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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편 조상(祖上)의 얼과 슬기

제 1 장 전설(傳說)과 지명(地名)의 유래(由來)
Ⅰ. 내려오는 전설(傳說)
1. 개운지복(開運之福)
때는 이조 중엽이었다. 임진왜란을 치룬 선조는 전국에 영을 내려 전화로 피폐된 전답과
무너진 가옥을 보수케 하고 세금을 탕감하여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자 고난과 불안에 허덕이
던 나라의 기틀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이때 함안에 돌생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그의 성이 돌가이고 이름이 생원인 것이 아니고 이 고을에서 코 흘리는 어린아이들도
알 만큼 유명한 하영춘의 별명인 것이다. 이 하영춘은 원래 지독한 외고집장이 인데다가 성
질마저 괴팍하고 태평스럽기 때문에 길가의 굴러다니는 돌이란 성이 붙어 버린 것이다.
하영춘은 초시에 급제하기는커녕 백일장에도 응시하지 못한 백두서생이었다. 그러나 그
의 출신 성분은 원래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인지라 고을 사람들은 돌자 밑에다가 생원이란
명예 감투를 씌워준 것이다.
추수도 전부 끝나고 제법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이른 겨울이었다. 어느 날 돌생원
은 치렁치렁한 떠꺼머리를 휘휘 저으며 논을 가로 질러서 염산골을 향해 느릿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돌생원은 어릴 때부터 유명한 개구쟁이로 자랐기 때문에 그 악명은 널리
알려져 있었고 특히 염산골은 그가 사는 동리와 가깝기에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다. 그가 하
는 장난은 호박에 말뚝을 박아 놓거나 거지 쪽박에다 개똥을 넣어 주거나 처녀가 자는 방에
문구멍을 내고 참외 밭에 물똥을 싸 놓는 등 못된 짓 투성이었다. 그러니 한번 당한 사람들
은 고개를 휘휘 둘렀고 치를 떨었지만 상놈으로서 양반에게 손찌검을 할 수도 없어 똥을 피
하듯 쉬쉬 해야만 했다.
이렇듯 악행만을 저지르던 돌생원이 나이가 들어서인지 요즘은 갑자기 점잖아진 것이다.
어려서 조실부모하고 의지할 데 없이 늙은 노비 하나만을 데리고 살아온 그는 너무도 외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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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독하여 한때 장난이 심했었지만 동갑네 개구쟁이들이 전부 장가를 들어 아이 아버지가
되자 그도 슬그머니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갑자기 돌생원이 점잖아 졌지만 아직
도 고집은 황소 같아서 자기주장만 하늘처럼 내세우니 그만 돌생원이란 별명을 얻고 만 것
이다. 돌생원이 염산골 어귀를 돌아 마을 한가운데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울부짖는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그 곡성이 너무나 자지러지게 들려오므로 깜짝 놀라 주위를 사려보니 그
소리는 함안 땅에서도 만석꾼으로 이름난 최부자의 고래 등 같은 집에서 들려 나오는 것이
었다. 최부자는 대대로 이곳에 근거를 두고 살아온 부호로서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즉 그의 전답은 이 넓은 평야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자기 땅만
밟고도 다른 고을로 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런 최부자의 집에서 갑자기 곡성이 새어
나오니 아무리 뱃심 좋고 여유 있는 돌생원인들 잠깐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돌생
원은 머뭇거리다가 슬그머니 발길을 돌려 최부자 집의 문전으로 걸어갔다. 대궐문이 부럽지
않은 큰 대문이 육중하게 버티고 있는 집 앞에는 동리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서로 수근
대고 있었다. 아니 왠 일인가? 앞으로 다가간 돌생원이 한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어? 돌생원님이군. 지금 최진사댁 아가씨께서 운명하셨다오."
"뭐라구?"
돌생원은 자기도 모르게 큰 목소리로 반문을 했다. 최부자의 딸이라면 바로 혜용이라는
아가씨였기 때문이다.
"여보시오. 자세히 좀 말해보오."
돌생원이 바짝 다가서며 다그쳐 묻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엊저녁이었소. 이 댁 아가씨는 저녁을 들은 후 잠깐 뜰을 거닐다
가 곧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이 되도록 깨어나질 않아 시비가 흔들어 보니 숨소리조차 들
리지 않았다는 것이라오."
"그래서?"
돌생원은 급하다는 듯이 또다시 말을 재촉하자 옆에 있던 사람이 말을 이었다.
"그래, 깜짝 놀란 최진사 어른은 의원을 데려온다. 침을 놓는다. 하고 손을 썼지만 죽은
사람이 또다시 살아나겠소? 아까운 아가씨 하나가 그만 죽은 것이지."
돌생원도 듣고 보니 너무나 허무한 일이었다. 중국의 일등 미인이라는 양귀비처럼 아름
답던 혜용아가씨가 죽었다니 이보다 더 큰 아까움이 어디 있겠는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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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려면 정중한 문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한 돌생원은 사람들이 와글거리는
틈을 누비고 최부자네 후원 별당 앞에까지 가게 되었다. 과연 평소 혜용아가씨가 쓰던 별당
안에는 분향소가 차려져 있었다. 검은 붓으로 그런 열두 폭 병풍이 둘려있고 그 앞에는 향촛
대가 대낮인데도 타고 있었다. 성큼성큼 걸어간 돌생원이 마악 짚신을 벗고 별당으로 올라
서려 할 때 우람한 손이 갑자기 그를 떠밀었다.
"여보. 당신은 여기 뭣하러 왔소?"
돌생원은 예기치 않았던 일이라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최부자집의 청지기인 달삼이가 왕
방을 같은 눈을 부라리는 것이다.
"왜 그러나? 문상을 왔네."
"뭐라구? 돌생원은 필요없어. 여기가 어디라고 빌어먹을 강아지처럼 기어온단 말야!"
청지기가 멋대로 지껄이는 말에 돌생원은 기가 막혔다. 자기는 그래도 양반의 씨인데 한
낱 하인 놈이 해라를 하며 잔뜩 모욕을 주다니. 가뜩이나 심술 사나운 성질을 건드려 놓은거
나 다름이 없었다.
"이 고얀 놈! 양반 앞에 대고 어디다 반말지거리를 하느냐. 내 오늘 네놈의 버릇을 고쳐
놔야겠다. 양반 무서운 줄 모르는 이놈!"
돌생원은 목청을 돋우어 호령을 하면서 한쪽 손으로 청지기의 멱살을 쥐고는 뺨을 철썩
철썩 갈기기 시작했다. 달삼이는 엉겁결에 눈을 부라리고 나가라고 했지만 상대편이 양반을
들먹이며 때리니 어쩔 수 없이 몇 대 얻어맞았다. 상놈이 양반을 모욕했으니 관가에 송사를
내면 꼼짝없이 붙들려가 같은 양반인 원님에게 형벌을 받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이 놈! 이놈이 양반을 쳤다!"
다시 돌생원의 큰 소리가 넓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이렇게 되면 일의 영문을 알 수가 없
게 된다. 분명 때린 사람은 돌생원인데 그가 도리어 맞았다고 소리치니 적반하장도 유분수
다.
한창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니 최부자집의 온 식구와 친척들, 그리고 문상객들이 떼어 말
리고 야단법석이 났다.
"여보게. 이 손 좀 놓고 이야기 하게. 조용히 타이르게나."
보다 못한 노인이 뜯어 말리자 겨우 떨어진 돌생원은 자못 억울하다는 듯 씩씩거리며 말
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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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댁 아가씨께서 졸지에 변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몸이 정중히 문상을 왔습니다. 허나
저런 상놈이 양반을 욕하니 소인도 양반의 자식인데 어찌 그대로 있겠습니까?"
"알았네. 알았네. 자네가 문상을 왔으면 예의를 차려야지 이러면 쓰나?"
노인이 슬슬 달래주자 이젠 더욱 허세스러운 걸음으로 향로 앞까지 걸어간 돌생원은 우
연히 방 한 쪽에 놓인 화로가 순간적으로 눈에 띄었다. '아가씨가 갑자기 죽었다? 잠이 들더
니 깨어나지를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던 돌생원의 머릿속에 이상스런 예감이 스치고 지나
갔다. 분향을 끝내고 화로 가까이 가서 유심히 살피던 돌생원은 미묘한 미소를 짓더니 갑자
기 최부자를 뵙겠다고 간청을 했다. 그때 최부자는 하나뿐인 외동딸이 원인 모르게 죽자 너
무 상심을 하여 넋을 잃고 사랑방에 몸져눕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소중히 키웠고 사랑하던
딸이 처녀로 급사했으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처음 돌생
원이 보자고 할 때는 핑계를 대고 사절했지만 그가 딸을 살리겠다고 하자 대뜸 달려 나왔다.
"뭐라고? 자네가 내 딸을 살려낼 수가 있다는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소생시킬 묘안이 있습니다."
"진정이렸다?"
"예."
"그렇다면 오죽 다행인가 만일 못한다면?"
"소인에게 반나절의 시간만 주시면 기필코 다님을 소생시키겠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살
아나지 않는다면 이놈의 목을 드리겠습니다."
"좋다. 혜용이가 살아난다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
돌생원은 자신 있게 수작을 건네고 나서 곧 혜용아가씨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장구 하나
를 갖다 달라고 청했다. 하인이 이상스럽다는 듯이 장구를 하나 갖다 주자 방안에서 문을 잠
그더니 '두둥둥' 북소리를 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괴이한 일도 있을 수 있을까? 초상
집에서 장구소리가 흥겹게 울려 나오다니…. 마당에서 서성이던 모든 사람들은 기가 막혀서
말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다. 그중 성미 급한 문중 사람들이 최부자에게 당장 달려갔다.
"숙부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고 가뜩이나 슬픈 판에 장구
소리를 울리다니…. 저놈이 필시 미친놈입니다. 저런 놈은 당장 물고를 내어 쫓으십시오."
흥분한 문중 사람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최진사는
"그대로 두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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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한마디 하고는 뒤로 돌아누웠다. 한편 아가씨의 방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은 돌생원
은 노상 장구를 둥둥 치면서 흥겨운 노랫가락을 읊고 있었다. 명월이 만곤건하니 이 아니 좋
을손가. 그리던 님과 함께 있으니 낙이 오도다. 어화화 좋을시고 지화자 좋을시고. 이젠 더
이상 참지 못하겠는지 밖에서 고함소리가 들려온다.
"이 고얀 놈! 당장 이리 나오거라. 미쳐도 유분수지 잡가를 부르다니……"
'둥둥둥' 그 소리에 대답대신 장구소리가 또 울려 나온다. 이렇게 시신을 모셔 놓은 방에
서 때 아닌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기 한 시각 두 시각 시각은 사정없이 흘러갔다. 최부자는 사
랑방에 누워있으면서도 어서 딸이 소생했다는 소식이 있기를 마음 조이며 기다렸다. 그러나
이제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는데도 아무런 전갈이 없으니 애가 바싹 탔다.
'내가 그 파락호 같은 놈한테 속은 것이 아닌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
은 적이 없는데…… 오직 살리려는 마음 때문에 망신을 당할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
하니 더욱 돌생원의 장담이 못 믿어지고 의심이 더럭 났다.
"여봐라!"
기어코 최부자의 거친 음성이 밖으로 터져 나왔다. 대기하고 있던 머슴이 대답을 길게 하
자
"당장 별당으로 가서 그놈을 포박하라고 일러라!"
"예? 무슨 분부시온지요?"
"뭘 꾸물거린단 말이냐. 그놈이 있는 별당 아니 별당에 있는 그놈을 죽도록 물고를 내라
니까!"
머슴이 뜻을 할 수 없어 지체하자 최부자는 때려죽이라고 불같은 분부를 내리는 것이다.
"예. 예. 알았습니다."
머슴은 급히 대답을 하고 물러났다. 그러자 별당 앞에서 시끄럽게 들려나오는 장구소리
와 노랫가락을 눈살스럽게 생각하던 일가문중은 오랏줄과 몽둥이를 준비하고 마악 방을 덮
칠 기세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별당 안은 장구 소리도 끊어지고 조용하기만 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서 문을 열어봅시다.」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큰 소리로 입을 모
아 외치기 시작했다.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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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 때였다. 여태까지 쥐 죽은 듯이 잠잠하기만 하던 별당 문이 열리고 돌생원의 커
다란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다.
"시끄럽다! 물러들 가거라."
"뭐라고? 이놈이 환장을 했나보다. 얘들아! 어서 저놈을 묶어라!"
그러지 않아도 포박하려던 판인데 큰 소리까지 치니 사람들은 울화가 치밀어 와서 소리
를 내며 달려들었다. 그때였다.
"멈춰요!"
하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두들 물러가세요. 분명이 혜용이는 살아났어요."
하는 소리와 함께 꽃같이 아름다운 처녀가 사뿐사뿐 걸어 나오질 않은가. 밖에 있던 사람
들은 아! 하고 소리를 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침까지만 해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
아났으니 너무도 신기한 일이라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떠들고 있었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그리 신기한 일은 아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타다 남은 숯덩이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날씨가 추워서 덜 탄 숯불을 방에 들여놓고 잠을 잔 것이 냄새
를 맡게 되어 잠시 중독 상태에 놓인 것이었다. 그걸 모르고 집 아에서는 죽었다고 난리를
쳤지만 돌생원은 시간이 흐르면 깨어난다는 것을 짐작하고는 장담한 것이다. 이쯤 되고 보
니 돌생원은 일약 최부자의 은인이 되었다. 최부자는 딸이 소생했다는 전갈을 듣고는 버선
발로 달려 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고맙네. 고마워! 자네는 우리 딸의 은인이야. 은인일세."
최부자는 연실 돌생원의 등을 두드리며 감사를 했다. 그 얼마 후 최부자 집의 넓은 마당
에는 높다란 차일이 쳐지고 초례를 지내는 풍악 소리가 흥겹게 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최부자의 외동딸 혜용과 돌생원의 백년해로를 기약하는 혼례식이었다. 돌생원이 운이 트이
기 시작한 것이었다.

2. 동자삼(童子蔘)과 외아들
옛날 효성이 지극한 한 부부가 외아들을 시탕(侍湯)하여 노모(老母)를 살려낸 이야기가
대산면 서촌리 동촌마을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와 함께 전해오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수백여 년 전 홀 어머님을 정성껏 모시고 사는 효성이 지극한 내외가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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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함께 부러움 없이 지내고 있던 중 하루는 노모가 갑자기 몸져눕게 되었다. 내외는 정
성을 다하여 백방으로 수소문 끝에 좋다는 약을 다 구하여 봉양하였으나 백약(百藥)이 무효
였다. 화목하던 가정은 먹구름이 끼어 무거운 시름 속에 잠겨 잇을 때 풍채 훤칠한 노승(老
僧)이 시주 차 왔다가 수심 깊은 젊은 내외의 얼굴을 보고 그 까닭을 물으니 내외는 자초지
종을 아뢰었다. 사연을 들은 스님은 입맛을 몇 번 다시더니 할 수 없다는 듯 퉁명스럽게 “당
신의 외아들을 삶아 노모에게 먹이면 완쾌하실 것이요”하며 사라졌다. 어머님의 병구완도
좋지만 대를 이어 조상봉양 하는 것 또한 중대사가 아니던가, 어머님의 완쾌를 위할 것이
냐, 조상의 대를 이을 것이냐. 쌍갈래 길에 고심하던 중 옛 성현의 말씀에 "부모는 천지(天
地)며 자식은 의복(衣服)이다." 하였으니 자식은 또 낳으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 내외는 의
논 끝에 잠자는 아들을 펄펄 끓는 물에 넣고야 말았다.
사랑하던 아들의 명복과 오직 놈의 회춘(回春)만을 기원하며 정성을 다하여 시탕하여 올
렸더니 거짓말 같이 노모의 병환에 차도가 있지 않겠는가, 한편은 기쁜 마음에도 행여 남이
알까 저어하며 시탕 후의 찌꺼기를 밤에 몰래 느티나무 아래에 묻었다.
어머님의 회춘에 외아들을 잃은 시름도 잊고 지내던 어느 날 옛날의 시주스님이 어린 아
기를 안고 웃으면서 찾아왔는데 그 아기가 영락없는 자기들의 외아들이 아니겠는가. 내외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스님은 웃으면서 “그대 내외의 효성이 지극하여 하늘이
알고 일차 시험을 한 것이라오. 그대가 달여 드린 아이는 그대들의 자식이 아니라 만년 묵은
동자삼(童子蔘)인 것이라오. 정 믿기지 않으면 느티나무 아래를 파 보시요”하며 떠나갔다.
내외는 한달음에 달려가 아들의 시신찌꺼기를 묻었던 곳을 파헤쳐보니 과연 삼의 찌꺼기가
아닌가? 내외는 너무나 기쁨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일념으로 합장배례 했다고 하는데 이
러한 천효(天孝)의 이야기가 느티나무와 함께 숨 쉬고 있다.

3. 두 번 우는 원님
옛날에 한 선비가 대과에 급제는 하지 못하였지만 벼슬길에 올라 몇 해만에 겨우 현감 자
리에 승진이 되어 관속을 거느리고 부임길에 올랐다. 이 현감은 장안에서 대갓집에서 태어
나 아까운 소년 시절과 젊은 청춘을 오직 글과 싸우다가 꽃놀이 단풍놀이 한 번 하지 못하고
벽지의 현감으로 오게 된 것을 무척 서글프게 생각하여 부임길 승교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
을 흘렸다. 그러나 아무래도 가야할 길이므로 몇 날 며칠을 행차를 재촉하여 왔건만 사면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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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둘러보아도 높은 산과 거친 들판뿐이라 더구나 이제 함안은 몇 십리 안 남았다는데 가
도 가도 첩첩산중이요 첩첩산중을 헤치고 지나가면 또 험악한 사중이라 한심하기 짝이 없었
다. 이런 곳에 전답은 어느 구석에 있으며 객사는 또한 어떠할 것이며 동헌과 육방관속은 어
떠하겠는가 생각하면 할수록 나오는 것이 한숨이요, 탄식뿐이었다. 제 아무리 대장부로 자
처하고 왕명을 받은 몸임을 생각하지만 눈물이 아니 날 수 없었다. 그러나 막상 부임지에 도
착한 현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충후한 성품과 부지런히 평화롭게 살아가는 백성들,
높은 산, 계곡에서 흐르는 맑은 물과 탁 트인 넓은 들, 그 땅에서 가을이면 오곡백과가 풍성
하면 함포고복(含哺鼓腹)할 수 있으니 - 사흘을 굶으면 도적질 않는 사람이 없다던가, 이러
한 풍요로운 고을의 주인으로서 정사(政事)도 순조롭고 매사가 뜻대로 되어가니 울며왔던
천리 길도 잊은 채 오직 보람만 느낄 뿐이다. 또한 명승지가 많은 고을이라 봄이면 꽃 속에
서 묻혀 지내며 춘색을 노래하고 여름이면 남강에 발을 담가 더위를 씻으면서 여항산에 걸
린 흰 구름을 하라보며 학 같은 마음으로 시름을 잊고 가을이면 이수정 연못에 낚시를 드리
우고 명경지수(明鏡之水)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관조(觀照)하고, 비봉산 단풍잎이 동헌 뜰에
나부낄 때 국화주 한 잔 술로 풍년을 기뻐하며 육방관속과 정사를 논하였다.
세월은 유수 같아 임기가 완료되어 타지로 떠나게 되었으니 엊그제 온 것 같은 이 고을,
따스한 인정이 넘쳐흐르는 이 고장을, 풍요로운 정든 고장을 떠나게 되었으니 어디가면 이
같은 고을을 다시 찾을 수 있으랴. 백면서생으로 돌아가 이 고을 백성으로 늙어 정든 산천에
묻혔으면 싶으리만큼 떠나는 발길이 무거워, 뒤돌아보니 엎드려 배웅하는 백성들의 몸짓에
아쉬운 인정이 스며있어 철판 같은 장부가 심금을 울리니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솟아 옷깃
을 적신다. 이리하여 '울고 왔다가 울고 가는 함안원님'이란 말이 전해오고 있다.

4. 복정(鰒井)의 유래(由來)
지금의 산인면 모곡리 장내동에 있는 우물로서 모은(茅隱) 이 오(李午)선생이 고려조의
충절로서 둔적복거(遯跡卜居)하여 집을 짓고 담 안에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을 복정(鰒井)이
라 부른다.
모은선생의 현손(玄孫)인 이 경성(李景成)의 행직(行職)은 현감(縣監)이요 증직(贈職)은
병조참판(兵曹參判)이다. 남명(南冥) 조식(曹植)선생이 "어찌하여 더 벼슬을 하지 않는가"라
고 하니 "노모(老母)를 봉양하기 때문이다."하므로 남명선생은 그를 “양지지효(養志之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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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칭찬하였다고 하며 그 배위(配位)인 정부인(貞夫人) 여주이씨(驪州李氏)도 역시 시모(媤
母)가 노환(老患)에 전복(全鰒)을 먹고 싶다고 했지만 산골이라 구할 길이 없었는데 백방으
로 구하러 다닌 정성에 하늘이 감동했는지 우물에서 전복이 나왔던 것이다. 시모는 며느리
이 씨에게도 같이 먹기를 권했으나 이 씨는 먹을 줄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 씨는 그 후 시모
를 봉양하기 위한 한 때의 거짓일지라도 부모를 속인 죄책으로 한 평생 동안 번민하였다고
한다.
후에 영조조(英祖朝)의 명상(名相) 유 척기(兪拓基)가 경상감사(慶尙監司)로 왔을 때 자기
의 부임기념으로 연 백일장 시제(詩題)에 “평생불식 복어회(平生不食 鰒魚膾)”로 내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이 복정(鰒井)은 근 600년 전 모은 선생이 파서 사용한 것으로 지금
까지 아무리 큰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5. 부자(富子) 공씨(孔氏)와 도사(道師)
지금의 입곡리 임촌(林村)마을을 옛날에는 숲 안(林內)이라 불렀는데 마을 입구에는 숲이
우거져 있다.
옛날 이 곳 숲안마을 서재골에 거부(巨富) 곡부공씨(曲阜孔氏)가 살았는데 하도 과객(過
客)이 찾아들어 공부자의 며느리는 과객들의 뒤치다꺼리에 진절머리를 내었다. 하루는 도사
(道師) 한 사람이 이 집 앞을 지나치며 탁발(托鉢)을 청하였는데 며느리는 백미 한 말을 시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과객이 몰려오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도사는 그것이 가히 어려운 일
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 공 씨가 거주하는 주택 왼쪽의 하천(河川)을 오른쪽으로 돌리기만
하면 된다고 일렀다. 공 씨 며느리는 일꾼을 시켜 하천을 오른쪽으로 돌리게 하였는데 하루
아침에 살림이 망하여 다시는 과객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옛 하천의 흔적을 완연히 찾아볼 수 있다.

6. 상사나무(相思木)
칠북면 가연리 가동(佳洞) 마을 한재 계곡에 우뚝 솟은 소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이 나무
를 상사나무라 전한다.
먼 옛날 이 마을 산 중턱에 가난한 불구의 낭자(娘子)가 버려진 채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
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에 어여쁜 선녀가 나타나 「내가 그대에게 약을 줄 테니 1년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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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위의 계곡 소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라. 그러나 그대가 만일 나의
얼굴을 쳐다본다면 만사가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니라.」고 말하고는 사라졌다.
불구의 낭자는 이튿날부터 그 소나무 밑으로 가서 기도를 드렸더니 솔방울이 하나씩 떨
어져 왔다. 그 솔방울을 달여 먹기 364일, 드디어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기대에 부푼 낭자
는 꿈속의 선녀를 생각하며 정성껏 기도를 하였으나 솔방울은 떨어지지 않았다. 애타게 소
나무를 바라보며 기도하던 낭자는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그 후 불구의 낭자가 죽은 자리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자라났는데 후세의 사람들은 낭자의
죽은 넋이 상사고가 맺혀 소나무가 되었다하여 상사나무라 불러오고 있다.

7. 유목(乳木 : 節婦木)
서기 1593년경 임진왜란 당시에 군북면 평광마을 사람들이 인근 건지산(乾支山)에 숨어
피란을 하고 있었다.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못 견딘 한 처녀가 물을 찾아 개울가로 내려오
다가 그만 왜적에게 발견되어 붙잡히게 되었는데 무지막지한 왜적은 연약한 처녀에게 모진
고문으로 항복을 강요하였으나 끝내 불응하자 이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대검(大劍)으로 처
녀의 유방(乳房)을 도려내는 등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했다. 그런데 처녀가 무참히 살해 당
한 후부터 이 나무 양편에 사람의 유방과 같은 혹이 생겨 물이 흘러 내렸으며 이를 칭하기를
유목(乳木)이라고 불렀다. 왜적의 가혹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순절하였다하여 절부목(節
婦木)이라고 부르는데 수백 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때의 눈물겨운 사연을 간직한 채 유유청
청하기만 하다.

8. 장사바위(壯士岩)
漆原面 藏岩里에 있는 높이 15m, 둘레 20m의 사각형 기둥처럼 생긴 바위와 그 위에 얹
힌 높이 1m 정도의 삼각형 돌을 장사바위라고 부른다.
옛날에 힘센 장사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힘자랑을 겨루게 되었는데 장사바위 옆
의 넙적 바위를 똑같이 들어 올려 승부가 나지 않았다. 두 장사는 장사바위로 승부를 겨루었
으나 역시 승부가 나지 않아 옆에 있는 자그마한 바위를 얹어서 들어올리기로 하였는데 그
중의 한 장사가 들기는 하였으나 너무 무거워 바위에 깔려 죽고 말았다.
그 이후부터 이 바위를 장사바위라 불러오고 있으며 칠원칠석이면 부녀자들이 남자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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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기원한다고 한다.

9. 조대각시 사당(祠堂)
확실한 년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고려시대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당시 조대감(趙大監:성
姓名은 趙德)이라는 어른이 계셨다. 조대감은 학문과 도덕을 겸비하였을 뿐 아니라 무예(武
藝)에도 정통하여 북방 여진족(北方女眞族)의 침공을 여러번 격퇴한 공로로 국가에서 사당(
祠堂)을 관로변(官路邊)에 세워 치제(致祭)케 하였다. 그 사당 앞에서 어떠한 고관대작(高官
大爵)이라고 하마(下馬)하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었으며 말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전한다. 오
랜 세월이 지나고 또한 이곳을 지나는 고관들이 그때마다 하마하기가 귀찮아하던 차에 교만
방자한 어떤 고관이 통과할 즈음에 시위자(侍衛者)가 하마할 것을 아뢰니 그 고관은 고약한
버릇이라며 하마는 커녕 되려 방화소각(放火燒却)하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종자(從者)는 두
려움에 몸을 떨며 우물쭈물하며 소각치 않으니 고관은 대로하여 더욱 엄한 불호령을 내리니
하는 수 없어 사당을 방화소각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변괴란 말인가, 사당을 불 지
른 그날 밤에 고관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급사(急死)하였고 불 지른 종자들은 병에 걸려 거동
을 못하게 되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대경실색하여 즉시 사당이 있던 곳으로 달려가
무지(無知)한 인간의 잘못을 뉘우치고 빌면서 성대한 기원제를 올리고 불공(不恭)을 사하여
줄 것을 기원하니 죽은 고관은 되살릴 길이 없으나 거동 못하던 종자들은 즉시 쾌차하였다.
이런 일 있은 후부터는 다시 그런 일이 없었으며 관청과 인근 주민들이 협력하여 관로(官路
)를 피하여 현 위치인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조남산성하(造南山城下)에 중건(重建)하였는데
공적(公的)인 치제(致祭)는 없으나 인근 주민 중에 신봉자가 많아 치성 드리는 사람이 끊이
지 않았다.
그런데 조대감이 어찌하여 조대각시로 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조대감의 부인이 두 분이
었는데 두 부인을 같이 사당에 모셨다. 신자 중에는 여인들이 많아 조대감보다도 대가무인
을 숭배하였으며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 치성을 드리면 득남의 효험을 얻었다고 전한
다. 이리하여 조대감 부인이 조대감 각시로(이 지방에는 시집 간 여인을 각시라고 부름) 변
하고 다시 감자를 뺀 조대각시로 불리워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의 사당은 조남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원래의 사당이 오랜 세월에 훼손되었으나 중
수하다가 오히려 무슨 변고나 당하지 않을까 겁을 먹어 손도 못 대던 것을 약 10년 전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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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에서 간결하게 중수하였다.

10. 파수(巴水) 곶감에 얽힌 전설(傳說)
함안면 파수리는 해발 700m가 넘는 여항산(艅航山)을 배경으로 하고 자리 잡은 산골마
을이다. 예부터 성주이씨(星州李氏)와 남양홍씨(南陽洪氏), 그리고 은진임씨(恩津林氏)의
세 대성(大姓)들이 살고 있었다. 그 중에서 임씨 문중의 문장(門長)되는 어른이 큰 병에 걸
려 오랫동안 병석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다. 문중(門中)에서는 온갖 약을 쓰고 명의(名醫)들
을 불렀으나 병세는 차도(差度)가 없고 나날이 더해갈 뿐으로 온 집 안은 수심에 가득 차 있
었다.
문장(門長)의 아들은 효성이 지극하여 이른 새벽마다 목욕(沐浴)하고 부친(父親)의 회춘(
回春)을 기원하는 치성(致誠)을 올린 후 도시락을 들고 험함 여항산을 헤매면서 좋다는 약초
(藥草)는 다 캐어 병구완을 하였으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아 전전긍긍(戰戰兢兢)하며 안타까
워 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도 평일과 다름없이 산을 헤매었다. 하지만 약초 한 뿌리도
캐지 못하고 정신없이 산을 내려오다가 그만 실족(失足)하여 높은 벼랑에서 떨어져 기절을
하고 말았다. 한참 후에 누군가가 호통 쳐 깨우는 바람에 눈을 떠 보니 수염을 길게 기른 백
발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이 놈! 애비가 병중에 있거늘 약 한 뿌리도 캐지 못하고 누워
있다니 썩 일어나지 못할까!"라고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그 바람에 아픔도 잊어버리고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고 "가친(家親)이 와병 중(臥病中)에 신음하고 있사오나 소자(小子) 불효(
不孝)하여 완쾌(完快)할 길을 몰라 노심초사(勞心焦思)할 뿐 방도(方道)를 모르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부디 신령(神靈)님께서 그 비법(秘法)을 가르쳐 주시오면 백골난망(白骨難忘)이
옵니다."하며 애원(哀願)하며 간청(懇請)하니 지팡이로 절벽을 가리키면서 "저기 있는 붉은
열매를 깎아 말린 후 따뜻한 물에 녹여 너의 애비에게 먹이도록 하라."는 한 마디를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임 효자는 정신을 차려 절벽을 바라보니 과연 천길 단애(斷崖) 중에 붉
은 과일이 열려있는지라 천우신조(天佑神助)라 생각하며 절벽을 오르기 그 몇 번이던가! 오
르다가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오직 일구월심(日久月深) 부친의 병환만을 생각하며 만신창
이(滿身瘡痍)가 된 몸을 돌보지 않고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그 열매를 따 집에 돌아와 정
성껏 깎아 말린 후 물에 녹여 먹였더니 부친은 그 무거웠던 병을 언제 앓았느냐는 듯이 신기
하게도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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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효자는 약제로 쓰고 남은 그 붉은 열매의 씨를 땅에 심었더니 이듬 해 봄에 싹이 트고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 몇 해 후에 열매를 맺더니 가을이 되자 붉게 익더라는 것이다. 그 붉
은 과일의 나무가 지금의 감나무이며 그 열매를 깎아 말린 것이 지금의 곶감의 시초였다고
한다. 특히나 파수(巴水) 곶감은 수정과에서 빼어 놓을 수 없는 고급품이며 다른 곳의 곶감
은 도저히 따를 수 없다 하여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왕실의 진상품으로 지정되어 일반인은
감히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함안 파수 곶감의 특징은 씨가 적을 (하나 아니면 두 개뿐)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보관해
도 굳어지는 일이 없고 그 맛이 천하일미(天下一味)로서 타 지방의 곶감은 추종을 불허한다
하여 함안의 일등 명산물로 치고 있다.
지금도 함안에서는 대사(大事)를 치룰 때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수정과를 내어 놓는데
계피나무 삶은 물에 곶감 1개와 잣 몇 알, 채 썬 배 몇 조각을 띄워 만든 이것이야말로 수정
과라기보다 약차(藥茶)로서도 일등품이라 할 것이다.

11. 파산익삼(巴山翼蔘)
산인면 신산리에 밤을 엎어 놓은 듯한 형상을 띠었다하여 율산(栗山)이라 이름 지어진 산
이 있다. 이 율산 기슭에 파산익삼(巴山翼蔘)이란 영약이 재배되었다고 전하는데 이 익삼을
말하자면 밤처럼 검붉은 색으로 단단한 것이 특징이다 한 편 병후회복과 피로를 푸는데 천
하 명약일 뿐만 아니라 오래 복용하면 얼굴이 예뻐지고 장수한다고 전한다.
그 당시 예종께서 환후(患候) 중이셨는데 백약(百藥)이 무효하고 천하의 명의도 고개만
흔들 뿐이어서 조정은 근심으로 가득 쌓여 있었다. 그러던 중 사신(使臣)편으로 명(明) 나라
의 명의를 초청, 진맥케 하였던 바 명삼(名蔘)을 구하여 시탕(侍湯)케 하여야만 환후평복(患
候平復) 하실 수 있다하여 개성인삼을 보였더니 그보다 더 좋은 삼을 원하였다.
조정에서는 전국에 방을 붙여 삼을 수집하게 되었는데 경상도에서 진상(進上)된 파산익
삼을 보고 이 삼이야말로 천하의 명약이라 탄복하였다 한다. 곧 조정에서는 경상감사(慶尙
監司)에게 많은 파산익삼을 진상토록 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예종의 환후는 쾌차하였고 파산
익삼은 더욱 유명해 졌다.
이로 인하여 조정에서는 더욱 많은 양을 진상토록 하였으며 이 이야기를 들은 명나라 임
금도 조공(朝貢)으로 익삼을 바칠 것을 요구하였으며 탐관오리는 탐관오리대로 착복키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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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면적을 확대케 했다.
그런데 이후부터 이상하게도 익삼을 붉게 타며 죽어가기 시작하더니 3년 만에 자취도 없
이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지금은 다만 익삼의 전설을 대변하는 듯 율산 기슭에 삼밭골, 삼
등골이란 지명만 남아있다.

12. 함안차사(咸安差使)
확실한 연대와 인물은 알 수 없으나 고려 말기의 일인 듯 짐작된다.
그 당시 한 사람이 대벽죄(大璧罪)를 지었는데 조정에서 안핵사(按覈使)까지 내려 보내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이 죄인에게는 노아(蘆兒)라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천하절색일 뿐만
아니라 가무(歌舞)며 학문이 능하고 구변이 청산유수이어서 한 번 본 남자는 그녀의 치마폭
에 놀아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노아는 효성이 지극하여 부친의 생명을 구하고자 생각하
던 중 스스로 기적(妓籍)에 입적(入籍)하여 관리들을 홀려 그들의 약점을 이용, 아버지를 벌
주지 못하게 하였다. 안핵사가 내려올 때마다 지방 관리들로 하여금 어떠한 핑계로든 잔치
를 베풀게 하였고, 그 자리에는 반드시 그녀가 참석하여 미색과 가무, 그리고 모든 아양을
떨어 그때마다 수청을 자청하여 안핵사로 하여금 본분의 일을 잊고 주색에 빠지게 하여 차
일피일 하다가 돌아가거나 봉고파직(封庫罷職)케 하였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성품이 강직, 청렴하고 과단성이 있는 젊은 관원
을 뽑아 안핵사를 임명하여 그 죄상을 낱낱이 밝히도록 하였다. 이에 신임 안핵사는 호언장
담 하기를 “일체 기생을 점고치 아니하고 술을 멀리 하여 관리들을 희롱한 노아부터 처벌
한 다음 그의 아비를 다스릴 것이다.”라며 안핵길에 올랐다.
한편 노아는 밀정을 풀어 신임 안핵사의 일거일동을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는 계획을 마
련, 안핵사가 칠원현(漆原縣:당시에는 함안군과 분리되어 있었음) 웃개나루(낙동강이 함안
과 창녕을 경계 지은 나루터, 지금은 칠서면 계내리)에 당도하여 객주 집에 들어 점심을 들
게 되었다. 노아는 계획이 적중함을 기뻐하며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지점에서 소복단장으로
구경꾼 속에 끼어 들랑날랑하여 안핵사의 시선을 끌기에 노력하였다. 안핵사는 낯선 고장의
산천경개(山川景槪)와 굽이쳐 흐르는 낙동강을 바라보며 노독을 풀던 중 무심코 구경꾼들을
쳐다보니 멀게 가깝게 아른거리는 한 여인을 발견하였는데 천상의 선녀가 하계(下界)하여
노니는 듯, 백학이 알을 품고 구름 속에서 춤을 추듯, 벌 나비가 꽃밭에서 춘광(春光)을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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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하듯 하여 정신이 아득하고 눈앞이 삼삼하여 황홀경에서 벗어날 줄을 몰랐다.
이곳은 타 고을이라 잠심 방심한 그는 몸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하룻밤 유숙하기를 명하
고 주인을 불러 넌지시 소복여인에 대해 물었다. 주인은 한숨만 쉬면서 말이 없더니 "그 아
이는 노구(老嫗)의 딸이 온데 박복하게도 얼마 전 남편과 사별하고 시가에서도 의탁할 길이
없어 잠시 소인에게 돌아와 있는 중이옵니다."하였다. 안핵사는 속으로 “옳다구나!”하며 무
릎을 치고는 슬그머니 주인의 손에 동전을 쥐어주며 오늘밤 상면케 해 줄 것을 청했다. 주인
은 딱 잡아떼며 말하기를 "여식은 비록 비천한 소인의 소생이오나 내칙제서(內則諸書:여자
의 행실과 법도를 적은 책)며 일반 학문을 익혀 정절을 소중히 하고 있사오니 천부당만부당
한 줄로 아옵니다."하였다. 더욱 초조하고 마음이 들뜬 그는 애원조로 거듭해서 간청하자
못이기는 체 하는 말이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 하였으니 부디 버리지 않는다는 약조
만 하신다면 한번 권하여 보겠나이다."하니 그는 그러마고 거듭 다짐하여 멋모르고 좋아했
다. 일이 계획대로 척척 진행되니 능청스런 노구와 간교한 노아는 기뻐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이윽고 해가 지고 밤이 이슥 하자 주안상을 곁들여 안핵사의 방을 찾아 들었다. 낮에는 먼발
치로 어름어름 보았으나 곱게 단장하여 촛불 앞에 앉은 노라를 본 순간 빼어난 절색에 그만
정신이 날아갈 것 같았으며, 무상한 인생과 덧없는 세월로 늦게 만난 것을 탄식하였다. 그
럭저럭 회포를 풀고 동침을 권하자 노아는 안색마저 변하며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그럴수
록 애간장이 탄 그는 세게 쥐면 다칠세라 적게 쥐면 날아갈까 두려운 듯 섬섬옥수를 부여잡
고 간청하니 대장부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그러자 노아는 이제는 되었겠지 생각하고 마
지 못하는 척하며 응하면서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는 자문(刺紋)을 받은 후에 원앙금침 속에
들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노아는 말하기를 "사 또는 지중한 왕명을 받은 분이시니 간밤의
일이 발설되면 사또의 체면은 물론이거니와 소첩의 노모에게까지도 벌이 미칠 것이오니 미
진한 인연은 왕명을 마친 후로 미루심이 어떠하올런지?"한다. 안핵사 역시 그러함이 좋을듯
하여 함안을 향해 나아갈 때 노아는 지름길을 택하여 먼저 함안으로 돌아 왔다.
함안에 도착한 안핵사는 왕법을 문란케 한 요녀 노아를 대령시켜 극형에 처하라고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다. 동헌(東軒) 앞뜰에 끌려 온 노아는 "능지처참의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
도 마땅히 공사(供辭 : 변명서)를 보시고 결정함에 국법이온데 무조건 벌주심은 과한 줄 아
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공사를 먼저 보시옵소서!"하니 안핵사가 그 말을 옳게 여겨 공사
를 보니 아비의 사연을 먼저 쓰고 끝에 시 한 구절을 적었는데, "노아옥비 시수명(蘆兒玉 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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誰名) 각입기부 자자명(刻入肌膚 字字明) 영견낙동 강수진(寧見洛東 江水盡) 첩심종불 부초
맹(妾心綜不 負初盟) (노아의 옥 같은 팔에 그 누구의 이름 인고, 살갗에 깊이 새겨 자자이
완연하다. 차라리 낙동강 물의 마름을 볼지언정 이 몸이 맺은 맹서 변할 줄이 있으랴)"하였
다. 안핵사는 깜짝 놀라 바라보니 이 무슨 변고인가? 지난밤에 만나 백년 천년을 같이 하자
던 그녀가 아닌가? 비로소 그녀의 간계에 속은 것을 알았으나 엎질러진 물이니 한탄한들 무
엇하랴. 안핵사는 갑자기 병을 빙자하여 치죄를 중지하고 영원히 관직에서 물러났다고 한
다. 그리하여 강원도 포수 함흥차사와 같이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 함안차사
란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13. 황새의 보은(報恩)
옛날 백사리(白沙里)-지금의 가야읍 사내리-에 박일동(朴逸同)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집에는 고목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이 고목나무에는 해마다 황새가 날아와 집을 짓고 새
끼를 치며 살았는데 어느 해 태풍이 몰아치던 날 나무가 부러지면서 두 마리의 새끼가 떨어
지고 말았다. 미처 날지도 못하는지라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고 한 마리는 크게 부상을
입어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것을 일동이는 불쌍히 여겨 극진히 간호하여 살려낸 뒤 집을 마련
하고 먹이를 주어 닭처럼 키웠다. 일동이는 황새의 이름을 관산(鸛山)이라 짓고 먹이를 줄
때마다 "관산아!"하고 부르면 이 관산이는 대답하듯 꾸꾸하면서 쫓아와 주인의 바짓가랑이
에 목을 묻곤 하였다. 이 같이하여 사람과 미물 간에 정이든지 수년 어느 날 관산은 먹이를
찾아 날아간 후로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일동은 걱정이 태산 같았다. 사람에게 잡혀 죽
었는지? 혹은 짐승에게 먹혔는지? 아니면 병들어 죽었는지? 사람과 미물의 사이라고는 하
지만 수년에 걸쳐 쌓인 정을 떨쳐버릴 수 없어 일동은 아침저녁으로 관산의 집을 돌보며 한
숨짓곤 하였다.
그럭저럭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일동은 관가에 볼일이 있어 의복을 정제하고 신을 신으
려 할 때에 "관산이가 왔다."하며 기뻐서 날뛰는 가족들의 환호에 하늘을 쳐다보니 과연 관
산이가 하늘을 선회하다가 자기 앞으로 쏜살같이 날아오지 않는가? 일동의 앞으로 날아온
관산은 기쁜 듯 꾸꾸하며 두어 번 울고는 일동의 신 안에서 독사를 물어내어 쪼아 죽이고는
집을 여러 바퀴 돌다가 멀리 날아간 후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사람
들은 미물인 황새도 은혜를 베풀어 주인의 생명을 구하는데 하물며 사람으로서 배은망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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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야 되겠는가 하며 크게 깨달았다고 전한다.

14. 효자(孝子) 앵두나무(櫻桃木)
임진왜란 이후 3백 70여 년쯤에 가야읍 백산고을에 성품이 청렴결백하고 효행이 돈독(敦
篤)했던 선비가 있었다. 윗대에는 대가벌족(大家閥族)으로 중앙을 무대로 삼던 특권층(特權
層)에 속하였다. 그 당시 중앙의 정치정세(政治情勢)의 불안과 탐관오리(貪官汚吏)들의 부조
리(不條理)함을 꺼려서 일찍 하향(下鄕)해서 은둔생활(隱遁生活)을 하였던 것이다.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 자녀를 거느리고 낮이면 들에 나가 흙과 벗 삼고, 밤이면
사랑방에 자녀들을 불러 모아 글과 행실을 가르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지위도 명예도 권세
도 없는 평범한 농부였다. 어릴 때부터 근신(謹愼)하고 어버이 뜻을 어기지 아니 하였다. 서
당에 다니면서도 배움에는 마음이 없고 오로지 어버이 봉양에만 뜻을 두어 저녁이면 잠자리
를 도와 드리고 아침 일찍 문안하는 범절을 다 하였다. 조석(朝夕)으로 음식 드리기를 성심
과 성의를 다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지치거나 게으름이 없었다. 어버이께서 병으로 불안하시
면 근심의 빛이 얼굴에 떠있고, 음식을 전폐하면 밤새도록 눈 한 번 붙이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야삼경(夜三更)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어버이 대신 고통 받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
기도 하였다.
아버님의 등에 등창이 나서 종기에 고름이 가득해지자 입으로 빨아내어 시원하게 해드리
니 마침내 병이 완치되어 아물어졌다. 그렇게도 병간호를 지극히 하였건만 천명으로 병세가
위급하여 운명(殞命)하시려 할 제 효자는 손가락을 끊어 피를 드리우게 하니 한나절 동안 다
시 소생(蘇生)하였다가 끝내는 운명하고 말았다.
아버지가 운명하시자 애통에 잠긴 나머지 3년 동안 굴건제복(屈巾祭服)을 벗지 아니하였
다. 장례를 지낸 뒤에도 매일 산소를 살피고 엎드려 통곡함으로 무릎의 옷이 닳고 떨어져 구
멍이 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때 효자의 나이 이미 예순이 넘은 백발이었건만 그의 어머
님께서 앵두를 즐기시니 몸소 앵두나무를 심어 정성을 다하여 키우니 해마다 많은 앵두가
열어 그의 모친께서 부족함이 없이 즐길 수 있었다고 한다. 한데 그렇게 앵두를 즐겨 잡수
시던 어머니가 별세를 하시자 매양 앵두나무를 어루만지며 슬퍼하였다. 그 후 앵두나무에는
꽃만 피었지 열매는 맺지 아니 하였다고 한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신기(神奇)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 앵두나무를 “효자나무”라고 일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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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아버지의 등창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어머니가 즐기시는 앵두나무를 심어
효성을 다한 그의 성은 윤씨(尹氏) 휘자(諱字)는 광국, 호는 둔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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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명(地名)과 유래(由來)
1. 옛 행정구역(行政區域)과 지명(地名)
함주지(咸州誌)와 칠원읍지(漆原邑誌)를 참고하여 옛 지명과 행정구역, 자연 환경 등을
대략적으로 적는다. 함주지에는 그나마 상세하게 기술하였으나 칠원읍지에는 지역별 경계
나 속방(屬坊)이 없고 단지 방면(坊面)으로 상리면(上里面), 서면(西面), 북면(北面), 구산면
(龜山面)이 있었다고만 적고 있어 옛 지명을 소개 못함이 안타깝다. 부언할 것은 동헌(東軒)
이 함안면에 있었고, 군성(郡城)이란 함안읍성(咸安邑城)을 말함이며, 속방(屬坊:자연부락)
의 이름이 그 시대의 생업(生業) 및 지형(地形)과 밀착되어 있어 옛 생활 풍습을 엿볼 수 있
고 많은 옛 지명이 변형 내지는 바꾸어졌음을 알 수 있다.

1) 상리(上里)
함안면 남부인 봉성리 북촌리 일부와 강명리 파수리 지역으로 동서(東西)가 10리(十里),
남북(南北)이 8리(八里)였으며, 속방(屬坊)으로는 남문내율(南門內栗), 전촌(田村), 강지동(
康之洞), 중산동(中山洞), 향교동(鄕校洞), 청동(靑洞), 월매지동(月梅只洞)의 8개인데 토지
가 메말라 한해가 심했다.

2) 하리(下里)
함안면의 북촌리, 대산리, 괴산리와 가야읍의 검암리, 광정리 및 말산리 일부, 도항리 일
부 지역으로 성(城) 동문(東門) 객사(客舍) 이북인데 남북이 10리, 동서가 7리이며 13속방,
즉 북촌동(北村洞), 청우리(靑牛里), 대사동(大寺洞), 동지산(冬只山), 문라동(文羅洞), 가야
동(伽倻洞), 상검암(上黔巖), 하검암(下黔巖), 우암(牛巖), 방목촌(放牧村), 동말이산(東末伊
山), 동도하촌(東陶項村) 광정(廣井)인데 땅이 비옥하여 남자 1,328명, 여자 1,200명으로 인
구가 제일 많았으며 제일 적은 평광리(남 127명, 여 149명)의 10배가 되었고 사대부(士大夫)
가 많이 살았다.

3) 병곡리(竝谷里)
여항면 산동(山洞) 지역으로 본명(本名)은 병화곡(竝火谷)이었으나 1586년에 병곡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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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었다. 군성(郡城)에서 남으로 10리에 위치하며, 남북이 15리, 동서가 10리로서 두곡(杜谷
), 내동(內洞), 외동(外洞), 주이동(主吏洞), 좌중지동(左中枝洞), 대현동(大峴洞), 초산촌(礁
山村) 등 7속방이며, 비리곡리와 여항산을 사이에 두고 있는 험난한 협곡지대인데 원수(元
帥) 이 방실(李芳實)의 유지(遺址)가 내동(內洞:지금의 내곡)에 있었다.

4) 비리곡리(比吏谷里)
여항산 밖인 여항면 산서(山西)지역이다. 군성에서 남쪽으로 15리 떨어져 있고 남북이 12
리, 동서가 8리이며, 속방으로는 미산저촌(眉山底村), 신방(新坊), 구슬방(求瑟坊), 묵방(墨
坊), 고소동(姑蘇洞), 보전동(甫田洞), 석명동(石椧洞), 거내지촌(巨乃只村), 대사동(大寺洞)
등 9속방으로 형성된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다.

5) 대곡리(大谷里)
군북면의 오곡리, 사촌리, 동촌리 일대인데 군성에서 보면 서쪽으로 15리 밖에 있고 남북이
15리, 동서가 6리이다. 속방으로는 와요동(瓦窰洞), 본동(本洞), 마항촌(馬項村), 막근현(莫斤
峴), 사랑산(斜郞山), 심암(深巖), 마이동(痲伊洞), 목곡(木谷), 전사동(錢寺洞), 압곡(押谷), 다
로곡(多老谷), 오곡(烏谷), 일명당(日明堂), 상암방(上巖旁)의 14속방이며 땅이 비옥하다.

6) 평광리(平廣里)
원래는 평관(平舘)이던 것을 1586년에 평광으로 개명했다. 군성에서 서쪽으로 20리에 있
고, 남북이 7리, 동서가 1리로서 제일 작은 리이다. 군북면의 평관리 일대이며 속방은 장안
동(長安洞), 지현동(知見洞), 모영동(毛榮洞), 명지동(明知洞), 사리동(沙里洞)등 5개다.

7) 산족리(山足里)
군북면의 박곡리, 수곡리, 영운리, 하림리, 원북리 일대인데 당초에는 산팔(山八)이라 부르던
것을 1586년에 산족으로 바꾸었다. 위치는 군성에서 서편 23리에 있으며 남북이 17리, 동서가 4
리였고, 속방은 원북동(院北洞), 하림동(下林洞), 신동(申洞), 우말이동(于末伊洞), 건천동(乾川洞
), 지곡(知谷), 박곡(朴谷), 안월라촌(安月羅村), 가은대(加隱大)등 9개였는데 비교적 넓은 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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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죽산리(竹山里)
군성에서 서편 20리에 위치하며 남북이 17리 동서가 9리인데 군북면의 모로리, 사도리,
월촌리 일대로서 저습지여서 수재(水災)를 많이 입었다. 속방은 4개였는데 모로곡(毛老谷),
사두곡(沙頭谷), 월라촌(月羅村), 대산촌(大山村)이다.

9) 안도리(安途里)
본명은 아도(阿道)였으나1586년도 안도로 개칭 되었다. 군성에서 서편 15리에 위치하며,
남북이 7리, 동서가 5리로서 군북면의 덕대리, 중암리, 소포리 지역이다. 토지가 비옥하였
고, 사족(士族)이 많이 거주했다. 속방으로는 지두촌(池頭村), 마라지촌(麻羅只村), 오장동(
吾莊洞), 당동(堂洞), 대대동(大代洞), 소대동(小代洞), 요암동(饒巖洞), 중동(中洞), 하동(下
洞), 주음법촌(走音法村)등 10개였다.

10) 남산리(南山里)
본명은 남산산(南山山)이었으나 1586년에 산(山)자 하나를 빼고 남산으로 고쳤다. 군성에
서 서쪽 15리에 위치하는 남북 13리, 동서 7리이다. 북쪽이 낮아 반 수 이상이 수침을 입는
곳이다. 현재 군북면의 장지리, 유현리 일대이며, 속방은 장존동(長存洞), 조여촌(鳥艅村),
국곡(國谷), 우개촌(牛介村), 지동(池洞), 부동(釜洞), 남현(覽峴), 유전촌(柳田村)등 8개이다.

11) 우곡리(牛谷里)
군성으로부터 7리 밖에 있으며 남북이 11리, 동서가 8리로서 가야읍의 혈곡리, 춘곡리,
신음리와 도항리 및 말산리 일부지역인데 3분지 1이 수해를 입었다. 속방으로는 혈곡(舌谷
), 인곡(引谷), 신촌(新村), 춘곡역(春谷驛), 도음곡(刀音谷), 서도항촌(西陶項村), 서말이산
(西末伊山)등 7개다. 우곡 동서편 구릉(丘陵)상에 거대한 고총(古塚) 40여기가 있는데 고국
왕릉(古國王陵)이라 전한다.

12) 백사리(白沙里)
원래는 도사(桃沙)였는데 1586년에 백사로 바꾸었다. 가야읍의 가야리, 사내리, 묘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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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군성에서 북으로 10리에 위치하며 남북이 10리, 동서가 9리이다. 속방은 망자암동
(望慈庵洞), 대소동(大所洞), 가야현(伽倻峴), 서남동(西南洞), 본법동(本法洞), 다읍현(多邑
峴), 장명곡(長命谷)등 7개이나 지세가 낮아서 거의 수해를 입었다. 특히 백사리 북편에 고
국유지(古國遺址)로 주위가 1,606척이나 되는 토축 유지(遺址)가 있으며 가야국구기(伽倻國
舊基)라고 세전(世傳)한다 하였다.

13) 마륜리(馬輪里)
지금의 법수면 동부(東部) 일대인데 군성으로부터 북으로 20리에 있으며 북은 의령현과
경계하고 있다. 남북이 10리, 동서가 9리이고 속방은 천사동(泉寺洞), 내동(內洞), 신법동(
申法洞), 중촌(中村), 둔지동(屯之洞), 사산(沙山), 사평촌(沙平村), 어리동(於里洞) 등 8개였
으며 수해가 극심한 곳이다.

14) 대산리(大山里)
군성에서 북으로 30리 밖에 위치하는 법수면의 서부(西部) 일대로서 남북이 15리, 동서
가 8리이며 서북쪽 낮은 곳은 의령현과 접하고 있다. 속방은 송천(松川), 비산(譬山), 중촌(
中村), 동배촌(冬背村), 장암(場巖), 강주동(康州洞), 응암촌(鷹巖村)등 7개이고 수침 지역이
다.

15) 대산리(代山里)
군성에서 23리에 있는 지금의 가야읍 산서리 일대와 대산면 전역인데 남북이 15리, 동서
가 20리나 되는 제일 큰 리이며 인구는 하리(下里) 다음이다. 속방도 무려 16개 였는데 사기
소(沙器所), 신점(新店), 전사동(錢寺洞), 목지촌(木池村), 도흥촌(道興村), 입사동(立寺洞),
능동(陵洞), 아호녹촌(鵝湖綠村), 구을혜(九乙惠), 취무곡(吹無谷), 대대산(大代山), 신죽촌(
新竹村), 이나리(彌羅里), 이목곡(梨木谷), 옥지곡(玉只谷), 옹점(瓮店) 등이다.

16) 안인리(安仁里)
본명은 안닐대(安尼大) 였으나 1586년에 안인으로 개명했다. 군성 동북간 10리에 위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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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남북이 10리 , 동서가 6리인데 산인면의 송정리, 내인리, 부봉리, 운곡리가 이에 속한다.
속방은 내동(內洞), 가을전(嘉乙田), 시동(柿洞), 송정촌(松亭村), 장본동(獐本洞), 석천거(石
泉渠), 우곡(隅谷) 등 7개이고 수해가 많은 지역이다.

17) 산익리(山翼里)
산법이(山法彌)라 부르다가 1586년에 산익으로 고쳤다. 산인면의 모곡리, 신산리, 입곡
리 지역으로 군성밖 7리에 있으며 남북이 8리 동서는 10리였다. 속방으로는 신촌(新村), 거
양사(巨陽寺), 당산(堂山), 가을전(嘉乙田), 모곡(茅谷), 수통곡(水桶谷), 와요방(瓦窯榜), 대
천곡(大川谷), 입곡(入谷) 등 9개 였는데 땅이 토박하여 가난한 사람이 많았다.

2. 갈마산(渴馬山)
대산면 부목리 마산부락 뒷산으로 목마른 말의 형상과 흡사하다하여 갈마산이라고 불리
워 왔다고 전한다.
옛날 허허벌판에 말의 형태와 같은 산이 남강변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을 보고 빨래하는
젊은 아낙네가 “산이 걸어간다”고 큰 소리로 외치자 산을 떠메고가던 산신령이 “방정맞은
아녀자”라면서 메고가던 산을 이 곳에 버려두고 떠나갔다고 전하는데 그 후 동네 사람들이
말이 목마르면 아니된다하여 말의 입모양 앞에 두 개의 큰 웅덩이를 파서 목마른 말이 물을
먹도록 하였다. 심한 가뭄에도 이 웅덩이의 물은 마르지않아 갈마정(渴馬井)이라 불렀으며
현재는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마을 이름도 산의 명칭을 따서 마산(馬山)부락이
라고 부른다.

3. 고종산(鼓鍾山)
대산면 평림리 고원부락 뒷산으로 해발 180m의 부채모양으로 된 산이다.
이 산에 신라시대에 건립된 평림사(平林寺)란 대사찰이 있었으며 이 사찰에서 국태민안(
國泰民安)을 기원하는 북과 종을 매일 같이 울렸다하여 고종산(鼓鍾山)이라 부르게 되었으
며 임진왜란으로 사찰이 소실되어 지금은 빈터만 남아있다.
산 정상에는 큰 고동(조개류) 한 쌍이 있어 지세를 바로 잡았다고 하는데 고동이 살던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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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이는 겨우 흔적만 찾을 뿐이다. 또한 이 산에서 유태암(有胎庵)이 있어 아기를 갖기 못하
는 아낙네가 백일 기도하면 태아를 잉태한다는 전설이 있어 지금도 매년 정초에는 공을 드
리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4. 작대산(爵大山)
옛날 옛날 먼옛날 노아(Noah)의 홍수(洪水)라 하여 천지개벽(天地開闢)이 있었다고 전한
다. 이곳 칠원면 일대의 최고봉인 작대산도 천지개벽 때의 전설을 담고 있다. 천지개벽당시
온 천지가 물에 잠겼어도 오직 이 산만은 작대기만큼 남았다고하여 작대산으로 불리어 오고
있는데 칠원읍지(漆原邑誌)에는 진산(鎭山즉主山)으로 작대산 또는 천주산이라 부르며 장수
방폭포가 있다고 했다.(鎭山一云爵大山又云天柱山有長壽房瀑布)

5. 도흥진(道興津)
도흥진(道興津)은 대산면 부목리 부촌동의 낙동강변에 위치하며 남강과 낙동강이 합류하
여 생긴 첫 번째의 나루이다. 육로(陸路)가 나기전 까지만해도 대산과 남지를 잇는 수로(水
路)의 요지로서 칠서의 상포(上浦), 칠북의 매포(買浦)등과 함께 남지와 영산등지의 장을 보
던 행상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길목이었으나 지금은 나루가 있었다는 것말 알 뿐 배도 사공
도 없이 농가(農家)만이 칠팔채 있을 뿐이다. 옛날에는 제법 성시를 이루었던 모양이나 시
대의 변천에 따라 세월 속에 묻혀버려 당시의 상황은 알 길이 없어 함주지(咸州誌)의 기록을
옮겨 적는다.
“나루는 군성(群城) 동북간(東北間) 40리에 있으며 강의 두 근원이 있는데 하나는 주흘산
(主屹山:聞慶)에서 나오고 또 하나는 태백산(太白山:三陟)에서 나와 상주(尙州)에서 합류(合
流)하여 경상도를 관통하여 낙동강이 되었다. 상주(尙州)에서는 월파정진(月坡亭津), 선산(
善山)에서는 무계진(茂溪津), 현풍(玄風)에서는 울어진(蔚於津)이라 하는데 초계(草溪)를 경
유하여 군계(郡界)에 와서 정암진(鼎巖津)과 더불어 합류하니 기강(岐江)이라 하였다. 굽이
굽이 동으로 5리쯤 흘러서 이 나루가 되었고 경양대(景釀臺)를 지나 매포진(買浦津)이 되고,
남수정(남秀亭)을 거쳐 삼랑포(三郞浦)에 다달아 황산강(黃山江)이 되었으며, 김해(金海)의
삼차강(三叉江)에 이르러서야 바다에 들어가니 본도가 동서로 나뉘어져 좌우도(左右道)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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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倭人)이 이 수로(水路:洛東江)로 말미암아 서울로 왕래하매 매양 가까웠고 일식정(
一息程:여관)을 설치하여 접대하였다. 도흥진은 개인의 소유인 배 두척이 있었으며 만력 정
해(萬歷丁亥 : 1587)년에는 백성에게 모금하여 배 두척을 만들어 쌀과 베등 나라에 바치는
조세를 운반했다.”

6. 멸포(蔑浦)
지금의 칠북면 봉촌리 외봉촌에 있는 밀포(密浦)라고 생각된다. 관개사업(灌漑事業)등으
로 지형(地形)이 옛날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 멸포(蔑浦)를 매포(買浦)라고도 불렀는데 옛날에는 안상(岸上)에 아담한 정자(亭子)가
있어 길손들이 쉬어가기도 하고 물건을 거래하기도 하였다. 이 나루는 창녕군 길곡면 오호
리를 넘어 십리쯤에 있는 영산장을 주로 이용했고, 창녕을 거쳐 대구와 칠원을 경유한 마산
까지의 생활권을 형성하여 마산의 해산물과 대구의 농산물을 유통시키는 교통의 요지로서
주로 행상인(行商人)이 많이 사용했다. 칠원읍지(漆原邑誌)에 “蔑浦在縣北三十里卽于叱浦
下流一名買浦岸上有樓”라 했으며 이 첨(李 詹)이 쓴 시(詩) 한 수가 있다.

長江滾滾向東流 野闊山開地盡頭
舟楫幾年人渡水 風塵萬里客登樓
煙籠杜子秦淮夜 月小波仙赤壁秋
岐路向南通巨鎭 政驂每到此中留
강물은 굽이굽이 동으로 흐르고
들은 넓고 산이 열리어 땅과 맞닿았구나.
돛단배는 수년을 물을 건네니
속세에 시달린 객이 누각에 올랐도다.
안개가 자욱하니 진회하(秦淮河)의 밤이련가
달빛이 강물에 부서지니 적벽(赤壁)의 가을이로다.
남쪽을 향한 쌍갈래 길에 큰진을 지날적에
기서 말을 머물러 쉬어가야 겠구나

7. 웃개나루(上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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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서면 계내리 진동(津洞)에 있는 나루로서 영남 일대의 중심 나루터 였다고 전한다. 칠
원읍지(漆原邑誌)에 "于叱浦日云上浦在縣西北三十里卽洛東江爲靈山縣南界"라 하였다.
창녕을 경유하여 대구, 서울로 잇는 교통의 요지일뿐만 아니라 중·서부경남의 물자 및
곡식을 강을 따라 배로 실어다가 안동을 거쳐 서울로 보냈는데 한창 번성할 때는 200여척
의 돛단배가 실어나르는 구실 밖에 못하고 구마고속도로와 국도가 옛 나루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

8. 정암진(鼎岩津)
군북면 월촌리 정암에 있는 나루로서 함안과 의령을 연결하는 교차점이다. 1935년 정암
교가 완공되기 전까지만해도 차량을 비롯하여 모던 화물과 사람을 수송하던 유명한 나루였
다. 이 나루만 건너면 의령군 소재지여서 특히 임진왜란 때에는 강을 경계하여 왜적과의 공
방전이 치열했던 곳이다. 함안을 거쳐 마산방면으로, 의령을 거쳐 진주방면으로 드나드는
중부 경남의 관문이며 함안장과 의령장을 이용하는 상인이나 주민들의 길목이기도 하다. 함
주지에 기록하기를 “군성(郡城) 북쪽 38리에 있으며(竹山里) 근원(根源)이 둘이 있으니 하나
는 두류산(頭流山:智異山)에서 나오고 또 하나는 함양군에서 나와 진주 광탄상(廣灘上)에서
합류하여 동으로 촉석루(矗石樓)를 지나 청천(菁川)이 되고 어풍정(御風亭), 십완당(十玩堂
)을 지나서 정암(鼎巖)에 이르러 이 나루가 되었다. 또 동으로 흘러서 풍탄(楓灘)과 아현연(
阿峴淵), 척당진(尺堂津)이 되어 용화산(龍華山) 서쪽에 이르러 낙동강에 들어갔다. 정암나
루에는 관선(官船) 1척이 있고, 척당나루에는 사선(私船) 1척이 있다”고 하였다.

9. 풍탄진(楓灘津)
풍탄진(楓灘津)은 법수면 주물리 사평에 있으며 지금은 이무리나루라고 부르는데 함주지
(咸州誌)에 “在郡城北二十五里(馬輪里) 鼎巖津下流”라 하였다.
풍탄진은 마산을 위주로 가야시장(伽倻市場)을 보고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로 통하게 되
어있어 육로(陸路)보다 약 10배 이상 단축되는 지름길이어서 시장보는 사람이나 상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나루이다.
지금은 강물이 악양에서 함안천(咸安川)과 합류(合流)되지만 일제(日帝)때 동양척식(東洋
拓殖)에서 둘안 제방공사를 하기 전만해도 함안천이 양포에서 풍탄진으로 바로 흘러 남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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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했다. 6.25 이후 1960년대까지 마산과 의령을 잇는 버스나 화물차를 나룻배가 실어 건
넸으나 지금은 겨우 행인이나 농작물만을 실어 나를 뿐이다. 또한 이 나루로 통하는 길이 지
방도여서 교량이 가설되는 날 그나마 나룻배의 흔적은 살아지고 애환만 남을 것이다.

10. 두길, 두릉(杜陵)
현재 내곡리와 외암리로 불리워 지고 있으나 옛날에는 두길 또는 두릉이라 불리어졌으
며, 아직도 외암리와 내곡리를 통털어서 두길 또는 두릉이라 부르는 이가 많다.
두릉은 본래 외암리와 내곡리를 에워싼 생동산(生童山),필봉산(筆峯山), 위봉(胃峯)의 산
세가 언덕과 같이 생긴데서 유래된 것인데 왜정 초기에 행정구역을 조정하면서 안쪽 골짜기
를 내곡이라 부르고 바깥쪽은 바위가 많아 지바위라 하여 청암부근을 외암이라 불렀다.

11. 만절(晩節)
여항면 봉곡동으로 불리어지는 곳으로 이 곳은 함안군의 최남단에 위치한다. 예부터 내
곡의 섭동으로 있다가 해방 후에 내곡에서 분리될 적에 봉곡동이라고 하였으며 그 전에는
만절(晩節)이라 하였다. 그 유래는 함안군의 최남단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뜻도 있고 양쪽
으로 높은 산이 가리워져 해가 일찍 뜨고 늦게 지며 따라서 계절도 늦어진다는 의미에서 불
리었다고 전한다.

12. 무릉동(武陵洞)의 유래(由來)
칠서면 무릉리 무릉동명(武陵洞名)은 조선(朝鮮) 중종(中宗)때의 거유(巨儒)이신 주 세붕(
周世鵬) 선생이 지은 것으로 사람들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상향(理想鄕)의 마을
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중국(中國)의 무릉도원(武陵桃源)에서 따온 이름이라 전한다. 옛날에
는 복숭아, 배등 유실수를 많이 심고 가꾸어 왔으나 지금은 없어지고 선생이 기념식수한 은
행나무만이 독야청청(獨也靑靑)하다.

13. 별천(別川)
여항면 주동리에 있는 동(洞)으로 주주골이라 불리는 골짜이의 가장 끝부분에 위치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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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인데 뒷산의 계곡이 매우 급한 곳으로서 풍경이 아름다워 정 한강(鄭寒岡) 선생이 이 곳에
서 노딜다 간 곳으로 별천지(別天地)라는 뜻에서 별천이라 불려지게 되었다한다.

14. 소실(牛谷)
지금의 행정구역으로는 가야읍(伽倻邑) 혈곡리(舌谷里) 월성동(月城洞) 인데 읍소재지에
서 5km정도의 취약지(脆弱地) 이다.
소실(牛谷) 이란 지명(地名)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마을의 형상이 황소가 누워 있는 것
과 같다하여 지어진 것이라고 전하며, 소는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많아야 살이 찌고 건강하다
는 뜻에서 부유하고 재앙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인공적으로 동구 앞에 연못을 파고 나무
를 심었다고 한다. 또한 이곳을 사지정(泗止亭: 유적 유물의 정자 참조)이라고 부른다. 전하
는 바에 의하면 조선 인조(仁祖)께서 괴이한 마을의 형세와 안팎으로 우거진 숲에 탄복하여
이곳에서 잠시 쉬어갔다는데 지금도 이곳을 사지봉(駟止峯:네마리 말이 끄는 수레가 멈춘
곳)이라 부르며, 그 숲을 내림(內林), 외림(外林)이라 불렀고 논으로 변한 현재에도 숲논으
로 부르고 있다. 내림과 외림의 중간지점에 어미등(漁尾登)이 있어 박실재에서 능선이 굽이
쳐 흐르다가 이곳에서 갑자기 멈춘 산을 말한다. 옛날 산신령이 남강변 낮은 곳으로 산을 메
고 가다가 이곳에 이르러 빨래하는 아낙네의 방정에 화가 난 산신령이 산을 두고 떠났다는
전설이 있다. 소실(牛谷)이란 지명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없어지고 대신 세실(舌谷)로 불리는
데 세실이란 동구를 제외하고 산으로 둘러싸여서 사람의 혀처럼 생겼다하여 지어진 이름이
다.

15. 오곡동(烏谷洞)의 유래(由來)
오곡동(烏谷洞)은 군북면 소재지에서 약 6km떨어진 산간벽지(山間僻地)로서 재(재) 넘어
비실을 지나 의창군 진전면 국도(國道)와 통하는 옛길의 요충지에 위치한다. 당초에는 오실(
娛室)이라 불리워져 오다가 신라 말엽 고운(孤雲) 최 치원(崔致遠) 선생이 어린 시절 어머님을
모시고 이곳을 지나던 중 피로가 겹치고 배도고파 오곡 뒷산에서 쉬고 있는데 난데없는 까마
귀가 나타나 닭다리를 물어주고 날아갔다고 전한다. 최 치원 모자(母子)는 그 닭고기를 구워
먹고 허기를 면하여 목적지인 통영까지 무사히 도착 하였다하여 그 후부터 오곡(烏谷)이라 불
렀으며 또한 오곡 뒷산의 생김새가 까마귀 2마리가 깃을 펴고 나를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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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운동(雲東)부락의 유래(由來)
칠원면 운곡리 운동마을은 지금으로부터 2백여년 전에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나무들이
무성하게 숲을 이루어 지나가는 길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선비들이 과거길에 오를
때면 으례히 이곳에 여장을 풀고 숲의 절경에 감탄하며 한수 시를 읊고 떠났기 때문에 서울
장안에까지 유명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도사 한분이 이곳을 지나다가 우거진 숲너머로 흰구
름이 두둥실 떠있고 찬란한 햇빛이 스며드는 것을 보고 구름운(雲) 자에 동녘동(東) 자로 이
름지어 오늘날까지 운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17. 배 닮은 유원(柳原)
지금은 유상(柳上), 유하(柳下)로 분동(分洞) 되었지만 칠원면의 유원동은 풍수지리학적(
風水地理學的)으로 배설(배說)이라하여 무거운 집 짓기를 꺼려한다. 이 마을은 동서남으로
개울이 흐르고, 북으로만 산을 등지고 있어 마을 형상이 배같이 생겼다하여 지어진 것이다.
배에 과도하게 짐을 실으면 배가 가라앉듯 기와집같은 짐이 많이 실리는 집을 짓게되면 몇
해 안가서 집안이 망하기 때문이란다. 지금은 전기와 전화가 들어와 골목마다 전주가 세워
져 있는데 이것은 배의 돛대와 같다하여 마을이 더욱 번창한다고 한다.

18. 한티재
현재 의창군과 함안군의 경게지점인 봉곡리 고개를 한티재라 불리웠는데 이곳은 의창군
진동면에서 약 30십리, 함안군 가야읍에서도 약 30십리 지점으로 감포선의 중앙에 위치한
고개로 이 길을 이용하던 행인들은 많이 쉬어갔던 곳이다.
한티재라 불리게된 유래는 이 고개에 올라서면 진동앞 바다가 한눈에 확 트이게 보인다
는 뜻에서 한티재라 불리웠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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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옛 생활(生活)과 풍속(風俗)
Ⅰ. 개

관

우리 고장은 경남의 내륙 지방에 자리하고 있는 농경 사회이다. 그러므로 현재 이 지방
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세시풍속(歲時風俗)은 파종하고, 김매고, 수확하는 농경 사회의 생활
상이 역역히 담겨져 있다.
이제 이 고장에서 전승(傳承)되어 오는 생활 풍속을 기록해 보거니와 이 가운데는 우리
민족 고유의 공통적 풍속과 별로 상이함이 없음을 밝혀 둔다.

Ⅱ. 옛 생활(生活)과 풍속(風俗)
1. 세시풍속(歲時風俗)
세시풍속이라 함은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자연과 사람의 일에 대하여 관습적으로 행하여
온 의례적(儀禮的)인 행위를 말한다. 고래(古來)로 세사(歲事), 세시(歲時), 월령(月令) 이라
하고 오늘날은 연중행사(年中行事)라 한다. 정월 초하룻날부터 섣달 그믐날까지 월별(月別)
행사를 살펴본다.

(1) 정월
○ 설날 :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어른은 미리 준비된 두루마기, 바지, 저고리를 입고
어린 아이들은 색동옷을 갈아입으니 이를 ‘설빔’(歲粧)이라 한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세
찬’(歲饌), ‘세주’(歲酒)를 갖추어 조상에 대한 제사, 즉 정조다례(正朝茶禮)를 지낸다. 제사
가 끝난 후 친척이나 윗 어른을 찾아가 새해 인사 (세배:歲拜)를 드린다. 새해 인사는 “새해
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금년에는 만사형통 하기를 바라오” 라는 이야기가 오가며 떡국, 술,
과일등 마련해 둔 음식을 내어놓거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세뱃돈’이라해서 금전을 주는 예가
많다. 윗 어른에게 세배가 끝나면 친구들이 모여 서로 인사하고 윷놀이와 환담이 벌어지며
며칠간 계속된다. 또한 각 가정에서는 복조리를 사서 걸어 두는데 이는 연간 사용량의 조리
를 이른 새벽에 사서 방이나 대청구석에 걸어두는 것으로 일년동안 복을 담아 모아서 살림
이 불같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리고 “야광쫓기”란 풍속이 있는데 이는 설날밤에 야광(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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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이란 귀신이 사람의 신을 신어 보고 맞으면 신고 간다는 속설(俗說)에 따라 남녀의 신발
을 방안에 들여 놓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정초(正初)에는 점치기가 행하여지고 있는데 유능
한 점장이에게 가서 그 해의 신수점을 보고 만약 신수가 나쁘다고 하면 “안택”(安宅)이라 해
서 간단한 굿을 하기도 한다. 한편 점치기와 더불어 토정비결을 보고 그 해의 운세를 예측하
기도 하니 이러한 정초의 풍습은 조상숭배와 함께 한해의 복을 기원하는 뜻에서 행하여지는
것 같다.

○ 정월 대보름 : 설날로부터 보름째가 되는 날로서 ‘상원’(上元), 또는 ‘원소절’(元宵節)이
라 하여 농경 생활과 관련하여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가 많은 바, 몇 가지만 소개하
면, 먼저 ‘부럼’(종과:腫果)이라 하여 보름날 새벽에 생밤, 호도, 잣, 땅콩 등을 깨무는데 이
는 일년 중 부스럼이 없고 이가 튼튼하라고 행하는 것인데 일설(一說)에는 호도를 깨문다는
것은 “오랑캐의 대가리를 부순다.”는 말로서 조선 인조 임금의 삼전도(三田渡)의 치욕을 씻
기 위한 것이라고도 한다.
‘더위 팔기’는 보름날 아침에 친구나 이웃 사람을 만나면 “내 더위 먼저 더위”라하며 더위
를 파는데 이는 재치와 거동이 남 보다 앞서려는 뜻이고, 이 때 대답으로는 ‘너 더위 내 더위
맞더위’라 한다. 귀밝이 술은 상원날 아침에 술을 한 잔씩 마시면 귀가 밝아지고 귓병이 생
기지 않는다고 한다. 약식(藥食)과 오곡(五穀)밥을 지어 먹는데 약식은 찹쌀, 대추, 곶감, 밤
등을 섞어서 만들고, 오곡 밥은 찹쌀, 팥, 수수, 조 등을 섞어서 만드는데 남의 집 밥을 나누
어 먹는 미풍에서 생겨난 것이다. 진채식(陣菜食)은 호박 꼬지, 외 꼬지, 무우 꼬지, 가지 나
물, 취 나물, 버섯, 피마자 잎, 고사리, 도라지, 시래기 등 미리 말려두었던 여러 가지 나물
을 무쳐 먹는 것을 말하며 이는 그 해의 더위를 먹지 않기 위함이다. 특히 첫 밥숟갈을 피
마자 나물 잎에 싸서 먹으면 꿩 알을 줍는다고 한다. 쥐불놀이는 소보름, 대보름날 밤에 논
둑, 밭둑을 태우는데 이는 병충해를 타 죽게하고 논과 밭의 잡귀를 쫓는 불의 신앙심을 의미
하고 주로 어린 아이들이 깡통과 같은 그릇에 끈을 매어서 소똥이나 숯을 넣어서 불이 일면
논, 밭둑에 질렀다. 다리밟기는 보름날 밤에 횃불을 들고 남녀노소가 강가 다리에 가서 자
기의 나이대로 왕복하면 일년 중 다리가 튼튼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달
맞이는 보름달을 먼저 보는 사람이 그 해에 운수가 좋아서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틀림없이
생남한다고도 한다. 소원이 있으면 달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절을 한다. 달집(달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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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산 봉우리에 짚단, 소나무, 대나무를 이용해서 원두막처럼 집을 지어 입구를 동쪽 달뜨
는 곳으로 향하게 하고 그속에는 다시 달못이라 하여서 짚으로 둥글게 환을 만들어 놓고 달
이 떠오르면 불을 질러서 연기를 솟아오르게 하고 주위를 돌면서 농악 놀이로 즐긴다. 그 해
의 흉, 풍은 달의 모습을 보고서 예측하기도 한다. 보름날 줄다리기는 집집마다 짚단을 모
아 굵게 줄을 만들어 승부를 다투는데 여자 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전한다. 다음으로 지
신(地神)밟기는 마을 청년들이 농악대를 구성하여 농기(農旗)를 앞세우고 동네 가가호호(家
家戶戶)를 돌면서 마당, 장독, 곳간, 외양간, 뒷간 등을 다니면서 복을 빌고 액을 쫓는 놀이
를 말하며, 또 소에게 밥 주기가 있는데 이것은 한 해의 농사에 주력(主力)을 맡을 소를 중
히 여기는 뜻에서 밥과 반찬을 준비한대로 넓은 그릇에 담아서 주고, 밥을 먼저 먹으면 풍년
이 들고 나물을 먼저 먹으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그리고 개 보름쉬기라 하여 보름날에는 개
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야 파리가 적고 개가 잘 큰다는 속설(俗說)에 의한 것이며, “개 보름
쉬듯”이라는 속담(俗談)은 여기에 연유함이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是日不飼犬飼
之則多蠅而瘦故也 俗戲餓者比之上元犬”이라 있음을 보아 그 유래는 오래된 듯하다.

(2) 2월
○ 영등할멈네 : 2월 초하루 영등날(靈登日)은 바람신(風神)을 상징하는 영등할미를 맞이
하여 부엌이나 장독대에 음식상을 준비하고 소지(燒紙)를 올리고 절을 하며 소원을 빈다. 영
등할미는 2월 초하룻날 와서 15일~20일 사이에 하늘에 올라가는데 영등할미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딸을 데리고 오면 매사가 무사하지만 며느리를 데리고 올 때에는 그 며느리가 노
하여 폭풍을 일으키니 이 바람을 속칭 ‘영등바람’이라 하는 것이다. ‘바람올린다’고 하는 말
은 영등바람을 피하기 위하여 영등할미와 그 며느리에게 빈다는 뜻이다. 또 2월부터는 농사
일이 시작되므로 일꾼들 에게는 마지막 노는 명절이라 하여 ‘섬밥’<짚을 깨끗이 간추려 밥과
반찬을 담는 것>을 만들어 곳간에 두었다가 나누어 먹게 한다.
○ 좀생이보기 : 좀생이는 묘성(昴星)의 속칭으로서 여러 별이 모여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렇게 불리워 지는 것이다. 2월 6일 저녁에 좀생이와 달이 나란히 가거나 거리가 멀면 풍년
이 들고 가까우면 흉년이 든다는 점성술(占星術)의 하나이다.
○ 입춘(立春) : 각 가정의 대문, 기둥, 벽 등에 좋은 글귀의 춘첩(春帖)을 써 붙이는데 상
중(喪中)에 있는 집에서는 행하지 않는다. 춘첩의 내용은 ‘立春大吉’, ‘建陽多慶’, ‘掃地黃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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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 ‘開門萬福來’, ‘父母千年壽’, ‘子孫萬世榮’,‘門迎春夏秋冬福, 戶納東西南北財’와 같은 문구
가 쓰여 있다.

(3) 3월
○ 삼짓날 : 삼월 삼일을 ‘삼월 삼짓’또는 ‘상사’(上巳)일, 혹은 ‘중삼(重三)일’ 상제(上除
)라고도 한다. 이 날은 강남간 제비가 돌아오는 날이라 하여 날씨가 온화하여 산야(山野)에
꽃이 피기 시작하니 진달래 꽃을 따서 쌀가루에 반죽하고 참기름을 발라서 만든 ‘꽃전’(花煎
)과 녹두가루를 반죽하여 익힌 것을 썰어서 오미자(五味子)물에 넣어 꿀을 섞고 잣을 띄워
만든 ‘화면’(花麵)을 만들어 먹고, 두견주(杜鵑酒)나 도화주(桃花酒)를 만들어 마신다. 또 기
일(忌日)이 불명한 조상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부녀자들이 산천에 가서 물맞기
도 하며, 소원 성취를 위한 산천 기도도 한다.
○ 한식(寒食) :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인데 이 날은 술, 과일, 나물, 떡 등 여러 가
지 음식을 만들어 조상의 묘(墓)를 찾아 성묘(省墓)하고 이장(移葬)이나 화장(火葬)도 이 날
에 행하는 경우가 많다. 한식의 기원에 관해서는 중국 진나라(晋) 충신 개자추(介子推)가 간
신에 의해서 추방되었을 때 진문공(晋文公)이 그를 찾고자 산에 불을 놓았으나 나오지 않고
타 죽었는 바 그 충절에 감동하여 한식(寒食)한데 기인한다고 전한다. 이 날에는 화류(花流)
놀이라 하여 남녀들이 산천 경개를 찾아 봄 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4) 4월
○ 초파일 : 4월 8일은 석가모니(釋迦牟尼)의 탄생 일로 ‘욕불일’(浴佛日)이라 하며 부근
의 사찰(寺刹)에 찾아가 재(齋)를 올리고 등(燈)을 바치며 소원성치를 기원한다. 또한 각 가
정에서는 등을 달아서 밝게 하는데 자녀의 수대로 등을 달아 불을 밝히면 길(吉)하다고 하나
오늘날 민가에서는 보기 드물다.

(5) 5월
○ 단오절(端午節) : 5월 5일은 ‘단오’(端午), ‘수리’(戌衣), ‘천중절’(天中節), ‘중오절(重五
節)’, ‘수릿날’이라고도 하며 연중 4대 명절의 하나이다. 이 날 각 가정에서는 아침 일찍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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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여 가묘(家廟)에 제사를 지내니 이를 “단오다례”(端午茶禮)라 한
다. 이 날 여자들은 창포(菖蒲) 삶은 물로 머리를 감으며 창포 뿌리로 비녀를 만들어 수복(
壽福)이란 글을 써서 머리에 꽂으니 이는 건강에 좋고 사귀(邪鬼)를 물리친다는 전래에 기인
한 듯하다. 또한 가정에서는 부적(符籍)을 문설주에 붙이거나 쑥을 베어서 문 위에 달아 두
기도 하는데 이는 재액(災厄)을 물리친다고 하기 때문이다. 또 남자의 씨름 대회나 여자의
그네뛰기도 단오에 행하여 지는 우리 고장의 중요한 민속의 하나이다. 특히 우리 고장에서
는 소 싸움도 성히 행하여 지고 있다.

(6) 6월
○ 유두(流頭)날 : 음력 6월 15일은 유두(流頭)라 하는데 이는 “東流水頭沐浴”의 약어(略
語)로 봄이 타당하다는 설도 있다. 이 날에 행하는 중요한 습속으로는 동으로 흐르는 맑은
냇물에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는데 시대가 변천됨에 따라 오늘날에 와서는 6월의 더위를 씻
는 ‘물맞이’가 많이 행하여 진다. 몸을 청결하게한 연후에는 수박, 참외, 국수, 떡 등을 마련
하여 사당(祠堂)에 제사하며, 논이나 밭 두렁에서 농사의 풍년을 위하여 농신(農神)에게 제
사지내는데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유두천신’(流頭薦新)이라고 한다.
한편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이웃이나 친척이 함께 모여 냇가나 계속에 가서 휴식을 취하
고 하루를 즐기는 ‘유두연’(流頭宴)도 오늘날 우리 고장에서 널리 행하여진다.
6월에는 복일(伏日)이 있는데 더위로 인하여 떨어진 식욕을 돋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
하여 팥죽을 쑤어서 먹거나 보신탕(개장국), 닭죽(삼계탕)을 즐겨 먹어서 영양을 섭취하는
날이기도 하다.

(7) 7월
○ 칠석(七夕) : 음력 7월 7일은 은하수(銀河水)를 사이에 둔 견우(牽牛)와 직녀(織女)가
까치들이 놓은 오작교(烏鵲橋)를 건너 년중 이 날 한번만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전설은 중국
에서 전래된 것으로 옥황상제(玉皇上帝)의 딸 직녀와 건너편 견우는 사랑에 빠져서 베짜기
와 농사일을 게을리하여 백성이 도탄에 빠지자 이에 노(怒)한 옥황상제가 이들을 떨어져 살
게 하였기 때문이라 한다. 이 날을 전 후 하여 비가 내리는 것이 보통인데 칠석 전에 내리는
비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기 위하여 수레를 씻는 것이라 하며, 칠석 후의 비는 이별이 눈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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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 이날 가정에서는 칠석제를 지내기도 하고 사찰에 찾아가 칠석 불공을 드린다. 특
히 이날 목욕을 하면 병이 치료된다고 한다.
○ 백중일(百中) : 7월 15일을 백중(百中), 혹은 중원(中元)이라고도 한다. 이 때에 온갖
음식을 마련하여 조상의 혼(魂)을 위하고 오곡이 잘 되라고 기원하는 뜻에서 제사한다. 농가
의 일꾼들은 ‘호미씻기’ 혹은 ‘농부날’, ‘초연’(草宴), ‘풋굿’이라 하여 부락의 농부가 제각기 응
분의 주식(酒食)을 내어서 냇가나 나무그늘 또는 산 기슭에 모여 앉아 농사 일을 의논하고
주식(酒食)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루를 즐긴다. 본래 ‘호미씻기’란 논 밭의 김을 다 메고 호미
를 씻어 두고 논다는 뜻이며 농사가 잘된 집이 있으면 그 집의 머슴을 머슴가운데 우두머리
로 삼아 삿갓을 씌우고 황소를 태워서 촌락(村落)을 돌고 주인은 주식(酒食)을 내어 맛있게
먹도록 한다.
○ 두레삼(協同績麻) : 7월 중순이 되면 한 마을의 부녀자들이 일단(一團)이 되어서 이 집
저 집 돌아가면서 삼 껍질을 벗기거나 삼(麻)을 삼으면서 전설, 농담을 하면서 지겨움없이
길쌈을 하는 부녀자들의 협동노작(協同勞作)이나 오늘날에는 거의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

(8) 8월
○ 추석(秋夕) : 8월 15일을 ‘한가위’, ‘중추절’(仲秋節), ‘가배’(嘉俳)라 하고 각 가정에서는
일년 중 설날과 함께 가장 즐거운 명절(名節)로 지켜온다. 신라 제 3대 유리왕(儒理王)때 여
자들의 길삼(績麻) 평가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날은 남녀노소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
옷을 갈아 입고 햅쌀로 빚은 술과 떡, 햇과일로 조상에게 추수 감사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성묘(省墓)도 하며 가족 단위, 마을 단위로 모여 즐긴다. 특히 보름 달밤에 펼치는 “강강수
월래”라는 습속(習俗)은 우리 생활의 멋이요 운치라 하겠다. 이제 그 노래의 한 구절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하늘에는 별도 총총 강강 술래
동무도 좋고 마당도 좋네 강강술래
솔밭에는 솔잎도 총총 강강 술래
대밭에는 대도 총총 강강 술래
달가운데 노성나무 강강 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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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월
○ 중양절 : 9월 9일을 ‘중양절’(重陽節), ‘중구절’(重九節)이라 함은 양수(陽數)가 겹치기
때문이다. 이 날은 제비가 강남으로 다시 날아간다고 하니 이때쯤이면 제비를 보기가 힘들
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는 황국주(黃菊酒)와 국화전(菊花煎)을 만들어 교외에 풍국(楓菊)놀이
를 했고, 시인(詩人), 묵객(墨客)은 황국주를 마시면서 하루를 즐긴다. 우리 고장에서는 조
상의 기일(忌日)을 모르는 경우에 이 날을 택하여 제사한다.

(10) 10월
○ 시월상달 : 이는 10월 중에 길일(吉日)을 정하여(대개 午日에 하는데 戊午日을 가장 좋
은 길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햇 곡식과 시루떡을 장만하여 성주신(큰방), 천룡신(장독), 조
왕신(부엌), 조상신, 삼심에게 제사하고 5대 이상의 조상에게 묘제(墓祭)를 지낸다. 특히
“성주(城主)받이 굿”또는“성주제”(城主祭)라고 하여 무당을 불러 음식을 갖추고 성주신에게
일가(一家)의 평안을 빌기도 한다. 이달의 시식(時食)으로는 강정, 숙단자, 신선로가 있다.

(11) 11월
○ 동지(冬至) : 일년 24절기 가운데 22번째에 해당되며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아세’(亞歲:작은 설)라고 하였다. 이 날은 팥죽을 끓여서 사당에 제사하고 대문, 헛간, 주춧
돌, 장독 등에 뿌리는데 이것은 「형초세시기」(刑楚歲時記)의 기록에 “공공씨(共工氏)가 불초
한 자식을 두었는데 이 아들이 동짓날 죽어서 역귀(疫鬼)가 되어 작폐(作弊)가 심하였다. 이
귀신을 붉은 팥을 무서워하므로 동지날에 붉은 팥죽을 끓여 재앙(災殃)을 면(免)하기를 빈
다”라고 하였으니 붉은 색의 주술력(呪術力)을 이용한 것이라 하겠다. 팥죽에는 찹쌀 가루
를 반죽하여 새의 알만큼 빛어 넣고 팥죽을 먹을 때는 새 알을 나이만큼 먹어서 동지 후에는
한 살을 더 쳐주기도 한다.

(12) 12월
○ 납향(臘享) : 동지에서 세 번째 미일(未日)을 말하며 농사의 형편과 집안일을 신(神)에
게 고(告)하는 제사를 지낸다. 납(臘)은 곧 협(협)의 뜻으로 사냥하여 짐승을 조선(祖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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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날 참새를 잡아먹으면 홍역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고,
참새 한 마리는 황소 한 마리와 같다는 과장된 표현도 하고 있다.
○ 섣달 그믐 : 한 해의 마지막 날로서 이날 밤을 “제석”(除夕), 혹은 “제야”(除夜)라고 한
다. 한 해의 거래 관계는 이 날로 청산을 하며, 가정에서는 새해의 준비로 분망하다. 또 집
안의 청소를 깨긋이 한 후에 마당에 모닥불을 피워서 잡귀를 쫓고, 저녁 식사 후에는 ‘묵은
새배’(舊歲拜)라 하여 존속(尊屬)의 친척, 친지의 노장(老長)을 찾아 지난 한 해의 인사를 드
린다. 그러므로 밤중까지 거리에는 오 가는 사람들의 등불이 요란하다. 또한 이 날 밤에는
윷놀이 등으로 꼬박 밤을 세우는데 일찍 잠자는 사람에게는 눈썹에 밀가루 칠을 하여 빨리
늙는다고 놀리기도 하고, 굼뱅이가 된다고 겁주기도 하였으며, 놀이에 지거나 돈을 잃은 사
람은 새해에 재수가 좋다고 하였다.

2. 혼례(婚禮)
남녀가 서로 만나 백년해로(百年偕老)를 서약하는 혼례의식(婚禮儀式)은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것으로서 육례(六禮)에 의거한다. 그러나 지금은 구식혼례라 해도 옛날 격
식 그대로를 따르지 않고 약간 신식(新式)을 가미하여 행하고 있다.

(1) 의혼(議婚)
남녀 양가(兩家) 사이에 혼담(婚談)이 오고가서 혼인의 합의가 되면 허혼(許婚)하는 것으
로 이것을 의혼(議婚) 또는 면약(面約)이라 한다.
양가에서는 서로 사람을 보내서 상대편의 인물, 학식, 형세유무(形勢有無), 인품등을 내
사하고 궁합(宮合), 간선(看選)등을 거쳐 합의가 이루어지면 남자쪽에서 청혼(請婚)의 뜻으
로 남자의 생년월일시(生年月日時)를 써서 편지와 함께 여자쪽에 보내는데 이를 납채(納采)
라고 한다.
여자쪽에서는 남자의 사주(四柱)를 받으면 천간(天干),지지(地支)등을 보고 혼례식 날짜
를 택일(擇日)하여 남자쪽에 보내는데 이를 연길(涓吉)이라 하며, 이로부터 양가(兩家)에서
는 혼례식 준비를 서두른다.
결혼식 전날에 신랑측에서 신부측에 신부용 혼수(婚需)와 예장(禮狀=婚書紙) 및 물목(物
目)을 넣은 혼수함을 보내는데 이를 납폐(納幣)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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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례(大禮)
혼례식(婚禮式)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따르는데 혼례(婚禮)를 올리기 위해 신랑(新郞)이
신부(新婦)집으로 가는 것을 초행(初行)이라 한다. 신랑의 초행에는 후행(後行)이 따라 가는
데 신랑의 조부(祖父)나 백부(伯父) 아버지 등의 상객(上客)과 신랑의 삼촌이나 백씨(伯氏),
어린동생이나 조카 등이 따른다.
신랑의 일행이 신부의 마을에 도달하면 신부집에서 대반(對盤) 또는 인접(人接)이라 부르
는 안내원이 나와서 이들을 정방으로 안내한다. 정방이란 신랑일행이 신부집에 가기전에 잠
시 쉬는 곳으로 보통 이웃에 있는 신부의 친척집을 이용한다. 여기서 요기를 한 후 신랑은
사모관대(紗帽冠帶)와 예장(禮裝)을 갖추어 신부집으로 향하고, 함진애비는 납폐시(納幣時)
에 맞추어 신부집으로 들어간다.
신부집에서는 납폐에 대한 준비로 멍석을 깔고 상을 놓고 병풍을 쳐놓은 후 냉수 세 그릇
을 떠놓고 함진애비의 함을 받는다. 함진애비의 함을 예로서 받아 안방으로 모시고 나면 곧
이어서 혼례식이 거행되는데, 신부집 마당에 대례상(大禮床)이 마련된다.
대례상에는 두 개의 화병을 놓으며 신랑쪽 화병에는 팥을 가죽 넣고 신부쪽 화병에는 참
깨를 반쯤 넣어 각각 송죽(松竹)가지를 꽂아 놓는다. 대레상을 친영상(親迎床) 또는 교배상(
交拜床)이라 하며, 전안(奠雁)의 시각이 되어 신랑이 입장을 한다. 이때부터 마을의 학식 높
은 노인이 부르는 홀기(笏記)에 따라서 식순이 진행되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① 主人迎婿于門外 : 주인이 신랑을 맞아 들인다.
② 婿揖讓以入 : 신랑이 읍하고 들어온다.
③ 侍者執雁以從 : 시자가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가지고 신랑을 자리로 안내한다.
④ 婿就席 : 신랑이 자기 자리로 들어선다.
⑤ 抱雁于左其手 : 신랑이 기러기의 머리를 왼쪽으로 가도록 안는다.
⑥ 北向跪 : 북쪽, (正廳) 쪽을 향하여 꿇어 앉는다.
⑦ 置雁于地 : 기러기는 소반위에 올려 놓는다.
⑧ 俛伏興 : 일어난다.
⑨ 小退再拜 : 약간 뒤로 물러서서 두 번 절한다.
이상은 소례(小禮) 즉 전안(奠雁)의 식순이며 대례(大禮) 즉 교배례(交拜禮)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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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婿至席末 : 신랑이 초례청(醮禮廳) 동편 자리에 들어선다.
② 姆導婦出 : 신부의 시자(侍者 = 한섭이라 함)가 신부를 부축하여 나오되 백포(白布)를
깔고 그 위를 밟고 나온다.
③ 婿東婦西 : 신랑은 동편에, 신부는 서편에서 초례상을 중앙에 두고 마주 선다.
④ 進盥進洗 婿盥于南婦盥于北 : 신랑의 손씻을 물은 남쪽에, 신부의 손씻을 물은 북쪽에
놓는다.
⑤ 婿婦從者沃之 : 신랑 신부 각각 손을 씻고 수건에 닦는다.
⑥ 婦先再拜 : 신부가 먼저 두 번 절한다.
⑦ 婿答一拜 : 신랑이 한 번 절한다.
⑧ 婦又再拜 : 신부가 다시 한 번 절한다.
⑨ 婿又答一拜 : 신랑이 다시 한 번 절한다.
⑩ 婿揖婦各跪坐 : 신랑이 신부에게 읍하고 각각 꿇어 앉는다.
⑪ 侍者進饌 : 시자가 술잔을 신랑에게 준다.
⑫ 侍者各斟酒 : 시자가 잔에 술을 부어준다.
⑬ 婿揖婦祭酒擧肴 : 신랑은 읍하고 술을 땅에 조금 붓고 안주를 젓가락으로 집어 상위에
놓는다.
⑭ 又斟酒 : 시자가 신랑 신부 술잔에 다시 술을 붓는다.
⑮ 婿揖婦擧飮婦祭無肴 : 신랑은 읍하고 신부가 술을 마시되 안주는 들지 않는다.
⑯ 又取巹婿婦之前 : 표주박을 신랑 신부에게 준다.
⑰ 侍者各斟酒 : 시자가 표주박에 술을 붓는다.
⑱ 擧盃相互婿上婦下 : 신랑신부 표주박을 바꾼다.
⑲ 各擧飮 : 신랑 신부 술을 마신다.
⑳ 禮畢撤床 : 예를 끝내고 상을 치운다.
21

各從其所 : 신랑 신부 각각 처소로 들어간다.
이상으로 혼례식은 끝나며, 신랑은 예복을 평상복으로 갈아 입고 큰방으로 들어가 큰 상

을 받는다. 이 때 상객(上客)들은 상객방으로 들어가서 큰상을 받는데, 여기서 사돈댁 남자
들로부터 차례로 인사를 받는다.
우귀(于歸)는 신행(新行)이라고도 하여 신부가 정식으로 신랑집에 입주하는 의식으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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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치른 당일 시가(媤家)로 가는 당일우귀(當日于歸)와 삼일동안 신방(新房)을 치르고 가
는 삼일우귀(三日于歸)가 있다.
밤이되어 신랑이 신방(新房)에 들어가면 이어 주안상이 들어오고 신부는 신랑에게 술을
따라 준다.
신랑은 신부의 족두리와 예복(禮服)을 벗기고 잠자리에 드는데 이때 “신방 엿보기”의 구
습(舊習)도 있었다.
신부가 시가에 와서 드리는 인사(人事)가 곧 폐백(幣帛)으로 구고례(舅姑禮)라고도 한다.
이상의 격식을 거쳐 부부(夫婦)가 탄생하였던 것이나, 오늘날은 많은 변화를 거쳐 간단한
의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와 같은 혼례식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3. 상례(喪禮)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 동안 함께 살아오던 가족, 친지들 모든 반려자와 영원히 이
별을 고하는 죽음의 길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숙명적(宿命的)으로 겪지 않을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인 것이다. 이와같은 숙명적인 참으로 슬프고 엄숙한,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 그 예(禮)
를 절차있게 행하는 것이 곧 상례(喪禮)인 것이다.
상례는 형편과 사전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대충 다음의 절차에 의하고 있다.

(1) 임종(臨終)
운명(殞命)이라고도 하며, 마지막 숨이 넘어가면 집 안팍을 모두 깨끗이 치우고 목욕을
시킨 후 병자의 머리를 동쪽으로 하여 북쪽 문옆에 눕힌다. 이때 햇솜을 준비해 두었다가 숨
이 끊어지면 입과 코와 귀를 막아 준다. 머리를 높게 비뚜러지지 않게 괴고 남녀가 곡(哭)하
고, 시체가 굳기 전에 손발을 고루 주물러서 펴고 백지로 시체의 얼굴을 덮고 베헝겊으로 좌
우 어깨를 단단히 동이고 두 팔과 두 손길을 곱게 펴서 남자는 왼손을 위로하고 여자는 오른
손을 위로하여 두 손을 배위에 올려 놓고, 두 다리를 곧게 펴 모아 가지고 베로 동이며 어그
러지지 않게 하여 엎어 놓고 다시 곡(哭)을 한다.

(2) 고복(皐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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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亡者)의 혼(魂)을 부르는 것으로, 마당에 명태 세 마리와 짚신 세 켤레를 차려 놓고
망자의 속적삼을 들고 마당에서 흔들며 지명(地名)과 성명(姓名)을 부르고 ‘복’‘복’‘복’이라고
세 번 외친 다음 속적삼을 지붕위에 던진다. 이 속적삼은 입관(入棺)할 때 내려서 영위에 놓
았다가 삼우(三虞)날 불태운다.

(3) 습렴(襲殮)
① 소렴(小殮) : 소렴은 수의를 입히는 절차로서 사망하지 2일째 아침에 행한다. 깨끗한 자
리를 깔고 속포(束布)와 장포(長布)를 편 후 시신을 그 위에 모시고 새솜으로 어깨 사이
빈 곳을 채우고 좌우를 걷우어 맨다. 수의는 왼편으로부터 여미되 고름은 매지않으며
손은 악수(握手)로 싸매고, 명목(瞑目)으로는 눈을 싸매고, 폭건과 두건을 씌우고 이불
로 고르게 싼 다음 장포(長布) 두 끝을 찢어 각각 매고, 속포(束布)로 묶은 다음 끊어서
속포 한 끝을 세 갈래로 찢어, 아래서부터 차례로 묶어 올라간다.
② 대렴(大殮) : 대렴은 소렴이 끝난뒤 시신을 입관(入棺)하는 의식이다. 소렴을 한 다음날
하는 것으로 관을 시상(屍狀) 서쪽에 놓고, 대렴포와 장포를 놓고 그 위에 대렴금(大斂
錦)을 펴놓고 소렴한 시신을 모신다. 먼저 발에서 머리로, 그리고 왼편에서 오른편으
로 여민 후 다시 장포와 횡포를 묶고 시신을 관속에 넣는다. 비어있는 곳은 망인의 옷
을 말아서 채운 후 관 뚜껑을 덮는다.
뚜껑을 닫은 관은 다시 광목으로 싸서 결관베로 관을 묶고, 명정(銘旌)을 만들어 병풍
에 걸고 혼백(魂帛)을 영좌(靈座)에 안치하여 영영(靈影)을 모신다.

(4) 성복제(成服祭)
입관(入棺)이 끝나면 상복(喪服)을 입고 영좌(靈座)앞에서 첫 제(祭)를 올리는데 이를 성
복제(成服祭)라 한다. 상복은 일가중에서 8촌까지 입으며, 영좌앞에 제상(祭床)을 갖추어 제
물을 차려놓고 남자는 영구의 동편에서, 여자는 서편에서 서포 마주서서 곡한다.

(5) 치장(治葬)
① 장일(葬日) : 묘지 자리를 잡으면 장사지낼 날짜를 정한다. 당일장(當日葬), 삼일장(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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葬), 오일장(五日葬), 칠일장(七日葬) 등이 있었으나 대부분 삼일장으로 행한다.
② 발인(發靷) : 망자(亡者)가 상여에 얹혀서 집을 떠나는 것으로 말하며 출상(出喪)이라고
한다. 이때 영구(靈樞)앞에 하직상(下直床)을 차려놓고 발인제(發靷祭)를 지낸다.
③ 하관(下棺) : 하관은 영구를 땅속에 묻는 것으로 관을 내릴 때는 머리는 위로 발은 아래
로 향하게 하여 내린다. 이어 상주는 옷자락에 깨끗한 흙을 담아 관의 상하 좌우로 흙
을 던지고 곡을 하면 인부들이 나머지 흙을 메운다.
④ 평토제(平土祭) : 성분(成墳)후에 묘앞에서 지내는 마지막 의식으로 묘앞에 음식을 차려
놓고 상주는 술잔을 올리고 재배(再拜)라며 마지막 곡을 한다.

(6) 우제(虞祭)
장례를 마치고 영위(靈位)를 모시고 돌아오면 빈소(殯所)에 위패를 모시고 초우제(初虞祭
)를 지내며, 이때 부터는 정식 제사(祭祀)로 지낸다.
초우가 지난 다음날 아침 재우제(再虞祭)를 지내며, 재우가 지난 후 첫 유일(柔日)에 삼우
제(三虞祭)를 지낸다.
삼우제를 지낸 후 석 달 만에 강일(剛日)을 가려서 졸곡(卒哭)을 지낸다. 이로부터 상주는
아침 저녁으로 슬픈 마음이 나도 곡하지 않는다.

(7) 소·대상(小·大祥)
소상(小祥)이란 초상(初喪)을 치른후 만 1년이 되는 날 지내는 제사를 말하며 만 2년째 되
는 날 대상(大祥)을 지낸다. 대상(大祥)을 지내고 나면 보통 상복(喪服)을 벗고 빈소(殯所)등
을 철폐한다.

4. 제례(祭禮)
제레(祭禮)는 조상에 대한 경모(敬慕)와 보은(報恩) 사상에 기초한 것으로서 제례의식(祭
禮儀式)은 시종(始終)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이루어진다. 제례의 종류에는 다례(茶禮)와 기
제(忌祭), 묘제(墓祭) 등으로, 다례(茶禮)는 음력으로 초하루·보름·생일 등에 간단히 낮에
지내는 제사로서 정월 초하룻날의 연시제(年始祭)와 팔월 추석에 지내는 절사(節祀)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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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돌아가신 전날 밤에 지내는 제사를 기제(忌祭)라 하고, 한식(寒食)이나 시월 중에 날을
잡아 묘소에 가서 지내는 제사를 묘제(墓祭)라 한다.
보통 제사(祭祀)라 할 경우 기제(忌祭)를 일러 말하며, 기제(忌祭)는 대개 다음 순서에 의
하고 있다.

① 降神:제주가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 분향하고 술을 세 번으로 나누어 조금씩 붓는다.
② 參神:두번 절한다.
③ 初獻:분향하고, 강신(降神)때와 같이 술을 따른다.
④ 讀祝:축문을 읽는다.
⑤ 亞獻:둘째 번 잔을 올린다.
⑥ 終獻:끝잔을 올린다.
⑦ 添酌:채우지 않은 잔에 세 번으로 나누어 첨작하고 두 번 절한다.
⑧ 啓飯揷匙:그릇 뚜껑을 열고 수저를 꽂는다.
⑨ 闔門:참사자들은 방에서 나와 문을 닫는다.
⑩ 開門:제주가 기침을 세 번 하고 문을 연다.
⑪ 獻茶:숭뉼을 갱과 바꾸어 올리고 메를 조금씩 세 번 떠서 말아 놓고 저(箸)를 고른뒤 잠
시 읍(揖)을 한다.
⑫ 撤匙復飯:숭늉그릇의 수저를 거두고 메그릇에 뚜껑을 덮는다.
⑬ 辭神:두 번 절하고 지방과 축을 불사른다.
⑭ 撤床:제수를 뒤에서부터 물린다.
⑮ 飮福: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이웃에 나누어 준다.

이상의 절차로 기제(忌祭)는 진행되며, 다례(茶禮)의 순서도 이와 비슷하며, 묘제(墓祭)는
여기에서 몇 순서를 뽑아서 간단히 지내고 있다.

5. 수연(壽宴)
재래로 우리 나라에서는 오복(五福)중에 첫째로 수(壽)의 복을 들어 왔다. 부모가 건강하
게 오래 살아 계시다는 것은 비단 본인에게 만이 아니라 가족들 모두의 기쁨이요 자랑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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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다. 효(孝)의 미풍양속으로 내려오는 이 장수(長壽) 축하연은 보통 61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말하는 것으로 회갑(回甲), 주갑(周甲), 화갑(華甲)등의 명칭으로 불리워 지고 있다.
이 날이 되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은혜(恩惠)와 위로를 드리고 친척과 친지들을 초청하
여 잔치를 베풀고, 이웃들을 초대하여 음식을 함께 나누며 더욱 장수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회갑연(回甲宴)은 헌수(獻壽)로서 시작되는데, 회갑(回甲)을 맞은 사람에게 자녀들이 큰
상을 차려서 장남으로부터 차례로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면서 축수(祝壽)하는 것을 헌수(獻
壽)라 한다.
그 외에도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에는 육순(六旬) 잔치를 베풀며, 회갑을 치룬 이듬해 생
일을 진갑(進甲)이라 하여 잔치를 베푼다.
또 칠순(七旬)에 베푸는 희연(稀宴) 또는 망팔(望八)이 있으며, 결혼 60주년을 맞아 기념
하는 회혼례(回婚禮)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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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구비문학(口碑文學)
Ⅰ. 구비민화(口碑民話)
1. 까마귀 신령(神靈)
까마귀란 놈은 상스러운 날짐승으로 여겨져 왔다. 백로나 까치에 비해 저주의 상징으로
서 아침에 집앞에서 울면 불길한 일이라고 하여 침을 뱉고 돌아선다. 우리 인간들에게 멸시
와 천대를 독차지한 것이 까마귀이다. 그러나 여기에 까마귀를 이용하여 일어나는 우매한
인간들의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
옛날 어느 고을에 김진사와 강진사가 살았다. 두 집안은 이 고을의 토호로서 유대가 좋았
다. 더더욱 고을원도 두 진사에게는 일보 양보를 할 처지였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김진
사는 옥동자를 강진사는 항아(姮娥) 같은 딸을 두었는데 서로간에 사돈이 되기를 약속하고
두 아이를 정혼시켰다.
호사다마라고나 할까. 호인이던 김진사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등지니 그 많던 재산
도 다 없어지고 김진사네는 하루 아침에 망하고 말았다. 이에 입에 든 것도 나눠 먹을듯 하
던 양가(兩家)의 신의(信義)는 세월속에 묻혀 버리고 왕래마저 끊어지고 말았다.
강산(江山)이 바뀌어 젖먹이였던 그들은 어엿한 처녀 총각이 되었다. 특히 강진사집 규수
는 인물이 곱고 재지가 특출하여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자자하였으며 강진사의 세도 또한
대단하니 강낭자와 짝을 이룰 도령은 강산정기(江山精氣)를 타고난 행운아라고 수군대곤 하
였다.
돈이면 귀신도 부릴 수 있는 세상, 아무리 양반의 뼈대이며 송옥(宋玉)같은 미장부라지만
몰락한 가문의 김도령인들 괄세와 모멸을 어쩔 수 없었다. 이미 돌아서버린 두 집안 정혼녀
였던 강낭자를 생각하니 오장육부가 뒤틀렸다. 생각다 못한 김도령은 어머니 앞에 나아가
간곡히 청하였다.
"어머님! 선부(先夫)가 계셨던들 강진사가 이토록 괄세를 하였겠읍니까! 소자 쾌씸한 심
정 금할 길이 없사와…… 하늘이 쪼개져도 강낭자와 혼인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망발이냐. 후유 ― 엎질러진 물인 것을…… 아예 마음을 돌리도록 하여
라."
"아니옵니다. 어머님. 두고 보십시오! 소자 차라리 죽을지언정 꼭 성사시킬 것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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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하오니 매파를 보내 보십시오."
달래고 꾸짖고 도리를 따져 보았으나 김도령은 막무가내였다. 그 어떤 오기(傲氣)나 치기
(稚氣)라고 할까. 애증(愛憎)의 갈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더니 끝내는 몸져 눕고 말았다. 안
타까운 것은 외아들의 목숨이니, 울며 겨자먹기로 매파를 보냈으나 일언지하에 거절하였고
그 누구도 이 일에 끼어들려 하지 않았다. 자기 한 목숨바쳐서라도 외아들을 살려 대를 잇게
만 할 수 있다면 천고의 죄인을 면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모친은 피를 말리는 수모를 각
오하고 직접 찾아가서 청혼을 하였다.
"여봐라! 밖이 왜이리 소란하느냐?"
"예! 진사어른, 앞마을 김진사댁 마님이 또 찾아와서……"
"무엇이? 또 와! 그 만큼 일렀건만…… 고약한― 언감생심(焉敢生心) 어느 안전(眼前)이
라고…… 여봐라! 쌀섬이나 줘서 쫓아 버려라."
"그…… 그게 막무가내입니다요. 아씨와 이미 정혼한 사이에 따지고 보면 사돈간인데 괄
세가 너무 심하다며 도리어 호령입니다요."
"뭐라고! 쾌심한 계집, 전에 술좌석에서 농담으로 흘려버린 것을…… 허튼 수작하는 입에
생분(生糞)을 펴먹여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주인의 세도만을 안 하인들은 똥물을 퍼먹여 개쫓듯 몰아 내었으
니……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에 병석에 누워있던 김도령은 충혈된 눈에 분노의 불길을 내쏟으며
벌떡 일어나 중얼거렸다. “오냐! 좋다. 감히 네놈들이 어머니에게 분수(糞水)를 먹여 흥! 어
디 두고 보자”
그날부터 김도령은 산야(山野)를 헤매며 까마귀 잡기에 열을 올렸다. 그해 9월 9일 자정
쯤 강진사댁 뒤뜰 몇 백년 묵은 고목나무 아래에는 산더미처럼 음식을 차려놓고 경건히 제
를 올리고 있었다. 해마다 하는 행사로서 안가태평(安家太平)과 소원을 기원하는 강진사집
에서는 더없이 큰 제례였다.
제를 마치고 돌아설 때 갑자기 나무위에서 노한 호령이 떨어졌다.
"여봐라. 강진사!"
"……? 녜…… 녜. 목신(木神)님 아니 성주신령님……"
사지를 벌벌떨며 머리를 땅에 처박고 모두들 부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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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흠―괘심하고 어리석은 것들…… 내가 해마다 너희들의 융숭한 대접을 받아 왔기로
이번만은 참고 현신하여 이르노니 각골명심하여 거행토록 하라."
"녜…… 녜 신령님! 하명(下命)만 하시오면…… 부디 은총을 ……"
"모월 모일 모시에 앞마을 김진사의 아낙에게 생분(生糞)을 먹인 일이 있으렷다. 천인공
노할 짓에 너희 집을 돌보던 뭇 신들이 노하여 떠나려는 것을 내가 간신히 만류하였느니라.
날이 밝거든 김진사댁을 방문하여 백배 사죄드리고 약조대로 김도령을 사위로 맞도록 하라.
만약 이행치 않을 시에는 일시에 너희 가문을 도륙낼 것이니라."
강진사와 그의 가족(家族)들은 천 길 벼랑에 곤두박질하듯 하였고 사지는 부들부들, 등줄
기엔 후줄근히 땀이 흘러 내렸다.
"녜…… 녜! 신령님. 감히 어느 영(令)이라고 지체하겠습니까. 가슴에 새겨 거행하겠나이
다."
"날이 밝아오니 나는 이제 떠난다."
"……?"
그때 불덩이 한 개가 하늘높이 치솟더니 서편으로 사라졌다.
"오―! 신령님 편안히 가십시오. 다시는 세도만 믿고 자만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부디 우
리 가정에 축복을 내려 주십시오."
누가 알 것인가. 그 불덩이는 김도령이 산천을 뒤져 잡은 까마귀인 것을, 까마귀 발에 솜
을 매달아 불을 붙였으니 뜨거움에 놀란 까마귀는 혼신의 힘으로 서편으로 날아간 것이다.
다음날 김도령집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영문을 모른 모친은 안절부절, 또 낭패를 당하
지 않을까 전전긍긍인데 김도령은 당연하다는 듯이 당당하고 태연하였다.
우여곡절을 거쳐 만인의 축복속에 해로동혈(偕老同穴)을 기약한 그들은 합환주상(合歡酒
床)을 물리고 금침에 들었다. 신부는 긴장과 피로가 솜처럼 녹아 꿈속을 헤매는데 만감이 서
린 듯 어두움을 응시하며 고뇌에 젖어 한숨만 내쉬는 신랑은 또 무슨 일인가? 한 동안 눈망
울을 굴리며 궁리를 하더니 결심이 선 듯 살며시 일어나 조끼속에 무엇을 꺼내어 신부의 속
곳속에 집어 넣고는 신부를 흔들어 깨운다.
"여…… 여보시오. 일어나 보시오."
"……응?"
"흠…… 흠…… 일어나 보시오. 구린내가 나지 않소? 흠…… 흠. 분명히 구린내가 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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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 냄새도 없는데?"
곤한 잠에서 깨어난 신부는 어리둥절 경황이 없는데 신랑은 이불을 걷어 붙이고 사냥개
마냥 코를 벌렁거리며 이리저리 냄새를 맡는다.
"흠…… 흠…… 어! 여기구나."
"아니? ……"
이 무슨 기절초풍한 일인가. 신부의 속곳속에 똥이 들어있다니 …… 손으로 만져보니 말
랑한 것이 항문에 살짝 끼어 있는 것하며 …… 신부는 부끄러움에 혼은 이미 몸을 떠난지 오
래였고 주책없는 눈물만이 볼을 타고 흘러 내렸다.
"여 …… 여보시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부부는 일심도체라 하였으니 그대 허물이
내 허물이 아니겠소. 너무 긴장한 탓일 것이오. 밖에서 알면 사서 창피를 당할 터이니……
그만 그치시오. 어쩌면 하느님이 우리의 사랑을 확인시키려고 그리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
오. 음 ……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정표로서 처리하겠소. 음……"
그러더니 그것을 맛있게 먹어 치우는 것이었다.
"아 …… 아니? 서…… 서방님! 아니되옵니다. 그러시면 …… 소첩더러 어찌하라고 ……
으흐흐흑 ……"
이미 손발이 굳어버려 말려야 한다면서도 망연자실(茫然自失)하여 하염없이 흐느낄 뿐이
었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떡으로 빚은 것이며 냄새도 조작된 것임을 규중심처의 아녀자가
어떻게 알 것인가.
세월은 여류하여 내외가 첫 근행(覲行)을 들리니 옛 허물은 덮어버리고 백년지객(百年之
客)을 맞는 강진사댁은 부산하기 그지 없었다. 이날 융숭한 대접으로 함포고복(含哺鼓腹)에
대취한 김선비는 진정으로 생분(生糞)의 실례를 하고 말았다. 이 일을 당한 신부의 심사는
오죽하겠는가. 첫날 밤에 사랑의 증표라며 자신의 오물을 먹었는데 이제와서 마다할 수 없
는 노릇이었다. 분량이 하도 많아 부인 혼자서는 도저히 처분하지 못하겠기에 어머니를 찾
아가서 그간의 사연을 말씀드리고 모녀가 정답게 눈물을 반참삼아 오물을 먹고 있었다. 영
리한 강씨부인 남편의 본뜻을 어찌 따르지 않겠는가.
"…… 쩝쩝. 우워―"
"으흐흑. 어……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여식을 용서…… 어머님게 이런 곤욕을 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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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흑 ……"
"아…… 아니다. 모두가 인과응보인 것을 …… 이로서 김서반이나 사돈마님의 맺힌 한이
풀렸으면 좋으련만 …… 우…… 우웨……"
"행여나 남편 원망하는 마음 갖지말고 시부모 봉양 더더욱 극진하게 하여야 한다. 휴우―
"
"…… 흐흐흑흑 …… 녜 어머님"
부인과 장모에게 계획적으로 생똥을 먹게한 김선비 또한 울고 있었다. “부인, 그리고 장
모님! 죄송합니다. 어머님께 오물을 퍼먹힌 한을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불효막심한
짓일지라도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천지신명께 빌 뿐입니다.”
동창이 밝아오니 고뇌스럽고 어두웠던 과거는 아득히 밀려가고 찬란한 태양이 솟아 삼라
만상과 인간의 그늘진 구석까지 밝게 비추니 약동하는 생명과 희망의 나래를 온 누리에 펼
치는 것이었다.

2. 보쌈에 얻은 행운(幸運)
옛날 어느 고을에 머슴 한 사람이 있었다. 이 머슴은 사대부(士大夫)집 출신은 아니지만
평민층에서도 상류에 속하는 자제로서 10세 까지는 남부럽지 않게 글줄이나 읽으면서 살았
다.
그러던 어느 해 돌림병이 번져 가산은 탕진되고 병마에 한꺼번에 부모형제를 잃어 졸지
에 천하의 외톨이가 되고 말았다. 인심이란 예나 지금이나 다 그러한 것. 정승의 말 죽은데
는 문안하지만 정승 죽은데는 가지 않는다는 속담과도 같다 할까. 그렇게 친절하고 다정하
던 이웃이며 친척들이 일시간(一時間)에 손바닥 뒤집듯 변해 버렸고, 길가에 채이는 돌맹이
마냥 이집저집 문전걸식(門前乞食)하다가 다행히도 친척집 꼴머슴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조석(朝夕)으로 죽쑤듯 하는 세상의 인심, 차가운 눈초리들―. 이리저리 쥐어박히는 천덕
꾸러기가 되어 겨우 세 끼에 찬 밥 한 술 얻어 먹고 골방에서 새우잠 자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러기를 몇해 차츰 철이 들면서부터 머슴은 세상을 비웃고 저주하게 되었으며, 주변의
학대와 멸시, 그 어떤 모멸감에 견디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방방곡곡으로 유랑걸식(流浪乞
食)하게 되었다.
떠돌아다니기도 지친 그는 어느 고을 사람 좋은 부자집에서 다시 머슬살이를 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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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지런히 일해 모아 오두막집 한 칸이라도 마련하여 장가도 들고 아들 딸 낳아 알뜰살뜰
살기를 작정하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좀처럼 돈은 모여지지 않았다.
장구한 5년이란 세월, 머슴살이로 모여진 돈이란 겨우 닷냥 뿐이었다. 낙심한 총각은 독
백을 토했다. ‘이런 꼴로 나가다간 더벅머리 총각 신세는 고사하고 평생토록 남의 집 머슴살
이를 면치 못하겠구나. 에라, 모르겠다. 이판사판이 아니냐 설마 산입에 거미줄이야 칠려고
……’
그나마 오기가 남았는지 닷냥의 돈을 챙겨 주인집을 하직하고는 다시 정처없는 유랑의
길을 떠났다.
화사한 봄날 장돌뱅이 차림인 총각이 조그만 시골 장터에 나타났다. 그간에 어디를 무엇
하며 떠돌았는지 모르겠으나 몸도 많이 여위었고 더벅머리는 옛날 그대로 였다. 이곳 기웃
저곳 기웃거리던 총각의 눈에 순간적으로 확 불길이 당겼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곳은 돗자
리 위에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모를 초라한 늙은 점장이가 꾸벅꾸벅졸고 앉아있는 곳이었
다. 때가 절은 무명지에 일필휘지(一筆揮之)로 써내린 글귀 “복채(卜債)는 삼 냥(三兩), 천지
(天地)가 놀라는 점쾌(占卦)”라고 써있었다. 총각의 손은 품속을 더듬었다. 닷 냥의 돈이 셋
냥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귀신에 홀린 듯 어정어정 노인께 다가갔다. ‘흠 하늘도 놀라고 땅
도 놀란다고…… 그래 내 팔자가 남의 집 문전걸식(門前乞食)이나 하라는 팔자라면 칵― 혀
를 깨물고 죽어버리자. 복채(卜債)가 셋 냥이라…… 더럽게 비싸군’ 혼자 중얼 거리며 남은
돈 전부를 노인에게 내밀었다. 희멀건 눈으로 그를 한참 바라보던 노인은 감탄조로 말했다.
"아이야! 그간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 액(厄)은 지나갔구나. 어서 가거라. 놓쳐서는 아니
되느니라."
멍청해진 총각은 곤혹스런 표정으로 되물었다.
"아니. 어디로 가란 말씀입니까?"
"그저 가거라. 놓쳐서는 안되느니라. 강둑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마을에 저녁연기가
솟을 때면 강가에 빨래하는 여인이 있을게다. 그 여인을 따라가야만 한다. 그 여인을 놓쳐
서는 안되느니. 여인이 시키는 데로 행하면 되느니라. 시간이 없으니 재촉도록 하여라."
그것 뿐이었다. 다시 눈을 감은 노인은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눈을 뜰 것 같지
않았다. 고개를 갸우뚱한 총각은 다시한번 노인을 힐끗 쳐다보고는 강둑을 향해 걸어갔다.
혼자 중얼거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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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둑을 따라 남쪽으로 가라고 했겠다? 빨래하는 여인이라고? 그 여인을 따라가서 시키
는 데로 행하라고?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구나 이래저래 빈털터리가 아닌가. 호랑이라도 좋
고 요물이라도 좋다. 한번 부딪혀 보는 수 밖에……’
얼마쯤 왔을까.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 산그늘이 강물에 길게 드리우고 있었으며 먼 곳 고
을에서는 한두 군데 저녁밥 짓는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럴 즈음 저 앞을 바라보니
…… 순간 총각은 탄성을 지를 뻔하였다.
‘아! 있다. 빨래하는 여자가. 아니? 빨래를 마친 것이 아닌가. 그래 집에 갈 모양이군……
놓쳐서는 안돼! 놓쳐서는……’
놓쳐서는 안된다는 말을 수없이 중얼거리며 잽싸게 빨래 광주리를 이고 가는 여인의 뒤
를 쫓았다. 여인은 육중한 대문을 들어서고 있었다. 총각도 자석에 끌리듯 치마꼬리를 따라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으리으리한 기와집과 육간 대청, 널따란 마당과 잘 다듬어진 화단들
이 눈에 꽉차게 들어왔다.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황송하고 송구스러운 듯
빨래 광주리를 받아드는 몸종인 듯한 처녀하며…… 모두들 이상하게도 한 마디의 말도 거들
떠 보지도 않았다. 총각이 여인을 따라온 것을 모르지는 않을 터이며, 외간 남자가 무엄하
게도 규중부인(閨中婦人)을 따른 것에 벌써 불호령이 내렸어도 천지개벽 할 만큼이겠지만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천치들의 집단 마냥 각자의 일에만 열중할 뿐이었다. 그러
나 애써 참는 표정들에 그 어떤 기대감과 분노의 물결이 일렁이는 것은 무슨 조화인가. 여인
은 조용한 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육간 대청을 거쳐 안방으로 사라졌다.
방안에는 벽을 향해 돌아선 여인과 여인의 등을 멍하니 바라보는 총각이 굳은 듯 말이 없
고 무거운 침묵과 암영이 짙게 깔리고 있었다.
오직 점장이의 말만 믿고 규중심처에 들어선 총각, 그 어떤 사연인지 무레함을 책하지 않
는 여인…… 총각은 바보가 되어 있었다. 머릿속은 공백상태였고 지금 어디에와 있으며 무
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영원으로 치닫는 고요― 거기에는 일촉즉발의 긴장이 있었다. 여인은 속으로만 한없이
울고 있었다. 답답한 가슴을 안고 자신을 허물고 불살라 버리고 싶은 갈등을 안고.
"아― "
여인의 가녀린 한숨, 그것은 심연에서 불어대는 찬바람이었다. 비탄의 한숨이며 한과 고
독을 토해내는 체념어린 절규였다. 여인은 천천히 돌아섰다. 총각도 몸을 부르르 떨며 정신

58

제 3 장 구비문학(口碑文學)

을 차렸다. 여인의 눈은 광풍이 지나간 바다 같이 맑고 고요했다. 마주치는 눈길속에 아련
히 물기가 어려왔다. 이러기를 한참. 여인은 허물어지듯 그러나 단정하게 깊이깊이 고개숙
여 절을 했다.
"서방님! 소첩의 절을 받으십시요."
"어― 어…… 아― 아니 부―인, 아― 아니 마― 마― 마님……"
총각의 영혼은 하늘에 노니는 것일까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허둥대는 총각을 자
리에 앉힌 여인은 그간의 사연을 이야기 하였다.
"소첩은 아랫 마을 부호의 독자에게 시집온 몸이었으나 지아비에게는 평소 고질병이 있
어 이곳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집을 지어 조석으로 병 간호에 정성을 쏟았으나 박복한 탓
으로 삼년전에 사별하고 말았습니다."
"아―!"
"휴우― 이렇게 되어 외롭게 지내오던 차에 소첩의 운명이 기구하여 건너 마을 최부자가
흑심을 품고 사람을 보내어 후처로……"
"고이얀 사람!"
여인의 물 흐르는 듯한 이야기에 총각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최부자는 온갖 수단과 협박을 가하여도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밤에 보쌈을 하려고 노리
고 있어요. …… 뿐만 아니라 소첩과 소첩의 재산을 한꺼번에 삼키겠다는 흑심을 품고 있어
요."
"아니! 저―런 못된 얌체 늙은이."
총각은 천길만길 흥분하고 있었다. 자신의 부인이 보쌈을 당하는 것처럼, 그러나 여인은
체념한 듯 아니면 무슨 방편이 있는 듯 담담했으며 입술에는 잔잔한 미소까지 깔린다.
"소첩은 전전긍긍 차라리 목을 멜 생각도 했습니다만…. 간밤에 도사가 현몽하시어 말씀
하시기를 '명일에 강가에 나가 빨래를 하면 해질녁 쯤에 인연있는 자가 나타나 따라올 것이
니 그를 대신 보쌈해 보내고…… 그…… 그리고…… 그리고 그를 한 평생 섬기시라는……"
"아―!"
총각은 감탄만을 연발했다. 그렇게 된 것이었구나. 여인을 따라 집에 들어섰을 때의 식솔
들의 표정이며 의문스런 것들이 안개 걷히듯 사라졌다. 어쩌면 그 늙은 점장이의 말과 이토
록 들어맞는 것일까. 탄복 또 탄복할 뿐인데 여인은 얼굴을 붉히고 고개숙여 치마끝만 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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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거리고 있었다.
이 여인과는 전생(前生)에 몇 겁의 인연이 있어 절박한 이 때에 서로가 만나게 된 것일까.
꼴머슴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굴욕의 세월, 비탄과 모멸이 점철된, 다시는 돌이켜 보기
싫은 지난 날의 쓰라린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총각은 희열과 행복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꾹 눌러 참아가며 여인이 시키는대
로 목욕을 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여복으로 갈아입은 뒤에 더벅머리를 곱게 빗어 비녀
까지 찌르고 곱게곱게 분단장을 하였다.
밤이 이슥하여 금침을 깔고 병풍까지 둘러쳤으나 금침속엔 총각 혼자 누웠으며 여인은
미안한 듯 살짝 웃어주곤 병풍뒤에 숨었다.
몸은 솜처럼 피곤하나 잠은 오지 않았다. 이날따라 왜 이다지도 밤이 더디게 가는지 안타
깝기만 했다. 자정이 조금 지났을까.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조심스레 문고리를 제치고 방
에 들어섰다고 느끼는 순간 입을 틀어막으면서 보자기를 둘러 씌웠다.
비호같이 얼마간 달린 후에 대문 여닫는 소리에 이어 조심스럽게 오가는 이야기가 들려
왔다.
"에헴! 에헴! 틀림없이 실행하였겠다?"
잔뜩 점잖을 빼는 늙수그레한 목소리
"네! 여부가 있겠습니까?"
간사한 장정의 목소리가 답을 받는다.
"에헴! 오늘밤엔 수고가 많았느니라. 행랑으로 나가 땀도 식힐겸 술이나 들도록 하여라."
"예. 영감마님! 감사합니다요."
"여봐라! 옥분이 게 있느냐. 오늘 새로 오신 마님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이니 에헴……
음…… 오늘밤은 별채 작은 마님(제수) 방에서 쉬시도록 모시어라. 어― 어험―"
강아지 꼬리에 불이 붙으면 저럴 것이다. 밭은 기침을 연방에 해대며 담뱃대를 들었다가
놓았다가 하며 대청마루를 맴돌며 어찌할 줄을 몰랐다.
최부자집에 청상과부(靑孀寡婦)가 있었으니 별채의 작은 마님이라 불리어 지는 최부자의
제수(弟嫂)인 것이다. 나이 어려 시집와서 남편정이 들만 할 때 낭군은 전쟁터에서 산화하였
으니 이 여인네의 운명 또한 기구하다 하겠다. 최부자는 넓은 도량을 과시한답시고 보쌈 해
온 여인을 별채에 보내어 과부의 사정을 과부끼리 달래며 친해 지도록 바란 것인데, 여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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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남자를 청상의 방에 보냈으니 이 또한 하늘의 안배이며 천생의 연분인지―.
다음날 해가 중천에 떠도 별채에서는 기동이 없었다. 벌써 몇 번이나 고개만 갸우뚱거릴
뿐이었다. 최부자의 성화에 하인배만 주눅이 들었다. 그렇다고 감히 자신이 청상의 제수씨
방을 넘볼 수는 없었으니 흡사 미꾸라지 소금뿌린 격이라고나 할는지.
이러기를 얼마 갑자기 벌채에서 통곡소리가 진동하니 집안은 의혹과 그 어떤 예감에 모
두들 긴장하였다. 어험 소리만 연발하던 최부자 앞에 느닷없이 소복단장한 제수가 나타나
대성통곡하지 않겠는가, 최부자는 정신이 암암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그 자리에 주저앉
고 말았다.
"아무리 팔자 기박하고 한많은 여인일지라도 아주버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늘
에서나마 부끄러움 없이 살다가 죽은 후에 행여 홍살문(紅門)이라도 바랬더니 남정네를 보
쌈해서 청상의 방에 보내시어 수절(守節)을 꺽었으니 이 아니 원통하고 절통한 일이옵니까?
아이고 분하고 원통해라."
"어― 어 그게 무―슨 마마말씀인지요?"
아닌 방중에 홍두께라더니…… 청청 하늘에서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다면?…… 지난 밤에 보쌈해 온 여인이 남자로…… 아! 망했구나. 망했어 이 일을
어떻게…… 아이구 맙소사, 하느님! 조상님! 부처님! 날 좀 살려주소. 어흥― 망했다. 망했
어."
"으흐흐흐…… 내 팔자야 내 신세야. 더럽혀진 몸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사람인들 대할 수
있겠는가. 아이고― 아이고……"
"제― 제수씨! 참으시오. 내가 죽일 놈이오.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 줄 터이니 제발 제발
나 좀 살려주오. 늙어 노망이 들어 …… 죽을 죄를 지었으니 제발 울음일랑 그치시고…… 이
렇게 이렇게 빌고 또 비니 죽은 목숨 살려주오…… 무엇이든 다 들어 줄 터이니 못난 늙이
좀 살려주오."
손발이 닳도록 빌고 또 빌고, 애원 애원 끝에 간신히 울음을 멈추게 하였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울어본들 소용이 있으랴. 이미 엎질러진 물이요, 쏘아놓은 화
살이 아닌가,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뭇 손가락질을 어떻게 받고 그 창피를 어찌할 것인가,
생각만 하여도 하늘이 노오랗고 손발이 저려올 뿐이다. 하루밤을 자도 만리장성(萬里長城)
을 쌓고 인간만사 새옹지마(人間萬事塞翁之馬)라 하였으니 이것도 운명이면 운명이요,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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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인연인 것을―.
최부자로부터 평생토록 먹고 지낼 수 있는 재산과 아름다운 여인을 얻은 더벅머리 머슴
은 본댁으로 돌아와 서로 의좋게 아들 딸 낳아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한다.

3. 십생구사(十生九死)
겨울이 되면 머슴들의 사랑방에서 또는 안방 할머니들에게서 십생구사(十生九死)란 이야
기가 이 지방에 흘러 내려왔다. 아홉 번 죽었다가 열 번째 살아난다는 호랑이와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라 하겠지만 산악이 많은 이 지방에서
는 흔히 그럴러니 하고 전해온 이야기이다.
옛날 어느 고을에 정승까지 지내고 낙향하여 초야에 묻혀 지내는 대감 내외가 있었다. 이
들은 권문세가(權門勢家)로서 부러울 것이 없었으나 대대로 자손이 귀한 것이 흠이라면 흠
이었다. 무자식이 상팔자요, 가지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지만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
之下萬人之上)의 권자에 올랐어도 자식 두는 것만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다 백일 산천기도(山川祈禱) 끝에 노년에 와서야 겨우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이제 일
곱 살이었다. 불면 날아갈까, 쥐면 부서질까, 금지옥엽(金枝玉葉)으로 키우고 있던 어느 날,
시주승(施主僧)이 찾아 왔다. 워낙 부유한 집인지라 시주승은 많은 시주를 받고 떠나면서 일
곱 살 동자를 보고 탄식하기를 마지않았다.
"아! 아깝다. 아까워 그 액만 피한다면 귀히 될 상이건만 무슨 수로 액운을 피할손가 나무
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이 말을 들은 대감 부부는 깜짝 놀라 급히 스님을 찾아 모셔 놓고는.
"좀전 스님께서 우리 아이를 보고 액운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액운이, 어떤 연고에
서 이르신 말씀이신지……?"
"……"
"스님! 무슨 말씀일지라도 탓하지 않겠으니 말씀하여 주십시오."
"…… 아미타불…… 소승이 말씀 올려도 믿지도 행하지도 않을 일을…… 관세음보살."
스님은 먼 하늘끝 구름만 쳐다보며 불호만 외울 뿐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럴수록
애간장이 타는 그들이었고, 무신한 아이는 엄마의 치마꼬리를 물고 신기한 듯 스님의 목탁
을 바라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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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 제발 우리 아이의 액운을 면할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액운이 있음을 아시는 분
이시니 필히 면하는 길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끓는 기름솥에 들어가라고 하시면 들어갈 것
이고, 죽으라면 당장 죽겠사오니 어리석은 중생을 계도하여 주십시오."
"아미타불…… 정 그러시다면……"
"……?"
"음― 관세음보살…… 저 동자의 관상을 보아하니 전생(前生)에 악연(惡緣)이 있어 호식
(虎食)당할 운명인지라…… 앞으로 십 년, 십칠 세가 되는 해에 호랑이가 업어갈 운세라서
…… 관세음보살"
이게 무슨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란 말인가? 말년의 행복을 아이가 자라는 것으로 낙을
삼아왔는데 호식(虎食)될 팔자라니…… 부인은 입술이 새파랗고 사지를 부들부들 떨었다.
"나무관세음보살, 소승은 이만 물러갈까 합니다."
"스…… 스…… 스님! 제발 비방을…… 내 자식을, 하나 뿐인 내 자식을, 살려만 주신다면
무슨 짓이라도 시키는 대로 하겠스니 스님! 비방을 일러 주십시오."
"……음, 정히 뼈를 깍는 아픔도 참을 수 있으시다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오만…… 나
무아미타불."
"오―! 스님 하구말구요. 감사합니다 스님."
죽었던 자식이 금방 살아난 듯 얼굴에 핏기가 돌며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하였다. 자식
귀한 집에 그 자식을 위한 짓이라면 염라대왕의 뺨이라도 못치며, 옥황상제의 수염인들 잡
아 끌지 못하겠는가,
"동자를 소승에게 딸려 보내십시오. 지금 이 상태로…… 묻지도, 부르지도, 돌아보지도
마십시오. 그저 소승에게 맡기시면…… 전생(前生)의 악연을 씻어 좋은 인연으로 맺어볼까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
"그럼 소승은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합장 배례한 후에 스님은 동자를 데리고 어디론가 떠나갔다.
세월은 흘러 그로부터 십 년. 일곱 살 동자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다. 총기가 넘쳐흐르는
눈매, 사내갖은 몸매하며 반듯한 얼굴, 어디 하나 귀티가 흐르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 동안
불목하니로부터 좋은 일, 궂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경읽기와 과거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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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루는 스님이 청년을 불러 긴히 이르기를.
"서울에서 곧 과거가 있을 모양이니 준비하도록 하여라. 너도 그간의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겠지만 전생의 악연으로 호랑이와 깊은 인연이 있었으니…… 이때까지 너가 고생하면서
쌓은 공덕과 내가 부처님 전에 기원하여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다 씻어 내지 못했다. 앞으로
삼 개월 안에 에기치 못한 일이 닥칠 것이다. 만사에 조심 또 조심토록 하고 내가 염낭(鹽囊
)을 줄 것이니 장안(長安)에 도착하는 즉시 풀어 보도록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그대로 시행
하여야 한다. 알겠느냐?"
"…… 예. 스님!"
자애스런 부모같고 엄한 스승같은 스님과 작별한 그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와 고생 고생 끝에 서울에 도착하게 되었다. 어디로 가야할 지를 모르고 과거보러 온 선
비의 뒤를 따라 어느 객잔에 들었다.
밤이 깊어 스님의 지시대로 염낭을 끌어보니 편지같은 것이 세 통 있었고 각 편지마다 순
번이 매겨저 있었다.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일 번의 숫자가 쓰인 편지를 열었다.
"네가 이 글을 대할 때는 서울에 도착하여 어느 객잔에 묵었을 때일 것이다. 너는 급히 그
믐날 자정이 되기 전에 윤대감의 무남독녀가 거처하는 별당에 들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의범절같은 아예 생각지 말고 날이 밝거든 남산밑의 하서방을 찾거라. 하서
방의 딸이 별당아씨의 몸종이니 너를 도울 것이다. 그곳에서 살아나거든 두 번째의 글을 보
도록 하여라."
글을 읽은 청년은 눈앞이 캄캄했다. 규중심처의 처녀방에 그것도 밤에 몰래 찾아야하다
니……, 만일 발각되는 날에는 뼈도 남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문세
도의 윤대감이고 보니 오금이 저렸으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더욱이 생사마저 알 수 없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서방집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전에 스님의 은덕을 입었음인지 스님의 안부를 전하자
반색을 하며 돕겠다고 자청하였다. 의논 끝에 사정에 밝은 별당아씨 몸종인 춘선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서둘러 준비할 것을 마무리지었다. 별당까지 가는데 지옥문을 통과하는 것
만큼 어려웠다. 열두 대문을 지나 안방 마님의 방을 거쳐 조그만 연못을 건너야만 별당에 당
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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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 대문은 예상 밖으로 수월하게 지날 수 있었다. 평소 춘선이와 문지기들 간에 유대가
좋았을 뿐만아니라 그들이 춘선이에게 은근한 마음을 두고 있었으므로 춘선의 눈웃음과 애
교바람에 왜 늦었는지의 이유조차 변변이 물어보지 못했다. 청년은 그들이 춘선이에게 빠져
있는 틈을 이용하여 열두 대문을 차례로 통과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난감한 것은 안방 마님의 방을 지나는 것이었다. 대낮이라면 안마당 덧문을 이용
할 수 있으나 이미 철통같이 잠겼으니 도리없이 안방을 거쳐 뒷문으로 빠져나갈 수 밖에 없
었다. 그리하여 연못에 까지 당도하는 것이었다. 춘선이는 눈짓을 보내고는 두려움에 찬 소
리를 지르며 안방으로 뛰어들면서 치맛자락으로 촛불을 꺼버렸다. 이러한 북새통을 이용하
여 청년은 뒷문을 열고 연못가로 나갈 수 있었다.
가까스로 불씨를 찾아 촛불을 밝혔으나 마님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 춘선은 온
몸을 부들부들 떨며 부복하여 손발이 닳도록 빌었다.
"아니! 요망한 계집, 밤늦게 이게 무슨 해괴한 버르장머리냐?"
"아이고…… 마―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쇤네 아비가 갑자기 병환이 위독하시다는
전갈을 듣고…… 집에 다녀온다는 것이 그…… 그만 늦어져서…… 어린 마음에 두려움이
…… 마…… 마님의 낭낭한 글읽는 소리에 반가움과 무서움에 그만…… 다…… 다시는 하
한번만 용서하여 주십시오 마…… 마님"
"못된 것,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소이(所以)대로 한다면 물고를 낼 것이로데 평소
의 행실로 보아 이번만은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니 명심하여 아씨를 보필도록 하여라."
"네.…… 마마님 백골난망이옵니다. 편히 주무셔와요."
혀를 날름한 춘선이는 연못가로 나와 같이 배에 오르며 말했다.
"이 연못에는 오리가 살고 있어요. 오리가 잠을 깨고 울어댄다면 만사가 도로아미타불이
니 조심하여야 해요.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불빛이 아씨의 방이오니 이제부터 공자님이 알
아서 하세요."
춘선이는 준비해 온 밥을 연못에 뿌렸다. 그러자 오리들은 먹이를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이었다. 이 틈을 타서 잽싸게 연못을 건넜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청년은 문고리를 잡고 망설였다. 방에서는 처녀의 글읽는 소리가 물
흐르듯 울려 퍼지고―. 필생의 용기를 낸 청년은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러나 한 발은 방에,
다른 한 발은 밖에 둔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차마 낯선 규수의 침실에 들어설 수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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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본 처녀는 기겁을 하고 놀랐을 터인데도 조금도 흐트러짐
이 없이 차분히 말했다.
"귀신이거든 물러가고 사람이거든 말씀을 하십시오."
"……"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로 얼마간 침묵이 흐른 뒤에 처녀는
눈을 감고 열심히 경문을 외우고 있었다.
"오옴 바라밀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강풍이 휘몰아 쳤다. 그 힘에 밀린 청년은 규방(閨房) 가운데 대(大)
자로 나자빠지며 혼절하고 말았다. 청년은 밤새도록 깨어났다가 기절하기를 열 번, 그 동안
에 처녀는 귀신을 쫓고 뼈라도 녹일 수 있는 주술(呪術)을 베푸는 사이에 벌써 먼동이 터왔
다. 새벽에 처녀가 뒷간에 나가보니 이게 왠 일인가. 호랑이가 죽어 뼈만 앙상히 남아있지
않은가. 처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탄복해 마지않았다.
"아! 그렇게 된 사연이었던가?…… 저 공자가 호식(虎食)을 면하기 위해 내방을 찾은 것
이로구나. 호랑이가 이곳까지 쫓아왔지만 나의 주문(呪文)에 빠져 뼈만 앙상히 남았고……
누가 알았을까? 내가 주술에 능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되어 규수와 청년은 뜻아닌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규
수로부터 생명과 융숭한 대접까지 받고 무사히 별당을 빠져나와 두 번째의 편지를 뜯었다.
"네가 이 글을 볼 수 있음을 무한히 감사한다.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이니라. 그러나 아직
액을 다하지는 않았다. 길을 따라 가노라면 다리가 나올 것이고 그 위에 과객차림의 청년 셋
이 너를 막아설 것이니 피하려 하지말고 왼발로 땅을 세 번 치고 물러가라고 호령하면 물러
갈 것이다. 그들은 호랑이가 둔갑한 것이니 명심토록 하고 나머지 글은 과거보는 날 보도록
하여라."
얼마쯤 가니 과연 다리위에서 등에 봇짐을 진 장정 셋이 험상궂은 얼굴로 앞을 막아섰다.
그는 왼발로 땅을 치면서 크게 세 번 호령하니 괴로운 듯 물러갔다.
"과거장에 나가면 붉은 돛자리와 파란 돛자리, 그리고 색이 바랜 흰 돗자리가 깔려있을
것이다. 서슴치 말고 흰 돗자리를 먼저 차지하도록 하여라, 그러하면 너의 주변에 맴돌던
액운은 말끔히 사라질 것이니라. 과거가 끝나거든 윤대감을 찾아가 부부연을 맺을 후에 노
부모(老父母)를 뵙도록 하여라. 나도 열반(涅槃)에 들 때가 되었으니 찾을 필요는 없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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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자손이 번창하고 부귀영화가 함께 할 것이다. 나무관세음보살"
‘아! 스님께서 돌아가시다니, 부디 극락왕생(極樂往生)하시기를 …… 그래 부모님은 안
녕하신지 소자 찾아뵈올 때까지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청년은 숙연한 마음으로 빌었다.
모든 일은 스님의 예견대로 이루어져 과거에 장원급제한 청년은 윤대감을 찾아 별당 아
씨와의 정혼을 허락받고 고향을 찾았다. 삼현육각(三絃六角)을 앞세워 어사화(御史花)를 쓰
고 준마(駿馬) 위에 높이 탄 헌헌장부가 마을에 나타났으니
마을 사람들이 부러운 눈길로 우러러보는 가운데 아득한 기억을 더듬으며 옛집 대분을
들어섰을 때의 감회와 십 년은 더 늙어 보이는 노부부의 반가움에 몸부림치는 감격을 어찌
표현할 수 있겠는가.
도통(道通) 한 스님을 만나 일곱 살 어린 나이로 십 년간 입산수도(入山修道) 끝에 호식(
虎食) 의 액운을 복연으로 이끌어 대대손손(代代孫孫) 부귀영화를 이루었다고 전한다.

4. 처녀와 두꺼비
옛날 어느 고을에 마음씨 착하고 얼굴이 예쁜 처녀가 살고 있었다. 비록 가정은 빈한하
지만 위로는 부모님과 아래로는 두 어린 동생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언제부터인지 처녀가 아침 저녁으로 밥을 지을 때면 커다란 두꺼비가 꼭 부엌으로 찾아
오곤 하였다. 원래 두꺼비가 집에 찾아들면 길조(吉兆)로서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처음에는 무척이나 두려웠다.
툭 불거진 두 눈을 디룩거리고 숨 쉴 때마다 턱밑이 벌렁벌렁하는 것이 징그러웠으나 매
일같이 대하고 보니 어느듯 정이 들었고 늦게 찾아오거나 하면 기다려지기도 하였다. 이렇
게 찾아오는 두꺼비가 이상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지만 필시 배가 고파서 찾아왔을 것이란
생각에 처녀는 때마다 밥 한 숟갈씩을 부뚜막에 놓아주면 고맙다는 듯이 두꺼비는 눈알을
몇 번씩 디룩거리곤 밥을 먹고 엉금엉금 밖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지내기를 3년, 그 동안 두꺼비도 짚신짝만큼이나 커졌고 등에는 기름기가 반지르
르하게 노오란 빛을 띠웠으며 처녀도 숙성하여 더욱 예뻐져 인근 마을에서는 부지런하고 착
한 처녀로 소문이 자자하여 아들 둔 집에서는 며느리 삼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 몇해 동안 질병과 흉년이 겹쳐 민심(民心)이 흉흉해지고 다정히 지내던 이웃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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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사소한 일로 등을 돌리어 아귀같이 서로 헐뜯고 싸우기 일쑤였으며 양식도 부족하여
초근목피(草根木皮)로 겨우겨우 그날을 연명(延命)하기에 바빴다.
이 고을에는 상여집(장례를 치루고 난 상여를 보관하는 조그만 창고) 앞 느티나무에 해마
다 음력 9월 9일이면 제(祭)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고을에서 제일
연세가 많고 덕이 있으며 다복한 사람이 제주(祭主) 가 되어 365일간 고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 3년마다 이 고을 처녀중에 얼굴이 예쁘고 덕성(德性) 있
는 여자를 뽑아 제물(祭物)로 바치는 것이었다.
3년간이나 질병과 흉년이 들어 민심이 각박한 것은 고을의 수호신이 노하였기 때문이라
하여 이번에는 가문(家門)을 가리지 않고 착하고 예쁘며 부덕(婦德)을 쌓은 처녀를 제물로
뽑기로 하였다.
딸을 가진 가정에서는 혹시나 자기 딸이 잡혀갈까 노심초사(勞心焦思)하여 밤잠도 제대
로 이루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많은 돈에 팔려 간다지만 제물로 뽑혀 상여집에 들어간 처녀
치고 한 사람도 살아나온 이가 없었으니 바로 도살장에 팔려 보내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처녀의 집 주변으로 험상궂은 장정들이 철통같이 포위하여 감시를 하였
다. 그것은 이 처녀가 제물로 뽑혔기 때문이다. 혹시 제물로 뽑힌 처녀가 부정한 짓은 하지
않는지 무서운 상여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목이나 매지 않았는지 가족과 의논하여 야간도주
나 하지 않는지 부정한 사람들이 찾아들지나 않는지를 감시하는 것이었다.
이 소문을 들은 부모님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철없는 동생들은 멋모르고 부모따라 눈
물 콧물을 훌쩍이는 것이었다. 이렇게 결정되면 지상명령이어서 도망도 거절도 할 수 없으
며 어느 누구에게 속시원히 하소연 할 때도 없었다. 오직 한탄(恨歎)과 체읍(涕泣), 인고(忍
苦) 와 체념(諦念)만이 있을 뿐이다.
당사자인 처녀의 심정은 오죽하겠는가 행여 부모님이 더욱 상심할까 마음조리며 겉으로
는 태연을 가장해 보지만 속으로는 오장육부가 미어지듯 하고 천지가 무너지듯 눈앞이 캄캄
할 뿐이요, 밤마다 이불속에서 소리죽여 흐느껴 본들 이도 부질없는 일이 없다. 꽃다운 나
이에 활짝 피어보지 못하고 제물로 사라져야 하는 신세, 자신의 그 고운 얼굴이 이때만큼 저
주스럽고 원망스런 때가 없었다.
무심한 두꺼비는 오늘도 부뚜막에 올라 묘한 그 눈알을 디룩거리며 처녀를 바라보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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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껍아! 두껍아. 너하고 헤어질 날도 내일 모레로구나. 맛없는 나물밥이나마 많이 먹어
라.」
"……"
"두껍아 내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 오늘같은 일을 당하는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하소연할까. 오직 너 뿐이로구나. 너만은 내 맘을 알아 주겠지?"
"……"
두꺼비는 알겠다는 듯이 턱밑의 숨통을 더욱 크게 벌렁거릴 뿐이다.
"두껍아! 내가 죽고나면 하찮은 나물밥이나마 얻어먹기 어렵겠구나. 그 동안 정이 들었는
데 …… 우리집을 잘살게 하여주고 부자집 찾아가서 좋은 음식 많이 얻어 먹어라"
"……"
제일(祭日)이 되니 한 편에선 경사가 난 듯 우쭐대고 또 한 편에선 슬피 통곡하니 세상만
사(世上萬事)가 일비일희(一悲一喜)던가, 자정(子正)이 다가오자 곱게 단장한 처녀는 도살장
에 끌려가는 소처럼 상여집에 들어갔다.
매캐한 내음과 암흑, 이구석 저구석에서 귀신이 뛰어나올 듯한 두려움에 기절 직전에 있
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처녀는 차차 정신을 찾았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쪼
그리고 앉은 처녀의 앞과 대각선을 이룬 천정간에 오색 찬란한 빛줄기가 희미해지더니 천
정에서 무거운 물체가 투-ㄱ하고 떨어지면서 빛줄기도 사라졌다. 차츰 대담해진 처녀는 앞
을 살펴보니 아! 두꺼비가 아닌가. 3년간 때마다 찾아왔던 두꺼비가 두 눈을 꼭 감은 채 거
친 숨을 할딱거리고 있었으며 툭 소리가 난 쪽을 눈에 힘을 주고 바라보니 거대한 지네(蜈蚣
)가 죽어 있었다. 처녀는 부르르 몸을 떨며 한 동안 서 있다가 섬전같은 생각에 와락 두꺼비
를 소중하게 끌어안으며 환호에 찬 음성으로 부르짖었다.
"아! 두껍아 네가 날 살렸구나. 네가 나를 살리기 위해 천 년 묵은 지네와 독으로 싸웠구
나. 불쌍한 처녀들만 여태 지네의 밥이 되었구나. 고맙다! 두껍아. 집에 가자. 응. 내가 밥
많이 줄게……"
죽은 자식이 살아온 부모들의 기쁨이야 필설로 다하지 못하겠거니와 이 소문을 들은 고
을 사람들도 자기일같이 기뻐하였으며 천년 묵은 요물인 지네의 장난 속에 속아온 세월을
한탄하였다.
그 후 두꺼비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처녀도 좋은 낭군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며, 고을에

69

阿羅의 얼과 香氣 | 제 2편 조상(祖上)의 얼과 슬기

도 질병이 없어지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 태평성대(太平聖代)를 구가하였다고 한다.

Ⅱ. 민요(民謠)
1. 모심기 노래
한강에다

묘를 부어

울뽕줄뽕

내따주마

묘쩌내기

난감하네

명주두필

나를 주소

하늘에다

목화심어

목화따기

난감일세

서울이라

한골목에

처녀한쌍

난질가네

바다같은

이묘판이

처녀댕기

끝만보고

장기판만큼

남았구나

군자한쌍

뒤따르네

우리오빠

어데가고

장기둘줄

모르는고

서울이라

한강물에

펄펄뛰는

금숭어야

둘러싸자

둘러싸자

금숭어잡아

회쳐놓고

이묘판을

둘러싸자

큰애기불러

술부어라

에워싸자

에워싸자

요묘판을

에워싸자

아래윗논

모꾼들아

춘삼월이

어데메뇨

저기가는

저할매시

우리엄마

길떠날제

딸있거든

사위보소

춘삼월에

올라하데

딸이야

있것마는

나도(나이)적고

키도 적네

저기가는

저구름에

비들었나

눈들었나

머리곱고

실한처녀

비도 눈도

아니들고

줄뽕나무에

앉아우네

소리명창

내들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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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레꽃을

꺾어다가

님이죽어

연지되어

님의 보선

볼걸었네

춘색 끝에

집을짓네

님줄생각

전혀 없소

날면보고

들면보고

임인줄은

내몰랐네

연걸렸네

연걸렸네

거제봉산에

연걸렸네

알송달송

유자줌치

아래 윗골

처녀들아

대구팔성

끈을달아

연줄걷는

구경가세

인지나줄까

전지나줄까

날이새도

아니주네

석류꽃은

장가가고

찔레꽃은

요각가네

알곰삼삼

고분처녀

만인간아

웃지마라

봉산이곡을

넘나드네

열매보고

내가 가네

올때갈때

빛만보고

군지간장

다녹히네

매화대를

꺾어들고

이슬털로

가자스랴

서울이라

왕대밭에

우리님은

어데가고

금비들기

알을낳아

이슬털줄

모르는고

그알한쌍

주었으면

금년과거

주었으면

물고청청

허려놓고

주인양반

어데갔소

노란봇짐

단봇짐에

등너머에

첩을 두고

처가집을

가시는가

첩의 집에

놀러갔네

각시님은

내다보고

칠보단장

하신단다

모야모야

노랑모야

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저달커서

칠팔월에

열매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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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적삼

안섶안에

연줄걷는

구경가자

함박꽃이

봉지졌네

그꽃한쌍

질라하니

비묻었네

비묻었네

호령소리

벽락같네

진주덕산에

비묻었네

그것이

비아니라

억만군사

눈물이다

모시적삼

저옷속에

분통같은

저젖보소

많이보면

병납니다

서마지기

이논뱀이가

담배씨만큼

보고가소

반달같이

남았구나

네가무슨

반달인가

초승달이

발달이지

땀북땀북

수제비는

사위상에

다올랐네

딸의동자

시켰더니

해다지고

저문날에

몰국시가

더욱섧네

무슨상여

길떠나네

이태백이

본처죽어

이별상부

떠나간다

아가도령

병이나서

순금씨야

베깎아라

순금씨가

깎은배는

나풀나풀

단발머리

맛도좋고

연약하네

해다진데

어디가노

우리엄마

산소등에

젖먹으려

내가간다

서울갔던

선부들아

우리선부

안오더나

오기사도

오지마는

사당문창

상대추야

칠성당에

실려온다

얼례동창

상대추야

나하나를

못잊어서

일천자를

다외우나

오늘낮에

점심반찬

연걸렸네

연걸렸네

거지봉산에

연걸렸네

아래웃논에

모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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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고기

올랐는고

낭창낭창

비렸끝에

전라도라

고심청어

무정하다

저 오랍아

두럼두럼

올랐네

나도죽어

군자되어

처자견석

섬기리라

아침이슬

채천밭에

불통꺾는

저큰아가

진주덕산

얼근독에

불통이야

좋지만은

찹쌀닷말

동동주라

고개나살큼

들어보소

딸을키아

날준장모

이술한잔

자부시오

유월달이

두달이라

첩을 팔아

부채사네

날랜부석

불을쳐서

구시월이

다가오니

이모담배

불다랐네

첩의 생각

절로나네

담배맛이

이를적에

이모정은

오죽할까

이논에다

모를 심어

금실금실

영화로다

이네논에

모를심어

우리부모

산소등에

금실금실

영화로다

솔을심어

영화로다

부모없는

동생질녀

갓을씌와

영화로다

진주덕산

안사랑에

장기두는

처남아가

낭창낭창

벼리끝에

여중일색

너의 누이

무정하다

우로라바

남중호걸

나를 도라

나도죽어

남자되어

처자견석

신기볼래

저게가는

저구름에

어떤신선

타고가요

오늘해가

다졌는데

웅천하고

천자봉에

골골마다

연기나네

놀던신선

타고가네

우리할멈은

어디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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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낼줄

모르는고

마른논이

타더가다

물드는것

보기좋네

방긋방긋

웃는얼굴

동창문을

반만열고

못다보고

해다지네

님드는것

보기좋네

오늘해가

어서지면

새는날에

다시보자

2. 논매기 노래
여러 농부님네 술만 마시고 놀 것이 아니라 논매기가 늦어가니 논매기나 합시다.
천지가야

분단후에

농부에게

맡기시어

산일월이

밝아온다

일년농사

자원하여

상사디야

상사디야

거룩하신

조물주는

첫째는

나라봉양

우리인생

마련하여

둘째는

부모봉양

상사디야

상사디야

하나님전

복을 타고

먹고쓰고

남은 것은

칠성님전

명을 받아

자식들에게

저장하세

상사디야

상사디야

우리인생

살아가니

춘하추동

사사절에

천하영웅

신농씨는

동해동창

돋는 해가

상사디야

상사디야

우리농부

살리려고

일락서산

떨어져도

높은데는

밭채우고

해지는줄

모르시니

상사디야

상사디야

낮은데는

논채우고

농부의 낙이

여기로다

오곡백과를

마련하여

천하부자

석순이는

상사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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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두고

죽었다네

우리인생

죽어지면

천하빈자

범단이는

다시오지

돌아오면

상사디야

상사디야

굶어가며

살았다네

다시오지

못하노라

명사심리

해당화야

이팔청춘

소년들아

상사디야

상사디야

꽃진다고

서러마라

백발보고

단절마라

내년삼월이

돌아오면

나도 어제

청춘이라

오늘 백발

서러워진다

상사디야
다시 청정

피거니와

상사디야
(칠북면 화천동민 제공)

3. 상여(喪輿)앞소리
스물넷 상두꾼아 한몫일신 발맞차라

은혜로 시탕타가 우연히얻은 병사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백약이 무효되고 저세상을 가서시니

우주건곤 개벽후에 일월성신 바릴적에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애통하고 지통함은 일월이 무광이라

우리인생 탄생하고 만무가 중용되어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부애부애 우리부애 이생행차 언제시오

순선군 법을쫓고 공맹부자 풀을 베어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만산풍설 분분한데 어디가서 어환하며

이법받아 나온사람 몇몇이나 되었는고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오뉴월 삼복더위 춥소덥소 누가할고

현철하다 우리부모 우리형제 몇남매로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뒷동산 고목나무 잎이피면 오실레요

좌우에 앉혀놓고 인생을 가라치니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동솥에 안친닭이 홰치며 오실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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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살간밑에 널진바풀 싹이나면 오실라요

얼른얼른 불그림자 오매불망 못잊겠소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멀고먼 황천길을 몇날만에 가시겠소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4. 권주가(勸酒歌)

6. 시집살이 노래 (1)

동화점점

안주놓고

성아성아

사촌성아

녹수잔잔

술부어라

시집살이

어떠티노

꾀꼬리는

노래하고

좋기사야

좋다마는

앵선면면

노래로다

도레도레

도레판에

동자야

잔들어서

수저놓기

어럽드라

술부어라

취코놀자

주우벗은

시아재비

말하기도

어럽드라

만수산

만수봉에

둥글둥글

수박식기

만수천이

잇답데가

밥담기도

어럽더라

그물에

빚은술이

만년주라

하옵디다

앞밭에다

고추심고

이술한잔

자부나시면

뒷밭에다

단초심고

만수무강

하나이다

단초꽃이

맵다해도

시집살이

더맵더라

전생에

무슨죄로

여자일신

되었난고

여자팔자

상그러워

타향땅에

나여기왔네

타향땅에

들어서니

산도설고

물도설다

산설고

물설은곳에

어이어떻게

살아볼고

5. 자장가
새는새는

남게자고

쥐는쥐는

궁게자고

미꾸라지

뻘에자고

송서세끼

물에자고

어제왔던

그새각시

신랑품에

잠을자며

우리같은

아헤들은

엄마품에

잠을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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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살이 노래 (2)
답답은

감장수야

외지말고

감팔아라

원수니러

씨어머니

열쇠조차

차고 갔네

원수니러

씨누애기

감달라고

울음우네

7. 물레노래
물래야 뱅뱅 니돌아라

동절래 수절래 해동태

가락아 뱅뱅 동실어라

보름에 곰돌아 돈다

8. 지신밟기(성주 본풀이 굿)
○유래 ; 옛 날 성주님이 결혼할 당시는 매자(媒子)의 말만 듣고 장가, 시집을 가게 되어
있었는데 15세 된 성주님은 장차 아내가 될 월공부인의 딸을 보기 위해 중(僧) 으로 가장,
밑이 빠진 자루를 들고 처녀의 집으로 가게 되었겠다. 그 집 개가 워낙 사나워서 몇 차례 들
가말가 망설이다 대문으로 들어가서 시주(施主)를 몇 번이고 청하되 다른 곡식은 필요없고
좁쌀을 청하니 처녀가 좁쌀 세말을 시주하며 자루에 부어주니 터진 자루밑으로 다 흘러, 성
주가 주워담으므로 그 처녀 보다못해 다시 세말을 가져와서 주니, 성주 고맙다고 인사하며
처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겠다. 집으로 돌아와 모친인 옥질부인과 의논하여 딸들은 맏딸부
터 장독각시(장독대를 다스리는 여신) 부엌각시등 곳곳의 각시(女神)로 정한 후에 막내딸을
통시(변소) 옥락각시로 지정하니 이 각시들이 온 집안을 소란케하고 지신(地神)들이 농사에
훼방하므로 가정의 안가태평(安家泰平)과 풍년을 기원하며 해마다 정월 명절을 기하여 집집
마다 다니면서 지신밟기란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농촌 풍습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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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풀이 장단

동지달에 뜨는달은
섣달그믐날 막아내고

지신지신을 울리자

일년하고 열두달에

토지지신을 울리자

삼백이라 육십일에

그변에 박씨로다

안가태평을 하옵소서

또한변에 부인이다
청전세월이 인정수요

성주님 근본이 어데메요

춘만건곤이 복만가라

성주님 근본이 어데메요

정월달에 뜨는달은

경상도 안동땅에

이월한식에 막아내고

제비원이 본이로다

이월달에 뜨는달은

성주님 부친은 누구시며

감월 삼지날 막아내고

성주님 모친은 누구신가

삼월달에 뜨는달은

성주님 부친은 청룡황제요

사월초파일 막아내고

성주님 모친은 옥질부인

사월달에 뜨는달은

인간사십이 다되어도

오월단오에 막아내고

일자혈육이 전혀없어

오월달에 뜨는달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유월유두에 막아내고

명산대천에 비나이다

유월달에 뜨는달은

상탕에 머리감고

칠월칠석날 막아내고

중탕에 목욕하고

칠월달에 뜨는달은

하탕에 손발씻고

팔월보름날 막아내고

향로촛대 갖춘뒤에

팔월달에 뜨는달은

소지삼장을 올린후에

구월구일날 막아내고

지성이면 감천이라

구월달에 뜨는달은

지성이면 감천이라

시월상달에 막아내고

그날부터 태기있어

시월달에 뜨는달은

국에는 장내나고

동지팥죽에 막아내고

밥에는 뭇내난다

78

제 3 장 구비문학(口碑文學)

세월이 장차 여류하야

열달이 잠깐이다

칠팔개월 잠깐이다

열달이 지난후에

노는구나 노는구나

옥동자를 탄생하야

굼실굼실 노는구나

옥동자를 탄생하여

청룡황룡이 노는듯이

이름이나 지어보자

굼실굼실 노는구나

이름을 부를적에

세월이 장차 여류하야

성주라고 불러주소

한살먹어

홍진받아

황토섬

당도하니

두살먹어

소임받아

산도 설고

물도 설네

세살먹어

말을 배워

산도 설고

물도 설네

네살먹어

글을 배워

소나무를

울로 삼아

무불통치가

되었구나

날아든다

날아든다

세월이 장차

여류하여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십오세가

잠간이다.

말잘하는

앵무새가

인간 십오세가

되고나니

말하자고

날아든다

부모님께

불효하야

고향소식을

전할라하니

부모님께

불효하야

지필이 없어

못전하겠네

황토섬

귀양가요

세월이 장차

여류하여

앞집에

박대목아

석삼년이

잠간이다.

뒷집에

김대목아

식량도

떨어지고

뒷동산에

치치올라

의복도

남루하다

낙락장송

솔을 베어

구만리 장천

소식쫓아

둥그렇게

배만들어

청조새는

왔건마는

황토강에다

띄워놓고

청조새는

왔건마는

삼년먹을

식량싣고

지필이 없어

어찌할고

삼년입을

의복실어

도포자락을

한폭찢어

가요가요

나는가요

손가락을

깨물어서

황토섬

귀양가요

혈서 한장을

써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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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조새 다리에

매었더니

아미타불

타신배요

청조새

거동보소

그다음에

타신배는

구만리 장천을

날아가서

팔보살

타신배요

옥질부인이

뜯어보니

그다음에

타신배는

내자식 소식이

분명하다.

옥질부인

타신배요

찾아가자

찾아가자

그다음에

타신배는

내자식을

찾아가자

성주님

타신배요

맨앞에

타신배는

반갑도다

반갑도다

석가여래

타신배요

고향산천이

반갑도다

그다음에

타신배는

※ 해설 : 지금 같으면 부모님께 불효하면 한차례 때려주고 마는데 옛날에는 자식이 불효
하면 황토섬 귀양을 보냈더랍니다. 성주님이 부모님에게 불효하여 황토섬 귀양을 삼년동
안 사시다가 솔씨 세말을 따가지고 왔는데 한번 심어 봅시다. 예—
어이여로

지신아

황해도

재룡쇠야

뒷동산을

치치올라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이등저등을

흐쳤더니

경상도

대불매야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자라나네

자라나네

거제봉산에

숯을캐어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그솔씨가

자라나네

쿡득쿡득

도끼채워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낙락장송

키워놓고

스르렁 스르렁

톱을 채워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나무베로

가자시야

밀어라 당겨라

대패채워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가기사

가지마는

서른세가지

여장을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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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여로

지신아

천하학이

알을 낳아

일흔여장

망태 채워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그나무가

부정하다

아즈넉히

울러메고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그나무를

퇴박하고

서울이라

삼각산에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또한봉을

넘어서니

높은 봉에

솟아올라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쌍무지개

선을 두른

한등넘고

두등넘고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나무한주

늘어섰네

삼사세등을

넘어서니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그나무를

관상보니

대동강이

앞에있어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가지보니

열두가지

배선개 (싻)없어 못가겠네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잎을보니

억조마니

노자 한푼

보태주소

어이여로

지신아

(노자 청구하는 갖가지 염불을 함 )

그나무가

좋을시다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이돈받아

선개하고

청사댕기

흰밥짓고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대동강을

건너서니

청사도복

흑사띠에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나무한주

늘어섰네

왼새끼 꼬아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그나무를

관상보니

그나무밑에

제만을 지내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에 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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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도끼

손에 들고

서울이라

삼각산에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한번을

쫓고나니

높은 봉을

솟아 올라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나무목신

통곡하요

쇠를 놓고

죄를 보니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산신령님

울음우네

한줄기는

서울로 가고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삼세번을

거듭쫓아

한줄기는

경상도로 왔다.

어이여로

지시아

어이여로

지신아

온잦 잡새가

울고가요

이집터가

분명하다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낙락장송

넘어가네

용머리에

터를 닦아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낙락장송

넘겨놓고

은가래

은줄놓고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먹줄로 튕겨

끊어보자

아개다개

다져놓고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굽은 나무

굽다듭고

나무베로

가자시야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재진나무

제다듬어

오박주치

유리기둥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사무라마지

담아놓고

한토막

잘라다가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집터보려

가자시야

성주보신

한기둥하고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쇠를 받아

손에들고

또한토막

잘라다가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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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만년

대들보에

딸애기를

낳거들랑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또한토막

잘라다가

아늘아래

옥황상제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상량이나

얹어보자

맏며느리

보우로 하소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또한토막

잘라다가

성주님의

덕택으로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여기저기

얽어놓고

일년농사

장원하여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오황토

알매쳐서

첫째는

나라봉양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경주옥돌

기와울려

둘째는

부모봉양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네모에다

풍경달고

셋째는

농사수발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동남풍이

내리불어

일년하고

열두달에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풍경소리

요란하다

과년하고

열석달에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이집짓고

삼년만에

삼백이라

육십일에

어이여로

지신아

어이여로

지신아

아들애기

낳거들랑

안가태평

하옵소서

어이여로

지신아

정승감사를

마련하고

어이여로

지신아

(자료 ; 칠북면 화천 농악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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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특산명물(特産名物)
1. 함안 파수(巴水)곶감
옛날부터 유명한 곶감으로 군관내(郡管內) 여러고을에서 생산 ( 生産 ) 되지만 그 중에
서 함안면(咸安面) 파수리(巴水里)의 것이 더욱 유명(有名)하다. 조선(朝鮮) 중엽부터 왕실(
王室)에 진상품(進上品)으로 전(傳)해 왔는데 수백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도 그때의 그맛이
그대로 면면(綿綿)히 이어오고 있다.
감의 씨가 없고 사람의 손으로 정성스레 만들어진 이 곶감은 완제품(完製品) 이 된 후에
도 말랑말랑하여 더운물에 넣어 저으면 꿀처럼 풀리는 특징을 갖고 있어 한방약(韓方藥)의
재료로 널리 소문나 있을 뿐 아니라 각 가정에서 경사(慶事) 때나 명절(名節)때에 만드는 수
정과에 넣으면 천하일품이 된다.
현재 함안 곶감단지는 5개단지인데 계속 육성할 계획이며 금년에도 1억 8천만원의 영농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참여농가 304호에 12만 2천 상자를 생산,총 2억 8천만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서 호당 평균 90여만원의 소득을 거두고 있다.
특히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파수곶감은 매년 우량종이 감나무 개량하고 비배
관리를 철저히하는 한편, 포장의 규격화로 계통출하 함으로서 성과기(成果期)인 1986년 이
후에는 20여만 상자를 생산하게 되어 더 높은 소득원으로써 큰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2. 월촌(月村) 수박
군북면(郡北面) 월촌리(月村里)를 중심하여 생산되는 수박은 남강(南江) 유역의 기름진
사질양토(沙質養土)로서 수박 재배지로서는 최적지이며 여기서 생산되는 수박은 당도(糖度)
높고 그 맛이 시원할 뿐 아니라 상품가치가 높아 현재 전 생산품의 70% 이상이 서울등 대도
시로 반출되어 도시민들의 미각을 돋구고 있다.
현재 2,090호의 농가에서 702ha에 18,954톤을 생산하여 총 42억 9천만원 소득을 올려
호당 평균 2백 6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월촌등지의 수박은 참여농가의 재배기술
을 개선하고 지하수(地下水) 개발로 스프링클러시설을 완벽하게 하여 전천후 과학영농이 가
능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맛있는 수박을 확대 재배하여 4계절 우리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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