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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구야 들자구야!

죽령 산신당(竹嶺 山神堂)은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에 있는 제당이다. 조선시대에

는 이곳에서 죽령 산신제를 지냈다. 국사당(國社堂)이라고도 불리는데, 1976년 충청북도

민속자료 제3호로 지정되었다. 

죽령고개는 예로부터 한양과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고갯길이었다.

그런데 험한 데다 길었고 수목(樹木)이 꽉 차 있어 낮에도 넘기 힘든 아흔아홉 구비가 내

리막길 30리 오르막길 30리였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밤에만 나타나던 도둑이 낮에도

나타나 행인을 괴롭히고 관가의 행차도 어렵게 했다. 관가에서는 군졸을 풀어 도둑을 잡

으려 했으나 도둑들은 산 지형을 훤히 아는지라 이들을 잡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 도둑 잡기를 자청했다. 

“나 또한 도둑에게 재산을 다 빼앗겨 도둑에게 원한이 깊습니다. 내가 도둑 소굴에 먼저 들

어가겠습니다. 가서 그들이 자고 있으면 ‘다자구야’를 외치고 도둑이 안 자고 있으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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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사람들을

지켜주는 산신 
종목 충청북도 민속문화재 제3호

명칭 단양 죽령 산신당

분류 유적건조물ㆍ종교신앙ㆍ제사유적ㆍ산신당

지정(등록)일 1976.12.21

소재지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49-9

시대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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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자구야’를 외치는 것으로 암호를 정합시다.”

할머니가 도둑 소굴에 들어가서 매일 ‘다자구야, 들자구야’를 노래 삼아 부르며 생활했다. 

다자구야 덜자구야

언제 가면 잡나이까?

덜자구야 덜자구야

지금 오면 안 됩니다.

다자구야 다자구야

소리칠 때 기다리다

다자구야 다자구야

그때 와서 잡으라소.

보름째 되던 날 도둑 두목의 생일이라 모두가 밀주에 취하여 다 자고 있을 때 할머니가 나

와서 “다자구야, 다자구야!”를 외치자 매복해 있던 관군들이 도둑 떼를 일망타진했다. 

498

죽령 옛길



이 일을 단양군에서 보고하자 조정에서는 할머니의 사당을 짓도록 명했다. 할머니가 죽은

후 이곳 사당에 위패를 모시고 정부에서 춘추(春秋)로 제사를 지냈고 단양, 영춘, 풍기, 청

풍, 제천의 지방관이 제사를 지내서 모두가 국사당(國社堂)이라고 불렀으며 ‘다자구 할머

니 산신당’ 또는 ‘죽령 산신당’이라 불렀다.  

유일하게 화재를 면한 산신당의 힘

대강면 용부원리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죽령 산신당을 극진히 모시고 있다. 마을 사람

들은 죽령 산신당이 영험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일본 징용을 가거나 태평양 전쟁, 6·25사변 당시 군에 입대할 때는 전 가족이 와서 참배하

고 군에 입대했는데 여태까지 한 사람도 마을 사람이 전사하거나 다친 사람이 없어요. 그

건 산신당의 다자구 할머니가 마을을 보호(保護)하기 때문이에요.”

40년 전에 마을에 큰 산불이 난 적이 있었다. 불이 워낙 크게 나서 산이 다 타버렸고 마을

도 송두리째 다 타버리는 것만 같았다. 그때 마을 이장이 말했다. 

죽령 산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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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이 불을 잡지 못할 게 분명해. 인력으로 불을 끄는 것보다 다자구

할머니의 영험을 빌어보는 게 차라리 낫겠어!”

이장은 술 한 병을 들고 산신당으로 뛰어가 빌었다. 그랬더니 불길이 비켜가 도로에 닿아

서 어느새 꺼지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다른 곳은 다 타도 산신당 근처는 멀쩡한 것을

보고 산신당이 영험하다고들 입을 모았다. 마을에는 이런 이야기도 전한다. 

“제사에 쓸 곡식을 죽령 산신당 마당에 널어서 말리는데 그걸 먹은 참새가 숱하게 죽었대.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야.”

마을 사람들은 다른 산신각은 남자가 신이지만 이곳은 여신인 다자구 할머니라서 남자보

다 포용력이 많고 은혜를 더 많이 베푼다고들 한다.  

국가 제사를 지내던 곳, 죽령 산신당

죽령 산신당은 용부원 3리 앞 해발 400m의 당산 정상에 위치하는데 주변에는 소나무와

참나무 등이 둘러싸고 있어서 풍광이 아름답다. 죽령 산신제의 제사 대상은 다자구 할머

니이다. 그래서 죽령 산신당 내부에는 ‘죽령산신지위(竹嶺山神之位)’라 적어 놓은 위패가

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나온다. 

“단양군의 죽령산을 소사(小祠)로 정하고 위판(位版)에는 죽령산지신(竹嶺山之神)이라

쓰고 제사 지내는 곳을 1432년(세종14)의 수교(受敎, 임금의 말)에 의하여 죽령산 기

슭으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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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관련된 유적(물) 단양 죽령 산신당

간접 관련된 유적(물) 죽령 옛길

이 내용으로 볼 때 조선 초기에 이미 제장이 옮겨졌고 죽령산에서 국행의례로서 제사를 지

내곤 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단양에서 매년 봄과 가을에 죽령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또한 옛날의 역사와 풍광을

느껴볼 수 있는 죽령 옛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