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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골에서는 해마다 정월이면 산신령을 부른다

속리산 동북쪽에 있는 사내리의 사내골 사람들은 매년 정월이면 산제당에서 동제를 지낸

다. 속리산면의 동북쪽에 위치하는 사내리에는 민판골, 청주나들, 사내골(새내골), 수정

동, 부민동의 자연마을이 있다. 이중 사내골이 사내리의 중심마을이며, 이 마을 사람들이

매년 사내1리 산제당에서 동제(洞祭)를 지내는 것이다. 

산신제를 지내기 일주일 전부터 마을 사람들은 분주하다. 산제당에 금줄을 친다. 마른 짚

을 깨끗이 추려, 왼쪽으로 새끼를 꼰다. 인간의 세상이 아닌 신령들의 세상에 잡귀가 근접

하지 못하도록 비일상적인 왼새끼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관은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준비

한다. 

산제당은 일주일 전부터 금줄을 치지만 마을회관에는 제사 직전인 섣달그믐에 금줄을 친

다.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제사 당일(음력 1월 2일)이 되면 사내골 마을에 방송 소리가 울려 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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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우리 마을 동산제를 지냅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5시까지 산신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풍물패가 산신제의 임박을 알려주었다. 풍물패가 집집마다 다니며 그 집안의 터

를 누르고, 한해 평안을 기원해 주면서 마을을 한 바퀴 돈 다음 산신당에 올라 제사를 지

낸 것이다. 제사 전에 마을 밖으로 나간 사람은 산신제가 끝날 때까지 마을로 들어올 수

없다. 혹여 마을 밖의 부정이 마을로 들어와 산신제를 올리는 정성에 해가 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산신제의 날짜를 1월 3일에서 1월 2일로 당겼다. 현대에는 마

을사람들의 마을 바깥출입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이다. 

마을에 울려 퍼지는 방송을 듣고 산신제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산제당 아래로 모인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산제당에는 제를 지내기 위해 정갈하게 준비한 사람만 올라간다. 산

제당에 도착하면 제관 일행만 제당으로 들어간다. 정성껏 장만한 제물을 산제당 산신각에

차린다. 삼색실과·사과·배·김·떡·육탕·두부전·삼채(三菜)·조기·전·메·냉수를 산신도 앞

제단에 올린다. 그리고 아래에 향로와 술병을 놓는다. 

유교식 절차에 따라 제사를 마치면 마지막에 소지를 올린다. 마을 사람 한 명씩 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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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며, 그 집안의 소원을 빌어준다. 소지를 모두 올리면 산신제는 끝이 난 것이다. 이제

는 산제당 밑에 있던 마을사람들도 올라가 다시 한 번 간절한 소원을 담아 각자 소지를

올린다. 

산제당 옆의 칠성각에서는 별도의 제사를 올리지 않는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곳에 들어가

절을 하고 소원을 빌기도 한다. 산제당에 모인 사람들은 산신령께 비는 마음으로 제주를

마신다. 산신제 떡을 먹으면 일 년이 무탈하고 운수 대통하리라 믿는다.  

마을로 내려오면 곧바로 다시 제물을 챙겨 마을 입구의 중앙교 앞으로 나간다. 이곳에는

사내1리를 알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예전에는 수살목이 있었다. 이곳에도 산신제와

같은 제물을 놓고 제사를 지낸다. 그 무엇이든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를 통과해야 마을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입구에 나쁜 것은 막아주고 좋은 것은 길을 열어주기를 기원하

는 것이다. 또 이곳을 수시로 지나다니는 마을 사람들의 무사고를 기원한다.

이처럼 사내골 사람들은 현대사회 속에서도 이곳의 터전을 돌보는 산신령에 대한 정성을

멈추지 않고 있다.  

447충청권 문화유산과 그 삶의 이야기 - 보은

사내리 수살제(국립민속박물관 제공)



산제당, 구복(求福)의 역사가 모인 곳

2011년 9월 30일 속리산면 사내1리 사내

골의 산제당이 충청북도 민속자료 제19호

로 지정되었다. 인근 지역의 일반적인 당집

과는 구조가 다른 것이 특이하다 여겨졌

고, 산신각과 함께 칠성각이 붙어 있는 점,

건물의 형태가 불교 양식을 띠고 있는 점

등이 보존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었다. 

본래 사내1리의 산제당은 여느 산제당과 다르지 않았다. 초가지붕을 한 작은 한 칸짜리

당집이었다. 사내1리 마을 주민들은 일 년에 한 번, 매년 음력 정월 초이틀이면 산제당에

서 제사를 지내 마을의 평안을 빌어 왔다. 

그러던 1950년 3월, 사내3리에 있었던 여적암에 산신각을 신축하고자 옛 산신각을 허물

어야 했다. 사내1리 마을 사람들은 이왕에 허물어 버릴 산신각이라면 마을의 허름한 산제

당 대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랬고, 그 바람은 이루어졌다. 여적암의 산신각은 그렇게 1950

년 사내1리의 산제당이 되었다. 

지금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1리 산제당은 그 연혁을 밝힐 수 있는 몇 안 되는 당집이다. 당

집 안의 상량에는 “세재경인음이월이십사일국태민안시화연풍국태민안 구용(歲在庚寅陰

二月二十四日國泰民安時和年 國泰民安 龜龍)”이라고 기록되어 경인년(1950년으로

추정됨) 음력 2월에 건립된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의 건물은 법주사 여적암에서 옮겨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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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사내리 마을 주민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여적암은 1694년 창건되어 1901년 중창이 있었고 1907년에 삼성각을 창립하였으나 한국

전쟁으로 소실되었다가 1964년 재건한 곳이다. 

이처럼 보은 사내1리 산제당의 축조 연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나 사내골 사람들이 산

신제를 지내온 역사는 오래되었다. 

옛 산신제의 흔적을 지키다

신제당의 내부에는 탱화와 제기 등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산신제를 지내는 절

차와 방식이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다. 제비(祭費)를 걷는 방식 또한 예전과 동일하지 않

지만 그 흔적이 남아 있다. 

다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산신제를 지내면서 산신계가 시작되었는데,  마을 사

람 모두가 계원이었다고 한다. 산신계가 처음 생길 때 일정량의 제비를 걷어 사용하였고,

남은 쌀은 순번을 정해 계원들에게 한 말씩 나누었다. 이렇게 한 말을 받은 계원은 다음해

이자를 냈고, 모든 계원이 한 말씩 받은 이후부터는 그에 대한 이자만으로 제물을 충당하

였다. 이를 ‘집달매기쌀’이라고 하였다. 혹 타지에서 마을에 들어와 정착을 하면 그 사람

은 집달매기쌀을 내야 했다. 이는 곧 산신계에 들어가게 됨을 의미한다. 집달매기쌀이 언

제 어떻게 없어지게 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지금은 마을 주민들이 매년 집집마다

산신제를 위해 각출을 하는데, 이것이 집달매기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사내1리 산제당은 무속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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