심하지만, 「産蔘加峴山西標」라는 글씨

조 3년(1727)으로 이 봉표의 건립연대는 이로부터 멀지

의 흔적은 남아 있다. 개인산(開仁山)을 기준으로 방위

않은 시기로 추정된다. 또한, 비문 내용에 비문의 위치

(方位)가 서쪽은 틀림이 없지만, 거리가 너무 멀고 개인

가 강릉과 정선의 경계 지점으로 나와 시기에 진부지역

산을 기준으로 강 건너편 바위에 새겨져 있어 금표의 진

이 강릉부에 속해 있었다는 점도 건립 시기의 추정에 중

위는 당연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진위 검토 이전에 오

요한 자료가 된다.19)

랜 기간 방치되고 훼손되어 있었다.

이와는 다르게 마을 주민이 독자적으로 세운 금표(禁

개인산 산삼 금표는 어찌하여 서표만 있는 것인가 하

標)도 있다. 인제군 상남면 미산1리의 암벽에 음각으로

는 의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다른 방위에 새긴 금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금표는 그 목적상 잘 보이는 곳에 있

16)

손진태, 「江界採蔘者(강계채삼자)의 習俗(습속)」, 『조선민속』 제2
호, (조선민속학회, 1934, 5), p. 60.

17)

정선강릉부산삼봉표, 강원문화재대관, (강원도, 2006)

18)

관동(關東)의 여러 읍(邑) 중에 산삼이 나는 곳에 봉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령을 어기고 경작을 위해 불을 지르는 폐단이 있다고
하니 수령은 파직하고 감관과 색리는 유배보내라

19)

『한국민속문화대백과』,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
SearchNavi?keyword=정선강릉부산삼봉표&ridx=2&tot=1037

어야 하므로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
인다. 둘째, 개인산은 북쪽으로는 방태산과 동쪽으로는
응복산과 깊은 V자형 계곡을 형성하여 가파른 단애(斷
崖)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으로는 소양강의 지류인 자운
천과 합해진 내린천이 흐르고 있어 비조불통(飛鳥不通)
이란 말을 만들어 냈듯이 서쪽이 아니고는 접근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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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지형이라서 서쪽에만 금표가 세워진 것으로 생각할

산삼의 성장 패턴을 잘 모르고 간혹 나오는 면삼(眠蔘)

수 있다. 실제로 현장을 답사한 결과 약수교를 통과하는

을 모든 산삼의 성장 패턴으로 잘못 인식한 것 같다.

길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약수교에서 50m 상류에 있는
계곡을 따라 개인산으로 출입할 수밖에 없는 산세로 보

4. 심메마니의 어원과 채삼 업종(業種)

였는데, 이 계곡 바로 입구에 서표가 세워져 있었다.
손진태는 산삼을 캐기 위해 입산하는 사람을 ‘삼묏군
(蔘山軍)’이라고 기술하였고,21) 배도식은 ‘심메마니’라고
기술하며, ‘심’은 삼을 뜻하고 ‘메마니’는 캐는 사람의 뜻
이라 하였다. 그 밖에도 심마니, 메마니, 심메꾼, 삼메
꾼, 채삼꾼 등으로 불리기도 하나, 은어의 조어상(造語
上)으로 보아 ‘심메마니’가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설악산,
오대산에서는 모두 ‘심메마니’라고 부른다고 하였다.22)
평안도, 함경도에서 채집된 은어에는 ‘부리시리’라고도
부른다고 한다.23)
미산1리 서표

이숭녕은 산삼채취인의 명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산삼채취인을 ‘심메마니’, ‘심멧군’으로 부르는데, ‘심메
마니’가 보다 빈도가 높다고 보며 심메마니는 이미 은어
적 가치를 잃어 일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심메마니의
‘심’은 산삼을 의미하고, ‘마니’는 접미사와도 같이 연결되
어 인간을 의미하는데, 서울에서 똘마니(소아)란 어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똘마니는 산삼채취인의 은어에
서 유행된 말이다. 현재 강원도 인제군에서 박서방: 박마
니, 김씨네: 김마니, 여자: 개장마니, 아이: 동자마니 같

합수모래 부근의 훼손된 서표

은 호칭도 보인다.”24)

손진태는 삼이란 1년 쉬고 다음 해 성장하는, 즉, 격년
(隔年) 성장함에도 관계가 없지 않다고 기술하였고, 그
증거로 심메마니가 어떤 곳에서 산삼을 얻고는 동시에

연호택은 채삼인인 ‘심메마니’의 어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 주위를 세밀히 탐색하였음에도 다른 삼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다음 해 같은 곳에서 초년근이 아닌 큰 삼
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허다한 사실을 들었다.20) 이것은

20)

손진태, 「江界採蔘者의 習俗」, 『조선민속』 제2호, (조선민속학회,
1934, 5), p. 59.

21)

손진태, 「江界採蔘者의 習俗」, 『조선민속』 제2호, (조선민속학회,
1934, 5), p. 14.

22)

배도식, 「심메마니의 생활속」, 『민속문화』 제2집, (한국민속문화
연구소, 1980. 11), p. 65.

23)

小倉進平, 『朝鮮語方言の 硏究 上』, p. 343, 1939

24)

이숭녕, 「衰滅段階에 들어선 雪岳山 심메마니 隱語에 대하여」, 『방
언』,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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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을 천시하는 경향에 따라 산삼채취인 또는

손진태는 산삼 캐는 사람을 삼묏군(蔘山軍)이라 하

채삼인은 ‘삼꾼’이나 ‘삼메꾼’으로 속칭되다가, 왕실의 삼

며, 심산대곡(深山大谷)으로 들어가 여러 날을 체류해

정(蔘政)이 실시되면서 채삼단의 우두머리를 ‘어인(御人)’

야 하므로 단독으로서는 불편과 위험이 있으므로 단체

이라 칭하고 되었고, 여기에 존칭 접미사인 ‘마님’이 잉여

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체를 옛날은 봉삼군(奉

적이고도 수의적으로 첨가되어 ‘어인마님’을 형성하였으

蔘軍)(現今 심뫼軍)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봉삼(奉蔘)은

며, 다시 어미자음(語尾子音) 탈락으로 ‘어인마니’로 변

관(官)의 명이나 허가하에 입산하여 채취한 산삼을 전

화하였다. 또한, ‘심마니’는 ‘삼꾼’에서 ‘심꾼’으로 바뀐 속

량 관청에 납입하고, 그 대가로 약간의 전곡(田穀)을 상

어형이 ‘삼마님’을 거쳐 ‘심마님’, ‘심마니’로 변화시켜 속어

으로 받는 체계를 의미한다고 기술하였다.29) 김이협은

가 제공하는 부정적 연상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심메마

별도의 설명 없이 ‘삼메꾼(採蔘軍)’의 이란 용어를 기술

니’의 경우는 ‘심’은 ‘삼’이고, ‘메’는 ‘산’으로 산삼은 ‘뫼삼’

하였다.30)

이 되어, 이것이 ‘메삼’을 거쳐 ‘메심’이란 고유어로 변화했

山蔘軍(산삼군), 蔘山軍(삼산군), 奉蔘軍(봉삼군)이란

으며, 다시 ‘메심’은 ‘소금’을 ‘곰소’, 가짜를 ‘짜가’라고 하는

용어에 쓰인 군(軍)의 어원을 찾아보았지만, 조선 삼정

치환 작용으로 ‘심메’로 바뀌고, ‘심메꾼’이 ‘심메마니’라는

(蔘政)에서 사용한 ‘採蔘軍(채삼군)’이란 용어31) 이외에

완곡어로 변모하게 되었다.”25)

는 찾아볼 수 없다. 군(軍)은 군대라는 뜻과 무리(群)라
는 뜻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선 삼정

우승하는 ‘심메마니’의 ‘마니’는 범어에서 ‘큰 사람’을
뜻하는 데서 유래되었다 하였다.26)

(蔘政)에서는 병사(兵士)를 활용하거나 관(官)에서 부역
을 위해 동원한 채삼자 무리를 채삼군이라 불렀다.32) ‘採
蔘軍’이란 용어가 산삼이란 별칭을 특정화하면서 ‘산삼

이로써 ‘심메마니’의 어원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단지

군(山蔘軍)’으로 변하고, 다시 ‘삼메군(採蔘軍)’으로 변

‘삼메꾼’, ‘삼꾼’의 ‘꾼’의 어원에 관한 정리는 아직 이루어

하였으며, 이것이 경음화로 ‘삼메꾼’ 또는 ‘삼꾼’으로 변화

지지 않았기에 이 지면을 빌려 정리해보고자 한다. ‘꾼’

했다는 것으로 정리하면 무리는 없을 것이나, 별도의 설

은 근대에 와서는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명 없이 ‘삼꾼’이 ‘蔘君’의 경음화에서 온 것이라는 발표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사용

도 있다.33)

되고 있는데, ‘삼메꾼’, ‘삼꾼’의 ‘꾼’은 그 어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와다이치로(和田一郞)는 산삼채취 무리를 「산삼군(山

이마무라는 ‘심메마니’란 업종에 대해 사료를 찾아 다
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蔘軍)」이라 한다고 그의 저서에 기술하였으며27), 이마무
라도모(今村鞆)는 조선 중기부터 산삼채취는 반관영(半
官營)으로 이루어져 그 산지(産地)에 있어 군인(軍人)을

1931, 11), p. 113.

시켜 사역(使役)으로 채굴하였다고 기술하였다.28)

29)

손진태, 「江界採蔘者의 習俗」, 『조선민속』 제2호, (조선민속학회,
1934, 5), p. 60.

25)

30)

김이협, 『강계 삼메꾼의 워대소리』, (북한, 1978), p. 174.

31)

숙종실록 38권, 숙종 29년 11월 5일 병오 1번째 기사, 47권, 숙종
35년 4월 2일 계묘 1번째 기사,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6월 4일
계미 2번째 기사, 51권, 정조 23년 3월 18일 병자 1번째 기사

32)

명대(明代)의 연호, 1573~1620년

33)

연호택, 「심메마니 은어의 연구(오대산 지역을 중심으로)」, 『관대
논문집』, (관동대학교, 1992), p. 81.

연호택, 「심메마니 은어의 연구(오대산 지역을 중심으로)」,
『관대논문집』, (관동대학교, 1992), p. 80~82.

26)

우승하, 「심마니 습속의 변화」, 『민속한연구』 제 35호, (국립민속
박물관, 2014), p. 7

27)

和田一郞, 「山人蔘採」り, 『朝鮮の匂』ひ, (ウツボヤ書籍店, 1921,
1), p. 135.

28)

今村鞆, 「山人蔘採りの風習」, 『청구학총』 제6호, (靑丘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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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력(萬曆) 연대34)의 울산(蔚山)의 호적부를 보면, 어
떤 호주(戶主)에 ‘채삼군(採蔘軍)35)’이란 기록이 있다. 그
것은 관(官)에서 부역을 위해 채삼자를 정한 것이다. 조선
의 산지(山地)에는 인삼이 많이 자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적으로 관채(官採)로 관리하면서 주민에게 사채(私採)
를 허락하지 않았던 시대에서는 따로 그러한 직업이 발생
할 여지가 없었다. 그 후 남획과 산림개간으로 인삼의 산
출이 격감하면서, 점차 그 채취에 있어 특수한 기능을 필
요로 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관(官)의 단속을 피해 밀매
심메마니 모습

매가 행해지는 시대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이런 특수한
업종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업종이 공공연한 직업으로
된 것은 고종(高宗) 중기 이후로, 사채(私採)를 묵인하거

분하였고, 전업인은 없거나 거의 드물다는 비슷한 조사

나 공인하던 시대부터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선의 업자와

결과를 보여주었다.

만주의 업자 사이에는 그 조직, 종업상태(從業狀態), 풍

배도식은 “옛날, 전업의 심메마니는 오직 산삼에만 매

습, 금기 등에 있어 서로 비슷한 점이 있다. 또한 조선 국

달려 산속에서만 살았다 한다. 요즘의 심메마니는 농사

경을 연(沿)해서만 이 업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양자

를 짓거나 다른 약초를 캐면서 틈틈이 산삼을 캐러 다니

사이에는 전통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는 심메마니이다. 즉, 요즘은 심메마니란 직업을 전업으

산삼채취업은 특수한 직업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전업

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대개가 부업으로 하는 심마

(專業)은 아니다. 누구나 대개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

니들이다.”37)

는 사람으로, 열 명 중 아홉은 농업을 하는 사람이다. 입

이숭녕은 “전업자는 그리 많은 것은 아닌 듯하며, 전업

산자의 총계는 해마다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농작물

자라고 해도 그 열의에 따라서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흉년인 해에는 많았으며, 풍년인 해에는 적었다. 또한,

서 일종의 운명론자가 되는 것 같고, 일반적인 입산자는

채취가 다량으로 이루어진 그다음 해에는 사람들의 사행

농한기에 2, 3일에서 6, 7일간 입산 채취하다가 다시 하산

심을 자아내어 입산자가 많았던 것 같다. 그리고 많이 나

하는 것을 되풀이하는데, 농업에 대하여 산삼채취는 부

오는 해에는 관청의 소사(小使) 등까지도 사표를 제출하

업이 된다.”38) 심메마니를 전업으로 하는 입산자와 농한

고 입산하였기 때문에 민원에 폐를 끼치는 일도 있었다고

기에만 입산하는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한다.”36)

최범훈은 “심마니는 전문인은 매우 드물며, 산삼을
찾아 유랑하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 정주하며 주업인

그 이후의 학자들도 이마무라가 기술한 범주를 벗어

산삼에 종사하면서 하한기(下限期)인 처서에서 추수기

나지 않고 심메마니를 대체로 전업인과 부업인으로 구

인 입동까지 사이에 주로 채삼을 한다. 채삼도 산삼만
을 전문으로 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약초도 함께 캐기

34)

1573~1620년

35)

이 시대에 있어, 울산(蔚山) 부근에는 산삼이 절멸(絶滅)되었지
만, 옛날 그대로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인삼 공납을 대신해서 다
른 어떤 것으로 징수하였다.

36)

고승태, 「인삼사 국역판」 6권 인삼잡기편, (동양대학교, 2015,
12), p. 222~224.

37)

배도식, 「심메마니의 생활 속」, 『민속문화』 제2집, (한국민속문화
연구소, 1980. 11), p. 67.

38)

이숭녕, 「衰滅段階에 들어선 雪岳山 심메마니 隱語에 대하여, 방
언」,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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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이다.”39)
최승순은 “전업 채삼인은 채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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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신기하고 영묘한 느낌을 펼치게 하며, 영약은 이렇
게 하여 속세에 나오는 것이다”43) 라고 기술했다.

람을 말하고, 부업 채삼인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간헐적

1931년 경성일보에는 “재외 조선인 90% 이상이 만주

으로 채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40)라며 채삼인을 전

와 시베리아에 이주해 있는데, 만주는 조선과 지리적으

업 채삼인과 부업 채삼인으로 구분하였다.

로 근접해있고 땅이 비옥하여 압록강 대안(對岸) 지방
에 일찍부터 농민이 이주해 있다. 또 북한 궁민(窮民)이

5. 심메마니의 분포

몰래 강을 넘어 들어가 산인삼을 채취하였다”44) 라고 나
온다.

심메마니가 분포한 지역은 산삼이 많이 자생하는 지
역일 것이며, 또한 심메마니 언어를 조사한 지역임에 틀
림이 없을 것이다. 조사자들의 문헌을41) 종합하면, 심메

이마무라는 심메마니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마니가 분포했던 곳은 북부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으
로 나누어지는데, 북부지역은 함경남도의 풍산, 갑산,

“현재,45) 산삼채취업자는 평안남북도 및 함경남북도의

혜산과 평안북도의 강계, 자성, 후창 등지이며, 중부지

4도로 한정된다. 그것은 이들 지방 외에는 지금 산삼이

역은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지역이고,

산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날 드물게 이 천연

남부지역은 덕유산과 지리산 지역이다. 이 가운데 북부

물이 발견되고 있는 지방은 아래와 같다.

지역과 중부지역 중 강원도의 설악산과 오대산은 탐방
조사를 통하여 심메마니의 분포를 직접 확인하였지만,

또한, 산삼채취자 수에 관해서는, 강계(江界) 영림서에

태백산과 소백산 및 남부지역의 덕유산과 지리산 지역

서만 취급한 입산 허가자 즉, 영림서에서 소관 하는 산림

은 심메마니의 분포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는 없으나, 산

42만 정보(町步) 내에 들어간 산삼채취자46) 수는 1928년

삼이 자생한 지역이기에 심메마니가 분포하였을 것으로

에 690명, 1929년에 1,245명, 1930년에 1,038명이다. 이

추정한 지역이다.

외에 무면허 입산자47)가 대단히 많았고, 강계 영림서 관

그 문헌 내용을 살펴보면, 1916년도 東洋時報에 따르

할 이외의 지방도 있었으므로, 적어도 함경남북도와 평

면, “조선에서 산삼 생산지로서는 평안북도 자성·후창·

안남북도의 4도에서는 1년에 1만 명 안팎에 달하였을 것

강계에서 가장 많이 나고, 위원·벽·초산이 그다음이

이다. 그 입산 단체의 장인 어인의 수는 강계읍 관하에만

다.”라고 나온다.42)
와다이치로(和田一郞)는 1921년 출판한 자신의 수필집

43)

和田一郞, 「山人蔘採」り, 『朝鮮の匂』ひ, (ウツボヤ書籍店, 1921,
1), p. 134, 135, 138.

44)

數に於て間島が筆頭 職業は農業が首位, 神戶大學經濟經營硏究
所, (京城日報, 1931.1)

45)

이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今村鞆의 저서인 인삼사 6권의 출판은
1939년이다.

46)

산삼을 채취하기 위해 입산하는 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영림서에
서는 1인당 50전(錢)을 징수하고 허가증을 발급하여 휴대하도록
하였다. 1931년부터는 1인당 1원(圓)으로 하였다.

47)

무허가로 입산하여 인삼을 채취하였을 때는 산중에 묻어두고 자
신만이 아는 표시를 해둔 다음, 하산해서 출원(出願)하여 허가증
을 받아 다시 입산하여 그 인삼을 파내서 하산하는 자도 있었다고
한다.

에 “산삼의 주산지는 압록강 상류 지방, 즉 자성, 후창, 강
계 부근이며, 산삼 캐기에는 매년 7, 8천 명에 달한다. 백
두산 아래 깊은 숲속 인적이 드문 곳, 재계 정진하고 구름
사이로 들어와 산삼 캐는 한 무리,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39)

최범훈, 심마니 은어 연구, 한국문학연구 6/7집, (동국대학교 한
국문화연구소, 1984, 2), p. 97.

40)

최승순, 『강원문화논총』, (강원대학교출판부, 1989), p. 47.

41)

小倉進平, 이숭녕, 배도식, 최범훈 등

42)

朝鮮山蔘調査, 『東洋時報(218)』, (東洋協會, 1916, 11),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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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道)

군(郡)
자성군
(慈城郡)
후창군
(厚昌郡)

평
안
북
도

강계군
(江界郡)

하급수적으로 감소하여, 향후 20~30년에는 완전히 절멸

비고(備考)
가장 많이
산출하는
군(郡)으로
조선의 주산지
라고도 할 수
있다.
위에 이은
산지로, 특히
종남면(從南面),
용림면(龍林面),
사서면(史西面)
이 가장 많다.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49)

배도식은 중부지역의 설악산의 경우는 인제, 원통, 한
계리, 용대리, 양양군 서면 갈천리, 오색리 등지에 많이
가장 많은 산삼채
취자가 입산하며,
가장 힘을 쏟는
지역이다.

살았고, 오대산 근방에는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소리
골, 호명리, 월정사 뒤편 등지에 많이 살았다고 보고하
였다.50)
6. 법사회적 측면에서의 산삼 채취와 소유권

위원군
(渭原郡)

배병일은 관례법, 성문법 측면에서의 산삼채취와 그
소유권 및 분배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51)

초산군
(楚山郡)
희천군
(熙川郡)
벽동군
(碧潼郡)
평
안
남
도
함
경
남
도
함
경
북
도

영변군
(寧邊郡)
장진군
(長津郡)
갑산군
(甲山郡)

“심메마니의 관습 특히 그중에서도 채취 상의 관습이
나 채삼 분배 과정상의 관습은 하나의 관행이 굳어져 심
메마니의 사회에서는 사실상의 관습으로 존재한다고 할

이 각 군(郡)의 산출량은
위의 3군(郡)에 비교하면
아주 소량이어서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아직도
현재 소수(小數)이지만
매년 입산자(入山者)가 있는
지역(地域)이다.

수 있다. 특히 채삼 분배 과정에서의 관행은 이번 조사에
서 처음 보고되는 것으로, 이 연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심메마니의
관습법으로 인정될 만한 법적 확산이나 법적 인식은 있
는 정도가 아닌 것 같고 다만, 심메마니의 관행 속에 자
리 잡은 사실인 관습 정도의 수준 같다. 다만, 소수의 심

삼수군
(三水群)

메마니에 의하여 관행화되어 있는 것을 사실인 관습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은 있다.
특히 산삼의 경우 굳이 성문법과 관련지을 경우, 산림

무산군
(茂山郡)

법과 소득세법 정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법규정상 산삼
은 산림법상 임산물로서 산림에서 생산되는 초본류에 속
한다고 할 것이다.52) 산림은 소유자에 따라 국가가 소유

20여 명이 있었고, 강계군 내에서는 약 300여 명이 있었

하는 국유림,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

다고 한다. 이 숫자는 1931년 강계에서 조사한 숫자이며,
최근에는 많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삼의 총채취
량은 해마다 늘어나는 영림서 관할 산림작업 면적에 반

49)

고승태, 『인삼사 국역판』 6권 인삼잡기편, (동양대학교, 2015,
12), p. 224~225.

50)

배도식, 「심메마니의 생활속」, 『민속문화』 제2집, (한국민속문화
연구소, 1980. 11), p. 66.

51)

배병일, 「산삼채취인(심메마니)의 관습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
구」, 『비교사법』 1(1), (한국비교사법학회 1994, 12), p. 401~404.

52)

산림법 제2조 제1항 2호 다목, 동 시행규칙 제2조 2호

비례해 그 발생 면적은 적어졌으며 , 남획에 따른 발생
48)

감소가 나타나기에 이르러, 과거 50~60년부터 해마다 기

48)

활엽수림을 벌채하였기 때문에 그 터에서는 인삼은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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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유림, 개인이 소유하는 사유림의 3종류가 있다.53)

라도 선점할 수 있다. 문제는 산삼이 발견한 곳이 국유지

따라서 사유림에서 채취한 산삼은 그 산림의 소유자에게

인가 사유지인가에 따라 소유권의 귀속에 차이가 있느

소유권이 귀속된다. 국유림의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냐. 사유지인 심산유곡에 자생하는 산삼이 임자가 없는

국유림을 대부받거나 사용 허가를 받은 국유임산물의 매

물건이 아닌 사유물이라고 할 때 심마니가 이를 채취하

수자가 그 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 또한, 조림자가 분수림

면 이를 절도죄로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61)”

54)

설정지 안에서 부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55) 이 경우 부

산물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

7. 입산 시기

는 초본류 가 있고 이 부산물에는 산삼이 포함된다고
56)

할 것이다.

산삼채취를 위한 입산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문헌에

이와 같은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은 생산 확인용 극

나온다.

인이 찍히지 아니하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아니하면

와다이치로(和田一郞)는 “산삼은 7월 중순부터 꽃을

반출할 수 없지만 , 산삼과 같은 임산물은 극인 또는 생

피워, 8월 중순에 산호주(珊瑚株) 같은 붉은색의 열매

산확인표 없이도 반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58)

가 숙성한다. 채취자는 이 시절을 기다려 하나둘 입산한

소득세법상의 과세 대상이 되는가. 산삼으로 인하여 얻

다”62)고 단절(丹節)에 관해서만 기술하였다.

57)

어진 수익은 소득세법상 임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
당한다.59)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산림지역에서 영

이마무라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위하는 초목의 뿌리 및 약용식물 등의 채취업에서 발생
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60), 따라서 산삼채취로

“만주와 조선에서는 다소 시기가 차이가 나는데, 만주

인하여 얻어진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는 추위가 일찍 오는 관계로 다소 빠르다. 조선 중기부터

이다.

산삼채취는 반(半)관영으로 행하여져 그 산지에서 인부

산삼의 채취행위는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를 징발하고 또한 군사를 동원하여 채취토록 하였는데,

민법 제252조 제1항에는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이 시대에는 채취 시기를 3기로 나누었다. 묘절(苗節)은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봄철에 인삼이 싹을 내고 점차 생장하여 사람들이 그것

다. 이를 무주물선점이라고 한다. 선점은 의사를 요소로

을 구별할 수 있는 시기이고, 단절(丹節)은 여름에 인삼

하는 준법률 행위 중 비 표현 행위 또는 사실행위이다. 사

열매가 붉게 익어 가장 구분하기 쉬운 시기이며, 황절(黃

적자치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법률이 일정한 의

節) 또는 초절(草節)은 가을에 인삼 잎이 누렇게 변하는

사 행위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의 효과를 인정한 제도라

시기로, 이 황색은 일종의 색을 가지고 있어 인삼 채취에

고 할 수 있으므로 소유의 의사가 존재하는 한 무능력자

숙련된 자의 눈에는 멀리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다고 한
다. 이상의 3기를 쫓아 입산하더라도 현재는63) 음력 칠월

53)

산림법 제3조

경부터 서리가 처음 내리는 때까지 즉, 위의 황절에 해당

54)

산림청장이 조림을 목적으로 국유림에 설정한 것, 산림법 제88조
참조

하는 시기에만 입산한다. 그리고, 입산의 날을 잡는데도

55)

동 시행령 제91조

56)

동 시행규칙 제82조 1항 3호

57)

산림법 제92조

61)

산림법 제116조 참조, 산림절도죄

58)

동 시행규칙 제98조

62)

59)

동법 제20조 제1항 1호

和田一郞, 「山人蔘採」り, 『朝鮮の匂』ひ, (ウツボヤ書籍店, 1921,
1), p. 135.

60)

동 시행령 제29조 2호 다목)

63)

1931년경을 말한다.

날의 길흉과 관계있고 또 그들이 제사하는 귀신의 강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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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降神日)에도 관계있다.”64)

는 것도 있지만, 인삼 잎의 노란색은 특별한 색이다. 그들
숙련된 채취자들의 눈에는 상당한 거리에서도 그것을 쉽
게 식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재는68) 음력 7월경부터 첫

손진태는 입산 시기를 삼묏군의 별칭으로 구별하고

서리가 내릴 때까지 즉, 앞에서 기술한 단절과 황절에 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당하는 시기에만 입산한다.’”69),70)
“일삼묏군은 조기입산자 즉, 처서로부터 입산하는 자
들을 말한다. 채삼은 처서에 비롯하여 한로에 그친다. 처

김이협도 입산 시기를 이마무라와 같이 묘절, 단절, 황

서에는 삼이 개화하고 잎이 무성하므로 삼을 발견하기

절로 기술하였다.71) 이숭녕은 입산 시기는 밝히지 않고

쉽다. 등삼묏군은 중기입산자 즉, 추분 경에 입산하는 자

하산 시기에 관해서만 기술하였는데, 그 시기를 초겨울

를 말한다. 추분이 되면 꽃이 지고 황엽이 되므로 발견이

눈이 내릴 때가 되면 지상의 것이 구별되지 않기에 하산

쉽지 않다. 만삼묏군은 만기입산 즉, 추분 이후 입산하

한다고 하였다.72)

는 자를 말한다. 삼꽃이 진 후는 삼달(蔘實, 紅色)과 황

배도식은 산삼 캐는 시기를 3월부터 11월인 초겨울까

엽에 주의하게 된다. 한로를 지나면 기후가 차서 삼이 얼

지라 하며, 가장 적당한 시기는 처서에서부터 입동 전후

어서 약효가 없어진다. 따라서 가치가 없으므로 입산자

까지라 하였는데, 그것은 이때가 약효가 가장 좋기 때문

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속담에 한로는 삼의 환갑이라고

이라 하였다.73)

하였다.”65)

정성미는 강원도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조사한 결
과로, 봄이나 여름에 입산하는 심메마니를 춘채마니, 처

이마무라는 그의 저서 『인삼사』에 입산 시기는 조선 중
기, 인삼의 반(半) 관영(官營)을 실시하여, 강계부 관하

서 무렵에 입산하는 심메마니를 일삼메꾼, 추분 후에 입
산하는 심메마니를 만삼메꾼으로 분류하였다.74)

에서66) 부역으로 채취시킨 시대에는 1년을 3기(期)에 나

최범훈은 이마무라와 같이 입산 시기를 3절기로 나누

누어서 입산시켰다 하며 다음과 같이 좀 더 자세히 재정

었지만, 절기의 설명에서는 차이가 있다. 즉, 묘절(춘절)

리하였다.

은 고패메(만춘에 새싹이 나는 시기), 단절(하절)은 하메
(여름철 잎이 무성한 시기), 황절(추절)은 달메(개화기에

“묘절은 봄이 끝날쯤에 인삼이 싹을 내서 점차 성장하

빨간 다알(實)이 맺히는 시기)로 기술하고, 황절을 다시

며, 다른 초목도 그다지 무성하지 않아 산삼을 식별할 수
있는 시기이다. 단절은 여름에 인삼의 열매가 빨갛게 익
어서, 가장 식별하기가 쉬운 시기로 토용(土用)67)에 들어

68)

현재는 인삼사 저술 시기인 1930년대에 해당

69)

손(孫)씨는 일삼묏군 - 조기입산자는 처서(處暑)부터, 동삼묏군
- 중기입산자는 추분 경, 만삼묏군 - 만기입산자는 추분을 지난
시기 등의 3가지로 구별했다.

70)

今村鞆, 『인삼사』 6권 인삼잡기편, (조선총독부 전매국, 1939), p.
239~240. 고승태, 『인삼사 국역판』 6권 인삼잡기편, (동양대학
교, 2015, 12), p. 227~228.

71)

손진태, 「江界採蔘者의 習俗」, 『조선민속』 제2호, (조선민속학회,
1934, 5), p. 62.

72)

이숭녕, 「衰滅段階에 들어선 雪岳山 심메마니 隱語에 대하여」, 『방
언』,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 8.

73)

배도식, 「심메마니의 생활속」, 『민속문화』 제2집, (한국민속문화
연구소, 1980. 11), p. 66.

74)

정성미, 「심마니·한지장·광부」, 『국립국어원 민족생활어 자료
총서』 10, 『국립국어원』, 2009, 3), p. 54.

가 중복이 되면 하룻밤에 산삼 열매가 빨갛게 된다고 하
였다. 황절 또는 초절은 초가을이 되어 인삼 잎이 노랗게
바뀔 때. 이때, 다른 초목 중에서도 잎이 노랗게 변색하
64)

65)

66)

67)

今村鞆, 「山人蔘採りの風習」, 『청구학총』 제6호, (靑丘學會,
1931, 11), p. 113.
손진태, 「江界採蔘者의 習俗」, 『조선민속』 제2호, (조선민속학회,
1934, 5), p. 14.
지금의 강계군(江界郡) 외로 4군(郡)을 포괄(包括)한 대단히 광대
(廣大)한 지역이었다.
입추(立秋) 18일 전(前)

Journal of Ginseng Culture 4 (2022) 59-102

71

셋으로 구분하였다. 즉, 일삼심마니는 처서부터 입산하

일을 담당하는 자와 제사 준비를 하는 자를 선정한다. 처

는 심마니, 동삼심마니는 추분부터 입산하는 심마니, 만

음으로 새롭게 입산하는 자를 ‘소대인(小待人)’이라 한다.

삼심마니는 입동부터 입산하는 심마니로 구분하였다.75)

이들 중 어인은 그 일단의 수뇌로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자들은 능히 이에 복종하고 관습적인 제규(制規)는

이마무라는 단절에 붉은 다알이 맺힌다고 하였으나,

불문율로서 엄연하게 이루어져 조금의 분란도 없다.

최범훈은 황절에 빨간 다알이 맺힌다고 하였다. 이 두 사
람의 차이는 지역적 차이로도 볼 수 있는데, 이마무라는

어인은 오랜 기간 입산하여 그 업의 숙련을 쌓은 사람

강계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고, 최범훈은 설악산

으로서 필자가 강계읍에서 본 건의 조사차 탐문한 조병

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므로 위도상 강계가 설악산

준의 경우는 선대부터 이대 어인을 이어받아 16세부터

보다 다알이 익는 시기가 빠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

49세인 오늘날까지 입산하여 실로 33년 동안 중국, 조선

알이 붉게 된다는 단절(丹節)과 잎이 누렇게 된다는 황절

의 인삼이 난다는 산이라면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黃節)의 의미로 볼 때, 최범훈의 황절에 설명의 오류가

고 한다. 비록 문자는 배우지 않았지만, 사람이 되어서

있는 듯하다. 또한, 손진태는 한로 이후에는 입산자가 없

인품이 선량 소박하고 자연의 선미(禪味)를 지닌 것은 다

다고 하였는데, 최범훈은 한로보다도 1개월 후인 입동부

년간 인적이 끊긴 심산유곡을 출입하며 무의식적인 자연

터 입산하는 심마니를 만삼심마니로 구분한 것이다.

의 수양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어인의 수는 강계부에만

한편, 채취한 산삼의 별명으로 입산 시기를 추정케 하

300여 명이 있다고 하니, 조선 내 총수는 1,000명이 넘을

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정성미는 봄에 채취한 산삼을

것이다. 이 일은 무척 사행적이어서 운이 좋으면 하루아

춘매 또는 고패심, 가을에 캔 산삼을 궁중메, 대궁메,

침에 일거에 몇천 원을 얻을 수 있는 대신에 한 달여에 걸

백매, 추채, 겨울에 캔 산삼을 서리메라고 하였다.76)

친 뼈를 깎는 고생이 헛되어 땡전 한 푼도 얻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그것을 각오하고 그 기간 희망
과 광명의 꿈에 사는 만큼 즐거움도 있다. 또 근소한 제사

8. 입산 준비

비용을 분담하는 것 외에는 큰 비용도 필요치 않고 자택
에 있거나 입산하여도 식사는 같은 것을 생각하면, 끝내

1) 조직과 역할

한 뿌리의 수확물도 얻지 못하고 돌아와도 크게 실망하

이마무라가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 않고, 다음 해는 행운이 오리라는 꿈에 살고 즐기는 극

“매년 입산기가 가까워지기 전에 한 사람의 어인을 중
심으로 5, 6인에서 십수 인이 입산의 약속을 하고 단체를

단적인 운명 낙천가이다.”77)

만든다. 이 약정성립 후에는 여하한 사고가 발생하여도
그 약정을 무겁게 여겨 기일 전에 탈퇴하거나 기일에 참석

손진태는 심산대곡(深山大谷)으로 들어가 여러 날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절대로 없다고 한다. 산삼채취자는 4, 5

체류해야 하므로 단독으로서는 불편과 위험이 있으므

인 내지는 10여 인을 결합하여 일단을 만드는 것을 상례

로 단체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하며, 보통 3, 4인, 4, 5인, 6,

로 한다. 즉, 최고 권력을 갖는 ‘어인’이라 부르는 두령, 어

7인이나 십 수인 이상 단체를 지어 입산하는데, 8월 15일

인 다음으로 권력을 갖는 ‘정재(精才)’라고 부르는 취사 담

한가위는 귀신도 노는 날이므로 개인이 가만히 입산하

당자, 부수하여 가는 자 – 이들 중에서 연료를 취재하는

여 당일 돌아오기도 한다고 했으며, 단원의 구성과 역할
에 관해 기술하였다.

75)

최범훈, 「심마니 은어 연구」, 『한국문학연구』 6/7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4, 2), p. 97~98.

76)

정성미, 「심마니·한지장·광부」, 『국립국어원 민족생활어 자료
총서 10』, 「국립국어원」, 2009, 3), p. 61.

77)

今村鞆, 「山人蔘採りの風習」, 『청구학총』 제6호, (靑丘學會,
1931, 11), p.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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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인은 단의 총지휘자로 중어인이 있을 때는 어인은

“심메마니는 산삼을 캐러 입산할 때는 3, 5, 7, ···· 등

‘큰어인’이라 한다. ‘중어인(中御人)’은 큰어인의 다음으로

의 양수(陽數)로 무리 지어 간다. 무리를 짓는 것은 외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자로 때에 따라서는 없어도 되는

움과 위험을 막기 위해서이고, 홀수로 짝 짓은 이유는 양

데, ‘차어인(次御人)’이라 부르기도 한다. 정재는 중어인

의 수이기에 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혼자서 택일

의 다음 위치이며 부엌을 맡는 사람으로 두 사람이 경우

없이도 입산할 수 있는 알은 음력 8월 보름날인데, 이날

는 ‘도(都)정재’, ‘부(副)정재’로 구분한다. 소댕이는 어인,

만은 귀신도 쉬는 날이라 하여 위험 부담이 없는 날이라

정재 이외의 경력이 얇은 맞은 임무가 없는 단원들이다.

고 한다. ‘입산할 때 차례는 가장 어린 소장마니가 맨 앞

날소댕이는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한다. 어인은 단

에 서고, 나이가 제일 많은 어인마니가 맨 뒤에 선다. 나

원들에 대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며, 소댕이는 일동일정

이 적은 사람이 맨 앞에 서는 이유는 이슬이 많은 수풀

에 반드시 어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어인의 명령에는 절

을 젊은 사람이 헤쳐주어 나이 많은 사람이 쉽게 나갈 수

대로 복종한다. 어인은 인품과 경력으로 추대되며 꼭 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젊은 사람이 시력이 좋아

이에 구애되지 않는다.”78)

위험한 것을 빨리 발견하기 때문이다. 또 이것은 경로사
상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81) 이들 무리 중에 가장 큰 역할

김이협도 손진태와 같은 내용으로 기술하였다.79) 이숭

을 하는 사람이 대장인 어인마니이다. 어인마니는 행렬

녕은 산삼 채취에 들어가기 전에 인원을 구성함은 물론

맨 뒤에 서서 이 무리를 지휘한다. 입산제를 지낼 때 제관

이고, 같은 마음 또는 친한 사이라면 그것도 좋다고 하

이 되는 것도 어인마니이며, 꿈의 해몽, 산삼 때문에 분쟁

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이 일어났을 때 재판관이 되는 사람, 이 모두가 어인마니
가 하는 일이다. 산삼을 캘 때도 어인마니의 손이 가장 많
이 간다.”82)

“여기서 그룹 형성의 인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다. (a) 구성인원은 반드시 홀수이어야 한다. 짝수의 인
원은 처음부터 대기(大忌)라는 것이다. 보통은 3, 5, 7, 9

최범훈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등인데 대체로 5인이 가장 적당한 수가 아닌가 한다. (b)
인원에 여자는 끼우지 않는다. 여자는 ‘개장마니’라고 하

“심메마니의 조직은 마치 군대의 그것과 흡사한 점이 있

는데 불륜의 대표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다. 큰어인(대장) - 중어인(부대장) - 정제(취사원) - 소

그 개장마니만의 입산이 있는 듯이 들었다. (c) 일반 그룹

댕이(대원) - 날소댕이(신참 대원) 등으로 조직하는데, 이

이 형성되면 연령순으로 상·하의 지위와 대두가 결정된

때 전업인은 전업인끼리 그룹을 짓는 것이 보통이다. 대원

다. 즉, 입산 보행에서도 일렬종대로 앞에는 연장자요, 뒤

은 반드시 남자만으로 조직되며, 그 수는 3~7명으로 기구

에는 연소자로 선후 위치가 지켜진다.”

로 정하며 체산(滯山) 시기는 ‘한삼’83)에 3-10여 일간이 보

80)

통이다. 단지, 8월 대보름(한가윗날)에는 단독산행도 한
다. 연장역순(年長逆順)으로 종렬로 서서 간다.”84)

배도식의 연구 결과로 입산 시기는 다음과 같다.
81)

임덕성, 「산신령을 만나는 심메마니」, 『숨어사는 외톨박이』, (뿌리
깊은 나무사, 1977), p. 145.

82)

배도식, 「심메마니의 생활속」, 『민속문화』 제2집, (한국민속문화
연구소, 1980. 11), p. 68~69.

79)

83)

채삼을 위해 입산하여 출산할 때까지 한 한 번의 입산

80)

84)

최범훈, 「심마니 은어 연구」, 『한국문학연구』 6/7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4, 2), p. 98.

78)

손진태, 「江界採蔘者의 習俗」, 『조선민속』 제2호, (조선민속학회,
1934, 5), p. 60.

김이협, 「산삼소고」, 『주간새나라』, (대한공론사, 1961), p. 279.
이숭녕, 「衰滅段階에 들어선 雪岳山 심메마니 隱語에 대하여」, 『방
언』,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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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산 일의 택일

식, 최범훈은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을 조사하였음에도

이마무라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인삼채취자들은 요행

불구하고, 그 결과에는 상반되는 내용이 있다. 이숭녕

(僥倖)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대로 미신에 무

은 나이가 제일 많은 어인마니가 맨 앞에 서고, 가장 어

척 집착한다. 그래서 그 출발 날에 대해서도 날의 길흉

린 소장마니가 맨 뒤에 선다고 기술했지만, 배도식과 최

을 걱정하여 점쟁이에게 의뢰하거나 어인 스스로 점을

범훈은 가장 어린 소장마니가 맨 앞에 서고 나이가 제일

보아 음력으로 출발 날을 잡는데, 그날은 대개 복중 기

많은 어인마니가 맨 뒤에 선다고 기술하였다. 이치상으

간으로(그들은 중복을 하루 지나면 하룻밤 사이에 인삼

로는 경험이 많아 노련하여 사고의 위험이 적고 나아갈

열매가 붉게 익는다고 믿는다) 그들이 제사 지내는 신이

방향을 올바로 지휘해야 하는 등 지휘자의 역할을 다하

하늘에서 내려오는 날에 맞춘다고 조사하였다.86) 손진

기에는 어인이 선두에 서는 것이 합당하며, 대체로 시력

태는 어인은 입산 일을 택일하는데, 음양서(陰陽書)에

이 좋은 젊은 사람이 선두에 서서 이슬이 내린 거친 잡

숙달한 어인은 자신이 택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음양가

목과 덤불 사이를 쉽게 헤쳐나가며 길을 열어 진행을 순

에 의뢰한다고 기술하였다.87) 김이협은 입산 일은 활동

조롭게 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하는 것 또한 합당

할 지대를 선정하고 육갑(六甲)을 짚어가며 길일을 골라

하다. 지금에 와서 이에 대한 고증이 가능할지는 의문이

정한다고 했다.88)

나, 어인의 나이가 30대에서 60대 사이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때에 따라서는 상반될 수도 있으므로, 이것도

배도식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포함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입산 날짜를 길일로 택하여야 행운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길일을 택하는데 신경을 많이

손진태는 단(團)을 구성하는 절차에 대한 조사내용

쓴다. 길일을 택하는 방법으로는 음양오행설에 따라 액

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운이 없는(손 없는) 날을 택하기도 하고, 풍수장이에게
“먼저 채삼하고 자 하는 사람이(농·상·공민을 불문하

물어서 정하기도 하며, 심메마니의 대장 격인 어인마니가

고) 어인을 찾아 ‘올해에도 삼뫼를 가시겠습니까? ’라고 묻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좋은 날을 잡기도 한다. 대개 택하

는다. 어인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으면 가세’라고 대답

는 날짜는 1, 3, 5, 7, ···· 등 양의 수를 택하는 것이 액이

한다면, 그 사람은 동료 여러 명 이상을 모아서 다시 어인

없고 길하다고 한다. 양의 날짜라 해도, 그날의 일진이 호

을 방문한다. 그러면 어인은 다시 개개의 인물 및 자격을

랑이 날이면 피한다고 한다. 이는 호랑이를 산신으로 보

검토하며, 수차 교섭을 거듭한 뒤에야 입산단이 조직되는

는 이들도 있으므로 산신이 행여 노할까 봐 피하는 것이

것이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것은 품행이 방정하고 과

라 한다. 택일이 되었다 해도 절대로 남에게 알리지 않는

언침묵(寡言沈默)하며 단체생활의 제반 관규, 금기 및 어

다. 부정 타지 않기 위해서이다. 혼자서 택일 없이도 입산

인의 명령을 선수(先守) 할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
다. 어인이란 단의 지휘자로서 관규에 숙련하고, 채삼에
많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 일단(一團)이 추대한다.”85)

85)

손진태, 「江界採蔘者의 習俗」, 『조선민속』 제2호, (조선민속학회,
1934, 5), p. 61.

86)

今村鞆, 「山人蔘採りの風習」, 『청구학총』 제6호, (靑丘學會,
1931, 11), p. 115.

87)

손진태, 「江界採蔘者의 習俗」, 『조선민속』 제2호, (조선민속학회,
1934, 5), p. 62.

88)

김이협, 「산삼소고」, 『주간새나라』, (대한공론사, 1961), p.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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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알은 음력 8월 보름날인데, 이날만은 귀신도

로서는 예비 상·하의 한 벌93), 짚신과 커리·노캇94), 지팡

쉬는 날이라 하여 위험 부담이 없는 날이라고 한다.”89)

이, 끝이 뾰족한 나무막대, 성냥, 칼, 등을 가지고 간다.
옛날에는 모발로 짠 이불과 개가죽으로 만든 ‘개잘냉이’
라고 부르는 방석도 지니고 갔었다. 제물(祭物)로서는 백

3) 준비물

미 약간, 소주 5홉에서 한 되(升), 백지 3장, 면사(綿絲)

이마무라는 준비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한 태(다리), 엽전 5분(分)내지 한 돈, 수탉 1마리, 향, 초
“모자는 종이를 꼬아 만든 것으로 위에 옻칠한 해수욕

등을 가지고 가며, 경제력이 좀 있으면, 이 밖에 수퇘지,

장용의 밀짚모자 모양의 것인데 근래에는 밀짚모자로 대

수송아지 등을 끌고 간다. 제물의 모든 비용은 공동부담

용한다. 착의로는 가벼운 옷차림 2벌, 한 벌은 입산 때 입

이다.”95)

고가서 작업복으로 하고, 한 벌은 산의 움막으로 돌아왔
을 때 갈아입으며, 갈아입을 때 젖은 것은 불에 말린다.

김이협은 준비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짚신은 두 켤레로 하나는 착용, 하나는 예비용으로 얼마
전부터 일본제(생략) 각반도 이용한다. 나무 지팡이 한

“노캇, 굴거피(의복), 이슬치(겉바지), 디디개(신발), 마

개, 나무막대기는 단단한 나무로 길이 1자, 지름 5푼, 앞

대시리(지팡이), 메대기(배낭), 주청이(도끼), 앙기리(낫),

쪽은 뾰족하게 만들어 인삼을 캐낼 때 사용한다. 인삼은

허버기(호미) 등, 복장과 작업 도구를 정비하여 정재(솥),

쇠를 싫어한다. 성냥과 나무를 자르는 칼, 여러 도구와 인

살푸(숟깔), 형데무루(젓깔), 도자(칼), 우묵이(바가지),

삼을 넣는 나무섬유로 짠 배낭, 사용 식량은 입산 기간을

호련(부시, 성냥) 등의 취사도구와 모래미(쌀), 호시리(된

15일로 가정하면, 1인당 백미 조선말로 1말, 1개월로 하

장), 청시리(간장), 곰소(소금), 끼아기(닭), 아랑주(술) 등

면 2말 정도. 추운 마을 사람들은 조나 옥수수로 쌀을 대

식량과 제물을 준비한다.”96)

신한다. 된장 간장 약간. 간조기 약간. 그 외 취사도구 약

최범훈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간. 산에 있는 6신당의 제사에 쓸 공물. 산 돼지 1마리–
이것은 산에서 제사 올릴 때의 공물용으로 끌고 갔으나

“준비물은 각자 준비하되, 취사·산제(山祭)·채삼 등 산

근년 인삼이 많이 나오지 않아 제사 공물을 생략하기 때

행에 필요한 도구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쌀, 된장, 소금,

문에 끌고 가지 않는다.”

과일, 향, 촛대, 양초, 술, 새용, 숟가락, 젓가락, 낫, 도끼,

90)

칼, 바가지, 성냥, 신발, 지팡이, 망태기 등을 준비한다.”97)

손진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이규태가 기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량으로는 조(粟) (또는 쌀)·간장·소곰·염어(鹽魚)
등, 주방 기물로는 공동용 가매(釜, 솥), 좌외(坐外)에 쟁
갬이91)·숟가락·젓가락92)은 각자가 챙겨간다. 의류 기타

가 산에서 내려갈 때 선물로 가지고 간다.
93)

“통둥이”라고 하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좁은 반바지
종이 노끈으로 갓 모양으로 짜서 밀랍(蠟)을 먹여 만든 모자인데,
지금은 밀짚모자를 사용한다.

89)

배도식, 「심메마니의 생활속」, 『민속문화』 제2집, (한국민속문화
연구소, 1980. 11), p. 67~68.

94)

90)

今村鞆, 「山人蔘採りの風習」, 『청구학총』 제6호, (靑丘學會,
1931, 11), p. 114~115.

95)

손진태, 「江界採蔘者의 習俗」, 『조선민속』 제2호, (조선민속학회,
1934, 5), p. 62.

91)

좌외(坐外)는 그 외에(?), 쟁갬이는 냄비

96)

김이협, 「산삼소고」, 『주간새나라』, (대한공론사, 1961), p. 280.

젓가락은 산속의 나뭇가지를 잘라서 임시로 만들어 쓰기도 하고,
틈이 날 때마다 산속의 나무로 지팡이, 젓가락 등을 만들어 두었다

97)

최범훈, 「심마니 은어 연구」, 『한국문학연구』 6/7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4, 2), p. 98.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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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메마니는 한번 입산하면 5-10일 정도 있게 되는데,

며, 몸을 의지하기도 하고, 뱀 등의 위험한 동물을 쫓기

이 동안 쓸 물건들을 준비해가는 것이다. 중요한 것들을

도 하며, 산속에서 일행들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다목

들여다보면, 식용으로 모래미(쌀), 질(된장), 백사(소금)

적 기구이다. 심메마니는 산속에서 말을 아끼고, 이 마대

등이고, 제수(祭需)로는 과일, 향, 촛대, 양초, 흘림(술)

로 바위나 나무를 두들겨 나는 소리로 서로 소재를 알리

등이며, 기구로는 새용(놋쇠 남비), 올림대(숟가락), 산재

기 위한 신호로 주고받는데, 이를 마대고무(지팡이 소리)

(젓가락), 감재비(낫), 잘매(도끼), 도자(칼), 우묵이(바가

라 한다.”100)

지), 호련(성냥, 부시), 디디개(신발), 마대(지팡이) 등이
다. 이 짐들은 주루묵(망태기)에 넣어 등에 지고 가는데,

9. 금기(禁忌)

이를 지대짐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 집을 떠날 때 아낙네
의 개짐(월경대)을 몰래 몸에 지니고 가기도 한다. 그 까

1) 입산 전 금기

닭은 산신이 남신(男神)이므로 개짐을 몸에 지니면 그에

심메마니는 입산을 앞두고 부정을 가리는 것은 산 자

유혹되어 산신이 가까이 와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 믿

체의 영이성(靈異性)도 있지만, 그들이 캐려고 하는 산

기 때문이다.”98)

삼이 영초이므로 부정한 몸에는 보이지도 않고, 부정한
몸으로 입산하면 산신의 노여움을 받는다고 믿는 그들

최승순은 강원도 지역 심메마니는 취사도구로 새용과
바가지를 가지고 간다고 하였다. 새용은 취사에도 필요

의 토속신앙의 영향으로 입산에 앞서 금기를 한다.101)
손진태가 조사한 입산 전 금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지마는 산신제의 멧밥은 반드시 새용에다 지어야 하
“①입산 전 3일부터는 살생, 범방(犯房)102), 음주 및 비

므로 제구(祭具)로도 불가결이어서 꼭 냄비 대신 새용
을 가지고 가고, 여기에 수저 한 벌도 준비한다고 하였

린 것(생선 등)을 금한다.

다. 덮개로서는 옛날에는 아기들 포대기를 많이 가지고

②상인(喪人)·상여(喪輿) 기타 부정한 것을 보지 않고

다녔으나, 근년에는 담요로 대용하는 수가 많으며, 불을

행동을 조심하며 매일 맑은 물로 목욕하기도 한다. 부정

쓰기 위해 옛날에는 부시를 가지고 다녔고, 요즘은 성냥

한 것을 먹든가 보든가 하면 산신님이 산삼을 내주지 않

을 쓴다. 이렇게 준비한 짐은 주루먹이라고도 부르고,

기 때문이다.

채삼인이 지댓짐이라 부르는 강대(綱袋)에 넣어지고 다

③입산은 절대로 비밀로 하여야 비록 가족 친구에게도

닌다고 하였다.99)

입산 일자는 물론 입안 여부도 발표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들도 이것을 물으려 하지 아니하며, 출발 때에도 잘

배도식의 조사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갔다 오란 인사도 하지 않는다. 어떤 쪽으로 간다는 말만
하고 어떤 산으로 간다는 소리는 하지 못한다. 산을 가리

“이들이 가지고 가는 기구 중에 가장 중요한 무기는 마

키지 않는 이유는 도적을 두려워함에 있다.

대라고 하는 지팡이(杖)다. 이 지팡이는 대개 황백나무

④가족끼리라도 삼에 관한 말은 일절 하지 못함으로, 입

로 만든 것인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풀을 헤집

산에 사용할 물품을 살 때라도 처에게 오직 쌀 몇 되, 소

고 산삼을 찾으며, 산길을 가는데 길을 헤치는 구실을 하
100)

배도식, 「심메마니의 생활속」, 『민속문화』 제2집, (한국민속문화
연구소, 1980. 11), p. 67~68.

98)

이규태, 『개화백경』 4권, (신태양사, 1972), p. 104.

99)

최승순, 「강원도지방 채삼인 습속」, 『한국민속학』 8, (한국민속학
회, 1975, 12), p. 51~52.

101)

최승순, 「강원도지방 채삼인 습속」, 『한국민속학』 8, (한국민속학
회, 1975, 12), p. 49.

102)

남자와 여자가 성생활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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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몇 되, 종이 몇 장, 닭 몇 마리를 사 오라고 한다. 그러

물로 몸을 깨끗이 하고, 여자와의 동침을 삼가고 사식(邪

면 처는 이를 말 없이 따를 뿐이다. 결코, 그 과부족을 묻

食)을 삼간다. 옛날에는 절대로 짐승의 고기나 가축의 고

는다든지 그 명을 거절하지도 못한다. 과부족을 말하면

기를 먹지 않았었지만, 요즘은 개고기와 하돈(河豚, 압

그것은 벌써 처가 남편의 입산을 알고 있다는 것이 되기

록강 지류에서 산출되는 것)을 먹는 것만 삼간다. 그리고

때문이다. 결코, 이를 아는 체하지 않는다.

상가(喪家)나 아이를 낳은 집에는 출입하지 않으며, 상인

⑤제물은 공동출연금으로 반드시 어인이 이것을 사서 준

(喪人), 관(棺), 동물의 사체를 보는 것 등 부정한 것에 접

비한다. 그때 어인은 조금이라도 주정(?부정)한 것을 사

하는 행위를 피한다. 만약 부정한 몸으로 입산하면, 산신

지 않으며, 또 상인으로부터 결코 값을 다투지 않는다. 그

의 노여움을 사서 산삼을 찾을 수 없게 된다고 믿었기 때

래서 어인은 상인에게 ‘정(精)히 쓸려고 하니 닭을 주시오’

문이다. 입산에 관한 것이나 그 일시는 절대 비밀로 하여

하고, 상인의 가격대로 아무 말도 없이 대금을 치른다. 돼

남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처자한테도 말하지 않았고, 처

지·송아지도 역시 이렇게 매입해서 산으로 끌고 간다.

자가 그것을 묻는 것조차 금기였다. 따라서 가는 곳이 어

⑥제물에 쓰는 닭·돼지·송아지는 반드시 수컷을 쓰고

딘지는 어인 이외의 다른 단원들조차 알지 못하였다.”104)

암컷을 쓰지 않는다.
⑦목적하는 산에 이르기까지는 2, 3일 또는 3, 4일 걸리는

최승순은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데, 그동안 어인은 결코 들어가려는 산 이름을 말하지 않
고, 오직 ‘천동산(天洞山)으로 가자’라고만 말한다. 그것은

“택일이 되면 그날부터 문에는 금색(禁索)을 치고, 문

산신이 지키는 삼을 비밀리에 갑자기 가서 훔쳐 가지려는

앞거리에는 두 줄로 황토(黃土) 무지를 깔아놓고 부정한

생각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만일 산 이름을 발표하면 산신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이날부터 부부간의 성생활도 중

이 미리 알고 삼을 숨겨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채삼자들은

단한다. 이 금기 기간에는 집안에서 개, 닭 등의 살생을

이렇게 생각한다. ‘삼묏군을 산신령들은 그의 보물을 도적

하지 아니함은 물론 상가에도 가지 아니하고 길에서 상

질하러 오는 쥐 같은 도적놈으로 생각한다.’

주를 만나는 것도 피한다. 이 외에 개고기, 닭고기도 먹

⑧입산자는 사람들이 일어나 움직이기 전에 출발한다.

지 않지마는 개나 닭의 죽는 것을 보는 것도 피해야 한다.

그것은 입산 도중에 상인(喪人)이나 여인을 만나면 부정

만약 이 금기 중에 위의 금기를 범했을 때는 달이 가신 뒤

을 범하기 때문이다.

(그달이 다 지나고 다음 달이 된 뒤)에야 다시 택일하여

⑨산신은 여인의 월경대(서답)를 특히 좋아하므로 다른

금기한다.”105)

집 여인의 것을 훔쳐 가지고 가서 산신에게 바치며, 가는
도중에 버린 서답을 발견해도 크게 기뻐하며 챙긴다. 이

이길록은 1975년 사전 조사자와 비슷한 내용을 기술

것도 물론 산신에게 헌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입산 시의 식반(食飯)을 경수

가족의 그것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103)

가 있는 여자가 지으면 부정을 탄다고 했으며, 본인의 꿈
에 그런 것이 나타나도 부정을 탄다고 하였다.106) 배도식

이마무라는 조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입산 전 1주일에서 3일 전부터 날마다 몇 번씩 청정한

104)

고승태, 『인삼사』 6권 국역판,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p.
230.

105)

최승순, 「강원도지방 채삼인 습속」, 『한국민속학』 8, (한국민속학
회, 1975, 12), p. 49.

103)

손진태, 「江界採蔘者의 習俗」, 『조선민속』 제2호, (조선민속학회,
1934, 5), p. 62~64.

106)

이길록, 「採蔘人의 隱語와 習俗(설악산·오대산을 중심으로)」,
『어문학보』 3집, (강원대학교 국어교육학과, 1975),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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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앞에서 기술한 금기 외에 대문에 왼새끼 금줄을 치기

④ 산삼을 캘 때는 반드시 뾰족한 나무막대를 사용하고,

도 하며, 송첩(松牒)이라 하여 솔가지를 꺾어 처마 밑에

절대로 철물을 쓰지 않는다. 삼은 철을 피하므로 철이 닿

달아두기도 하며, 대문 앞에 진흙 무지를 쌓아놓고 부

기만 하여도 그 삼은 완전히 약효를 잃어버린다고 한다.

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기도 하고, 또 남과 말을 잘하지

⑤ 채삼자는 꿈을 극히 중시한다. 그래서 비록 입산 첫날

않으며, 입산할 때는 가족과 작별 인사도 하지 않는다고

이라 해도 어인의 꿈이 불길하면, 어인은 꿈을 해몽하지

하였다.107)

도 않고 그날로 일행에게 하산을 명하는 일도 있다. 어인
의 꿈은 일행의 길흉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어인은

2) 입산 중 금기
손진태는 입산 중 금기로 조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길몽을 꾸었더라도 절대 발표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인
이하의 정재·소댕이들은 꿈을 어인에 알릴 필요 상 이것
을 공표하나, 그것은 대략 점심시간이나 어인이 꿈을 말
하라고 명령할 때만 가능하다. 아무리 길몽을 꾸었을지

“① 입산 전에도 그렇지만, 입산 중에는 일절 술을 금
하고, 특히 말을 근신하여 필요한 말 이외에는 결코, 발언

라도 마음대로 발표하지는 못한다. 꿈의 길흉을 판단하
는 것은 일절 당시 어인의 상량(想量)에 속한다.”109)

하지 않으며, 또 절대로 마을 말(里語)을 사용하지 못하
고, 오직 산에서 쓰는 언어만을 사용한다. 이 언어를 속

최승순이 조사한 금기에는 다음과 같다.

에 「삼묏군말」이라고 한다. 이 말은 산신이 알아듣지 못하
도록 하기 위해 쓰는 은어라고 생각한다. 만일 마을 말과

“모둠 생활에서도 신언주의(愼言主義)는 철저하여 공

같이 배암 을 배암이라고 하면 연속해서 배암을 만나게

동 모둠 생활에서도 잡담은 삼간다. 또 남의 것을 빌려 쓰

되며, 불(火)을 불이라 하면 화재가 일어난다고 한다. 그

는 일이 없다 비록 공동 모둠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취

외 벌레나 짐승도 마찬가지다.

사는 각자(各自) 하고 담뱃불도 빌려주지 않는다. 산중에

② 산중에서도 절대로 살생을 금한다. 따라서 벌레가 몸

서 서로 알지 못하는 채삼인끼리 만났을 때도 서로 말이

에 붙으면 털어버리기만 하지 죽이지 않는다. 그것은 산신

없고 이름을 대지 않고 성과 출신 지방만을 알리는 것이

이 노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 사류(蛇類)를 만나면 ‘긴

고작이고 그 외에는 피차 말을 하지 않는다.”110)

108)

당님 둥(重)한 몸을 속(速)히 가리시오’ 한다. 그들이 이
것을 배암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산신이 배암으로 변하여

배도식은 입산 중에 뱀이나 다른 맹수를 보아도 치명

그들의 절취적(竊取的) 행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하

적인 위험이 없는 때에는 피해 가버린다. 대소변을 함부

기 때문이다.

로 보지 않고 진댓간(변소)을 지어 이용한다. 그 밖에 남

③ 산삼을 찾아 산속을 돌아다니는 중 자주 배암을 만나

의 재물을 탐하지 않으며 불의를 피하여 항상 착하게 살

던지, 배암 떼를 만나든지, 왕벌 떼에 쏘이든지 자주 가시

아간다.111)

에 찔리든지 하면 이것은 모두 산신이 한 일이라 하여 그
들은 산신의 호의를 얻지 못하여 삼을 얻기 어려울 것으
로 생각한다.

109)

손진태, 「江界採蔘者의 習俗」, 『조선민속』 제2호, (조선민속학회,
1934, 5), p. 64~65.

110)
107)

배도식, 「심메마니의 생활속」, 『민속문화』 제2집, (한국민속문
화연구소, 1980. 11), p. 74.

108)

뱀

최승순, 「강원도지방 채삼인 습속」, 『한국민속학』 8, (한국민속학
회, 1975, 12), p. 54.

111)

배도식, 「심메마니의 생활속」, 『민속문화』 제2집, (한국민속문
화연구소, 1980. 11),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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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주지 못하며, 남의 불을 얻어 오지도 못한다. 그래서

장정룡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로의 불씨는 입산자가 귀가할 때까지 죽이는 법이 없
“모둠에서 무르메(밥)를 지어 먹는데, 특히 성냥이나

다. 언행을 근신하여 가정을 평안하게 해야 한다.”114),115)

담배를 절대로 나누지 않으며, 딸이(불)를 나누지 않는 금
기가 엄중하다. 자리불(모닥불)을 피워 놓을 경우도 각자

10. 출발 전의 제사

가 나뭇가지로 불을 붙여서 쓰며, 돌리지는 않는다.”

112)

이마무라가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입산자 가정의 금기
채삼자의 입산 중에는 그 가족도 근신하면서 지낸

“심메마니는 입산을 위해 출발 전야부터 제를 올린다.

다. 이마무라와 손진태가 금기로 기술한 내용은 다음

그 대상이 되는 신은 그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있는 서낭

과 같다.

당 같은 곳에서 마을 공동으로 숭배하는 신으로, 그 신체
(神體)는 큰 나무이거나 암석이기도 하도, 또 사당을 가

“① 닭, 돼지 등을 도살하지 않는 것은 물론, 모든 생물

진 도교·불교·기타 원시 신앙 신이기도 하여 일정하지 않

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하지 않는다. △ 채삼자가 없는 집

다. 이들 신에게 비는 것은 결국 마을 수호신에게 입산 출

에 상인(喪人), 망자(亡者)의 집에 출입했던 사람, 나쁜 병

발을 고하며, 평안과 보호 및 많은 수확을 기원하는 취지

에 걸린 사람이나 부상자 등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

이다. 강계읍 심메마니는 남문 밖에 있는 당신(堂神)(巫女

게 한다.

의 祭神)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원래는 사당(祠堂)이 있었

② 직포(織布)·속마(續麻)·침공(針工) ·재봉(裁縫)·

으나, 몇 년 전 홍수 때 유실되고 재건하지 않아 지금은 그

다듬이질(砬打)·옷에 풀먹이기(糊附) 등 여성의 작업을

유적만 남아 있는데, 그곳에 가서 제를 올린다.

하지 않는다.

옛날 수확이 많을 때는 제는 이틀간 성대하게 행하여 마

③ 불씨를 남에게 주지 않고, 다른 집의 불을 섞지 않으며,

을 사람들 모두 초대하여 여러 마리의 돼지를 잡아 향응

불은 입산자가 귀가할 때까지 청정하게 보호, 유지한다.

하고, 마을 사람은 끝날 때 ‘올해에는 산삼이 많이 나도록

④ 언행을 삼가며, 가정을 평안하게 한다. 만약 부재중에

하옵소서’라고 일제히 신명을 돋우며, 출발의 좋은 성과

가족들이 위의 금기를 범하거나, 그 외의 욕심을 가지고

를 빌었으나, 오늘날은 하지 않는다. 공물로는 닭 1마리,

부정한 행위를 한다거나, 음식이 부정하거나 하는 등의

쌀밥, 안주 하나 – 독로강의 농어를 최고로 쳤으나 이것

지성이 모자라는 일이 생기면, 입산자는 그것 때문에 인

이 입수하지 못할 때는 다른 민물고기인 쏘가리, 잉어, 붕

삼을 얻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맹수와 독사에 의한 피

어 등을 쓴다. 종이 9장 – 산에 가지고 가서 제사 등에

해·뜻밖의 부상·벌(蜂)이나 가시에 의한 자상(刺傷)·장

사용한다. 향·초. 공물을 바치면 다른 사람은 엎드리고

작 팰 때의 부상·감기·복통 등의 병에 걸리는 등의 불상

어인은 일어서서 제문을 낭독한다.

사가 생긴다고 믿기 때문이다. 살생하면 안 되고, 집안에

제문은 원래 종이에 적어야 하지만, 이들은 문필에 어두

부정한 사람을 들이지 아니하며 등을 금하고, 떡도 만들

운 자가 많아 대개 그 문장을 암송하여 외운다. 심메마니

지 않으며, 풀(糊)도 쑤지 않는다. 또한, 불(種火)도 남에

문화가 단절되고 사라져간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심메마

113)

114)
112)

장정룡, 「오대산 심메마니의 산신제」, 『월간 태백』, (강원일보사,
1990, 9), p. 144.

113)

속마(續麻)는 삼베 짜기, 침공(針工)은 바느질

손진태, 「江界採蔘者의 習俗」, 『조선민속』 제2호, (조선민속학회,
1934, 5), p. 65.

115)

고승태, 『인삼사』 6권 국역판,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p.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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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문필에 어두워서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

“입산 3~4일 전부터 단원은 식량 제물과 그 외의 휴대

아닌가 한다. 제문의 실례는 다음과 같다. 제문 ‘강계군

품을 갖자 준비하여 두었다가 입산 전야나 일산일 미명

강계읍 모동 모어인, 이모, 정재 조모, 소대인 김모, 정모,

에 어인의 집에 재회하여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출발

모, 모, 네멀커니가 五大 모래미를 가지고 드러왓 으니

한다. 준비물은 일행의 것 모두를 소댕이가 마대118)에 넣

明雅하신 산신님 歆饗하시옵소셔, 밤중에 虛夢마시옵고

어서 메고 간다.”119)

眞夢을 주시옵소셔.’ 이때 일동은 3번 절한다.”116)

김이협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11. 입산 활동
“출발일 아침 일찍 모인 대원들은 어인의 인솔하에 대

1) 출발
이마무라는 입산활동을 위한 출발에 대해 다음과 같
이 기술하였다.

오 정연히 동구 밖 성황당에 이르러 간단한 제물을 차려
놓고 고별인사 겸 장도의 가호를 기원하는 제를 올린 후,
길을 떠난다. 이들의 행로에는 여자가 질색이다. 어쩌다
앞길을 가로 건너는 여자와 부닥치면 치맛자락이나 저고

“이미 입산 준비를 하고 모여 출발 전날 철야 촛불을 밝

리 앞섶을 찢어 가지고 간다.”120)

혀 제를 올린 일동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음 날 제사
를 올렸던 장소에서 출발한다. 도중에 절대로 말을 하지
않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중에 여인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특히 앞길을 여자가 가로지르는 것을 싫어
해서 만약 앞길에 여인이 있으면 이쪽에서 입산자가 있다
는 사실을 알린다. 이때 여자는 길옆으로 피하는 것을 예
로 하는데, 이때 어인은 여자에 대하여 치마 조각을 요구
하면 여자는 바로 이에 응해 치맛자락을 이빨로 찢어서

6~9㎠ 정도를 주면, 일행은 그것을 지참하고 입산한다.
이러한 풍습은 고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여 여자의 생
식기에 마력이 있다고 하여 숭배한 변화의 잔재로서 그

정선군 가리왕산에서 중봉(中峰) 쪽에 있는 「심마니봉」이란 이정표

성기에 해당하는 곳의 의복에도 역시 마력이 있다고 하
여 각종의 압승에 사용하는 토속풍습의 하나일 것으로,
그것으로 입산 중 맹수 악마를 방지한다는 것이 무의식
적으로 전통이 된 것이다.”117)

2) 입산 날
이마무라는 다음과 같이 입산 첫째 날의 일과를 정리
하였다.

손진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입산 첫날 목적지에 도착한다. 그 목적지는 어인 외에
116)

今村鞆, 「山人蔘採りの風習」, 『청구학총』 제6호, (靑丘學會,
1931, 11), p. 115~116.

117)

今村鞆, 「山人蔘採りの風習」, 『청구학총』 제6호, (靑丘學會,
1931, 11), p. 116~117.

118)

마승(麻繩)이나 나무 껍질의 섬유로 꼰 줄로 얽어맨 자루

119)

손진태, 「江界採蔘者의 習俗」, 『조선민속』 제2호, (조선민속학회,
1934, 5), p. 62.

120)

김이협, 「산삼소고」, 『주간새나라』, (대한공론사, 1961), p.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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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알지 못하여, 오직 선두에 있는 어인만을 따라갈 뿐이

고는 가져온 종이 3매를 꺼내서 2장은 다른데 1장은 취사

다. 그 목적지는 어떤 산삼 산의 정상에 가까운 곳으로 신

장에 각 기둥에 붙여서 걸어 놓는다.”121)

당(神堂)에 가까운 곳, 지난해에 움막을 만들었던 곳이다.
신당은 성인당(聖人堂)(도교의 신), 산신당(山神堂)(산

또 이마무라는 심메마니가 동연(同連)에 머무르는 중

림의 신으로, 호랑이 신이라고도 한다. 조선에서는 호랑

에, 밤에 호랑이가 냄새를 맡고 여러 번 다가오면 동연을

이의 별명을 산신이라 한다.) 지주당(地主堂)(토신으로

옮길 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비교적 맹수에 대한 두

인삼 채취는 흙을 파야 하므로 즉, 토금(土禁)을 범하는

려움이 약하다. 그것은 산신의 가호를 확신하기 때문이

것이므로 이 신에게 제를 올리는 것이다. 묘지를 쓰기 전

다. 또한, 산속에는 뱀이 많아 동연이 부근에 출몰하는

에 토신에게 제를 올리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여주당(女

때가 있다. 개의치는 않지만, 너무 많은 뱀이 출몰할 때

主堂)(산신의 하나로 여산신(女山神)인 것 같다. 고려사

는 동연의 위치를 변경하기도 한다고 기술하였다.122)

에는 여산신이 나타나 호경(虎景) 장군가 부부가 되는 신
화가 있다) 어인당(御人堂)(심메마니의 우두머리를 어인
이라고 하는 것은 산신이 사람에게 올라붙는 것을 말하
는 것이 아닐까?) 수배당(守輩堂)(산신의 하급 관리들?)
이들 6신당은 번호순과 같이 서로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설치하는데, 대개 산삼이 나오는 산에는 조

작은 동연(同連)123)

선 서북부 및 만주에는 반드시 있으며, 백두산에도 있다.

동연(同連) 스케치124)

1931년 8월 촬영, 전년도 그대로로 지붕은 자작나무의 껍질로
이었으며, 본 연도는 아직 보수하지 않은 것이다.
평안북도 강계군 천북면 별평리의 산림으로
강계 영림서 제14임반작업지 안에 있다.

이 6신의 사당은 높이 3자 내외, 넓이 각 2자 정도의 작은
것으로, 나무판을 대충 붙여서 만든다. 당 안에는 신위
에 신명(神名)이 쓰여있고 아무런 물건도 없거나 소상(塑
像) 모양의 돌을 세우거나 하여 일정하지 않으며, 이 소당
(小堂)이 파손된 것을 보면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새로
만들거나 보수한다.

이숭녕은 산막을 「모돔」이라 기술하였고, 집결처라는
뜻의 이름이라 하였다.125)
손진태는 수집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이들이 산중에서 숙박하는 움막을 심메마니끼리의 은
어로는 「동연」이라 부른다. 이 동연은 신당에 가까운 장소

“목적지에 도착하면 어인은 그곳이 목적지란 것을 말

를 택하여 산신당으로부터 10발(18m) 정도의 지점, 서남

한다. 그러면 일행은 비로소 그것을 알고 가가(假家)를

방향으로 동서 2곳에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때론 일

짓기 시작한다. 가가는 때로는 움집같이 보통은 막같이

의 관계에 따라 그 외로도 만든다. 동연에도 대소가 있어,
사람이 많을 때는 2곳에 만들어 그 중간에 큰 나무의 마
른 뿌리를 태워 비가 와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다. 또 움
막 중앙 천장에 구멍을 뚫어서 그 밑에 불을 피우기도 한
다.
입산 첫날 이 지점에 도착하면 먼저 부서진 동연을 보수
하여 숙박 준비를 하고, 정재는 취사에 준비한다. 취사장
은 동연의 일부를 나누어서 만드는데, 정재 이외의 누구
도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가장 신성한 장소가 된다. 그리

121)

今村鞆, 「山人蔘採りの風習」, 『청구학총』 제6호, (靑丘學會,
1931, 11), p. 117~118.

122)

고승태, 『인삼사』 6권 국역판,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p.
246.

123)

今村鞆, 「山人蔘採りの風習」, 『청구학총』 제6호, (靑丘學會,
1931, 11), p. 117~118.

124)

今村鞆, 「山人蔘採りの風習」, 『청구학총』 제6호, (靑丘學會,
1931, 11), p. 117~118.

125)

이숭녕, 은어고, 「일석 이희승 선생 송수 기념논총」, 『국어국문
학』, (국어국문학회, 1957, 12), p.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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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는다. 즉, 지면 위에 간단히 지붕(나무껍질이나 풀로 덮

람을 피할 수 있는 오목한 바위나 나무 밑 아늑한 장소

는다)만을 만들어 세우기도 한다. 혹은 더욱 간단히 긴

가 적합한 곳이다. 방향을 작 보아서 천재(天災)를 잘 막

나무 십여 개를 둥그렇게 배열해 세운 다음에 긴 나무 위

을 수 있고 동물들의 습격을 피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짓

쪽을 함께 붙들어 매고, 그 위에 나무껍질이나 풀을 덮는

는다. 밤에 잘 때는 맹수와 추위를 막기 위하여 모닥불

다. 이것을 「동딘」이라고 한다.

을 피우는데, 이를 그들 말로는 황득이라고 한다. 모둠

동딘이의 중앙에 흙이나 돌로 부엌을 만들어 연기는 동

에서 잘 때는 소장마니가 가운데서 자고, 나이 많은 어

딘이 꼭대기에서 나가게 하며, 안쪽 한구석 기둥 위에 「접

인마니가 양옆에서 잔다. 이것은 어떤 위험에 대비하여

당」(成主) 위(位), 부엌에 정재할마니 위(位)를 각각 백지

잠귀가 밝고 경험이 많은 어인마니가 빨리 대처하기 위

를 접어 만들어 붙이고, 부엌에는 정재(취사인) 이외에는

해서이다.129)

출입을 금한다. 집을 짓고 각 신당의 지성을 마친 뒤에는
다시 동딘이로 돌아와서, 시간이 되면 바로, 없으면 다음
날 아침, 산삼을 찾고자 일동이 출발한다.”

126)

최승순은 심메마니가 기거한 움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김이협이 기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들의 야영은 하

“모둠은 입산하여 해당 기간에 채삼을 해야겠다고 결

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닌 만큼 근거지로 삶을 지대

정을 지은 산의 중앙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를 설정

는 우선 샘(泉)이 있어야 하고, 시야가 트여야 하며, 채

하고 그 근처에서 모둠 짓기에 알맞은 장소를 찾는데, 모

삼 활동의 중심지역으로서 능선 가까운 곳이라야 한다.

둠의 장소로서는 첫째, 모둠을 지을 재료인 나무와 흙을

자리가 정해지면 나무를 찍어 거처할 누게(나무 움막)와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라야 하며, 둘째는 물이 가까운

아울러 신당을 짓는다.127)

곳이라야 한다. 물이 멀면 식수 생활용수 등 생활에 불편

이숭녕이 기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입산해서 적당한

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계곡 주변 물가에

장소를 보면 장(長)이 모돔 설치를 선언한다. 모돔은 산

짓지는 않는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가는 일이 있

막이란 뜻인데 바위 옆 큰 나무가 있는 터에 다시 나무

어 계수지근(溪水至近)한 위치는 피한다. 셋째, 모둠을

를 잘라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나뭇잎이 달린 가지를

지을 때는 방향을 살핀다. 되도록 북향을 피하고 남향을

얽어 지붕을 만들고 바닥에 풀을 깔아서 생활의 터전을

택하여 장풍향양(藏風向陽)한 편편한 것을 택한다.

만든다고 한다. 그리고 중앙위치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장소가 결정되면 모둠을 짖는데 모둠에는 공동 모둠과

여기에 백지를 둘러싸고서, 이것을 신주(神主)로 삼아

개인 모둠이 있다. 공동 모둠은 일행이 합의하여 만드는

조석으로 산신제를 올린다고 하였다.128)

공동 움막으로 이것은 일행이 만장일치의 의견조정이 되

배도식이 강원도에서 수집한 내용을 정리하면, 입산

어야 하지 이견이 있으면 하지 못하고 개인 모둠은 개인의

하여 맨 먼저 하는 일은 심메마니가 거처하는 산막인 모

거처를 개인이 짓는 모둠이다. 초행자일수록 혼자 있기

둠을 짓는 것이다. 모둠은 나뭇가지를 얽어서 만든다.

힘겨운 밤의 외로움을 덜기 위하여 공동 모둠을 바라나,

모둠은 숙식하는 근거지인 만큼 산세를 훑어보아 비바

오래 채삼 활동을 한 채삼인은 공동생활을 하면 금기를
범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꺼려 공동 모둠을 싫어한다. 공

126)

손진태, 「江界採蔘者의 習俗」, 『조선민속』 제2호, (조선민속학회,
1934, 5), p. 68.

127)
128)

동 모둠도 그 구성원 이외의 사람은 넣지 않지만, 개인 모

김이협, 「산삼소고」, 『주간새나라』, (대한공론사, 1961), p. 281.

이숭녕, 「衰滅段階에 들어선 雪岳山 심메마니 隱語에 대하여」,
『방언』,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 8.

129)

배도식, 「심메마니의 생활속」, 『민속문화』 제2집, (한국민속문
화연구소, 1980. 11),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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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에도 여하한 사람도 넣지 않는다. 친숙한 사람이 들렸
다 할지라도 자기 모둠에는 절대로 넣지 아니한다. 친지
가 모둠 앞 밖에서 밤을 새울지언정 자기 모둠에는 넣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있다.
모둠은 나무토막으로 3면을 쌓아 올리되 뒤쪽은 낮게
하며 앞쪽은 벽이나 나무토막을 쌓지 않아 그대로 트이
게 한다. 앞은 트이고 높으며 뒤쪽은 낮고 막혔으며 좌우
도 다 막는다. 따라서 지붕은 뒤쪽으로 경사지게 마련이
며 지붕으로는 잘 지을 때는 나무토막을 길이로 갈라 널

(좌) 1921년 출간된 「朝鮮の匂ひ」山人蔘採り에 나오는 산신제
스케치, (우) 1979년 동아일보에 실린 산신제 모습

판을 만들어서 덮기도 하지마는 나뭇가지 등을 포개놓
아 이슬이나 피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이렇게 경사진 모
둠을 ‘외쪽모둠’이라 부르고, 이 외쪽모둠을 두 개 마주
보게 만든 것을 ‘맞모둠’이라 부른다. 맞모둠은 두 모둠 사

“사신제의(祀神祭儀)는 목적지인 산에 도착한 후, 대

이를 1m가량 간격을 두고 지어 공지에 불을 피워 놓고,

부분 거행한다. 그러나 동내 신에게 가만히 갈 수 없으므

이 불을 양쪽에서 함께 쓴다. 모둠 바닥에는 마른 낙엽을

로 동내 도당에 먼저 찾아가서 약간의 제물(祭物)로 출발

깔고 거기서 잔다.”

을 고(告)하고 바로 입산한다. 도당(都堂)은 성황당을 말

130)

하며, 도당님은 산신님처럼 조기를 좋아하므로 조기와

학자들에 따라 ‘동연’을 ‘동연이’ 또는 ‘동딘이’로 기술

백반·소주·냉면 등으로 지성을 올린다. 조기는 때론 당

한 것은 채록 과정에서 받침이 있는 주어에 붙는 주격조

내에 걸어 받치기도 한다. 목적한 산에 도착하면 일행은

사 앞에 붙이는 접미사 “이”를 명사에 포함시킨 것으로

동연이(움막)를 만들어 일정한 주거를 얻은 후 제신(諸

보인다. 따라서 “동연”, “동딘”이 정확한 명칭으로 판단

神)에게 치성(致誠)을 드릴 준비를 한다.

된다.

치성은 처음으로 성인당, 다음에 산신당(山神堂)·지
주당(地主堂)·여주당(女主堂)·객당(客堂)·어인당(御人

3) 사신제의(祀神祭儀)

堂)·호랑이당·서왕당의 순서로 하여 접당(接堂) 및 정

채삼 할 산에 입산한 날이나 그다음 날, 앞에서 거론

재할마니에게도 지성을 올린다. 성인당은 삼불(三佛) 부

한 6신당에 각 제를 올린다. 그 공물 및 제문은 출발 때

처 즉, 석가여래 및 관음·세지(勢至) 양(兩) 고장(苦藏)

의 제와 별 차이가 없으며, 오직 6신에게 종이 한 장씩을

의 상(像)을 위하여 둔 당(堂)이며, 여주당은 산신의 마누

바치는 점이 다르다. 이것을 작은 손 제라고 부른다(큰

라님을 위하는 당, 지주당은 지신 객당은 근처의 객신, 어

손 제는 다음에 있다). 이 제가 끝나면 일동은 드디어 일

인당은 모든 어인신령(御人神靈)을 위한 당(堂)이다. (서

을 시작한다.131)

왕당은 알 수 없다) 이 제신 중에서 그들과 가장 친밀하고
그들이 가장 정성껏 위하는 신은 산신과 정재할마니로

손진태가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외의 제신(諸神)은 거의 형식과 전례로 위함에 불과하
다. 하지만 이들 제신이 전혀 그들의 생활과 상관 없다고

130)

최승순, 「강원도지방채삼인습속」, 『한국민속학』 8, (한국민속학
회, 1975, 12), p. 53~54.

131)

今村鞆, 「山人蔘採りの風習」, 『청구학총』 제6호, (靑丘學會,
1931, 11), p. 118.

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앞의 두 신(神)에 비교해 직접
관계가 깊지 않을 뿐이다. 산신은 일반으로 범이라고 하
며 때로는 산중의 백구(白狗)라고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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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에는 전년의 어인들이 건립한 앞에서 언급한 제신

“한창때는 성인당이니 산신당이니 지주당이니 여주당

당(諸神堂)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그래서 있

이니 어인당이니 수배당이니 하고 여러 신당을 모셨지만,

을 때는 그것을 사용하고 없으면 새로 당을 짓든지, 그렇

근년에는 생략하고 산신당 하나만 모신다. 모든 공사가

지 못하면 그럴듯한 나무(정결하고 신성한 감을 주는)를

끝나면 산신제부터 지내야 한다. 이 산신제를 지내는 것

택하여 그 아래에 돌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평편한 돌을

을 「티성」붙인다고 하는데, 보통 티성(치성)은 끼아기(닭)

덮어서 그것을 제단으로 하고, 그 위에 제물을 배열하고

정도로 그치지만, 호화로운 티성에는 중미리(돼지)도 잡

엽전도 올려놓고 나뭇가지에는 백지 접은 것과 껍질을 벗

는다. 시루떡을 하고 매(밥)를 짓고 나물을 무치고 정성

긴 수탉을 매달아 놓고, 단 주위를 청소한 후에 일행은 단

껏 차려서 공손히 아랑주 한잔을 부어놓고 전원 분향재

을 향해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올린다. 이것을 ‘치성드

배한 후 촛불 흔들리는 신당 안의 신주를 향하여 어인께

린다’, ‘치성을 올린다’고 한다. 그리고 비록 당이 없을 경

서 손을 비비면서 축원을 한다. 티성이 끝나면 술이며 안

우라도 제장(祭場)을 부르기를 산신당·지주당·여주당·

주를 사방에 뿌려 잡귀와 짐승들에게 경의를 표한 후, 음

객당·어인당·호랑이당·서왕당 등이라고 하며, 특히 산

식을 나누어 먹고 초야의 꿈자리에 든다.”133)

신당 뒤에 있는 또는 산신제 때 택용(擇用)한 나무를 ‘산
신나무’라고 한다. 특히 지주당만은 적당한 장소를 택해
서 두 개의 나무기둥 위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제물을

이숭녕은 산신제를 올리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배열한다.
제물은 쌀밥·떡·닭고기·돼지고기·조기·소주·생선

“산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원하는 것이다. 산삼은

전·범벅·냉면 등이나, 성인당만은 일절 비린 것을 쓰지

산신령이 허용하지 않는 한 절대로 사람의 눈에 띄지 않

못한다. 모든 신에게 각각 새 음식을 쓰면 더욱 좋지만,

는 것으로 믿고 있다. 또한, 산속을 따로따로 다니는 것

그것은 곤란한 일이므로 같은 제물을 차례로 헌용(獻用)

이니, 산길의 위험, 야수(野獸)의 습격에서 사고 없기를

한다. 또 제에 쓸 닭과 돼지를 죽일 때는 어인의 감독 아

비는 것.”134)

래 소댕이 손을 빌리나, 익힐 때나 썰 때는 반드시 어인이
자기 손으로 하다. 즉 도살만은 소댕이 손으로 하나, 요리

배도식이 발표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일절은 어인이 직접 한다. 제반 제물을 차릴 때도 소댕이
는 시종(侍從)만 할 뿐이고 조리, 배열 일절은 어인 스스

“심메마니의 절대적인 신앙은 산신 숭배이다. 이들은

로 한다. 음식물은 석단 위에, 흰밥은 단 아래 땅 위에 백

산신령의 가호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산삼을 캘 수 없다고

지를 펴고 그 위에, 닭은 익혀서 껍질을 벗겨서 나뭇가지

생각한다. 정성이 모자랐을 때는 가까이 산삼이 있어도

에, 이렇게 차린 다음에 어인은 손을 빌며 절을 하면서 도

잡초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심메마니의 육신에도 예기치 않

사(禱詞)를 올린다. 그러면 일행도 손을 비비고 절을 하

은 횡액이 따르기도 한다고 믿고 있다. 이들은 입산하면

면서 낮은 목소리로 어인의 도사를 대강대강 따서 기도

산신에 대한 인사로 입산제를 드린다. 입산제는 산신당을

한다. 이것을 마을 말과 같이 비난수라고 한다.”132)

만들어 놓고 지내며, 입산제뿐만 아니라, 아침저녁으로
산신제를 드리기도 한다. 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산

김이협은 조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33)

김이협, 「산삼소고」, 『주간새나라』, (대한공론사, 1961), p.
281~282.

132)

손진태, 「江界採蔘者의 習俗」, 『조선민속』 제2호, (조선민속학회,
1934, 5), p. 65~67.

134)

이숭녕, 「衰滅段階에 들어선 雪岳山 심메마니 隱語에 대하여」,
『방언』,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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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 외에도 수배제(守輩祭), 어인제(御人祭)를 지내며 또

는 제단을 만들어 지내기도 하지만, 단을 만들지 않고 고

성인당(聖人堂), 지주당(地主堂), 여주당(女主堂), 객당

목이나 거암에 금색(禁索)이나 이색(二色) 천을 걸어놓고

(客堂), 성황당(城隍堂), 호랑당(虎狼堂), 접당(接堂)이

지내기도 한다.

라 불리는 각종 당에서 치성(致誠)을 드리기도 한다.

제관의 의복은 평상복이나 목욕재계해야 하고, 제물로

산신제는 산신령에게 드리는 제사이고, 수배제는 산신

는 「새용메」를 쓴다. 멧밥을 새용에 지을 때는 쌀에 물을

령의 부하인 세 수배(守輩)에게 지내는 제사이며, 어인제

넣고 새용 뚜껑을 한번 닫으면 밥이 되든 죽이 되든 산신

는 산삼을 캐다가 불의의 사고로 산에서 죽은 어인들의

제를 지낼 때까지는 그 뚜껑을 열지 아니하고 단 앞에 새

영혼(靈魂)135)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산신제를 지내는 장

용체로 갖다 놓는다. 제관(祭官)이 불을 피워 향(香)을 사

소는 대개 물이 가까운 고목이나 큰 바위 아래에 정한다.

르고 수저를 향불에 쬔 뒤 비로소 새용 뚜껑을 열어 새용

여기게 간단히 단을 쌓고 지내는데, 이때 외인이 보거나

매 한가운데 숟가락을 꼽고 사배(四拜)를 하고 고사(告

접근하면 부정을 타므로 은밀하게 지내야 한다. 좀 잘 차

辭)를 올린 뒤에 다시 사배하고 그 뒤 소지(燒紙)를 두 번

린 제사에는 과일이나 생선은 물론이고, 흘림(술)뿐 아니

한다. 첫 번째 소지는 산신의 응감(應感) 여부를 알아보

라 중미리(돼지) 머리 등을 제물로 바치기도 한다. 제관은

기 위함이요, 다음 것은 채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함이

불을 피워 향을 사르고, 수저를 향불에 쪼인 뒤에 새용의

다. 종이를 태워 탄 재가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잘 올라가

뚜껑을 열어 무리미 한가운데에 올림대(숟가락)을 꽂고,

면 산신이 응감하여 좋다 하고 그 재가 올라가지 아니하

절을 네 번 하고 고사를 올리고, 다시 절을 네 번 한다.

면 응감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긴다. 소지가 끝나면 다시

이 제사에서 특기한 것은 소지 종이를 올리는 맨 나중

사배(四拜)하고 산신제를 마친다.

의 절차인데, 재가 공중으로 잘 오르면 산신령이 제사를

이상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산신제 하나만으로 치성제를

받는 것이고, 재가 밑으로 처지면 정성이 부족하여 산신

마칠 수도 있으나, 산신제 다음에 그 옆자리에 성황당을

령이 제사를 받지 않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시

설단(設壇)하고 다시 산신제와 같은 절차에 따라 「성황

엎드려 수없이 절을 하며 치성을 계속 드린다.”136)

제」를 지내고 이어서 「수배제」를 지내고, 수배제가 끝나
면 같은 장소에서 「어인선생제」를 지내는데, 제물은 주제

최승순이 정리한 사신제의는 다음과 같다.

에 썼던 것을 그대로 다시 쓰고 절차도 같으나 다만 고사
(告辭)만이 다를 뿐이다. 멧밥은 잡곡을 섞지 않은 백미

“채삼인이 입산하면 반드시 치성제(致誠祭)를 지낸다.
그 횟수는 일정치 아니하나 반드시 지내야 하고, 치성제

로만 짓고, 이 멧밥으로 점심을 먹고, 그 자리에서 낮잠을
자는데 낮잠은 꿈을 꾸기 위해 잔다.”137)

의 종류는 「산신제」, 「성황제」, 「수배제」, 「어인선생제(先
生祭)」가 있다. 입산 첫날에는 산신께 입산제를 지낸다.
입산제는 고목이나 거암을 당처(當處)로 하여 단을 쌓고
잘할 때는 석단 위에 지붕까지 나무로 만든다. 입산 첫날
에 반드시 입산제를 지내는 것은 이날이 택일한 길일이기
에 산신제 제일(祭日)로는 가장 합당한 것으로 여기기 때
문이고, 입산제 이외의 제(祭)는 수시로 지낸다. 산신제
135)
136)

강릉시 중앙시장 쉼터에 전시된 새옹

신(神)이 되었다고 한다.

배도식, 「심메마니의 생활속」, 『민속문화』 제2집, (한국민속문
화연구소, 1980. 11), p. 69~70.

137)

최승순, 「강원도지방채삼인습속」, 『한국민속학』 8, (한국민속학
회, 1975, 12), p.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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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사(禱詞)138)

을 가지고 와서 드리오나, 이번에 큰 바틀 내어주시면 내

(1) 입산제 도사(禱詞)

년에는 큰 소 잡고 크게 채리겠슴네다. 못도록 하여도 比

손진태는 심마니들의 가장 중요한 제의(祭儀)가 ‘입산

事比夢 마러시옵고 즉몽(即夢)으로 가리켜줍시사. 그 外

치성(入山致誠)’이라 하며, 제의 때 채록한 어인의 도사

에 넙해(熊) 도루바리(虎) 긴댕이(蛇) 가튼 그런 악도(惡

를 대략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途)의 즘상은 다 千里萬里로 무릉 방송(放送)허옵시고,
저이들이 입산한 동안에 통실이(泄瀉) 여너노랑지기(病)

“산신령님(또는 성인당님 등등) 前에 오기은, 이 朴

다 업시하여 줍시사.”139)

멀커니 金멀커니 李멀커니 崔멀커니 田멀커니, 다섯 멀커
니가 7일 齋戒 8일 齋戒하여, 剪爪斷髮하고, 上湯에 뫼
역(沐浴) 고, 하탕下湯에 手足 씻고, 도흔날 도흔 시를

이마무라가 조사한 위원군(渭原郡) 숭정면(崇正面)
의 입산 단체의 제문(祭文)은 다음과 같다.

바더 입산을 허엿습니다. 안자도 能見萬里 허시는 神靈
님이 갑도를 올니지 안이두 아시지 안카슴닛가. 저울ㅅ대

“간지년(干支年), 몇 월(月), 몇 일(日), 어느 군(郡), 어

가튼 잔등에 人통짐을 지고 山神님堂下에 對하였습니

느 면(面), 어느 동(洞)에 거주하는 멀컨(건?)이 등이 이

다. 無識所致에 머리 검은 인간이 山神님을 하늘거티 밋

곳 산신이 영험하고 자비하다기로 저울 갛튼 등에다가

고 天山大嶽을 써서(큰 힘을 내어서란 의미) 정비채려슨

태산 갛은 짐을 지고 불원천리하고 입산하야싸오니 산

들(淨히 차렸다 한들) 엇디정헐가십퍼오닛가. 부정헌건

신님 지주(地主)님 여주(女主)님 밋 각방(各方) 수장(隨

눌너 담당허시옵고, 내로 應感을 허시옵고, 비추로 日感

丈)님네 하강(下降)하시옵소셔. 차린 것은 아모 것도 없

을 헙소사. 있는 것은 적사옵고, 업는 것은 만사와서, 근

사오나 중미리숫씰이와 왕대(王大)몰앰이, 끼에기버슷

근 덕택으로 대허였슴니다. 이 다름이 안이오라, 이몃멀

설이며 빛 됴흔 마랑구, 시더구, 아랑주에 분향(焚香) 재

커니가 인간선약부리시리 求허려 왓삽는데, 前年에 닙은

배(再拜)하오니 누린히, 비린히 이슬지라도 눌너 감당하

덕택도 만코만사오나, 새덕(德)을 닙어저라고, 변변치 못

서고 내로 흠향하고 맛으로 구감하옵소서. 첫순부텨 소

헌 것이오나, 히어기네단(白紙禮緞)에 왕대모래미(白飯)

당이들의 손을 불려주시되 다슷 닢 쌍대백이 여슷 닢 육

아량주(酒) 애기(雞)버시시리(豚肉 또는 牛肉) 편편이

지(六枝)에 구년(九年) 묵이 덥석 뿔이와 무득씰이, 판씰

(지짐) 새모램이시더귀(粟餠)에 해란이 반찬에(조기 간

이 판으로 등을 밀고 잠개를 끌어다가 차개실이 배납비지

한 것) 남과채소(南瓜菜蔬)에 두루중이(범벅) 훌니면(麵)

앟게 머쿠게 하여 주옵소셔. 만수 산천(山川)을 다 도라

을, 마음먹고 먹고 정성을 다허와다지고 양을 디리옵

칠찌라도 도루바리, 넘폐, 긴댕이, 따가지, 영가시140)들은

나이다. 歆饗밧재허옵시고 만덕분(萬德分)을 내리워 주

앞으로 가면 천길 굴함으토 숭기게 하옵고 살피게에 오방

시와, 比事比夢은 마르시고 못도록 하여도 직몽(直夢)으

초(五芳草), 이실이(人蔘)만 보이여 팔도(八道)에 장원

로 어너무투(木) 미티나, 어너시토(石) 미티나, 어너얼겅

(壯元)을 하게 하야주시옵소셔.”

(덤불) 아레 잇는 니라고 가려처줍시사. 네닙쌍대나, 다섯
닙 五芳草나, 예섯닙 六枝부터, 舊年묵이 텁석부리, 자리

김이협이 조사한 산신제 축원(祝願)은 다음과 같다.

개당팡에 독구투 달닌 것을 내여줍시사. 山神님이 만히
디어두신 芳草 큰 밧틀, 큰 무우밧거튼 것을, 앗갑다마러
시고 愛惜다 마러시고 내여줍시사. 이번에는 略少한 것

139)

손진태, 「江界採蔘者의 習俗」, 『조선민속』 제2호, (조선민속학회,
1934, 5), p. 67.

140)
138)

기도 말, 고사(告辭), 제문(祭文)

초목(草木)에 서식하는 머리가 긴 청색에 날개와 다리가 있는 벌
레 이름.

86

ST Koh / Korean Traditional "SIMMEMANI" Culture

“오늘 무슨년 무슨달 며칫날 아무데 사옵는 박멀커니

니 뒤를 히집고 해집는 客鬼 雜神 三災八難 관재 귀설은

최멀커니 김멀커니 오멀커니 무슨멀커니 몇멀커니는 부

다 물알로 멀리 휘모라주옵고, 가는대진대(배암) 쩨기 밑

리시리를 구하옵고자 왕모래미 시더귀에 아랑주며 끼

에 함봉하옵고, 마니 人力으로는 억지룬 못하겠아노니

아기에 중머리 버슷시리 정성껏 차려놓고 티성을 드리오

夢을 주시고 夢을 내더라도 흐린 夢을 쓰러버리고, 夜深

니… 나쁘지게 흠향받자 하시옵고… 몽시리로 점지하되

깊은 夢을 뚜렷이 내서 가느대 서리대를 명명히 알려 주

허몽(虛夢)일랑 마시옵고… 네닢쌍대 오방초에 눅지배기

셔야 이 마니는 알겠습니다. 오경이 흑저구 점배 세워 예

9년묵이 텁석부리… 무둑시리 판씨리로 점지하여 주시

있다 저 있다 알려 주셔야만 알지 이 미련한 마니 人力으

옵고… 도루바리 너페 긴댕이 등은 멀리멀리 물리치사 이

로는 억지로 못하겠습니다. 山靈님한테 입은 德은 泰山

멀커니들 노랑지기(病) 하나 없이 지나도록… 신령하신

과 같사 옵고, 하늘에 사무치었고 땅에 서리었으나 새로

산신님은 두루두루 살피옵소서 간절간절히 빌고 원하옵

새德을 입고자 하여 이에 小禮 정성을 드리오니 大禮로

네다.”141)

받자 옵고, 마담심 퍽심 구구두루부치 칠구텁석부리, 육
구만달 다섯 잎 쌍대 네잎밴애솔, 절솔배기 수천년 빙게

최승순은 어떤 종류의 치성제이든 간에 반드시 고사

가던 種蔘 밭을 남점 점지해 주시기를 바랐읍니다. 아무

(告辭)가 있으며, 이 고사는 일종의 축원으로 제종(祭

리 무례한 人間이라도 무단히 먹고 무단히 쓰겠읍니까,

鍾)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소 다르나

쟁경이 밖으로 우선해서 우어지(牛) 지펴서(잡아서) 이 명

산중생활을 보호해 달라는 것과 산삼을 캐게 해달라는

당에 大致誠 곰놓고(드리고) 나머지 먹을 마니 올시다.

내용으로 집약되는데, 이 고사는 문자에 정착해 전승

아무쪼록 所願成就를 이루게 해주옵소서.’

(傳承)되어 온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구전(口傳)되어 온
것이라 하였다. 또한, 채록한 강원도 연곡면(連谷面) 퇴

채삼 말기(末期)의 산신제(山神祭) 고사문(告辭文)

곡리(退谷里) 최돈호(崔燉虎)씨가 구술(口述)한 고사를

‘某年 某月 某日에 이 마니 여러 명당 저수어도 所願成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就 못하옵고 이 명당이 명감하고 명축하다 하옵기로 千
里고모에 萬里연하옵기로, 도시레미, 예단, 페백 제대

“입산초(入山初) 산신제(山神祭) 고사문(告辭文)

하옵고, 이 명당에 대령 하였아오나 落葉은 저가고 헤기

‘某年 某月 某日 하중(아침, 오전, 저녁, 그 時에 따라

(雪)는 날리고 헤구레 추제비(衣服) 다 떨어지고, 모사재

달라짐)에 해해 연년 산천경계 채삼 소원 댕기는 崔마니

미(食糧)는 다 떨어지고, 소원성취 못하오니 얼어도 죽고

올시다. 금년 해우년에 여러 명당을 두루 저수어두 소원

굶어도 죽겠아오니 아무쪼록 所願成就 하게 해주시기를

성취치 못하옵고, 이 명당이 명축하고 명감하다 하시기

바랍니다.’

로 도시레미, 예단(布) 페백(紙)을 제대 하옵고, 향불 분

치성제(致誠祭)는 산신제(山神祭) 외에 수배祭와 어인

향하고 이 명당에 대령하였습니다. 이 상상봉에 정좌하

님祭가 있으나, 수배님은 산신의 종자(從者)로 여기고 있

신 대산령님께서 이 명단에 하강하시기를 바랐읍니다.

어 그 고사(告辭)가 산신제(山神祭)와 같으나, 어인님祭

좌청룡에 좌정하신 산신령님이나 우백호에 좌정하신 산

는 전혀 성격이 다르므로 고사문(告辭文)도 다르다.

령님이 함께 의론하고 황론하고, 정성은 소례 정성을 드
리오나 대례로 받사옵고, 이 험한 山川을 훌훌이 재더라

어인님제 고사문(告辭文)

도(다닌다는 뜻) 손톱 발톱이 재치 없게 해주옵고, 이 마

‘某年 某月 某日에 어인先生님 前에 올립니다. 七星배
기 마대(막대) 끌고 다니시는 어인 先生님이나 왜물조총

141)

김이협, 「산삼소고」, 『주간새나라』, (대한공론사, 1961), p. 282.

메고 다니며 짐승 궁글리던 어인先生님이나 잘메 메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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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면서 똑떡이 하던 어인先生님이나, 차려차려로 연차려
로 내려 下降하옵소서, 흠양받자이 착실히 하옵시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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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훈은 채록(採錄) 지역의 제시 없이 산신제의 고사
문(告辭文)을 제시하였다.

前어인 先生님들 파자하시던 구덩이, 잠미 떨어진 上蔘을
한 추제비 점지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末尾는 山神祭
告辭文과 同一하여 생략하였다)”142),143)

“維歲次 海東 大韓民國 ○○도 ○○군 ○○면 ○○리에
사는 金마니·李마니·朴마니·張마니 등은 산신령 믿기
를 부모 젖줄같이 믿고 산에 들어와 심마니의 한평생을

이숭녕은, 입산하자마자 첫 번에 올리는 산신제는 상

산신령님께 바치노니 안으로 인도하고 밖으로 돌보시어

당히 희망적인데, 그것을 개인적으로는 입산제라 불렀

부정하고 추한 것은 물알로 쉬미하시옵고, 왕모래미, 시

다. 산악단체에서 설제(雪祭), 개산제(開山祭), 시산제

더귀에, 아랑주며, 끼아기에, 증머리, 버섯시리, 차려놓

(始山祭), 산제(山祭) 등이 있지만, 그것들이 산신제의

고 정성드리오니 소례로 드리는 정성 대례로 받으시고,

형식을 따르므로 시산제란 호칭을 쓴 것이다. 이 시산제

눌러 짐작하올 적에, 몽시라도 점지하되 허몽일랑 마옵

의 제문에 대해 인제군의 백성복이란 사람의 구술 제문

시고, 정성이 부족타 하더라도 네닢쌍대·오방초에 텁석

을 듣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부리로 점지하여 주시옵고, 두루빠저, 너페, 긴댕이 등은
멀리멀리 물리치사 이 마니들은 노랑지기 하나 없이 지나

“유세차(維歲次) 모년 모월 모일 여기 다섯 등마니가

도록 내(內)로 희망하옵시구, 빛으로 운감하옵시구 징음

설악산(雪岳山)에 입산(入山)하였사은데 아래에서 본제

(徵驗)으로 희망하옵시구 감사히 받으시라 축원 발원하

기와 부정(不淨)과 누추한 일이 많사오나 물알로 스쳐 주

옵니다. 험한 산천에 다니는데 목슴 곱게 점지하옵고 고

시옵고 마니를 늘 어엿비 생각하셔서 기쁘게 맞아 주시

분성(高山) 배분성(山谷) 다닐지라도 솔톱발톱 다치지 않

옵소서. 오인(五人) 등마니가 심캐러 입산하였사오니 초

게 점지하옵시고 층층대산에 오르고 내릴지라도 받들어

목은 우거지고 만학(萬壑)은 깊사온데, 어느 방향에 심

올리고 받들어 내려 그저 산삼밭에 인도하여 많이 점지

이 있는지 모르오니 분명히 일러 주옵소서. 어느 재쾌 밑

하여 주셔서 수천만큼 캐 가지고 산신님 슬하에 돌아와

에, 어느 찌이기 밑에 있는지 분명히 현몽(現夢)시켜 주

서 웃음으로 다시 뵙게 해주시옵소서.”145)

시옵소서. 마니들이 험한 산에 다닐 저긔 그 고무성 버운
성 자개틈들에 찌이기틈들에 단닐지라도 몸수 곱게 점지
해 주시옵고 층층대산에 오르고 내릴 때라도 산신령님이

(2) 하산제 도사(禱詞)
손진태가 수집한 하산치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붓드러 내려 주옵소서. 또 야심삼경(夜深三更)에 눈큰마
니, 발큰마니, 쿨쿨이마니, 늑대마니, 이린마니가 천리원

“심메마니는 제례에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으므로 그

정(千里遠程)을 느르 쫓아주시고, 마니들에게 산신령님

태도의 경건함은 물론 산삼을 많이 얻으면 「치성 덕을 많

이 점지해 주시옵소서·····(이하생략)”144)

이 입었다」라고 한다. ‘입산치성’에 대하여 ‘하산치성’이 있
다. 이것은 극히 간단히 남은 술과 음식 등으로 각 신당에
가서, 채취량이 있고 없고,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산신령

142)

최승순, 「강원도지방채삼인습속」, 『한국민속학』 8, (한국민속학
회, 1975, 12), p. 55~57.

143)

최승순은 고사문 끝에 다음과 같은 주(註)를 달았다. “話法에 맞지
아니하는 곳이 더러 있고 隱語가 더러 있으나, 口述 그대로를 採錄
하기 위하여 加筆치 아니하고 口述대로 收載하였음.”

144)

이숭녕, 「衰滅段階에 들어선 雪岳山 심메마니 隱語에 대하여」,
『방언』,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 9~10.

님 덕택에 아모탈 업시 방초를 만히 어더가지고 감니다.
내년에도 판시리하도록 해줍시사’라고 고별기도를 하며,

145)

최범훈, 「심마니 은어 연구」, 『한국문학연구』 6/7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4, 2),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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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오직 청수 한 그릇만 놓고 ‘둥山놋슴니다’ 한 마디

다.’가 끼게 된다고 기술하였다.149)

로 작별을 하기도 한다.
또 그들은 그들의 동딘이(움막) 내에 약간의 신앙을 가

5) 꿈의 해몽

졌으니, 즉 성주신(成主神) 및 조신(竈神)이다. 동연이의

심메마니의 채삼 활동과 그들이 꾼 꿈은 불가분의 관

성주를 그들은 ‘접당’이라고 하며, 조신(竈神) 즉 속칭 조

계가 있다. 그들의 채삼 활동은 꿈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왕각씨를 ‘정재할마니’라고 한다. 접당 및 정재할마니의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좋은 꿈을 꾸면 입산하고, 나쁜 꿈

위패(位牌)라는 것은 백지(白紙)로 접어 만들어 부친 것

을 꾸면 입산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150)

이며, 정재(취사자)는 밥을 지은 후, 반드시 먼저 한 숟가
락을 접시에 떠서 정재할마니 전(前)에 바친 다음에 어인

이마무라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이하의 밥을 차례로 푼다. 또 각원(各員)도 밥은 물론 무

“사람이나 동물을 붙잡거나 살해하는 등의 꿈을 좋아

럿 무슨 음식이라도 그것을 먹기 전에 각각 한 숟가락 또

하고, 또 죽은 사람이나 상(喪)에 관한 꿈도 좋아한다. 어

는 조금을 떠서 우둥실이(아궁이)를 향해 던진다. 정재할

른을 죽이는 꿈을 보면 큰 산삼을 얻고, 어린아이를 죽이

마니에게 올리는 의미이다.

는 꿈을 보면 작은 산삼을 얻는다고 판단한다. 순사가 ‘이

이렇게 내버리거나 접시에 담아둔 음식을 쥐나 까마귀

소를 끌고 가라!’고 명령하는 꿈은 산신이 순사의 모습을

가 와서 먹으면, 그들은 할마니가 먹었다고 매우 좋아하

대신하여 명령한 것으로, 소는 산삼을 암시한 것으로 그

여 ‘반이고이 내린다’라고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납부지

저 끌고 가라고만 했다면 산삼과 조우할 수 없고, ‘이 소

다’라고 한다. 접당 및 정재할머니에게는 동딘이 낙성(落

를 끌고 자택으로 데려가라!’라고 순사가 말해야만 산삼

成) 후에 술과 음식 등으로 간단한 고사(告祀)를 올리며,

이 손에 들어온다거나 정수리가 붉은 학이 품으로 날아

하산 때에도 고별의 의식을 간단히 행한다. 청수(淸水)

드는 꿈을 꾸었을 때, 학의 머리가 붉은 것은 인삼 열매의

한 그릇으로도 하며, 때로는 남은 음식으로 행한다. 또

색이고 흰 깃털은 그 뿌리 색이라 그날은 틀림없이 좋은

그들은 매일 저녁 동딘이에 돌아와 저녁을 먹을 때, 정재

삼을 얻는다는 등 그들은 입산 때의 꿈에 관심을 가질 뿐

할마니에게 산삼의 얻고 못 얻음을 보고한다. 즉, 한 숟가

만 아니라 일년내내 늘 꿈에 많은 신경을 쓴다.”151)

락의 밥을 아궁이를 향해 던지면서 ‘오뢰갑풀이예요’146)
라든지, 또는 ‘대디가풀이외다’147) 라든지 한다.”148)

손진태는 수집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이숭녕은 하산제는 전업자의 경우 눈이 내리기 시작

“꿈은 대개 점심시간에 이야기하게 된다. 어인이 ‘지난

할 무렵에 최종의 제사를 올리고 하산한다. 이때 대원의

밤에 몽사(夢事)들 본 것 없나?’하고 물으면, 각각 몽사

사기(士氣)는 땅에 떨어지고 제문(祭文) 자체도 애조(哀

를 설명한다. 그러면, 어인은 침묵하며 듣고는 마음속으

調)를 띤다. 하산제까지 버틴 것은 곧 삼 한 뿌리 못 캔

로 길흉을 판단할 따름이다. 혹 성미가 급한 사람이 있어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제문(祭文)의 한 토막으로 ‘추제

길몽을 꾸었다며 출발 전에 어인에게 지난 밤 몽사를 얻

비(下衣) 데굴레(上衣) 다 떨어지고 히-기(雪)는 날리는
데 심(蔘) 한대 못 구해서 이제는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
146)

못 캐왔습니다.라는 뜻

147)

캐왔습니다.라는 뜻

148)

손진태, 「江界採蔘者의 習俗」, 『조선민속』 제2호, (조선민속학회,
1934, 5), p. 68.

149)

이숭녕, 「衰滅段階에 들어선 雪岳山 심메마니 隱語에 대하여」,
『방언』,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 10.

150)

이길록, 「採蔘人의 隱語와 習俗(설악산·오대산을 중심으로)」,
『어문학보』 3집, (강원대학교 국어교육학과, 1975), p. 23.

151)

今村鞆, 「山人蔘採りの風習」, 『청구학총』 제6호, (靑丘學會,
1931, 11), p. 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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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며 발표하려 할지라도 어인은 바로 그것을 허락하지

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꿈에 대한 기대가 크다. 산신

않고 ‘나중에 이야기하라’라고 했다가, 점심시간이나 다

의 차이에 따라 해몽의 상이도 생긴다고 한다. 즉, 오대산

른 적당한 때에 발표를 허락한다. 소댕이 같은 사람은 길

의 산신은 여신(女神)이므로 오대산 지역에서는 여자와

몽은 즉시 발표하려고 서둘지만, 길흉을 판단하기 곤란

상종(相從)하면 길몽이라 한다.”154)

한 꿈은 속에 두고 감히 발표하지도 못한다.”152)

배도식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김이협은 심메마니에게는 꿈이 소중하며 꿈을 기다리
“심메마니는 산삼을 캘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산신

는 것이 큰 낙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령이 꿈을 점지해 주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입산하여 산
“꿈을 통하여 신의 계시(啟示)를 기다리고 운수를 점

신제를 드린 다음에는 잠을 청하고 꿈을 얻어야 하는데,

치는 것이다. 그러기에 틈만 있으면 꿈을 이루려고 애쓰

반드시 어인마니가 지정해 주는 구광155) 쪽으로 머리를

며 산을 타다가도 쉴 때는 눈을 붙인다. 날이 밝으면 일찍

두고 반듯하게 누워서 두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잠을 청

일어나 누게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조반 전에 한자리에

하여 꿈을 바란다고 한다. 꿈을 못 얻으면 구광을 중심으

모여앉아 어인의 지명에 따라 간밤 꿈을 피력하면, 어인

로 동서남북으로 자리를 바꾸어 누워 다시 잠을 청한다.

이 최종적으로 해몽을 한다. 큰 꿈이 있으면, 그 꿈의 계

몸이 흐트러진 자세에서 꿈을 얻었다면, 이는 정성이 부

시에 따라 움직이며, 흉몽이 나타나면 신당을 찾아가서

족한 상태여서 꿈도 옳은 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

가호를 빈다.” 라고 하였다. 해몽의 실례로,

서 바로 누워 다시 꿈을 꾸어야 한다. 꿈을 꾸게 되면 노

“- 돼지를 몰고 오거나 돼지를 잡으면 대길하여 삼을 얻

련한 대장인 어인마니에게 해옴을 청하여 산삼을 캐러

는다. - 사람을 붙들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짐승을 죽여

나가는 것이다.

도 길하여 삼을 얻는다. - 시체나 장례 지내는 것을 보면

꿈에 산신령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산신령의 성별에

길하다. - 관인이 소를 끌어다 주면 필시 큰 삼을 얻는다.

따라 해석을 달리한다. 설악산 산신령은 남성이므로 꿈

- 학이 품속에 들면 길하다. - 까치가 동쪽에서 짖었다

에 남자 산신령이 나타나면 대단히 길하다고 생각하나,

면, 동쪽에 삼이 있다. - 큰 무를 얻었다. 무밭을 보았으

여자 산신령이 보이면 정성이 부족한 증거라고 풀이한다.

면 큰 삼을 얻으며, 판시리를 발견한다. - 백발노인이 누

그러므로 이들은 남자 산신령이 현몽할 때까지 정성으로

게(움막)를 지팡이로 두들기며 고함쳤다면, 대흉하며 장

치성을 드리고 또 드린다.

차 호환(虎患)이 생긴다.”

산삼을 캘 수 있는 길몽으로 알려진 꿈에는 산신령을

153)

만나거나 어린 동자를 안거나 업는 꿈, 백발노인이 무를

이길록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네주는 꿈, 선녀를 만나는 꿈, 피를 흘리며 넘어지는 시
체를 안는 꿈, 송장을 염하는 꿈, 해골을 보는 꿈, 소·말·

“가장 좋은 길몽은 말 꿈, 무 꿈이라 한다. 꿈속에서 산

돼지·학을 보는 꿈, 암탉이 노란 달걀을 품고 있는 꿈, 여

신령이 나타나는 것은 최상의 길몽이라 한다. 꿈을 얻으

자를 안는 꿈, 사람이나 짐승을 살상하는 꿈 등은 모두

려는 바람은 입산 전뿐 아니라 입산 후의 모돔의 잠자리

좋은 꿈이라고 한다.

152)

손진태, 「江界採蔘者의 習俗」, 『조선민속』 제2호, (조선민속학회,
1934, 5), p. 69.

153)

김이협, 「산삼소고」, 『주간새나라』, (대한공론사, 1961), p.
282~283.

154)

이길록, 「採蔘人의 隱語와 習俗(설악산·오대산을 중심으로)」,
『어문학보』 3집, (강원대학교 국어교육학과, 1975), p. 24.

155)

전에 산삼을 캐낸 구덩이

90

ST Koh / Korean Traditional "SIMMEMANI" Culture

흉몽으로 알려진 꿈에는 눈 덮인 산이나 얼음이 얼어붙

초」라고 외친다. 제를 올린 이후 이때까지는 일행은 절대

어 있는 것이 보이면 제일 나쁘다고 한다. 눈이나 얼음이

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어인의 호령적으로 외치는 소

얼어붙은 것에서는 절대로 산삼을 캘 수 없기 때문이다.

리에 의해 한곳에 모여 땅에 걸터앉아 천천히 담배를 한

그 밖에도 동자를 보고도 안거나 업지 못하는 꿈, 얻은

대 피우고, 지위의 순서에 따라 간밤의 꿈을 자세히 말한

무를 남에게 넘겨주는 꿈, 짚고 가던 지팡이가 부러지는

다. 이어 어인 역시 자신의 꿈을 말하고, 이를 종합하여

꿈 등을 꾸면 다녀봐야 좋지 않은 일만 생기므로 하산한

어인이 판단을 내려서 그날 나아갈 방향과 지점을 정한

다는 것이다, 입산하기 전에 부정한 짓을 한 사람이 일행

다. 이 해몽은 하나의 특별한 학문(?)에 속하여 다년간 어

중에 끼어 있으면 반드시 나쁜 꿈이 꾸어진다고 한다.

인을 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풀이할 수 없다.”159)

북부지방에서는 누게(움막)를 마대(지팡)로 치는 꿈을 꾸
면 산신이 호환을 예고해 주는 것으로 알고 당장에 철수

손진태는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을 기술하였다.

하여 하산한다.”156)
“출발 때에도 만일 어인이 부주의하게 ‘떠나자’라고 말

최범훈은 길몽에 창녀와 까치를 포함하였다.157)

을 하면 단박에 범이 온다. 그래서 어인은 오직 행동으로

배병일은 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만 일동에게 출발을 알린다. 지팡이를 짚고 목추(木錐)
를 쥐고 갓을 쓰고 나서면 일동도 이미 짐작하고 함께 나

“가장 좋은 꿈은 말꿈, 무꿈이고, 산신령이 나타난 꿈

선다. 어인이 방향을 눈으로 대충 가리키면 소댕이가 앞

은 최상의 길몽이다. 오대산 지역에서는 여자와 상종하

서 길을 만든다. 깊은 산에는 길이 없으므로 소댕이들이

면 길몽이라 한다. 큰 꿈으로는 농악대, 돼지꿈, 무꿈, 똥

초목을 꺾고 밟아서 길을 개척하는 것이다.

꿈, 몽정하는 꿈, 남의 여자와 잠자리 등이고, 용꿈은 좋

이렇게 수정 또는 십여 정(町) 가다가 어인이 분산의

지 않다. 벌 소리, 미륵불이 흔들거리는 꿈, 호랑이나 구

명을 발하면 일동은 산삼을 찾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

렁이에게 쫓기는 꿈 등이 길몽이다.”158)

로 흩어진다. 가면서 그들은 나뭇가지를 꺾어 길을 표시
해 둔다. 또 뱀 같은 것을 쫓기 위해 쉬쉬 소리를 낸다. 그

6) 산삼의 수색
이마무라는 산삼 수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꺾어둔 나뭇가지를 표식으로 길을
찾아온다. 이때 경험이 없는 소댕이들은 산으로 올라가
는 것만 좋아한다. 그래서 ‘오를소댕이, 내릴어인’이라는

“여섯 곳 신당의 제(祭)를 마치면 일행은 그 장소에서

속담이 생겼다.

산속을 향해 진행한다. 이때도 역시 어인이 생각하는 방

분산 중 동료의 실종을 막기 위하여 그들은 독특하고

향으로 걸어서 다른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고 오

특별한 하나의 군호를 만들어 정한다. 그래서 연속히 서

직 묵묵히 무언의 계율을 지키며 따라 걷는다. 대개 1, 2정

로 그 군호를 교환하여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町)을 걸어갔을 때쯤에 어인이 멈춰 서서 큰 소리로 「연

막으며, 겸하여 다른 단체의 군화와 혼동을 피한다. 군호
는 대략 간단히 지르는 소리로 때로는 ‘어-이’, ‘어어이-

156)

배도식, 「심메마니의 생활속」, 『민속문화』 제2집, (한국민속문
화연구소, 1980. 11), p. 71~72.

157)

최범훈, 「심마니 은어 연구」, 『한국문학연구』 6/7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4, 2), p. 99.

158)

배병일, 「산삼채취인(심메마니)의 관습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
구」, 『비교사법』 1(1), (한국비교사법학회 1994, 12), p. 408.

이’, ‘야야야-’ 등으로 정하여, 여기서 ‘어-이’라 부르면, 저
기서 「어-이」라 답하여, 서로 화답하며 서로 간의 방향과
159)

今村鞆, 「山人蔘採りの風習」, 『청구학총』 제6호, (靑丘學會,
1931, 11),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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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짐작하게 하였다가, 점심시간이나 흡연 시간이 되

음 일정의 수색을 계속한다. 허탕이라도 불평을 하면 산

어, 어인이 ‘점심’이라던가 아니면 ‘연초’라고 하면, 그들도

신이 노한다고 하여 아무 소리도 안 한다.”162)

‘점심’, ‘연초’를 서로 전달하여 어인이 있는 곳으로 모인다.
일동은 맑은 샘물을 찾아가서 아침 출발 때 헝겊에 싸

이숭녕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 간 점심을 펼쳐놓고 함께 먹은 후, 담배도 피우며, 약
한 시간을 쉰다. 이렇게 일동은 하루 2, 3회 회합한다. 점

“심메마니는 입산 후에는 불필요한 담화는 삼가는 것

심시간 외는 대개 흡연하러 모이나, 사실은 흡연보다는

같다. 즉, 다변(多辯)은 불길을 초래하기 쉽기 때문이 아

실종을 막기 위해 모이는 것이다. 점심때나 흡연 때를 막

닌가 한다. 각자 삼 캐러 나가서는 근접하는 움직임의 소

론하고 그들은 일거수일투족을 어인의 명령 없이는 하지

리를 들으면, 평소 같으면 사람이 그리운 터라서 ‘누구냐’

못한다. 밥도 어인이 먹으래야 먹고 담배도 그러하다. 그

라고 부르겠지만, 심메마니는 ‘마-대(장)’로 나무줄기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도중에서 본 것이며, 겪은 일에 관해

두드리면서 ‘여기 심메마니가 있다’라고 신호를 하면, 상

서도 일절 말하지 못한다.

석양이 되면 어인은 ‘回굽이

대방도 ‘마-대(장)’로 나무줄기를 두드리면서 ‘여기도 심

요’라고 명(命)을 내린다. 돌아가자는 명이다. 그러면 각

메마니가 있다’를 알리면서 서로 멀어져 간다. 여기에는

원은 이 명을 서로 전달하여 동딘이로 돌아온다. 잠자리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신언주의163)가 노출

는 문 옆에 정재 2명이, 중앙에 어인이, 맨 안쪽에 소댕이

된 태도와 피차 만난다는 것이 같은 단의 대원이 아닐 때,

들이 잔다.”

자칫하면 아래 사회의 원한이나 물욕에서나 불상사가 있

160)

161)

을 가능성도 있어 사고를 막는 방법도 되려니 한다. 이 같

김이협은 산삼 수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은 응답 호응의 행동을 ‘다대곰’이라고 부른다. 이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맹수가 아닌 것을 알려 안전을 유지할 수

“누게를 떠난 일행은 오늘 행동의 기점이 될 높은 봉에

있다고 한다.”164)

올라 동서남북 사표를 눈에 익혀 두고 능선에 걸쳐 좌우
양익(兩翼) 횡대로 흩어져 전진을 개시한다. 가다가 확 트

배도식은 산삼 찾기와 관계된 일화를 소개하였다. 산

인 초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햇볕을 들이지 않는 수림,

삼은 반음반양의 깊은 계곡이나 절벽 혹은 북향의 바위

허리를 감은 넝쿨, 발목을 덮는 낙엽, 이끼 낀 바위, 이 속

밑이나 풀숲 속에서 자 자란다는데, 부정한 사람의 눈

을 지팡이 아닌 마대시리로 헤쳐가며 금방이라도 보일 것

에는 절대로 띄지 않으며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을 자란다

만 같은 삼 다알과 잎 모습을 찾는 것이다. 대원들이 서로

고 한다. 이 때문에 심메마니는 사람이 산삼을 캐는 것

연락을 유지하는 신호로 고함을 주고받는데, 이 고함을

이 아니라 산삼이 사람을 부른다고 한다. 한 예로, 어느

‘워대’라고 하며, 워대가 끊겼다는 것은 사고를 의미한다.

날 몇 사람의 심메마니와 입산한 한 노인이 어느 계곡에

피곤하게 되면 어인은 ‘연초’라고 하며 집합을 명한다. 점

서 쉬고 있었다. 그러다 동료들이 먼저 떠난 뒤에 그들이

심때가 되면 주먹밥을 나누고 각기 풀밭에 누워 한숨씩

앉았던 자리를 보았더니, 그들이 담뱃재를 털었던 그 잎

잔다. 피로를 풀기 위한 것이지만 꿈을 그리는 것이기도

이 바로 산삼이었다는 것이다.165)

하다. 낮잠에서 깨면 담배를 피워가며 해몽 점을 쳐본 다

162)

김이협, 「산삼소고」, 『주간새나라』, (대한공론사, 1961), p. 285.

163)

愼言主義(신언주의), 말을 삼가는 의식

160)

164)

161)

165)

손진태, 「江界採蔘者의 習俗」, 『조선민속』 제2호, (조선민속학회,
1934, 5), p. 69.
손진태, 「江界採蔘者의 習俗」, 『조선민속』 제2호, (조선민속학회,
1934, 5), p. 71.

이숭녕, 「衰滅段階(쇠멸단계)에 들어선 雪岳山 심메마니 隱語에
대하여」, 『방언』,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 11.
배도식, 「심메마니의 생활속」, 『민속문화』 제2집, (한국민속문
화연구소, 1980. 11),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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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삼의 발견과 그에 따른 일련의 절차

손진태는 조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이마무라는 산삼의 발견과 그에 따른 일련의 행위에
“만일 어떤 사람이 삼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큰 소리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로 미친 사람과 같이 ‘보았다!’라고 외친다. 그러면 다른
“일행은 어인의 지휘명령에 따라 산에 들어가 인삼을

사람들도 ‘어-이 보았다!’라고 서로 전하여 일동이 모인

찾기 시작하는데, 일행 중 누구나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

다. 그러면 어인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산삼 옆 땅에 꽂

을 정도의 거리에서 서로 연락을 유지하면서 눈을 움직

으며 ‘낫부지곤’이라 말한다. 어인은 서서히 담배를 한 대

여 전후좌우를 보며 나아간다. 그 간격은 사람과 사람 사

피운 후, 발견자에게 주위에 또 다른 산삼이 없는가를 보

이가 서로 큰 소리로 외치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

라고 한다. 산삼은 한 뿌리만 홀로 자생하는 경우가 적

이다. 만약 그중에 한사람이 운 좋게 산삼을 발견했을 때

고 대개 3, 4개 또는 다수가 모여 자라는 경우가 많으므

는 ‘심 봤다!’ 또는 ‘방초 봤다!’166)라고 큰소리로 연호한다.

로 최초로 한 뿌리를 발견한 사람은 그 주위에 있는 산삼

그리고 지팡이를 그 산삼 근처에 세운다. 이것은 무인도

전부에 대한 선수색권(先搜索權)을 부여하는 관습이다.

를 발견한 사람이 먼저 국기를 세워서 점유의 뜻을 나타

그 사람이 만일 또 다른 산삼을 발견하면 그는 다시 ‘보았

내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만약 지팡이가 없을 때는 그 자

다!’라고 큰소리로 외치면, 이전과 같이 일동이 모이고,

리에 앉는다.167) 이 소리에 따라 일행은 모두 그 자리에 모

어인은 다시 ‘낫부지곤’이라 하면서 지팡이를 꼽고, 또다

인다. 이때 어인은 일행에게 명하여 모두 땅에 앉도록 한

시 발견자에게 주위를 수색하라고 명한다.

다. 이어서 발견자에게 혼자 그 부근을 빠짐없이 수색하
게 한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다른 산삼이 없음을 밝히면, 그
제야 어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각자 자유로운 수색을 명

그것은 산삼은 한 뿌리 발견하면 틀림없이 그 부근에

한다. 그러고 어인 자신이 함께 순회하며 수색하기도 한

다른 산삼이 자라고 있다고 믿어, 제일 먼저 발견자에게

다. 이렇게 하여 또 발견이 있으면 발견자는 이전과 같이

그 범위의 일원에 자라는 모든 산삼의 채취권을 부여한

‘보았다!’라고 외친다. 이것은 채삼 전부를 공동의 소유

다는 관습법에 기인한 것이다. 발견자는 어인의 명에 따

로 하는 경우든 각자의 소유로 하는 경우든 이렇게 하는

라 그 부근 일원을 빠짐없이 검색하여 또 다른 산삼을 발

것이 관례이다. 만일 각자 소유로 약속했을 때, 갑이 발

견하면 또다시 첫 발견 때처럼 하고, 만약 발견하지 못하

견한 산삼 근방에서 을이 다른 한 뿌리를 발견하였다면,

였을 때는 그것을 어인에게 보고한다. 이런 순서가 마무

을은 즉시 갑에게 ‘또 본 것 없소’라고 묻는다. 그들 사이

리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일체 채삼 일을 진행할 수 없

에는 결코 허언과 기만이 없으므로 갑은 없다고 대답한

다.”168)

다. 그러면 을은 바로 ‘보았다!’라고 소리를 친다. ‘보았다!’
는 선취권의 표시이다. 그리고 산삼은 완전히 운수로 얻

166)

방초(芳草)는 만주 현대어로 산삼을 말한다. 옛날 황초(黃草)라고
말한 것의 사투리인가? 함경도의 황초령(黃草嶺)은 산삼 산의 의
미일지도 모른다. 그 외 함경 평안에 황초(黃草) 자가 들어있는 지
명이 많다. 今村鞆, 「山人蔘採りの風習」, 『청구학총』 제6호, (靑丘
學會, 1931, 11), p. 119.

는 것이므로 운이 없는 사람에게는 산삼이 눈앞에 나타
나도 그것이 산작약(山芍藥)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 둘은
화여엽(花與葉)169)이 비슷하기 때문이다.”170)

167)

지팡이는 입산 후 3일이 지나면 산에서 나무를 꺾어서 만드는 것
이 관습법이고, 집에서 지팡이를 휴대하지 않은 사람은 입산 3일
까지는 지팡이 없이 지낸다. 今村鞆, 「山人蔘採りの風習」, 『청구
학총』 제6호, (靑丘學會, 1931, 11), p. 119.

168)

今村鞆, 「山人蔘採りの風習」, 『청구학총』 제6호, (靑丘學會,
1931, 11), p. 119.

169)
170)

꽃과 잎

손진태, 「江界採蔘者의 習俗」, 『조선민속』 제2호, (조선민속학회,
1934, 5), p. 70.

Journal of Ginseng Culture 4 (2022) 59-102

김이협은 산삼 발견과 그 후속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
이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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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나 열매의 방향을 잘 봐두고 다음 날 수색할 방면을
마음속으로 정해둔다. 어인의 명령에 따라 일행은 주위
의 잡초와 잡목을 없애고, 산삼을 중심으로 약 한 평 정

“수색 중에 대자연의 정적을 깨뜨리는 워대 소리가 아

도 면적의 원형을 만들고 어인은 숙련된 손으로 자신의

닌 ‘보았다!’ 소리가 터지면, 산삼을 발견했다는 신호이

단단한 나무막대를 사용하여 땅을 파기 시작한다고 하

다. 일행이 소리가 난 쪽으로 몰려든다. 어인은 전원이 모

였다. 다른 사람은 조용히 잡초 잡목의 뿌리가 뒤엉킨 것

이기를 기다려 ‘다시 두루 살피시오!’ 하고 정중히 발견자

을 끊어내어 어인을 돕는다. 흙 파기는 거의 불필요하다

에게 부근 일대의 답사를 명한다. 삼메 규칙에 삼이 발견

고 생각할 만큼 먼 거리에서 시작한다. 대개 산삼은 무게

되면 그 발견된 삼을 중심으로 지름 몇백 미터 일대는 발

로 거래를 하는 고가품일 뿐만 아니라 작은 뿌리가 많은

견자가 유무를 답사한 후 더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포기

것을 좋은 품질로 하므로 머리카락 같은 실뿌리도 손상

를 선언하기 전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그 지역을 ‘터취’

되지 않도록 많이 조심해서 파내야 한다.

할 수 없다. ‘다 살폈습니다’라고 발견자는 지역권 포기를

파내는 것을 끝나면 석의(石衣)라고 부르는 땅에 널리

선언한다. ‘그럼 다른 분들 살피시오!’라고 어인은 그제야

퍼져있는 거친 이끼를 몇 치 들어내어 그것으로 싼 후 아

개방을 선언한다. 이에 나머지 대원들이 일제히 주변을

래위에 나무껍질을 대고 가는 새끼줄로 묶어 발견자의

뒤진다. ‘없습니다!’ 이로써 모든 탐색을 끝낸다.”171)

배낭에 넣어 휴대한다. 그날 동연으로 돌아오면 그 현품
을 사람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파묻어 둔다. 이것

이숭녕은 조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은 가끔 움막집을 습격해서 사람을 죽이고 산삼을 탈취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하여 큰 인

“삼을 발견했을 때는 발견자가 ‘심 봤다!’라고 선언한
다. 그러면, 단원의 다른 사람은 일절 그 자리에 서서 움
직이지 않는다. 이것은 선견자의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것
으로, 선취득권을 존중하는 훌륭한 태도요, 규칙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선언자가 들어가서 발견물을 다짐
한다. 만일 선언자가 오인한 것일 때에는 그 뜻을 표시하
든가 또는 선언자가 삼을 발견하고 그 삼에 표를 지르고
들어오기를 허락하면 그때 모두 들어가 그 외의 삼을 찾
는 것이다.”172)

8) 산삼의 채굴
이마무라는 산삼 채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어인은 발견한 산삼잎의 문(門)이라고 부르는 곳의 방

171)
172)

김이협, 「산삼소고」, 『주간새나라』, (대한공론사, 1961), p. 285.

이숭녕, 「衰滅段階에 들어선 雪岳山 심메마니 隱語에 대하여」,
『방언』,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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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을 획득했을 때는 일행은 동연으로 돌아와 「큰손 제」라

취 및 매매까지도 힘을 빌려주지만 일절 보수를 생각하지

고 부르는 제를 올리고, 육신당에 대하여 예(禮)를 올린

않으며, 시기심도 갖지 않는다.”176)

다. 큰손 제(祭)는 작은 손 제보다는 공물이 많다.

김이협은 산삼을 돋구기 시작하기 전에, 어인은 삼다
초산군(楚山郡) 동부의 채취 방법은 앞에 기술한 것과

알이 수그린 방향을 보아두는데, 이것은 그 방향으로 삼

는 조금 다르다. 그 방법은 열 몇 사람이 불규칙하게 횡대

이 있음을 암시한다는 점설(占說)을 믿기 때문이다. 산

를 이루고 산속을 앞으로 진행한다. 일행은 끊임없이 ‘워!

삼의 둘레를 넓게 파고들어 가며 잔뿌리 하나라도 상하

와!’라고 짐승 울음소리에 가까운 소리를 크게 지르며 간

지 않게 돋구어진 산삼은 성심껏 이끼에 싸고 다시 나무

다. 그곳은 곰이 많이 서식하는 지역인데, 곰은 멀리서 사

껍질로 포장한다. 그리고 산삼을 캔 자리에는 땅에 대한

람의 소리를 들으면 멀리 도망가지만, 갑자기 곰을 놀라

사례의 뜻으로 백지(白紙)와 엽전(葉錢)을 묻는다고 하

게 하면 거꾸로 반항하여 돌진해 와서 사람을 해하는 습

였다.177)

성이 있어서 그 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173)

최영순은 강원도 심메마니 습속 조사 결과를 다음과
손진태가 기술한 내용에는

같이 기술하였다.

“처음 발견한 산삼 주변의 수색이 종료되면, 비로서 채

“‘구광자리’라 하여 몇 년 전에 누군가가 채삼 했던 곳

취에 착수한다. 채취를 ‘독군다’고 한다. 채취는 반드시 어

이면 선발견자가 ‘다봤다!’라는 선언이 없어도 누구나 볼

인의 손으로 하고, 다른 사람은 시중을 들 따름이다. 서

수 있게 되어있다. 또 산삼을 캐내는 것을 ‘파낸다’ ‘캔다’

툰 사람이 독구면 잔뿌리를 상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 않고 ‘돋운다’라고 한다. 채삼 할 때는 기구를

그러한 것은 중간상인이 보면 바로 ‘서툰 사람이 독구왔

쓰지 않고 맨손으로 판다. 그러다가 혹 나무뿌리나 돌이

군’라 하고, 가격이 낮아진다. 채취는 사방 1척(尺) 5촌

있을 때만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구를 쓰는 수가

(寸) 정도 밖에서부터 점차 깊이 파서 한 가닥도 상하지

있지만, 과정은 맨손으로 한다. 산삼을 캐는 것을 본 일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 약간의 흙과 함께 채취해

이 없는 소심자가 발견했을 때는 본인이 캐지 않고 ‘선채’

서 돌옷 을 떠서 표면 감싸며, 채취할 때는 반드시 추목

(산삼을 많이 캐본 경험 많은 사람)에게 부탁하여 캐게

(길이는 1자(尺) 정도, 不及問其名175))을 사용한다. 철물

한다. 산삼을 캐고 나면 캔 산삼의 대소(大小)에 맞는 산

은 잔뿌리를 상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산

신제를 그 자리에서 올리게 되어있다. 제단은 입산 때의

삼에 닿으면 약효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기 때문이다.

산신제를 지낼 때의 제단과 똑같게 만들고, 백지(白紙)

174)

또 만일 당일 채취할 시간이 없으면 나무나 돌로 표식
을 해두었다가 다음날 채취한다. 이러한 표식이 있으면

두 장과 예단178)을 걸어 놓고 제물을 진설(陳設)하고 제향
(祭享)을 올린다.”179)

그사이에 다른 무리의 사람이 그것을 발견할지라도 절대
도채(盜採)하지 않는 법이라고 한다. 또 소득을 각자 소
유하는 약속일지라도, 일동은 상호 조력하고, 어인은 채

176)

손진태, 「江界採蔘者의 習俗」, 『조선민속』 제2호, (조선민속학회,
1934, 5), p. 70~71.

177)
173)

今村鞆, 「山人蔘採りの風習」, 『청구학총』 제6호, (靑丘學會,
1931, 11), p. 119~120.

174)

석의(石衣) 즉, 석태(石苔)

175)

이름을 물어볼 겨를이 없었다.

김이협, 「산삼소고」, 『주간새나라』, (대한공론사, 1961), p.
285~286.

178)
179)

이색(二色)의 천을 삼촌(三寸)의 폭(幅)으로 그 천의 넓이대로 끊음

최승순, 「강원도지방채삼인습속」, 『한국민속학』 8, (한국민속학
회, 1975, 12),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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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도식은 산삼캐기 전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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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이 산삼의 소유권이 문제가 되는
데 맨 처음 발견했던 자의 선취득권을 인정해 주기 위하
여 그들의 성을 따서 申씨 광자리, 乙씨 광자리라 이름을

“발견한 산삼을 캐기 전에 어인마니는 반드시 산삼이
수그러진 방향을 살펴보고 산세와 지세를 살핀다. 산삼

붙이고, 자기네들끼리는 침범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되
어있다.

이란 신령한 물건이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저네들끼리 서

산삼을 캐서 산에서 내려올 때는 삼을 다치지 않도록

로 영교(靈交)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심메마니들은

이끼에 싸고 다시 나무 껍질에 싸서 들고 내려온다. 이때

산삼이 수그린 방향으로 나아가서 삼을 찾는 것이다. 산

행렬은 산삼을 발견한 사람이 쌍지팡이를 짚고 맨 앞에

삼을 캘 때는 어인마니의 지휘 아래 모든 심마니들이 협

서서 내려온다. 쌍지팡이를 짚는 것은 산삼을 캤다는 표

력하여 온갖 정성을 들여서, 가는 뿌리 하나라도 다치지

시라고 한다. 삼을 캔 후 부락에 돌아와서는 산신령님께

않게 캔다. 산삼은 영물이기에 귀하게 다룬다는 뜻도 있

감사와 보은의 제사를 성대히 지낸다. 이때는 소나 돼지

겠으나, 다치게 되면 破蔘(파삼)이라하여 값이나 약효 면

를 잡아 올리고 홍, 황, 청의 삼색(三色) 헝겊을 신단(神

에서 쳐주지 않기 때문이다.

壇)에 걸어 둔다. 삼색 헝겊은 산신령님께 바치는 예단이

산삼 캐는 것을 ‘심돋운다’라 하고, 산삼이 무더기로 많

라 한다.181)

이 난 것을 ‘띠적났다’고 하며, 그 자리를 ‘마당심’ 혹은 ‘심
밭’, ‘광자리’라고 한다. 산삼이 처음 발견된 자리를 ‘생자

9) 하산

리’라 하고, 전에 파낸 자리이면 ‘구광자리’라 한다. ‘산삼

이럭저럭 처서도 지나고 누게의 잠자리에 냉기가 스며

을 캔 뒤에는 그 자리에 제단을 차려 반드시 산신제를 올

들며 고향 마을 가을 일들이 기다리게 될 무렵이면 신당

린다. 삼을 캔 구덩이에 자기의 옷을 벗어 묻기도 하고, 그

에 하직의 제를 올리고 하산한다.182)

냥 돌만 모아 산신당을 만들기도 한다. 북부지방에서는
산삼을 캔 자리에 돈을 몇 푼 묻기도 한다.’180) 어떤 사람

10) 배분

들은 자기의 이름과 어인마님의 이름을 적어 나뭇가지에

산삼채취단이 그 이익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관해,

붙이거나 구덩이 속에 묻기도 한다. 산삼이 발견된 근처

손진태는 단을 조직하는 당시에 합의로 결정하는데, 채

의 나뭇가지 사이에 돌을 박아두고 제사를 지내기도 한

취한 산삼 전부를 공동 소유로 하든지, 또는 각 발견자

다. 옷이나 돌, 이름, 돌을 넣은 것은 산삼의 대가를 산신

의 소유로 하든지를 정하는데, 발견자 소유로 하는 경

에게 지급하는 뜻도 되고, 산삼 캔 자리의 표시도 된다.

우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공동 소유로 하는 경우는

특히 나뭇가지 사이에 돌을 박아두는 것은 산삼을 많이

예를 들어 단원이 5명이면 2/5를 어인이 차지하고, 그 나

얻겠다는 생산주술적(生産呪術的) 의미도 있는 것이다.

머지 3/5를 4명이 균등 분배한다든지, 또는 정재에게 조

이때도 간단히 고사(告辭)를 드린다. 산삼을 캔 후에 정

금 더 준다든지, 단원의 다소에 따라 그 몫을 공평하게

성을 다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산신령이 노하여 큰

정한다며, 이러한 약속은 형식상은 합의에 의한다지만

재앙을 받게 된다고 믿고 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산신

대개는 어인이 결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기술하였다.183)

령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산삼을 캐낸 자리에서 몇 년 후에 다시 산삼이 발견되
는 일이 있다. 이는 산삼의 씨가 떨어진 것이 다시 자란 것

181)

배도식, 「심메마니의 생활속」, 『민속문화』 제2집, (한국민속문
화연구소, 1980. 11), p. 73.

182)
183)
180)

이규태, 『개화백경』 권4, (신태양사, 1972), p. 106

김이협, 「산삼소고」, 『주간새나라』, (대한공론사, 1961), p. 286.

손진태, 「江界採蔘者의 習俗」, 『조선민속』 제2호, (조선민속학회,
1934, 5),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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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무라는 채취물의 이익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가에 있어서 산삼으로서의 제구실을 찾기 어려운 그런
권위의 울타리가 이루어져 있다 한다.187) 그만큼 강계에
서 산삼이 많이 나왔으며, 상품으로 쳤다는 기록들이 보

“① 발견자가 발견한 것 전부를 갖고, 그 외의 사람들

인다.

에는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이 많이 실시
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있어 어인 또한 아무것도 받는

채취량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채굴한 산삼의 가치 감별과 중개인
에게 매도하는 교섭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숙달된

“1915년경 총독부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주산지

어인의 손을 빌리는 것이 통례지만, 어인은 아무런 수수

인 3곳에서 생산 수량과 가격은 강계가 8관(貫) 333문

료도 받지 않고, 답례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이때

(匁)으로 12,500원(圓), 자성이 13관(貫) 333문(匁)으로

한 뿌리도 채취하지 못한 다른 동료들이 조금의 부러움

20,000원(圓), 후창이 18관(貫) 333문(匁)에 27,500원

이나 시기심 없이 담담하게 있는 그 심정에 대해 탄복할

(圓)으로 나온다. 여기에는 누락된 것도 많을 것이라 하

뿐이다.

였다. 평균 1뿌리의 매매가격은 30원(圓) 20전(錢)이다.

② 다음에는 수확한 인삼을 단원 모두가 공유하는 것
도 있다. 처음부터 어인은 10분의 3, 정재는 10분의 2, 나

참고로 앞서 총독부에서 국유림에 파종하였으나, 전부
조선인에 의한 도채(盜採)로 실패로 끝났다.”188)

머지 3명은 10분의 1씩 등으로 이익 분배율을 정해두는
것이다. 위의 어느 경우든 계약서 등을 교환하는 일은 없
지만, 서로 덕의(德義)를 잘 지켜 옛날부터 분쟁을 초래

和田一郞는 자신의 저서인 『朝鮮の匂ひ』에 다음과 같
이 기술하였다.

한 적은 아직 없다고 한다.”184),185)
“산삼은 그 가격도 대단히 고가이다. 보통 1뿌리 30문

배도식은 강원도 심메마니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

(匁)(3.75x30g) 정도에 100원(圓)에서 150원(圓), 20문

에 “산삼을 캐러 떠날 때, 몫의 차지 방법을 미리 정한다.

(匁) 정도는 60원(圓)에서 100원(圓), 10문(匁)짜리가 30

캔 산삼을 공평히 나누어 가지는 방법을 원앙메라 하고,

원(圓)에서 40원(圓), 1문(匁) 정도라도 2원(圓)에서 3원

먼저 발견한 사람이 독차지하는 것을 독메라 한다”186)고

(圓)이나 하였다. 여러 해전에 어떤 조선인이 1뿌리 127문

기술하였다.

(匁)짜리를 발견하자 바로 800원(圓)에 사는 사람이 있
었으며, 그것은 다시 1,100원(圓)에 중국 상인에게 매각

12. 산삼채취량과 가치

되었다고 하였다. 산삼의 수출국은 대부분 중국으로, 매
년 생산액은 약 67만원(圓)을 넘으며, 그 주산지는 압록

채취한 산삼은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값이 나오는

강 상류 지방, 즉 자성, 후창, 강계 부근이다.”189)

데, 일단 강계(江界)에서의 감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평
유사 이래 최고의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1915~6년(이
184)

今村鞆, 「山人蔘採りの風習」, 『청구학총』 제6호, (靑丘學會,
1931, 11), p. 120~121.

185)

고승태, 『인삼사』 6권 국역판,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p.
254.

186)

배도식, 「심메마니의 생활속」, 『민속문화』 제2집, (한국민속문
화연구소, 1980. 11), p. 72.

187)

김이협, 『강계 삼메꾼의 워대소리』, (북한, 1978), p. 171.

188)

朝鮮山蔘調査, 『東洋時報』(218), (東洋協會, 1916, 11), p. 72~73.

189)

和田一郞, 「山人蔘採り」, 『朝鮮の匂ひ』, (ウツボヤ書籍店, 1921,
1), p. 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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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라는 1915년)에 강계군 화경면 율평동의 인두봉(人

지방에서 나온 산삼은 성장기가 적어서 품질이 좋지 못

頭峯)에서 채굴한 8냥 4전(이마무라는 82문(匁))인데,

하고, 음지에서 자란 삼도 역시 그렇다. 이와 반대로 늦

3,400원에 동아일보 사장 부친이라는 사람에게 매매되

게 추워지며 일찍 따듯해지는 지반의 양지에서 성장한

었다 한다.190) 같은 것으로 보이는 다른 기록을 보면 1932

것이 양호한 것은 물론이다. 이것을 양쪽삼, 음쪽삼이

년 강계군 입관면 입석이라는 곳에서 난 8냥 4돈쭝짜리

라 구별한다.196)

의 약 300년 자란 것으로 전 부통령 김성수씨의 부친이
3,800원(圓)에 매입하였다고 한다.191)

III. 나가며

이마무라는 강계의 주요 산삼 중매인을 통하여 개산
(槪算)한 강계에서 거래된 산삼량192)과 각 산지에서 직
접 거래된 양과 함경도에서 채취된 산삼의 일부로 영

본 연구를 통하여 지금까지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만

흥(永興)에서 거래되는 양193)을 합한 것이 조선 전체 산

보고된 심메마니 문화에 대해 산삼의 정의부터 산삼의

삼 산출량이라 보았는데, 그 양은 1926년 약 15관(貫,

분류, 심메마니의 어원, 채삼 직업, 심마니의 분포, 법사

56.3kg), 1927년 약 12관(貫, 45.0kg), 1928년 약 9관(貫,

회적 관점에서의 산삼채취, 산삼채취를 위한 입산 시기

33.8kg), 1929년 약 6관(貫, 22.5kg), 1930년 약 4.5관(貫,

와 조직 구성, 입산일 택일, 준비물, 금기, 출발과 입산,

16.9kg), 또한 강계에서 거래된 산삼의 금액은 1928년 약

사신제의(祀神祭儀)와 도사(禱詞), 해몽, 산삼 수색, 산

25만원(圓), 1929년 약 30만원(圓), 1930년 약 6만원(圓)

삼 발견과 그에 따른 일련의 절차, 산삼 채굴, 하산, 채취

으로 급감했는데 이것은 은(銀) 시세의 폭락에 의한 것

물의 배분, 산삼채취량과 그 가격에 이르기까지 행위별

이라고 하였다. 영조 때 어느 해의 진상(進上) 총량이 34

비교를 포함하여 어인의 제문(祭文), 사료의 사진, 삽화

근 4량이었다는 기록도 있다.194)

까지 첨부하면서 최초로 집대성하였다. 추가로 발굴한

1930년경 한뿌리에 50엔(円), 100엔(円), 그중에는 2, 3

자료인 산삼봉표, 산삼가현산서표, 심마니봉 이정표,

천엔(円)에 거래된 것도 있어, 당시 순금 무게보다 고가

새옹, 「山人蔘採り」 「山蔘採り」 「朝鮮山蔘調査」의 소중한

(高價)였다고 한다. 1년에 한두 뿌리만 캐도 2, 3천엔(円)

내용도 새롭게 반영하였다. 그중 산삼봉표, 산삼가현산

을 벌었으므로, 조선에서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일을

서표에 대해서는 설치시기, 설치 목적, 그 가치 등에 관

‘산삼캐기’라 했다고 한다.195)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강계는 고래로부터 평북 산삼의 산지이며 집산지로,
1931년 매매액은 약 십만 원에 달하였다고 한다. 산삼의

산삼채취 관련 문헌과 자료 및 그 요지

감별법은 무게와 색택(色澤)에 의하며, 불량한 삼일수
록 무게가 안 나가고 윤택하지 않다. 또 삼은 기후와 일
광과도 깊은 관계가 있어, 일찍 추워지고 늦게 눈이 녹는

산삼채취에 관한 문헌과 자료는 “산삼채취”, “심마니”,
“은어” 등의 주제어로 검색하였으며, 검색한 문헌에 인

190)

손진태, 「江界採蔘者의 習俗」, 『조선민속』 제2호, (조선민속학회,
1934, 5), p. 58~59.

191)

김이협, 『강계 삼메꾼의 워대소리』, (북한, 1978), p. 173.

192)

함경도 평안도에서 채취된 산삼은 모두 강계로 수송되어 거래된다.

193)

今村鞆는 강계에서 취급되는 양의 50%로 추산하였다.
김이협, 『강계 삼메꾼의 워대소리』, (북한, 1978), p. 170.

194)
195)

木澤政直, 「山蔘採り」, 『鷄林』, (日硏出版,1964), p 171.

용된 문헌이나 자료도 별도로 검색하여 그 내용을 확인
하였다. 지금까지 조사된 문헌과 자료는 많지 않으나, 연
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6)

손진태, 「江界採蔘者의 習俗」, 『조선민속』 제2호, (조선민속학회,
1934, 5),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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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朝鮮山蔘調査, 『東洋時報』(218), p. 72-73, (東洋協會,

會, 1931, 11), p. 110~123.

1916, 11)

산삼과 산지, 채취 시기, 채취인, 채취 방법 및 관습, 은어

짧은 기사이지만, 조선의 산삼 주생산지는 평안북도 자

의 사용 배경, 길림의 산삼 채굴 방법에 대해 자세히 기술

성·후창·강계이고 그다음이 위원·벽동·초산이라 하며,

(8) 今村鞆, (18) 산인삼 도해, 『人蔘神草』, (조선총독부,

주산지 3곳에서의 생산량과 평균 매매가격 및 총독부에서

1933, 4)

국유림에 산삼 종자를 파종했지만 전부 도채(盜採)되어

산삼의 형태, 기원, 명칭, 산지, 산삼의 신화·전설, 인삼 재

실패로 끝났다는 내용도 기술

배, 산삼 약효, 산삼 문예, 산삼의 도해에 대해 조사 및 고

(2) 魏聲龢, 葠, 『吉林地理記要』 下, (中國 吉林 吉東印刷社,

1918), p. 71~74

구한 내용을 기술
(9) 이은상, 심메만이의 변말, (동아일보, 1933, 11, 5), 3면.

길림 주요산물의 하나인 산삼(葠)의 성질, 형상, 채취 시

강원도 설악산 심메마니 은어 107 어휘를 채록하여 최초

기, 채취법, 가공법 및 수출량에 관해 기술

로 발표

(3) 和田一郞, 「山人蔘採り」, 『朝鮮の匂ひ』, (ウツボヤ書籍店,

(10) 손진태, 「江界採蔘者의 習俗」, 『조선민속』 제2호, (조선민

1921, 1), p. 133~138.

속학회, 1934, 5), p. 57~80.

산삼과 인삼의 구별법을 언급하였으나 오류로 지적된 내

삼의 품별 및 명칭, 삼의 종품, 입산기, 입산단의 조직, 입

용이 있다. 간단한 수필형식으로 최초의 조선 심메마니 채

산 준비와 휴대물, 금기 및 잡신· 제신 의식, 입산 중의 행

삼 습속에 관한 자료이다. 채삼 시기·채삼군·산신제·해

동 및 채삼, 삼묏군말 등에 관해 상세하고 깊이 있게 조사

몽·움막·산말 등에 대한 소개 수준의 내용이나, 산신제

하여 발표

모습의 삽화와 그 속에 심메마니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으
며, 당시의 심메마니 수가 7, 8천 명에 이른다고 기술

(11) 今村鞆, 『인삼사』 5권 인삼의약편, (조선총독부 전매국,

1937, 3)

(4) 小倉進平, 「산인삼채취업자의 은어」, 『평안남북도의 방

한방의약학상에서 정해진 인삼의 본질적 지위, 인삼의

언』,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연구조사책자, 1929, 3) 제1

수제법과 저장법, 고대에 있어서의 인삼약효에 대한 인식

집, p. 44~57.

및 상한론, 금궤요락, 신농본초경 등의 고서를 통해 본 인

자성·후창·강계 지역에서 채록한 73개 심메마니 은어와

삼이 들어간 처방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인삼의 약용 방

각 은어의 어원에 대해 고구(考究)한 내용을 발표

법, 인삼의 성분 및 인삼의 약물적 작용에 대한 근대적인

(5) 小倉進平, 「산인삼채취업자의 은어, 함경남도 및 황해도
의 방언」,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연구조사책자 1930, 4)

과학적 연구까지 조사하여 기술
(12) 이신팔, 「삼메말(채삼어)」, 『한글』 제5권 제10호, (조선어

제2집, p. 91~97.

학회, 1937, 11), p. 15~16.

풍산, 갑산, 혜산 등 특히 함경남도에 관계된 산삼채취업

평안북도 강계·자성·후창 지역의 은어 130 어휘 단순 발표

자 은어 67 어휘(명사 61, 동사 6)를 채록 열거하고, 몇몇 어

(13) 최진원, 「채삼 용어(강원도 강릉)」, 『한글』 제6권 제7호,

휘의 어원에 대해 기술
(6) 神戶大學經濟經營硏究所 新聞記事文庫 아시아 諸國, (경
성일보, 1931, 1, 7)

(조선어학회, 1938, 7/8), p. 45.
강원도 강릉 은어 33 어휘 단순 발표
(14) 今村鞆, 『人蔘史』 6권 인삼잡기편, (조선총독부 전매국,

북한 궁민(窮民)이 압록강을 비밀리 월강(越江)하여 산인

1939)

삼을 도채(盜採)했다는 내용이 조선민의 해외 이주 생활

산삼채취업의 의의와 발생적 기원, 산삼채취 지역, 입산

기사 중에 나온다.
(7) 今村鞆, 「山人蔘採りの風習」, 『청구학총』 제6호, (靑丘學

단의 조직, 입산 시기, 입산 준비와 금기, 입산, 제사, 현몽과
해몽, 산삼 수색 동작, 심메마니 은어, 입산자 가족의 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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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박영섭, 「은어의 사적 생성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

시하며 깊이 있게 기술

학교, 1979), p. 59~67.

(15) 이숭녕, 「은어고」, 일석 이희승 선생 송수 기념논총, 『국어

설악산 지역, 오대산 지역 및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지역

국문학』, (국어국문학회, 1957, 12), p. 467~492.
은어의 고찰, 산삼채취인의 은어 분포와 자료의 제시, 평

은어 비교
(22) 사상길, 「산삼 캐는 심마니 세계」 <1>, (동아일보, 1979,

안북도·함경북도와 강원도 심메마니 은어의 비교와 심메

11, 5), 6면.

마니 은어의 형성 및 산신 숭배와 은어의 발달에 대해 考

대중화되어 가는 산삼채취와 채취를 위한 致誠과 現夢

究한 내용을 발표
(16) 김이협, 「산삼소고」, 『주간새나라』, (대한공론사, 1961),

p. 270~286.
산삼의 종류, 산삼의 감정, 강계 지방의 산삼채취량, 은
어, 채취 시기 3절, 현몽, 채취 습속 등을 소개
(17) 木澤政直, 「山蔘採り」, 『鷄林』, (日硏出版, 1964), p.

169~172.
조선인삼은 예부터 조선, 중국, 일본에서 어떤 병에도 효

(23) 사상길, 「산삼 캐는 심마니 세계」 <2>, (동아일보, 1979,

11, 6), 6면.
현몽과 금기 사항 및 심마니 조직에 관한 간단한 내용
(24) 사상길, 「산삼 캐는 심마니 세계」 <3>, (동아일보, 1979,

11, 7), 6면.
산삼의 약효와 산삼감정에 따른 산삼값 그리고 그에 대한
세금에 관한 내용
(25) 김이협, 「삼메꾼(심마니) 은어집」, 『방언』, 3, (한국정신문

과가 있는 영약으로써 귀중하게 취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화연구원, 1980), p. 154~163.

시작하여, 인삼에 대한 속담과 인삼의 재배 시기, 백삼과

자성·후창 지역의 삼메꾼(심마니) 은어에 대해 기술

홍삼의 차이와 부작용, 산삼의 모양과 산삼채취의 어려

(26) 이숭녕, 「衰滅段階에 들어선 雪岳山 심메마니 隱語에 대

움 및 가격 등에 대해 항간의 소문 등을 모아 기술하였는

하여」, 『방언』,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 1~21.

데, 잘못된 내용도 적지 않다.

심메마니 은어의 특이성, 설악산 심메마니의 산신 숭배

(18) 이길록, 「採蔘人의 隱語와 習俗(설악산·오대산을 중심으
로)」, 『어문학보』 3집, (강원대학교 국어교육학과, 1975),

생활과 그 은어에 대해 기술
(27) 배도식, 「심메마니의 생활속」, 『민속문화』 제2집, (한국민

p. 14~25.

속문화연구소, 1980. 11), p. 65~81.

설악산·오대산 심메마니의 은어와 생활 습속에 대해 2차

채삼 역사, 「심메마니의 분포, 채삼 시기, 입산 준비, 입산

의 조사내용을 발표

활동(산막, 산신제, 현몽, 삼 찾기와 몫 차지, 삼 캐기와 고

(19) 최승순, 「강원도지방 채삼인 습속」, 『한국민속학』 8, (한
국민속학회, 1975, 12), p. 46~59.

사), 금기, 산삼의 모양에 관한 기술
(28) 배도식, 「심메마니 은어의 조어 구조」, 『죽헌 이주호 교수

강원도 지역 채삼인의 입산 전 습속(금기, 인원 편성, 휴

회갑기념 특집, 어문학교육』, (부산국어교육학회, 1981,

대품), 채취 중의 습속(채취 시기, 모둠 생활 습속, 치성

12), p. 257~272.

제, 고사), 채취 시의 습속 등을 조사 발표

심메마니 은어의 어원, 조어 구조, 심메마니 은어의 월에

(20) 김이협, 『강계 삼메꾼의 워대 소리』, (북한, 1978), p.

169~177.

대해 고구
(29) 박영섭, 「채삼인 은어의 분석고」, 『인천전문대 논문집』 2

강계 산삼의 위치, 산삼과 가삼(假蔘)의 가치 차이, 산삼

집, (인천전문대학 1982, 2), p. 42~63.

의 감정, 삼메꾼의 입산 시기, 조직, 은어의 사용 이유와

채삼인의 생활풍습, 설악산 지역·내설악 지역·오대산 지

은어 실례, 성황당 제사, 산신제, 현몽, 채삼 행위, 워대 등

역 및 함경도·평안도 지역 채삼인의 어휘분석, 은어의 분

채삼 관련 강계 지역의 습속을 소개

석비교와 형성에 대한 考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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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최범훈, 「심마니 은어 연구」, 『한국문학연구』 6/7집, (동
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4, 2), p. 95~128.

방식에 대한 정리
(38) 한룡길/한광운, 「설악산과 백두산 채삼민속비교」, 『명산

산삼의 주산지, 입산기, 조직, 준비물, 산신제, 입몽, 산삼

설악산 기행문학과 민속문화』, (속초시박물관, 2014), p.

발견 등에 관한 심마니 습속을 간략히 언급하고, 심마니

143~180

은어의 계통적/성분별 고찰, 심마니 은어의 조어론적 분

2014년 7월 26일 속초시 설악동의 서종만(72세) 심메마니

석을 시도

와의 대담을 통한 설악산 채삼 습속의 조사, 2010년 11월

(31) 안영희, 「특수집단어의 의미특성에 관한 연구」, 『국내학

17일/2014년 8월 10일 중국 안도현 이도백하진 대두산촌

술기사 논문집』, (숙명대학교, 1986, 12), p. 209~230.

심메마니의 제보를 통한 백구산 채삼 습속의 채록 조사 및

특수집단어인 심메마니 은어의 의미적 대상, 언어적 제

설악산과 백두산의 채삼 용어 및 산삼 설화를 비교

약, 의미자질, 의미표현에 대한 考究
(32) 田家正子, 「幻の山蔘狩り」, 『週刊寶石』, 7(25)(277), (光

(39) 장정룡, 「설악산/백두산 심메마니 채삼문화」, 『명산 설악
산 기행문학과 민속문화』, (속초시박물관, 2014, 9), p.

文社, 1987, 7), p. 29~36.

101~117.

설악산 삼삼 캐기, 심메마니의 뜻, 입산 기간, 산신제, 人

1981년 4월 17일부터 4차에 걸친 속초시와 양양군 심메

神一體 등에 대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탐방 기사

마니를 대상으로 설악산 심메마니 채삼 습속을 조사하

(33) 장정룡, 「오대산 심메마니의 산신제」, 『월간 태백』, (강원

여, 입산 절차, 채취과정, 산신제, 채삼 금기, 심메마니 은

일보사, 1990, 9), p. 140~145.
오대산 심메마니 박동인씨와 함께 입산 전부터 입산 후까

어 등에 관해 비교적 총체적으로 집약 기술
(40) 우승하, 「심마니 습속의 변화 양상」, 『민속학연구』, (국립

지 채삼 활동 전반에 대한 동반 체험을 통한 심메마니 습

민속박물관, 2014, 12), p. 5~28.

속 취재내용

심마니의 어원, 변화 후의 입산 전 습속, 집단생활 습속,

(34) 연호택, 「심메마니 은어의 연구(오대산 지역을 중심으
로)」, 『관대논문집』, (관동대학교, 1992), p. 79~93.
채삼 용어의 형성상의 특징 파악 및 차용어의 어원을 분
석 제시로 채삼 용어에 끼친 외래어의 영향을 考究
(35) 배병일, 「산삼채취인의 풍습」, 『영남법학』, (영남대학교

채삼 습속, 은어 외에 습속변화의 원인 및 변화 내용에 대
해 기술
(41) 고승태, 『인삼사』 국역판 5권 인삼편, (동양대학교, 2015,

12)
今村鞆의 인삼사 5권 인삼 의약편의 국역판으로, 한방의

법학연구소, 1994, 1), p. 157~169.

약학상에서 정해진 인삼의 본질적 지위, 인삼의 수제법

今村鞆가 1931년에 발표한「「山人蔘採り」の風習」의 일부

과 저장법, 고대에 있어서의 인삼약효에 대한 인식 및 상

를 번역 발표

한론, 금궤요락, 신농본초경 등의 고서를 통해 본 인삼이

(36) 배병일, 「산삼채취인(심메마니)의 관습에 관한 법사회학

들어간 처방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인삼의 약용 방법, 인

적 연구」, 『비교사법』 1(1), (한국비교사법학회 1994, 12),

삼의 성분 및 인삼의 약물적 작용에 대한 근대적인 과학

p. 397~416.

적 연구까지 조사하여 기술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에서의 산삼채취에 따른 관습법

(42) 고승태, 『인삼사』 국역판 6권 인삼잡기편, (동양대학교

과 성문법 측면에서의 소유권과 분배 및 이에 대한 소득

2015, 12)

법상 과세 등에 관해 정리

今村鞆의 인삼사 6권 인삼 재배편의 국역판으로, 산삼채

(37) 정성미, 「심마니·한지장·광부」, 『국립국어원 민족생활어

취업의 의의와 발생적 기원, 산삼채취 지역, 입산단의 조

자료 총서』 10, 국립국어원, 2009, 3), p. 29~118.

직, 입산 시기, 입산 준비와 금기, 입산, 제사, 현몽과 해

심메마니의 구술 생애, 심메마니 어휘, 채삼 산삼의 분배

몽, 산삼 수색 동작, 심메마니 은어, 입산자 가족의 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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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 단원 상호 간의 계약과 덕의심 등에 관해 기술
(43) 손지원·공다혜, 「강원도 심마니 이야기」, 『강원도 약초상
과 심마니』, (국립민속박물관, 2016, 12), p. 112-194.
심메마니의 어원, 심메마니로의 입문 과정과 은어 숙달,
심메마니의 채삼 활동, 심메마니 습속의 변화, 심메마니
의 경제활동, 심메마니의 의례
(44) 설혜심, 「인삼사냥꾼(북미대륙의 채삼 관행과 채삼인의
이미지)」, 『인문과학』,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8), p. 16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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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희, 「특수집단어의 의미특성에 관한 연구」, 『국내학
술기사 논문집』, (숙명대학교, 1986).
연호택, 「심메마니 은어의 연구(오대산 지역을 중심으
로)」, 『관대논문집』, (관동대학교, 1992).
우승하, 「심마니 습속의 변화 양상」, 『민속학 연구』, 35, (국
립민속박물관, 2014).
이규태, 『개화백경』 4, (신태양사, 1972).
이길록, 「採蔘人의 隱語와 習俗(설악산·오대산을 중심으
로)」, 『어문학보』 3, (강원대학교, 1975).
이숭녕, 「은어고」, 『일석 이희승 선생 송수 기념논총』, (국

북미대륙의 채삼 관행과 채삼인의 이미지에 대한 추찰

어국문학회, 1957).
이숭녕, 「衰滅段階에 들어선 雪岳山 심메마니 隱語에 대
하여」, 『방언』,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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