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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풍수지리

광양의 풍수지리를 살피는 일은 광양사람들이 자연환경을 어떻게 이해

하 고, 자연 환경과 조화로운 삶의 터전을 어떠한 방식으로 가꾸었으며,

보다 이상적인 삶의 공간으로 꾸미려 했는지 고찰하게 된다. 따라서 이

은 두 가지 목적으로 집필하고자 한다.

첫째, 지리적 환경에 한 광양인들의 풍수적 인식 및 해석 방식을 살펴

본다. 여기에 해서는 광양의 풍수적 지명과 설화가 분석될 것이다.

둘째, 광양의 고을과 마을을 상으로, 그 입지와 배치 및 공간 구성에 풍

수가 어떻게 개입되고 있는지를 살필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광양의 풍수적

사실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 형국적(形局的)인 이해와 풍수적 공간의 문

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의 비보적(裨補的) 경관 요소에 주목하여 서술하

고자 한다. 이상의 주제는 결국 광양인들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누리고 보전

하며 가꾸고자 했던 풍수적 이상향의 형태와 조건이 무엇이었는지의 문제

로 귀결되는 것이다. 광양의 풍수적 사실에 관한 문헌으로는 광양군『마을

유래지』와『동광양시 마을의 유래와 주민 생활』등을 크게 참고하 다.

1. 풍수지명

땅이름은 땅의 얼굴이다. 거기에는 땅의 모양과 장소적 성격이 반 되어

있고, 이름을 불 던 당시 사람들의 지리적인 사고가 담겨 있다. 땅이름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변천하지만 그 과정에 끼친 풍수사상이 향

또한 매우 컸다. 풍수문화가 지역에 파급되면서 새로 풍수지명이 지어지거

나, 혹은 기존의 지명을 풍수적으로 풀이하는 과정을 겪었다. 

풍수들 중에서도 특히 땅의 생김새에 빗 어 풍수적 이치를 설명하는 형

국론(形局論)은 지역 곳곳에 널리 적용되었다. 그 배경에는 좋은 형국의 마

을터에 거주하면 그 지덕(地德)으로 좋은 소응(所應)이 있으리라는 풍수

적 기 심리가 깔려 있다. 예컨 용 형국은 존귀함을, 소 형국은 풍요로움

을, 게는(다리로 먹을 것을 어모으니) 재물이 불어나는 것을 상징하고,

학과 사슴 형국은 귀함과 장수를 상징하고 매화는(많은 씨를 퍼뜨리니) 다

산과 풍요를 상징하 다.

풍수들 중에서도 특히 땅의 생
김새에 빗 어 풍수적 이치를
설명하는 형국론(形局論)은 지
역 곳곳에 널리 적용되었다.
그 배경에는 좋은 형국의 마을
터에 거주하면 그 지덕(地德)
으로 좋은 소응(所應)이 있으
리라는 풍수적 기 심리가 깔
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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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풍수적 산 이름

광양의 풍수적 산 이름은 용, 호랑이, 학, 거북이, 말

등 동물을 본떠서 붙이고 있다. 이 사실은 광양사람들

이 산을 생명이 깃들고 형상을 갖춘 것으로 인식한 풍

수적 사고 관념의 예증이 된다. 특히 광양 고을은 신라

흥덕왕 원년(827년)에 암에서 태어난 선각국사 도

선이 37세 때(863년) 옥룡사에 자리잡고 35년간 광양

과 인연을 맺은 도선국사의 지리도참설에 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본다.

용이나 호랑이라는 산 이름은 산을 신성시하거나 외경하는 관념이 반

된 것이고, 학이나 두루미, 봉황, 옥녀의 형국을 붙인 산 이름은 산을 고결

한 존재로 여기며, 말과 매는 용맹성을 나타내며, 정승 천황은 인재를 희구

하는 심성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광양 고을의 북쪽에 우뚝 솟은 백운산은 고래로 명산이라 일컬어 독특한

걸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백운산 정기를 받아 태어났다고 이야기되어 왔

다. 백운산(白雲山)에 세 가지 정기가 있다고 전하는 정기(精氣)의 하나는

봉의 정기(精氣), 둘의 정기는 호정(狐精 : 여우의 정기), 셋의 정기는 저정

(猪楨 : 돼지의 정기)을 말한다.

사진9-27 : 백운산의 원경

<표9-2> 광양의풍수적산이름과유래

산이름 위치 풍수적 유래

와우산(臥牛山) 중마동 와우 뒷산의 형세가 마치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 하여‘누운소뫼’

구산(龜山) 광양읍 신기 산의 모양이 거북이 같다

쌍고산(雙鼓山) 광양읍 검단
이곳 두 큰 봉우리가 북(鼓)형국이어서 마로산(馬老山)의 말을 타고 투구봉의 투구를 쓴 장수

가 출정할 때 이 산의 두 북을 크게 울려 장수에게 신호와 힘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는 뜻

마로산(馬老山) 광양읍 용강리 말(馬)의 형국이라 붙여진 이름이며 백제시 에 축조된 성이 있다.

마산(馬山) 광양읍 마산 마산마을 뒷산이 말의 형국이고 그 앞의 소(沼)는 말의 구유

우두산(牛頭山) 광양읍 보운 소의 머리 형국임

비학정(飛鶴亭) 광양읍 현월 학이 날고 있는 형국이며 신선이 놀았다는 산

범딩이 산(虎山) 광양읍 초남 초남 서북쪽에 있는 등성이로 범처럼 생겼음.

구룡골재(九龍峙) 광양읍 외동 머리가 9개에 몸과 꼬리는 하나인 구룡의 형국

비봉산(飛鳳山) 봉강면 상봉 봉황이 날고 있는 형국

조무령(鳥舞嶺) 광양읍 초남 새가 춤을 추는 형국

갈기봉 봉강면 구서 짐승의 갈기(목덜미에 난 긴털)의 형국

두루미산 옥룡면 산본 두루미의 형국

호두먼당(虎頭) 옥룡면 남정 범의 머리 형국

매봉(鷹) 옥룡면 율곡 매의 형국

배암등 옥곡면 백양 뱀이 기어가는 형국

제9편 민속 및 구비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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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 봉(鳳)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최산두(崔山斗) 선생을 손꼽

을 수 있다. 그는 학사 에서 수학하고, 이조 중종 때 현유 조광조와 교우가

깊어 당 의 유명한 학자로 전국에 이름을 떨쳤다. 최산두의 출생지는 본래

뫼내면이다. 그뒤 봉강면(鳳岡面)으로 개칭되었고, 봉강면에는 봉당(鳳

堂), 봉계(鳳溪)등의 마을 이름이 있는가 하면, 최산두를 제향하고 강학하

던 서원도 봉양서원(鳳陽書院)이고 이분을 제향하는 곳도 봉양사(鳳陽寺)

이여서 봉의 정기는 최산두가 독점했다고 이야기 되고 있다. 

둘째 : 호(狐)의 정기에 얽혀 있는 전설은 월애(月愛)의 이야기다. 월애

는 고려 때 지금의 옥룡면 초암부락 월애촌에서 출생하 다. 이 마을 이름

을 월애촌이라 부르게 된 연유는 다음과 같다. 이 마을에 살던 월애는 어려

서 행실이 근엄할 뿐 아니라 그 자태가 뛰어나 만인의 주시 상이 되어 가

히 화용월태(花容月態)라 할 수 있을 정도 다. 고려 충렬왕 이후로 몽고에

수백명의 고려 처녀를 징발하여 몽고로 보낼 때라 월애의 미색이 널리 알

려져 몽고에 공녀(貢女)로 뽑혀 갔었다. 그는 곧 몽고 왕의 왕비로 간택되

었다. 월애는 당시 고려 조정의 어려움을 몽고 왕에게 간청, 조정역할을 다

산이름 위치 풍수적 유래

매봉 진상면 내금 매의 형국

매봉 진상면 섬거 매의 형국

매봉 진월면 선포 매의 형국

삼정봉(三政峰) 진상면 섬거 풍수지리상 세명의 정승이 태어난다는 형국

천황산(天皇山) 진월면 구룡 문필봉(文筆峰)이라고도 하는데 풍수지리설에 의해 이 산이 보이는 곳에 재사가인(才士佳人)

이 배출된다고 한다.

무동산(舞童山) 다압면 원동 선녀가 아이를 안고 춤을 추는 형국

옥녀봉(玉女峰) 다압면 서동 하늘에 선녀가 귀양와서 살았다는 전설

사진9-28 : 쌍고산(雙鼓山:광양읍 검단) 사진9-29 : 무동산(舞童山:다압면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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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서 조정에 여려가지 공헌을 하게되어 이 마을을 월애촌이라 하고 호

의 정기는 월애가 받은 것이라 하 다.

셋째 : 저(猪)의 정기를 받은 사람은 아직 없다고들 하는데 옛날 중국의

석숭(石崇)과 같은 부호가 날 것이라고 하여 이 고장의 사람들은 기 와 희

망에 부풀어 있고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는 듯 제철소와 콘테이너 부두의

활성화로 돼지의 정기를 꿈꾸고 있다.

한려수도의 미려한 정경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망덕산(望德山)에는 천자

봉조혈(天子奉朝穴)의 명당이 있다고 전해져 풍수들이 많이 찾아든다. 약

60�70년전 황매천(黃梅泉) 제자임을 자처하는‘방산’이라는 호를 가진

신씨가 천자봉조혈이 망덕산 아래 바다 속에 있다고 믿고 물에 뛰어 들어

갔는데 3일 후에야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전한다.

2) 풍수적 마을 이름

광양의 마을 지명 중에서 풍수적인 지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을 기존

문헌에 의거하여 우선 정리한 다음에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의 세 가지 표에 의하면 광양 마을 지명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형국

명은 용으로서, 모두 아홉 곳의 마을이 그 이름을 붙이고 있다. 용이 승천했

거나 날으려는 형국은 산의 기맥이 뭉쳐있는 곳이라는 풍수적인 견해가 바

탕을 이루었을 것이다. 

용이라는 마을 이름은 존귀함과 편안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청룡(뿌리)

이라는 지명도 (좌)청룡이라는 풍수용어에서 비롯한 것이다. 소의 형국의

지명도 여러 마을에 나타난다. 와우형(臥牛形)은 길지(吉地)의 명사로

흔히 인식되는데 중마동 와우마을의 좌우 앞에는‘꽃뱅이(소꼬비)섬’, ‘모

가지등’, ‘소눈이’는 소의 마을에 부속되는 경관으로 모두 소의 풍요로움

을 상징하는 부류의 마을들이다.

(1)풍수적 마을 이름

마을 이름 풍 수 적 유 래

태인동 용지(�址) 마을 앞 웅덩이에서 용이 나왔다는 전설에서 유래

봉강면 개룡(開龍) 옛날에 개룡사(開龍寺)라는 절이 있었다는 데서 연유됨

옥룡면 흥룡(興龍)
신라시 풍수설에 형통한 도사가 백운산에서 산맥을 타고 내려오다 이 마을 뒷산이 용이 하늘로 오르

려는 형국임을 보고 연유됨.

옥곡면 청룡(靑龍) 왼쪽 산맥이 청룡(左靑龍)이 되는 등성이 된다하여 연유됨

진상면 용계(�溪) 풍수지리상 용계포란(�溪包卵)형국

제9편 민속 및 구비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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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름 풍 수 적 유 래

진상면 청룡(靑龍) 북쪽에 위치한 산세가 청룡농주(淸龍�珠)형국이라는 데에 연유됨

진월면 용소(�沼) 옛날 용이 살다가 하늘로 올라 갔다는 큰 소(沼)가 있어 연유됨

중마동 와우(臥牛) 뒷산이 소가 누워 있는 형국(누운소-누운쇠-눈쇠-와우)

광양읍 내우(內牛) 마을 뒷산이 소의 몸체부를 닮은 형국에서 유래

옥곡면 우모(牛母) 어미소의 형국

광양읍 우두(牛頭) 마을의 형국이 쇠머리 같다(쇠머리-한자로 牛頭로 표기)

광양읍 마산(馬山) 뒷산이 말의 형국이고 그 앞에는 말의 구유에 해당하는 소(沼)가 있다하여 유래

봉강면 마치(馬峙) 뒷산이 말의 형국이면서 우뚝 솟은 높은 산이라 붙여진 지명

진월면 마동(馬洞) 마을 지세가 말의 형국이라는 데서 유래

광양읍 현월(懸月) 마을 뒷산이‘하늘의 달을 매달이 놓은 곳’이라는 뜻

광양읍 월평(月坪)
중국인 양맥수라는 풍수가 마을을 보고 달이 증자포(曾子浦)에서 진다는 월락증포(月落曾浦)의 형국이

라 하므로 들몰을 나타내는 평(坪)자에 달(월:月)자를 첨가 월평(月坪)으로 부르게 된 연유임.

옥곡면 월앙(月仰) 마을 뒷산이 달을 쳐다보고 있는 토끼의 모양이라서 유래됨

옥곡면 명주(明珠) 마을의 형국이 베틀 같다고 하여 명주베를 짠다는 뜻

다압면 직금(織錦) 옥녀가 앉아서 비단을 짜는 형국이라 하여‘진바늘’, ‘직금’이라 칭함

광양읍 무선(舞仙)
왼쪽산이 북매(북산), 오른쪽 골짜기는 잣 골(깃 는북을 치는 기구)이니 중간에 위치한 마을은 춤을

추는 곳에 해당한다는데서 유래됨.

옥룡면 선동(仙洞) 선인무수혈(仙人舞竪穴)의 명당이 이곳에 있다.

중마동 사동(寺洞)
옛날 마을에 절이 있다하여‘절골’이라 하 는데 한자표기로 사동(寺洞)이다. 주변에 산재골, 불당골,

절박골이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광양읍 보운(普雲) 옛날 보운사(普雲寺)라는 절이 있었다 한데서 연유

골약동 도이(桃�) 도화이화만개(桃花�花滿開)형국

진상면 도원(桃園) 도화낙지(桃花�地)가 이곳에 있다는 풍수지리설에 유래됨

옥곡면 매남(梅南)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 형국

광양읍 호암(虎岩) 마을 앞의 정자나무 앞에 호랑이의 형상을 가진 큰 바위를‘범바구’라는데서 유래

진상면 섬거(蟾居)
삼정봉(三政峰), 응봉(應峰), 각산봉(角山峰)이 병풍처럼 둘러진 형태가 두꺼비 같다하여 섬거포(蟾居

浦)∙섬거(蟾居)로 부름.

마을 앞 강물에 잠겨있는 폭 5m의 바위가 두꺼비가 헤엄을 치는 모습에서 연유된 설과, 홍수에 떠내

다압면 섬진(蟾津) 려 오는 두꺼비를 처녀가 구해 주었는데 후에 처녀가 물에 빠지자 이를 구해주고 언덕 밑에서 숨졌다

는 설에 연유

골약동 황방(黃坊) 주변의 산등성이가 맹황견(猛黃犬) 같다는‘황방 삽살방’에서 유래

광양읍 해두(蟹頭)
한 중(僧)이 갯벌을 막은 후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갯벌에 사는 게(蟹)의 머리라는 뜻으로‘게멀 ’을

해두(蟹頭)로 표기

광양읍 갈치(渴稚)
마을 앞산에는 꿩의 모습을 한 산이 있는데 꿩의 부리에 해당되는 곳에 샘이 있어 목마른 꿩이란 뜻으

로 갈치라 하는데 덕산(德山) 과 예구(�求) 마을의 통칭이다.

옥곡면 사동(獅洞) 앞산이 사자(獅子) 형국이라‘사자목’마을이라 하다가 사동으로 함

진상면 웅동(熊洞) 지세가 험하고 마을의 형국이 곰과 같다는데 연유됨.

지형이 뱀의 형국이라 하여 약 500여년전에 이곳을 지나던 고승(高僧)이 지어준 이름이다. 마을 사람

진월면 사동(蛇洞) 들이 이름이 좋지 않다하여 학동으로 부르다 마을이 점점 폐촌이 되어 다시 사동으로 복원하여 지금에

이른다.

진월면 아동(鵝洞) 지형이 두루미의 머리같다 하여‘두루미 머리’로도 부른다.

진월면 오추(烏 )
뒷산의 형국이 까마귀가 날아가는 형국이라 하여 오추(烏 ) 또는 산세가 중국의 항우(項羽)가 탔다는

준마같이 날렵하게 생겼다 해서 오추마(烏 馬) 즉 오추마다 하여 오추골

태인동 장내(墻內)
전우치(田禹治)가 쌓은 궁궐의 담장터 안에 이루어진 마을이라 하여‘담안’이라 부르는데 한자 표기

로 장내(墻內)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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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신성시는 옛날부터 민간신앙의 상으로 소원을 빌었던 풍수적인

길상(吉祥)이 된다. 신선(仙)∙용∙학∙두루미 등을 신성시함은 물론이고,

고고하며 무병장수하는 상이 돼 왔고, 호랑이∙말∙곰의 용맹성과 특

성 그리고 무릉도원의 희구 등 여러 마을에서 생물에 빗 어 마을 이름을

삼고 있으니, 삶터에 생명성과 형상을 부여한 주민의 풍수적 사유를 표현하

고 있다.

마을 이름 풍 수 적 유 래

광양읍 성황(城隍) 성황 마을은‘성황당’또는‘서낭당’으로 불리는데 서낭당이 위치한 연유로 붙여진 이름

광양읍 개성(開城) 광양읍성의 성문이 열리는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

광양읍 관동(冠洞) 동네앞에 갓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갓바위’라고 부르는 데에서 연유

봉강면 명암(鳴岩) 마을 북쪽에‘울바구’가 있다는데서 연유

봉강면 각비(却飛)
마을 뒷산이 각비(却飛)라 하 는데 1959년 백운저수지 수해로 마을 일부가 갑자기 날아가 버려 각자

의 지명을 실감케 한다

봉강면 부현(釜峴)
마을의 형상이 솥뚜껑 형상이라 하여 가마부(釜)자를 붙 으며 일명‘가마고개’라고도 한다. 또는 옛날

이곳에 신단, 즉 검단이 있었다는데서 유래된 지명.

옥곡면 곡(大谷) 골짜기가 길고 크다 하여 큰골 즉 곡이라 부른다.

옥곡면 의암(衣岩)
마을앞의 바위가 마치 여인네가 치마를 입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연유로‘옷바구’를 한문식으로 의

암으로 표기

진상면 창촌(倉村)
원래‘두지등’으로 불 는데 조선초기 국창(國倉)을 만들어 곡식을 저장하게 되어 두지등을 한문식 이

름으로 창촌(倉村)으로 부른다.

다압면 다사(多士) 지리도참설에 의하여 이 고을에 선비가 많이 날것이라는 뜻에 연유

골약동 황곡(黃谷) 이 지역에 누런 사금이 많이 나오는 들이라 하여‘누룬실’이라 부르다 한문식으로 황곡(黃谷)으로 표기

사진9-30 : 중마동 와우마을 사진9-31 : 의암마을 웃옷바구

제9편 민속 및 구비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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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차 변화 및 한자 표기 변화의 마을 이름

음차 변화와 한문을 표기할 때 동음으로 바뀌거나 빼거나 전혀 다른 자를

써서 지형 지물에 한 마을 유래로 바뀌게 된 사례들이다. 특히 학을 닮은

새터(鳥)가 동음으로서의 새터(新基)로 변화된 엉뚱한 표기는 고사∙백양

마을에서도 볼 수 있다.

제1장 민간신앙

마을 이름 음차변화 및 한자 표기 변화의 마을 유래

중마동 마흘(馬屹) 마을 근처의 산정이 말(馬)과 같다하여‘마리’라 하다‘리’자를 흘(屹:산우뚝할)로 개칭(몰-마리-말-마흘)

골약동 금곡(�谷)
마을 주변에 금으로 된 뱀이 숨어 엎드려 있다는 금사복지혈(�蛇伏地穴)에서 유래 되었는데 사복(蛇

伏)이 사복골-쇠복골-쇠골이 한자어로 바뀌어 금곡(�谷)으로 됨

광양읍 신기(新基) 마을 뒷산이 학(鶴)을 닮아서 새터(鳥)라 불리던 것이 오기(誤記)로 새터(新基)로 기록

투구봉의 투구를 쓴 장군이 마로산(馬老山)의 말을 타고서 칼을 휘두르는데 그 칼의 끝에 해당되는 곳

광양읍 검단(檢丹) 이 이곳이다. 칼검(檢)자 끝단(端)자를 붙여 검단(檢端)이라 이름하 다. 일제시 에 지명이 너무 무섭다

하여 끝단자를 붉은단(丹)자로 개칭

진월면 이정(狸井)
마을 뒷산이 쌀가지(살괭이:狸)를 닮아‘씰가지섬’‘삵섬’이었다. 마을 근처에는 쌀가지 먹이인‘닭바

구’, ‘삐갱이바구’가 있어 격을 맞추고 있다. 섬이여서 섬도(島)자를 썼으나 후에 새미정(井)자로 바뀜

진월면 중도(中島)
월등리(月嶝里)라 부른다가 월중도(月中島)로 불리웠다. 이는 보름달이 강물에 비치면 마치 달속에 있

는 것처럼 보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뒤에 월(月)자를 떼고 중섬 또는 중도(中島)라 함

다압면 고사(高士)
옛날에 오래된 모래밭이 있었다 하여 고사(古砂) 그뒤 연 를 알수 없는 절터가 있었다 하여 고사(古

寺)로 부른다가 해방이후 높은 선비가 날것이라는 풍수지리설에 근거하여 고사(高士)라 부르고 있다.

옥룡면 남정(南井)
광양 현감도 먹었다는 이 샘을 감로정(甘露井)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은하정(銀河井)으로 불리워 오다

남정(南井)으로 개칭

마을 뒷산이 배(船) 형국이고 마을 터는 돛 형국이라 돛 의 재료인‘가래나무’에서‘가래’를 따서

마을이름을‘가래골’이라 불 고 이를 한문식으로 추동산(楸洞山)이라 하 는데 뒤에‘가을추’로 바뀌

옥룡면 추동(秋洞) 어 추동(秋洞)이라 함. 한편 향토사학자들의 이야기로는 골짜기 형국을 보고 갈라진 골에 있는 마을 즉

동곡계곡과 추산계곡 입구에 터를 잡은 마을이라 하여 가래골∙가라골이라 하 는데 이를 한문식으로

쓰면서‘가을 추’라 하여 추동(秋洞)이라 하 다는 설이 있음

옥곡면 백양(白楊)
뒷산의 지형이 흰염소(白羊)가 누운 형국에서 연유돼 백양(白羊)이라 부르다 동음이나 뜻이 변하여 백

앙(白楊)이라 했다.

옥곡면 부두(浮頭)
‘부담‘,‘부도암리’로 불리는 부도(浮屠)에서 유래된 설과 이 마을에 있던 절에 큰 가마솥이 있어 부두

(浮斗)라 하다가 지금의 부두(浮頭)로 바뀌었다는 설이 있음

진상면 평촌(坪村)
쇠를 캐내어 솥 등을 만들던 철점이 잇어‘점골’, ‘점터’라고 부르다 평촌(坪村)으로 표기하 는데‘들

몰’이라 하는데에서 유래되어 이를 한문식으로 평촌(坪村)이라 부름. 지역민은 점터로도 부른다.

마을의 지형이 물레의 가라(가락)와 같다하여‘가라골’로 부르다 한문식 표기로 가래나무 추(楸)자를

진월면 추동(秋洞) 붙여 이름한 것이다. 후에 농사가 잘 되어 언제나 가을 같다는 뜻으로 가래나무추자를 가을추(秋)자로

바뀌었다.

진월면 돈탁(敦卓)
북쪽에 위치한 바위 등성이가 거북이와 흡사하다 하여‘ 구등이(�龜)’ 다. 그뒤‘거북등’이라 하다

왜정시 돈탁으로 바뀌었다.

남쪽 왼편 고개로 가면 몰(말)처럼 생긴‘몰고개’가 있는데 금동마을은 이 말안장의‘걸개’처럼 생겼다

진월면 금동(琴洞) 는데서 걸채의 광양말인‘걸망’이 나왔고 여기서‘걸망개’의 명칭이 생긴 듯 하다. 걸망개를 한자로

‘巨之亡浦’(1530년 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남)로 표기 됐는데 왜 금동(琴洞)으로 바뀌었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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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풍수지리설에 얽힌 마을 유래

제9편 민속 및 구비전승

사진9-32 : 광양읍 검단마을 사진9-33 : 진상면 평촌마을

마을 이름 풍 수 적 유 래

골약동 하포(下浦)
이 마을 동편에서‘진지끌’까지의 형세가 마치 붉은 범선이 항구를 빠져 나가는 모양과 같다는‘홍범

출항형국(紅帆出港形局)이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광양읍 죽곡(竹谷)∙ 죽곡은 죽림칠현(竹林七賢)을 뜻하며 문(文)을 의미하고, 범바구에서 유래된 호암부락은 무(武)를 뜻한

호암(虎岩) 다. 접해져있는 이웃 두 마을은 문무(文武)를 겸한 마을로 난시에 주민들은 피난 복지라 여긴다.

봉강면 상봉(上鳳)∙
비봉산(飛鳳山)을 중심으로 이 산과 연유하여 지어진 지명이다.

봉계(鳳溪)∙하봉(下鳳)

백운산에서 흐르는 물이 맑고 깨끗하여 도청(道淸)이라 이름하 다고 하며, 한편 도월리(道月里)일 에

광양읍 도청(道淸) 는‘군신바위’‘무선(舞仙)쟁이’‘봉정리(鳳停里)’‘도득(道得)막댕이’‘증자포(曾子浦)’가 있어 5선(五

仙)이 날 것을 기원하 다고 전한다.

옥곡면 상선(上仙)∙ 국사봉(國師峰)이 둘러있는 골짜기에 선인취적혈(仙人吹笛穴)이 있어 선죽골(仙笛)이 있는데 가운데 마

중선(中仙)∙하선(下仙) 을이 중선(中仙), 윗마을이 상선(上仙), 아랫마을이 하선(下仙)이다.

진상면 외금(外錦)∙ 마을 지형이 옥녀(玉女)가 비단을 짜는 형국으로 비단금(錦)자를 붙여 외금(外錦) 내금(內錦) 상금(上錦)

내금(內錦)∙상금(上錦) 으로 부른다.

옛날에 죽림(竹林)과 사곡(紗谷)을 합하여 사라실(紗羅室)이라고 하 는데 이는 옥녀봉(玉女峰)의 옥녀

광양읍 사라실(紗羅室) 가 용강리 베틀머리(織頭)의 베틀로 비단을 짤 때 이곳이 작업실에 해당된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직

동(織洞)과 면동(綿洞)의 이름도 이에 연유됨

진상면 황죽리에 신라시 에 세워진 황룡사(黃龍寺)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절에 살던 황룡(黃龍)이 이

진상면 비촌(飛村) 마을에 날아와 앉았다고 해서 비촌(飛村)이라 했다는 설과, 비촌이란 이름보다 지역 주민은‘날몰(날아

갈 마을)’이라고 통하는데 1974년 8월에 수어댐이 들어서면서 이 마을 뒤편 산기슭으로 이주하 다.

신라시 세워진 황룡사(黃龍寺)에 누런 용(黃龍)이 살았는데 그런 연유로 윗마을의 이름이‘누런이’,

진상면 구황(舊黃)∙ ‘노룡이’, ‘황리’로 불리었다. 일설에는 황룡부주(黃龍負舟)의 명지에 황룡사가 자리잡았다 하여 황룡리

신황(新黃) (黃龍里)로, 황룡사가 폐해지자 황리 주민 일부가 황룡사 폐지로 내려와 부락을 이루면서 신황(新黃)이

라 하자 옛 마을은 구황(舊黃)으로 부른다.

북서쪽 동산에 큰 정자가 있는데 이 동산은 마을을 감싸고 수호해 주는 명당이라 동산의 당산자(堂山

진상면 원당(元堂) 字)를 본따서 원(元)자와 당(堂)자를 합친 이름이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제비집(燕所) 형국으로 마을

지세가 생겨 한때는 부촌이 다고 전한다.

마을 뒤편에 금무비봉하무금(琴舞琵峯下舞琴)의 명지가 있는데 둘만 살면서 거문고와 춤노래만 하 다

광양읍 부흥(富興) 하여 무금(舞琴)터라 하 는데 그 당시 부유한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부자 마을의 유래를 참고

하여 부흥(富興)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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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광양군 마을 유래지와 동광양시 마을의 유래와 주민생활)에 의

해 251개 자연 마을 중 풍수지리설과 관련된 지명을 분석해 보았는데 그

중 확실하게 기록된 풍수설과 연관된 마을이 85개 마을로 34%를 차지하

고 있다. 광양지역은 특이하게도 베짜는 형국의 지명이 광양읍ㆍ옥곡ㆍ진

상ㆍ다압면에 일곱 곳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광양읍의 사라실(絲羅室)

지명이 특이하다.

2. 풍수설화

1) 단맥형(斷脈形)

(1) 외세에 의한 단맥 설화

마을 이름 풍 수 적 유 래

이 마을은 중이 춤을 추는 형국이라 하여 불무댕이(佛舞洞)라 부른다. 처음 정착하여 살던 천 이씨

중마동 불로(�老) 마을이 자손이 귀해지자 그 까닭이 불교의 중(僧)이란 자손이 없는 것처럼 이 마을에 살고있는 사람들

도 역시 자손이 귀할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하여‘불로(�老)’로 바뀌었다고 한다.

사진9-34 : 호암마을 '범바구' 사진9-35 : 진상면 옛비촌마을(수몰전)

장소 설 화 내 용

중마동 와우(臥牛)마을 와우이제(臥牛二堤) 왼편의 고개를 가르키는데 소의 목부분에 해당 한다고 붙여진 이름인데 일제시

모가지 등 일본 사람들이 이 소의 목 부분을 잘라버렸다고 한다. 

중마동 와우(臥牛) 마을 와우마을 동북쪽으로 솟아 나온 산등성이가 마치 거북이가 물로 들어가는 모양을 하 다고 하여 붙여

거북등 진 이름이다. 일제시 일본 사람들이 거북의 머리부분에 해당하는 곳을 잘라버렸다고 한다.

진월면 송금리
송현마을에서 리 마을로 가는 길목에 산허리가 있는데, 이곳에서 큰 인물이 태어나 일제(日帝)가 해

송현(松峴)마을
를 입을 것이라 하여 왜정시 일인들에 의해 이곳에 인물이 나는 것을 막으려고 산허리를 잘라내어

평평한 길로 만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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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 의한 단맥설화인데, 일제치하에서의 수탈은 강한 적 감을 불러

일으켰고 민족의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존재로 잠재의식 속까지 깊이 새겨

졌을 것이며, 그 결과로 철도나 도로의 건설에 따른 실제적 행위와 함께 단

맥의 행위자로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풍수적으로 지맥이 흐르는 통로

가 되는 고개의 단혈과 마을을 지켜주고 인물을 낳는 산의 정기를 훼손했

다는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계층 갈등에 의한 단맥설화

제9편 민속 및 구비전승

사진9-36 : 골약동 황방마을 사진9-37 : 다압면 하천마을

장소 설 화 내 용

함밧골에 얽힌 이야기로 이곳에 함씨(咸氏)들이 살고 있었는데 가까운 곳에 선조의 묘가 있었다. 어느

골약동 황방(黃坊) 
날 시주를 하러온 스님에게 심하게 박 하여 그 분풀이로 선조의 묘를 이장하면 좋은 징조가 있을 것

이라고 퍼뜨려 그 말을 듣고 이장을 하는데 갑자기 함박연기가 피어 올라 그 후 자손이 끊겼다고 한

다.(함씨밭골-함씨밧골-함밧골)

이 마을에 박씨들이 부자로 살며 기세를 부렸는데 스님이 시주하러 오면 공양은커녕 기둥에다 묶어두

고 물을 부어서 못 견디게 하곤 하 다. 이런 소문이 불가에 알려지자 도사 한 분이 이 마을에 시주를

광양읍 쌍두(雙杜) 하러 왔는데 박씨 가문에서 역시 기둥에다 묶고 물을 부어 욕을 보 다. 그 당시 도사가 기둥에 묶인

채 박씨 선산이 풍치가 나니깐 현재 묘를 이장하면 부와 귀를 누릴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풀어주기를 사정했다. 박씨 가문에서는 이 말을 곧이 들고 묘에 봉분을 헤치니 김이 나가서 박씨 가문

이 망했다고 한다.

조령리의 부귀를 지켜준다는 두 개의‘돛 바구’가 있었다. 하나는 굴바구 밑에 있었는데‘선돛 바

구’라 하 고 다른 하나는‘후돛 바구’라고 하여 성불사 근처에 있었다. 어느때 조선조의 억불 정책

봉강면 조령(鳥嶺) 에 반발한 성불사 승려들이‘선돛 바구’를 깨어 버렸다고 하는데 그때 바위에서 검붉은 피가 흘 으

며‘후돛 바구’는 저절로 깨져 버렸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바위가 깨어지자 마을이 가난하게 되었

다고 한다.

하천(下川)이라 부르던 마을은‘시루봉골’이라는 곳에 정착하여 부자로 살았는데 중이 와서 이곳에다

물레방아를 놓으면 마을에 복이 온다고 하여 물레방아를 놓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마을에 재앙이 들어

다압면 하천(荷川) 현재의 마을로 내려와 살게 되었다. 이는 중이 잘사는 것을 시기하여‘떡시루의 설’에 물레방아를 놓

고 찧으니 잘될 턱이 없는 지세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마을에서 내려다보면 흐르는 내의 군데군데 돌

이 연꽃 모양같아 연꽃 하(荷)자를 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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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갈등을 나타내고 있는 설화는 풍수의 윤리성과 사회성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다. 광양지역은 스님의 학 로 인한 보복적인 단맥유형

이 표적이다. 이는 고려시 불교의 융성과 조선시 의 억불정책으로 사

찰의 몰락에서 기인된 사례가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광양의 백운산 4 계

곡에는 도선국사의 향으로 절∙불당골∙절골∙암자∙탑골 등의 지명이

무려 55개 지명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광양은 사찰과 주민과의 관계, 그리

고 불교의 문화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을 것이다.

3. 광양의마을풍수

1) 마을 비보 숲

주어진 지형(지세)을 능동적으로 풍수적인 조화를 위해 인위적으로 조경

하는 것이 비보(裨補)숲일 것이다. 숲은 마을 앞면이 트이거나 어느 한곳이

마을명 위치 형 태 보존상태

광양읍

성북(星北)

광양읍

신성(新城)

옥룡면

추산(秋山)

진상면

섬거(蟾居)

진상면

지랑(旨郞)

진월면

돈탁(敦卓)

마을의

서북쪽

마을중 남쪽

백계산

마을앞

마을앞

북동쪽제방

마을의 서북쪽이 허하다는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이조 중종 23년(1528

년)북두 칠성을 상징하는 일곱 군데에 나무를 심어서 칠성이라 하 다.

현재 남아 있는 칠성리 당산과 연습림 서편‘홀아비 정자나무’는 그때에

심어진 것이라고 전한다.

칠성리의 당산이 복호(伏虎) 형국이고 읍내는 학(鶴)이 날으는 형국인데

남쪽이 허하다 하여 남방과 북방에 조림을 하 는데 이는 조선 명종 23

년 (1528)년에 당시 현감 박세후(朴世 )가 만든 숲이다. 한편으로는 늪

지 는 못을 파고 못 주위에 수양버드나무와 이팝나무, 팽나무도 함께

심었는데 이팝나무는 단 한 그루만 보존되어 온다.

신라말기 음양지리설과 풍수상지법(風水相地法)을 주장한 도선국사에 의

해 옥룡사가 개창되고 그 비보(裨補)로서 동백나무를 심었다. 지금은 그

규모가 7㏊에 달하는 면적에 수천 그루의 동백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확실한 연 는 알 수 없으나 섬거 마을의 두꺼비 형국과 건너 마을 청룡

여의주(淸龍如意珠) 형국을 서로 비보(裨補)하는 숲을 마을 앞에 소나무

숲을 조성하 는데 마을 진입로 확장과 진상초등학교 부지 확장으로 모

두 훼손되었다. 섬거 동편 마을을 지금도 숲넘(수동:藪洞)마을이라 부른다.

이 마을은 평지보다 산등성이(몰랑)에 위치해 있는데 지랑(몰랑몰)마을

어귀의 조산은 고을과 마을의 지맥이나 수구(水口)가 허한 곳을 다스리

기 위한 읍락비보(邑落裨補)를 위해 인위적으로 쌓은 조산(造山)이 아니

고 마을 남쪽 계단식 논의 끝자락에 커다란 돌들이 모여 자연적인 동산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산(祖山)으로 쓴다. 조산(祖山)은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것으로「혈(穴)에서 가장 멀리 자리잡고 있는 용(�)의 봉우리」로

이해되고 있다. 실제로도 지랑마을 좌측에는 청룡여의주 형국인 청룡동

(靑龍洞)이란 마을이 존재하고 있다.

중종 23년(1528년) 광양 초 현감인 박세후(朴世煦)가 각 고을을 순방

하던 중 이 마을 앞 제방에 우거진 송림을 보고 광양 팔경의 하나로 지

정하 다. 현재 160여 주가 보호되고 있어 경관뿐만 아니라 방품림의 구

실을 하는 비보숲이다.  

두그루만

보존

이팝나무 천염기념

물 235호. 

71.9.13지정

전라남도 지방 기념

물 12호 74년 지정

1965년경 마지막 훼

손

양호하다.

160여그루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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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결(虛缺)하

기에 마을 전면

의 산세가 좁아

드는 곳에 숲을

가로질러 조성

한다. 숲은 해

안에 조성되면

바람을 막아 모래의 이동이나 염분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며, 제방에

조성되면 홍수시에 제방

유실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기에 마을을 보호하게

된다. 마을이 어떤 형국으

로 되었던 간에 어느 한

곳이 허결하기에 숲으로

조산(造山)하여 보허(補

虛)한 것이다. 이 숲으로 인해 주거지가 마을 밖에서 보이지

않으니 마을의 주거지의 공간적 안정감을 주는 경관 요소로

기능하 을 것이다. 풍수지리로 살펴 본 우리고을의 발자취를

광양의 산, 광양의 마을, 광양의 바다로 구분하여 각종 문헌과

선 들이 이야기했던 전설 등을 통하여 또는 남긴 흔적을 새겨보면서 알아

보았다. 우리나라 풍수지리설의 시조인 도선국사가 이 곳 옥룡사에서 35년

간 입적할 때까지 우리고장의 종교, 문화, 사회, 정치, 행정 등에 지 한

향을 미쳤음은 틀림없다. 우리는 현세의 편리함을 추구하는데 그칠것이 아니

라어제의귀중함을깨닫고그것을지켜나가면서꽃을피울줄알아야된다.

사진9-38 : 홀아비 정자나무 사진9-39 : 섬거 동편마을「숲넘」

사진9-40 : 이팝나무(천연기념물
235호)

사진9-41 : 돈탁마을 송림

사진9-42 : 백계산 동백림 사진9-43 : 지랑마을 조산(祖山)

집필 : (전) 진상초등학교 교장 이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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