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자, 잡귀를 쫓아내다

음력 정월 대보름, 달이 뜨기 시작할 무렵이면, 마을마다 청년들은 횃불을 들고 성지

를 돈 후 횃불싸움을 벌인다. 마을 단위로 대결하여 상대편을 후리면 삽시간에 요란

하고 격렬한 싸움터가 된다. 횃불이 꺼질 때쯤이면 횃불싸움이 끝나고, 청년들은 각

기 자기 마을의 회관인 도청으로 돌아간다. 이어 도청 앞마당에서 퉁소가락이 울리면 

온 마을사람들이 모여 들고 사자놀이가 시작되는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사자춤을 즐긴다. 북청군의 수십 개 마을에서 정월 대보름 밤에 일시에 사

자놀이가 행해지므로, 특별히 전문적이거나 직업적인 연희자가 놀았다는 것은 불가

능하며 마을 사람들 모두가 놀이꾼이라 할 수 있다.

지정번호 15.

북청사자놀음 |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정월대보름에 행해지던 사자놀이.

전통공연·예술

북청사자놀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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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신비스런 동물

불교에서 사자는 불법(佛法)과 진리를 수호하는 신비스런 동물로 

인식되었으며, 기원전 3세기경 불교 발생국인 인도의 아쇼카왕 석주

에 사자상이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두려움이 없고 모든 동물을 능히 

다스리는 사자의 용맹함 때문에 부처를 인중사자(人中獅子)라 비유하

기도 하고, 최고의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文殊菩薩)의 수호신으

로 표현되었다.

한국에서는 불교의 전래와 함께 사자라는 동물에 대한 인식도 시작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자에 대한 첫 기록은 『삼국사기』 권4에서 

발견된다. 

이사부는 우산국 사람들은 어리석으면서도 사나우므로 이들을 위세로서

는 굴복시키기 어려우나 좋은 계고로써 복속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리고 곧 많은 목우사자(木偶師子)를 만들어서 전선에 나누어 싣고, 그 해

안에 이르러서 거짓말로 알리기를, “너희들이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나운 짐승을 놓아 모조리 짓밟아 죽일 것이다”라고 하니, 우산국 사람

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곧 항복하였다.

『삼국사기』 권4 中 신라본기 제4, 지증마립간

위에서 보듯, 지증왕 13년(512) 6월에 이사부가 우산국, 현재의 울

릉도를 정벌하는 내용에 ‘사자’라는 명칭이 보인다. 이 목우사자는 나

무로 만든 사자를 말하는데, 이는 사자춤을 출 때 뒤집어쓰는 사자가

면은 아니지만, 사자 모습으로 가장하여 상대편을 위협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편 불교의 수호신인 사자는 불상의 대좌를 비롯해 불탑, 석등 등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석조물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대표적인 사

자형상으로 충북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 쌍사자 석등이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인 이 법주사 쌍사자 석등은 널따란 8각의 바

닥돌 위에 돌사자 두 마리가 서로 가슴을 맞대고 뒷발로 아랫돌을 디

디고 서서 앞발과 주둥이로는 윗돌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다. 사자의 

머리에는 두 개의 귀와 뿔이 있고 목 밑으로 흘러내린 머리의 갈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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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이외에도 구례 화엄사 쌍사자 석등, 불

국사 다보탑 석사자상 등 상당 부분의 사자상이 남아 있다.

고려시대에 이르면 사자의 형상을 본떠 만든 청자가 상당수 제작되

기에 이른다. 사자 모양의 청자베개를 비롯하여, 뚜껑에 사자 형상을 

붙인 청자주전자 등이 남아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국보 제60호로 지

정되어 있는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이다.

이 향로는 고려청자의 전성기인 12세기경에 만들어진 청자향로로, 

향로의 몸체는 3개의 다리가 떠받치고 있는데, 그 뚜껑에 대좌에 앉아

있는 사자모양이 있다. 사자는 입을 벌린 채 한쪽 무릎을 구부린 상태

에서 앞을 보고 있는 자세이며, 두 눈은 검은 점을 찍어서 표현했다. 

몸체에서 피워진 향의 연기가 사자의 몸을 통과한 후 벌려진 입으로 

내뿜도록 되어있다.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

고려 12세기, 국보 제60호,  

높이 21.2㎝, 지름 16.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 출처 : 문화재청

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

통일신라, 국보 제5호, 법주사 소장.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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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자는 백택(白澤)으로도 여겨졌다. 『산해경』에 의하면 백택은 

기린(麒麟)이나 봉황(鳳凰)처럼 덕이 높은 임금이 나타나기를 기원하

며, 만물의 모든 뜻을 알아낸다는 상서로운 동물로 그 형상은 마치 사

자와 같고 8개의 눈과 6개의 뿔을 가진 상상의 동물로 사람의 말을 잘 

한다고 한다. 이러한 백택은 국가적 의례행렬에 쓰인 의장기 등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사자는 신비스러운 동물로 인식이 되었다. 사자를 무덤을 

지키는 수호상으로 쓴 것도 탑의 장식이나 공예품 곳곳에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헌데 이 사자가 ‘사자춤’으로 나타

나기도 했다.

조선, 사자춤을 추다

통일신라시대 최치원의 <향악잡영> 5수 가운데 ‘산예’란 시에는 사

자춤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멀리 유사(流沙)를 건너 만리를 오느라 

털옷은 다 해어지고 먼지를 뒤집어썼네. 

머리를 흔들고 꼬리를 휘두름에 어진 덕이 배었으니 

굳센 그 기상 어찌 온갖 짐승 재주와 같을쏘냐! 

이 시에 의하면 사자놀이가 서역에서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사자놀이는 인도에서 행해지던 동물의장무(動物擬裝舞)로 서역과 

동방의 여러 나라에서 널리 성행하였다. 남북국 시대에 당나라를 통해 

신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후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고려시대에는 고려 말 이색의 〈구나행(驅儺行)〉이라는 한시에서 사

자춤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시에서는 나례에서 공연된 오방귀무, 사자

춤, 서역의 호인희, 처용무, 불토해내기, 줄타기, 칼삼키기, 인형극, 

각종 동물로 분장한 가면희 등의 놀이를 묘사하고 있다.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사자춤에 대한 기록은 더 흔하게 발견된다. 

유득공이나 송만재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록 뿐 아니라, 성종 19

백택기

명주, 세로 139.0㎝ 가로 137.0㎝, 

화염각 34.0㎝,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사진 출처 :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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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1488) 조선에 온 명나라 사신이 자신을 영접하는 산대희(山臺戱)를 

보고 지은 〈조선부(朝鮮賦)〉에도 사자춤이 나온다. 

특히 문집뿐만 아니라 사자춤을 그린 그림 또한 발견되어서 이목을 

끈다. 조선 후기의 걸출한 화가였던 김홍도는 <평안감사향연도(平安

監司饗宴圖)> 및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의 〈낙성연도(落成宴

圖)〉를 그렸는데 여기에 바로 사자춤이 보인다. 『화성성역의궤』의 <낙

성연도>에는 세 명의 몰이꾼이 사자와 호랑이 한 마리를 놀리는 장면

이 있다. 

이렇듯 사자춤은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전승되어 왔지만, 구체적으로 

북청사자놀음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미상이다. 

함경도에서는 함경남도의 북청·함주·정평·영흥·홍원, 함경북

도의 경성·명천·무산·종성·경원 등지에서 사자놀이를 놀았는

데, 이 중 북청의 사자놀이가 가장 유명하다. 북청사자놀음은 함경남

도 북청군 산하 11개 면과 3개 읍에 속하는 각 마을에서 음력 정월 대

보름날 밤에 세시풍속의 하나로 행해졌다. 북청의 사자놀이는 댓벌

사자·동문밖사자·후평사자·북리사자·당포사자 등이 유명하였으

며, 그 밖에 마을마다 제각기 사자를 꾸며 놀았다. 

6·25 당시 월남한 놀이꾼들은 1960년 8월에 ‘북청사자놀이 보존회’를 

발족하였고, 1965년 이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였으며, 1967

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다. 당시 북청사자놀음의 예능 

보유자로 인정되었던 이들은 모두 타계하였다. 이후 사자의 앞채를 맡

고 있는 동성영, 사자의 뒤채를 맡고 있는 여재성 그리고 사자춤의 이

사자출현 부분도

•사진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김홍도, <평안감사향연도>

조선 19세기, 지본채색, 

71.2×196.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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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화선과 칼춤의 전광석 등이 보유자로 인정되었으나 모두 별세하여, 

현재는 북청사자놀음보존회에서 북청사자놀음의 명맥을 잇고 있다.

마을사람들의 놀이, 북청사자놀음

북청사자놀음은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정월 대보름에 사자탈을 쓰

고 놀던 민속놀이로, 사자에게는 사악한 것을 물리칠 힘이 있다고 믿

어 잡귀를 쫓고 마을의 평안을 비는 행사로 널리 행해졌다.

원래 정초에 풍물패가 가가호호를 방문해 마루, 안방, 부엌, 마당, 

변소, 대문, 우물의 신에게 기원하고 집안 구석구석의 잡귀를 쫓아내

는 것을 매구, 매귀, 지신밟기라고 부르는데, 이는 나례의 유풍이다. 

그런데 북청 지방의 사자놀이도 이러한 매귀를 거행한 사실은 바로 

이 사자춤이 나례의 영향임을 보여준다.
북청사자놀음

•사진 출처 : 북청사자놀음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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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북청사자놀음은 정월 대보름을 기해 거행되는 대부분의 민

속놀이와 마찬가지로 벽사진경을 목적으로 거행되었다. 백수의 왕인 

사자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벽사적인 기능을 하지만, 특히 사자가 

방울소리를 울리면서 가가호호를 방문해 집안 구석구석의 잡귀를 쫓

는 모습은 바로 나례의 매귀라고 하는 행사와 완전히 일치한다.

사자는 머리 부분에 큰 방울을 많이 달고 있는데, 소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놀랄 정도라고 한다. 이는 방울소리를 통해 잡귀

를 쫓으려는 것이다. 우선 사자는 집안에 들어서서 방울소리를 울리

면서 마당을 빙빙 돌며 기세를 보이다가 안방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

어갔다. “딱딱” 소리를 내고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귀신을 잡아

먹는 시늉을 하며 방방마다 들어간다. 곡식과 쌀독을 두는 뒷방인 뒷

고방도 들어간다. 

부엌으로 들어가서도 그와 같이 한 후 바가지를 하나 물고 나와서 

마당에 던져 깨뜨린다. 이는 귀신을 쫓는 의식이다. 한편 주인의 요청

에 의해 부엌으로 들어간 사자는 조앙, 즉 부뚜막을 향해 세 번 절한

다. 조앙에는 성주단지(쌀과 엽전을 넣은 작은 항아리)와 조왕(베헝겊

을 매어 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성주는 가정의 수호신이고, 조왕은 

부엌의 신이다. 

사자(북청사자탈)

광복 이후, 길이 50.2㎝, 너비 62.5㎝,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사진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북청사자놀음 쌍사자춤

•사진 출처 : 북청사자놀음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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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으로 나온 사자는 뒤꼍·장독간·외양간도 다니면서 집을 한 

바퀴 돌았다. 집안의 구석구석을 다니는 것이다. 그리고서 한바탕 신

나게 춤을 춘다. 이때 아이를 태우면 무병장수(無病長壽)한다고 해 사

자에 태우기도 한다. 또한 사자털을 베어다 두면 장수한다는 속신에 

따라 몰래 털을 베어 두기도 한다.

사자놀이패가 사자놀이를 놀아 주면, 각 가정에서는 답례로 곡식을 

내놓았다. 정월 16일에는 그동안 들어온 곡식과 지출한 경비 등을 결

산했다. 남은 곡식은 마을의 극빈자에게 일부 주고, 학비가 없어 공부

를 못하는 학생을 지원하며, 마을 노인들의 경로잔치에 쓰고, 마을 회

관인 도청을 새로 짓는 경비 등 마을의 공공사업에 사용했다.

‘북청사자놀음’은 대사의 묘미나 기타 풍자적인 측면보다는 사자춤

의 묘기와 흥겨움이 위주가 되어왔다. 그리하여 양반과 하인인 꼭쇠

가 함께 등장해도 양반과 하인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꼭쇠는 다

른 탈춤의 말뚝이와 같은 구실이 약하다. 또한 다른 탈춤처럼 파계승

에 대한 풍자나 처첩간의 갈등과 서민의 생활상 등도 나타나지 않는

다. 이 때문에 북청사자놀음을 민속극보다는 사자춤 위주의 민속놀이

로 보기도 한다.

북청사자놀음 사자와 토끼

•사진 출처 : 북청사자놀음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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