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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

‘질’ 또는 ‘질래’, 협력하여 농사짓는 ‘두레’ 뜻해
지금은 벼농사를 기계로 하지만 전에는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했습니다. 특히 모내기는
모판에서 모를 뽑아내서 논에 심기까지 여러 사람이 손을 맞추어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래서 지역마다 작업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두레’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강원 양
양과 강릉 등지에서는 이런 공동체를 ‘질’ 또는 ‘질래’라 했습니다.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의 김재환 연구원이 양양읍 연창리·성내리, 손양면 수
여리·금강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연창리에서는 윗마
을과 아랫마을에서 각각 12~13농가로 ‘상 질래’와 ‘하 질래’를 편성했고, 수여리에서
는 4개의 질을 운영했습니다. 성내리는 농가 수가 적어 이웃 마을과 연합해 질을 꾸렸습
니다. 한번에 모를 심는 인원(품)은 논의 크기와 마을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20명에
서 많게는 40여명에 이르렀습니다. 그 구성원을 보면 논을 써레질하는 ‘성군’, 써레질
후에 논바닥을 고르는 ‘쇠스랑꾼’, 그리고 모를 날라주는 ‘모쫑이’가 있었다. 논을 정
리하는 소 2마리도 1품으로 쳐주었습니다.
어느 집부터 모를 심을 것인가는 제비를 뽑아 결정했습니다. 논이 많은 집에 1번을 주
고, 나머지 집은 제비뽑기 순서로 했습니다. 농가들끼리 순번을 바꾸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을 전체가 모내기를 하는 데 한달쯤 걸렸습니다.
모내기가 끝나면 수여리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질(품앗이)을 계산하고 음식을 잘 차려
놓고 먹었습니다. 연창리 사람들은 강가에서 잡은 고기로 얼큰한 국(양양에서는 이를
‘뚜거릿국’이라 한다)을 끓여 먹고 천렵을 하고 농악으로 흥을 돋우었습니다. 양양에서
는 이러한 행사를 ‘써레씻이’ 또는 ‘써레쓰시미’라고 했으며, ‘질 먹는다’라고도 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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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벼 베기와 타작은 질을 꾸리지 않고 했으나, 그 전에 김을 맬 때는 더러 질 형식으
로 소수가 어울려 하기도 했습니다. 노인과 젊은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 등 3~5명이 함께
김을 맸으며, 어떤 마을에서는 김을 매고 다음 논으로 이동할 때 농악놀이를 했다고 합니
다. 금강리에서는 김매기를 끝낸 후 유두일(음력 6월 보름)에 음식을 차려 먹었으며, 연창
리에서는 마을의 일꾼들에게 과일을 포함한 음식상을 차려 주었습니다.

농업의 기계화로 농촌의 아름다운 세시풍속과 이를 일컫는 말도 사라지고, 이제 어르
신들의 기억에만 살아 있습니다. (※구술자 : 양양읍 연창리 김훈각·김정한씨, 양양읍 성
내리 김홍식씨, 손양면 수여리 이종우씨, 손양면 금강리 이찬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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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양양’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질’ 또는 ‘질래’는 어떤 의미의 방언인가요?

2) 우리 지역에서는 품앗이라는 마을 공동체 성격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할아버지
와 할머니께 품앗이에 대해 알아보고 그 내용을 써 봅시다.

2

강원도 양양 사람들은 왜‘ 질(질래)’를 조직 하였는지 그 까닭을 찾아
써 봅시다.

3

강원양양 방언을 읽고 옛 조상들의 삶의 모습 중 아름답고 재미있다고 생각되
는 전통 문화의 한 장면을 글이나 글로 나타내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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