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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章

槪 說

종교는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정치, 경제와 더불어 존재해 왔다. 종
교는 인간과 자연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가치체계로 기능하여 왔다.
원래 종교란 근본되는 가르침을 의미하는 용어로 19세기말 영어 릴리
전(Religion)의 번역어로 쓰이면서 일반화되었다. 오늘날의 종교전체를
총칭화하는 유의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시시대 우리의 종교는 天神, 地神, 穀神은 물론 日月星辰과 山川樹
木, 岩石等을 神聖視하여 왔고 특히 始祖神, 雨風神까지 제사를 지내고
그 외도 龍王神 등 모든 自然을 신앙으로 여겨왔다. 지금도 우리고장에
서 행하여지고 있는 집을 지으면 성주 붙이고, 어린애를 낳으면 상판을
차리고 금구줄을 대문에 달고 황토를 뿌려서 아기의 건강을 삼신에게
비는 일, 봉정월 대보름날 달맞이집을 지어 액운을 태우고 달에게 비는
풍습과 마을의 편안을 비는 당산제와 동제가 信仰化 되어 지금도 많은
信者가 있다.
삼국시대에는 불교가 번창했고 고려시내에는 국교로 되었다가 후반
부에는 유교가 盛했다. 그후 조선시대부터 천주교와 기독교 등 새로운
종교의 선교가 활발해졌다. 우리군의 종교 역시 역사적 발전과 상응한
전개과정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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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불교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 6월 전진의 왕 符堅이
사신과 승려 順道를 시켜 불상과 불경을 보냄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2년후인 서기 374년 阿道가 동진에서 오자 이듬해 봄에 省文寺와 伊你
佛蘭寺를 지어 순도와 아도를 머물도록 했다고 전한다.
백제는 침류왕 원년(384) 동진에서 온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를 왕이

第

1節

佛敎의 發展

궁궐안으로 불러 처음으로 불교가 전래되었으며 이듬해 한산에 절을 짓
게하고 10여명을 출가시켜 승려가 되게 하였다. 백제 역시 백성들의 지
주로 삼고 새로운 이념을 정립하고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전해
왔다.
신라는 눌지 마립간(417~458년)때 고구려로부터 墨胡子가 一善郡(現
善山)에 들어와서 毛禮의 집에 살면서 불교를 전했다고 한다. 그 뒤 소
지 마립간 연간에 고구려에서 아도(고구려에 왔던 아도와는 同名異人)
가 들어와서 불교를 전도했다. 그후 신라는 불교를 신앙하려 했으나 귀
족층의 반대로 일시 멈추었다.
이후 법흥왕 14년(527) 異次頓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국교로 정하
면서 배불파를 제압했다. 신라는 고구려, 백제에 비해 150년 가량 뒤늦
게 불교를 공인하였던 것이다. 이때 불교는 善行受福 因果的 교리를 강
조하면서 토속신앙을 자연스럽게 흡수하였다.

1. 高句麗의 佛敎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는 고구려는 남진과 북진정책을 본격화하면
서 불교를 지주로 삼았다. 고국양왕은(391년) 불교를 받들어 국태민안(
國泰民安)의 신념으로 장려했다. 그후 광개토왕 2년(392)에 평양 9군에
절을 짓게 했다.
당시 평양은 수도는 아니였으나 남북진출의 거점이기도 한 곳이다.
고구려는 외세의 침략을 막는데 승려의 활약상이 지대했다고 전해오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칠불사의 일곱 승려 이야기와 중국에서의 구법활
동(의연, 승량 등), 일본에 서의 전교활동(혜편, 혜차, 담징 등) 등 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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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격과 학문적 선진성을 말해주고 있다.

를 지키고 싶다” 라는 유언은 당시의 신라
는 불교로 뭉쳐 삼국통일과 통치질서를 확

2. 百濟의 佛敎
백제 역시 불교를 민족지주로 삼는 활동
이 활발했다. 법왕 원년(599년)에는 살생
금지령과 같은 계율이 가능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 미륵신앙이 성행하였으며 그 증
거로는 미륵반가사유상과 서산 마애미륵삼
존불, 태안 마애삼존불, 익산 석불좌상 등
은 백제의 뛰어난 조각예술로 승화시켰다.

립하겠다는 뜻이다.
그 후 귀족과 왕실은 단합되었다. 그로
인해 대규모 사찰, 탑, 불상, 법종 등이 축
조되었으니 불국사, 석굴암, 성덕대왕 신종
등이 그 예이다.

4. 高麗와 朝鮮時代의 佛敎
고려태조 왕건은 숭불정책과 아울러 불

이로 인해 법왕은 민가에서 기르는 사냥

교세력의 회유책을 폈다. 이는 동요하는 민

매를 놓아주게 하고 고기잡는 도구를 불사

심을 수습하고 새 국가의 기강확립을 위한

르게 하였으며 사비성(수도 : 부여)의 왕흥

필수적 조치였다. 신라와 같이 철저한 왕권

사를 미륵사라고 부르게 했다.

의 보호를 받는 호국불교는 크게 번창하였
으나 점차 부패하고 타락해 갔다. 조선조에

3. 新羅의 佛敎
법흥왕에 이어 즉위한 진흥왕은 불교를
국교로 선포하므로 지배질서를 확립해 나
갔다. 오래전부터 전래해 온 부족 축제를
불교의식인 팔관회의 형식으로 발전시키고
진흥왕 17년에 완공한 황룡사는 그 時代 국
력을 과시한 대표적인 사찰이다.
문무왕에 이르러 호국불교로서의 성격은
더욱 강해졌다. 문무왕은 자신이 죽거던 불
교식으로 화장하여 동해 바위밑에 장사지
내 달라는 유언은 다음과 같다. “짐은 죽은
뒤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어 불법으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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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는 숭유억불정책을 내세워 융성했던
불교는 쇠퇴하여 산중불교로 전락되었으나
그래도 그 명맥은 민중속에서 이어지게 되
었다.
그러나 광무 31년(1899)에는 동대문 밖
에 원흥사를 짓게 하고 불교의 총 종무소인
수사찰(首寺刹)로 삼고 13도에 수사를 두어
사찰을 관리하였다. 한편 1902년에는 궁내
부에 관리서를 두어 사찰을 전담하게 하므
로써 승려의 신분적 대우가 나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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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現代의 佛敎

통일종단이 구성되므로서 분규의 막을 내렸

일제치하에서는 조선총독부의 강력한 통
제속에 30개 종단의 본산연합 사무를 서울
각황사(覺皇寺)에 두었다. 1922년 1월에는
조선불교 선교양종과 같은 해 5월 중앙교무
원이 설치되었으며, 이 양원이 몇년 후 통합
되어 재단법인 조선불교 중앙교무원이 되었
다.
1941년에는 太古寺(현조계사)를 세워 조계

다.
그리나 반발세력들은 태고종(太古宗), 진
각종(眞覺宗), 진언종(眞言宗), 불입종(佛入
宗), 법화종(法華宗), 일승종(一乘宗), 천태
종(天台宗), 원효종(元曉宗), 화엄종(華嚴宗
), 총화종(總和宗), 법상종(法相宗), 천화불
교(天華佛敎), 미륵종, 정토종, 용화종, 보문
종, 법화종 등의 18개 종단으로 나누어졌다.

종 총 본산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다. 해방이
되자 불교계는 비구승과 대처승의 싸움으로

6. 咸安郡의 寺刹現況

비화하였으며 마침내 1954년 8월 24일 전국
비구승 대표자대회를 개최하여 불교 정화운

1996년 12월 현재 읍면별 사찰현황은 <표
13-2-1>과 같다.

동의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1962년 4월 12일
<표 13-2-1> 登錄寺刹現況
번호

사암명

창건연도

전화

등록종단

속명

법명

1

관음사

1934

가야읍 말산리 328-1

소재지

83-2601

조계종

전낙식

태영

2

조남사

1972

가야읍 광정리 740-1

584-0340

조계종

한옥란

지용

3

정호사

1994

가야읍 광정리 96-1

83-4420

조계종

김명자

정호

4

심우사

1992

가야읍 동항리 1022

83-6225

조계종

양숙자

공인

5

왕천사

1980

가야읍 가야리 283

83-4614

관음사

임경희

천령

6

천궁사

1951

가야읍 광정리 1265

83-3535

법화종

이찬섭

철산

7

안국사

1988

가야읍 혈곡리 352

82-1032

법화종

노흥배

천공

8

함안지회

1990

가야읍 말산리 634-2

83-0546

천태종

조용범

-

9

봉암사

1943

함안면 봉성리 880-1

83-4067

법화종

구일정

만각

10

백암정사

1934

함안면 북촌리 404-3

83-0506

태고종

김남옥

청원

11

약천사

1983

함안면 파수리 원촌

82-0822

법화종

이남도

대도화

12

태백사

1994

함안면 북촌리 산45

584-0464

정토종

주갑석

혜공

13

법성사

1994

함안면 대산리 금천

82-2220

법화종

윤인수

덕산

14

대암사

1995

함안면 대산리 대사

82-4482

태고종

정 찬

혜명

15

원효암

문무왕

군북면 사촌리 산70

584-8240

조계종

천성봉

도만

16

광법암

1934

군북면 중암리 25-2

82-5425

법화종

서점복

응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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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암명

창건연도

소재지

전화

등록종단

속명

법명

17

약수암

1975

군북면 중암리 19

585-4386

법화종

손계수

일파

18

운흥사

1952

군북면 월촌리 산132

82-7756

법화종

최영호

법운

19

서산사

1938

군북면 하림리 산38

585-5449

법화종

조용호

지광

20

각성사

1960

군북면 중암리 489

585-1211

법화종

임희길

수득

21

청용암

1940

군북면 소포리 489

585-5300

법화종

정우봉

영봉

22

덕용사

1972

군북면 덕대리 117

585-7113

법화종

박민성

만효

23

운산수도원

1978

군북면 중암리 17-3

585-6424

태고종

이택근

운산

24

용화사

1969

군북면 영운리

585-5115

용화종

정혜숙

용환

25

보은암

1970

군북면 하림리 639

26

밀림사

1988

군북면 하림리 산67-1

82-8129

법화종

한현순

진각

585-5040

조계종

조숙제

향득

27

약사암

1993

군북면 박곡리 가덕

83-8129

관음종

이항우

운용

28

상원사

1995

군북면 명관리 490-1

585-3278

태고종

신종웅

-

29

보광사

1992

군북면 덕대리 818

585-5673

태고종

임재호

법운

30

흥복사

1946

법수면 우거리 356

82-3329

조계종

김영미

헌법

31

광명사

1946

산인면 입곡리 중촌

83-3957

조계종

최성예

지원

32

동광사

1960

산인면 내인리 360

83-0130

원효종

이화수

성우

33

무학사

1930

산인면 송정리 산50

83-2113

조계종

조미라

학봉

34

용궁사

1984

산인면 송정리 936

83-3335

법화종

하동우

동우

35

칠보정사

1982

산인면 운곡리 718

83-5390

원융종

김태윤

지관

36

성왕사

1987

산인면 신산리 183-1

83-2795

총화종

이분수

보순

37

칠봉사

1972

산인면 내인리 안인

83-8170

원효종

김근호

무송

38

용지사

1987

여항면 주서리 945

2-2576

법화종

박억주

양지

39

성천암

1970

여항면 주동리 감현

82-2595

법화종

이여악

-

40

성불암

1987

여항면 주서리 893

82-2550

법화종

장진용

지우

41

수련정사

1995

여항면 내곡리 248

83-3369

정토종

강덕재

호장

42

미륵정사

1996

여항면 외암리 산114

83-9151

조동종

김길곤

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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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사

1970

대산면 평림리

882-4466

법화종

김구효

-

44

구고사

1987

칠원면 무기리 산90-7

87-0882

조계종

이영술

태봉

45

달전사

1987

칠원면 달전리 1113

87-8419

원융종

최명철

원명

46

용정사

1988

칠원면 용정리 산13

87-4945

조동종

윤순정

일도

47

성관음사

1990

칠원면 유원리 1225

87-4476

조계종

김석태

원기

48

불립사

1955

칠서면 무릉리 359

87-0418

불암종

진영관

수연

49

무릉사

1991

칠서면 무릉리 346

87-2280

조계종

장영매

성원

50

능가사

1970

칠서면 계내리 1151

87-7574

조계종

김황태

지원

51

자연사

1991

칠서면 회산리 959

87-3036

법화종

이광정

자은

52

장춘사

832

칠북면 영동리 산14

87-1400

조계종

안영수

법록

53

근봉사

1993

칠북면 덕남리 남양

87-4455

법화종

차재일

만효

54

약사암

1994

칠북면 이령리 761-4

87-6853

한국불교

신명식

신만

교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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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세워지기 시작했는지는 자
세히 알 수 없으나 고구려시대의 太學, 신라시대의 國學, 고려시대의
국자감의 교육내용이 성균관이나 四學, 나아가서는 각 주에 설립되었던
향교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史書에 고구려 소수림왕 때에 太學이 설치되었다고 되어 있어 향교의
연원이 이 곳에 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을 오늘의 향교와 같은 기

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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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校現況과
運營

능을 가진 향교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고구려의 태학, 신라의 국학이 모두 향교의 연원일 수는 있으나 고려
시대 이후 각 군현에 있던 향교는 아니고, 각 고을에 官學으로 설립된
향교는 고려시대부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 향교가 처
음으로 설립된 것은 틀림이 없으나 그 시작의 연대도 정확히 알기 어렵
다.
고려시대사에 ‘仁宗을 5年에 諸州에 향교를 세우고 교육을 확충하라,’
‘仁宗 20년 2월에 지방의 생도들이 계수관향교에 모여 글을 지었다’라
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仁宗을 전후해서 지방에 향교가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향교는 지방관학으로서 지방 수령들의 지휘감독을 받았
다. 당시에는 奉祝과 敎學의 기능을 철저하게 수행했으나 지금은 奉祝
의 기능만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향교별로 비공인 敎學을
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에서 공인된 교육기관은 아니다.
향교의 운영은 향교재산에 의하여 운영되고 건물의 보수 등은 국비
나 지방비로 보수하는 경우가 많다. 조선시대의 향교는 향교 자체의 재
산이 많았지만, 국립기관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경비의 많은 부분을
충당하였다. 한일합방 뒤에는 향교재산만으로 향교를 운영하다가 해방
후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향교 소유의 재산이 감소되었다. 향교재산은
건물, 임야, 대지, 전, 답으로 되어 있고 6·25전쟁 뒤 수복하고 새로
지은 향교도 구향교의 재산을 승계하였기 때문에 奉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여기서 충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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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산은 부동산 이외에 도서나 비품이 있다. 도서는 향교에 따라
소장 권수가 다르고 향교자체의 도서도 있지만 書院이 철폐될 때 서원
소유의 도서가 향교로 이관된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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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校의 組織과
校勢

교육의 기능으로서 볼 때 향교에는 敎官과 敎生이 있었다. 교관을 다
시 敎授官과 訓導官으로 나누고 敎授官은 6品이상, 訓導官은 7品이하
로 稱했다. 향교는 지방행정 단위인 州·府·縣에 모두 설치되어 있었
으므로 품계가 있는 유자각자로 다 임명하지 못할 때에는 大科에 합격
하지 못한 小成인 進士나 生員으로 충당하기도 하였다.
小成校官으로도 충당이 되지 못할 때는 學長이라 하여 그 지방민 중
에서 通經老成之士인 사람을 그 지방수령이 천거하여 관찰사가 선임하
게 되어 있었다. 學長은 나라에서 받는 녹봉이 없는 무료 봉사였으므로
戶役은 면제받았다. 도호부이상의 향교에는 유자격 교관인 敎授가 있었
고 郡縣 이하의 향교에는 訓導官이나 校長을 두었다. 고을의 크기에 따
라 교관의 자격이 달랐으므로 이것이 그 고을의 과거급제자의 수와도
유관하게 된다.
향교의 학생인 교생의 정원도 시대에 따라 달라 成宗이후 조선 말기
까지는 대도호부와 牧의 향교는 90명, 도호부의 향교는 70명, 郡은 50
명, 縣은 30명이었다. 사정에 따라 다소의 가감은 있었으며, 교생의 나
이는 17세이상을 원칙으로 했다.
향교의 교육이 폐지되자, 향교는 그 고장 유림들에 의하여 전승되어
왔다.
1908년에 향교에 直員을 처음으로 두었다. 이 이전에 향교는 관학이
었기 때문에 官에서 관장하였으나 교육의 기능이 없어지자 제사의 기능
을 주로 맡을 책임자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직
제가 直員이었다. 直員은 향교의 책임자로서 朔望의 焚香과 釋尊祭를
주관하였다.
1956년에 直員이라는 직제를 典校로 개창하였는데, 그 직능은 直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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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 아니하다. 전교는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가운데서 선출하게 되어 있고 그 임기는 2년
으로 하고 있는 곳이 많다.
향교의 임원으로 전교밑에 장의가 있다. 장의도 선출제로 되어 있으며, 郡 항교일 경우에
는 각 面에서 한 명씩, 市에서는 각 洞에서 한 명씩, 지역별로 몇 명씩 선출하고 있다. 최근
의 향교의 조직은 전교와 장의로 조직되어 있고 이들이 향교를 운영하고 있다. 불교의 사찰
이나 기독교의 교회에서는 신도의 망부가 따로 있어 그 신도를 관리하고 있으나 유교는 조
선시대에는 國是였기 때문에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전에는 향교별 유생의 명
부인 靑衿錄이 따로 있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조직은 없다.
유교를 표상할 수 있는 단체로 儒道會가 있다. 이것은 전국적인 조직으로서 중앙에 본부
가 있고 道에는 도지부가 있으며, 시, 군에는 향교를 중심으로 시, 군 유도회가 있다. 오늘
날 향교의 기능은 완전히 奉祀의 기능밖에 없게 되었으나 유도회가 중심이 되어 유교사상의
선양에 나서고 있다. 儒道會는 그 사업목적을 첫째로 문묘의 수효의지로 내걸고, 유도의 정
신을 근간으로 한 윤리도덕의 선양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향교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근년에는 유생의 수조차 파악하기 불가능하다. 다만 근년
에 기독교의 교회나 불교의 사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교해 보면 유교는 쇠잔
해 있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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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校의 現況

1. 咸安鄕校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11호)
함안면 소재지 국도에서 서편으로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마을입
구에 향교(鄕校)를 창건한 정한강(鄭寒岡)의 청덕비(淸德碑)가 있다.
향교의 건립연대는 알 수 없으나 1600년경(선조 28) 정구(鄭逑)가 함
안군수로 부임하여 창건하였다고 하며 그후에 수차의 중수(重修)를 거
쳐 1910년에 중수한 건물이 6·25동란때 불타버렸다.
함주지(咸州誌)를 보면 함안군의 서남쪽 2리에 있으며 명륜당(明倫堂
) 6간, 좌우협실 각 3간, 동재(東齋) 7간, 남루(南樓) 6간, 부고(副庫) 5
간, 교위(仗衛) 13간이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명륜당 장면 5간, 측면 2
간, 동재 정면 4간, 측면 2간, 서재정면 4간, 측면 2간, 대성잔(大成殿
) 정면 3간, 측면 2간에 동서협실이 있으며 정문은 풍화루(風化樓)로 되
어 있다.
대성전에는 공자(孔子)이하 입현(入貳), 동서묘(東西廟)에는 문창후(
文昌侯), 최고운(崔孤雲)선생외 14현의 위패(位牌)가 봉안되어 있다.

2. 漆原鄕校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81호)
칠원면 용산리 42번지에 소재(所在)하며 원래(元來)는 현(縣)의 서(西
)쪽 수궁지(數弓地)에 면우방(眠牛坊)이란 고기(古基)가 있었다고 하나
알 수 없고 인조원년(仁詛元年 : 1623)에 현(縣)의 동(東)쪽 교통(校洞)
에 이건(移建)되었다.
광무(光武) 10년(1906)에 폐군(廢郡)이 되면서 함안향교(咸安鄕校)에
병합(倂合)된 것을 1961년에 칠원사림(漆原士林)의 공의(公議)로 중수(
重修)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每年) 8월 27일에 공자(孔子)를
비롯한 25위(位)의 성현(聖賢)에게 석전(釋奠)을 드린다.
경내(境內)에는 대성전(大成殿), 명륜단(明倫堂)을 위시하여 경덕사(
景德祠), 모현정(慕賢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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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傳 來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전래되었던 18세기 말엽은 양반사회의 모순이
심화되어 민중의 생활이 도탄에 빠졌던 시기로 새로운 사회질서가 요구
되던 변혁기였다. 당시 조선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성리학은 현실사회
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인 한계를 이미 드러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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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天主敎의
發展

이 무렵 중국을 통해 들어온 새로운 서양의 문물(서학)은 조선의 진보
적 지식인들에 의해 추진된 실학운동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서학
의 수용과 더불어 기독교사상도 유입되었던 바 천주실의, 칠극 등의 천
주교 교리서가 들어와 실학파 학자들과 남인계 소장학자들 사이에서 널
리 읽히게 되었다.
처음 학문적 호기심으로 연구되던 천주학은 천진암과 주어사의 연구
모임인 강학회를 통하여 신앙적 실천운동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마
침내 이벽, 권철신, 권일신 등은 천주교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히고 본
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이승훈을 북경에 보냈다.
이승훈이 북경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정조 8년(1784)
귀국한 뒤 이벽, 정약전 등과 함께 서울의 명례방에서 정기적인 종교집
회를 마련함으로써 조선교회가 탄생하였다. 1명의 선교 신부조차 찾아
온 일이 없었던 한국땅에서 평신도만으로 구성된 기이한 천주교회가 창
설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천주교회는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전통속에서 자생적으로 수용, 발전되어 나갔다.

2. 發 展
가. 迫害時代의 天主敎
교회가 창설된 이후 약 100여년 동안은 한국교회에 대한 혹독한 박해
기이자 가장 탄탄한 신앙의 주춧돌을 마련할 수 있었던 시련기였다. 만
민평등사상과 천주사상을 외치는 종교적 요인과 더불어 부패한 당시 세
도정치의 희생물이 된 천주교는 조선왕조 말기 권력의 숱한 변화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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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가혹한 박해를 받아야만 하였다. 최초
의 박해는 정조 9년(1785) 봄, 초기교회의
지도자들이 추조(형조)의 관헌들에게 적발
되어 집주인인 김범우가 자신의 믿음을 굽
히지 않고 한국교회의 첫번째 순교자가 된
사건이다.(을사추조 적발사건)
1791년에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고
위패를 불살랐던 윤지충과 권상연이 순교
하였다.(신해박해) 이 박해 이후 중국인 신
부 주문모가 입국하고 신도들의 열렬한 전
교활동으로 오히려 교세가 크게 발전하자
이에 두려움을 느낀 정부는 1795년 을묘박
해를 단행함으로써 윤유일 등이 순교하였
다. 이후 순조 1년(1801)의 신유박해는 신
생교회를 뿌리채 흔들어 놓을 정도의 대규
모 박해였다. 이때 주문모와 백서사건의 황
사영 등 200여명의 신도가 순교하였다.
이어서 고종 3년(1866)에 시작된 병인 대
박해는 근 10여년간 지속된 가장 혹독한 시
련으로서 9인의 프랑스신부를 비롯해서 남
종삼 등 약 8,000여명의 신도가 순교하는
참화를 입어야만 하였다. 실로 교회창설 이
후 100여년 사이에 1만 여명의 신도들이 죽
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가혹한 일련의 시련
기를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보다 굳건한 신
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나. 開化期와 日帝强占期의 川主敎
19세기 후반 잇달아 체결된 서구열강과
의 불평등조약 중에서 1886년 프랑스와 맺
은 조·불수호조약은 불완전하나마 조선사
회에 선교의 자유를 가져왔다. 그래서 박해
시대에 형성된 교우촌과 주요 도시를 중심
으로 본당조직이 발전하게 되었다.
서울의 명동에 주교좌 본당이 건립되고
성직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가 서울 용산에
세워졌으며 여러 수도회가 한국에 진출하
여 교회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북간도
에도 선교사들이 파견되어 교회를 세우니
현재도 북간도지방은 한국교회의 관할권
밑에 놓여 있다. 개화기에 천주교는 언론과
교육을 통해 개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였는데 그것은 곧 애국계봉운동이었다.
교회는 1910년까지 124개의 학교를 설립하
였고 경향신문을 발간하여 국민들에게 바
른 판단을 제공하고 열강의 다툼속에서 민
족의 독립을 수호하고자 노력하였다.
일본제국주의의 강압속에서 천주교회는
선교사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비록 국
권수호운동과 독립운동에 전 교회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평신도들은 개인
자격으로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독실
한 천주교 신자인 安重根의 의거는 국권수
호운동 가운데 대표적 실례로 손꼽힌다.
또한 융희 1년(1903) 국채보상운동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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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한 徐相敦도 열렬한 천주교 신자였으며

신학교가 성신대학으로 승격되었다.

많은 교민들이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고

국토분단의 비극은 결과적으로 북한교회

통을 받기도 하였다. 3·1독립운동 때에는

의 전멸을 초래하였으나 남한의 천주교는

교회 당국의 절대적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

한국전쟁의 시련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해

고 서울과 대구의 신학생들을 비롯하여 많

나갔다. 휴전당시 16만명에 불과했던 신자

은 천주교인들이 만세시위의 주동적 구실

수가 1962년에는 53만명으로 급증하였다.

을 담당하였다.

특히 이해에 개최된 제2차 바티칸공의회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제는 신사참배

결과 교회의 미사는 모국어로 집전되고 전

를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천주교는 신

례와 예식이 종전과 달리 대단히 간소화되

사참배를 이단으로 간주하고 교인들에게

었으며 평신도의 활동도 활성화되었다. 또

이를 거부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1930

한 신·구약 성서가 공동으로 번역되기까

년대에 이르러 일본에 있는 주교들은 신사

지 하였다. 이후 한국교회의 두드러진 변화

참배를 국민의례로 해석하였고 이를 근거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사회참여 의식이 고

로 하여 교황청은 신사참배를 허용하게 되

조되었다는 점이다.

었다. 그 뒤 천주교인들 이 신사참배에 참

즉 경제 제일주의에서 비롯된 인간경시

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가 이에 응한 것

및 황금만능 풍조, 각종 사회부조리에 대항

은 아니고 신사참배를 가부함으로써 직장

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에 입

에서 추방되거나 투옥된 사례도 적지 않았

각해서 인간존엄성의 회복과 정신적 가치

다.

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등 사회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다. 8·15 解放以後의 天主敎
8·15 해방 이후 실시된 미 군정시기에
천주교는 개신교와 함께 우대를 받으며 교
세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언론, 출판분
야에서 경향신문이 창간되고 경향잡지와
카톨릭 청년이 부활되었다. 교육사업으로
는 종래의 초등교육기관들이 중, 고등 교
육기관으로 개편되었고 성직자 양성기관인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천주교회는
1981년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과 1984년
교회창설 200주년을 연이어 맞게 되어 새
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1984년 5
월에는 한국천주교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
해 교황 요한바오로 2세가 내한하여 200주
년을 맞는 한국천주교회를 축복하였고 이
어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있게 한 순교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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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위에 대한 諡聖式을 집전하여 그들을

역으로서 우리사회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

모두 성인품에 오르게 하였다.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천주교회의 소명인

함안지역은 1866년 리델이신부가 거제0
도 공소순회때 함안 미나릿골(현 대산면 하
기리) 사람 구한선이 복사로 따라 갔다가
진주감영에 잡혀 모진 형벌을 받았다는 설
과 또 일설에는 1867년경 진양군 문산에서
전교한 것이 문산본당의 시호라는 설이 있
으나 기록이 없이 구전(口專)으로 이어오고
있다. 확실한 것은 1887년 11월에 대산면
장암리 동박골에 첫뿌리를 내렸다고 한다.
기록에는 함안의 첫 신자는 정안당으로
지금의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495번지가
장안당의 집이 공소였으며 그때 첫 신부는
유가흥(Rov, L, Lucas)으로 1933년 7월
~1943년까지 재직하면서 1939년에 건평
45평의 새로운 성당을 짓고 동년 11월 27일
에 강복식을 가졌다. 당시 가야에서는 가장
큰 건물이요 명당이였다.
1990년말 현재 15개 교구(북간도를 포함
한 북한의 2개 교구 제외)에 275만명의 신
자(남한인구의 약 6%)와 1,700여 성직자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천주교회는 성장과 발
전의 미명하에 反복음적 삶을 사는 수많은
가난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광명과 해방
을 알리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있다.
즉 외적 성장에 걸맞는 교회의 내적 성숙
을 이룩하여 성직자와 평신도가 다 함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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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5월

15일

대산공소 본당으로 승격 분리

1978년			

칠원공소 준 본당으로 승격 분리

1979년 1월		

11대 주임 이한기(요셉)신부 부임

1979년 1월		

칠원 준 본당이 본당으로 승격

1980년			

신관 앞쪽 사랑의 집 신축

1980년			

거룩한 말씀의 시녀회소속 수녀님 2분 모심

			

그동안 휴원하고 있던 유치원 개원

1981년 1월		

12대 주임 강영구(루치오)신부 부임

			

제대회 조직

1982년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식

1983년 2월 		

13대 주임 허철수(미카엘)신부 부임

1985년			

수녀원 개축

1986년 2월

14대 주임 최용진(이냐시오)신부 부임

28일

1987년			

성모상 이전

1988년 10월 7일

15대 주임 조재영(안드레아)신부 부임

1990년 7월

16대 주임 재동호(루도비꼬)신부 부임

6일

1991년 11월 3일

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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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安天主敎
沿革

본당 주보창간(16절지 한면)

12월 1일	1992년 본당설립 6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
회 발족
12월 20일
1992년 3월

13일

			
8월

본당설립 6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조직
제16대 재동호(루도비꼬)신부 로마 유학차 이임
제17대 곽준석(요셉)신부 부임

15일	본당설립 60주년 기념식(주교님방문) 및 본당
의 날 행사

10월 11일	함안 평화의 모후 꼬미시움 승격겸 선교다짐
대회
1993년 4월

22일

한국외방선교수녀외 본당 첫 부임

9월

12일

제5지구 신앙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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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6월

19일

10월 25일
1995년 9월

12일

사랑의 집 시작(본당 노인, 주일 중식제공)
제5지구 순교자현양대회
본당 성전신축 기공식

<표 13-4-1> 咸安天主敎會現況
(1997. 2, 현재)

명칭
함

안

김대열

83-2042

함안면 북촌리 952

김충효

83-0050

대

대산면 구혜리 246-3

박호철

82-8041

칠서면 계내리 1204

박영희

87-5902

회

칠원면 구성리 762

허성규

87-9300

칠원천주교 장암공소

칠원면 장암리 431

권오복

87-8517

산

890

원

천

교
주

회

전화번호

가야읍 동항리 74

카 르 멜

주

대표자

함안천주교 함안공소

칠

천

소재지

교

모 후 수 녀 원
천

주

교

第5章 基督敎(改信敎)

1. 傳 來
한국에 대한 기독교 선교사업은 미국의 북장로교에서 먼저 착수하였
다. 북장로교에서 파송된 의료선교사 알렌이 서울에 도착한 것은 1884
년 9월 22일이었다. 처음에 미국공사관의 공의 자격으로 입국한 그는
그해 갑신정변으로 중상을 입은 閏泳翊을 서양의술로 치료하여 민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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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基督敎의
發展

파와 왕실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1885년 4월 광혜원을
개원하였고 선교의 문호가 열리게 되었다.
이어서 같은 달에 북장로교의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북감리교의 아펜
젤러가 인천에 왔으며, 5월에 스크랜턴 모자가 도착하여 곧 이화학당을
세웠고 아펜젤러는 배재학당을 개교하였다.
또한 1892년에는 미국 남장로교의 레이놀즈, 테이트 등의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전라도지방을 중심으로 선교하기 시작하였고 남감리교에서는
1895년 2월 선교사 리드를 파송하여 개성지방을 중심으로 선교하였다.
그밖에도 성공회(1891년), 오스트레일리아장로교 선교부(1889년), 캐
나다장로교(1893년),침례교(1889년), 제7일 안식교(1904년), 성결교
(1907년), 구세군(1908년) 등이 각각 특징있는 선교활동을 벌였다.

2. 發 展
1910년의 경술국치 이후 일제는 기독교를 한국통치의 장애물로 단정
하여 기독교에 대한 비안도적 탄압을 가하였다. 소위 105인 사건을 조
작하여 윤치호, 이승훈 등 기독교 인사와 신민회 지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였고 서북지방의 기독교 지도자 157명을 검거하여 더러는 고문
치사케 하였다.
또한 1915년에는 포교규칙을 제정하고 사립학교법을 강화하여 기독
교 학교에 대해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속에서도 장로교회
는 총회를 조직하여 전국적인 조직을 결성하고 만주, 시베리아 등지에
대한 해외선교도 착수할 수 있었으며, 감리교회는 기독교의 토착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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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저

자선사업 및 동사자들을 위한 시설운영, 장

력으로 3·1독립운동에 임한 교회는 독립

로교의 부산, 광주, 대구, 여수 등지의 나환

선언의 기치를 내걸고 선도적 역할을 담당

자병원 개설 등이 그 예이다.

해 나갔다.

일제가 1925년 서울 남산에 조선신궁을

이승훈이 천도교와의 교섭을 담당하고

세우고 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하자 교회는

김선주, 유여대, 오화영, 신석구 등 16명이

이를 거부하며 맞섰다. 그러나 1937년 중일

3·1독립선언서에 서명하였으며 전국적으

전쟁 이후 일제는 조선에 대한 통제강화책

로 117회의 시위를 기독교인들이 주도하였

의 일환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여 교회를

다. 그러나 3·1독립운동에 대한 일본의 잔

굴복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강압조치에 굴

혹한 탄압에 의해 교회 역시 엄청난 피해를

복하여 1938년 장로교 총회는 국민의례의

입었다.

형식이라는 명분으로 신사참배를 수락하였

1919년 10월 장로교만의 피해상황을 보
더라도 체포된 자 3,804명, 피살자 47

으며 그러한 여파로 감리교 및 기타 교파들
도 신사참배를 수락하게 되었다.

명, 그리고 파괴된 교회가 12동이었다. 물

이러한 시련속에서도 기독교 학교 대부

론 이러한 당국의 발표보다 훨씬 피해가

분은 신사참배에 저항했고 朱基徹, 崔鳳奭

컸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가는 일이

등은 순교하여 신앙을 지켰다. 이 무렵 신

다. 한편 1925년부터 조선중앙기독교 청

사참배 문제로 인해 많은 신학교가 폐쇄되

년회(YMCA), 대한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

고 200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

(YWCA)를 중심으로 농촌운동이 추진되었

또한 2,000여 신도가 투옥되고 50여 교

다. 이어서 1929년에는 예수교 연합공의회,

역자들이 순교하였다. 8·15해방을 맞아

YMCA, YWCA가 연합하여 대대적인 농촌

기독교는 모든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재

강습소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생과 부흥의 기회를 맞았다. 해방 후 새로

그 결과 전국 27개 도읍에서 대규모 농촌

운 선교지로 등장한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

강습소가 개설되어 농촌개량, 농사기술, 협

여러 교파 선교사들의 입국으로 인하여 교

동조합, 법률문제, 의식화교육 등을 진행시

파교회로서의 발전이 가속화되었고 교회의

킬 수 있었다. 그 밖에도 기독교는 활발하

수적 확장이 이루어졌다.

게 사회운동에 참여하였는데 기독교 여자

그러나 일제의 압력에 의해 형성되었던

절제회의 금주, 단연, 폐창운동, 구세군의

단일 조선교단이 일제 말기 이전의 각 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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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환원되면서 교회 불일치라는 부정적 현

맞았다. 현재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보기드

상이 속출하였다. 8·15해방 직후의 혼란

문 발전교회로 꼽히고 있다. 신도수 1,000

기로부터 점차 질서를 찾아갈 무렵 발발한

만명으로 전 인구의 25％에 이르고 연평균

한국전쟁은 교회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증가율 40％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교회가 입은 피해를 살펴보

교회는 서울에만도 5,300여개가 밀집되

면, 파손·손실면에서 장로교회가 152개

어 있고 교파수도 등록된 것만 69개이고 그

소, 감리교회가 84개소, 성결교회가 27개

중에 장로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교파만

소, 구세군영이 4개소, 그리고 그 밖에 많

도 32개에 달하고 있다.

은 교회가 파손, 손실되었다.

교회는 건전한 민족사의 동반자로 현실

또한 순교하거나 피납된 기독교인은 장

에 참여하면서 사회 전반에 피해와 희생이

로교 177명, 감리교 44명, 성결교 11명에

없도록 보살피며 겨레와 함께 사랑을 나누

달했다. 이러한 역경속에서도 대구, 부산으

는 공동체라는 자각과 실천의 동력을 동원

로 피난할 수 있었던 교회는 거국적으로 구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더욱 민

국기도회를 열어 평화를 기원하였으며 국

족, 사회, 역사에 대한 예언자적 안목과 의

제교회 기구를 통한 난민구제사업을 벌어

지로 정의와 평화의 실현, 신학의 민족적

전시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했다.

확립을 위해 교파의 경쟁적 다양성을 지양

1960년대에 접어들어 4·19혁명의 격동

하면서 상호 협력해 나가고 있다.

과 5·16군사혁명 충격을 겪은 교회에게

함안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중의 하나인

현실의 변화와 신흥종파의 창궐현상은 자

함안군 군북면 사촌교회를 통해 이 지역 기

성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이때부터 교회

독교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자. 한국기독교

는 분열극복의 신학을 성서적 근거에서 재

대사전과 한국영남교회사에 자세히 언급되

발견하고 에큐메니컬운동에 정진하였다.

어 있다. 대사전 제8권과 조선예수교 장로

1966년 초동교회에서는 신·구교가 사상

회 史記에 의하면 1897년 조동규(趙棟奎)가

처음으로 공통예배를 거행하였으며, 1971

영국인 배설(裵設)이 발행하는 대한매일신

년에는 부활절을 맞아 신·구교 공통번역

보에 기재한 기사를 읽고 감동을 받아 자기

의 신약성서가 간행되었다. 이어서 1977년

소유의 전답을 교회에 연보하여 기와집 예

에는 성서 전부가 완역, 간행되기에 이르렀

배당을 짓고 선교사는 손안로(孫安路), 조

다. 기독교는 1984년으로 선교 100주년을

사는 한경연(韓敬然)씨 였다. 조동규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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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술과 담배를 좋아했으나 모두 끊고 교
인이 되었다.

또한 특별히 기억할 곳은 칠원교회이다.
동 교회는 순교자 손양원목사(1902~1950)

당시 조씨문중에서는 불교와 유교를 버

의 출신교회로서 평양신학교를 졸업 후 불

리고 새로운 종교를 믿는다고 족보에서 재

우한 사람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일제의 신

적당하고 교류를 금지시키고 심지어는 몰

사참배 반대로 해방될 때까지 수감생활을

매를 당하기도 했지만 신앙을 수호하다가

했다.

해방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조용석장로

그외 1948년 여순반란사건 때 손동인, 손

는 6·25때 공산군에 사살되어 남강에 유

동신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

기됐으나 종전 후 시체를 찾아 순교장을 지

화제가 되기도 했다. 6·25동란 때는 교회

냈다.

를 지키다가 공산군에게 순교당했다.
<표 13-5-1> 基督敎會現況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함 안 재 건 교 회

가야읍 말산리 613-1

김 의 수

82-1341

사 랑 의

교 회

가야읍 말산리 94

권 순 출

82-4645

제7일안식일함안교회

가야읍 말산리 182

김 영 삼

82-7270

함 안 중 앙 교 회

가야읍 말산리 310-1

황 병 원

82-9680

함 안 제 일 교 회

가야읍 말산리 448-1

임 성 락

83-2330

가

가야읍 검암리 1003-19

김 성 도

83-2632

기독교성결함안교회

가야읍 검암리 940-1

김 영 문

82-7270

가

가야읍 도항리 78-2

이 종 훈

584-0019

함 안 감 리 교 회

가야읍 도항리 58

서 강 의

83-2341

산

서

교

회

가야읍 산서리 162

최 영 수

83-3308

득

성

교

회

함안면 괴산리 754

정 문 기

83-4074

강

명

교

회

함안면 강명리 376-1

안 무 상

82-2208

함 안 재 건 교 회

함안면 북촌리 979

박 우 석

83-4056

함

읍

교

회

함안면 봉성리 903

김 성 민

83-4040

파

수

교

회

함안면 파수리 82-6

백 필 진

83-4307

군

북

교

회

군북면 덕대리 119

심 상 래

82-5231

중

앙

교

회

군북면 덕대리 140

김 이 오

82-5175

사

촌

교

회

군북면 사촌리 668

홍 두 규

584-5072

여

명

교

회

군북면 모로리 109

이 창 우

82-5082

월

촌

교

회

군북면 월촌리 1539

김 의 균

82-7428

하

림

교

회

군북면 하림리 228

손 현 진

82-6195

강

주

교

회

법수면 강주리 449-1

송 현 종

82-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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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윤

외

교

회

법수면 윤외리 710-2

김 상 백

82-3784

석

무

교

회

법수면 윤외리 178-4

이 병 조

584-3302

백

산

교

회

법수면 백산리 792

이 용 문

82-3345

기

동

교

회

대산면 하기리 693-1

신 성 옥

82-8264

평

기

교

회

대산면 하기리 977

서 정 옥

82-8802

구

혜

교

회

대산면 구혜리 287-1

오 재 옥

82-8077

부

촌

교

회

대산면 부목리 525-2

구 태 옥

82-8196

중

앙

교

회

대산면 평림리 950-8

전 병 쾌

82-8860

옥

렬

교

회

대산면 옥렬리 1249

임 성 영

82-8712

사

촌

교

회

대산면 대사리 880-1

김 용 자

82-8531

마

산

교

회

대산면 부목리 1275

최 영 헌

82-7917

대

산

교

회

대산면 구혜리 237

곽 정 식

82-8337

칠

서

교

회

칠서면 천계리 703-3

권 봉 춘

87-2235

진

동

교

회

칠서면 계내리 287

이 재 철

87-5626

대

치

교

회

칠서면 대치리 817

양 주 희

87-6026

향

촌

교

회

칠서면 계내리 67

서 모 현

87-6581

칠

북

교

회

칠북면 검단리 1393-46

한 우 윤

87-4178

이

령

교

회

칠북면 이령리 155-21

김 흥 만

87-4068

제

일

교

회

칠북면 이령리 51-1

강 성 민

87-3508

칠

원

교

회

칠원면 구성리 728

백 상 인

87-0046

예

곡

교

회

칠원면 예곡리 418

이 효 열

87-2938

산

인

교

회

산인면 모곡리 388-2

김 동 명

82-0603

포

회

산인면 송정리 414

이 태 욱

584-0051

산 인 중 앙 교 회

도

원

교

산인면 송정리 1271

김 동 기

83-4804

부

봉

교

회

산인면 부봉리 695

이 정 길

83-0293

주

서

교

회

여항면 주서리 553

황 오 열

82-2309

여항면 외암리 81

곽 우 석

82-2549

재 건 교 회 기 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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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節

歲時風俗

세시풍속이란 일정한 시기에 자연과 사람의 일에 대하여 관습적으로
행하여 온 의례적인 행위를 지칭한다.

1. 正 月
가. 설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어른은 한복으로, 어린이는 색동옷으로 갈아입고 歲
饌, 歲酒를 갖추어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 제사가 끝난 후 친척이나
웃어른을 찾아가 새해인사 세배를 드린다. 새해인사는 德談이 오가며 마
련해 둔 음식을 내어 놓거나 어린이들에게 세뱃돈을 주기도 한다.
각 가정에서는 복조리를 사서 걸어두는데 이는 일년동안 복을 담아 모
아서 살림이 불같이 일어남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있고 또 야광쫓기란 풍
속이 있는데 이는 설날 밤에 양광이란 귀신이 사람의 신을 신어보고 맞
으면 신고 간다는 속설에 따라 신발을 방안에 들여 놓는 것을 말한다.
정초에는 점치기가 행하여지는데 유능한 점장이에게 그 해의 신수점
을 보고 신수가 나쁘면 안택이라 해서 간단한 굿을 하기도 한다. 한편
점치기와 더불어 토정비결을 보고 그해의 운세를 예측하기도 하니 이러
한 정초의 풍습은 행동을 조심하기 위한 미풍양속이라 할 수 있다.

나. 正月대보름
설날부터 보름째가 되는 날로서 上元 또는 元宵節이라 하며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가 많다. 먼저 부럼(種果)이라 하여 생밤, 호도,
잣, 땅콩 등을 깨무는데 이는 일년동안 부스럼이 없고 이가 튼튼하라고
행하는 것이다.
더위 팔기는 보름날 아침에 이웃을 만나면 ‘내 더위 먼저 더위’라 하며
더위를 파는데 이때 대답으로는 ‘너 더위 내 더위 맞더위’라고 하며 다
시 더위를 판다.
귀밝기 술은 보름날 아침에 술을 한 잔씩 마시면 귀가 밝아지고 귓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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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또 약식과 오곡

은 글귀의 春帖을 부착하는데 상중에 있는

밥을 지어 먹고 陳菜食이라 하여 나물을 무

집은 행하지 않았다.

쳐 먹음으로써 그 해의 더위를 잊으려는 풍
습도 있다.
쥐불놀이는 논둑, 밭둑을 태우는데 이는
병충해를 예방하고 논과 밭의 잡귀를 쫓는

3. 三 月
가. 삼짓날

불의 신앙심을 의미한다. 다리밟기는 보름

삼월 삼일을 삼월 삼짓, 上巳日, 중삼일,

날 밤에 횃불을 들고 남녀노소가 강가다리

上除라고 한다. 이 날은 강남간 제비가 돌

에 가서 자기의 나이대로 왕복하면 다리가

아오는 날로서 진달래 꽃전과 녹두가루, 오

튼튼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자로 만든 花麵을 만들어 먹고 두견주나

그리고 달맞이는 보름달을 먼저 보는 사

도화주를 만들어 마신다. 또 忌日이 불명한

람이 운수가 좋고 생남 한다고 전해 온다.

조상신에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산천에 가

그 밖의 보름달 행사로는 달집짓기, 줄다리

물맞기, 산천기도도 한다.

기, 지신밟기, 농악 등이 있다.

나. 寒 食

2. 二 月
가. 영등할멈네
2월 초하루 영등날 바람신을 상징하는 영
등할미를 맞이하기 위하여 부엌이나 장독
대에 음식상을 준비하고 소지를 올리고 절
을 하며 소원을 빈다. 또 2월부터는 농사일
이 시작되므로 섬밥(짚을 깨끗이 간추려 밥
과 반찬을 담는 것)을 만들어 곳간에 두었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 찬 음식을
먹으며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도 하고 이장
이나 화장도 이날에 행하는 경우가 많다.
한식의 기원은 중국 晋나라의 충신 개자추
의 죽음을 애도하는 뜻에서 찬 음식을 먹게
했다는 설과 우리나라에서 봄이 오면 새로
운 불씨를 만들어 썼는데 이 때 일정한 기
간동안 묵은 불씨를 쓰지 못하게 한 데서
기인하였다는 설이 있다.

다가 일꾼들에게 나누어 먹인다.

나. 立 春
24절기의 하나로 대문, 기둥, 벽 등에 좋

4. 四 月
가. 초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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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은 석가모니의 탄생일로 부근의

리 행하여진다.

사찰을 찾아가 재를 올리고 등을 바치며 소
원성취를 기원한다.

7. 七 月
가. 七 夕

5. 五 月

7월 7일은 칠석날이니 전설속의 견우와

가. 端午節

직녀가 하늘에서 오작교를 건너 만나는 날

5월 5일은 단오, 수리, 천중절, 중오절이

이다. 농가에서는 으례 이날은 비오는 날로

라고 하며 연중 4대 명절의 하나이다. 이날

알고 있다. 이날 처녀들은 하늘의 견우, 직

은 가묘에 제사를 지내고 여자들은 창포 삶

녀 두 별을 보고 절하면서 바늘질이 늘기를

은 물에 머리를 감았다. 또 가정에서는 부

기원하고 가정에서는 칠석제를 지내기도

적을 문설주에 붙이거나 쑥을 베어서 문 위

하고 불공도 드린다. 특히 이날 목욕을 하

에 달아 두기도 하였는데, 이는 재액을 물

면 병이 치료된다고 한다.

리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 남자는 씨름
대회, 여자는 그네뛰기를 많아 하며 특히
우리 고장 함안에서는 소싸움이 많이 행하
여지고 있다.

나. 百中日
7월 15일은 백중(백종) 혹은 중원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남녀가 서로 온갖 음식을 마
련하여 춤추고 노래하며 하루를 즐기는 풍

6. 六 月
가. 流 頭
음력 6읠 15일로 동으로 흐르는 맑은 냇
물에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는데 오늘날에
는 6월을 시원하게 보내는 물맞이가 많이
행하여진다. 몸을 청결하게 한 후에는 음식

습이 있다. 또 이날은 조상의 혼을 위하고
오곡이 잘 되라고 기원하는 뜻에서 제사도
지내며 농가에서는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
으면서 농사일을 의논하였다.

다. 두레삼

을 마련하여 사당에 제사지내며 농사의 풍

7월 중순이 되면 한 마을의 부녀자들이 일

년을 위하여 농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한편

단이 되어서 이집 저집 돌아가며 삼껍질을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이웃이나 친척이 함

벗기거나 삼을 삼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협동

께 모여 즐기는 유두연도 우리 고장에서 널

노작이나 오늘날에는 거의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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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八 月

5대 이상의 묘제를 지낸다.

가. 秋 夕
8월 15일을 한가위, 중추절, 가배라 하고

11. 十一月

설날과 함께 가장 즐거운 명절로 여기고 있

가. 冬 至

다. 여자들의 길삼평가에서 시작되었다고

일년 24절기 가운데 22번째에 해당되며

하는 이날은 새옷을 갈아입고 햅쌀로 빚은

이 날은 팥죽을 끓여서 사당에 제사 지내고

술과 떡, 과일로 조상에게 추수감사에 대한

대문, 헛간, 주춧돌, 장독 등에 뿌리는데 이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 특히 보름달밤

것은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붉

에 펼치는 강강수월래는 우리생활의 멋이

은 색의 주술력을 이용한 것이라 하겠다.

요, 운치라 하겠다.

팥죽에는 새알을 빚어 넣고 먹을 때는 새알
을 나이만큼 먹으며 동지 후에는 한 살을

9. 九 月

더 쳐주기도 한다.

가. 重陽節
9월 9일을 중양절 또는 중구절이라함은

12. 十二月

양수가 겹치기 때문이다. 이날은 제비가 강

가. 臘 享

남으로 다시 날아간다고 하는데 가정에서

동지에서 3번째 未日을 말하며 농사의 형

는 황국주의와 국화전을 만들어 교외에서

편과 집안 일을 신에게 고하는 제사를 지낸

풍국놀이를 하였다.

다.

우리고장에서는 조상의 기일을 모르는
경우에 이 날을 택하여 제사를 지낸다.

10. 十 月
가. 시월상달
10월 중에 길일을 정하여 햇곡식, 시루떡
을 장만하여 성주신(큰방), 천룡신(우물),
조왕신(부엌), 조상신, 삼신에게 제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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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節

通過儀禮

1. 婚 禮
남녀가 서로 만나 백년해로(百年偕老)를 서약하는 혼례의식(婚豊儀式
)은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것으로서 육례(六禮)에 의거한다.
그러나 지금은 구식혼례라 해서 옛날 격식 그대로를 따르지 않고 약간
신식(新式)을 가미하여 행하고 있다.

가. 議 婚
남녀 양가(兩家)사이에 혼담(婚談)이 오고가서 혼인의 합의가 되면 허
혼(許婚)하는 것으로 이것을 의혼(議婚) 또는 면약(面約)이라 한다.
양가에서는 서로 사람을 보내서 상대편의 인물, 학식, 형세유무(形勢
有無), 인품 등을 내사하고 궁합(宮合), 간선(看選) 등을 거쳐 합의가 이
루어지면 남자쪽에서 청혼(請婚)의 뜻으로 남자의 생년월일시(生年月日
時)를 써서 편지와 함께 여자쪽으로 보내는데 이를 납채(納采)라고 한
다.
여자쪽에서는 남자의 사주(四柱)를 받으면 천간(天干), 지지(地支) 등
을 보고 혼례식 날까를 택일(擇日)하여 남자쪽에 보내는데 이를 연길(涓
吉)이라 하며, 이로부터 양가(兩家)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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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 한다.

나. 大 禮
혼례식(婚禮式)에는 여러가지 절차가 따르는데 혼례(婚豊)를 올리기
위해 신랑(新郎)이 신부(新婦)집으로 가는 것을 초행(初行)아라 한다.
신랑의 초행에는 후행(後行)이 따라 가는데 신랑의 조부(祖父)나 백부(
伯父), 아버지 등의 상객(上客)과 신랑의 삼촌이나 백씨(伯氏), 어린 동
생이나 조카 등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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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의 일행이 신부의 마을에 도착하면
신부집에서 대반(對盤) 또는 인접(人接)이

② 婿揖讓以入

: 신랑이 읍하고 들어온
다.

라 부르는 안내원이 나와서 이들을 정방으

③ 侍者執雁以從 : 시자가 나무로 만든

로 안내한다. 정방이란 신랑 일행이 신부집

기러기를 가지고 신랑을 자리로 안내

에 가기 전에 잠시 쉬는 곳으로 보통 이웃

한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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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
집에 들어간다.
신부집에서는 납폐에 대한 준비로 멍석
을 깔고 상을 놓고 병풍을 쳐놓은 후 냉수
세 그릇을 떠놓고 함진애비의 함을 받는다.

④ 婿就席

: 신랑이 자기자리로 들어선
다.
⑤ 抱雁千左其手 : 신랑이 기러기의 머리
를 왼쪽으로 가도록 안는다.
⑥ 北向跪 : 북쪽, <正廳>쪽을 향하여 꿇
어앉는다.
⑦ 置雁于地 : 기러기는 소반위에 올려놓
는다.

함진애비의 함을 예로서 받아 안방으로 모

⑧ 俛伏興 : 일어난다.

시고 나면 곧 이어서 혼례식이 거행되는데,

⑨ 小退再拜 : 약간 뒤로 물러서서 두 번

신부집 마당에 대례상(犬禮床)이 마련된다.

절한다.

대례상에는 두개의 화병을 놓으며 신랑

이상은 소례(小禮) 즉 전안(奠雁)의 식순

쪽 화병에는 팥을 가득 넣고 신부쪽 화병에

이며 대례(獅豊) 즉 교배례(交拜禮)로 이어

는 참깨를 반쯤 넣어 각각 송죽(松竹)가지

진다.

를 꽂아 놓는다. 대례상을 친영상(親迎床
) 또는 교배상(交拜床)이라 하며, 전안(奠

① 壻至席末 : 신랑이 초례청(醮禮廳) 동
편 자라에 들어선다.

雁)의 시각이 되어 신랑이 입장을 한다. 이

② 姆導婦出 : 신부의 시자(侍者＝한섬이

때부터 마을의 학식 높은 노인이 부르는 홀

라 함)가 신부를 부축하여 나오되 백포

기(笏記)에 따라서 식순이 진행되는데 대략

(白布)를 깔고 그 위를 밟고 나온다.

다음과 같다.

③ 婿東婦西

: 신랑은 동편에, 신부는 서편
에서 초례상을 중앙에 두고 마주 선다.

① 主人迎婿于門카 : 주인이 신랑을 맞아
들인다.

④ 進盥進洗 婿盥于南婦盥于北 : 신랑의
손 씻을 물은 남쪽에, 신부의 손 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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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북쪽에 놓는다.
⑤ 婿婦從者沃之

: 신랑신부 각각 손을
씻고 수건에 닦는다.
⑥ 婦先再拜 : 신부가 먼저 두 번 절한다.

⑲ 各擧飮 : 신랑신부 술을 마신다.
⑳ 禮畢撤床 : 예를 끝내고 상을 치운다.
各從其所

: 신랑신부 각각 처소로 들어
간다.

⑦ 婿答一拜 : 신랑이 한 번 절한다.
⑧ 婦又再拜 : 신부가 다시 두 번 절한다.

이상으로 혼례식이 끝나며, 신랑은 예복

⑨ 婿又答一拜

: 신랑이 다시 한 번 절한

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큰방으로 들어가

다.
⑩ 婿揖婦各跪坐

: 신랑이 신부에게 읍하
고 각각 꿇어앉는다.
⑪ 侍者進饌 : 시자가 술잔을 신랑에게
준다.
⑫ 侍者各斟酒 : 시자가 잔에 술을 부어
준다.
⑬ 婿揖婦祭酒擧肴

: 신랑은 읍하고 술을
땅에 조금 붓고 안주를 젓가락으로 집
어 상위에 놓는다.
⑭ 又斟酒 : 시자가 신랑신부 술잔에 다
시 술을 붓는다.

큰 상을 받는다. 이때 상객(上客)들은 상객
방으로 들어가서 큰 상을 받는데, 여기서
사돈댁의 남자들로부터 차례로 인사를 받
는다.
우귀(于歸)는 신행(新行)이라고도 하여 신
부가 정식으로 신랑집에 입주하는 의식으로
혼례를 치룬 당일 시가(媤家)로 가는 당일우
귀(當日于歸)와 삼일동안 신방(新房)을 치르
고 가는 삼일우귀(三日于歸)가 있다.
밤이 되어 신랑이 신방(新房)에 들어가면
이어 주안상이 들어오고 신부는 신랑에게
술을 따라 준다. 신랑은 신부의 쪽두리와

⑮ 婿揖婦擧飮不祭無肴

: 신랑은 읍하고

예복(禳服)을 벗기고 잠자리에 드는데 이때

신부가 술을 마시되 안주는 들지 않는

신방 엿보기의 구습(舊習)도 있었다. 신부

다.

가 시가에 와서 드리는 인사(人事)가 곧 폐

⑯ 又取巹婿婦之前 : 표주박을 신랑신부
에게 준다.
⑰ 侍者各斟酒 : 시차가 표주박에 술을
붓는다.
⑱ 擧盃相互婿上婦下 : 신랑신부 표주박
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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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幣帛)으로 구고례(舅姑禮)라고도 한다.
이상의 격식을 거쳐 부부(夫婦)가 탄생하
였던 것이나 오늘날은 많은 변화를 거쳐 간
단한 의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와 같은
혼례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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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喪 禮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동안 함께

하여 엎어놓고 다시 곡(哭)한다.

나. 皐 復

살아오던 가족, 친지 등 모든 반려자와 영

망자(亡者)의 혼(魂)을 부르는 것으로 마

원히 이별을 고하는 죽음의 길을 인간이라

당에 명태 세 마리와 짚신 세 켤레를 차려

면 누구나 숙명적(宿命的)으로 겪지 않을

놓고 망자의 속적삼을 들고 지붕에서 흔들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인 것이다. 이와 같은

며 지명(地名)과 성명(姓名)을 부르고 ‘복’

숙명적인 참으로 슬프고 엄숙한, 마지막으

‘복’ ‘복’이라고 세 번 외친 다음 속적삼을 지

로 가는 길에 그 예(禮)를 절차있게 행하는

붕위에 놓아준다. 이 속적삼은 입관(入棺)

것이 곧 상례(喪豊)인 것이다.

할 때 내려서 영위에 놓았다가 삼우(三虞)

상례는 형편과 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

날 불태운다.

를 보이지만 대충 다음의 절차 의하고 있
다.

다. 襲 殮
① 소렴(小殮)：소렴은 수의를 입히는 절

가. 臨 終

차로서 사망한지 2일째 아침에 행한

운명(殞命)이라고도 하며, 마지막 숨이

다. 깨끗한 자리를 깔고 속포(束布)와

넘어가면 집 안팎을 모두 깨끗이 치우고 목

장포(長布)를 편 후 시신을 그 위에 모

욕을 시킨 후 망자의 머리를 동쪽으로 하여

시고 새솜으로 어깨사이 빈 곳을 채우

북쪽 문 옆에 눕힌다. 이때 햇솜을 준비해

고 좌우를 걷우어 맨다.

두었다가 숨이 끊어지면 입과 코와 귀를 막

수의는 왼편으로부터 여미되 고름은

아 준다.

매지 않으며 손은 악수(握手)로 싸매

머리는 높게 비뚤어지지 않게 괴고, 남녀

고, 명목(瞑目)으로는 눈을 싸매고, 폭

가 곡(哭)하고 시체가 굳기 전에 손발을 고

건과 두건을 씌우고 이불로 고르게 싼

루 주물러서 펴고 백지로 시체의 얼굴을 덮

다음 장포(長布) 두 끝을 찢어 각각 매

고 베헝겊으로 좌우 어깨를 단단히 동이고

고 속포(束布)로 묶은 다음 끊어서 속

두 팔과 두 손길을 곱게 펴서 남자는 왼손

포 한 쪽 끝을 세 갈래로 찢어 아래서

을 위로하고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하여 두

부터 차례로 묶어 올라간다.

손을 배위에 올려놓고, 두 다리를 곧게 펴

② 대렴(大殮) : 대렴은 소렴이 끝난 뒤

모아 가지고 베로 동이며 어그러지지 않게

시신을 입관(入棺)하는 의식이다. 소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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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을 한 다음날 하는 것으로 관을 시

일장으로 행한다.

상(屍狀) 서쪽에 놓고, 대렴포와 장포

② 발인(發靭) : 망가(仁者)가 상여에 얹

를 놓고 그 위에 대렴금(大紂錦)을 펴

혀서 집을 떠나는 것을 말하며 출상(

놓고 소렴한 시신을 모신다. 먼저 발

出喪)이라고 한다. 이때 영구(靈樞)앞

에서 머리로, 그리고 왼편에서 오른편

에 하직상(下直床)을 차려놓고 발인제

으로 여민 후 다시 장포와 횡포를 묶

(發靷祭)를 지낸다.

고 시신을 관속에 넣는다. 비어있는

③ 하관(下棺) : 하관은 영구를 땅속에 묻

곳은 망인의 옷을 말아서 채운 후 관

는 것으로 관을 내릴 때는 머리를 위

뚜껑을 덮는다.

로 발은 아래로 향하게 하여 내란다.

뚜껑을 닫은 관은 다시 광목으로 싸서

이어 상주는 옷자락에 깨끗한 흙을 담

결관베로 관을 묶고 명정(銘旌)을 만들

아 관의 상하 좌우에 흙을 던지고 곡

어 병풍에 걸고 혼백(魂帛)을 영좌(靈

을 하며 인부들이 나머지 흙을 메운

座)에 안치하며 영영(靈影)을 모신다.

다.
④ 평토제(乎土祭) : 성분(成墳)후에 묘

라. 成服祭
입관(入棺)이 끝나면 상복(喪服)을 입고
영좌(靈座)앞에서 첫 제(祭)를 올리는데 이
를 성복제(成服祭)라 한다. 상복은 일가 중

앞에서 지내는 마지막 의식으로 묘 앞
에 음식을 차려놓고 상주는 술잔을 올
리고 재배(再拜)하며 마지막 곡을 한
다.

에서 8촌까지 입으며, 영좌앞에 제상(祭床)
을 갖추어 제물을 차려놓고 남자는 영구의

바. 虞 祭

동편에서, 여자는 서편에서 서로 마주서서

장례를 마치고 영위(靈位)를 모시고 돌아

곡한다.

오면 빈소(殯所)에 위패를 모시고 초우제(
初虞祭)를 지내며, 이때부터는 정식 제사(

마. 治 葬
① 장일(葬日) : 묘지 자리를 잡으면 장사
지낼 날짜를 정한다. 당일장(當日葬),
삼일장(三日葬), 오일장(五日葬), 칠일
장(七日葬) 등이 있었으나 대부분 삼
906

祭祀)로 지낸다.
초우가 지난 다음날 아침 재우제(再虞祭)
를 지내며, 재우가 지난 후 첫 유일(柔日)이
삼우제(三虞祭)를 지낸다.
삼우제를 지낸 후 석달만에 강일(剛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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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서 졸곡(卒哭)을 지낸다. 이로부터 상

① 降神： 제주가 신위(神位) 앞에 나아

주는 아침저녁으로 슬픈 마음이 나도 곡하

가 분향하고 술을 세 번으로 나누어

지 않는다.

조금씩 붓는다.
② 參神 : 두 번 절한다.

사. 小·大祥
소상(小祥)이란 초상(初喪)을 치른 후 만 1
년이 되는 날 지내는 제사를 말하며 만 2년
째 되는 날 대상(大祥)을 지낸다. 대상(大祥
)을 지내고 나면 보통 상복(喪服)을 벗고 빈
소(殯所) 등을 철폐한다.

③ 初獻 : 분향하고, 강신(降神)때와 같이
술을 따른다.
④ 讀祝 : 축문을 읽는다.
⑤ 亞戱： 두 번 잔을 올린다.
⑥ 終獻 : 끝잔을 올린다.
⑦ 添酌 : 채우지 않은 잔에 세 번으로 나
누어 첨작하고 두 번 절한다.

3. 祭 禮
제례(祭禮)는 조상에 대한 경모(敬慕)와
보은(報恩)사상에 기초한 것으로서 제례의
식(祭禮儀式)은 시종(始終) 경건하고 정성
스럽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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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례의 종류에는 다례(茶禮)와 기제(忌祭

⑪ 獻茶： 숭늉을 갱과 바꾸어 올리고 메

), 묘제(墓祭) 등으로, 다례(茶禮)는 음력으

를 조금씩 세 번 떠서 말아놓고 저(箸)

로 초하루, 보름, 생일 등에 간단히 낮에 지

를 고른 뒤 잠시 읍(揖)한다.

내는 제사로서 정월 초하룻날의 연시제(年
始祭)와 팔월 추석에 치내는 절사(節祀)가
있으며 돌아가신 전날 밤에 지내는 제사를
기제(忌祭)라 하고 한식(寒食)이나 시월 중
에 날을 잡아 묘소에 가서 지내는 제사를
묘제(墓祭)라 한다. 보통 제사(祭祀)라 할

⑫ 撒匙復飯 : 숭늉그릇의 수저를 기두고
메그릇에 뚜껑을 덮는다.
⑬ 辭神 : 두 번 절하고 지방과 축을 불사
른다.
⑭ 飮福 : 조상의 복을 받기 위하여 술과
제수를 든다.

경우 기제(忌祭)를 일러 말하며, 기제(忌祭)

⑮ 撒床 : 제수를 뒤에서부터 물린다.

는 대개 다음의 순서에 의하고 있다.

이상의 절차로 기제(忌祭)는 진행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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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茶禮)의 순서도 이와 비슷하며, 묘제(墓
祭)는 별도 홀기(忽記)에 의해서 지내고 있
다.

4. 壽 宴
재래로 우리나라에서는 오복(五福) 중에
첫째로 수(壽)의 복을 들어 왔다. 부모가 건
강하게 오래 살아계시다는 것은 비단 본인
에게만이 아니라 가족들 모두의 기쁨이요,
자랑거리인 것이다. 효(孝)의 미풍양속으로
내려오는 이 장수(長壽) 축하연은 보통 61
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말하는 것으로 회갑
(回甲), 주갑(周甲), 화갑(華甲) 등의 명칭으
로 불리워지고 있다.
이 날이 되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은혜
(恩惠)와 위로를 드리고 친척과 친지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고, 이웃들을 초대하
여 음식을 함께 나누며 더욱 장수하기를 바
라는 것이다.
회갑연(回甲宴)은 헌수(獻壽)로서 시작되
는데, 회갑(回甲)을 맞는 사람에게 자녀들
이 큰 상을 차려서 장남으로부터 차례로 술
잔을 올리고 절을 하면서 축수(祝壽)하는
것을 헌수(獻壽)라 하며 화갑을 치룬 이듬
해 생일을 진갑(進甲)이라 하여 잔치를 베
푼다. 또 칠순(七旬)에 베푸는 희연(稀宴)
또는 망팔(望八)이 있으며, 결혼 60주년을
맞아 기념하는 회혼례(回婚禮)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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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신밟기(성주 본풀이 굿)

第

가. 由 來
옛날 성주님이 결혼할 당시는 매자(媒子)의 말만 듣고 장가, 시집을
가게 되어 있었는데 15세된 성주님은 장차 아내가 될 월공부인의 딸을

3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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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위해 중으로 가장, 밑이 빠진 자루를 들고 처녀의 집으로 가게 되
었다. 그집 개가 워낙 사나워서 몇차례 몇차례 망설이다 대문으로 들어
가서 시주를 몇 번이고 청하되 다른 곡식은 필요 없고 좁쌀을 청하니 처
녀가 좁쌀 세 말을 시주하며 자루에 부어주니 터진 자루 밑으로 다 흘러
성주가 주워 담으므로 그 처녀가 보다 못해 다시 세 말을 가져와서 주
니, 성주 고맙다고 인사하며 처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집으로 돌
아와 모친과 의논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다.
슬하에 팔남구녀를 두어 아들 중에 다섯은 토지신을 맡기시고 딸들은
맏딸부터 장독각시(장독대를 다스리는 여신), 부엌각시 등 곳곳의 각시
(女神)로 정한 후에 막내딸을 통시(변소)각시로 지정하니 이 각시들이
온 집안을 소란케 하고 지신들이 농사를 훼방하므로 가정의 안가태평(
安家泰乎)과 풍년을 기원하며 해마다 정월 명절을 기하여 집집마다 다
니면서 지신밟기란 이름으로 풍물굿놀이를 하는 것이다.

나. 굿풀이長短
지신지신을

울리자

토지지신을

울리자

그변에

박씨로다

또한변에

부인이다

청전세월이

인정수요

춘만건곤이

복만가라

정월달에

뜨는달은

이월한식에

막아내고

삼월달에

뜨는달은

사월초파일

막아내고

사월달에

뜨는달은

오월단오에

막아내고

오월달에

뜨는달은

유월유두에

막아내고

유월달에

뜨는달은

칠월칠석날

막아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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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월달에

뜨는달은

팔월보름날

막아내고

팔월달에

뜨는달은

구월구일날

막아내고

구월달에

뜨는달은

시월상달에

막아내고

시월달에

뜨는달은

동지팥죽에

막아내고

동짓달에

뜨는달은

섣달그믐달

막아내고

일년하고

열두달에

삼백이라

육십일에

안가태평을

하옵소서

성주님

근본이

에데메요

성주님

근본이

에데메요

경상도

안동땅에

제비원이

성주님

부친은

누구시며

성주님

모친은

누군신가

인간사십이

다되어도

일자혈육이

전혀없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명산대천에

비나이다

상탕에

머리감고

중탕에

목욕하고

하탕에

손발씻고

향로촛대

갖춘뒤에

소지삼장을

올린후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날부터

태기있어

국에는

장내나고

밥에는

뭇내난다

세월이장차

여류하여

칠팔개월

잠깐이다

노는구나

노는구나

굼실굼실

노는구나

청룡황룡이

노는듯이

굼실굼실

노는구나

세월이장차

여류하여

열달이

잠깐이다

열달이

지난후에

옥동자를

탄생하야

옥동자를

탄생하여

이름이나

지어보자

이름을

부를적에

성주라고

불러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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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먹이

혼진받아

두살먹어

소임받아

세살먹어

말을배워

네살먹어

글을배워

무불통치가

되었구나

세월이장차

여류하여

십오세가

잠깐이다

인간십오세가

되고나니

부모님께

불효하야

부모님께

불효하야

황토섬

귀양가요

앞집에

박대목아

뒷집에

김대목아

뒷동산에

치치올라

낙랑장송

솔을베어

둥그렇게

배만들어

황토강에

띄워놓고

삼년먹을

식량싣고

삼년입을

의복실어

가요가요

나는가요

황토섬

귀양가요

황토섬

당도하니

산도설고

물도설네

산도설고

물도설네

소나무로

울로삼아

날아든다

날아든다

온갖잡새가

날아든다

말잘하는

앵무새가

말하자고

날아든다

고향소식을

전할라하니

지필이없어

못전하겠다

세월이장차

여류하여

석삼년이

잠깐이다

식량도

떨어지고

의복도

남루하다

구만리장천

소식쫓아

청조새는

왔건마는

청조새는

왔건마는

지필이없어

어찌할꼬

도포자락을

한폭찢어

손자락을

깨물어서

혈서한장을

써가지고

청조새다리에

매었더니

청조새

거동보소

911

14

民俗·地名由來

구만리장천을

날아가서

옥질부인이

뜯어보니

내자식소식이

분명하다

찾아가자

찾아가자

내자식을

찾아가자

맨앞에

타신배는

석가여래

타신배요

그다음에

타신배는

아미타불

타신배요

그다음에

타신배는

팔보산

타신배요

그다음에

타신배는

옥질부인

타신배요

그다음에

타신배는

성주님

타신배요

반갑도다

반갑도다

고향산천이

반갑도다

어이여로

지신아

뒷동산을

치치올라

어이여로

지신아

이등저등을

흐쳤더니

어이여로

지신아

자라나네

자라나네

어이여로

지신아

그솔씨가

자라나네

어이여로

지신아

낙랑장송

키워놓고

어이여로

지신아

나무베로

가자시야

어이여로

지신아

거거사

가지마는

어이여로

지신아

연장없이

못가겠네

어이여로

지신아

황해도

재룡쇠야

어이여로

지신아

경상도

대불매야

어이여로

지신아

거제봉산에

숯을캐어

어이여로

지신아

쿡득쿡득

도깨채워

어이여로

지신아

스르렁스르렁

톱을채워

어이여로

지신아

밀어라당겨라

대패채워

어이여로

지신아

서른세가지

연장을채워

어이여로

지신아

일흔여장

망태채워

어이여로

지신아

아즈넉히

울레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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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여로

지신아

서울이라

삼각산에

어이여로

지신아

높은봉에

솟아올라

어이여로

지신아

한등넘고

두등넘고

어이여로

지신아

삼사세등을

넘어서니

어이여로

지신아

대동강이

앞에있어

어이여로

지신아

배선개없어

못가겠네

어이여로

지신아

노자한푼

보태주소

(노자 청구하는 갖가지 염불을 함)
어이여로

지신아

이돈받아

선개하고

어이여로

지신아

대동강을

건너서니

어이여로

지신아

나무한주

늘어섰네

어이여로

지신아

그나무를

관상보니

어이여로

지신아

천학학이

알을낳아

어이여로

지신아

그나무가

부정하다

어이여로

지신아

그나무를

퇴박하고

어이여로

지신아

그나무를

넘어서니

어이여로

지신아

쌍무지개

선을두른

어이여로

지신아

쌍무지개

선을두른

어이여로

지신아

나무한주

늘어섰네

어이여로

지신아

그나무를

관상보니

어이여로

지신아

가자보니

열두가지

어이여로

지신아

앞을보니

억조마디

어이여로

지신아

그나무가

좋을시다

어이여로

지신아

청사댕기

흰밥짓고

어이여로

지신아

청사도복

흑사띠에

어이여로

지신아

왼새끼꼬야

낡아메고

어이여로

지신아

그나무밑에

제만을 지내

어이여로

지신아

옥도끼

손에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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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여로

지신아

한번을

쫓고나니

어이여로

지신아

나무목심

통곡하오

어이여로

지신아

산신령님

울음우네

어이여로

지신아

삼사세번을

거듭쫓아

어이여로

지신아

온갖잡새가

울고가요

어이여로

지신아

낙랑장송

넘어가네

어이여로

지신아

낙랑장송

넘겨놓고

어이여로

지신아

먹줄로튕겨

끊어보자

어이여로

지신아

굽은나무

굽다듬고

어이여로

지신아

재진나무

제다듬어

어이여로

지신아

사무라마지

담아놓고

어이여로

지신아

집터보러

가자시야

어이여로

지신아

쇠를받아

손에들고

어이여로

지신아

서울이라

삼각산아

어이여로

지신아

높은봉에

솟아올라

어이여로

지신아

쇠를놓고

좌를보니

어이여로

지신아

한줄기는

서울로가고

어이여로

지신아

한줄기는

경상도로왔다

어이여로

지신아

이집터가

분명하다

어이여로

지신아

용머리에

터를닦아

어이여로

지신아

은가래

은줄놓고

어이여로

지신아

아개다개

다져놓고

어이여로

지신아

나무베로

가자시야

어이여로

지신아

오박주치

유리기둥

어이여로

지신아

한토막

잘라다가

어이여로

지신아

성주보신

한기둥하고

어이여로

지신아

또한토막

잘라다가

어이여로

지신아

천년만년

대들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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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여로

지신아

또한토막

잘라다가

어이여로

지신아

여기저기

얽어놓고

어이여로

지신아

옥황토

알매쳐서

어이여로

지신아

경주옥돌

기와올려

어이여로

지신아

네모에다

풍경달고

어이여로

지신아

동남풍이

내리불어

어이여로

지신아

풍경소리

요란하다

어이여로

지신아

이집짓고

삼년만에

어이여로

지신아

아들애기

낳거들랑

어이여로

지신아

정승감사를

마련하고

어이여로

지신아

딸애기를

낳거들랑

어이여로

지신아

하늘아래

옥황상제

어이여로

지신아

맏며느리

보우로하소

어이여로

지신아

성주님의

덕택으로

어이여로

지신아

일년농사

장원하여

어이여로

지신아

첫째는

나라봉양

어이여로

지신아

둘째는

부모봉양

어이여로

지신아

셋째는

농사수발

어이여로

지신아

일년하고

열두달에

어이여로

지신아

과년하고

열석달에

어이여로

지신아

삼백이라

육십일에

어이여로

지신아

안가태평

하옵소서

2. 망깨소리
가. 由 來
함안의 지형은 대체로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남고북저 형태로 낙동강과 남강이 합류함
으로써, 대부분의 농토가 상습 침수지역으로 치산치수가 고대국가의 통치이념이었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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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면 함안의 제방축조도 아라가야시대부터 행하여졌다.
고려시대 칠원고을 호장의 벼슬을 가진 윤거부(尹巨富)가 칠북면 검단리 못골마을에 윤씨
집단마을을 형성하기 위하여 마을 앞에 둑을 모아 못을 만들 때 못둑땅을 다질 때 망깨로 다
지기로 하면서 소리를 부르기 시작하였으며, 동국여지승람에 조선 영·정조때 남강과 낙동
강의 제방을 인공으로 축조한 기록이 있으며 이때 제방을 쌓으면서 제방둑을 망깨로 다지면
서 망깨소리를 시작한 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나. 작품구성
○ 첫째마당 : 입장
포지기, 농기, 제관, 농악 각제방기, 지게, 가례, 삽, 망깨, 흙 운반용 함지 등 입장
○ 둘째마당 : 관중에게 인사
○ 셋째마당 : 지신밟기 굿
토지지신을 물리치는 굿으로 출연자 전원농악 가락에 맞추어 놀이를 한다.
○ 넷째마당 : 개토제(土地之神)
제상을 차림·제관 집사는 제지내는 순서대로 축문 후 제를 지낸다.
축문 : 유세차 모년 간지 모월 간지 삭 모일 간지
유학 OOO은 토지신에게 감히 고하나이다
이제

OOO氏는 토지를 헐어 둑을 마련하오니 신께서 도우셔서 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맑은 술과 포, 어, 과일로 올리오니 흠양하옵소서
○ 다섯째마당 : 흙으로 둑모으기
가래, 삽 등으로 흙을 파고 지게, 함지 등으로 흙을 운반하여 둑을 모운다.
○ 여섯째마당 : 망깨 흙다지기소리
장시간

망깨로 흙땅을 다지면 피로가 오게 되고 피로함을 막기 위하여 망깨앞소리와
뒤소리를 하면서 흙땅을 다짐.
○ 일곱째마당 : 준공놀이 마당
둑을

완공시킨 후 망깨다지기군과 그외 출연자 전원이 술, 음식을 마음껏 먹고 흥미있
게 놀이를 하면서 전마당 놀이를 끝낸다.(퇴장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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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망깨소리
청깨망깨는 공중에 놀고

아이야로차

저기가는 저 할마씨

아이야로차

반달같은 딸 있거든

아이야로차

온달같은 사위나 삼으소

아이야로차

딸이사 있다마는

아이야로차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소

아이야로차

아이고 어머님 그 말씀 맞소

아이야로차

뱁새가 작아도 알을 놓고

아이야로차

제비가 작아도 강남을 가요

아이야로차

어머님 동갑에 외손자 보고

아이야로차

내 동갑에 아들 딸 낳소

아이야로차

반달같은 내 처남아

아이야로차

온달같은 너그 누나

아이야로차

앉았더니 누엇더나

아이야로차

신던 보선 볼걸더나

아이야로차

모시적삼 등 받더나

아이야로차

칠보단장 곱게하고

아이야로차

날 나오도록 기다리더나

아이야로차

신던 보선 볼 안걸고

아이야로차

칠보단장 곱게하고

아이야로차

매형 오도록 기다리데요

아이야로차

한양이라 한골목에

아이야로차

김정승에 못딸애기

아이야로차

하 잘났다 소문 듣고

아이야로차

한 번가도 못볼래라

아이야로차

두 번가도 못볼래라

아이야로차

삼세번을 거듭가니

아이야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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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세칸 대청위에

아이야로차

화장을 하고 썩 나섰네

아이야로차

아래를 보려마는

아이야로차

삼성보선 곁보선에

아이야로차

꽃명석을 받쳐신고

아이야로차

중허리를 보려마는

아이야로차

물명주 처마 주황 나바지

아이야로차

나비 주름을 잡아 입고

아이야로차

상위를 보려마는

아이야로차

연분홍 저고리 남질삼에

아이야로차

동해꽃의 동전달고

아이야로차

뒷거려 보려마는

아이야로차

삼단같은 저머리는

아이야로차

궁초댕기 제비물려

아이야로차

맵시곱게 들였구나

아이야로차

잘나기는 하 잘났어

아이야로차

앞집가서 궁합 보고

아이야로차

뒷집가서 책력보니

아이야로차

궁합에도 못갈 장가

아이야로차

책력에도 못갈 장가

아이야로차

그러나 저러나 내 갈라요

아이야로차

내가좋아 가는 장가

아이야로차

어느 누가 막으리오

아이야로차

아랫종아 말 몰아라

아이야로차

장사길을 행차하자

아이야로차

청마는 부친 타고

아이야로차

홍마는 내가 타고

아이야로차

한 모리를 돌아가니

아이야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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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막 까치가 진동하네

아이야로차

부친님 저것보소

아이야로차

저것이 부정인가

아이야로차

어이 아가 시끄럽다

아이야로차

산짐승이 어이 안가

아이야로차

또 한 모리를 돌아가니

아이야로차

노루새끼 길을막네

아이야로차

부친님 저것보소

아이야로차

저것이 부정인가

아이야로차

어이 아가 시끄럽다

아이야로차

산짐승이 어이 안가

아이야로차

또 한 모리 돌아서니

아이야로차

조그마한 몽다리 총각

아이야로차

한손에는 부고 들고

아이야로차

대작대기 질질 끌고

아이야로차

저게 가는 저 손님은

아이야로차

어디까지 당도하여

아이야로차

한양이라 한골목에

아이야로차

정승집에 당도하니

아이야로차

김정승의 못딸애기

아이야로차

황천가길 원하더니

아이야로차

저승처사 데려가소

아이야로차

한 손에 받은 부고

아이야로차

두 손으로 펴 보니

아이야로차

신부 죽은 부고로세

아이야로차

부친님은 돌아가소

아이야로차

저 혼자 가오리오

아이야로차

부친님 탄 말은 내가 타고

이야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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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탄 말은 부친님 드리고

이야로차

한양까지 당도하여

아이야로차

한 대문을 열고보니

아이야로차

상두꾼이 줄 드리네

아이야로차

또 한대문 열고 보니

아이야로차

목수꾼이 널을 짜네

아이야로차

또 한대문을 열고보니

아이야로차

종이 와서 꽃 만드네

아이야로차

열두 대문 열고 보니

아이야로차

곡소리가 진동하네

아이야로차

저게오는 새사위야

아이야로차

들어가세 들어가세

아이야로차

지 자는 별당으로 들어가세

아이야로차

삼단같은 저머리는

아이야로차

서름서름 상채놓고

아이야로차

백옥같은 저 얼굴이

아이야로차

청빛같이 변했구나

아이야로차

일어나소 일어나소

아이야로차

무슨 잠을 깊이 자요

아이야로차

둘이덥자 지은 이불

아이야로차

혼자덥기 왠 말이요

아이야로차

둘이베자 지은 베게

아이야로차

혼자베기 왠 말이요

아이야로차

삼년 묵은 고목나무

아이야로차

잎이나면 오실라요

아이야로차

동솥에다 쌀을 안쳐

아이야로차

싹이나면 오실라요

아이야로차

평풍에 그린 지 닭

아이야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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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치면 오실라요

아이야로차

장인 장모 들어보소

아이야로차

나 줄라고 지은 밥은

아이야로차

귀머리밥에 돌려주소

아이야로차

날 줄라고 지은 술은

아이야로차

상두꾼에 둘려주소

아이야로차

나 줄라고 지은 떡은

아이야로차

평토제나 지내주소

아이야로차

가요가요 나는 가요

아이야로차

왔던길을 나는 가요

아이야로차

내딸죽고 내사위야

아이야로차

울고갈길 왜 왔느냐

아이야로차

이왕이야 온 걸음에

아이야로차

발치잠이나 자고 가세

아이야로차

사나이 대장부가

아이야로차

발치잠이 왼말이요

아이야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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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節

우리 군에 전래되어 오는 민속놀이는 박첨지놀이 등 49건이 있는데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의 향토오락」을 근거로 하여 조사한 민속
놀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民俗놀이
1. 朴첨지놀이
1910년대 조선총독부에서 주최한 8도민속경연대회시 함안군에서 출
연한 농악과 가면극의 혼합놀이로서 “바가지로 가면을 만들어 머리에
쓰고 여러가지 해학적인 동작을 하며 악기에 맞추어 춤을 추며 노는 놀
이”로 설명되어 있으며 음력 정월에서 2월에 걸쳐 주로 남자들이 즐겼
다.

2. 거북이놀이
가. 沿 革
마을과 마을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단결심을 고취하기 위해 하던 놀이
로서 현재로서는 정확한 연혁을 알 수 없으나 군북 등지에서 성행하던
놀이로 알려져 있다.
군북은 남강을 끼고 있어 늪지가 많아 여기에서 서식하던 거북의 생
태, 즉 강변 모래속에 알을 낳고 엉금엉금 힘겹게 돌아가는 모양을 하
며 부화된 새끼거북이 용케도 천적을 피해 늪이나 강물로 사라지는 자
연의 섭리와 십장생의 하나인 거북의 끈질긴 생명력을 본받아 인간에게
도 장수와 평화를 기원하는 뜻에서 기어가는 거북의 형상을 표현한 놀
이로 전래되었다고 한다.

나. 構 成
○ 반드시 2개의 조로 구성된다. 원칙적으로 조별 구성원은 같아야
하지만 거북(거북으로 분장한 출전선수)을 제외한 인원, 놀이기구
등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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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 북, 장고, 징, 소고, 거북, 기수 등

라. 놀이마당

은 필수요원이 되고 양반, 도령, 장군,

놀이마당은 네마당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포졸, 포수, 거지 등은 부수요원이 된

소요시간은 25~30분 정도다. 거북으로 분

다.

장한 출전선수가 중앙선에 정해진 시간내

○ 조별 최소인원은 상쇠, 장고, 북, 징,

에 자기편으로 줄을 많이 끌어오면(줄다리

거북, 기수 각 1명, 소고 3명으로서 9

기와 같음) 이기는 놀이로서 비김을 방지하

명이 되고 최대인원은 3쇠, 3장고, 3

기 위하여 선수를 1, 3, 5의 홀수로 출전시

징, 5북, 5거북, 12소고, 3장군, 2양반

킨다. 이때 덧배기가락을 울리도록 다드래

(남·여), 1도령, 1낭자, 1포수, 1곱사,

기가락으로, 다시 덧배기 길굿가락으로 입

1행자, 7포졸, 3거지, 2농부(남·여)

장하며, 입장 전에 모둠굿놀이를 한다.

등 총 54명으로 두팀 합쳐 108명의 인
원이 된다.

경연이 시작되면 농악은 흥을 돋우고, 전
조원은 자기편을 응원한다. 이때 자기편을

○ 일반적인 구성원은 33명 내외로서 거

거들거나 상대편을 방행해서는 안되며, 선

북 3, 쇠, 징, 장고, 북, 기수, 장군, 포

수는 줄을 목에 걸고 배밑 가랭이 사이로

수, 곱사, 도령, 낭자, 거지 각 1명, 법

통과시켜 거북모양으로 손발로 기어서 줄

고 12, 양반(남·여) 2, 포졸 3, 농부(

을 당겨야만 한다.

남·여) 2이다.
○ 조별 이름은 「東軍, 西軍」, 「靑龍, 白
虎」 등 임의대로 정하되기에는 마을명
이나 지역명을 그 앞에 붙인다.

○ 첫째마당
청, 홍 두팀의 출연자가 입장하여 심사
석, 관중석 상호간에 인사를 마치고 경기
장 중앙에 양팀이 따로따로 농악에 맞추어

다. 服 色
복색은 등장인물의 신분에 따라 복장을
달리한다. 일부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흰무
명옷이 짚신을 신으며 부락내 경기 등 상호
약속된 때에는 청·홍으로 팀의 옷 색깔을
통일할 수도 있다.

기세를 올리며 한바탕 노는 과정이며, 굿거
리, 살풀이 춤가락으로 놀다가 덧배기, 자
진모리 가락으로, 바꾸어 사물놀이로 한바
탕 놀다가 제비굿놀이, 영산다드래기 가락
으로, 다시 덧배기 가락으로 바꾸어 노는
마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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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마당

편에 가서 일으켜 세우면서 위로하고 양팀

선수가 중앙 결전장에 나아가 줄다리기

모두 중앙으로 나와 함께 손을 내리고, 양

시합을 하여 승부가 결정나는데까지가 둘

팀 징수는 징을 크게 한번 올려 다같이 중

째마당이다. 어때 첫째마당놀이 덧배기 춤

앙으로 나와 함께 어울러져 춤을 추며 한마

가락을 치다가 둘째마당에 와서는 상쇠가

당 놀고 난 뒤 상쇠의 지시에 따라 심사석

쇠를 “재재리”하고 꺾는다. 전원은 ‘야!’하

및 관중에게 두루두루 인사한 뒤 퇴장한다.

며 다시 덧배가 자진모리가락으로 한바탕
놀다가 경기가 시작되면 영산다드래기 가

3. 三氷亭 落火놀이

락으로 응원한다.

조선 중엽부터 매년 4월 초파일을 전후해
서 이수정에서 열리는 불꽃 낙화놀이는 함

○ 섯째마당

안의 고유민속 놀이로서 연등과 연등사이

승패가 결정되면 이긴 쪽은 선수를 가운

에 참나무 숯가루로 만든 낙화를 매달아 이

데 두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덧배기국가락

낙화에 불을 붙여 꽃가루처럼 물위로 날리

으로 춤을 추며 승리를 자축하고 패한 쪽은

는 불꽃놀이인데 조선 선조때 고을 원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짚신을 벗어 땅을 치며

부임한 한강 정구선생이 군민의 안녕을 기

통곡도 하고 하늘높이 던져 올리면서 우는

원하는 뜻에서 불꽃 낙화놀이를 시작했다

시늉으로 패배를 원통해 한다.

고 한다.
일제시대에는 이 놀이가 금지되었다가

○ 넷째마당

1985년부터 재현되어 함안면 괴산리 이수

승자·패자간 화합의 한마당으로서 승리

정에서 계속되고 있다.

의 자축놀이가 끝나면 승자편 전원이 패자

<표 14-1-1> 그밖의 民俗놀이
놀이종류

시기

즐긴계층

화전놀이

봄

儒林

고사리 채취놀이

봄

여자

주사위 던지기

봄, 가을

일반

성황당 제사 모시기

봄, 가을

일반

그네뛰기

여자

천렵놀이

봄, 여름

남자

산에서 노는 놀이

봄, 여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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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종류
호미 씻김 놀이

시기

즐긴계층

여름

농민

草宴

7월 5일

농민

베틀놀이

늦여름

여자

복날놀이

伏日

남자

소싸움 놀이

추석

농민

씨름놀이

추석

남자, 청소년

공놀이

추석

子供

궁술(弓術)

수시

武夫

백일장(白日場)

수시

儒林

시회(詩會)

수시

儒林

윷놀이

정월중

일반

널뛰기

정월

여자

달맞이

정월 15일

일반

정월 15일밤

일반

엽전던지기

정월 수시

청소년

줄다리기

5월 5일경

농민

연날리기

정월중

남자어린이

벼슬놀이

정월

學薑

다리밝기

연등놀이

除夕

일반

복을 비는 놀이

정월 2~2월 15일

일반

농악놀이

정월농번기, 추석

농민

지신밟기

정월

농민

달불놀이

정월 15일

일반

콩뿌리기

정월, 2월

남자어린이

팽이치기

겨울

소년

얼음지치기

겨울

청소년

밭두렁 태우기

2월 1일

남자어린이

봄꽃놀이

봄

일반남녀

버들피리 부는 놀이

봄

청년

풀 비교하며 노는 놀이

봄

어린이들

숨바꼭질

수시

일반

선비 상견레

수시

儒林

낫 던지기

수시

牧童

줄넘기

수시

學童

공치기

수시

일반청년

진빼앗기

수시

남자어린이

안택(安宅)을 위한 놀이

수시

농가

닭싸움놀이

수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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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節

衣食住

1. 衣生活
우리민족의 의복은 유사이래로 지금까지 백색의복을 착용하여 왔다.
삼국지에 부여의 민속을 기록한 내용중에 복생상소(服色尙素)라고 하였
으며 동월의 조선부에도 의개소백(衣皆素白)이라고 하였음을 보아 백의
습속은 멀리 삼국시대로부터 고려, 조선을 지나 오늘날까지 변함이 없
었음을 알 수 있다.
1945년 광복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시대의 전통적 옷차림을 볼 수 있었
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하의로는 안속옷 위에 바지를 입고 허리띠를
맨 다음 상의로는 속적삼을 입고 저고리를 입은 다음 주머니가 달린 조
끼를 입었다. 그 위에 마고자를 입었으며 외출시에는 반드시 두루막을
입어야 했다.
여자들은 하의에는 안속옷을 입은 다음 바지를 입고 나서 치마를 입
었다. 상의로는 속점삼을 입고 그 위에 저고리를 입었다. 옷의 자료는
평상복으로는 삼베와 무명이었으며, 모시, 비단, 명주 등은 고급 외출
복이나 예복으로 사용하였다.
요즈음의 의생활은 점차 편리하고 간편하게 변모하고 있으며 함안의
복색도 우리나라 전체의 흐름과 별 다를 것이 없다.

2. 食生活
함안은 산간 평야지방으로서 가축의 풍부하며 주식인 곡식도 쌀, 보
리, 콩, 기타 잡곡이 많이 생산되며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되는 채소로
항상 신선한 야채를 먹을 수 있고 수박, 참외, 메론의 생산도 많은 편이
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주식은 쌀을 중심으로한 곡식이고 부식은 김치
가 필수적이다.
설음식은 보편적으로 떡, 떡국, 강정, 술 등을 들 수 있다. 상원날에는
맵쌀, 찹쌀, 수수, 조, 보리, 콩 등으로 밥을 지어 먹는데 이를 농사밥
또는 보름밥, 오곡밥이라 한다.
봄철의 시식으로는 쑥국, 쑥떡, 망개떡, 참꽃술 등이 있고 추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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햅쌀로 시루떡과 송편을 빚는다. 또 동지에는 팥죽을 쑤어 먹는다. 의(衣)생활이나 주(住)생
활보다는 비교적 전통성이 많이 계승되고 있는 편이지만 식(食)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
를 가져왔다.

3. 住生活
전통사회에 있어서의 자연촌락은 대개 농토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가옥은 가족제도에
따라서 양식이나 구조가 결정되었다.
대가족이 생활하는 집의 구조는 대문, 중문, 소문이 있고 안채와 안방, 사랑채가 있어야
하고 안방, 건너방, 행랑방이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대청마루가 크던 작던 있다는 사
실이다. 함안에는 대체적으로 부엌이 안방에 붙어있고 곳간, 장독은 마당에 있는 것이 보통
이며 뒷간은 따로 만들었다. 방은 온돌이며 지붕은 짚이나 기와였으며 벽은 흙이고 담장은
흙이나 돌이었다.
이러한 전통가옥도 개혁이 되어 초가는 없어지고 흙벽과 흙담은 시멘트로 바뀌고 가옥의
형태도 점차 양옥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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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謠

1. 모내기 노래
모야모야

노랑모야

네언제커서

열매열지

칠팔월이

닥치오면

한정차면

열매열지

유월달이

두달이면

첩을팔아

부채살래

칠팔월이

닥쳐오니

첩의생각

절로나네

찔레꽃을

살곰디쳐

님을보신

모를걸어

보선보고

임을보고

임준생각

전연없다

알곰삼삼

곱은처녀

중산이곡을

넘나드네

오면가면

빛만보이고

대장부간장

다녹이네

모시적삼

안섭안에

연접같은

저멋봐라

그것한번

덥석쥐면

영결종천

귀양간다

남산밑에

놀을채아

수양내

못몰후아

연내못다맬논

다멜라하니

백년친구

잃고가네

알금살살

얼근독에

쌀을씻어

술을담아

팔모로깍은

유리잔에

나도한상

권주하네

해다지고

저문날에

우인상부가

떠나가네

해다졌다

해다졌다

함안땅에

해다졌다

빵긋빵긋

웃는애기

못다보고

해다졌다

찔레꽃은

장가가고

석류꽃은

요각가네

만인간아

웃지마라

씨중자

바라가네

칠원아용성

큰애기들은

소리기

잘한다네

창원봉운재

큰애기들은

문구멍뚫기

흐르르딱딱

2. 서울양반 맏딸애기

928

서울양반

맏딸애기

하잘났다

소문듣고

한분일색

보러가니

나애리다

가시더니

두번일색

보러가니

외가갔다

가시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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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세분을

거듭하니

마지못해

보이는데

아이주람

바라진데

연주사를

반만열고

노궁에

섰는애기

월궁에도

반달이요

그처자

발보니

외시걸음

접보선에

망색댕이

받쳐신고

색명주

단속옷에

물명주

향토바지

불비단

한단치마

백비단

말을달고

정절비단

접저고리

맹자고름

솔피달아

맵시있게

지어입고

그처자

머리보니

구름같은

시단머리

준지당기

몰있다네

강남서는

대자오고

서울서는

편지오고

대자편지

받아놓고

서울편지

띠어보니

꼽기싫은

금봉고요

타기싫은

쌍가메에

가기싫은

대단길에

넘기싫은

먼넘고개

듣기싫은

대궐안에

앉기싫은

임금앞에

하기싫은

절을하고

팔모깨기

꽃유리잔

술치다가

죽었다네

메늘애기

죽었다네

메늘애기

죽었다네

시금시금

시아버지

청끝에

나서면서

팔모깨기

꽃유리잔

값을주면

보리마는

갑을준들

돌아올까

3. 베틀노래
하늘로잡아

베를놓고

참나무

바대집에

구름잡아

잉애걸어

삼형제

잉애대는

차례로

섰는양은

북다드는

저모양은

접장군

손에쥐고

무산선녀가

구름을타고

칠만군사를

헤치난다

양대산을

나드난다

용두머리

우는소래

철것이

노는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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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팔월

밝은달에

남해섯든

무지개가

혼자가는

외기러기

복화화주를

들이난다

슬피울고

가는듯다

분단후에

야산일월이

밝아온다

조물주는

우리인생

마련하여

복을타고

칠성님전

명을받아

살아가니

천하영웅

신농씨는

살리려고

높은데는

밭채우고

논채우고

오곡백과를

마련하여

맡기시어

일년농사

자원하여

나라봉양

둘째는

부모봉양

남은것은

자식들에게

저장하세

사시절에

동해동창

돋는해가

떨어져도

해지는줄

모르시니

여기로다

천하부자

석순이는

4. 논(김)매기 노래
천지가
상사디야
거룩하신
상사디야
하나님전
상사디야
우리인생
상사디야
우리농부
상사디야
낮은데는
상사디야
농부에게
상사디야
첫째는
상사디야
먹고쓰고
상사디야
춘하추동
상사디야
일락서산
상사디야
농부의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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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디야
재물두고

죽었다네

천하빈자

범단이는

살았다네

명사십리

해당화야

서러마라

내년삼월이

돌아오면

피거니와

우리인생

죽어지면

못하노라

이팔청춘

소년들아

단절마라

나도어제

청춘이라

상사디야
굶어가며
상사디야
꽃진다고
상사디야
다시청청
상사디야
다시오지
상사디야
백발보고
상사디야
오늘백발

서러워진다.

상사디야

5. 상여 앞소리
스물넷

상두꾼아

한몫일신

발맞차라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우주건곤

개벽후에

일원성신

바릴적에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우리인생

탄생하고

만무가

중용되고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순선군

법을쫓고

공맹부자

풀을베어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이법받아

나온사람

몇몇이나

되었는고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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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하다

우리부모

우리형제

몇남매로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좌우에

앉혀놓고

인생을

가라치니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은혜로

시탕타가

우연히얻은

병사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백약이

무효되고

저세상을

가서시니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애통하고

지통함은

일월이

무광이라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부애부애

우리부애

이생행차

언제시오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만산풍설

분분한데

어디가서

어환하며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오뉴월

삼복더위

춥소덥소

누가할꼬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뒷동산

고목나무

잎이피면

오실레요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동솥에

안친닭이

홰치면

오실라요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살간밑에

널진바풀

싹이나면

오실라요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멀고먼

황천길을

몇날만에

가시겠고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얼른얼른

불그림자

오매불망

못잊겠소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에~야

에~야

에야리낭차

에야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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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권주가 ①
탁주 일배 배를 모아

딸을 키와 날 줄 장모

청주강에다 띄와 놓고

이 술 한 잔을 잡으시오

소주 바람 내리불어

이 술 한 잔 잡으시면

안주 섬을 놀로 가서

만수무강하오리다

7. 권주가 ②
화초 동동 달 밝은데

이 술 한 잔 자네가 들고

일월 동동 내 사위에

내 딸 하나 귀엽 주게

8. 권주가 ③
동화점점

안주놓고

녹수잔잔

술부어라

꾀꼬리는

노래하고

앵선면면

노래로다

동자야		잔들어서

술부어라

취코놀자

만수산		만수봉에

만수천이

있답데다

그물레		빚은술이

만년주라

하옵디다

이술한잔

만수무강

하나이다

자부나시면

9. 물레노래
물레야 뱅뱅 나돌아라

동절래 수절래 하동태

가락아 뱅뱅 동실어라

보름에 곰돌아 돈다

10. 자장가
새는새는

남게자고

쥐는쥐는

궁제가고

미꾸라지

뺄에자고

송어새끼

물에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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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왔던

그새각시

신랑품에

잠을자며

우리같은

아헤들은

엄마품에

잠을잔다

성아성아

사촌성아

시집살이

어떻더노

좋기사야

좋다마는

도레도레

도레판에

수저놓기

어럽드라

주우벗은

시아재비

말하기도

어럽드라

둥글둥글

수박식기

밥당기도

어럽드라

앞밭에다

고추심고

뒷밭에다

단초심어

단초꽃이

맵다해도

시집살이

더맵더라

전생에

무슨죄로

여자일신

되었난고

여자팔자

상그러워

타향땅에

나여기왔네

타향땅에

들어서니

산도설고

물도설다

산설고

물설은곳에

어이어떻게

살아볼꼬

답답은

감장수야

외지말고

감팔아라

원수러니

씨어머니

열쇠조차

차고갔네

원수러니

씨누애기

챗독베고

잠들었네

11. 시집살이 노래 ①

12. 시집살이 노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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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리타작소리(도리깨 소리)

(‘아 넘어가네에’)
이 후후후후후후후후
이 후후후후후후후후
에화

한바지
에화
칙바지

에화

에화
끝바지

여기

에화
에화
에화

한몫
에화

에화
일심
에화

빨리
에화
다리가
에화

같이
에화
힘을

덜썩
에화
어깨가
(‘잘한다’)

에화
여기야

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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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쭐

구경
에화

에화

하고
에화

풍년
왔다

에화
사람

에화
이 강산
에화
삼천리
에화
풍년

에화
춤을
에화
춘다
(‘잘한다’)
에화

에화
왔다

에화
에화

에화
한바지
에화
끝까지
에화
여기여
에화
잘도

다리가
에화
에화
에화
어깨가
에화
움쭐
에화

에화
한다

에화
에화

에화
먼데

잘도
에화

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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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화
옆에

에화

사람

에화

한다
에화

에화
에화
에화
잘도
에화
에화
덜썩
에화
소문이
에화
안나서
에화
그렇지
에화
참말로
에화
잘한다
에화
에화
에화
여기
에화
잘도
에화
하고
에화
여기
에화
올해

풍년
에화
졌다
에화
에화
에화
친다
에화
에화
에화
잘한다
에화
여기
에화
풍년
에화
왔다
에화
풍년
에화
온다
에화
다리만
에화
들면
에화
풀만
에화
올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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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화
타작은
에화
절로

칙바지
에화
내리
에화

에화
된다

밥하고
에화

에화
쌔기

묵고
에화

에화
하고
에화
술하고
에화
술하고
서서

얼른

여게
때리라
에화
끝바지
에화
니 모가치
에화
여게
나온다
에화

형수씨도
에화
내 손만
에화
바래고
에화

뚜디리자

에화

에화
에화
에화
에화
에화
줍고
에화
에화
에화
요렁기
한발
에화

에화

에화

제수씨도

낱보리
에화

잘하니

에화

서서
에화

에화

올라
에화
올라

내 손만
에화
때리라
에화
에화
에화
때리라
에화
잘도
에화
친다
에화
무정
에화

에화
마라
에화
우리
에화
에화
에화
다늙
에화
는다이
에화
에화
에화
잘 한다
엇쭈(‘쎄리라’)
소문이
엇쭈(‘쎄리라’)
안나면
엇쭈(‘쎄리라’)
그렇지
엇쭈(‘쎄리라’)
참말로
엇쭈(‘쎄리라’)
잘한다
엇쭈(‘쎄리라’)

세월
에화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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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논메는 소리(상사소리)
디·디
디이여어
우리 농부들 내 말 듣소
상사(디) 디이여어
어이 어떤 사람은 팔자 좋아
상사(디) 디이여어
고대광실 높은 집에
상사(디) 디이여어
사모에다-이 핑경달고
상사(디) 디이여어
동남풍이 다리 불어
상사(디) 디이여어

상사(디) 디이여어
오뉴월 삼복시절
상사(디) 디이여어
덥고 더분 이 볕 아래
상사(디) 디이여어
덥고 더분 이 더부로
상사(디) 디이여어
얼름 매고 나도 가서
상사(디) 디이여어
신선모욕 나도 하고
상사(디) 디이여어
신선하고 공기 좋은

핑경소리가 완연하네

상사(디) 디이여어

상사(디) 디이여어

한잔 먹고 한 심 자고

넘 날 적에 나도 나고

상사(디) 디이여어

상사(디) 디이여어
내 날 적에 넘도 나고
상사(디) 디이여어
다같이도 났건마는
상사(디) 디이여어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
상사(디) 디이여어
사모에 핑금 달고 동남풍 다리 불어 고대광
실 징기는데
상사(디) 디이여어
우리 농부들은 무심 죄로
상사(디) 디이여어
이렁 저렁 다 되었다
938

얼른 바삐 집에 가서
상사(디) 디이여어
빵긋 윗는 애기 도령
상사(디) 디이여어
아빠 쿠고 앉일 적에
상사(디) 디이여어
얼른 안고 들어갈 제
상사(디) 디이여어
사랑하고 꽃 같은 임
상사(디) 디이여어
오늘 하루 고생 묻고
상사(디) 디이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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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茶寸號稱
할매(할머니), 할배(할아버지), 옴마(어머니), 아부지(아버지), 이녘(
부인이 남편을 부를 때 당신이란 대용사), 아지매(아주머니), 잘매(숙
모), 아재(아저씨), 성님(형님, 손위 동서를 부를 때 주로 쓰며 친언니를

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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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 言

부를 때는 성아라고 부른다), 각시(시집은 색씨를 칭할 때), 선상(선생
님).

2. 人體 및 衣服
볼때기(얼굴의 볼), 다비(양말), 멀꺼딩이(머리카락), 방맹이(방망이),
등지개(등받이 적삼), 곱새(꼽추), 서답(빨래), 얼라들(애기의 복수), 이
매이(이마), 쎔(수염), 문딩이(문둥병 환자를 일컫는 말로 반가운 친구
를 만날 때도 쓰이는데 이런 경우 文童(글방 아이)이라 해석하고 있다),
이드름(여드름), 가스나(처녀), 머스마(사내), 쎄가 빠지게(힘이 다쏟는
다는 뜻으로 혀의 강음), 조딩이(주둥아리), 보순(버선), 봉사(장님), 짚
신(짚새기), 베신 또는 편리화(운동화, 편리하다고 하여 편리화라 하기
도 한다), 째보(언챙이), 쩔뚝바리(절음바리)

3. 一般用語
꾸리무리하다(날씨가 흐릴 때), 무단이(공연히), 해작질(노략질), 오대
예(아니라는 부정사의 높임말), 꼼쟁이(구두쇠), 바구리(바구니), 괴기(
고기), 덩거리(덩어리), 환쟁이(화가), 추달(다구침), 쟁이(장사), 버들(
버드나무), 줄때(갈대숲), 간댕이(큰 대(竹), 주로 빨래를 널 때 쓰는 길
다란 대나무), 통시 또는 칙간(변소), 거싱이(지렁이), 꼬쟁이(꼬챙이),
재앙구(자전거), 배앵기(비행기), 쌨다(많다), 용천떤다(법석떤다), 담
뿌랑(담장), 진또리(술래잡기), 적시(석쇠), 굴캤다(그렇게 말했다), 권
련(종이로 말은 담배), 솔갱이(소나무가지), 갈비(솔잎), 놋식기(주발),
꼬랭이(꼬랑지 또는 꼴지), 개띠빙이(밥뚜껑), 소두방(솥뚜껑), 연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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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까랭이 불(반딧불, 쇠똥에서 생겨난다
고 하여 일명 쇠똥벌레 불이라고도 한다),
엔필(연필), 새비(새우), 찰래비(잠자리),
우운재(언제), 지짠다(억지로 우는성 싶을
때 쓰는 말로 눈물을 흘린다는 뜻), 퍼떡(
빨리), 욕봤다(수고했다), 어픈어픈(어서어
서), 누룬밥(누룽지), 사분(비누), 구루마(수
레), 아－래(그저께), 그아-래(그그저께),
○○는교(○○했느냐고 물을 때의 약간 높
임말), ○○읍니꺼(○○했느냐는 높임말),
고만(그만), 갈란다 또는 할란다(가겠다 또

4. 農用, 農具 및 植物名
명베(무명베), 쟁구(쟁기), 망태(망태기),
쳉이(쌀 등 곡물을 까불때 쓰이는 키), 나무
새(채소), 무시(무우), 무시김치(깍두기), 꼬
치(고추), 도구통(절구통), 소풀(정구지), 호
맹이(호미), 모밀(메밀), 웅딩이(웅덩이), 외
(참외), 물외(오이), 깡냉이(옥수수), 훌칭이
(보삽), 까꾸리(갈퀴), 딩기(왕겨), 외막(원
두막), 거섭(파아란 나무새 우거지), 씬냉이
(꼬들배기), 돔비(동부), 늑디(녹두), 안시(
홍시, 극히 일부 사람들만이 쓰이고 있다).

는 하겠다), 씨부린다(지껄인다), 씨급했다
(혼났다), 깐치(까치), 괴기 보태기(고기를
밝히는 사람을 일컬을 때), 데비(도배), 버

5. 고어형태로 남아있는 것

지기(자배기), 월새금(월사금), 핵교(학교),

가. “ㄱ”이 “ㅣ”모음 위에서 “ㅈ”으로 된 것

청(대청마루), 구숙방(구석방), 가무치(가

① 질∼길 ② 지둥∼기둥 ③ 질삼∼길삼

물치), 깔치(칼치), 개쭈멍이 또는 보갑(호

④ 질매∼길마(소등에 얹는 것) ⑤ 지역자

주머니), 막살해라(그만둬라), 광대(노래를

∼기약자(ㄱ) ⑥ 지버입다~기워입다 ⑦ 지

부르는 사람 또는 춤을 추는 사람들의 통칭

침~기침 ⑧ 질다∼길다 ⑨ 지루다∼기르

어), 핑빙이(팽이), 조푸(두부), 도방(도시),

다 ⑩ 진진밤∼긴긴 밤 ⑪ 진담뱃대∼긴 담

고방(창고), 부석(아궁이), 정지(부엌), 송애

뱃대 ⑫ 지름~기름 ⑬ 지미~기미 ⑭ 지와

(송어), 필쟁이(피래미), 빼랍(설합), 얼쭈(

집∼기와집 ⑮ 지웃거리다~기웃거리다 ⑯

거의 대부분), 부작댕이(부집갱이), 푸른동

찡징거리다~낑깅거리다 ⑰ 질금~녹두나

전(살갗이 파랗게 멍든 것), 논구딩이(논 모

물, 엿기름(기르다에서 변형된 것) ⑱ 짐치

서리에 파 놓은 웅덩이), 야시(여우), 하앙(

~김치

그랬다고 대답할 때, 낮춤말), 하모(했다는
평어), 운-재(아니라는 부정사)

나. “아”모음이 “오”모음으로 남아있는 것
① 포리~파리 ② 폴~팔 ③ 퐅∼팥 ④ 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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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핥아

7. 인사하는 법
조반전 어른들께 “안녕히 주무셨읍니꺼”

다. 일본이 인접되기 때문에 일본말이 남아
있는 것

또는 “밤새 안녕하셨읍니꺼” 라 하면 “잘
잤나” 또는 “잘 새웠는가” 라 했고 아침식

① 다비∼양말 ② 잇가~오징어(이가복

사 후는 “아침 잡수셨읍니꺼” 라고 어른들

장) ③ 하구라이~ハクライ(배로써 날라옴)

께 인사하면 “아침 뭇나” 또는 “아침 먹었

④ 소우데나이까∼(ソウテナイカ)(그렇다

는가” 하고 하답했으며 점심, 저녁 역시 때

아이가) ⑤ 잇다리기다리수루나~イッタリ

가 지나면 “저녁 잡수었는가” 또는 “점심

キタリスルナ (왔다리 갔다리 말아라)

묵었는가” 라고 했다.
당시 이와 같은 인사법은 가난 때문에 끼

6. 其 他
우짜고(어찌할꼬), 방구치다(밑에 돌같은
것을 고일 때), 점방(구멍가게), 도가(도매
집), 찌그랑 찌그랑(티각 태각), 구녕(구멍),
와그랬노(왜그랬느냐), 천장(천정), 엎설린
다(어울린다), 찍지붓하다(개운치 못할 때),

니를 굶는 사람이 태반이었으나 6·25 동
란 이후 점차 사라지고 만날 때마다 “안녕
하십니꺼？” “안녕히 가이소” 라고 변했다.
이웃사람이 찾아오면 “어픈 오이소” 라든
가, 돌아갈 때면 “살펴가이소” 라 공손히 허
리굽혀 인사했다.

상채기(상처), 니(너), 하꾸마(할께), 전붓
대(전주), 우리맨치(우리들처럼), 몬하그로(
못하게시리), 서-ㄴ낱(아주 적은 양을 말할
때), 도고(다오), 또랑(거랑), 갱변(도랑가),
찹다(차다), 살째기(살그머니), 잊어뿌렸다
(잊어버렸다), 패-낵키(잽싸게), 장고방(장
광), 쇳대(열쇠), 살강(부엌에 그릇을 얹어
놓는 선반), 짜다라(많이), 다담받게(단정하
게 또는 철저하게), 어것지다(어긋나다), 느
그들(너의들).

941

14
第

民俗·地名由來

4章

傳 說

1. 開運之福
때는 이조중엽이었다. 임진왜란을 치룬 선조는 전국에 영을 내려 전
화로 피폐된 전답과 무너진 가옥을 보수케 하고 세금을 탕감하여 백성
들의 짐을 덜어주자 고난과 불안에 허덕이던 나라의 기틀이 어느정도
안정되었다.
이때 함안에 돌생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그의 성은 돌
가이고 이름이 생원인 것이 아니고 이 고을에서 코흘리는 어린아이들
도 알만큼 유명한 하영춘의 별명인 것이다. 하영춘은 원래 지독한 외고
집장이 인데다가 성질마저 괴팍하고 태평스럽기 때문에 길가에 굴러다
니는 돌이란 성이 붙어버린 것이다. 하영춘은 초시에 급제 하기는 커녕
백일장에도 응시하지 못한 백두서생이었다. 그러나 그의 출신성분은 원
래 뼈대있는 가문의 자손인지라 고을사람들은 돌자 밑에다가 생원이란
명예감투를 씌어준 것이다.
추수도 전부 끝나고 제법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이른 겨울이
었다. 어느날 돌생원은 치렁치렁한 떠꺼머리를 휘휘저으며 논을 가로
질러서 염산골을 향해 느릿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돌생원은 어
릴때부터 유명한 개구장이로 자랐기 때문에 그 악명은 널리 알려져 있
었고 특히 염산골은 그가 사는 동리와 가깝기에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
다.
그가 하는 장난은 호박에 말뚝을 박아놓거나 거지 쪽박에다 개똥을
넣어 주거나 처녀가 자는 방에 문구멍을 내고 참외밭에 물똥을 싸놓는
등 못된 짓 투성이었다. 그러니 한 번 당한 사람들은 고개를 휘휘둘렀
고 치를 떨었지만 상놈으로서 양반에게 손찌검을 할 수도 없어 똥을 피
하듯 쉬쉬해야만 했다.
이렇듯 악행만을 저지르던 돌생원이 나이가 들어서인지 갑자기 점잖
아진 것이다. 어려서 조실부모하고 의지할데 없어 늙은 노비 하나만을
데리고 살아온 그는 너무도 외롭고 고독하여 한때 장난이 심했었지만
동갑네기 개구장이들이 전부 장가를 들어 아이 아버지가 되자 그도 슬

942

第4章 傳 說

그머니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다.

은 자기도 모르게 큰 목소리로 반문을 했

이렇게 갑자기 돌생원이 점잖아졌지만

다. 최부자의 딸이라면 바로 혜용이라는 아

아직도 고집은 황소같아서 자기 주장만 하

가씨였기 때문이다. 「여보시오. 자세히 좀

늘처럼 내세우니 그만 돌생원이란 별명을

말해보오.」 돌생원이 바짝 다가서며 다그쳐

얻고 만 것이다.

묻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

돌생원이 염산골 어귀를 돌아 마을 한가

했다.

운데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울부짖는 통

「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엊저녁이었소.

곡소리가 들려왔다. 그 곡성이 너무나 자지

이댁 아가씨는 저녁을 들은 후 잠깐 뜰을

러지게 들려오므로 깜짝 놀라 주위를 살펴

거닐다가 곧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이 되

보니 그 소리는 함안땅에서도 만석군으로

도록 깨어나질 않아 시비가 흔들어 보니 숨

이름난 최부자의 고래등 같은 집에서 들려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라오.」 「그

나오는 것이었다. 최부자는 대대로 이곳에

래서？」 돌생원이 급하다는 듯이 또다시 말

근거를 두고 살아온 부호로서 그의 재산이

을 재촉하자 옆에 있던 사람이 말을 이었

얼마나 많은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다. 「그래, 깜짝 놀란 최진사 어른은 의원을

즉 그의 전답은 이 넓은 평야 곳곳에 산

데려온다, 침을 놓는다, 하고 손을 썼지만

재해 있기 때문에 자기 땅만 밟고도 다른

죽은 사람이 또 다시 살아나겠소？ 아까운

고을로 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런

아가씨 하나가 그만 죽은 것이지.」 돌생원

최부자의 집에서 곡성이 새어 나오니 아무

도 듣고 보니 너무나 허무한 일이었다.

리 뱃심좋고 여유있는 돌생원인들 잠깐 어

중국의 일등 미인이라는 양귀비처럼 아

리둥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돌생원은 머

름답던 혜용아가씨가 죽었다니 이보다 더

뭇거리다가 슬그머니 발길을 돌려 최부자

큰 아까움이 어디 있겠는가, 알고도 모를

집의 문전으로 걸어갔다. 대궐문이 부럽지

것이 인간사라 했지만 벌써부터 혜용의 미

않은 큰 대문이 육중하게 버티고 있는 집앞

태를 눈여겨 보아 왔던 돌생원으로서는 정

에서 동리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서로

말 통곡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올랐다. 그렇

수근대고 있었다. 아니 웬일인가? 앞으로

다고 여기서 땅을 치고 울 수야 있겠는가.

다가간 돌생원이 한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려면 정중한 문

「어？ 돌생원님이군. 지금 최진사댁 아가

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한 돌

씨께서 운명하셨다오.」 「뭐라구?」 돌생원

생원은 사람들이 와글거리는 틈을 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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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자네 후원 별당앞에까지 가게 되었다.

어맞았다.

과연 평소 혜용아가씨가 쓰던 별당 안에

상놈이 양반을 모욕했으니 관가에 송사

는 분향소가 차려져 있었다. 검은 붓으로

를 내면 꼼짝없이 붙들려가 같은 양반인 원

그린 열두폭 병풍이 둘려있고 그 앞에는 향

님에게 형벌을 받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

촛대가 대낮인데도 타고 있었다. 성큼성큼

다. 「이놈! 이놈이 양반을 쳤다!」 다시 돌생

걸어간 돌생원이 마악 짚신을 벗고 별당으

원의 큰 소리가 넓은 집안에 울려 퍼졌다.

로 올라서려 할 때 우람한 손이 갑자기 그

이렇게 되면 일의 영문을 알 수가 없게 된

를 떠밀었다. 「여보 당신은 여기 뭣하러 왔

다. 분명 때린 사람을 돌생원인데 그가 도

소?」 돌생원은 예기치 않았던 일이라 고개

리어 맞았다고 소리치니 적반하장도 유분

를 돌려 바라보니 최부자집의 청지기인 달

수다.

삼이가 왕방울같은 눈을 부라리는 것이다.

한창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니, 최부자집

「왜 그러나? 문상을 왔네.」 「뭐라고? 돌생

의 온 식구와 친척들, 그리고 문상객들이

원은 필요없어! 여기가 어디라고 빌어먹을

떼어 말리고 야단법석이 났다. 「여보게 이

강아지처럼 기어온단 말야.」 청지기가 멋대

손 좀 놓고 이야기하게. 조용히 타이르게

로 지껄이는 말에 돌생원은 기가 막혔다.

나.」 보다못한 노인이 뜯어 말리자 겨우 떨

자기는 그래도 양반의 씨인데 한낱 하인놈

어진 돌생원은 자못 억울하다는 듯 씩씩거

이 해라를 하며 잔뜩 모욕을 주다니 가뜩이

리며 말을 했다.

나 심술 사나운 성질을 건드려 놓은거나 다
름이 없었다.

「이댁 아가씨께서 졸지에 변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몸이 정중히 문상을 왔습니다. 허

「이 고얀놈! 양반 앞에 대고 어디다 반말

나 저런 상놈이 양반을 욕하니 소인도 양반

지꺼리를 하느냐. 내 오늘 네놈의 버릇을

의 자식인데 어찌 그대로 있겠습나까?」 「알

고쳐 놔야겠다. 양반 무서운 줄 모르는 이

았네. 알았네. 자네가 문상을 왔으면 여의를

놈!」

차려야지 이러면 쓰나?」 노인이 슬슬 달래

돌생원은 목청을 돋우어 호령을 하면서

주자 이젠 더욱 허세스러운 걸음으로 향로

한쪽 손으로 청지기의 멱살을 쥐고는 뺨을

앞까지 걸어 간 돌생원은 우연히 방 한쪽에

철석철석 갈기기 시작했다. 달삼이는 엉겹

놓인 화로가 순간적으로 눈에 띄었다.

결에 눈을 부라리고 나가라고 했지만 양반

<아가씨가 갑자기 죽었다？ 잠이 들더니

을 들먹이며 때리니 어쩔 수 없이 몇 대 얻

깨어나지를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던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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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원의 머리 속에 이상스런 예감이 스치고

나오다니…

지나갔다. 분향을 끝내고 화로 가까이 가서

마당에서 서성이던 모든 사람들은 기

유심히 살피던 돌생원은 미묘한 미소를 짓

가 막혀서 말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다. 그

다니 갑자기 최부자를 뵙겠다고 간청을 했

중 성미급한 문중사람들이 최부자에게 당

다. 그때 최부자는 하나뿐인 외동딸이 원

장 달려갔다. 「숙부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

인모르게 죽자 너무 상심을 하여 넋을 잃고

습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가뜩이나

사랑방에 몸져 누워 있었다. 무엇보다도 소

슬픈 판에 장구소리를 울리다니…. 저놈이

중히 키웠고 사랑하던 딸이 처녀로 급사했

필시 미친 놈입니다. 저런 놈은 당장 물고

으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도 무리가 아

를 내어 쫓으십시오.」 흥분한 문중사람들의

니었다. 그러므로 처음 돌생원이 보자고 할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최진사는 「그대로

때는 핑계를 대고 사절했지만 그가 딸을 살

두거라.」하고 한 마디 하고는 뒤로 돌아 누

리겠다고 하자 대뜸 달려 나왔다.

웠다.

「뭐라고? 자네가 내 딸을 살려낼 수가

한편 아가씨의 방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

있다는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

은 돌생원은 노상 장구를 둥둥 치면서 흥겨

이 소생시킬 묘안이 있습니다.」 「진정이렸

운 노랫가락을 읊고 있었다. 「명월이 만거

다?」 「예.」 「그렇다면 오죽 다행인가. 만일

곤하니 이 아니 좋을손가. 그리던 님과 함

못한다면」 「소인에게 반나절의 시간만 주

께 있으니 낙이 오도다. 어화화 좋을시고

시면 기필코 따님을 소생시키겠습니다. 저

지화가 좋을시고」 이젠 더 이상 참지 못하

녁이 되어도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놈의 목

겠는지 밖에서 고함소리가 들려온다. 「야

을 드리겠습니다.」 「좋다. 혜용이가 살아난

이 고얀 놈, 당장 이키 나오너라. 미쳐도 유

다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 돌생원은 자

분수지 잡가를 부르다니…」 「두둥둥」 그 소

신있게 수작을 건내고 나서 곧 혜용아가씨

리에 대답대신 장구소리가 또 울려 나온다.

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장구 하나를 갖다

이렇게 시신을 모셔놓고 방에서 방에서

달라고 청했다. 하인이 이상스럽다는 듯이

때아닌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기 한시각, 두

장구를 하나 갖다주자 방안에서 문을 잠그

시각, 시각은 사정없이 흘러갔다. 최부자는

더니 <두둥둥> 북소리를 울리고 있는 것

사랑방에 누워 있으면서도 어서 딸이 소생

이 아닌가! 이런 괴이한 일도 있을 수 있을

했다는 소식이 있기를 마음조이며 기다렸

까？ 초상집에서 장구소리가 흥겹게 울려

다. 그러나 이제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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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는데도 아무런 전갈이 없으니 애가 바

다란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다. 「시끄럽다!

싹탔다. <내가 그 파락호같은 놈한테 속은

물러들 가거라.」 「뭐라고? 이놈이 환장을

것이 아닌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했나보다. 얘들아! 어서 저놈을 묶어라!」 그

는 소문을 들은 적이 없는데…. 오직 살리

러지 않아도 포박하려던 판인데 큰 소리까

려는 마음때문에 망신을 당할지도 모르겠

지 치니 사람들은 울화가 치밀어 소리를 내

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더욱 돌생원의 장

며 달려들었다. 그때였다. 「멈춰요!」 하는

담이 못믿어지고 의심이 더럭 났다.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물러가세

「여봐라!」 기어코 최부자의 거친 음성이

요. 분명히 혜용이는 살아났어요.」 하는 소

밖으로 터져 나왔다. 대기하고 있던 머슴이

리와 함께 꽃같이 아름다운 처녀가 사뿐사

대답을 길게하자. 「당장 별당으로 가서 그

뿐 걸어 나오지 않는가! 밖에 있던 사람들

놈을 포박하라고 일러라!」 「예? 무슨 분부

은 「아!」 하고 소리를 내고는 입을 다물지

시온지요?」 「뭘 꾸물거린단 말이냐 그놈이

못했다.

있는 별당 아아니 별당에 있는 그놈을 죽도

아침까지만 해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

록 몰고를 내라니까!」 머슴이 뜻을 알 수 없

아났으니 너무도 신기한 일이라 사람들은

어 지체하자 최부자는 때려 죽이라고 불같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떠들고 있었다. 그

은 분부를 내리는 것이다. 「예, 예, 알았습

렇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그리 신기한 일이

니다.」 머슴은 급히 대답을 하고 물러났다.

아니었다.

그러자 별당 앞에서 시끄럽게 들려 나오

처음 돌생원이 방으로 들어갔을 때 안에

는 장구소리와 노랫가락을 눈살스럽게 생

놓인 화로에 이상하게 시선이 갔었다. 자세

각하던 일가문중은 오랏줄과 몽둥이를 준

히 살펴보니 타다 남은 숯덩이가 아직도 남

비하고 마악 방을 덮칠 기세를 하기 시작하

아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날씨가 추워서

였다. 그러자 별당안의 장구소리도 끊어지

덜 탄 숯불을 방에 들여놓고 잠을 잔 것이

고 조용하기만 했다.

냄새를 맡게 되어 잠시 중독상태에 놓인 것

「자 하나, 둘, 셋 하면서 문을 열어봅시

이었다. 그걸 모르고 집안에서는 죽었다고

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큰 소리로

난리를 쳤지만 시간이 흐르면 깨어난다는

입을 모아 외치기 시작했다. 「하나!」 「둘!」

것을 짐작하고는 장담한 것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여태까지 쥐죽은 듯이 잠잠

이쯤 되고보니 돌생원은 일약 최부자의

하기만 하던 별당문이 열리고 돌생원의 커

은인이 되었다. 최부자는 딸이 소생했다는

946

第4章 傳 說

전갈을 듣고는 버선발로 달려나와 덩실덩

을 아뢰었다. 사연을 들은 스님은 입맛을

실 춤을 추었다.

몇 번 다시더니 할 수 없다는 듯 퉁명스럽

「고맙네. 고마워! 자네는 우리 딸의 은인
이야. 은인일세.」 최부자는 연실 돌생원의

게 “당신의 외아들을 삶아 노모에게 먹이면
완쾌하실 것이요”하며 사라졌다.

등을 두드리며 감사를 했다. 그 얼마 후 최

어머님의 병구완도 좋지만 대를 이어 조

부자 집의 넓은 마당에는 높다란 차일이 쳐

상 봉양하는 것 또한 중대사가 아닌가. 어

지고 초례를 지내는 풍악소리가 흥겹게 들

머님의 완쾌를 위할 것이냐 조상의 대를 이

리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최부자의 외동딸

을 것이냐로 쌍갈래길에 고심하던 중 옛 성

혜용과 돌생원의 백년해로를 기약하는 혼

현의 말씀에 「부모는 천지며 자식은 의복이

례식이 있었다. 돌생원의 운이 트이기 시작

다」하였으니 자식은 또 낳으면 될 것이 아

한 것이다.

니겠는가. 내외는 의논 끝에 잠자는 아들을
펄펄 끓는 물에 넣고야 말았다.

2. 童子蔘과 외아들
옛날 효성이 지극한 한 부부가 외아들을
시탕(侍湯)하여 노모를 살려낸 이야기가 대
산면 서촌리 동촌마을 어귀에 있는 느티나
무와 함께 전해오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수백여년전 홀어머님을 정
성껏 모시고 사는 효성이 지극한 내외가 어
린 아들과 함께 부러움없이 지내고 있던 중
하루는 노모가 갑자기 몸져눕게 되었다. 내
외는 정성을 다하여 백방으로 소문 끝에 좋
다는 약을 다 구하여 봉양하였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화목한 가정은 먹구름이 끼어 무거운 시
름 속에 잠겨 있을 때 풍채 훤칠한 노승이
시주차 왔다가 수심 깊은 젊은 내외의 얼굴
을 보고 그 까닭을 물으니 내외는 자초지종

사랑하던 아들의 명복과 오직 노모의 회
춘만을 기원하며 정성을 다하여 시탕하여
올렸더니 거짓말같이 노모의 병환에 차도
가 있지 않겠는가. 한편은 기쁜 마음에도
행여 남이 알까 저어하며 시탕후의 찌꺼기
를 밤에 몰래 느티나무 아래에 묻었다.
어머님의 회춘에 외아들을 잃은 일을 잊
고 지내던 어느 날, 옛날의 시주스님이 어
린 아기를 안고 웃으면서 찾아왔는테 그 아
이가 영낙없는 자기의 외아들이 아니겠는
가. 내외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
데 스님은 웃으면서 “그대 내외의 효성이
지극하여 하늘이 알고 일차 시험을 한 것이
라오. 그대가 달여 들인 아이는 그대들의
자식이 아니라 만년 묵은 동자삼인 것이라
오. 정 믿기지 않으면 느티나무 아래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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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오” 하고 떠나갔다.

것이 한숨이요, 탄식일 뿐이었다. 제 아무

내외는 한달음에 달려가 아들의 시신찌

리 대장부로 자처하고 왕명을 받은 몸임을

꺼기를 묻었던 곳을 파헤쳐 보니 과연 삼의

생각하지만 눈물이 아니 날 수 없었다. 그

찌꺼기가 아닌가？ 내외는 너무나 기쁨에

러나 막상 부임지에 도착한 현감은 놀라지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일념으로 합장배례

않을 수가 없었다.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천효의 이야기가 느
티나무와 함께 숨 쉬고 있다.

중후한 성품과 부지런히 평화롭게 살아
가는 백성들, 높은 산 계곡에서 흐르는 맑
은 물과 탁트인 넓은 들, 그 땅에서 가을이

3. 두 번 우는 원님
옛날에 한 선비가 대과에 급제는 하지 못
하였지만 벼슬길에 올라 몇 해만에 겨우 현
감자리에 승진이 되어 관속을 거느리고 부
임길에 올랐다. 이 현감은 장안의 대가집에
서 태어나 아까운 소년시절과 젊은 청춘을
오직 글과 싸우다가 꽃놀이, 단풍놀이 한
번 하지도 못하고 벽지의 현감으로 오게 된
것을 무척 서글프게 생각하여 부임길 승교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아무래도 가야할 길이므로 몇날
몇일의 행차를 재촉하여 왔건만 사면 팔방
을 둘러보아도 높은 산과 거치른 들판뿐이
라 더구나 이제 함안은 몇 십리 안 남았다
는데 가도가도 첩첩산중이요, 첩첩산중을
헤치고 지나가면 또 험악한 산중이라 한심
하기 짝이 없었다.
이런 곳에 전답은 어느 구석에 있으며 객
사는 또한 어떠할 것이며 동헌과 육방관속
은 어떠하겠는가. 생각하면 할수록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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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오곡백과가 풍성하며 함포고복(含哺鼓
服) 할 수 있으니 이러한 풍요로운 고을의
주인으로서 정사도 순조롭고 매사가 뜻대
로 되어가니 울며왔던 천리길도 잊은채 오
직 보람만 느낄 뿐이었다.
또한 명승지가 많은 고을이라 봄이면 꽃
속에서 묻혀 지내며 춘색을 노래하고 여름
이면 남강에 발을 담가 더위를 씻으면서 여
항산에 걸린 흰구름을 바라보며 학같은 마
음으로 시름을 잊고 가을이면 이수정 연못
에 낚시를 드리우고 명경지 수같은 마음으
로 일생을 관조하고 비봉산 단풍잎이 동헌
뜰에 나부낄때 국화주 한 잔 술로 풍년을
기뻐하며 육방관속과 정사를 논하였다.
세월은 유수같아 임기가 완료되어 타지
로 떠나게 되었으니 엊그제 온 것 같은 이
고을, 따스한 인정이 넘쳐 흐르는 이 고장,
풍요로운 정든 고장을 떠나게 되었으니 어
디가면 이같은 고을을 다시 찾을 수 있으
랴. 백면서생으로 돌아가 이 고을 백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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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 정든 산천에 묻혔으면 싶으리 만큼 떠

이씨는 그후 시모를 봉양하기 위한 한 때

나는 발길이 무거워, 뒤돌아보니 엎드려 배

의 거짓일지라도 부모를 속인 죄책으로 한

웅하는 백성들의 몸짓에 아쉬운 인정이 스

평생동안 번민하였다고 한다.

며있어 철판같은 장부의 심금을 울리니 자

후에 영조조의 명상 유탁기(兪拓基)가 경

신도 모르게 눈물이 솟아 옷깃을 적신다.

상감사로 왔을 때 자기의 부임기념으로 연

이리하여 「울고 왔다가 울고 가는 함안원

백일장 시제에 “평생불식 복어회(平生不食

님」이란 말이 전해오고 있다.

鰒魚膾)”로 내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
다. 이 복정(鰒井)은 근 600년전 모은선생

4. 鰒井의 由來
지금의 산인면 모곡리 장내동에 있는 우

이 파서 사용한 것으로 지금까지 아무리 큰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물로서 모은(茅隱) 이오(李午)선생이 고려
조의 충절로서 돈적복거(遯跡卜居)하여 집

5. 富者 孔氏와 道師

을 짓고 담안에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을

지금의 입곡리 임촌마을을 옛날에는 숲

복정(鰒井)이라 부른다. 모은선생의 현손인

안(林內)이라 불렀는데 마을입구에는 숲이

이경성(李景成)의 행직은 현감이요, 증직은

우거져 있다. 옛날 이곳 숲안마을 서재골에

병조참판이다. 남명(甫冥) 조식(曺植)선생

거부(巨富) 곡부공씨(曲旱孔氏)가 살았는데

이 「어찌하여 더 벼슬을 하지 않는가」라고

하도 과객이 찾아들자 공부가의 며느리는

하니 「노모를 봉양하기 때문이다」하므로 남

과객들의 뒷치닥거리에 진절머리를 내었

명선생은 그를 “養志之孝’’라고 칭찬하였다

다.

고 하며 그 배위(配位)인 정부인 여주이씨(

하루는 도사 한 사람이 이집 앞을 지나치

貞夫人 驪州李氏)도 역시 시모를 섬겨 효성

며 탁발을 청하였는데 며느리는 백미 한 말

이 지극하였다.

을 시주하면서 어떻게 하면 과객이 몰려오

시모가 노환에 전복을 먹고 싶다고 했지

지 않느냐고 물었다.

만 산골이라 구할 길이 없었는데 백방으로

이에 도사는 그것이 가히 어려운 일이 아

구하러 다닌 정성에 하늘이 감동했는지 우

니라고 하면서 지금 공씨가 거주하는 주택

물에서 전복이 나왔던 것이다. 시모는 며느

왼쪽의 하천을 오른쪽으로 돌리기만 하면

리 이씨에게도 같이 먹기를 권했으나 이씨

된다고 일렀다. 공씨 며느리는 일꾼을 시켜

는 먹을 줄 모른다고 대답했다.

하천을 오른쪽으로 돌리게 하였는데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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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살림이 망하여 다시는 과객이 찾아

었다고 하여 상사나무라고 불러오고 있다.

오지 않았다고 한다. 많은 세월이 지난 지
금도 옛 하천의 흔적을 완연히 찾아 볼 수
있다.

7. 乳木(節婦木)
서기 1593년경 임진왜란 당시에 군북면
평광마을 사람들이 인근 건지산(乾支山)에

6. 相思木

숨어 피란을 하고 있었다. 목이 타는 듯한

칠북면 가연리 가동마을 한재계곡에 우

갈증을 못견딘 한 처녀가 물을 찾아 개울가

뚝 솟은 소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이 나무

로 내려오다가 그만 왜적에게 발견되어 붙

를 상사나무라 전한다. 먼 옛날 이마을 산

잡하게 되었는데 무지막지한 왜적은 연약

중턱에 가난한 불구의 낭자가 버려진채 죽

한 처녀에게 모진 고문으로 항복을 강요하

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였으나 끝내 불응하자 이 나무에 거꾸로 매

그러던 어느날 밤 꿈에 어여쁜 선녀가 나
타나 「내가 그대에게 약을 줄테니 1년 365

달아 대검으로 처녀의 유방을 도려내는 등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했다.

일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위의 계곡 소나무

그런데 처녀가 무참히 살해당한 후부터

밑에서 기도를 하라. 그러나 그대가 만일

이 나무 양편에 사람의 유방과 같은 혹이

나의 얼굴을 쳐다 본다면 만사가 허사가 되

생겨 물이 흘러내렸으며 이를 칭하기를 유

고 말 것이니라.」고 말하고는 사라졌다. 불

목(乳木)이라고 불렀다. 왜적의 가혹한 고

구의 낭자는 이튿날부터 그 소나무밑으로

문에도 굴하지 않고 순절하였다 하여 절부

가서 기도를 드렸더니 솔방울이 하나씩 떨

목(節婦木)이라고도 부르는데 수백년이 지

어져 나왔다. 그 솔방울을 달여먹기 364일

난 오늘에도 그때의 눈물겨운 사연을 간직

드디어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기대에 부푼

한채 유유청청하기만 하다.

낭자는 꿈속의 선녀를 생각하며 정성껏 기
도를 하였으나 솔방울은 떨어지지 않았다.
애타게 소나무를 바라보며 기도하던 낭자
는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그후 불구의 낭자가 죽은 자리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자라났는데 후세의 사람들은 낭
자의 죽은 넋이 상사고가 맺혀 소나무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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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사바위
칠원면 장암리에 있는 높이 15m, 둘레
20m의 사각형 기둥처럼 생긴 바위와 그 위
에 얹힌 높이 1m정도의 삼각형 돌을 장사
바위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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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힘센 장사 두 사람이 살고 있었

려 방화소각하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종자

다. 하루는 힘자랑을 겨루게 되었는데 장

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우물쭈물하며 소각

사바위 옆의 넙적바위를 꼭 같이 들어 올려

치 않으니 고관은 대노하여 더욱 엄한 불호

승부가 나지 않았다. 두 장사는 장사바위로

령을 내리니 하는 수 없어 사당을 소각하고

승부를 겨루었으나 역시 승부가 나지 않아

말았다.

옆에 있는 자그마한 바위를 얹어서 들어올

그런데 이게 무슨 변괴란 말인가. 사당을

리기로 하였는데 그 중의 한 장사가 들기는

불 지른 그날 밤에 고관은 아무런 이유없이

하였으나 너무 무거워 바위에 깔려 죽고 말

급사하였고 불 지른 종자는 병에 걸려 거동

았다.

을 못하게 되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

그 이후부터 이 바위를 장사바위라 불러

은 대경실색하여 즉시 사당이 있던 곳으로

오고 있으며 칠월칠석이면 부녀자들이 남

달려가 무지한 인간의 잘못을 늬우치고 빌

자의 편안을 기원한다고 한다.

면서 성대한 기원제를 올리고 불공으로 사
하여 줄 것을 기원하니 죽은 고관은 되살릴

9. 조대각시 祠堂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고려시
대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당시 조대감이라
는 어른이 계셨다. 조대감은 학문과 도덕을
겸비하였을 뿐 아니라 무예에도 정통하여
북방 여진족의 침공을 여러 번 격퇴한 공로
로 국가에서 사당을 관로변에 세워 제향케
하였다. 그 사당 앞에는 어떠한 고관대작이
라도 하마(下馬) 하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
었으며 말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전한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또한 이곳을 지나는
고관들이 그때마다 하바(下馬)하기가 귀찮
아하던 차에 교만방자한 어떤 고관이 통과
할 즈음에 시위자가 하마할 것을 아뢰니 그
고관은 고약한 버릇이라며 하마는 커녕 되

길이 없으나 거동 못하던 종자는 즉시 쾌차
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는 다시 그런 일이
없었으며 관청과 인근 주민들이 협력하여
관로를 피하여 현 위치인 함안군 가야읍 광
청리 조남산성하(造南山城下)에 중건하였
는데 공적인 제향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 중
에 신봉자가 많아 치성드리는 사람이 끊이
지 않았다.
그런데 조대감이 어찌하여 조대각시로
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조대감의 부인이
두 분이었는데 두 부인을 같이 사당에 모셨
다. 신자 중에는 여인들이 많아 조대감보다
도 대감부인을 숭배하였으며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 치성을 드리면 득남의 효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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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었다고 전한다. 이리하여 조대감 부인

매었다. 하지만 약초 한 뿌리도 캐지 못하

이 조대감 각시로(이 지방에는 시집간 여인

고 정신없이 산을 내려오다가 그만 실족하

을 각시라고 부름) 변하고 다시 ‘감’자를 뺀

여 높은 벼랑에서 떨어져 기절을 하고 말았

조대각시로 불리워진 것이라 생각된다.

다.

현재의 사당은 조남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참 후에 누군가가 호통쳐 깨우는 바람

데 원래의 사당이 오랜 세월에 훼손되었으

에 눈을 떠 보니 수염을 길게 기른 백발노

나 중수하다가 오히려 무슨 변고나 당하지

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이놈! 애비가 병

않을까 겁을 먹어 손도 못대던 것을 약 10년

중에 있거늘 약초 한 뿌리도 캐지 못하고

전에 조남사에서 간결하게 중수하였다.

누워 있다니 썩 일어나지 못할까!」라고 호
통을 치는 것이었다.

10. 파수곶감에 얽힌 傳說
함안면 파수리는 해발 700m가 넘는 여
항산을 배경으로 하고 자리잡은 산골 마을
이다. 옛부터 성산이씨와 남양홍씨, 그리고
은진송씨의 세 대성들이 살고 있었다. 그중
에서 임씨문중의 문장(門長)되는 어른이 큰
병에 걸려 오랫동안 병석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다. 문중에서는 온갖 약을 쓰고 명의들
을 불렀으나 병세는 차도가 없고 나날이 더
해갈 뿐으로 온 집안은 수심에 가득 차 있
었다.
문장의 아들은 효성이 지극하여 이른 새
벽마다 목욕하고 부친의 회춘을 기원하는
치성을 올린 후 도시락을 들고 험한 여항산
을 헤매면서 좋다는 약초를 다 캐어 병구완
을 하였으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아서 전전
긍긍하며 안타까워 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평일과 다름없이 산을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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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바람에 아픔도 잊어버리고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고 「가친이 와병중에 신음하고 있
사오나 소자 불효하여 완쾌할 길을 몰라 노
심초사할 뿐 방도를 모르오니 엎드려 바라
옵건데 부디 신령님께서 그 비법을 가르쳐
주시오면 백골난망이옵니다.」하며 애원하며
간청하니 지팡이로 절벽을 가리키면서 「저기
있는 붉은 열매를 깎아 말린 후 따뜻한 물에
녹여 너의 애비에게 먹이도록 하라.」는 한 마
디를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임효자는 정신을 차려 절벽을 바라보니
과연 천길 단애 중에 붉은 과일이 열려 있
는지라 천우신조라 생각하며 절벽을 오르기
그 몇번이던가! 오르다가 떨어지고 또 떨어
지고… 오직 일구월심 부친의 병환만을 생
각하며 만신창이가 된 몸을 돌보지 않고 천
신만고 끝에 그 열매들 따 집에 돌아와 정성
껏 깎아 말린 후 녹여 먹였더니 부친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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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웠던 병을 언제 앓았는냐는 듯이 신기

진 산이 있다. 이 율산기슭에 파산익삼이란

하게도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고 한다.

영약이 재배되었다고 전하는데 그 익삼을

임효자는 약제로 쓰고 남은 그 붉은 열매

말하자면 밤처럼 검붉은 색으로 단단한 것

의 씨를 땅에 심었더니 이듬해 봄에 싹이 트

이 특징이다. 한편 병후 회복과 피로를 푸

고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 몇 해 후에 열매

는데 천하명약일 뿐만 아니라 오래 복용하

를 맺더니 가을이 되자 붉게 익더라는 것이

면 얼굴이 예뻐지고 장수한다고 전한다.

다. 그 붉은 과일의 나무가 지금의 감나무이

그 당시 예종께서 환후중이셨는데 백약

며 그 열매를 깎아 말린 것이 지금의 곶감의

이 무효하고 천하의 명의도 고개만 흔들 뿐

시초였다고 한다. 특히 파수곶감은 수정과

이어서 조정은 근심으로 가득 쌓여 있었다.

에서 빼어 놓을 수 없는 고급품이며 다른 곳

그러던 중 사신편으로 明나라의 명의를 초

의 곶감은 도저히 따를 수 없다하여 조선시

청, 진맥케 하였던 바 명삼을 구하여 시탕(

대에 왕실의 진상품으로 지정되어 일반인은

侍湯)케 하여야만 환후평복(患候乎復)하실

감히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수 있다하여 개성인삼을 보였더니 그 보다

함안 파수곶감의 특징은 씨가 적을(하나

더 좋은 삼을 원하였다.

아니면 두개 뿐)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보

조정에서는 전국에 방을 붙여 삼을 수집

관해도 굳어지는 일이 없고 그 맛이 천하일

하게 되었는데 경상도에서 진상된 파산익

미로서 타지방의 곶감은 추종을 불허한다

삼을 보고 이 삼이야말로 천하의 명약이라

하여 함안의 일등 명산물로 치고 있다.

탄복하였다 한다. 곧 조정에서는 경상감사

지금도 함안에서는 대사를 치를 때나 귀

에게 많은 파산익삼을 진상토륵 하였으며

한 손님을 맞을 때 수정과를 내어 놓는데

그이후부터 예종의 환후는 쾌차하였고 파

계피나무 삶은 물에 곶감 1개와 잣 몇 알,

산익삼은 더욱 유명해겼다.

채썰은 배 몇 조각을 띄워 만든 이것이야말

이로 인하여 조정에서는 더욱 많은 양을

로 수정과라기 보다 약차로서도 일등품이

진상토록 하였으며 이 이야기를 들은 명나

라 할 것이다.

라 임금도 조공으로 익삼을 바칠 것을 요구
하였으며 탐관오리는 탐관오리대로 착복키

11. 巴山翼蔘
산인면 신산리에 밤을 엎어놓은 듯한 형
상을 띠었다 하여 율산(栗山)이라 이름지어

위해 재배면적을 확대케 했다. 그런데 이후
부터 이상하게도 익삼은 붉게 타며 죽어가
기 시작하더니 3년만에 자취도 없이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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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버렸다고 한다.
지금은 다만 익삼의 전설을 대변하는 듯
율산기슭에 삼밭골, 삼등골이란 지명만 남
아있다.

도령은 분노의 불길을 내쏟으며 복수를 결
심하였다.
그날부터 김도령은 까마귀 잡기에 열을
올렸다. 그해 9월 9일 자정쯤 강진사 댁 뒤
뜰 고목나무 아래에는 산더미처럼 음식을

12. 까마귀 神靈
까마귀란 놈은 상스러운 날짐승으로 여
겨져 왔다. 백로나 까치에 비해 저주의 상
징으로서 아침에 집앞에서 울면 불길한 일
이라고 하여 침을 뱉고 돌아선다. 우리 인
간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독차지한 까마귀
를 이용하여 일어나는 우매한 인간들의 이
야기가 전해 온다.
옛날 어느 고을에 김진사와 강진사가 살
았다. 두 집안은 고을의 토호로서 유대가
좋은 가운데 서로 사돈이 되기를 약속하고
두 집의 자녀를 정혼시켰다.
그러나 김진사가 세상을 등지고 그 많던
재산도 없어져 김진사네는 하루아침에 망
하고 말았다. 이에 양가의 신의는 세월속에
묻혀 버리고 왕래마저 끊어지고 말았다. 강
산이 바뀌어 그들은 어엿한 총각 처녀가 되
었다.
특히 강진사집 규수 항아(姮娥)는 인물과
재치가 뛰어나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났으
며, 강진사의 세도 또한 대단하니 강낭자와
짝을 이룰 도령은 강산정기를 타고 난 행운
아라고 수근대곤 하였다. 이 말을 들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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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려놓고 경건히 제를 올리고 있었다. 해마
다 하는 행사로서 안가태평과 소원을 기원
하는 제례였다.
제를 마치고 돌아서는 강진사를 향해 나
무위에서 노한 호령이 떨어졌다.
“여봐라, 강진사! 모월 모일 모시에 김진
사의 아낙에게 생분을 먹인 일이 있으렸다.
천인공노할 짓에 너희 집을 돌보던 뭇신들
이 노하여 떠나려는 것을 내가 간신히 만류
하였느니라. 날이 밝거든 김진사댁을 방문
하여 백배 사죄드리고 약조대로 김도령을
사위로 맞도록 하아라. 만약 이행치 않을
시에는 너희 가문을 도륙낼 것이니라.”
강진사와 그의 가족들은 사지가 떨리고
등줄기에 땀이 흘러 내렸다.
“녜… 녜! 신령님. 감히 어느 영이라고 거
역하겠습니까. 가슴에 새겨 거행하겠습니
다.”
“날이 밝아오니 나는 이제 떠난다.”
“…?”
그때 불덩이 한 개가 하늘높이 치솟더니
서편으로 사라졌다.
“오! 신령님 편안히 가십시오. 다시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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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만 믿고 자만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부디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아… 아니？ 서… 서방님 아니 되옵니
다. 소첩더러 어찌하라고…… 흑흑흑……”

누가 알 것인가？ 그 불덩이는 김도령이

신부는 망연자실하여 흐느낄 뿐이었다.

잡은 까마귀 발에 솜을 매날아 불을 붙였으

그런데 뚱은 떡으로 빚은 것이며 냄새도 조

니 뜨거움에 놀란 까마귀는 혼신의 힘으로

작된 것임을 규중심처의 아녀자가 어떻게

서판으로 날아간 것이다.

알 것인가？

다음날 김도령집은 문전성시를 이루었

세월이 흘러 내외가 첫 근행을 들리니 백

다. 우여곡절을 거쳐 혼인식을 끝내고 신랑

년지객을 맞는 강진사댁은 부산하였다. 이

신부는 합환주상을 물리고 금침에 들었다.

날 융숭한 대접으로 함포고복한 김선비는

신부는 긴장과 피로가 솜처럼 녹아 꿈속을

진정으로 생분의 실례를 하고 말았다.

헤매는데 신랑은 살며시 일어나 조끼속에

첫날밤에 신랑이 사랑의 정표라며 자신

무엇을 꺼내 신부의 속곳 속에 잡아넣고는

의 똥을 먹은지라 부인도 남편의 똥을 마다

신부를 흔들어 깨웠다.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분량이 하도 많아

“흠…흠… 일어나 보시오. 구린내가 나지
않소？ 분명히 구린내가 나는데”
곤한 잠에서 깨어난 신부는 경황이 없는

혼자서는 처분하지 못하겠기에 어머니를
찾아뵙고 그간의 사연을 아뢴 후 모녀가 눈
물을 반찬삼아 오물을 먹었다.

데 신랑은 이불을 걷어붙이고 사냥 개마냥

“…쩝쩝 …우워－ 어머님! 죄송합니다.”

코를 벌렁거리며 이리저리 냄새를 맡았다.

“아니다. 모두가 인과응보인 것을… 이로

이 무슨 기절초풍할 일인가？ 신부의 속곳

서 김서방이나 사돈마님의 맺힌 한이나 풀

속에 똥이 들어 있다니. 신부는 부끄러움에

렸으면 좋으란만… 우… 우웨…”

혼은 이미 몸을 떠난지 오래였고 주책없는
눈물만 볼을 타고 흘렀다.

부인과 장모에게 계획적으로 생똥을 먹
게 한 김선비 또한 울고 있었다.

“여보시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동창이 밝아오니 고뇌스럽고 어두웠던

너무 긴장한 탓일 것이요. 밖에서 알면 사

과거는 아득히 밀려가고 찬란한 태양이 솟

서 창피를 당할 터이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

아오르면서 김선비 내외는 행복한 삶을 누

는 정표로서 이것을 처리하겠소.”

렸다.

그러더니 신랑은 그것을 맛있게 먹어 치
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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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쌈에 얻은 幸運
옛날 어느 고을에 머슴 한 사람이 있었
다. 이 머슴은 사대부집 출신은 아니나 평
민층에서도 상류에 속하는 자제로서 10세
까지는 남부럽지 않게 글줄이나 읽으면서
살았다.
그런데 어느 해 돌림병이 번져 가산은 탕
진되고 한꺼번에 부모형제를 잃어 천하에
외톨이가 되고 말았다. 길가에 채이는 돌맹
이 마냥 문전걸식하다가 친척집 꼴머슴으
로 들어가 겨우 세끼 밥 한 술 얻어먹고 골
방에서 새우잠 자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러
기를 몇 해, 머슴살이를 박차고 고향을 떠
나 방방곡곡으로 유랑걸식을 하게 되었다.
떠돌아다니기에 지친 그는 부자집에저 다
시 머슴살이를 5년 동안 하였는데 모여진
돈이란 겨우 닷냥 뿐이었다. 닷냥을 챙겨
주인집을 하직하고 다시 정처없는 유랑의
길을 떠났다.
화사한 봄날 장돌뱅이 차림인 총각이 시
골 장터에 나타났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던
총각은 ‘복채 삼냥, 천지가 놀라는 점괘’라
고 써 있는 점장이 노인에게로 다가갔다.
‘복채가 셋냥이라… 더럽게 비싸군’ 중얼거
리던 총각은 5년간 머슴살이로 번 닷냥 중
셋냥을 노인에게 내밀었다. 희말건 눈으로
그 총각을 바라보던 노인은 감탄조로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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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고생이 많았겠구나. 이제 액은 지
나갔구나. 어서 가거라. 놓쳐서는 아니 되
느니라.”
멍청해진 총각은 곤혹스런 표정으로 되
물었다.
“아니 어디로 가란 말씀입니까?”
“그저 가거라. 강둑을 따라 남쪽으로 가
거라. 마을에 저녁 연기가 솟을 때면 강가
에 빨래하는 여인이 있을게다. 그 여인을
따라가면 된다. 어서 가거라.”
강둑을 따라 남쪽으로 얼마쯤 내려 왔을
까?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 산그늘이 강물
에 길게 드리우고 있었으며 먼 곳 고을에서
는 한 두군데 저녁밥 짓는 연기가 솟아오르
고 있었다. 그럴즈음 저 앞을 바라보니 빨
래하는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 있다. 아니? 빨래를 마친 것이 아닌
가? 놓쳐서는 안 돼!’
총각은 광주리를 이고 가는 여인의 뒤를
쫓았다. 여인은 육중한 대문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총각은 자석에 끌리듯 치마꼬리를
따라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으리으리한 기와집과 육간대청이 눈에
꽉차게 들어왔다.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빨래광주리를 받아드는 몸종인
듯한 처녀하며 모두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느 누구도 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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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들떠보지 않고 각자의 일에만 열중할 뿐

는 듯 담담하였다.

이었다. 그러나 애써 참는 표정들에 그 어

“소첩은 차라리 목을 멜 생각도 했지만

떤 기대감과 분노의 물갈이 일렁이는 것은

간밤에 도사가 현몽하기를 강가에서 빨래

무슨 조화인가? 방으로 들어간 여인은 벽

를 하면 해질녁 쯤에 인연있는 자가 나타나

을 향해 돌아앉았고 따라 들어간 총각은 여

따라올 것이니 그를 대신 보쌈해 보내고 그

인의 등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 그리고 그를 한평생 섬기라는……”

오직 점장이의 말만 믿고 규중심처에 들

총각은 감탄을 연발했다. 이 여인과는 전

어선 총각, 그 어떤 사연인지 무례함을 책

생에 몇겁의 인연이 있어 절박한 이 때에

하지 않는 여인…

서로 만나게 된 것일까?

영원으로 치닫는 고요 거기에는 일촉즉

희열과 행복감을 꾹꾹 눌러참고 총각은

발의 긴장이 서려 있었다. 이러기를 한참,

여인이 시키는 대로 목욕을 하고 저녁을 같

‘아’ 하는 한숨과 함께 여인은 허물어지듯

이 먹은 후 여인처럼 단장한 후 금침속에

그러나 단정하게 총각에게 절을 했다.

혼자 누웠다.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인기

“서방님! 소첩의 절을 받으십시요.”

척이 나더니 누가 방에 들어섰다고 느끼는

“어－아… 아니 부인, 아니 마, 마님…”

순간 입을 틀어 막히고 보자기가 둘러 씌였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허둥대는 총각을

다.

자리에 앉힌 여인은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
하였다.

최부자집에 청상과부가 있었으니 나이어
려 최부자의 동생에게 시집와서 낭군이 일

“소첩은 아랫마을 부호의 독자에게 시집

찍 죽어 과부가된 최부자의 제수인 것이다.

온 몸이었으나 삼년전에 지아비를 병으로

최부자는 넓은 도량을 과시한답시고 보쌈

사별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외롭게 지내

해 온 여인을 별채의 제수에게 보내어 과부

오던 차에 건너 마을 최부자가 흑심을 품고

의 사정을 과부끼리 달래게 하였다. 여인

협박을 가하다가 말을 듣지 않으니 이제는

아닌 남자를 청상의 방에 보냈으니 이 무슨

밤에 보쌈을 하려고 노리고 있어요. 우리집

망령인가.

마당쇠의 얘길 들어보면 오늘밤에 보쌈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군요.”
총각은 자신의 부인이 보쌈을 당하는 것
처럼 흥분하였으나 여인은 무슨 방편이 있

다음날 보쌈한 여인이 건너오기를 애타
게 기다리는 최부자 앞에 소복한 제수가 나
타나 대성통곡하였다.
“아무리 팔자 기박하고 한 많은 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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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아주버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디론가 떠나갔다. 세월은 흘러 그로부터 십

수절하다가 죽은 후에 홍살문이라도 바랬

년, 동자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다. 하루는

더니 남장네를 청상의 방에 보내어 수절을

스님이 청년을 불러 긴히 일렀다.

꺾다니 이 아니 원통한 일입니까?”

“곧 과거가 있을 모양이니 준비하여라.

손발이 닳도록 빌고 또 빈 후에 간신히

너도 그간의 사정을 알겠지만 전생의 악연

제수를 무마한 최부자는 혼줄이 빠졌다. 최

으로 호식을 당할 운명이었지만 네가 쌓은

부자로부터 평생 먹고 지낼 수 있는 재산과

공덕과 내가 부처님께 기원하여 많이 좋아

여인을 얻은 총각은 본댁으로 돌아와 서로

졌지만 아직 다 씻지는 못했다. 앞으로 삼

의좋게 아들 딸 낳아 행복하게 살았다.

개월 안에 큰 일이 닥칠 것이다. 내가 염낭
(鹽囊)을 줄 것이니 도착하는 즉시 풀어 보

14. 十生九死
옛날 어느 고을에 정승까지 지내고 낙향
하여 초야에 묻혀 지내는 대감 내외가 있었
다. 권문세가로서 부러울 것이 없는 이들에
게 자손이 귀한 것이 흠이었다.
그러나 백일 산천기도 끝에 겨우 아들 하
나를 두었는데 일곱살 되는 해 어느 날 시
주승이 찾아와 아들이 전생에 악연이 있어
앞으로 십년 후에 호식(虎食)을 당할 운명
이라고 하였다. 금지옥엽으로 키운 자식을
살리기 위해 대감 내외는 비방을 일러줄 것
을 스님께 간절히 빌었다.
“동자를 소승에게 딸려 보내십시오. 지금
이 상태로… 묻지도, 부르기도, 돌아보지도
마십시오. 그저 소승에게 맡기시면 전생의
악연을 씻어 좋은 인연으로 맺어볼까 합니
다.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합장 배례한 후 스님은 동자를 데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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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
스님과 작별한 그는 서울에 도착하여 어
느 객장에 들어 염낭을 끌러보니 편지 세
통이 있었다.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일 번
의 숫자가 쓰인 편지를 열었다.
“네가 이 글을 대할 때는 서울에 도착하
여 객장에 묵었을 때일 것이다. 너는 급히
그믐날 자정이 되기 전에 윤대감의 무남독
녀가 거처하는 별당에 들어야만 목숨을 부
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의범절같은 것은
아예 생각치 말고 날이 밝거든 남산밑의 하
서방을 찾아라. 하서방의 딸이 별당아씨의
몸종이니 너를 도울 것이다. 그곳에서 살아
나거든 두 번째의 편지를 보아라.”
글을 읽은 청년은 눈앞이 캄캄했다. 규중
심처의 처녀방에 그것도 밤에 몰래 찾아야
하다니, 만일 발각되는 날에는 뼈도 남지
못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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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서방과 하서방의 딸 춘선이(별당아씨

자리, 색이 바랜 흰 돗자리가 깔려 있을 것

의 몸종)의 도움으로 청년은 우여곡절을 거

이다. 그중 흰 돗자리를 차지하여라. 그리

쳐 별당아씨의 방문앞에 이르렀다. 자정이

하면 너의 액운은 말끔히 사라질 것이다.

가까운 시각, 청년은 문고리를 잡고 망설

과거가 끝나거든 윤대감을 찾아가 부부연

였다.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었지만 규수를

을 맺은 후 노부모를 찾아 뵙도록 하여라.

보고 석상처럼 굳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을

나도 열반에 들 때가 되었으니 찾을 필요는

본 아씨도 기겁을 하고 놀랐을 터인데 조금

없다.”

도 흐트러짐이 없이 차분히 주문을 외었다.

모든 일은 스님의 예견대로 이루어져 과

“오음 바라밀다…”

거에 장원급제한 청년은 윤대감의 별당아

그러던 중에 갑자기 강풍이 몰아쳤고 그

씨와 정혼을 허락받고 고향으로 돌아가 노

힘에 청년은 규방가운데 대(大)자로 나자빠

부모님과 재회하는 감격도 누렸다.

지며 혼절하고 말았다. 청년은 밤새토록 깨

도통한 스님을 만나 일곱살 어린 나이로

어났다가 기절하기를 열 번, 그 동안 처녀

입산수도 끝에 호식의 액운을 복연으로 이

는 귀신을 쫓고 뼈라도 녹일 수 있는 주술

끌어 부귀영화를 이루었다.

을 베푸는 사이에 먼동이 터 왔다. 처녀가
뒷간에 나가보니 호랑이가 죽어 뼈만 앙상
하게 남아 았었다.
“아! 그렇게 된 사연이었던가? 저 공자가
호식을 면하기 위해 내 방을 찾은 것이로구
나. 호랑이가 이곳까지 찾아 왔지만 나의
주문에 빠져 죽었구나.”
이렇게 규수와 뜻하지 않던 인연을 맺은
청년은 규수로부터 융숭한 대접까지 받고
무사히 별당을 빠져나왔다. 두 번째 편지를
읽고 호랑이가 둔갑한 장정 셋을 왼발로 땅
을 치면서 크게 호령하여 물리친 총각은 마
지막 편지를 뜯었다.
“과거장에 나가면 붉은 돗자리, 파란 돗

15. 處女와 두끼비
옛날 어느 고을에 마음씨 착하고 얼굴이
예쁜 처녀가 살고 있었다. 비록 가정은 빈
한하지만 위로는 부모님과 아래로는 두 어
린동생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언제부
터인지 처녀가 아침저녁으로 밥을 치을 때
면 커다란 두꺼비가 꼭 부엌으로 찾아오곤
하였다. 원래 두꺼비가 집에 찾아들면 길조
(吉兆)로서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처음에는 무척이나 두려웠다.
툭 불거진 두 눈을 디룩거리고 숨쉴 때마
다 턱밑이 벌렁벌렁하는 것이 징그러웠으
나 매일같이 대하고 보니 어느듯 정이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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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늦게 찾아오거나 하면 기다려지기도 하

祭物)로 바치는 것이었다.

였다. 이렇게 찾아오는 두꺼비가 이상도 하

3년간이나 질병과 흉년이 들어 민심이 각

고 신기하기도 했지만 필시 배가 고파서 찾

박한 것은 고을의 수호신이 노하였기 때문

아왔을 것이란 생각에 처녀는 때마다 밥 한

이라 하며 이번에는 가문(家門)을 가리지

숟갈씩을 부뚜막에 놓아주면 고맙다는 듯

않고 착하고 예쁘며 부덕(婦德)을 쌓은 처

이 두꺼비는 눈알을 몇 번씩 디룩거리곤 밥

녀를 제물로 뽑기로 하였다.

을 먹고 엉금엉금 밖으로 사라졌다.

딸을 가진 가정에서는 혹시나 자기 딸이

이렇게 지내기를 3년, 그 동안 두꺼비도

잡혀갈까 노심초사(勞心焦思)하여 밤잠도

짚신짝 만큼이나 커졌고 등에는 기름기가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많은 돈

반지르르하게 노오란 빛을 띠웠으며 처녀

에 팔려 간다지만 제물로 뽑혀 상여집에 들

도 숙성하여 더욱 예뻐져 인근 마을에서는

어간 처녀치고 한 사람도 살아나온 이가 없

부지런하고 착한 처녀로 소문이 자자하여

었으니 바로 도살장에 팔려 보내는 것이나

아들 둔 집에서는 며느리 삼기를 원했다.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이 몇해동안 질병과 흉년이 겹쳐 민

그러던 어느날, 처녀의 집 주변으로 험상

심(民心)이 흉흉해지고 다정히 지내던 이웃

궂은 장정들이 철통같이 포위하여 감시를

간에도 사소한 일로 등을 돌리어 아귀같이

하였다. 그것은 이 처녀가 제물로 뽑혔기

서로 헐뜯고 싸우기 일쑤였으며 양식도 부

때문이다. 혹시 제물로 뽑힌 처녀가 부정한

족하여 초근목피(草根木皮)로 겨우겨우 그

짓은 하지 않는지, 무서운 상여집에 들어가

날을 연명(延命)하기에 바빴다.

기 싫어서 목이나 매지 않는지, 가족과 의

이 고을에는 상여집(장례를 치루고 난 상

논하여 야간도주나 하지 않는지, 부정한 사

여를 보관하는 조그만 창고) 앞 느티나무에

람들이 찾아들지나 않는지를 감시하는 것

해마다 음력 9월 9일이면 제(祭)를 지내는

이었다.

풍습이 있었다.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고을

이 소문을 들은 부모님은 가슴을 치며 통

에서 제일 연세가 많고 덕이 있으며 다복한

곡했고 철없는 동생들은 멋모르고 부모따

사람이 제주(祭主)가 되어 365일간 고을의

라 눈물 콧물을 훌쩍이는 것이었다. 이렇게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

결정되면 지상명령이어서 도망도 거절도

니라 매 3년마다 이 고을 처녀 중에 얼굴이

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에게 속시원히 하소

예쁘고 덕성(德性)있는 여자를 뽑아 제물(

연할 때도 없었다. 오직 한탄(恨歎)과 체읍

960

第4章 傳 說

(涕泣), 인고(因苦)와 체념(諦念)만이 있을

들었는데… 우리 집을 잘 살게 하여 주고

뿐이다.

부자집 찾아가서 좋은 음식 많이 얻어먹어

당사자인 처녀의 심정은 오죽하겠는가

라.」

행여 부모님이 더욱 상심할까 마음조리며

「……」

겉으로는 태연을 가장해 보지만 속으로는

제일(祭日)이 되니 한편에선 경사가 난듯

오장육부가 미어지듯 하고 천지가 무너지

우쭐대고 또 한편에선 슬퍼 통곡하니 세상

듯 눈앞이 캄캄할 뿐이요, 밤마다 이불속에

반사(世上萬事)가 일비일희(一悲一喜)던가,

서 소리죽여 흐느껴 본들 이도 부질없는 일

자정(子正)이 다가오자 곱게 단장한 처녀는

이었다. 꽃다운 나이에 활짝 피어보지 못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상여집에 들어

고 제물로 사라져야 하는 신세, 자신의 그

갔다.

고운 얼굴이 이때만큼 저주스럽고 원망스
런 때가 없었다.

매캐한 내음과 암흑, 이구석 저구석에서
귀신이 뛰어나올 듯한 두려움에 기절 직전

무심한 두꺼비는 오늘도 부뚜막에 올라

에 있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처녀

묘한 그 눈알을 디룩거리며 처녀를 바라보

는 차차 정신을 찾았다. 아! 그런데 이게 왠

고 있었다.

일인가？ 쪼그리고 앉은 처녀의 앞과 대각

「두껍아! 두껍아, 너하고 헤어질 날도 내

선을 이룬 천정간에 오색찬란한 빛줄기가

일 모레로구나. 맛없는 나물밥이나마 많이

허공중에서 부딪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먹어라.」

이러기를 한식경. 그 찬란하던 빛줄기가 희

「……」

미해지더니 천정에서 무거운 물체가 툭하

「두껍아 내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 오늘

고 떨어지면서 빛줄기도 사라졌다.

같은 일을 당하는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차츰 대담해진 처녀는 앞을 살펴보니 아!

에게 하소연할까. 오직 너 뿐이로구나. 너

두꺼비가 아닌가. 3년간 때마다 찾아왔던

만은 내 맘을 알아주겠지?」

두꺼비가 두 눈을 꼭 감은채 거친 숨을 할

「……」

딱거리고 있었으며 툭 소리가 난 쪽을 눈에

두꺼비는 알겠다는 듯이 숨통을 더욱 크

힘을 주고 바라보니 거대한 지네(蜈蚣)가

게 벌렁거릴 뿐이다.

죽어 있었다. 처녀는 부르르 몸을 떨며 한

「두껍아! 내가 죽고 나면 하찮은 나물밥

동안 서 있다가 섬전같은 생각에 와락 두꺼

이나마 얻어먹기 어렵겠구나. 그동안 정이

비를 소중하게 끌어안으며 환호에 찬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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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르짖었다.
「아! 두껍아 네가 날 살렸구나. 네가 나를
살리기 위해 천년 묵은 지네와 독으로 싸웠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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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은 고을사람들도 자기일 같이 기뻐하였으
며 천년 묵은 요물인 지네의 장난속에 속아
온 세월을 한탄하였다. 그후 두꺼비는 어디
론가 사라졌고 처녀도 좋은 낭군을 만나 행
복하게 살았으며, 고을에도 질병이 없어지
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 태평성대(太乎聖代)
를 구가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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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咸安)과 칠원(漆原)은 통폐합되기 이전(1906년)까지는 별도의
군·현(郡縣)인 관계로 지명(地名)에 따른 유래와 변천과정을 달리한
다.
상고시대(上古時代)에는 함안과 칠원은 삼한(三韓) 중 반진(弁辰) 12
국의 하나였다. 12국은 ① 미리미동국(彌離彌凍國·밀양지방) ② 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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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接途國·칠원지방) ③ 고자미동국(古資彌凍國·고성지방) ④ 고순
시국(古淳是國·진주지방?) ⑤ 반로국(半路國·성주, 성산, 초계지방?)
⑥ 낙노국(樂奴國·하봉군 악양면?) ⑦ 미오야마국(彌鳥邪馬國·고령
지방?) ⑧ 감로국(甘露國·김천군 개령면, 감문지방) ⑨ 구야국(拘耶國
·김해지방?) ⑩ 주조마국(走漕馬國·김천군 조마면· 합천군 초계면,
김해지방?) ⑪ 안야국(安邪國·함안지방) ⑫ 독로국(瀆盧國, 부산 동래,
거제지방?)이다. 위와 같이 접도국(칠원)과 안야국(함안)은 학자들의 비
정(比定) 의견이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후에 가야시대(伽倻時代)가 열
리면서 함안은 아라가야(阿羅伽倻)의 고토(古土)임을 삼국유사(三國遺
事)나 조선사략(朝鮮史略)의 5가야조(五伽倻條)에 기술하고 있다.
함안이 신라의 영토가 되었을 때 함안군은 2개의 현을 거느리고 있었
다. 의령현(宜寧縣)과 현무현(玄武縣)이 그것이다. 지명으로서 함안은
아시량국(阿尸良國), 아나가야(阿那伽倻), 아라가야(阿羅伽倻), 함안,
함주(咸州), 금라(金羅), 사라(沙羅), 파산(巴山), 칠원은 칠토(漆吐), 칠
제(漆堤), 칠원(漆原)이라 하였으며 읍호(邑號)로는 구성(龜城), 무릉(武
陵)이었다고 함주지와 칠원읍지는 기록하였으며, 접도국(接途國), 안아
국(安邪國), 가라(伽羅) 등도 함안의 옛지명이다.
함안이란 이름은 신라 경덕왕 16년(757)에 최초로 불리워졌고, 고려
성종 14년(995)에 함주로 개칭되었다가 현종 9년(1018)에 다시 함안으
로 고쳐지며, 파산은 여항면의 봉수대가 있는 산이름과 동일한 것으로
함안조씨(成安趙氏), 함안이씨(成安李氏)가 한때 본관으로 쓰기도 하였
고 금라(金羅)는 공민왕때 고을 사람 주영찬(周英贊)의 딸이 명나라에
들어가 궁인이 되어 총애를 받으므로써 지군사(如郡事 : 郡守)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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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이때에 함안의 별호를 금라(金羅)라 하였다.
칠원도 신라 초기에는 칠토이던 것을 신라 경덕왕 16년(757)에 칠게로 고쳐 의안군(義安
郡)의 영현(領縣)이 되고 고려 태조 23년(940)에 비로소 칠원이란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
조선조(朝鮮祖)에 와서도 군·현의 예속, 통폐합 등이 여러번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世
宗實錄地理誌 : 1454년)의 경남 군·현을 보면 1목(牧), 3도호부(都護府), 7군, 16현 중 함안
은 7군에, 칠원은 16현에 속해 있는데 칠원은 고종 27년(1890) 군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으
나 1895년에 최초로 군으로 승격되며 기본적인 행정구역과 지명의 변경은 없었다.
함안은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아 물이 역류하는 특이한 지세이다.
이러한 역류지형(逆流地形)을 뜻으로 바르게 하고자 진동만이 함안까지 들어왔다면 천하
제일의 미항(美港)일 것이라 하변서 높은 지역이지만 지명이라도 배가 다닌다는 뜻으로 배
여(餘), 배 항(航)자를 써서 여항(餘航)이라 하였으며, 산이 적고 지세가 낮은 북쪽은 간을
대신한다’는 뜻으로 대신할 대(代)자와 뫼산(山)을 사용하여 대산(代山)이라 하였다. 또한 동
쪽의 산인은 산익(山翼), 안인(安仁) 두면이 합하여 산인(山仁)이라 하였다는 설과 함안의
관문인 관계로 항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어진 마음을 가져 화평을 누리고자 뫼산(山)자와
어질인(仁)자를 써서 산인(山仁)이라 하였고 함안이란 다 함께 화합하여 안가태평(安家太乎
)을 기원하는 뜻에서 다 함(咸)과 편안할 안(安)을 사용한 것으로 유래되는데 이는 오늘날의
국제평화와 인류공영의 정신이 깃든 고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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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야읍(伽倻邑)
가야읍(伽倻邑)은 당초에 하리(下里)일부 및 우곡리(牛谷里), 백사리
(白沙里)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 후에 리(里)가 면(面)으로 호칭을 달리
하게 되고 하리는 산내면(山內面)과 산외면(山外面)으로 분리된다.
이 중에서 산외면의 영역(현재의 말산리, 검암리, 광정리 일대), 우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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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영역(현재의 혈곡리, 춘곡리, 신음리 및 도항리 일대) 및 백사면(
현재의 사내리, 가야리, 묘사리 일대)의 3개 면을 합해서 1914년 3월 1
일 행정구역 개편시 옛 아라가아의 고지(故地)라 하여 가야면이라 개명
(改名)하였으며, 1954년 11월 12일 함안면에 있던 군청이 옮겨오므로써
가야면은 함안의 행정중심지가 되어 나날이 발전하여 왔고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으로 대산면의 산서리를 편입하고 1979년 5월 1일 대통령
령 제9409호에 의거 읍으로 승격하였다.

가. 말산(末山) : 가야읍 말산리, 도항리
말산은 산명(山名)인 동시에 리·동명(里·洞名)이다. 여항산(艅航山)
에서 한줄기 산맥이 북으로 내딛다가 질목(道洞)에서 끊겨 다시 구릉이
물을 찾듯 남강을 항해 꿈틀거리다가 방목에 빠져 끝나버린 작은 산이
말산이다.
산마루와 산기슭엔 110여기의 고분(古墳)이 분포되어 있는데 1914
년 이전엔 말이산(末伊山) 또는 마리산이라 불렀다. 또한 구전(口傳)
되는 바로는 말산을 끝산 또는 두산이라고 불렀는데 끝산은 한자어의
뜻대로 붙여진 이름이지만 두산은 斗山, 頭山, 首山의 뜻이었다고 한
다. 두산(斗山)은 산의 형세가 말(斗) 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
라지만 두산, 수산(頭山, 首山)은 그렇지 않다.
머리의 옛말은 마리이다. 마리산의 末伊는 마리(頭 : 首)를 한자로 표
기하는 것이라면 말산(末山)은 당연히 머리산(頭山, 首山)이 된다. 비록
작고 낮은 산이 지만 아라가야의 왕릉이 모셔져 있는 관계로 머리로 높
여 불렀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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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밭들(大田野) : 가야읍 말산리, 검암리
한밭들은 함안면 괴산리의 이수정(二水
亭)에서 가야읍 말산리의 경전선철도까지
이고 동서로는 검암제(儉岩堤)에서 말산까
지의 들을 말하며 흔히들 한밭, 한바다라고
부르는데 큰 밭, 넓은 밭의 순수한 우리말
이다.

나 그 이전에는 저습지여서 홍수 때마다 물
이 범람하는 초생지였다고 하며, 글자 그대
로 가축을 놓아먹이는 곳으로 옛날 문암에
서 소가 뛰쳐나와 방목에서 풀을 먹고 지금
의 돈산동에서 똥을 누었다는데, 이곳을 돈
데미 또는 똥뫼(소똥의 산)라고 불렀고 물을
먹기 위해 소바구(丑岩)로 갔다고 전한다.

남강댐이 건설되기 전인 1950년 전후만
해도 홍수때면 하천 범람과 내수(內水)로

라. 성산(城山) : 가야읍 광정리, 함안면 괴산리

인하여 한밭은 한바다가 되어버려 말산과

성산은 가야읍 광정리와 함안면 괴산리

검암사이를 나룻배로 왕래하기도 했다. 지

의 뒷산으로 가야와 함안을 경계짓는 산이

금은 완벽한 배수 및 관개시설로 함안 최고

다. 지금은 조남산(照南山) 또는 조남산(造

의 옥토가 되었고 한밭들 동쪽인 검암리는

南山)이라고 부르며 동편 기슭에 조남사(照

공장지대, 서쪽인 말산리는 주택지로 변화

南寺)와 무진정(無盡亭)이 있다. 성산의 산

하여 고층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있어 한밭

정에 사저 제67호인 함안성 산산성이 있는

－들(大田－野)은 다시 한집－들(大家－野)

데 동문지(東門址)와 서문지(西門址)가 뚜

로 변해가고 있다.

렸하게 남아있다.
옛날 성산에 얽힌 전설에 의하면 아라가

다. 방목(放牧) : 가야읍 동북부
지금의 가야읍 말산리, 검암리, 도항리,
가야리, 산서리 일원으로 한밭들을 비롯한
둘안 일부 중심지를 일컫는 곳으로 옛날에
는 가야를 대칭(代稱)한 지명이기도 했다.

야가 신라에 점령되었을 때 용감하게 싸우
던 한장군이 전쟁에 패했음을 원통히 여겨
울면서 성산으로 들어갔는데 그 뒤로부터
장군을 본 사람도 없고, 행적이나 사후의 흔
적 등 전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방목이란 지명은 함주지(咸州誌)에 방목
촌이란 동명(洞名)과 수우방목(水牛放牧)이

마. 잣뫼(城山), 자메 : 가야읍 광정리 백산동

란 것이 있고 시장조(市場條)에도 방목시장

자뫼, 또는 자매는 현 백산동(栢山洞)의

이라 하였다.
방목은 제방축조 이후 옥토를 이루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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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松予)로 잘못알고 잣백(栢)을 취하고,
「뫼」는 山가의 훈독을 취하여 백산(柏山)이
라 하였다.
그러나 「잣」은 성(城)의 옛말로서 잣뫼는
곧 성산(城山)이다. 잣뫼를 백산이라 한 것
은 잘못으로서 이곳 주변 어디에도 잣나무
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전무한 대신 잣뫼 뒷
산은 가야국구허(伽耶國舊虛)로 알려진 성

사. 갓골(冠谷) : 가야읍 신음리 관동
갓골은 가야읍 신음리 관동마을의 옛 지
명이다. 마을 전변에서 바라보면 마을을 둘
러싸고 있는 산과 마을중심부의 어울림이
마치 갓처럼 생겼다 하여 갓골이라 불리워
오다가 조선 17대 효종 중엽부터 갓의 한자
음 관(冠)자를 관동(冠洞)으로 개칭된 후 오
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산산성이 있다.
성은 옛사람에게는 최후의 보루요, 생존
의 주체였다. 따라서 지명에 있어서도 그
주체인 성을 위주로 했는데 산인면의 포덕
산성 북쪽고개를 「산성재」, 문암산성아래
마을을 「산성밑」, 칠서면 무릉산성 밑의 마
을을 「산성동」이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
이다.

바. 길목(道項, 道洞) : 가야읍 도항리 도동
길목을 흔히들 질목이라고도 하는데 도

아. 건절뫼와 갈말목(渴馬項) : 가야읍 신음
리, 가야리

간절뫼는 신음리 괘안동의 옛 지명이다.
마을주변의 형세가 말을 닮아 말잔등에
안장을 건다는 뜻으로 건절뫼라 불렀다 하
며, 갈말목은 가야리 가야동에 속하는 건
절뫼의 말 형상과 연관되어 말이 목말라 방
목을 향하여 목을 길게 늘이고 물을 마시는
형국의 말목에 해당되므로 갈말목이라 불
렀다 한다.

항이란 한자어의 우리말이며, 지맥 또는 중
요한 요충지란 뜻이다. 옛날 풍수지리설에
밝은 중국사신 이호송(李好松)이 이곳을 보
니 하도 지세가 좋아 많은 인물이 배출되며
그 인물들로 인하여 대륙(중국)이 위태롭게
될 것을 예상하여 지도상에 붓으로 지맥을
끊었다고 전하며, 군북면의 덕대리 미미골
도 이와 같다.

자. 소실(牛谷) : 가야읍 혈곡리
지금의 가야읍 혈곡리 월성동으로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본 마을의 형상이 황소가 누
워있는 것과 같다 하여 지어진 것으로 전하
며, 소는 먹을 풀과 마실 물이 많아야 살이
찌고 건강하듯이 소실도 부유하고 재앙없
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소의 입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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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인 동구(洞口)에 연못을 파고 나무를

장을 보러 다닐 때 넘나들던 고개라 해서

심어 숲이 우거지게 했는데 이곳을 사지정(

장(場)고개라고도 했다. 워낙 외진 곳이어

駟止亭)이라고도 한다.

서 장을 보고 늦게 귀가하던 취객이나 길손

또한 혈곡리를 세실이라고도 한다. 그것

들이 여우나 도깨비에 당한 적이 한 두 번

은 동, 서, 남은 산으로 둘러 싸였고 북쪽의

이 아니었다는데 밤새도록 도깨비와 씨름(

협곡만이 트여있어 마치 사람 입속의 혀와

싸움)하다 지쳐 다음날 깨어보니 피묻은 빗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월성(月城)이란

자루를 품에 안고 있었다는 등 그 당한 이

시가지에서 멀리 떨어진 달동네, 즉 벽촌이

야기도 천태만상이다.

란 뜻이다.

타. 춘곡역(春谷驛) : 가야읍 춘곡리
차. 뱀골(蛇谷)과 불매고개(冶爐嶺) : 가야읍
혈곡리

옛날에 말을 갈아타던 역마촌으로 고관
이 이곳을 지날 때면 밤에는 물론이고 심지

바구치 위에서 월성동구(月城洞口)까지

어 낮에도 횃불을 들고 길을 안내할 만큼

의 서쪽 산골짜기를 뱀골(뱅골)라 하며, 뱀

산에 나무가 우거졌다고 하며 또한 말의 먹

골을 통하여 춘곡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불

이를 공급해 주던 곳이기도 했다. 역에는

매고개(풀무고개)라 한다.

항상 관병이 주둔하고 있어 암행어사가 병

뱀골은 두 개의 작은 능선이 두 갈래로
같이 뻗어있어 뱀의 혓바닥과 같다하여 불

사들을 필요로 할 때면 관병들은 동원하였
다. 한다.

려진 지명이고 불매는 대장간에서 쇠를 녹
일 때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로서 옛날의 불
매는 두 발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고개를 중
심하여 월성쪽 산등과 춘곡쪽 산등이 옛 불
매같아 지어진 이름으로 전한다.

파. 봉산(蓬山) : 가야읍 사내리
가야읍 사내리, 묘사리, 군북면 소포리와
유현리로 둘러싸인 산으로 군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지금은 삼봉산(三峰山)으로 알려
져 있다.

카. 미드미고개(장고개) : 가야읍 춘곡리

삼봉산의 동편에 선왕동과 가야동이 있

미드미는 가야읍 춘곡리에서 군북면 봉

다. 옛날에는 가야동에 아라가야의 궁궐이,

남으로 남어가는 고개를 말하며, 이 고개길

산왕동에는 왕위를 물려준 선왕이 살았으

은 가야, 함안지역 사람들이 군북의 5일 시

며 가야국왕들이 말을 타고 산책을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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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한다.

서 평암의 평바구 등과 더불어 5대바구(五
大岩)로 통하는데, 조금의 비에도 홍수가

하. 가야현(伽倻峴)과 서남동(西南洞) : 가아
읍 가야리

함주지 기록으로 보아 가야현과 서남동은
백사면 시절(1914년 3월 1일)까지 사용되었

져서 들 전체가 바다처럼 되면 이곡동 산
중턱에 위치한 이바위가 물에 동동뜨는 형
상이어서 조선말엽부터 동동바구라 불리워
전해왔다고 한다.

던 오늘날의 가야동과 선왕동임을 알 수 있
다. 가야현을 이지방 발음으로 개애재라 하

너. 소바구(丑岩) : 가야읍 산서라 축암동

고 서남동은 서남골, 서낭골이라 부르는데

법수로 가는 도로우측의 산서리 축암본

전언에 의하면 아라가야 궁지가 작은 개애

동을 소바구라 부른다. 제방이 축조되기 전

재(小伽倻峴)에 있었다는데 그 궁지 앞으로

까지는 늪지로서 초지가 형성되어 이곳에

강이 흐르고 강변에 숲이 우거져 경치가 수

소를 많이 놓아 먹였기 때문에 말산리, 도

려해 뱃놀이 등을 즐겼다고 한다. 그리고 궁

항리일대와 함께 방목에 속했다.

지(宮址)뒤에 있는 마을이 선왕동이다.

전언에 의하면 문암에서 소가 뛰쳐나와

이곳은 왕위를 물려준 선왕이 안주(安住)

방목에서 풀을 뜯어먹고 돈산에서 똥을 누

하던 곳이란 뜻에서 지어진 이름으로 전하

고 소바구에 와서는 물을 먹고 죽었다는데

며, 궁지 북편에 신하들의 거주지로 알려진

서 비롯되어 소바구라 불렸다고 하며, 이곳

신읍(臣邑)이 있다.

은 죽은 소가 누워있는 형상이라 하여 동네
에 정기가 없어 훌륭한 인물이 배출되지 않

거. 배나무실(梨谷)의 동동바위 : 가야읍 산서

는다고 한다.

리 이곡동

꽃밭등에서 동쪽으로 1.2km정도 떨어진

2. 함안면(咸安面)

함안천 건너편에 위치한 마을로 행정상으

함안면의 전신은 상리(上里) 전부와 하리

로는 이곡(梨谷)이라 하지만 배나무실로 더

(下里)의 일부였다. 상리는 지금의 봉성, 강

알려져 있고 옛날 이곳에 배나무가 많았다

명, 파수리 등지이며 후에 상리면이 된다.

고 전한다.

하리는 여항산 내측인 북촌, 대산, 괴산리

동동바구(바위)는 축암의 소바구, 법수면

등이며 후에 산내면이 되고, 그 외측인 검

응암의 매바구, 여항면 청암의 개바구, 산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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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말산, 광정, 도항일부를 산외면이라 하
였다.

한다.
봉성이란 봉황의 집이란 뜻이고 동헌터

1914년 3월 1일 부, 군, 면(府, 郡, 面) 통

였던 함성중학교는 봉황의 알자리에 해당

폐합에 따라 상리면과 산내면이 병합하여

되는 곳이다. 동헌 뒷산은 봉이 비상하는

읍내면(邑內面)으로 개칭되고 1918년 다시

형상이라 하여 비봉산이라 하였는데 봉황

함안면으로 고쳐져 오늘에 이른다.

이 동헌자리에 깃들다(알을 품다)가 날아올

읍내면이라 함은 함교가 위치해 있던 곳

라 이수정 연못에 목욕을 하고 대밭곡(竹嶺

을 읍이라 일컬었다고 하며 봉성리 덕암동

谷)에서 쉬다가 다시 봉성으로 돌아와 깃든

이 상리면의 향교동이었다. 또한 함안읍성

다는 것이다.

이 위치해 있고 지리적으로 함안의 진산(鎭
山)인 여항산의 내측에 속하므로 읍내면이
라 했다고 한다. 지금은 읍성안 즉 봉성, 북
촌을 위시한 중심가를 읍내라고 지칭한다.
함안이란 면명은 군청 소재지면으로서 군
명을 따서 지은 것이다.
군 소재지의 변경사항은 정확히 알 수 없
으나 고려때부터 함안면이 군(郡)의 소재지
가 된 것이 확실하며, 6·25동란으로 청사
가 소실되어 1954년 11월 12일 청사가 가야
면으로 옮겨지고 지금은 함성중학교 교정
에 동헌의 주춧돌과 군수들의 선정비(善政
碑)가 말없이 비바람에 의로울 뿐이다.

나. 생원골(生員谷) : 함안면 봉성리 덕암동
생원이란 소과에 합격한 사람이나 선비
를 높여 부르던 이름으로, 향교가 있었던
덕암마을을 옛날에는 향교동, 향골, 생원골
이라 불렀다. 함안향교 앞에는 선비기상의
은행나무, 덕암서원유허비(德岩書院遺墟碑
), 후세교육에 힘써 성균관 진사 10여명을
배출한 정구청덕비(鄭逑淸德碑)가 있다.
봉성리 신교마을 앞에는 당시 향교의
권위를 상징했던 하마비가 있는데 가로
30cm, 높이 50cm의 작은 이 돌비는 일반
인은 물론 원님마저 말에서 내려 향교에 출
입하였다고 한다.

가. 봉성(鳳城) : 함안면 봉성리
봉성은 함안면의 중심지인데 조선 선조
14년 한강(寒岡)선생이 군수로 부임하여 동
헌터를 둘러보고 풍수지리설에 따라 나무
도 심고 연못도 만들고 지명도 바꾸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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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악어담(鰐魚潭)과 삼수정(三樹亭) : 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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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옛날 이 악어담에는 거대한 악어

잘못되어 버렸으니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가 살고 있고 사람을 해치는 등 갖은 피해

할 것이다.

가 많아 고심하던 중 임진왜란 때 힘이 장
사이며 개(犬)를 데리고 다니던 박개별이란
장군이 악어담을 막아버렸다고 전한다.
악어담 남쪽이며 지금의 중촌동에 있는
봉성교(咸城橋) 서쪽 산밑쯤에 삼수정이 있
었다고 함주지(咸州誌)에 적어 전하고 있
다.

마. 똥뫼(일명 장군산) : 함안면 북촌리 정동
정동(鼎洞)마을 앞에 있는 야산을 똥뫼
또는 장군산이라 부른다. 똥뫼란 글자 그대
로 사람이나 동물의 분비물인 똥의 산이란
뜻이고 장군산은 가운데 부분이 잘록하고
양쪽은 솟아있어 홉사 장구처럼 생겼기 때
문이다.

라. 성곡(城峴), 병막골(개양골) : 함안면 북촌
리, 괴산리 득성동

장군산(將軍山)이라 부르게 된 것은 옛날
어느 장사가 이수정으로 산을 지고가는 도

북촌리 사촌마을에서 괴산리 득성(得城)

중에 빨래하던 여인이 산이 기어간다며 놀

마을로 넘어가는 작은 고개를 성곡(城峴)이

리는 바람에 내려놓고 가버렸다는 전설이

라 했으며, 옛날 이 서성(西城)아래에는 거

있는데 장군이 지고 가다가 내버려 둔 산이

부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또한 서성밖(

라 하여 장군산이라 불려진다.

西城外 : 城峴外)에는 불치병이나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마을과 격리시켜 환자들만 살
게 했던 곳이 병막골로 후에 개양골로 불리
워 오다가 1983년 2월 15일 행정구역 개편
때 득성으로 바뀌었다.
당초에는 덕성으로 동명을 고치기로 했
으나 덕(德)이 득(得)으로 상부에 보고되어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덕성이 득성으로 바
뀌어버린 웃지 못 할 이야기가 있다.
가야읍 도항리의 돈산(豚山)도 돈산(敦山
)으로 되어야 할 것이 득성과 같은 예로 ‘돼
지산의 마을’이란 뜻의 돈산동(豚山洞)으로

바. 흰바구(白岩) : 함안면 북촌리 백암동
흰바구마을은 함안면사무소에서 동으로
2km정도 떨어진 마을이다. 옛날 이 마을
뒷산에 기묘하게 생긴 흰바위가 있었는데,
이따금 색깔이 변하면서 이상한 빛을 내
곤 했는데 그때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아
무 병없이 죽는다든지, 미친 사람이 생겨나
는 등 재앙이 겹쳐지자 동민이 흰바위때문
이란 결론을 내리고 그 바위를 보이지 않게
묻어버렸다고 한다. 그 후에는 마을의 흉사
가 끊어졌다고 전하며, 그래서 마을을 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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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 이름지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자. 서원마을(書院村) : 함안면 파수리 원촌동
서원마을은 함안면사무소에서 서쪽 약

사. 한절골(大寺谷) : 함안면 대산리 대사동

3km 떨어진 파수천 가에 있는 마을로 옛날

한절골은 무진정 동쪽 함안천 건너편에

도계서원(道溪書院)이 있었던 관계로 서원

있는 지금의 대사동을 말한다. 대가람(大伽

촌이라 하였으며, 서재골이라고도 불렀으

藍)이 있었던 골짜기란 뜻일 뿐 사찰명과는

나 현재는 원촌이라 부르고 있다. 도계서원

무관한 것 같다. 그것은 함주지 불우조(佛

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하여 훼철되

宇條)에 北寺在冬只山南有石彌勒西有六層

었다. 원촌은 조선시대 함안제일의 역원이

塔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지

있었던 곳으로 진주 등 서부경남으로 통하

산 남쪽이면 대산리가 틀림없고 대산리 이

는 시발점이다.

곳 외에는 사찰이 있었던 흔적이나 기록이

마을 뒷산을 방구산(方龜山)이라 하는데

없으므로 이곳의 사찰명은 북사임이 분명

이는 산의 형태가 거북처럼 모나게 생겼기

하다.

때문이며, 방구산과 마주보는 산의 가운데

이로 미루어 대산리사지나 대산리석불을
북사지 또는 북사지석불로 고쳐 불러야 마

는 반드시 명당이 있다고 필유명산(必有名
山)이라고 전한다.

땅할 것이다.

차. 갈매기들, 쫍지골 : 함안면 파수리 상파동
아. 들기미 : 함안면 대산라 동지산동

파수리교회 아래의 들판을 갈매기들이라

들기미는 해발 160m겅도의 동지산(冬只

고 부른다. 이 들에는 옛부터 갈매기풀이

山) 분지에 자리잡은 산동네(山村)를 동쪽

많이 자생하여 지어진 이름이며, 쫍지골은

은 산인면 입곡저수지와 접하고 서쪽은 가

상파 본동위에 있는 돌로서 골짜기가 쫍아

야읍 상검동과 경계짓고 있으며 남쪽은 함

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면 대사동과 금천동이고 마을 북쪽에 동
지산성(冬只山城)이 있다.

갈매기들을 중심한 아래(하파) 위(미산)
가 한때는 뽕나무밭으로 유명했으나, 전부

이곳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옛

고사하였고, 지금은 감나무단지로서 조선

부터 낙향한 인사들이나 고인(高人)들의 은

초기 임금에게 진상했다는 함안 파수곶감

둔처이며 동네가 높이들어 얹혀있기 때문

의 원산지가 바로 이곳이다.

에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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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배닿치고개 : 함안면 파수리 하파동

파. 밤가지골(栗谷), 오모리곡 : 함안면 파수
리 미산, 상파

배닿치고개는 함안면 파수리에서 가야읍
신음리 못둑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밤가지골은 미산동 아래 서쪽 골짜기로

배닿치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전해지

서, 옛부터 밤나무가 울창하여 불리워진 지

는데 옛날 천지개벽 당시 이 고개를 통하여

명이며, 오리모곡은 파수리와 봉성리의 경

배가 넘나들었다고 하여 이름지어졌다고

계지점으로 상파에서 덕암으로 넘어가는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1586년 한강선생이

고개인데 파수리가 홍수로 물이 들게 되면

군수로 부임하여 이곳을 둘러보고 파수리

이 고개에 올라가서 배를 탄다고 하여 지어

가 배처럼 생긴데다가 만일 물이 차게 되면

진 이름이다.

이 고개가 배를 대는 선착장역할을 할 것이
라는데서 배닿치고개라고 지었다고도 전한
다.

타. 너드리 : 함안면 강명리 장명동
함안면 소재지에서 남으로 1.8km정도 떨

3. 군북면(郡北面)
군북면은 군의 서쪽에 위치하는 제일 큰
면이다. 당초 대곡, 평광, 산족, 죽산, 안
도, 남산의 6개리로 나뉘어 있었으며, 후에
리가 모두 면으로 된다.

어진 지방도변의 들밑들 바로 위에 위치한

1914년 부군면 통폐합시 대곡, 평광, 안

장명동의 자연마을을 너드리라고 부른다.

도 3개면이 덕대리에 터를 잡아 군북면, 죽

옛날에는 현재의 강외동을 윗 너드리, 장명

산, 남산, 산족 3개면은 죽남면으로 탄생했

아래마을을 아랫 너드리라 했다. 너드리라

다.

는 말은 네거리라는 뜻으로 옛날 이곳은 동
서남북 어느 곳으로도 통할 수 있었다.

1933년 죽남현이 군북면에 병합면서 현
재의 군북면 관할지역이 형성되었다. 군북

아랫 너드리에는 영악한 기생이 있었는

면명의 유래와 기인된 것으로 군복(軍伏)과

데 행상인들을 유혹하여 빈털털이로 만들

궁북(宮北)이 있다. 군복이란 옛날 방어산

기 일쑤였는데 사람들은 이 집에 들게 되면

성에서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많은 군인이

신세를 망치는 까닭에 넌지시라도 들리지

잠복해 있었던 관계로 그 일대를 군복이라

말라는 의미에서 너드리란 이름이 생겨났

불렀다고 한다. 그러나 방어산일대는 죽남

다고도 전한다.

면 영역이었으므로 신빙정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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宮北은 발음이 비슷하다는 단순성을 떠
나 갚은 연원이 있다. 北은 동서남북의 향
방(向方)과 전후좌우의 위치의 뜻을 같이
지닌 글자이다. 궁북에서의 북은 후로 보아
야 하며, 따라서 궁북은 궁성(宮城)의 뒤쪽
이 되는 것이다.
궁북에서의 궁이란 옛 아라가야의 궁지(
宮地)가 가야읍 가야동에 있었다고 세전(世
傳)되고 삼봉산의 봉산성은 고국유지(古國
遺地)로서 가야국구기(伽倻國舊基)라는 함
주지의 기록 등을 미루어 볼 때 가야궁성을
뜻함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다. 따
라서 궁북은 가야궁지 뒤에 있는 봉산성(古
國遣地) 너머에 위치하므로 궁뒤(宮北)가
되며, 항간의 군성북설(郡城北說)이나 군복
설(郡伏說)에 기인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
다. 지금이라도 이의 잘못을 바로잡아 궁북

가. 덕촌(德村) : 군북면 덕대리
덕촌은 면사무소에서 남쪽으로 1km 떨어
진 경전선 철길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으로 부터 500년전에 현재 군북초등
학교 앞에서부터 마을에 이르는 구역에 무
정한 숲이 우거져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숲
을 바람막이로 마을을 형성하였으며, 바람
에 의한 피해를 숲으로 인해 큰 덕을 보게
되었다는데서 덕촌이란 명칭을 붙였다.
동네 가운데는 비신대라는 것이 있다. 샤
머니즘사상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
제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주술적인 행
위가 고래로부터 전해져 왔다고 한다. 매
년 장월 대보름에 유행병과 잡귀 등을 쫓아
내고 1년 동안의 평안을 기원하는 동신제가
행해졌던 곳이며, 지금도 동신제를 지내고
있다.

면으로 해야 할 것이다.
군북이란 지명은 일제치하이던 1914년
부군면 통폐합시 처음으로 사용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 당시 우리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임의대로 산맥을 끊고 혈(穴)에 해
당하는 곳에 쇠못(쇠막대)을 박아 민족정기
를 말살하려 했던 그 때를 되돌아보고 그들
이 주장해온 임나설(任那說)을 상기해 보아
야 할 것이다.

나. 대암(大岩)과 미미골(美美谷) : 군북면 덕
대리 대암동

대암동은 면사무소에서 서쪽 1km 밖 원
북으로 가는 도로우측에 위치한 마을로 본
동, 미미골, 붕데미 등 세 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큰 바위가 산 전체를 이룰 만큼 많은데
특히 동구(洞口)에는 층암절벽을 이루고 있
어 이곳에 많은 명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
으며, 동네에서 매년 제(祭)를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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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말에 마을유지 다섯분이 마을의 부
귀다복을 위해 마을주위에 느티나무 한 그

산의 형상이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모양이
라 하여 생긴 이름이다.

루씩을 심어 마을수호신 역할을 하도록 하

새남이의 옛이름은 오여동(鳥餘洞)으로

였는데 이를 오수정(五樹亭)이라고 한다.

당시 太氏, 魚氏가 대촌을 이루야 약 300

그리고 미미골은 옛날 양반이 많이 살고 있

호정도 살았는데 상촌, 중촌, 하촌에 각각

어 이들이 지은 이름으로 산세가 아름답고

100호씩 살았다고 한다. 상촌은 상류층이

수려하기 때문이다. 붕데미(부루담)는 옛날

상주하였고 중촌은 일반 중류층야, 하촌은

이여송장군이 칼로 산을 베어 못을 메웠다

천민, 상민이 살았다.

는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거창하던 동리가 일시에 망하게 되었는
데 그것은 태씨, 어씨인 상촌, 중촌사람들

다. 안도(安道), 앳길 : 군북면 중암리 안도
면사무소 북쪽 우시장이 있는 마을이 안
도이며 옛 이름은 아도(阿道)였으나 1586
년 한강(寒岡) 정구(鄭逑)에 의해 개명되
었다. 선비들이 많이 살았으며 토지가 비
옥하여 안도를 한 때는 앳길 또는 유암(流
岩)이라고 불렀다.
상촌, 중촌, 하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중촌 뒷산에 300여년생 당산나무(소나무)
가 있는데 옛날부터 동신제를 지내왔다. 나
무가 너무나 커서 가지가 모두 아래쪽으로
향하고 땅을 덮을듯이 늘어져 있어 6·25
동란때 마을사람들 모두가 이곳에서 피난
하였다고 한다.

라. 새남이(鳳南) : 군북면 소포리 봉남
새남이는 군북공설운동장에서 철길건너
에 있는 마을로 풍수지리학적으로 마을뒷

의 횡포가 날로 심하여지자 이 곳을 지나던
어느 대사가 이들의 횡포를 막고자 “마을이
름을 봉천동(鳳天洞)으로 바꾸면 큰 인물이
나올 지세다”라고 하여 마을어귀 암벽에다
봉천동이라 새기고 떠났다고 한다.
그 후로 동네가 차츰 황폐해져 폐동이 되
었다는 이야기가 전하는데 그것은 원래 봉
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의 이 마을이 봉이
알을 떠나 하늘을 나르게 되자 알이 부화하
지 못하고 썩어버리는 격이 되니 마을이 망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봉천동이라 새긴 돌을 보이지 않
게 덮어 메워 두었으며, 봉남으로 동명을
고쳐 부르고 있다.

마. 삼신산(三神山) : 군북면 사촌리
삼신산은 사촌(舍村)을 둘러싸고 있는 세
곳 산을 말하며 상데미산, 골새미산, 북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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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이 그것이다.

원선생이 어린시절 어머니를 모시고 이 곳

북데미산은 사촌, 동촌을 비롯하여 춘곡,

을 지나던 중 피로가 겹치고 배가 고파 오

혈곡과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봄부터 가을

곡뒷산에서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까마귀

까지 4개동 청년과 목동들이 이곳에 모여

가 날아와 하늘위로 빙빙 돌더니 선생앞에

힘겨루기 등 놀이를 해왔고 특히 백중날(음

사뿐히 내려앉아 닭다리를 물어주고 날아

7월 15일)이면 산정 평평한 곳에 150여명의

갔다고 전한다．

장정들이 모여 씨름대회를 하면서 북과 꽹

최치원선생의 모자는 목적지인 통영까

과리를 치며 흥겹게 놀며 우의를 다지기도

지 무사히 도착하였다 하며 그후부터 오곡

했으나 그 풍습도 사라져 옛이야기가 되어

이라 불렀다고 하며, 또한 오곡 뒷산의 생

버렸다.

김새가 까마귀 두 마리가 짓을 펴고 나르는

북데마산과 남쪽으로 이어진 산을 금오
산(金五山) 또는 사촌동산이라 부른다.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하여 한강 정구선생이
이름지었다고도 한다.

이 산등성이는 자라등처럼 생겼으며 산
앞에 연못이 있어 그 연못에 금빛 자라가
살고 있었으므로 금오산이라 했다. 자라가
살았다는 연못은 해방 후 없어지고 그 자리
에는 대밭과 잡목이 무성하다. 삼신산 중
제일 남쪽에 위치하고 최고봉인 상데미산
은 의상대 뒷산이며 마을의 길흉화복을 관
장한다고 믿어 옛부터 풍년을 기원하고 마
을의 재앙을 막아 달라는 제사를 정성껏 지
내왔다고 한다.

사. 피바구(血岩) : 군북면 오곡리
피바구는 상데미 남쪽(원효암 뒷산) 1km
떨어진 써리봉에 깍아지른 암벽으로 군데
군데 피가 흘러내린 흔적과 같은 붉은 반점
과 슬픈 사연이 사려있다.
옛날 오곡마을에 대단히 아름다운 처녀
가 살았다. 이 처녀의 자태가 너무나 아름
다워 인근 총각들의 사모의 대상이 되었으
나 처녀의 마음에 드는 총각은 한 사람도
없었다.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 혼기(婚期)

바. 오곡(烏谷) : 군북면 오곡리

를 넘기려하자 마음이 초조해지고 있었다.

면소재지에서 약 6km정도 동남쪽으로

그러던 어느날 둥근 달이 상데미산 위에 얼

들어가면 사방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골

굴을 내밀던 초여름날 밤 처녀는 집 앞에서

짜기에 자리잡은 오곡동이 있다. 당초에는

달을 바라보며 저 달만큼 잘 생기고 씩씩한

오실이라 불리어져 오다가 신라 고운 최치

백마의 기사가 자신 앞에 나타나 주길 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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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을 때 홀연히 미남

비바람이나 풍화작용에도 그 흔적이 없어

청년이 처녀 앞에 나타났다. 청년은 오래전

지지 않아 이후부터 이 바위를 피바위라 부

부터 처녀를 사모해 왔노라마 고백하며 유

르게 되었다고 한다.

혹하니 처녀는 그만 총각에게 혼이 빠져 버
렸다. 그리하여 산책길에 오른 두 청춘남녀
는 달 밝은 밤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사랑
을 속삭이다 보니 어느새 피바위까지 오게
되었고 달은 벌써 서쪽 쇠단산너머로 숨바
꼭질하고 있었다.
정신없이 총각의 품에 안겨 미래의 단꿈
에 빠져있던 처녀는 답답하고 싸늘함에 정
신을 차려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자신을 감
고 있지 아나한가, 깜짝놀란 처녀는 두려움
에 떨며 필사의 몸부림으로 빠져 나오려하
자 구렁이는 다시 총각으로 변신하여 수년
동안 그대를 사모한 나머지 사람으로 변신

아. 와골(瓦谷) : 군북면 오곡리
오곡동 일명당 뒷편에 와골(瓦谷)이라 불
리우는 조그만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곳을 이
지방사람들은 왜골이라 부르지만 와골이
와전된 듯하다.
와골은 옛날에 기와를 굽던 곳으로 숯과
와편(瓦片)이 곳곳에 흩어져 있고 당시의
기와편도 남아 있다. 일명당 위에 콩밭골과
골마을(谷村)사이에 400년쯤으로 추정되는
당산나무가 있으며 이 곳에서 매년 정월 대
보름에 돼지를 잡아 정성껏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동신제를 지낸다.

하여 사랑을 고백하게 된 것이니 애틋한 사
랑을 저버리지 말기를 간절히 애원하였다.
그러나 두려움과 비탄에 북받힌 처녀가
냉정히 거절하자 화가 난 총각은 처녀를 강
간하려 하였다. 이어 강간하려는 총각과 당
하지 않으려는 처녀의 치열한 사투가 바위
위에서 벌어지게 되었다.
날이 밝자 처녀가 행방불명이 된 것을 안
부모와 동네사람들이 온 산을 찾아 헤매다
가 이 바위 위에 이르니 처녀와 구렁이가
유혈이 낭자한채 이미 죽어 있었다 한다.
이들의 피가 암벽을 타고 흘러 굳어진 후

자. 백이산(伯夷山)과 숙제봉(叔齊峯) : 군북
면 명관리, 사촌리

백이산은 명관리 평광동의 뒷산이며, 사
촌리 사촌동의 앞산이기도 하다.
은(殷)나라 고죽국(孤竹國) 왕자였던 청
절지사 백이, 숙제 형제의 인의(仁義)를 본
받은 어계 조려선생이 은둔하여 보냈던 산
을 백이산, 그 옆에 있는 봉우리를 숙제봉
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백이산 동쪽기슭에
구 서산서원(舊西山書院)이 있는데 이 서원
은 생육신(生六臣)의 한 분이신 어계(漁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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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려(趙旅)선생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후

사라지고 사이좋은 이웃이 되었다. 이러한

손이 세운 것으로 선생은 세조가 단종을 폐

행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것이다.

위시키자 그 불의에 항거, 낙향하여 끝내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지키면서 출

타. 와룡정(臥龍亭) : 군북면 월촌리

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월촌초등학교 뒷편 남강변에 병풍처럼
둘러쳐진 절벽위에 위태롭게 서있는 장자

차. 죽산(竹山) : 군북면 모로리 죽산

가 있다. 그 아래로 강물이 흐르고 이곳의

죽산은 모로동 북쪽 월촌으로 넘어가는

산세가 용이 누워있는 모습이어서 와룡이

고개아래에 위치한 마을로 대나무가 전체

라 하였고 용두(龍頭)위에 지어진 장자를

를 둘러싸고 있다하여 유래되었다고 한다.

와룡정이라 한다.

월촌(대뫼)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름이 도둑

와룡정은 조선 헌종때 죽남에 살던 황기

고개인데 옛날 이곳에 도둑이 많아 오가는

익이라는 선비가 산수 좋은 강변에서 과거

행인들을 약탈했다고 전해진다.

공부를 하였다. 그후 많은 문하생과 같이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제자인 홍철태(洪哲

카. 월촌(月村) : 군북면 월촌리
월촌은 남강을 사이에 두고 의령과 경계
하는 곳으로 당초는 월라촌(月羅村)이라고

泰)는 급제하고 스승인 황기익은 낙방하여
비통해하니 홍철태가 스승을 위해 이 정자
를 지어 주었다고 한다.

했다. 이곳의 특산물은 수박이며, 뜬늪이라
불리어지는 평야의 대규모 비닐하우스 단
지내에서 생산된다.

파. 박실(朴谷) : 군북면 박곡리
박실은 방어산 서북쪽에 있는 배산임수(

월촌정류소 맞은편에 어사비라는 조그만

背山臨水)의 천혜의 땅에 위치하여 첫눈에

비석이 하나 있는데 이 비문은 조선 영조시

사람이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것을 알 수

대의 사람인 어사 박문수가 팔도를 암행하

있다.

다가 월촌지방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당

박곡들은 옛부터 발채라 하였다. 이것은

시 월촌과 의령간에는 오래전부터 있어온

들이 모래땅으로 되어 있어서 물이 빨리 빠

논쟁의 대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함안과 의

지는데서 유래한다. 박실이란 들이 넓고 강

령의 경계구분이었다. 이것을 박문수가 지

을 끼고 있어 항상 땅에 물기가 많았기 때

혜롭게 해결해 주므로써 두 마을의 불화는

문에 질박할 박(朴)자를 써서 박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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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한다.

다. 현개는 마을사람들의 상수원으로 사용
되고 있다.

하. 수곡(藪谷) : 군북면 수곡리
수곡은 면소재지에서 서북으로 7km정도

더. 방어산(防禦山), 마당바위 : 군북면 하림리

떨어져 있고 박곡리와 영운리 사이에 있는

면소재지에서 서쪽으로 펼쳐져 있는 산

1개 리 1개 동이다. 수곡이란 늪이 하도 많

이며, 해발 530m의 산으로 정상 아래에 15

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예전에는 거의가 늪

평정도의 넓다란 바위가 있고 바위 가운데

이었으나 지금은 옥토로 변하였다.

에는 말 발자국이 있으며, 이것은 용마(龍
馬)의 족적(足蹟)이라 전한다. 정상으로 올

거. 지곡동(知谷洞) : 군북면 영운리 지곡

라가려면 이 바위 아래의 1명정도 기어올라

지곡동은 군북면 소재지에서 북쪽으로

갈 수 있는 입구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된다.

6km정도 떨어진 마을로 지실이라고 부른

이곳은 진정 천하의 요새로서 안쪽 바위

다. 지곡은 조선 선조때 함안군수로 재직

가 마당처럼 넓적하여 100명정도 넉넉히

하셨던 한강 정구선생이 이곳 출신인 도암(

앉아서 회의를 할 수 있고, 사방 주위에는

道岩) 이희성(李喜誠)선생과의 교우가 좋아

수십 길의 층암절벽으로 그 누구도 오를 수

그의 학식을 높이 평가하시어 지(知)자를

없으며 수비가 용이하게 되어 있다.

써서 이름지었다 한다.

러. 어속고개(於束峴) : 군북면 원북리
너. 우계(愚溪) : 군북면 하림리

어속고개를 어시기재 또는 어실이고개라

구하림초등학교에서 서북쪽으로 1km정

고도 하는데 옛부터 골이 깊고 외진 곳이어

도 가면 우계마을이 나오는데 옛날 이 고장

서 화적떼가 출몰하여 혼자서 고개를 넘다

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너무나 현명하고 상

가는 봉변을 당하기 쉬우므로 여러사람이

대적으로 동네의 골짜기가 우둔해 보였기

무리를 지어 넘어가는 고개라하여 어속이

때문에 우계라 했다고 한다. 숙호산(宿虎山

라 부른다고 전한다. 이 고개는 태실(台谷

)이란 마을주변을 둘러싼 산의 중턱에는 약

)에서 남서쪽 1km정도 올라가면 진주시와

샘이 있는데 조선중엽 모진 피부병을 가진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큰 어속, 작은 어속

환자가 이 샘에서 목욕을 하고 나았다고 한

고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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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수면(法守面)
법수면은 의령군 정곡면과 남강을 경계
하고 있으며, 옛날에는 저습지였으나 오늘
날은 군내에서 수리시설이 제일 발달된 지
역이다. 당초에는 마륜리와 대산리(大山里)

약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멍에골은
법수산에서 내려다보면 마을을 둘러싼 산
기슭의 형태가 소 멍에와 유사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가곡은 멍에 가(駕)자와 골 곡(谷)
자를 사용한 한자어이다.

로 나누어져 있었고 후에 리가 면으로 개칭
되어 마륜면은 주물, 우거, 윤내, 윤외리를

나. 매바위(鷹岩) : 법수면 강주리

대산면은 강주, 대송, 백산, 사정, 황사 등

매바위를 흔히 매바구라 발음하는데 마

을 관할하였으며, 1914년 두 면을 병합하여

을을 둘러싼 산이 매처럼 생기고 바위가 많

법수만이라 개명하였다.

은 암산(岩山)이어서 매바위라고 불려지게

법수면은 법수산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

되었으며, 한자로 옮긴 것이 응암이다. 매

라지만 유래를 달리하고 있다. 그 하나로

바위의 뒷산에는 생육신의 한 사람인 어계

‘法’자는 물을 잘 이용하고 다스려 그 피해

조려선생의 묘가 자리잡고 있다. 이 묘자리

를 막고자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하며, 또

는 선생이 직접 구했다고 전해지는데 ‘세상

다른 유래는 불가에서는 석가모니이하 모

강물이 모두 마른 후에야 내 자손이 망한

든 부처를 불보(佛寶), 불경을 보배로 보

다’라고 했다고 한다.

는 법보(法寶), 불도를 닦고 펴 세상의 본

이 묘지에 전해오는 이야기는 수천마리

보기가 되는 승보(僧寶), 이 세 가지를 삼

의 쥐가 여항산에서 산세를 타고 내려와 매

보라 한다. 법수(法守)는 ‘부처님의 법을

바위 앞들에서 곡식을 먹는데 건너편 의령

잘 따르고 잘 지키는 현’이란 뜻에서 법수

군 정곡면 괭이산의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

면이라고 했다고 한다.

으려 하나 남강이 가로막아 고양이의 침입

고려때 법수산일대에 많은 사찰이 있었

을 막는 형국의 지세로 명당으로 알려진 곳

다고 전하나 그 흔적은 찾을 길이 없고 산

이며, 함안조씨의 번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아래에 절골, 법당골, 부처골 등 사찰과 관

하겠다.

련된 지명만이 전한다.

다. 마륜(馬輪) : 법수면 윤내리, 윤외리
가. 멍에골(駕谷) : 법수면 강주리 가곡동
망에골은 법수먼 소채지에서 서쪽으로
980

마륜은 법수면의 동부지역으로 흔히 ‘마
른’이라고 부른다. 이 지역은 원래 늪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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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밭지대로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으나

이물리(泥勿里)란 남강주변이 거의 모래

구한말 제방을 쌓으면서 마을이 형성되었

지만 이곳만은 유독 진흙이라서 진흙이(泥

다 한다.

)자를 사용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 이

마륜이란 지명은 말이 짐을 싣고 가다가

나루앞에 나루의 이름을 딴 풍탄정이 있다.

그 짐이 벅차 수레가 굴렀다 하여 불리워졌
고 마태산(馬駄山)은 말이 중요한 교통수단
으로 이용될 때 이 산으로 자주 넘나들면서
붙여진 지명이라 전한다.

바. 물레고개(文峴)와 가락등 : 법수면 대송리
대송리의 뒷산을 강석산(姜石山)이라 한
다. 이 산은 우리네 할머니가 물레를 잦으
며 길쌈을 하는 듯한 형상들을 하고 있어

라. 악양(岳陽) : 법수면 윤외리

물레고개, 앗시고개, 할미고개, 가락등, 덕

악양은 가야읍 북쪽 약 6km 떨어진 곳에

고개 등의 지명들이 있다.

있는 마을로 악양제방을 등지고 일렬로 있

물레고개란 지금의 문현동을 가르키는

어 앞뒷집이 한 채도 없는 것이 특색이다.

것으로 물레곡, 물레골이라고도 부른다. 가

1920년 제방을 쌓기 전에는 사람이 거의 살

락이란 물레를 돌려 실을 뽑아 감는 기구를

지 않았으며, 중국의 명지인 악양과 대등할

말한다. 가락등은 지형이 가락과 닮아 붙여

정도로 경치가 수려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

진 이름으로 문현과 대평사이의 대평늪 북

이다.

쪽산이다. 가락등은 우리나라 8대 명당 중

강 건너에는 악양루가 남강의 거암단애

의 하나로 손꼽고 있다.

에 건립되어 아래의 남강과 가을 황금빛 들

명당자리는 광주안씨(廣州安氏) 선대(先

판, 서쪽 강을 따라 형성되는 낙조(落照)는

代) 묘를 안장했다. 그후 안씨집안의 7형제

과히 절경을 이룬다.

가 모두 장원급제를 하였고 조정에서는 역
적이 나올까 두려운 나머지 묘소를 조금 아

마. 풍탄진(楓灘津) : 법수면 주물리
풍탄진을 이물리나루라고도 한다. 이곳
은 함안과 의령군 정곡면을 잇는 중요수로
로 육로의 약 10배를 단축시키는 지름길이
며, 얼마전가지만 해도 도선(渡船)이 승객
을 태운 버스를 건너주곤 했다.

래로 이장을 하였더니 12개의 묘지 중 마지
막 묘에서 2마리의 학과 잉어 한 마리가 나
왔는데 잉어는 대평늪숲으로 학 한 마리는
앞산으로, 또 다른 한 마리는 외범산으로
날아가 버렸다고 전한다. 문현초등학교 앞
의 늪은 기름종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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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이 잘 돌아가게 기름을 치는 것이라 한

보며 걸을 하다가 그의 충심을 시로 읊었는

다.

데 그 싯귀중의 두(頭)자와 절을 했다는데
서 배(拜)자를 따온 것이 지명의 유래라 한

사. 외범산(外虎山) : 법수면 대송리

다.

외범산은 일명 일호산(一虎山)이라고 부
른다. 의령군 정곡면의 암호랑이 꼬리를 닮

자. 비아동(飛鴉洞) : 법수면 황사리

은 호미산을 바라보며 숫호랑이가 포효하

비아동은 황사동의 옛 지명이다. 마을의

듯 크게 입을 벌리고 있는 형상이어서 외범

형태가 U자처럼 생겨 서쪽만 트이고 언덕

산이라고 한다.

으로 둘러싸여 있다. 마을의 이런 생김새가

호랑이 콧등에 해당되는 곳이 명당이라

기러기가 줄을 서서 날아가는 형상이라 하

하여 많은 사람이 찾으려 애썼으나 찾지 못

여 지어졌다고도 하고 한편에는 옛날 앞 들

하다가 정곡면의 한 상주가 부친상을 당하

에 갈가마귀가 많이 날아들어 붙여진 것이

여 묘지를 찾으러 나섰다가 포수에 쫓기는

라고도 한다.

여우를 방갓으로 숨겨 구해 주었더니 은공
갚음으로 명당자리를 가르쳐 주어 묘를 쓴
후 그는 만석군이 되었다고 한다.

아. 두배(頭拜) : 법수면 사정리
법수면 소재지 북쪽 4km 떨어진 남강변
에 위치한 마을로서 현재 행정상 명칭은 토
현(土峴)이다.

5. 대산면(代山面)
대산면은 군의 북부에 위치하며 의령군
지정면과 남강을, 창녕군 남지읍과는 낙동
강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두 강은 장암에
서 합쳐진다.
당초에는 대산리(代山里)로서 함안에서
제일 큰 리였으나 면으로 호칭되면서 내대

마을뒷쪽 문현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는

산면(부목, 대사, 평림, 구혜, 장암)과 외대

골짜기가 깊어서 용이 나고 용은 곧 왕이므

산면(산서, 옥열, 서촌, 하기)으로 분리된

로 고개이름을 왕재(王嶺)라 불렀다고 전하

다. 1914년 부, 군, 면 폐합시 내·외대산면

며, 왕재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삼정승을 뜻

을 병합하여 대산면이라 이름하여 출범하

하는 삼상골, 왼쪽은 국가행정을 맡아보는

였다.

조정을 뜻하는 조정골이라 불리워졌고 조
선 인조 3년 송지헌공이 왕재(王嶺)을 바라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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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북이 낮아 물이 남에서 북으로 역류하
는 관계로 지형이 낮고 산이 적은 북쪽지세
를 뜻으로 높이고자 대산(代山)이라 했다.
대산면의 평야지대는 해발 7m내외이고 제
방축조 이전에는 메기가 침만 뱉어도 홍수

다. 사우실(沙谷) : 대산면 대사리
사우실은 안곡산 서북편에 위치하며, 지
금의 대사리 대사동으로 원래는 그릇 굽는
가마터가 있었다고 해서 사기실 또는 사기
소(沙器所)라 하였다.

가 진다 하였으며, 홍수로 물바다를 이루는
곳이었다.

가. 부촌(富村) : 대산면 부목리
부촌은 부목리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마
을이며, 일제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부
자동네라고 붙여진 이름이다.

라. 도둑골 : 대산면 대사리 및 산인먼 운곡리
대사리에서 칠서, 칠원, 산인으로 통하는
그리 높지않은 고개가 도둑골이다. 옛날에
는 산적이 많이 출몰했던 곳이라 하여 붙여
진 이름이다. 활빈당골, 도덕골, 또는 대통
골이라고 한다.
활빈당이란 의적이 있었다는데서 기인된

나. 마산과 갈마산(渴馬山)

것이며, 왜정시대 때 애국지사가 활동하던

갈마산은 마산동의 뒤산으로 걸매산이라

곳이란 이야기도 전한다.

고도 부르며, 옛날 허허벌판에 말의 형태와

도덕고개란 이 고개를 넘을 때 서로 도와

비슷한 산이 남강변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

주며 넘는다 해서 도덕고개라 대통골이란

는 것을 보고 빨래하는 젊은 아낙네가 산이

대통처럼 골짜기가 좁고 길게 생겼기 때문

걸어간다고 외치자 산신령이 “방정맞은 아

이라고 한다.

녀자”라 하면서 메고 가던 산을 버려두고
떠났다고 전하는데 그후 동네사람들이 말
이 목마르면 안된다하여 말의 입모양처럼
생긴 곳에 두 개의 웅덩이를 파서 목마른
알이 물을 먹도록 하였다.
심한 가뭄에도 이 웅덩이의 물이 마르지
않아 갈마정(渴馬井)이라 불렀으며 마을이
름도 산의 명칭을 따서 마산이라고 한다.

마. 평림(平林) : 대산면 평림리
평림은 면소재지에서 동남쪽으로 약
1.5km정도 떨어진 마을로 옛날에는 마을
전체가 버드나무의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
어 평숲으로 불리었다가 후에 평림으로 고
치게 되었다.
옛날에는 이 마을 집집마다 울타리가 하

983

14

民俗·地名由來

나도 없었는데 한 번은 밤에 도둑이 들어

하루는 어떤 초부(樵夫)가 정자위에서 잠이

솜을 훔쳐가다가 숲을 벗어나지 못해 같은

들었는데 3일간이나 깊은 잠에 빠졌다는

곳을 맴돌다가 아침에 잡혔다는 얘기가 있

이야기만 무성할 뿐 형체는 간곳이 없다.

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지금은
담장이 있다.

아. 장자늪의 전설과 애기당 : 대산면 서촌리
장자늪은 서촌동에서 의령으로 가는 중

바. 고종산(鼓鍾山) : 대산면 평림리

간지점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평림리 고원마을의 뒷산으로 해발 180m

온다. 옛날 매우 지독한 구두쇠같은 장자라

의 부채모양의 산이다. 신라시대 건립된 평

는 부자가 이곳에 살았다. 어느 날 스님이

림사란 대사찰에서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시주를 청하니 시주는 커녕 거름을 뒤얹게

기원하는 북과 종을 매일 울렸기 때문에 불

하였다.

려진 이름이다. 임진왜란으로 불타고 빈터

장자의 며느리가 몰래 시주를 하였는데

만 남아 있으며, 산 정상에는 큰 고둥 한 쌍

스님은 며느리에게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이 있어 지세를 바로 잡았다고 하는데 그

자기를 따라오라 이르고 산으로 떠났다. 스

고둥이 살던 웅덩이는 겨우 흔적만 남아 있

님을 따르던 며느리는 궁금하고 걱정이 되

다.

어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대로 굳어 돌이 되

고종산에는 특히 돌이 많은데 몽고군의

었고 장자의 집은 물속에 잠겨 늪이 되었

침입당시 안곡산에 진을 친 적과 대항해 이

다. 이 늪에서는 놋그릇, 유기그릇들을 많

산에 진지를 구축하고 돌을 주요 무기로 하

이 건져 올렸으나 그때 마다 커다란 구렁이

여 싸웠기 때문에 돌이 많이 모인 것이라

가 칭칭감고 있어 다시 늪에 넣어 주어야만

한다.

했다고 전한다.
한편 스님이 장자 며느리를 불쌍히 여겨

사. 수하정(袖下亭) : 대산면 평림리 취무동
취무(吹舞)라는 동명은 선인이 춤을 추고
옥녀(玉女)가 거문고를 타는 형상이라 하여
지어진 것이다. 옛날 이 마을 앞에 수하장
이란 큰 정자나무 한 그루 있었는데 논 서
너마지기를 덮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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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옥열(玉悅) : 대산면 옥열리
산인에서 대산으로 가는 길의 첫번째 마
을로서 옛날에 오씨성을 가진 사람이 많이
살아서 오씨실, 옥이실로 되었다가 옥열로
되었다고 하며, 옥산과 이열의 2개동의 글
자를 따서 옥열이라고 부른다는 말도 있다.
옥산동에 속하는 자연마을 중에 효사동
이 있는데 이곳에 살단 숙종때 선비 안국장

시묘(侍墓)를 살면서 지극한 정성으로 모시
고 있었다.
그때 이 산에 살고 있던 호랑이 한 마리
가 선비의 효성에 감복하여 옆에 샘을 파주
고 같이 자면서 선비를 지켜주었다. 그때
호랑이가 팠다는 샘이 아직도 남아 있으며
그 선비의 뜻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비석도
남아있다.

(安國章)이 효행과 우애가 뛰어나 안렴사
(按廉使)로 왔던 어사 박문수가 칭송한 바

카. 터무(墓武) : 대산면 하기리

있으며, 관찰사 조현계의 천거로 영조때에

면소재지에서 북쪽으로 약 2.5km 떨어

대동미와 함께 효우자(孝友者)라는 호를 하

진 대산에서 제일 소득 높은 마을로서 지금

사받았고 이때부터 이 마을이 효자가 많이

의 기동을 중심으로 서촌, 동촌마을을 합하

난다하여 효사동(孝思洞)이라 부르게 되었

여 터무라고 부른다. 옛부터 문무를 겸비한

다.

학자가 많이 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 바
로 터무이다.

차. 이열(耳悅)과 호랑이 샘(虎井) : 대산면
옥열리

타. 송도나루(松島津) : 대산면 구혜리 구혜동

옥산마을에서 약 1.5km정도 들어가면 옥

송도나루는 대산면과 의령군 지정면을

녀봉이 있고 그 아래에 있는 마을이 이열이

연결하는 나루였으나 지금은 교량이 가설

다. 옛날에 옥같이 예쁜 여자가 옥녀봉위에

되어 나루의 구실은 없어지고 양쪽 강변에

서 풍월을 읊자 취무마을에서 이 소리를 듣

횟집이 있어 옛 풍취를 느낄 뿐이다. 함안

고 춤추고 나팔을 부니, 이 마을사람들이

의령간에 나루의 주도권 시비가 있어 대구

듣고 기뻐한다고 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다.

감영에 상고하여 ‘馬山은 산야(山也)니 무

이열의 소이동(小耳洞) 뒷산 골짜기에 호

주(無舟)라도 可行이요, 송도는 島也니 無

랑이 샘이 있는데 조선 숙종때 효정 이 지

舟변 不可行이라’하여 주권(舟權)을 함안에

극한 한 선비가 매봉산아래에 살았는데 부

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한다.

모님이 돌아가시자 불효막급을 자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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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용화산(龍華山) : 대산면 장암리, 칠서면 계
내리

교통의 입지조건이 좋아 앞으로 발전 가능
성이 높은 면이다.

용화산은 대산면 장암리에서 칠서면 계
내리에 걸쳐 있고, 남강과 낙동강이 북쪽

가. 빈대재(嶺) : 칠서면 회산리 어령동

산기슭에서 합강(合江)되어 기암절벽을 이

어령동 맞은편 능선서쪽 2km에 위치한

루어 옛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며 수업하던

산고개로서 옛날에는 고개아래에 농사를

합강정(合江亭)과 반구정(伴鷗亭)이 있다.

짓고 사람들이 살았다고 전한다. 이 저수지

옛날 일곱마리의 용이 승천하였다고 하

위 고개마루에 절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

여 용화산이라 부른다. 용화산은 봉우리

이 절에 빈대가 너무 많아 살 수가 없어 절

가 매우 묘한데 99곡 99봉을 이룬다. 어찌

을 대우고 스님들이 떠나 버렸다고 하는데

하여 100곡 100봉이 되지 않았는지 아쉬울

그후부터 이 고개를 빈대재(고개)라고 부르

뿐이다. 용화산에는 사람을 해치는 짐승이

고 있다.

하나도 살 수 없다는 전설이 전해 온다.

나. 회문(會文) : 칠서면 회산리 회문동

6. 칠서면(漆西面)

회문동은 칠원면 유원에서 대산으로 가

칠서면은 칠원현의 서면(西面)이던 것을

는 첫째 마을로 한 도사가 풍수지리를 본결

1895년 5월 현이 군으로 승격되면서 부터

과 동쪽에는 작대산이 마주보이고 마을앞

칠원군 서면이 되었다가 1906년 칠원군이

에는 광려천이 유유히 흘러 앞으로 문인(文

함안군에 병합되므로써 함안군 칠서면이

人)이나 선비들이 많이 배출될 것이라 하여

된다. 칠서는 칠원읍성의 서쪽에 위치하였

이름을 회문이라고 지었다 한다.

다 하여 서면이라 하였고 광무 10년(1906)
9월 14일 칙령 제96호로 폐군이 된 칠원의
고지(故地)인 관계로 칠자를 넣어 칠서라
하였다.

다. 안곡산(安谷山) : 칠서면 회산리, 대산면 대
사리

안곡산은 임란전까지 안곡이라 불렀고

낙동강변에 위치한 칠서는 늪지를 개발

임란 후부터는 안국(安國)으로 불렀다고 한

한 지방공단 조성사업이 완공단계에 있으

다. 임란당시 안곡산에는 조선군이, 남쪽

며, 구마고속도로가 면 중심을 관통하는 등

의 무릉산성엔 왜군이 주둔하였는데 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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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왜군이 패퇴하니 나라를 안정케 하

어느날 나무군이 크고 탐스런 고둥을 잡

였다 하여 안국산이라 개명하였다고 하며,

아 왔는데 갑자기 천둥번개와 비바람이 휘

더욱이 6·25사변시 안곡산을 사이에 두고

몰아쳐 이상한 생각에 고둥을 제자리에 갖

미군과 인민군의 치열한 접전끝에 인민군

다 놓았더니 금시 멈추었다 한다. 그 후부

이 전멸되었는데 이는 안국산의 영험과 산

터 영험한 고둥이 사는 산이라 하여 고둥산

신의 돌봄이라고 믿고 있다.

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산에는 산성과 봉수대가 병존하며 산
정상부에 토석혼축성(土石混築城)이 칡덩
쿨에 덮혀있다.

바. 무릉(武陵) : 칠서면 무릉리
조선 중종때의 거유이신 주세붕선생이
지은 동명으로 사람들이 화목하고 행복하

라. 산성마을(山城洞) : 칠서면 무릉리 산성동

게 살 수 있는 이상향(理想鄕)의 마을임을

칠원면 소재지 아래 운서천 건너 칠원고

나타내기 위하여 중국고사인 무릉도원에서

등학교가 있는 마을이 산성동이다. 마을 앞

따온 이름이라 전한다. 주세붕선생이 기념

산이 성산(城山)이며, 그 밑으로 국도 5호

식수한 은행나무는 오늘까지도 왕성한 세

가 지나간다. 이 산 정상에는 무릉산성이

력으로 자라고 있다.

있으며, 서쪽 회산리의 안곡산성과는 호각
지세를 이루는데 정이 있는 마을이라하여
마을이름을 산성이라 하였다.

사. 구곡(龜谷) : 칠서면 구포리
구곡동은 당초에 구사곡(久俟谷)이라 하
였는데 조선조 광해군때 한양에 살던 곽유

마. 성산(城山) 또는 고둥산 : 칠서면 무릉리

도(郭有道)란 분이 역적으로 몰려 피신해

칠원면 소재지에서 운서천을 건너면 칠

살던 곳으로 그의 아들이 문과에 급제하자

서면 무릉리 산성마을이며, 이 마을 뒷산이

그의 호 구사당을 따서 구사곡이라 불렀다

성산이다. 산이름을 성산이라 한 것은 산에

고 한다.

성이 있기 때문이며 이 산성은 토석혼축성

조선말기에 와서 마을앞산이 자라와 같

이다. 또 이산을 고둥산이라고도 하는데 옛

이 생겼고 이웃마을들은 산골이 없는데 반

날에 황새가 고둥을 물아 왔다가 정장 중앙

해 이 마을만은 산골짜기가 있어 구곡이라

에 있었다는 우물에 빠뜨리게 되자 고둥이

했다.

많이 번식하여 어린아이 주먹만큼 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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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유계(柳溪)의 말무덤등 : 칠서면 구포리 유
계동

유계동 북쪽의 제일 높은 산봉우리를 말
무덤등이라 한다.
옛날 장수가 명마를 타고 이곳을 지나다

차. 창동(倉洞) : 칠서면 천계리 창동
창동은 칠서면사무소 소재지 마을로 3개
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시대 정
부양곡을 보관하는 곳집(倉庫)이 있어 옛부
터 창동이라 불러왔다.

자기의 말과 화살의 속도를 시험하였다. 말
은 화살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뒤
에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다. 장수
는 애통해 하며 명마를 그곳에 묻었는데 그
후부터 이곳을 말무덤등이라 부른다.

카. 강태(康泰) : 칠서면 태곡리 강태동
이 마을은 풍수지리학장 배설(舟說)이라
하여 마을 어디든지 땅을 파면 물이 솟아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으나 배바닥에 구멍
을 내는 격이 되어 좋지 못하다 하여 지금

자. 천계(天界) 계명산(鷄鳴山)과 구인봉(
九人峯) : 칠서면 천계리

은 거의 메워버렸다.
마을 앞에는 안곡산이 가로막아 풍랑이

칠서초등학교가 있는 마을이 천계동이

나 파도의 우려도 없고 산너머로 낙동강과

며, 뒷산을 계명산이라 하는데 계명산 기슭

들녁이 훤히 트여있어 한발과 풍파없이 세

에서 흐르는 물이 너무나 맑아 청계(淸鷄)

세손손 태평성대하야 잘 살 수 있는 마을

마을이라 불렀다. 그러나 일제시대 관리들

이라 하여 강태라 하였다.

이 청계(淸鷄)는 획수가 많아 쓰기 불편하
여 천계(天界)로 고쳐 불렀다.
계명산은 옛날 계명산뒤의 민가에서 키
우는 닭의 울음소리가 산을 타고 넘어 들려
왔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라 전한다. 구인
봉이란 계명산의 정상 봉우리로서 이 산의
정기를 타고 장차 아홉 인재가 배출할 것이
라는데서 비롯되었다고 전한다.

타. 진동(津洞)과 웃개나루(上浦) : 칠서면 계
내리 진동

구마고속도로 남지대교에서 서쪽 500m
에 있는 나루터마을이 진동이며, 옛날에는
이 나루터를 우질포(千叱浦) 또는 상포(上
浦)라 하였고 나루터마을이란 뜻에서 일제
시 진동이라 했다. 옛날의 진동은 영남일대
중심나루였으며 한창 번성할 때는 200여척
의 돛단배가 분주히 왕래하였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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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산은 제비가 날아가는 모양을 하였다

북면이라 하였다가 광무 10년 9월 14일 칙

하여 제비산이라 하였으며, 주세붕선생의

령에 의해 폐군이된 칠원의 고지(故地)라

묘소가 있다. 진동마을의 낙동강 상류쪽에

하여 칠(漆)자를 더해 칠북이라 하였다.

는 기암절벽으로 우뚝 솟은 경양대(景讓臺
)가 있다. 이 경양대는 선비들이 풍류를 즐
기면서 월주(月舟)를 구경하며 시를 읊던
장소였을 뿐만아니라 인근마을의 놀이터였
다. 칠원읍지(漆原邑誌) 고적조(古蹟條)에
이첨(李詹)의 시가 실려있다.

가. 화천(化川) : 칠북면 화천리 화천동
화천마을은 면소재지에서 서쪽으로
0.7km정도 떨어진 평야마을로 산을 등지
고 남쪽을 항해 위치하고 있다. 옛날 이 동
네 바로 앞에 큰 시내가 흘렀고 시내를 따
라 수양버들이 많이 있은 관계로 류천(柳川

파. 이릉(二琥)과 용성(龍城) : 칠서면 이룡리,
용성리

칠서면소재지 북동 6km정도의 낙동강변

)이라 불렀다. 그후 이 시내가 마을 뒤로 흐
르고 수양버들이 없어짐에 따라 동명(洞名)
을 화천이라 부르게 되었다.

넓은 들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마을이 이룡

화천마을은 농악이 유망한데 매년 음력

리와 용성리이다. 이곳은 용화산 산맥줄기

10월 1일에 전 동민이 정성껏 제사를 모시

를 따라 형성된 마을로 거의가 이름이 용자

고 농악을 앞세워 지신을 밟던 것이 지금까

로 되어 있다. 이곳의 앞산, 뒷산이 용이 누

지 계속되고 있다. 일제때 농악이 일시 중지

워있는 형상 즉 와룡형이라 하여 붙여진 것

되었다가 해방을 맞아 계속 이어져 오고 있

이다.

으며, 전국농악경연대희 수상경력이 많다.

7. 칠북면(漆北面)

나. 성호(成湖) : 칠북면 화천리 성호동

칠북면은 변진 12국의 접도국(接塗國)이

성호동은 면소재지 서남쪽 2.1km 떨어진

래부터 칠토(漆吐), 칠제(漆堤）의 영토였

곳에 있으며 1962년 제방축조 및 1971년 경

으며, 고려 태조이후 칠원현의 북면이었으

지정리로 수리안전답으로 변화하였으며 미

나 1906년 칠원군이 함안군에 병합되므로

곡과 과수를 주로 생산하는 분성배(裵)씨

써 함안군 칠북면이 되었다.

집성촌이다. 마을뒷산 능선이 월자형(月字

칠북이란 칠원읍성 북쪽에 위치하므로

形)으로 되어 있고 제방 축조전 침수로 큰
늪이 형성되어 월호(月湖)로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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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명의 변화가 없다가 1950년대에 와

로질러 도로를 만들려고 대나무를 베여 내

서 성호로 개명(改名)하였다. 마을입구에 3

니까 대나무에서 피가 분수처럼 나왔다고

백년생 회화나무와 그밑에 우물이 하나있

전해지고 있다.

는데 우물옆에 나무를 심으면 마을이 태평
하고 번창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마. 멸포(蔑浦) : 칠북면 봉촌리
봉촌리 외봉촌에 있는 지금의 밀포(密浦)

다. 남양(南陽) : 칠북면 덕남리 남양동

라고 생각되며 관개사업(灌漑事業) 등으로

남양은 면소재지 서북쪽 약 2.5km 떨어

지형이 많이 변형되었다.

진 낙동강변에 위치한 연안차씨 집성촌이

바닷물의 소수가 낙동강변에 위치한 이

다. 마을의 역사는 500여년 되며, 동방이라

곳까지 밀어 부쳤다 하여 밀포라 칭하게 된

불렀었는데 유래는 차봉인이라는 사람이

것이다. 이 나루는 마산의 해산물과 대구의

함경남도 영흥에서 유랑생활을 하다가 따

농산물을 유통시키는 교통의 요지로써 행

뜻하고 살기 좋은 이곳으로 일가족을 거느

상인이 많이 사용했다. 칠원읍지 산천조(山

리고 내려와 정착하여 동방이라 불렀다는

川條)에 이첨(李詹)의 시 한 수가 전한다.

설과 칠원현의 동쪽이므로 동방(東方)이라
하였다는 두 가지 설이 전한다.
해방후 행정구역 개편시 따뜻한 마을이라
는 뜻으로 마을명을 최초로 남양이라 했다.

바. 단계(丹溪) 못곰(池谷) : 칠북면 검단리 단
계동

단계는 면소재지 동쪽 약 1.4km 떨어진
곳의 평야지 마을로 신라때부터 마을이 형

라. 령서(靈西) : 칠북면 이령리 령서동

성되었다고 전하며, 이 골짜기의 땅들이 대

면소재지 서북쪽 약 2.4km 떨어진 평야

부분 황토땅이라서 이 동네앞으로 황토물

마을로서 신라때부터 취락을 이루어 왔다

이 가득 흘러가는 관계로 물이 붉다하여 단

고 전해져 오며 서쪽을 령서, 동쪽을 령등

계라 하였다 한다. 단계 본동의 오른쪽에

이라 부른다.

있는 자연마을은 못골이다.

령서동을 말에 비유하여 동구(洞口)를 말

이 뒷산 감골산(柑谷山)의 칠원윤씨 묘역

입, 마을안길을 말 목구멍, 뒷산을 말 어깨

이 함안의 8대 명산중의 하나라 한다. 이

라 하였는데 옛부터 말갈기에 해당되는 마

산의 모양이 소머리를 닮아서 소앞에 항상

을중앙에 대밭이 있었다. 일제시 대밭을 가

물이 있어야 한다는 퐁수지리설에 따라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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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이곳을 못골이라 부

로 옛날에 이곳에 사는 장군이 이 바위에

르게 되었다.

앉아 짚신을 삼았다고 한다. 이 바위에는
그때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장군이 앉았던

사. 아산(牙山) : 칠북면 검단리 아산동
이 마을의 역사는 7~8백년으로 추정하

엉덩이 자국, 발자국, 손으로 할퀸 자국이
산명하게 남아 있다.

는데 옛날 선인(仙人)이 기러기 목을 타고
살기 좋은 곳을 찾아헤매다 이곳에 정착하

차. 장춘사(長春寺) 약수 : 칠북면 영동리 동태

였다. 그래서 기목이라 부르다가 일제때 아

장춘사는 신라 현덕왕(815년)때 무염국사

산이라 고쳐 불렀다.

(無染國師)가 당시 신라를 침입하는 왜적을

아산동입구 좌편 밭언덕밑에 호박샘이

도력으로 물리쳤으므로 왕이 그 은혜를 갚

있는데 여름에는 차가운 물, 겨울에는 따뜻

기 위해 국비로 지어준 사원이라 한다. 약

한 물이 솟는다. 이 샘물은 많이 먹어도 배

수는 장춘사 대응전 우측계곡에서 나오는

탈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눈병

물인데 한국의 명수 100선에 선정되었다.

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이 샘물에 세 번정도
씻으면 완쾌된다고 한다.

당시 무염국사를 수행하던 덕원이란 스
님이 등창병과 위염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
을때 무염국사께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 기

아. 가연(佳淵) : 칠북면 가연리
가연리는 어연동(漁淵洞)과 가동(佳洞)으
로 분동(分洞)되어 있다. 옛날 분동되기전
에는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세가 소멍에

도하던 중 새 한마리가 심하게 지저귀는 것
이 신기하여 지팡이를 찔러보니 물이 나와
그 물을 덕원스님께 먹였더니 깨끗이 완쾌
되었다고 한다.

처럼 생겼기 때문에 가동(佳洞)이라 했다.
동명이 좋지않아 ‘연못에 고기가 자유롭고
평화스럽게 잘 사는 동네’란 뜻에서 가연으
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이다.

8. 칠원면(漆原面)
칠원면은 1906년 칠원군의 명칭을 계승
한 것으로 칠원(漆原)이란 무기천(舞沂川)
을 옛날에는 칠계(漆溪)라 한데서 칠(漆)자

자. 장군바위(將軍岩) : 칠북면 가연리 가동
가동마을 웃생이란 골짜기에 있는 바위

를 따고 읍소재지이자 중심부이며 고을의
근원인 원(原)자를 따서 칠원(漆原)이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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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전하며, 옛 군명으로는 칠토(漆吐), 칠

용산동 뒷편에 자리잡고 있는 용두산은

제(漆堤), 읍호(邑號)는 구성, 무릉이었다고

본래 산이 아니었다고 전해진다. 전언에 의

각읍지(各邑誌)는 적고 있다.

하면 고려때 이 용두산 자락에 온 고을에

고대의 칠원은 삼한중(三韓中) 변진 12국

널리 알려진 부자가 살았다. 그러나 이 부

의 접도국(接塗國)이였고 신라초기에는 칠

자는 남을 도와주는 일이라고는 전혀 없는

토, 경덕왕 16년(757)에는 칠제로 개명되어

소문난 구두쇠였다.

의안군(義安郡)의 영현(領縣)이 되며, 고려

어느 여름날 저녁무렵 늙은 스님이 대문

태조 23년에 가서야 비로소 칠원이란 이름

앞에서 시주를 청하였으나 이 부자는 시주

을 갖게 된다.

는 고사하고 내쫓았다. 다음날 점심무렵 또
다시 어제 왔던 스님이 공양시주를 청하였

가. 원구성(元龜成) : 칠원면 구성리
원구성은 현재 칠원의 중심부이며 옛 읍
성이 있었던 곳으로 성이 거북(타원형)같이
생겼다 하여 구성 또는 무릉이라 하였고 동
명도 성명(城名)을 따서 원구성이라 했다.
구성리 안에는 현재 4개의 자연마을이 구
성되어 있다.
성안(成內)을 원구성이라 부르고 당시 객
사, 동현 또는 칠서당, 향사당, 군관청, 장
관청, 인이청 등 관청이 있던 곳으로 지금
은 건물의 흔적은 찾을 길 없다. 원구성을
중심으로 동쪽에 남구동이 있다. 이 남구동
에는 사대부와 부자들이 살았고 남쪽의 이
현동에는 일반 서민들이 북쪽 산밑의 덕산
동에는 농·상민들이 주로 살았다고 한다.

나. 용두산(龍頭山 : 龍山) : 칠원면 용산리 용
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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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화가 난 부자는 거름을 한 삽가지
고 와서 스님의 바랑속에 퍼부었다. 거름을
받은 스님은 공손히 함장배례하고 “당신네
집안은 이제 망할 것이요”하고 사라졌다.
그후 뇌성벼락과 폭우가 쏟아져 삽시간
에 무릉산이 붕괴되어 부자집은 흙속에 잠
겨서 보이지 않았다. 비가 그치자 그 자리
에 용두 모양의 뫼(山)가 생겨나 그 이름을
용두산이라 불렀다.
그리고 옛날(60년전)에는 동구(한 공설
운동장)에 수백년이 된 노거수(老巨樹)들이
숲을 이루어 그 풍경이 웅장하고 수려해 이
숲을 책송정(冊松亭)이라 했다. 이 용두산
에는 천연기념물 제222호인 함안층의 새발
자국 화석이 있다.

다. 유원(柳原) : 칠원면 유원리
유원은 유동으로 더 잘 알려져 있고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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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황씨들의 집성촌이어서 유동황가(柳洞

로서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부봉산(釜峰山

黃哥)라는 별칭까지 있다. 옛날부터 버드

)의 모양이 가마솥같이 생겨 가메실이라 불

나무가 많았던 까닭으로 유원으로 지어졌

리어졌다.

다고 한다.

산맥이 동서로 청룡백호(靑龍白虎)가 소

이 마을은 풍수지리학적으로 배설이라

쿠리의 테와 같이 뻗어내린 형상으로 그 중

하여 무거운 집짓기를 무척 꺼려하여 현

앙상봉이 산신령이 산중(産中)하시는 곳으

230여호나 되는 가구 중에서도 기와집을

로 그 말미에(부봉산의 꼬리부분) 위치한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이 마을에 많이

촌이 바로 가메실이다.

심겨져 있는 버드나무는 배와 같이 생긴 마
을을 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돛대의
역할을 한다고 전해진다.

바. 여시골(狐谷) : 칠원면 오곡리 호곡동
여시골은 오곡리에 위치하며, 부곡동에
속해 있다가 87년 분동된 마을로서 옛부터

라. 장암(藏岩)과 동암(東岩) : 칠원면 장암리
유원에서 남서쪽으로 3km쯤 올라가다
보면 깊은 골짜기마다 군데군데 마을을 이
루고 있는 곳이 장암리이며, 장암리 안에
장암동과 동암동이 있다.
장암이란 본래 바위가 많아 바위의 보고
란 뜻이고 동암 역시 동편에 있는 바위 창고
라고 해서 지어졌다고 하나 칠보장암(七寶
藏岩)으로 더욱 알려져 있다. 이곳에는 화물
차처럼 생긴 화물차바위, 할아버지가 끼고
있는 안경처럼 생긴 안경바위, 망건바위, 장
사바위(壯士岩) 등 바위의 만물상이다.

여시골이라 불렀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이
마을에 마음이 착하고 예쁜 딸을 둔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한 부부가 살았다.
어느날 부부가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그
만 점심때를 넘기고 말았다. 어여쁜 딸은
나물캐러 갔다가 점심때가 되자 부모님의
점심을 차리기 위해 집에 돌아와 점심준비
를 하고 기다렸으나 때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부모님을 찾으러 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이 산에 살던 천년묵은 여우가 잠에
서 깨어나 내려오다가 처녀와 마주치게 되
었다. 꽃봉오리처럼 아름다운 처녀를 본 여
우는 처녀에게 달려들게 되었고 놀란 처녀

마. 가메(마) 실(釜谷) : 칠원면 오곡리 부곡동
가메(마)실은 오곡동 상부에 위치한 마을

는 도망을 치며 “산신령님, 저를 이 위험에
서 구해 주세요”라며 애절하게 소리쳤다.
이 광경을 본 작대산 산신령은 들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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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불을 던져 여우를 맞혀 죽였으나 처녀
도 여우에게 도망가다 놀라서 그만 죽고 말
았다고 전한다.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집에 돌아와 산에서 있었던 꿈이야기를
하였더니 아내와 아들은 늘 상심에 젖게 되
었다. 그러던 어느날 선비는 몸져눕게 되

사. 무기(舞沂) : 칠원면 무기리 무기동
무기동은 면소재지에서 남동쪽으로 약
1km정도 떨어진 작대산기슭에 자리잡은
마을로 물이 춤추면서 내려온다고 해서 무
기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고려
시대 처음 마을이 형성된 후 칠원윤씨, 진
양강씨, 상주주씨가 차례로 정착하여 살아
오고 있다. 이곳에는 주씨고가(周氏古家)와
무기연당(舞沂蓮塘)이 문화재로 지정 보존
되고 있으며, 기양서원(沂陽書院)이 이곳에
있었다.

고 며칠후 그만 죽고 말았다. 아들은 아버
지 말씀대로 그 장소에 가보니 사방이 바위
이고 묘하게 바위 상부에 묘 한상분정도 쓸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 그 자리에 묘를 쓰
고 돌아온 그날 저녁 아들의 꿈에도 백발노
인이 다시 나타나 “부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곤 사라졌다.
그후 살림이 날로 번창하여 부자가 되었
다. 심술장이 이웃사람이 그 묘앞에 다가가
서 ”바위가 꼭 상여같이 생겼다”고 외치며
상여바위라고 소문을 퍼뜨리니 그후부터
살림이 일시에 망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아. 돈담(敦淡)과 상여바위 : 칠원면 무기리 돈
담동

돈담은 돌이 많고 물이 맑아 돌담(石淡)
이라고 부르다가 돈담으로 바뀌었다.
상여바위는 마을뒤에 있는 바위로 전설
에 의하면 옛날 어느 가난한 선비 내외가
아들과 같이 돈담에 살고 있었다. 하도 가
난하여 나무를 해다 팔아 생계를 꾸려 나갔
다. 하루는 나무를 하다가 잠시 쉬면서 잠
이 들었는데 꿈속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자
네는 며칠 살지 못 할 것이니 죽거든 자식
을 위하여 누운 그 자리에 묘를 쓰라”하여
994

자. 산정(山亭) : 칠원면 무기리 산정동
산정은 작대산(爵大山) 골짜기에 위치하
는 산골마을이다.
옛날 용이 살다가 승천한 자라를 용지굴
이라 한다. 칠원면에서 날씨가 가물면 용지
굴 앞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꼭 온다고
전해져 마을이름을 용골(龍谷)이라 하였다.
그후 무기연당 윗마을의 이름이 너무 거창
하다고 여겨 산정이라 개칭하여 현재까지
불리워 오고 있다.

第5章 地名과 由來

차. 고모령(顧母嶺) : 칠원면 운서리
양촌에서 칠북면 영등으로 넘어가는 고
개를 고모령이라 하며, 옛날 한 모자가 이
마을에 들어와 살다가 가난하여 살길을 찾
아 어머니는 고모령을 넘어 다른 곳으로 가
고 아들은 이곳에 남아 있기로 했다.

고개가 있어 천지개벽때 배가 넘나들었다
고 해서 배넘이고개 또는 배나무고개라고
부른다. 이곳에서 조개껍질이 많이 발견되
었다고 전하는데 이 지방에서는 작대산을
수산(水山), 무릉산을 암산(岩山), 배넘이고
개를 아들산(子山)이라고도 한다.

어머니가 고개를 넘어갈때 고개마루까지
배웅 나온 아들이 어머니를 못 잊어 뒤돌아
보았다는데서 유래되었다고 전한다.

9. 산인면(山仁面)
당초에 산인은 안닐(나) 대리(安尼大里
)와 산법미리(山法彌里)로 나눠 있었고

카. 작대산(爵大山)과 무릉산(武陵山) : 칠원
면 운곡리, 무기리

1586년 정구군수가 안인(安仁)과 산익(山
翼)으로 지명을 고쳤다. 그후 조선후기에

창원시 북면과 경계짓는 산을 작대산(爵

와서 안인리는 안인면, 산익리가 산익면으

大山)이라 하는데 주봉은 687m이다. 작대

로 되며 1914년 부군면 폐합시 두 면이 합

산은 청룡산(靑龍山) 또는 천주산(天柱山)

쳐 산인면이 된다.

이라고도 불렀다.

산인(山仁)이란 지명은 산익면의 ‘山’자와

청룡산이란 무기리 산정동에 용이 승천

안인면의 ‘仁’자를 따온 것이지만 본래 산인

하였다는 용지골이 있는데 여기에 연유해

은 자구산(紫丘山)과 화개산(華蓋山) 아래

서 불려졌고 천주산이란 칠원의 주산으로

에 위치한 함안의 관문인 관계로 항시 위험

하늘을 받치는 기둥같다 하여 불렀다고 전

이 내재하고 있어 어진마음을 가져 화평을

한다. 작대산을 비롯한 주변일대에 다음과

누리자는 뜻에서 두 산의 ‘山’자와 어질인

같은 전설이 있다.

‘仁’자를 써서 산인(山仁)이라 명명했다고도

천지개벽 당시 온 천지가 물에 잠겼을때

전한다.

이 산은 작대기만큼 남았다고 하여 작대산
이 되었고 무릉산은 물레정도가 남아 물레
산이라고 했다가 무릉산으로 고쳐 불렀다
는 것이다.

가. 한림당고개(할미단고개) : 산인면 입곡리
입곡

한림당고개는 산인면사무소에서 입곡으

그리고 작대산과 무릉산 사야에 배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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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는 큰 길 고개마루로서 당초에는 할미

地)가 유존(猶存)한 점을 볼 때 함안의 아라

단(老姑壇)이라고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며

가야국(阿羅伽倻國)이 마산방면에서 함안

한림당고개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고개의

으로 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에 이 산성

양지쪽을 양지도북이라 부르고 이곳엔 옛

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을 것이다. 축성형식

부터 일종의 민간신앙으로 전해오는 풍습

이 함안성산산성(咸安城山山城)과 같고 토

이 있다.

기편(土器片)이 많이 검출되는 점으로 보아

이 고개를 지나다니는 사람은 액땜으로

가야시대 산성임이 분명하다. 불당골고개

고개를 넘을 때마다 침을 뱉는다거나 돌을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50m정도 산의 동쪽

던졌다고 한다. 또 시집가는 사람은 쌀을

허리를 돌아 남쪽을 향해 성이 이어져 있고

조금 놓고 제를 지내고 넘는다고 한다.

중앙에는 계곡과 평지가 나오며, 성벽은 성
내에서 높이 2m, 두께 3m인데 바깥은 절

나. 불당골(佛堂谷) : 산인면 입곡리 임촌

박을 이용하였다.

불당골은 광려산 지류로 임촌에서 2km
정도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서쪽 능선을

다. 산익(山翼) : 산인면 신산리

넘으면 함안면 백암동이며, 남쪽 능선을 넘

산익은 산인면과 마산시 내서면과 경계

으면 여항면 아침골(朝谷)이 된다.

를 이루며, 마진간(馬晉間) 지방도가 굽어

고려때부터 조선중엽까지 골짜기 입구에

들어 간 곳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 마을은

사찰이 있었다고 하는데 빈대가 많아 견디

조선시대에 산촌이라 불리우다가 마을을

지 못해 승려가 절을 버리고 떠났다고 한

둘러싼 산의 형세가 새의 날개처럼 생겨 산

다. 지금은 절터의 흔적만 남아 있으며, 대

익이라 불렀다. 이곳에서 유명했던 것은 산

밭으로 변해버렸다.

익에서 생산되는 인삼으로 익삼이 있었다.

또한 불당골아래 골짜기를 부처골이라

이것은 임금께 진상까지 할 정도로 약효

부르지만 석불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불

가 뛰어나 이것을 한양에서는 파산익삼이

당골 산마루에는 성점산성(城岾山城)이 있

라 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익삼재배의

다. 타원형의 토석혼축성으로 성 도처에서

맥은 끊어져 지금은 그 흔적도 찾아 볼 수

토기편이 검출되고 와편(瓦片)이 많이 수집

없다.

된다.
둘레가 1.2km정도이고 동편성의 초지(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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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메(마)골(釜谷)과 포덕산(飽德山) : 산
인면 신산리 신당

사. 문암(門岩) : 산인면 모곡리 수동
면소재지로부터 동쪽으로 약 1km지점에

고려동은 산인면사무소에서 북동쪽으로

주민들이 왕래하는 길 양쪽에 커다란 2개

3km지점에 있는 장내동을 말한다. 고려가

의 바위가 있어 이를 문암(門岩)이라 한다.

망하고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가 현자(賢

그 바위가 대천마을로 들어오는 문의 구실

者)들이 두문동에 들어가 숨어버릴때 두문

을 한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인데 지금은 문

동 72인의 일인(一人)인 이오(李牛)선생도

암의 안쪽을 수동이라 하고 그 밖을 송정(

망복수의(罔僕守義)를 결심하고 남으로 내

松汀)이라 부른다.

려와 이곳에 정착하여 복지은거(卜地隱居)
를 하였다.
은거지 주위에 담장을 쌓아 담장 밖은 조

문암에서 북쪽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성터가 있으며, 이 성을 문암산성이라 부른
다.

선의 땅일지라도 담안은 고려유민의 거주
지임을 명시하는 고려동학(高麗洞壑)이란
표비를 세워 고려동이라 하였다. 지금은 장
내 또는 담안이라 부르는데, 이곳 고려동유
적지를 경남기념물 제56호로 지정하여 보
호하고 있다.

아. 송정(松汀) : 산인면 송정리
고려 공민왕때 관직에서 물러난 조송하(
趙松河)선생이 울창한 숲과 노송, 앞의 하
천이 흐르는 모습의 경치를 보고 아름다움
에 현혹되어 현 송정마을 공동 우물터 위에
정착하여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정착후 선

바. 수동(洙東) : 산인면 모곡리 수동

생은 학문에 전력하면서 후배양성에 심혈

수동마을은 고려후기부터 수통골이라 했

을 기울였는데 그의 지도를 받고 많은 인재

다. 수통골이란 좁은 골짜기에 많은 물이

들이 배출되었다.

흘러 붙여진 이름이다. 한때는 목숨 수(壽)

그후 자손들과 그의 문하생들이 선생의

자를 써서 마을사람 모두가 장수하라는 뜻

뜻을 기리어 송정정(松汀亭)을 건립하였으

에서 붙여졌다고 한다. 지금과 같이 수동(

며, 그에 따라 마을이름도 송정이라 불렀

洙東)이라 쓴 것은 중국의 공자가 살던 마

다. 현재 송정정은 없어졌으나 그 자리에

을의 동쪽에 위치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잡초와 노송 다섯그루만 서 있다.

이라고 한다.

997

14

民俗·地名由來

자. 구일(九逸) 감성포(感誠浦) : 산인면 부봉
리 구일동

구일은 내인리에서 대산으로 가는 길옆
의 돌고개를 넘으면 좌측 산밑에 있는 마을

러싸여져 있어 일교차가 심한 탓에 일년중
1/3가량이 안개가 끼어있게 마련이어서 조
선 초기부터 구름실로 불려지다가 지금은
말을 줄여 굼실이라고 부른다.

이다. 마을을 둘러싼 산이 거북과 같이 생
겼다고 하여 구일(龜逸)이라 불렸으나 일제

카. 삼우대(三友臺) : 산인면 모곡리 장내동

시에 구자는 쓰기 어렵다고 아홉 구(九)자

삼우대는 장내동 뒷산에 있는 경치가 아

로 바꾸어 버려 지금은 구일(九逸)로 불려

름다운 곳이다. 이곳 오석복(吳碩福)씨와

지고 있다.

퇴계선생과는 사돈지간이었는데 퇴계선생

조선 숙종때 이유성이라는 효성이 지극
한 사람이 살았다. 부친이 알 수 없는 병환

이 사돈집에 놀러 왔다가 그 경치가 좋아서
일주일동안이나 쉬어갔다고 한다.

으로 눕자 지극한 정성으로 간호하였으나

그때 술잔에 또 하나의 달이 있어 술과

백약이 무효하여 마을어귀에 흐르고 있는

잔, 달을 가리켜 삼우라고 하고 그 술을 마

금순포에 가서 매일 통곡하며 지성을 드렸

신 곳을 삼우대라 한다.

다. 그러던 엄동설한 어느날 난데없이 잉어
한 마리가 튀어올라 효자앞에 떨어졌다. 이
상하게 생각한 효자는 그 잉어를 노부에게
달여 드렸더니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그 후부터 금순포를 감성포라 일컬었다.
또한 효자비를 대산선 도로변에 세워 감성
비라 하였다. 그 당시 흐르던 감성포는 하
천변경으로 없어지고 지금은 전답으로 반
해 농경지가 되었다.

차. 구름실(雲谷) : 산인면 운곡리 운곡

10. 여항면(艅航面)
여항면은 여항산을 경계하여 산동과 산
서로 구분되고 산동을 병화곡리(竝火谷里),
산서를 비리곡리(比吏谷里)라 했다.
병곡리와 비곡리는 조선후기에 면으로
독립하며, 1914년 부군면 폐합시 마산부 양
전면의 봉암리 일부와 병곡, 비곡 양면을
병합, 여항산의 산명을 따서 여항면이란 이
름으로 출범하였다. 여항산(艅航山)은 각종
읍지 및 지리지마다 여항(餘航)으로 쓰고

대산면으로 가다보면 삼발마을이 우측

있으며, 단지 교남지만이 여항산단(艅航山

자구산 북쪽 골짜기에 위치한 산간마을이

壇)으로 쓰고 있다. 일제치하시에 餘가 艅

구름실이다. 이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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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뀌어져 버렸다. 기회있을때 이를 바로

이라고 하나 대부분 사람들은 개바구라고

잡아야 할 것이다.

부르고 있다. 개바구는 풍수지리설에 기인

1989년 1월 1일부로 산사출장소가(4里 10
洞) 마산시 진전면에 편입되고 만다.

된 것으로 마을 앞산모양이 높은 곳에서 내
려다보면 개모양일 뿐 아니라 산중턱에 바
위들이 줄지어 있는데 이부분은 개 이빨모

가. 여항산(艅航山) : 여항면 주서리
여항산은 함안군의 남단이 위치하며, 이
산을 경계로 동쪽을 산동이라 하여 지금의
여항면일대를 말하고 서쪽은 산서리하여
산서출장소가 있었으나 1989년 1월 1일 행

양을 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 명칭을 개바구로 불리웠다
고 한다. 지금도 이 동네 주민들은 개 이빨
을 감추면 마을이 발전한다고 하여 바위주
변의 나무들을 잘 보호하고 있다.

정구역 개편으로 마산시 진전면에 속하게
되었다.
남고북저의 함안지세는 풍수지리설에

다. 아침골과 용바위(龍岩) : 여항면 외암리 양
촌동

이롭지 못한 고장으로 여겨져 ‘남쪽은 배

여항면 양촌마을에서 동쪽으로 1km정도

가 드나 들 수 있는 낮은 산’이란 뜻으로

떨어진 골짜기의 자연마을을 아침골(朝谷

여항산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여항산 정

)이라 한다. 이는 높은 지대에 위치하므로

상에는 갓바위, 곽바위, 또는 마당바위

아침에 해를 빨리 볼 수 있다고 해서 생겨

라 부르는 암벽이 있으며, 이 암벽 위에는

났다고 한다. 이곳에는 신라시대 사찰로 알

10~20명이 앉아서 놀 수 있는 넓은 반석

려진 조곡사(朝谷寺)란 사찰이 있었다고 하

이 있다.

나 지금은 사지(寺址)만이 남아 있을 뿐 이

맑은 날에는 일본 대마도도 역력히 볼 수
있다고 한다. 6·25사변때는 산 일대가 공

절에 있었던 3층 석탑은 면사부소로 옮겨
져 보존되고 있다.

산군을 맞아 치열한 격전을 벌인 최후의 남

또한 아침골에서 서쪽 300m 떨어진 산

쪽보루로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이

중턱에 용바위라 불리우는 공룡발자국 화

땅의 젊은이들이 산화해간 대 격전지였다.

석이 있다. 이 용바위 공룡발자국 화석은
중생대 백악기 말기(약 8천만년전)에 활동

나. 개바구(犬岩) : 여항면 외암리 청암
면사무소가 있는 마을이름이 청암(淸岩)

했던 하드로자우르스라는 초식공룡의 발자
국으로 밝혀졌는데 경남기념물 제6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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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보호되고 있다.

바. 만절(晩節) : 여항면 내곡리 봉곡동
봉곡동을 옛날에는 만절이라 불렀다. 함

라. 단군 한배터 : 여항면 외암리 음촌

안군의 최남단 높은 곳에 있고 양쪽으로 높

외암리 음촌의 개울옆에 군 보호수로 지

은 산이 가리워져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

정된 거목의 느티나무 세 그루가 있는데 매

며, 자연히 계절도 늦게 찾아오기에 만절이

년 정월 보름이면 마을의 안가태평을 비는

라 불렀다 한다. 옛날에는 주막이 있어 오

동신제가 거행되며 음촌에서 내곡으로 가

고 가는 나그네들의 휴식치가 되기도 했다.

는 길옆에 단군 한배터가 있다. 단군의 영
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곳인데 일제시
대 때 신사참배의 강요로 인하여 없어졌다.
지금은 빈터에 제단만 남아있는 상태이
며, 단군 영정도 있었으나 1980년경에 관
리소홀로 없어졌다.

사. 별천(別川), 금계동(錦溪洞) : 여항면 주동
리, 주서리

주동리 주주골(主主谷) 골짜기 제일 끝부
분에 위치한 마을이름이 별천이다.
이 지명은 조선의 정한강(鄭寒岡)선생이
이곳의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별천지라고

마. 파산(巴山) : 여항면 내곡리, 주동리

부른데서 연유되었다고 한다.

파산을 봉곡뒷산, 감현뒷산 또는 파봉산,

여항면 주서리를 옛날에는 금계동이랴고

봉화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산중턱엔 고려

하였는데 이는 조선 영조때 선무당 벼슬을

때 충신 이방실장군의 시거지(始居弛)가 있

지낸 금계(錦溪) 강유환(姜有煥)선생의 호

으며, 산정에 돌로 쌓은 봉수대와 봉수대를

를 따서 지은 이름으로서 선생은 어렸을 때

관리하던 집터가 남아 있다.

종이를 사서 붓글씨를 연습하지 못할 정도

이 봉수대는 전국 봉화로 중 간봉(間烽)
으로서 초기(初起)인 거제의 가라산에서 7

로 가난하여 시냇가 에 나와 자연석에다 글
씨연습을 하였다 한다.

번째이며, 서울까지는 다시 23개의 봉수대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

를 거쳐야 했는데 옛날 남해안에 자주 출몰

으며, 말년에는 이곳에 서원을 지어 후진을

했던 왜구의 침입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양성하였다고 전해지며 그때 선생이 커다

했던 봉수로서 3·1독립운동때에도 유용하

란 자연석에 금계동(錦溪洞)이라는 글씨를

게 사용되었다.

남겼다. 선생이 쓴 비석은 현재 주서리 교
회옆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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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地名과 由來

아. 뻐든, 상벌내, 하벌내 : 여항면 주동리 별천
주동리 별천마을은 버드내(뼈든), 상벌
내, 하벌내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마을을 옛날에는 유천(柳川)마을이라
고 하였다. 이는 마을주변에 개울이 흐르고
버드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시냇가에 버드나무가 많은 동네를 버들
동네, 바들내, 버드내, 삐든으로 불렀고 버
들이 있는 윗동네라는 뜻으로 상버들내, 장
뼈든네, 상벌내로 되었으며, 위와 같이 버

탑재(塔材)가 산기슭에 군데군데 산재해 있
고 골짜기, 전답(田畓)에서도 기와조각, 주
춧돌, 석등(石燈), 돌로 된 절구통, 탑신 등
이 노출되어 있으며 밭의 땅속에는 건물의
기단석(基壇石)이 묻혀 있다고 한다. 함성
중학교 교정에는 이곳 주리사지에서 옮겨
온 사자(獅子) 5층석탑(五層石塔)이 경남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어 잘 보존되어
있는데 조각가 법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들이 있는 하천 아랫동네를 하벌내라고 하
였다.

자. 탑골(塔谷) : 여항면 주서리 좌촌
탑골은 주서리 좌촌동과 대촌동 사이의
작은 골짜기로서 좌촌동을 옛날에는 좌중
지동(左中枝洞)이라 했다. 여항산을 등에
업고 파산을 마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아래로 봉성저수지가 계곡을 가로막고 있
어 배산임수의 터전위에 자리 잡은 마을로
삼봉산 높이와 맞먹는다고 한다.
탑골은 나뭇골 또는 서탑골이라고도 부
르는데 신라시대에 이곳에 주리사(主吏寺
)라는 가람이 있어 공양을 올릴 때 곡식을
씻는 뜨물이 앞 개천에 하얗게 흘렀다고 구
전하는 것으로 보아 대단한 가람이었던 것
으로 추측될 뿐 내력은 알 길이 없다.
8각의 대석(臺石), 기단갑석(基壇甲石)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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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필 위 원
(가나다 순)

구 영 록 서울대학교 교수

이 수 오 창원대학교 총장

박 동 백 창원대학교 교수

이 순 호 함안종합고등학교 교사

신 용 국 창원대학교 교수

정 정 갈 서울대학교 교수

심 장 철 경북대학교 교수

조 정 기 전 창원대학교 교수

윤 상 덕 함안종합고등학교 교사

조 희 구 연세대학교 교수

이 규 석 함안중학교장

조 훈 래 경남체육고등학교장

이 덕 순 함안문화원장

주 민 섭 함안종합고등학교 교사

이 만 열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진 석 규 윤한도 국회의원 보좌관

이 명 숙 경상대학교 교수

채 낙 현 전 대한매일 사장

이 부 옥 함안군 보건의료원장

홍 성 천 경북대학교 교수

이 창 규 한국문협 함안군부지부장

홍 종 호 경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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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지 편찬위원회
(가나다 순)

위 원 장 조 성 휘 함안군수

이 덕 순 함안문화원장

부위원장

지 봉 재 함안군교육장

이 창 숙 전 초등학교장

상임위원

안 장 규 경남도의회 의원

이 호 섭 전 산인면장

위

강 효 정 함안군 부군수

조 영 제 전 초등학교장

김 동 균 전 함안군의회 의원

조 정 기 전 창원대교수

김 상 환 한국문협함안군지부장

조 종 래 가야초등학교장

박 동 백 창원대학교 교수

조 희 구 연세대학교 교수

송 병 구 전 대산면장

주 근 석 함안여자상업고등학교장

안 수 향 향토사학가

진 석 규 윤한도 국회의원 보좌관

안 영 수 전 칠북면장

한 희 팔 전 칠원농협장

유 영 태 전 함안군의회 의원

황 기 석 전 칠원농협장

원

이 규 석 함안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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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 纂 後 期
鄕土史의 繼承은 고장에 對한 自矜心과 愛鄕心을 심어주는데 그 意義가 있다. 咸安郡은
지금부터 約 2천년前 弁韓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悠久한 歷史와 傳統性이 깃들인 고장으
로 일찍이 寒江 鄭逑先生께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鄕土史인 咸州誌를 펴낸 이후 脈을
이어가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던 중 1993年 3月 29日字로 孔昌錫군수가 부임하여 咸安
郡誌編纂委員會를 구상하고 條例를 제정하여 郡誌編纂의 첫걸음을 내딛고 3年餘에 걸친 刻
苦끝에 빛을 보게 되었다.
첫해인 ’94年부터 ’95年까지 資料수집과 考證을 거쳐 咸安出身 大學敎授들에게 執筆을 의
뢰했으나 原稿마감까지는 2년이 걸렸다.
그동안 執筆을 맡은 교수가운데는 硏究次 또는 교환교수로 外國으로 出國하 여 많은 애
로가 있었다. 그때마다 編纂을 맡은 責任이 莫重하여 후회도 하고 심지어는 辭意도 表明했
지만 田元溶군수(’94. 7. 4~’95. 3. 31 現 의령군수)가 ‘어렵다고 아니하면 누가 하겠느냐’고
격려와 勇氣를 일깨워 주어 새로운 마음으로 着手하면서도 오랜 歷史를 발굴하여 未來指向
的인 郡史를 編輯합은 不足한 저로서는 無理가 아니었는지 걱정이 앞선다.
이토록 우여곡절을 겪고 있을 때 ’95년 7월 1일字로 趙性暉군수가 當選되어 적극적인 支
援으로 完成되어 郡民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보람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編纂上 누락 또는 未備된 記錄이나 史實을 補完하는 增補版을 早速出刊할 것을 約
束드리오니 누락된 部分을 文化公報室(전화 82-1101)에 連絡協助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資料協助와 高見을 아끼지 아니한 編纂委員과 執筆委員 모두가 한결같이 鄕土愛
와 學者的 良心으로 心血을 기울여 주신 많은 분과 뒷바라지에 애쓴 文化公報室 職員에게
感謝틀 드린다.

咸安郡誌編纂委員會
常任委員 安 商 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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