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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추석은 육지와 매우 남다른 풍습을 갖

고 있다. 잊혀졌거나 사라진 옛 명절 풍습을 소

개한다.

제주문화 엿보기(김동섭 2014년) 에 따르면,

옛 제주인들은 추석 명절에 조리희(照里戱) 를

즐겼다.

조리희는 동국여지승람 등의 고문헌에서 남

녀노소가 모여 노래와 춤을 즐기고, 두 패로 나눠

줄을 당기며 승부를 가리는 놀이라고 소개돼 있

다. 현대의 줄다리기와 비슷한 형태다.

또 추석에 닭 잡이 놀이(포계지희 捕鷄之戱)

를 즐겼다고 고문헌에 적혀 전해지고 있다. 포계

지희는 닭과 닭을 잡는 동물을 설정해 닭을 쫓는

과정을 흉내내는 놀이를 말한다. 이 놀이는 지금

의 술래잡기와 유사하다. 지금으로 비유하면 마

을주민들이 모여 줄다리기, 술래잡기를 하며 추

석맞이 체육대회 를 즐겼던 셈이다. 명절 관습에

서도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던 옛 제주인들의 모

습을 살펴볼 수 있다.

또 제주의 추석은 월동준비 시즌으로서 독자적

인 문화를 갖고 있다. 제주에서 음력 8월은 겨울

을 앞두고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제주인들은 이 시기 촐(목초)베기 를 했다.

쉽게 말하면 소 먹이인데, 산에서 목초를 베어와

2~3일간 바람에 말린 뒤 집으로 운반해 주저리

를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소는 농사를 짓기 위

한 매우 중요한 자산이었던 것 만큼 옛 제주인들

은 추석만큼 소의 먹거리를 챙기는 일을 가장 우

선했다.

촐베기를 끝낸 다음에야 콩, 메밀, 조 등의 수

확이 시작됐다. 가축을 먼저 챙기고 사람을 나중

에 챙긴 셈이다. 차례상 치우고 촐 베러 가는 사

람도 적지 않았을 정도였다고 한다.

특히 음력 8월이면 산과 들에 나가 말똥을 주

워오는 시기였다. 말똥은 지금처럼 보일러가 보

편화 되기 훨씬 이전 옛 제주인들에게 중요한 자

원이었다. 도서지역에서는 말똥을 줍기 위해 새

벽부터 일찍 이동했다고 전해질 정도였다. 주워

온 말똥을 잘 말려 두면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

지 겨울 동안 불을 때는 원료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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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주에서는 팔월멩질(8월명절) 혹은

슬멩질(가을명절) 이라고 불렀다. 음력 8월 15

일에 열린다고 팔월멩질 이었고, 가을 초입에

하는 명절이라 가을멩질 이라 불렀다. 세배를

하지 않는 정월멩질(설) 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의 추석 문화는 지리 문화적 거리만큼 육

지와 큰 차이를 보인다. 올 추석은 온 가족이 모

여 옛 제주의 추석 풍경을 이야기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제주의 추석은 벌초(소분)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보통 음력 8월 1일부터 추석 직전까지

진행된다. 이러한 풍습은 육지와 상반된다. 육지

는 제주와 반대로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가거나

산소에서 차례를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가시덤

불 등이 우거진 중산간에 산소가 위치하는 경우

가 많아 차례를 함께 지내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

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농번기의 명절이라는 점이 다르다. 육지의

경우 추석은 연중 으뜸 명절이다. 더도 말고, 덜

도 말고, 늘 한가위 같아라 라는 말이 있을 만큼

사계절 중 가장 풍요로운 시기였다. 농번기가 지

났다는 의미다. 제주는 이와 반대다. 제주의 밭농

사는 조, 콩, 메일 등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햇 곡

식이 따로 없었다. 게다가 8월 중순이 되면 촐베

기 등 소 먹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여서 무척

바빴다고 한다. 제주에서 추석은 축제보다 제사

의식에 더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명절음식에도 영향을 끼쳤다.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의 제주의 음식문화

(2006년) 에는 상왜떡(빗모양)은 추석명절에

도 잘 상하지 않기 때문에 제편보다 이용한다 며

일반적으로 추석명절의 떡은 정월명절에 비해

간단해 솔변과 절변을 생략하고 송편으로 대치한

다 고 설명했다. 송편은 두가지 종류가 있다. 옛

제주목과 정의현 지역에서는 보름달 모양의 월

병 을, 옛 대정현 지역에서는 손바닥 크기의 조

개송편 을 만들어 차례상에 올렸다.

걸맹 이라는 행제도 독특하다. 집사자가 제사

를 마친 후 종류별로 조금씩 떼어 낸 제수와 불에

태운 지방을 모아 지붕 위에 던지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지역에 따라 순서를 정해 차례로 다니

며 차례를 지내기도 했지만, 당시 집성촌이 많았

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은 핵가족화, 1인 가구

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팔월멩질 … 제주의 색다른 풍경들

다가온 추석… 제주의 옛 명절풍습

추석날 차례를 지내는 모습.

추석 앞두고 분주한 떡집.

민속놀이를 체험하는 가족. 한라일보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