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첩첩담담 이야기극
Mountain Storytellers, Storytelling Mountains:

A Tale Theatre

이야기극 1 고사리 여신님 이야기

여신님 쉬시는데 죄송해요, 조용히 고비만 꺾어 갈게요
여신님 무서운 멧돼지와 뱀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보호하소서

아가 고비는 손으로 이렇게 똑똑 따야 한단다
여기 덤불이 우거진 곳에서 많이 나고

흑고비는 가운데 홈이 있는 것이 맛나단다

아가 그건 너무 샜구나
여기 대에 통통히 살이 오른 것을 가져가려무나
똑똑 딴 고비를 보자기 안에 꼭꼭 넣어서

이제 그만 산에서 내려가렴

내가 길을 트고 무서운 짐승을 쫓아
집까지 무사히 가도록 보살펴주마

Tale Theatre 1 Story of the Gosari1 Goddess

Dear Gosari Goddess, I am sorry to wake you while you rest
I will quietly pick the bracken fern

Please protect me from the dangerous wild boar, snakes and people

Dear child, young bracken ferns must be picked by hands
Many of them grow amongst the thick bushes

The Black bracken fern in fluted forms are delicious

Dear child, that one is too old
Take this one that is more plump

Tuck and wrap it well in your bojagi2
And now descend from the mountain

I shall open the way for you and chase away the dangerous beasts
I will look after you to arrive safely back home

2 Traditional Korean wrapping cloth
1 Bracken fern



이야기극 2  버드나무 속 도깨비불 이야기

샤먼이 버드나무 가지 앞에서 기도를 올려
포도마마fodomama 포도마마,

버드나무 여신님 아픈 몸을 치유해주세요

축축한 여름밤이면
버드나무 가지 속 벌레 시체가 쌓인대
그게 시퍼런 도깨비불이 돼서

산등성이를 넘고 넘고 넘어 어느 마을에 나타나서

바람을 따라 빙빙 흔들리다가
사람을 칭칭 감다가

누구는 그걸 보고 겁에 질려버리고
누구는 정신 나간 소리라 그러고

그랬다는 거야

Tale Theatre 2 Story of the Blue Goblin Light in the Willow Tree

The shaman offers a prayer before the willow tree branch
Fodomama, Fodomama

Dear Willow Tree Goddess, please heal this sickened body

When the wet summer arrives
they say insects die in the willow tree branch

Then they become blue goblin lights
floating over and over and over the mountain range

Turning round and around along with the wind
wrapping itself round and around the people

Some are frightened
Some say not to speak of such nonsense

Or so the story goes

이야기극 3 산조개나무 이야기



1
오빠랑 아부지랑

아주 깊은 산에 올라가면은 산조개가 있어요
하얗고 투명하고 손톱만한 말랑말랑한 조개가 있는데

그게 산에 살아요

깊은 골짜기 산 꼭대기
아주아주 맑은 고여 있는 물에 걔네가 살아요

근데 그것두 너어무 귀하다 보니까 공유를 안 하고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근데 지금은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즘 산조개를 캤다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걸 막 캐러 다녔어요
조개가 거기서 나온다는 게 되게 희한했어요

2

아주아주 큰 나무에 조개가 달려 있어요
깊은 골짜기 나무 줄기에 열매처럼 열리거나

나무 줄기 깊숙이 박혀있어요

나무 줄기 중간 쯤엔 눈이 하나 있어요
눈이 아주 빨갛고 번뜩번뜩해요

산조개 캐러 다니는 사람들이 조개를 가져갈라 하면
그 눈이 번뜩이면서 조개를 보호해요

Tale Theatre 3 Story of the Mountain Clam

1
Brother and father say

Deep in the mountain there are mountain clams
Soft, white, translucent, fingernail-size clams

They live in the mountains
on mountain tops in the deep valleys

in a crystal clear pool of water

How precious the clam is, only known to a selected few
Now it’s nowhere to be seen

Such a precious thing that is no longer there
Such a strange little thing that is now nowhere



2
On a very very tall and big tree are the mountain clams
They grow deep in the valleys or tree trunks, like fruits

They live deep inside the tree trunks, like roots
In the middle of the tree trunk is one eye

An eye that sparkles very very red

Whenever mountain clam foragers come
the eye protects the clam, lighting and glaring

이야기극 4 심마니 지팡이 이야기

이 나무가 뭐냐 하면 고추나무야
옛날에 삼 캘 때, 깊은 산에 오대산에 들어가서 꺾었어

왜 저 나무로 했냐하면
처음엔 이파리가 세 갠데, 그 이파리가 담엔 다섯 개가 되고

그 아지같은 게 삼 모양으로 붙는 거야

삼 많이 캐라구 저 나무로 많이 했어

삼이라는게 그게 함부로 못 캐
귀하고 소중한 전설 같은 거야 그게
그래서 산에 가서 하지 말아야 할 거는
남의 거는 건드리지 말아야 해

Tale Theatre 4 Story of the Ginseng Digger’s Cane

You know what this is? It’s a pepper tree cane
I picked it up deep in the Odae Mountains

as I dug out wild ginseng

Do you know why I chose the pepper tree?
It has three leaves at first, and then becomes five

and then becomes a branch like ginseng

So once you use that cane,



you arrive where ginseng is

Wild ginseng is rare and precious
It’s a piece of myth that comes to you that you cherish for life

So whenever you go into the mountains
You should leave what is not yours

이야기극 5 교환요괴와 소쿠리 이야기

덕거리 요괴들은 하나같이 요상하게 생겼지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지, 우린 알아

요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음이 오갈 때 나타나
그래서 요괴가 착하기도 하고 못되기도 하고 때때로 달라

요괴들은 덕거리에 살고있어. 그리고 가끔씩 나타나.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지
나도 느낀 적 있어, 마음이 묵직하게 느낀 적이 있어

요괴는 돌아다니지 못하면 제명을 못하고 없어진대
주고받음 속에서 태어났으니 주고받는 게 없으면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뭘 나눌 때 소쿠리에 담아서 주는거야
주는 마음이 잘 담겨서 전달되게

소쿠리에 담아주면 담아주는 마음의 무게도 함께 전달되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상관없이 주는 거야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 가고 가지고 가고 숱하게 가져가
그래서인지 더이상 요괴를 믿지 않아

Tale Theatre 5 Story of Gyohwan3 Spirits and Sokuri4

The spirits of Deokgeori are odd looking creatures
Even if we cannot see them, we know them

The spirits appear when hearts are shared between people

The spirits live in Deokgeori and appear from time to time
You cannot see them, but you can feel them

4 A basket made of thin bamboos
3 Barter



I felt them once too, in my heart, a weighty feeling

They say the spirits do not live long if they are not shared again
Since they are born in the moments of sharing,
when the sharing stops, they also fade away

That is why when you share, you share in a sokuri
so that your heart is shared well with the other

When you share a sokuri, you also share the weight of your heart
You can give to strangers and kins

These days though, people only take take take and take
Perhaps that is why we no longer believe in these spirits

이야기극 6 씨앗멧돼지 이야기

가끔 어둡고 고요한 밤 사이로 소리가 울려퍼지지
탕 탕! 멧돼지를 쫓는 소리야

농부들은 멧돼지가 농작물을 먹으러 내려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씨앗 뫼돼지를 만나러 내려오는 거래

씨앗 뫼돼지는 멧돼지들의 ‘어머니’ 로 불리고 있어
주로 논이나 밭 근처에 살고, 거길 밟으면 씨앗이 생겨
하루만 지나면 열매를 열리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

씨앗뫼돼지가 오는 날, 멧돼지들은 무리지어 내려와
논으로 밭으로 어머니를 보러 어머니의 씨앗열매를 먹으러

그런데 “탕 탕!”

이런, 어머니가 놀라 도망가버리는 거야

어머니 얼굴도 못 보고 씨앗열매도 못 먹어서
멧돼지들이 화나 농작물을 대신 마구 먹고 가버리는 거야

Tale Theatre 6 Story of the Seed Boar

A loud noise breaks the silence of the pitch dark night
Tang! Tang!

It’s a sound to ward off the mountain boars



We think the mountain boars come to eat the crops
But the boars come to visit the Seed Boar

The Seed Boar is the “mother” of the mountain boars
living among the rice paddies and fields,

where she steps seeds fall and fruits grow

On the day she appears, all the mountain boars come down
to the rice paddies and fields to see their mother, to eat her crops

But Tang! Tang!

Oh dear, the mother runs away

The mountain boars are angry for not meeting the mother
So they eat and ruin all the crops in the field instead

이야기극 7 실 이야기

언제 어떤 이상한 애가 있었는데
명주실을 가져다가 걔 발에 묶어서 따라가니까

거기 동자심이 있는거야
옛날에는 그런 동자심 얘기가 있어

명주실을 돌돌 감아다가
단지 안에 쌀을 채워넣고 실을 얹어 안방 시렁 위에 모시면

아기가 잘도 생긴다는 거야
그런 탯줄할망 이야기두 있어

명주실이랑 연한 삼줄을 골라 엮어 돌돌 꼬아서
아이들 팔에 단디 매어주면

아주 무럭무럭 잘 자란다는 거야
그런 새끼줄여신 이야기두 있어

Tale Theatre 7 Story of Silk Threads

Once there was a strange child
whose feet I tied up with a silk thread

I followed the thread and there was a boy ginseng
That’s the story of a boy ginseng



Once you roll up the silk thread,
put it on a bowl of rice and place it on a shelf

you will have many many children
That’s the story of the Taetjulhalmang5

Once you weave the silk thread and the softest linen cord
and tie it around the child’s wrist
they will grow well and healthy

That’s the story of the Straw Rope Goddess

CREDITS

이야기극 1 고사리 여신님 이야기
조만원

Tale Theatre 1 Story of the Gosari Goddess
Cho Man-won

이야기극 2 버드나무 속 도깨비불 이야기
김선자

김학철

김영숙

신창순

Tale Theatre 2 Story of the Blue Goblin Light in the Willow Tree
Kim Seonja

Kim Hak-cheol
Kim Yeong-suk
Shin Chang-sun

이야기극 3 산조개나무 이야기
김미영

김윤정

최승규

5 The grandmother of umbilical cord



Tale Theatre 3 Story of the Mountain Clam
Kim Mi-yeong
Kim Yun-jeong

Choi Seung-gyu

이야기극 4 심마니 지팡이 이야기
원예집

Tale Theatre 4 Story of the Ginseng Digger’s Cane
Weon Ye-jip

이야기극 5 교환요괴와 소쿠리 이야기
안금주

홍기환

홍지아

홍윤석

Tale Theatre 5 Story of Gyohwan Spirits and Sokuri
An Geum-ju

Hong Gi-hwan
Hong Ji-a

Hong Yun-seok

이야기극 6 씨앗뫼돼지 이야기
안금주

홍기환

홍지아

홍윤석

Tale Theatre 6 Story of the Seed Boar
An Geum-ju

Hong Gi-hwan
Hong Ji-a

Hong Yun-seok



이야기극 7 실 이야기
김선자

최돈익

Tale Theatre 7 Story of Silk Threads
Kim Seonja
Choi Don-ik

글 / 감독 / 제작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

촬영 / 편집 구예준

Written, directed, and produced by Rice Brewing Sisters Club

Cinematography by Ku Yejoon

©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 2020
© Rice Brewing Sisters Club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