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7

자손들이 병이 나거나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도 무당을 불

러다 굿을 하 다. 굿은 저녁 5시에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지내며, 굿판이 큰 경우에는 사흘동안 치 다. 제물은 돼지

머리, 북어, 삼색과일, 쌀 등이며, 굿이 끝나고 나서 무당들이

가져간다.

광양지역의 집지킴이도 제14연 반란사건과 6∙25동란

을 거치면서 집들이 불타면서 맥이 끊어져 갔고, 1970년

새마을 운동과 기독교의 확산에 의해 그 전승의 단절이 급속도로 이루어

졌다. 또한 핵가족화와 이농현상에 의해 전승의 주체자가 사라지게 되었고,

발달된 의학도 한몫 거들어서 이제는 집지킴이도 거의 사라져 역으로 집지

킴이를 찾아다니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제2절 마을 신앙

1. 당산제(堂山祭)

당산제란 당산(堂山)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당산이란 토지나 그 마을을 수호해 주는 신(神)이 깃

들어 있다고 생각되는 곳을 가리킨다. 이러한 신에게

개인과 가족 그리고 마을의 제액초복(除厄招福)을

기원하는 제의(祭儀)를 한다. 이 제의를 당산제라 부

른다.

광양 지역의 신앙 상으로는 천신(天神), 산신(山

神), 목신(木神), 용왕신(�王神), 성황신(城隍神),

장승으로 분포 돼 있으며 신체(神體)는 개 마을 가까운 산에 만들어 놓은

신당(神堂)이나 마을 입구에 있는 당산나무 등으로 한다. 

특히 마을마다 당산나무를 신수(神樹), 신목(神木), 신체(神體), 당목(堂

木)으로 삼아 제사를 올리는 것은 수목 숭배에 연원을 둔 것이다. 수목이

이렇게 신앙의 상이 되는 원인은 천상과 지상(또는 지하)을 잇는 우주의

축(軸)으로 산과 함께 나무가 중심의 상징으로 신성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잎이 졌다가 다시 피어나는 나무의 단절없는 생명의 재생적 순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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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9-9 : 무당의 굿판

사진9-10 : 마을 당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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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 것으로 보고, 종말이 있는 순간적인 세속(世俗)의 반 쪽에 있는

원쪽에 나무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당산제의 의례 절차는 먼저 회의를 열어 제관(祭官)과 축관(祝官)등을

선정하고, 제의에 필요한 비용과 제의 날짜 그리고 기타 제의에 필요한 사

항을 결정한다. 제관으로는 개 그 마을에서 결정한 원로(元老)로 생기복

덕(生起福德)을 가려 선정된다.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은 일정한 기간동안

목욕재계를 하면서 금기(禁忌)를 하여야 한다. 당산제에 쓸 제물은 개 제

관의 집에서 정성을 다하여 정결하게 마련한다.

제의를 행할 시간이 되면 제관은 미리 마련한 제물을 제단에 진설(陳設)

하고, 일반 가정의 기제사(忌祭祀)처럼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제관이 제의

를 진행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마을 주위를 돌며 메굿을 치기도 한다. 일

단 제의가 끝나면 줄다리기를 한다든가 당굿을 치기도 하고, 어느 마을에서

는 그해 농사를 위한 마을 회의가 열리기도 한다. 광양 지역 각 마을에서도

개 당산제를 지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제(日帝)를 거치는 과정

에서 일제에 의해 금지되었거나 자체적으로 도중에 그만 둔 것으로 생각된

다. 당산제를 지금까지 계승하고 있다고 하는 마을의 그것마저도 옛 원형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이미 그 형태가 변형되었거나 간소화되었다

는 것이다. 

<표9-1> 당산제의분포현황

읍면동 리 마을
당목

위치 수종 수령 제의시기(음)

개평나무 250 1. 14 저녁

우산 내우 마을입구 이팝나무

팽나무

구산 마산
마을입구(우) 팽나무 200 4. 6

마을앞 귀목나무 20

칠성
성북 광양교회 앞 귀목나무 540

광양 호북 마을중앙 귀목나무 500 1. 14

초남 현월 마을진입로 왕버들나무 260

익신 가장
마을뒤 서쪽 귀목나무 400 1.14 저녁

마을동쪽 오리목나무

억만 마을입구 팽나무 250 날받이

사곡
마을 뒤 소나무 250

본정 마을중앙 귀목나무 260 12.31 자시

마을입구 이팝나무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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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리 마을
당목

위치 수종 수령 제의시기(음)

죽림 쌍두 마을중앙 귀목나무 450

죽림 호암 마을입구 귀목나무 300 8.15/1.15

마을입구(좌) 모과나무 160 1.3

용강 기두 마을입구(우) 왕버들나무 170

광양 이팝나무

용강 용두 마을입구 왕버들나무 370 1.3

도월 월평 마을중앙 귀목나무 100 12.31 저녁

세풍 해창 마을입구 팽나무 420 정월 초이튿날저녁

덕례 무선 마을입구 귀목나무 150

덕산 마을입구 귀목나무 590 1. 15

석사
동석 마을입구 귀목나무 150 추석, 1. 15

명암 마을앞 귀목나무 220 1. 15 자시

봉강 지곡 지곡 마을앞 들판 귀목나무(4) 110 1.1 새벽

봉당 상봉 마을입구 귀목나무 80 정월에 택일

부저 저곡 마을중앙 팽나무 250

구서 마치 마을입구 귀목나무(2) 70 1. 15

산본
마을입구(2) 귀목나무 170

산남 마을중앙 귀목나무 170

남정 마을중앙 팽나무 210

운평 양운 마을앞 느티나무 320

추동 마을입구 느티나무 150

추산 상산
마을입구(왼쪽) 귀목나무 350 1.1

마을입구(오른쪽) 팽나무 350

외산 마을중앙 귀목나무 150

동곡 동동 마을입구 느티나무 350 1. 15

죽림
마을입구(손밑) 귀목나무 350

12. 31 자시
마을뒤(손위) 서나무

옥룡 죽천 내천 마을중앙 귀목나무 320 12. 31

개현 마을옆 (위) 귀목나무 250 12. 31

항월 마을입구 귀목나무 200 8월(추석)

방 마을입구 귀목나무(3), 팽나무(1) 370 1. 15

용곡
흥룡 마을입구 귀목나무 450 1. 15

석곡 마을뒤 팽나무 300 1. 15

옥동 마을중앙 귀목나무 300 7. 1

율곡 마을입구 귀목나무 (5) 420

율천 덕천 마을입구 팽나무 320

재동 마을중앙 귀목나무 300

운곡 갈곡 마을입구 귀목나무 350

원월 원적 마을앞 팽나무 300 1. 15

옥곡 장동 곡동 마을중앙 팽나무 520 1. 15

수평 매남 마을입구 귀목나무 200

진상 금이
내금 마을위 귀목나무 100

상금 마을 앞 귀목나무 15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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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제는 제의 절차가 거의 비슷하여 편집상 마을마다 소개하지 못하고 그

중 길호(吉湖)마을당산제만기록하고그외는마을신앙종류별로기록한다.

2) 중마동 길호(吉湖)마을 당산제

본래 이 마을은 섬이었다. 약 80년전에 간척사업을 하여 농지를 확장하

읍면동 리 마을
당목

위치 수종 수령 제의시기(음)

마을중앙 느티나무 490 1. 2 저녁

섬거 섬거 마을중앙 팽나무 390

마을 뒤 배나무 400

비평 탄치 마을 위 서나무 400
백중과 추석사이에서

좋은 날을 택일

진상
어치 마을입구

감나무 300 1. 3

어치
귀목나무 90

지계 마을입구
때죽나무

귀목나무 80 12. 31

지랑 지랑 마을입구 팽나무 500 (과거)1. 15

청암
목과 마을입구 귀목나무 110 5. 15

입암 마을앞 팽나무 100 1. 1

망덕
외망 마을옆(좌) 팽나무 450 명절때

장재 마을옆(좌) 귀목나무 390 7. 15

차사
사동 마을입구 귀목나무(2) 500 1. 15, 추석(백중)

진월 차동 마을옆(동쪽) 느티나무 320 봄, 가을

신아 신덕 마을입구 서나무(2) 200 1. 15

오사 사평 마을입구 팽나무 340

송금 금동 마을앞 귀목나무 410 1월 2∙3일

신원 신기 마을앞 도로변 상수리나무 350

다압 도사 섬진 진동마을 앞 느티나무

고사 고사 당산땀 팽나무 380

황길 황곡 마을입구 귀목나무 420 1. 15

골약 통사 마을저수지 부근 느티나무 500 1. 15

성황 성황 성황천변 어린이 왕버들 300 1. 15

놀이터 팽나무 400

중촌 귀목나무

누룩나무

길호
귀목나무

중마 팽나무

노송나무

오류 오류공원 느티나무(2) 150 1. 15

사동 귀목나무 130

광 하광 광 농협 뒤 팽나무 400 1. 15 저녁 7시

태인 장내 마을회관 부근 은행나무 350

제9편 민속 및 구비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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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육지와 연결되었으며 현재는 매립공사

로 인하여 옛마을 자체가 사라져버려 당산

제를 지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마을이 사라

지기전 본래의 모습을 토 로 옛 당산제를

기술한다.

길호마을 당산제는 매년 음력 정월 보름

새벽에 모신다. 이 마을의 당산은 원래 세 곳

에 있었다고 전한다. 마을 뒷산 노송나무거

리와 팽나무거리 그리고 마을 앞 해변가 선

창옆에 있었다. 그러나 노송나무거리와 팽나무거리의 당산은 앞서 없어지

고 선창 옆에서만 당산제를 행하 다. 이 선창 옆의 당산에는 원래 느릎나

무를 당산신(堂山神)의 신체(神體)로 하 으나 오래 되어 없어지고 노송

나무를 신체로 하여 당산제로 지냈었다. 한편 당산제를 지내지는 않지만 당

산굿을 하는 곳이 두 군데 있다. 한곳을 흔히‘들머리’라 한다. 들머리는 이

마을이 처음 이루어질 때 하나의 섬이었는데 썰물이 시작되는 곳을 말한다.

또 다른 한곳은 마을 안에 있는 공동 우물이다.

당산제의 준비는 정월 초닷새 마을 회의로부터 시작된다. 마을 회의에서

는 먼저 제관(祭官)을 정하고, 그 다음 제사 비용을 정한다. 제관은 집안에

궂은 일이 없는 성실한 마을 어른 가운에서 선정된다. 당산제 비용은 마을

공동자금에서 충당한다. 제관 내외가 제물을 마련하되 당산제를 전후하여

3일 동안 철저한 금기(禁忌)를 한다. 특히 음식과 잠자리까지도 삼가하면

서 같은 마을 사람들까지도 말하는 것을 금한다.

제관이 제물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광양시장을 이용하는데, 제기(祭器)는

일체를 새로 구입하고, 제기와 제물의 값을 깍지 않아야 하며, 살 것이 있으

면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고 곧바로 구입한다. 제물에 이용될 주(酒), 과

(果), 포(脯), 나물(나물 가운데에는 반드시 미나리나물이 있어야 한다.),

생선(生鮮), 육류(肉類), 떡, 탕(湯) 메를 준비한다. 당산제의 준비에 정성

을 다하지 않는다거나 소홀히 하게 되면 먼저 제관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

다고 하여 제관은 모든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거일동에 정성을 다

한다. 제물을 준비할 때는 맛을 보지 않는다. 

정월 열나흩날 오전에 제관은 자기 집 문에 금줄을 치고 깨끗한 황토를

파다 문 주위에 깐다. 금줄은 햇 (生竹) 두 개를 준비하여 문 양쪽에

사진9-11 : 길호마을 당산제
(제물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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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고 거기에 왼새끼를 꼬아 맨 위 새끼줄에 백지(白紙)를 꽂는다. 한편

당산나무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도 금줄을 친다. 당산제를 위한 주변 정리가

모두 끝나게 되면 제관 부부는 제물을 마련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때부터

문밖 출입을 삼가다가 열나흘날 자정이 되면 완전 금지한다. 특히 개를 키

우는 집에서는 개를 묶어 출입을 완전 금한다.

정월 보름날 새벽 3시 제관 부부는 미리 마련된 제물을 갖추어 먼저 노송

나무가 있는 당산으로 가서 당산제를 지낸다. 만일 제관이 제물을 가지고

당산제를 지내기 위해 당산으로 가는 도중 사람을 만난다거나 개가 짓거나

하게 되면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제물을 다시 마련하여 가지고 가야 한다.

그것은 이미 준비된 제물에 정성이 부족하여 부정(不淨)을 한 것으로 보아

그것을 가지고 당산제를 지내게 되면 당산신이 노하게 된다는 생각에서이

다. 제사의 절차는 유교식(儒敎拭)으로 한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게 되면

제관만이 음복(飮福)을 한다. 

그동안 세 곳에서 지내던 당산제를 20여 년전부터 선창에 있는 당산에서

만 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 전에는 보름날 밤 당산제를 지냈지만 지금은

낮 11시 전에 지내었다. 당산제가 끝나고 나면 농악기를 준비하여 들머리

로부터 노송거리-팽나무거리-선창-공동 우물의 순으로 굿을 친다. 당산

제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굿을 치지 않는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당산제와

함께 굿을 치기도 하 다. 

3) 진상면 섬거(蟾居)마을 동제(洞祭)

광양군지(1983년), 마을유래지(1988년)에는 섬거 마을 당산제로 기록

되어 있으나 마을에서는 당산제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섬거 동제’라 부르고 있다. 

동제의 유래는 알 수 없으나 마을의 유래가 500여

년을 넘었고 지신(地神)을 모시는 신체(身體)의 귀

목나무 수령이 400년을 넘었다고 전하니 마을의 역

사와 거의 같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 마을 김태

호(金泰鎬) 전임 면장이 동청(마을회관) 방안의 벽

면에 붙여 둔 축문을 보관한 햇수가 삼십년이 넘었

는데 이 축문으로 지금까지 동제를 지내고 있다. 

섬거 마을에는 다섯 곳에 제사를 지내는데 ① 천룡 신제(天龍大神祭 :
사진9-12 : 진상면 섬거동제

(천룡 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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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뒷산 배나무골) ② 지신 신제(地神大神祭 : 마을 중

앙 귀목나무) ③ 지신 신제(地神大神祭 : 마을 오른쪽 입

구 귀목나무) ④ 별신 신제(別神大神祭 : 마을왼쪽 입

구) ⑤ 장승제인데 이곳 장승제는 장승과 제단에 지냈다

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곳 제사가 제일 먼저 생략되었

다고 전한다.(별신 아래 마을 왼쪽입구)

동제는 정월 초사흘날 자시(子時-11시부터 다음날 1

시)에 지내는데 섣달 그믐날이 가까워지면 마을 주민이

모여 동제를 지낼 제관(祭官) 세 사람과 축관(祝官) 한 사

람 그리고 제물을 준비할 유사를 뽑게 된다.

제관이나 축관은 마을에서 정결한 원로로 생기복덕(生

氣福德)을 가려 선정된다. 그런데 제관과 축관은 본인의

정결함이 중요하며 제물을 준비해야 할 유사는 그 집안

식구 모두가 정결한 한해 운수를 가져야 한다.

제관과 축관, 유사가 선정되면 삼일을 금기해야 하는데, 삼일 전에 자기

집 안팎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왼새끼를 꼬아 창호지 조각을 끼운 금줄을

문간에 치며 문간 주변에 깨끗한 황토를 파다가 뿌려둔다. 그리고 제사

를 지낼 다섯 곳의 주변에도 황토를 놓아야 하고 제단 주의 네 곳에 햇

(生竹) 끝을 꼽고 금줄을 걸치며 신체(神體)에도 금줄을 두른다. 이는 부정

한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유사는 금기된 깨끗한 몸가짐으로 제물을‘섬구장터’(섬거장터 새장터)

에서 구입해야 하는데 제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제물을 흥정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풍습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동답(洞畓)을 마련하면

서부터 제물은 구장(이장)이 구입하 고 그 가족이 음식을 장만하면서 약

간씩 금기사항이 해이해 지기 시작하 다. 제관∙축관∙유사는 삼일간의

엄격한 금기 생활과 목욕재계로 임한 후 제사 당일에는 더욱 깨끗하고 정

결한 몸가짐으로 제사를 준비하는데, 유사 에는 동청에 보관된 제기를 깨

끗이 손질하며 말없는 가운데 음식을 장만한다.

제물은 주로 주(酒), 과(果), 포(脯), 산채(山菜)이고, 같은 제물을 각각

다섯 상을 준비한다. 정월 초사흗날 자시에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 지내는 곳은 부락에서 멀리 떨어진 뒷산 배나무골이며 신체는 수령이

꽤 오래된 배나무이고 그 옆에 조그마한 흙무덤으로 제단이 만들어져 있다. 

제1장 민간신앙

사진9-13 : 별신 신 (진상면
섬거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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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진설(祭物陳說)이 끝나면 청룡 신 제단 위쪽에 과(果), 포(脯), 산

채(山菜) 세 제기와 뫼(밥)을 차려 헌작하고 재배를 하는데 이는 청룡 신

제에 앞서 산신(山神)에게 고(告)하는 산신제(山神祭)이며, 이때 제관 3인

중에서 최고령자가 행하게 된다. 동∙서 양쪽에 횃불을 밝히고 산신에게 고

한 후 천룡 신 제단에 이미 제물이 진설된 앞에서 제관 3인과 축관 1인이

제사를 지내는데 제의(祭儀) 순서는 ① 제물진설(祭物陳設) ② 신주헌작

(神酒獻爵) ③ 재배(再拜) ④ 독축(讀祝) ⑤ 소지(燒紙) ⑥ 헌식(獻食) ⑦

음복(飮福) ⑧ 퇴식(退食) 순으로 한다. 헌식은 제물을 골고루 모아‘물밥’

으로 만들어 금줄을 두른 제단 가운데에 묻고 그 위에 돌을(15kg정도)을

얹어 둔다. 축문(祝文)은 마을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쓰지 않고「幼學주

민일동」이라고 쓴 축문을 축관이 왼쪽에 서서 독축한다. 

① 天龍大神 祝文

維 歲次(干支)年 正月(干支)朔 初三日(干支) 獻官幼學 住民一同

敢昭告于 天龍大神之下 伏惟村 有龍祀 祀�尊�

�僞呼人 人賴呼� 存絳禍福 悉病私魔永無

疾百室 蒙福一� 咸體 謹以淸酌 脯果祗薦于神 尙 饗

제의가 끝날 때마다 농악 에 의해 풍물을 쳐서 제의를 마무리하게 되고,

다섯 곳의 제의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동청(회관)으로 모두 모여 제물 남

은 것을 나눠 먹는다.

다음날부터 농악 가 마을을 돌며 풍물을 치기 시작하는데 먼저 공동우

물로 가서 우물굿(용왕굿)으로 용신(�神)을 위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축원하 다. 우물굿이 끝나면 마을의 각 가정을 돌면서 풍물

을 친다. 이때 집주인은‘매구상’또는‘성주상’을 마련하여 그 상 위에 쌀

을 담은 그릇을 놓고 쌀 위에 촛불을 꽂아둔다. 풍물꾼들은 성주상 앞에서

‘성주굿’을 치고, 부엌으로 들어가‘조왕굿’을 치며, 그 뒤 뒷곁에서는‘지

신굿’을, 마당에서는‘마당굿’을 치고 나면 준비된 술과 안주로 흥겨움을

더해 준다.

그동안 다섯 곳에 지내던 동제를 새마을 사업과 신세 의 의식구조가 바

뀌면서 금기 의식도 해이해 졌고, 까다로운 절차도 많이 생략되었다. 다섯

곳의 제사도 세 곳(천룡 신제. 지신 신제, 별신 신제)으로 줄어들고 자

시에 시행하던 시각도 9시로 앞당겨 졌으며, 마을을 돌던 농악 의 풍물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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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젠 찾아보기 힘드는 시 가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제 의식의 큰 맥

은 이어가고 있음은 다행이라 하겠다.

4) 광양읍 우산리 내우(內牛)마을 여제( 祭: 돌림병을 막는 제사)

1988년에 발행한 마을유래지에는 아래

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마을입구에 여제단( 祭壇)터가 있는

데 여기에 제단을 마련한 연유는 연액(�

厄)과 질병을 막기 위하여 여신( 神)을 제

사했던 곳으로 이 제단은 우리 민족의 정신

생활을 지배해온 자연숭배 사상의 일환으

로 일월(日月)성신 산천에 신이 있는 것으

로 이 신을 위해서 제단을 마련하고 제단에

는 솟 (재액을 막는 표적)를 세워 질병의

침입을 사전에 막기위해 정월보름에 온 주민들이 모여 제사를 임했었다. 

내우마을은 우산리에서 으뜸되는 마을로 내우정 또는 사우정으로도 부

른다. 마을입구에 귀목나무∙이팝나무∙팽나무∙개평나무∙벗나무 등 12

주의 거수목들이 있다. 약 60년전에 당할아버지인 귀목나무가 고사하고 지

금은 당할머니인 380년된 마을입구의 귀목나무에 음력 정월 14일밤 11시

경에 제사를 올리고 있다. 제주와 집사는 3일전에 마을에서 선정한다. 제사

비용은 약 5만원 정도이며 제물은 제주가 시장에 가서 사온다. 

당산나무인 귀목나무 주변에 황토를 놓고 나무(生竹)를 꽂아 금줄을

쳐 놓는다. 금줄의 창지에는‘四方無一事’, ‘天下大平春’이란 귀가 써있

다. 상돌(가로 50cm, 세로 40cm)위에 메를 차리고 그 밑의 제상(祭床)에

는 자과포를 설찬한다. 제물은 제주집에서 장만하고 온 식구가 동원되어 제

물을 가지고 당나무 아래에 설찬한다. 

제주(祭主)의 부인이 설찬하면 제주와 집사는 잔을 올리고 2배한 후 구

축(口祝)으로 축원을 한다. ‘당할머니 목신님들 오늘 정월 보름인데 찬이

없어도 잘 잡수시고 가십시오. 우리동네 사람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모든 액

다 몰아주시고 금년에는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십시오’파제한 후 제주가 징

을 울리면 매굿꾼들이 농악을 친다. 석상밑에 주과포를 묻고 음복한다.

사진9-14 : 여제단이 있었던
당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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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양읍 죽림리 임기(�基)마을 벅수제

벅수(장승)는 고 인들의 숭배 상이었던 큰 돌

과 큰 나무가 입석, 입목 신앙으로 전위되어 초기에

는 돌과 나무를 그 로 세우다가 점차 자를 새기고

사람 모습으로 변화시킨 결과로 민속학자들은 추정

하고 있다.

장승은 세워진 위치에 따라 그 역할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나 개 마을 입구나 길가에 서서 병액(두창,

괴질, 수두)과 재앙을 지켜주는 수문장으로서의 부

락을 수호하는 신이다. 천하 장군(天下大將軍)은 하늘아래 오제(黑帝, 赤

帝, 靑帝, 白帝, 黃帝)를 주관하며 지하여장군(地下�將軍)은 지하 오령(太

水, 太火, 太木, 太�, 太土)을 주관한다.1)

임기마을 입구에 천하 장군, 지하여장군의 벅수(장승)가 300여 년 전

부터 세워졌다고 한다. 전하는 이야기로는 옛날 마을여자들이 호암마을에

서 가져온 디딜방아를 가지고 벅수를 만들어 세웠다고 전한다. 장승제는 정

월보름날 밤에 10일이상 근신한 제주가 혼자 지낸다. 이때에는 문종이를

끼운 왼새끼줄로 길 양쪽의 남장군과 여장군을 묶어 통행을 금지시킨다. 이

는 사람의 통행뿐만 아니라 모든 액(厄)의 통행을 금지하는 의미이다. 제물

은 주로 포와 메밥, 술, 나물등을 진설하고 2배한 후 1년간 마을을 수호해

준데 해 감사하고 마을의 안녕과 재액∙질병∙도둑을 막아 주기를 축원

한다. 파제 후 제물은 땅속에 묻으며 동서남북으로 고시레를 하고 음복을

한다. 제를 마치고 메구꾼들의 문굿이 시작되며 마을로 들어와서 마당밟기

를 한다. 옛날에는 말이나 가마등에 탄 사람이 벅수앞에서는 내려서 걸었으

며 기자 기원으로 코와 귀를 잘라 몸에 지니거나 삶아 먹기도 하 다. 벅수

는 문신으로 마을을 수호하며 재산을 보호해 주는 마을신이다.

장승을 만들 때는 길일을 택해서 양지쪽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와 한 쌍

의 장승(벅수)을 만드는데 이 마을에서는 타지에서 들여온 디딜방아틀을

깍아서 만든다. 장승제는 정월 보름날 밤에 10일이상 근신한 제주가 혼자

서 지낸다. 이때에는 문종이를 끼운 왼새끼줄로 길 양쪽의 남장군과 여장군

을 묶어 통행을 금지시킨다. 이는 사람의 통행뿐만 아니라 모든 액(厄)의

통행을 금지하는 의미이다. 제사음식 중 일부는 땅에 묻고 일부는 제주가

맛을 본 후 모두 날려 버린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곳에서부터 농악을

사진9-15 : 옛날의 벅수(장승)

1) 김두하. 『장승과 벅수』. 1993.
원사.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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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다.

장승(벅수)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신으로도 믿어져 애 못 낳는 아낙네들

이 장승의 일부를 잘라서 몸에 지니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이곳의 장승 역시

코와 귀가 잘리는 수난을 여러 차례 겪었다. 1974년에 2기의 장승 중 여장

군이 없어 졌는데 이 해에 소(牛)들이 잇달아 죽는 사태가 일어나 마을 사

람들은 여장군이 없어진 때문이라고 전한다. 

6) 광양읍 성황(城隍)마을 성황제(城隍祭-서낭제)

서낭당(성황당)의 근원 전설은“중국의 강태공

이 가난했을 때 그의 처 마씨 부인(馬氏婦人)이 집

을 나갔다가 강태공이 때를 만나 입신 출세하여 금

의 환향하는 도중에 마씨 부인이 다시 살기를 원하

다. 그러나 강태공은 한번 엎지른 물은 다시 담

을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가 버리자 마씨 부인은

원통하여 고갯마루에서 멀리 사라져 가는 강태공

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울다가 기진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사람들이 시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 옆을 지나칠 적마다 돌을 집어서 던진 것이 돌더미로 쌓여 오늘날과 같

은 누석단의 서낭당(성황당)이 생기게 된 시초라고 한다.”

서낭당의 근원 전설 가운데 또 하나는, 조선 초기에 병란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여 고갯마루 돌더미를 쌓아 놓게 하여 석전(石戰)에 비하게 한 것

이 서낭당의 시초라고 한다.2)

서낭(성황)은 마을수호신을 지칭하는 말로 본래 마을 수호신이 여타의

신격과 결합되어 신앙 상으로 변화된 신적 존재이다. 마을 어귀나 고개마

루에 원추형으로 쌓아 놓은 돌무더기를‘서낭당’또는‘성황당’이라고 하

는데, ‘성황’은‘서낭’을 한자로 표기할 때 중국의‘성황(城隍)’을 차용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3)

돌무더기 위에 돌 세 개를 얹으면서, 침 세 번을 뱉고 지나가면 재수가 좋

다는 속신이 있다고도 한다. 옛날에는 이 마을의 당나무에 가서 동리사람들

의 안녕과 농사일의 순조로움을 기원했다고 하나 광양읍의 시가지가 조성

되면서 그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고 서낭당(성황)이 있던 곳은 지금의 목성

리 사무소 자리 다고 전한다.

제1장 민간신앙

사진9-16 : 서낭당

2) 김태곤. 『동신당』. 1995. 
원사. 110쪽

3) 김태곤. 『동신당』. 1995. 
원사.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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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전날 밤에 제사를 지내는데, 서낭나무에 금줄을 쳐 두거나, 청옥

색 헝겊을 둘러쳐 놓기도 한다. 제물로는 시루떡, 삼색과일과 북어를 놓고

밥그릇에 쌀을 놓는다. 작은 상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바닥에 흰 종이를 깔

고 진설한다. 제사가 끝난 다음에는 시루떡을 떼어 나뭇가지에 북어와 함께

매어둔다. 삼색과도 그 로 둔 채 집으로 돌아온다. 

제3절 무속신앙(巫俗信仰) 

1. 무속신앙

무속신앙에는 세습무(世襲巫)와 강신무(降神巫)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고장에는 강신무가 주류를 이

루고 있다.

세습무와 강신무를 이 지역에서는‘단골’, ‘당골’,

‘단골래’, ‘당골래’등으로 불리우는 여무(�巫)다.

세습무는 전적으로 학습에 의해 무업(巫業)이 전승되

고 가계(家系)에 따라 단골의 신분이 계승된다. 단골

이 시가(媤家)에 소속되어 무업에 종사할 때 개 남

편이 무의(巫儀) 반주(伴湊)를 한다. 강신무는 강신(降神)체험과 신병(神

病-신들림)의 현상으로 얻어진 무가(巫家)이다. 

무속 형태는 공동제와 개인제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공동제의 형태

로는 마을굿, 개인제의 형태로는 개인 치성굿 및 간단한 비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개인굿 중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굿은 아픈 사람을 낫게 해달

라는 우환굿이고, 이 우환굿에서는 조상굿이 중심이 된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집안에 든 액을 제거하고 재수가 있기를 기원하는 재수굿인데,

여기에서도 결국은 조상의 향력이 후손에게 미친다는 식으로 조상이

두된다. 

2. 무속인(巫俗人)4)

단골들의 활동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우리 지역의 무속은

개 강신무 계열인 점쟁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거의

사진9-17 : 당골래의 무당굿

4) 전라남도『전라남도지』.
1995. 전일실업. 321-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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