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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사직단∙방액제∙기우제∙당산제

1. 사직단(社稷壇)

종묘(宗廟)와 함께 나라에서 토신(土神)과 곡신

(穀神)을 제사 지내던 곳. 또한 각 고을에서는 관

아의 서쪽에 사직단을 세우고 치제하여 국태민안

과 풍년을 빌게 하 다. 광양고을에서는 언제 세웠

는지 알 수 없으나 옛 관아의 서쪽인 광양읍 봉강

면 명암마을에 옛 사직단 터가 남아 있으며 왜정시

이전까지 이곳에서 제를 지냈다고 전하여 온다.

가. 社稷壇

社(土神)稷(穀神)在城西社稷共一壇無石主社在壇上近東稷在壇上近西(無配位)綜以周

垣(國都則壤在都 稷在西�壇各方二丈五尺高三尺四出階各三級壇 隨力色燾以黃土社

有石主長二尺五寸方一尺剡其下半當壤南階之土四門同一( )方 二十五步�尺爲步則十

五丈也尺造器尺也練以周垣國社國稷紳座三南北 向后土氏配國社后稷氏配國稷名在正位

之左近北東向)

獻官(本邑守令祝) 掌饌者 執尊者 執事 贊者 謁者 (祝以下皆以 本邑學生充)每位四在左

爲二行右上(第一行刑鹽在前乾棗次之第二行�黃在前鹿脯次之豆四在右爲 二行在上第

一 行菁菹在前鹿次之第二行芹菹在前魚次之) 

各二在 豆間 在左 在右( 實以稻�在稻前 實以黍稷稷在黍前) 俎俎一在

前(實以豕腥) 爵三在各前(各有 )象尊二(一家玄酒,一實淸酒)皆加勺 在神位之左

近北南向東上

幣用苧布(黑色)長各一丈八尺(用造禮器尺)在 前(前謂北也)

나. 祝文式

維歲次某月干支朔某日干支某郡官姓名敢昭告于 社稷之神伏以 厚德載物立我蒸民永

言佑之 歆精 謹以 牲幣醴齊 盛 品式陳明薦尙饗

축문식

오직 아무해, 아무달, 아무朔, 아무날, 아무干支에 아무벼슬, 아무개가 幼學 아무개로

하여금 감히 社稷神께 분명히 아뢰나이다. 엎드려 생각하니 厚하신 德으로 온갖 물건을

가지셨으니 우리 백성들 식량하도록 원히 도와주시고 깨끗한 제사에 歆饗하시도록

삼가 犧牲과 幣帛과 맑은 술과 여러 祭物 그릇에 담아 진설하여 바치노니 歆饗하시기를

원합니다.

제3장 구비전승

사진9-303 : 사직단 옛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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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액제(防厄祭∙ 祭壇)

여액제( 厄祭)라고도 불린다. 여제단( 祭壇)에서

거행되었는데 역(疫)이 유행할 때 그로 인하여 죽은

귀신을 위로하 다. 우리고을에는 광양읍 우산리 내

우마을과 인서마을 등 여러곳에 있었으나 현재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제9편 민속 및 구비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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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在左爲二行右上(第一行刑鹽在前乾棗次之, 第二行�黃在前鹿脯次

之) 豆四在右爲二行左上(第一行菁菹在前鹿 次之, 第二行芹菹在前魚 次

之) 二一在邊前(實以羊腥) 一在豆前(實以豕腥) 各二在 豆間 在

右 在 後爵三在 前

象尊二(一實玄酒 一實淸酒) 皆加勺冪在壇上東南隅北向西上

祭祭文

維歲次于支某月某朔某日于支某郡官姓名致祭于無祀鬼神人之死生有萬

�同從古�今�得良死者其類一或在戰陣而死國或遭鬪歐而亡軀或以水火

盜賊或罹飢寒疾疫或爲墻屋之頹壓或遇蟲獸之 或陷刑 而非罪或仍財

物而逼死或仍妻妾而隕命或危急自縊或沒而無後或産難而死或震外或墜死

若此之類�知其幾孤魂無托祭祀�及陰魂末散結而爲妖是用告于

城隍召集 靈侑以淸酌庶羞惟爾

象神來享飮食無爲 災以于和氣尙 饗

3) 기우제(祈雨祭)

인간은 자연의 현상에 응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왔으

나, 그 중에서도 농경민들은 어떻게 하면 물을 확보할 수 있

는지를 고민해왔다. 물은 농경민들에겐 생명과도 같다. 물이

풍족해야 농사 풍년을 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을 확보할

목적으로 저수지를 만들게 되고 그것도 여의치 않는 경우는

기우제를 지내 물을 확보하려고 했다. 기우제는 나라와 민간

에서 비오기를 기원하는 제사이다.

과거엔 저수지나 댐이 많지 않아 오로지 하늘의 도움을 받

아 농사를 짓는 곳이 많았다. 물을 관장하는 신격인 용신의

가호 없이는 농사짓기가 어려웠으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마

을 사람들은 의견을 모아 용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이후 많

은 물의 양을 저장할 수 있는 댐이 등장하고, 지하수를 뿜어

낼 수 있는 용수기가 등장하면서부터는 기우제도 서서히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농사의 절기에 한발이 심하여 농민이 곤경에 처하게 될 때 옛부터 기우하

는 제의를 행하 다. 기우제에 관한 기록은 신라시 부터 무수하게 보이며

제3장 구비전승

사진9-305 : 진상어치리의
지살교지(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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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뿐만 아니라 국왕에서부터 지방 관속에 이르기까지 한발 때 기우

제를 주관하여 지내기도 했다. 전라도 지역의 기우제는 높은 산이나 강가에

서 많이 이루어졌다. 기우제의 제사 내용은 유교식 제의 내용을 비롯해 옹

기물 흘리기, 묘파기(破墓), 불지르기, 피묻히기, 키(箕)로 물 뿌리기 등 다

양한 행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양지방에서 기우제는 주로 성불산(成佛山, 봉강면 도솔봉), 백학산(白

鶴山), 하백운암(下白雲庵), 옥룡 송천사(松川寺) 서북쪽의 용문폭포(�門

瀑布), 진상 어치리의 천살고지∙지살고지 등에서 행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 당산제(堂山祭) 및당목(堂木)현황

가. 당산제(堂山祭) 

당제는 마을의 강녕과 무병무사, 풍농, 풍어, 다산, 부귀, 자손번창을 빌며

충해, 수해, 인해가 없도록 기원하며 마을의 화합과 협동을 다지며 악신을

쫓는 민중의 집단제의이다. 또한 감정윤리를 회복하고 정서를 순화하며 삶

의 의욕을 생동하게 하는 새로운 삶에 힘의 발원 제의이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들이 당제의 강신의식과 뒷풀이 속에 담겨져 들굿, 날굿, 매굿, 씨름,

줄다리기등의 굿판으로 연희된다. 그리고 제당(祭堂)은 신의 역인 성소

이며 마음을 비우는 신전이다. 또한 자신의 심의를 정화하고 신위와 만나는

제장인 것이다. 당산나무, 장승, 당집, 당샘, 여금암, 돌무더기 등이 그것들

이다.

여기서는 당제의 준비와 절차, 금기, 당신화, 제장, 험등을 중심으로 각

마을의 사례를 기술하고자 한다.

① 광양읍 본정마을 당산제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정월 초하루 자시경에 마을 뒤 노거송과 회관 앞

정자나무에 제사를 지낸다. 노거송에 지내는 제사를 천룡제라 하고, 정자나

무에 지내는 제사를 당산제라 하는데, 이 두 제사를 통칭하여 부르기를 동

제라 한다. 제사의 목적은 국태민안과 한 해의 농사가 풍년들기를 기원

하고 그리고 동민들의 화합을 위해 제사를 지낸다.

제주 선정은 마을에서 년중 하반기 송계(松 )를 치를 무렵에 이루어진

다. 마을 주민 중에서 전통적인 고유제례의식에 명철하고 관습상 정결한 가

제9편 민속 및 구비전승

당제는 마을의 강녕과 무병무사,
풍농, 풍어, 다산, 부귀, 자손번
창을 빌며 충해, 수해, 인해가
없도록 기원하며 마을의 화합과
협동을 다지며 악신을 쫓는 민중
의 집단제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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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제주로 선정하는데, 가족 중에 임신부나 최근에 조산한 일이 없어야

한다. 제주로 선정되면 내외가 근신하고 상가출입을 삼가며, 특히 개고기를

먹어서는 안되고 몸가짐을 정결히 해야 한다.

제주는 제사 전날에 당산 주변을 정결히 청소하고, 황토를 파다가 제단을

만들고 왼새끼를 꼬아 당산나무 허리에 두르는데, 한지에 금(禁)자를 써서

새끼 군데군데 매달아 둔다. 이는 부정한 잡귀를 금하는 뜻이 된다. 

회관 입구 양쪽 문설주(門設柱)에는 윗가지를 치지 않는 나무를 세우

고, 나무 윗 부분에 금줄이라 하여 왼 새끼를 좌우 연결하여 여기에도 금

자를 붙인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회관 앞까지 길 양편에는 깨끗한 황토를

석 자 간격으로 한 줌 씩 놓는데, 이것도 부정한 잡귀를 막는 뜻이 된다.

여기에 사용되는 황토는 맨 위의 흙은 부정이 있다 하여 걷어내고 깊은 곳

의 흙을 파서 사용하는데 이를 금토(禁土)라 한다. 제주 집 앞에도 금토를

놓고 문 입구에도 각선으로 장 를 놓아 외부사람의 출입과 부정을 막

는다.

제수품 구입과 요리에도 신중을 기하여 제주 집 명절 음식과 구별하여 혼

합되지 않게 한다. 준비할 제수품은 밥, 술, 떡, 미역국, 생선, 닭, 돼지머리,

어전(魚煎), 육전(肉煎), 마른 명태, 포(脯), 해( ), 탕(湯), 산채, 전채(田

菜), 청홍백과(靑紅白菓) 조율시이(棗栗枾梨) 등이다.

제수 진설법으로 제일 앞줄에는 수저, 밥, 국, 잔, 떡 등을 놓고, 둘째 줄에

는 어전, 육전, 생선, 닭, 돼지머리 등을 놓고, 셋째 줄에는 삼미탕을 놓는다.

넷째 줄에는 각종 나물류를 놓고, 마지막 다섯째 줄에는 과일류와 과자류를

놓는다. 촛 는 첫째 줄 좌우에 한 개씩 두 개를 놓는다. 떡은 작은 시루에

쪄서 시루째 놓고, 국은 미역국으로 함이 특이하다. 

그리고 먼저 제단 동서을 가리는 법은 제주가 제단을 마주보고,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으로 한다. 어동육서(魚東肉西, 바닷고기는 동, 육지고

기는 서쪽에 놓는다.), 두동미서(頭東尾西, 고기의 머리는 동, 꼬리는 서쪽

으로 향하게 놓는다.), 홍동백서(紅東白西, 붉은색 과자나 과일은 동, 파란

색 과자나 과일은 서쪽에 놓는다.), 좌포우해(左脯右 , 다섯째 줄 좌편에

포, 우편에 해를 놓는다.)의 원칙에 따라 제물을 진설한다. 

제물이 진설된 뒤 제사의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수 진설이 끝나고 제단 앞에 향로를 놓는 다음 제주와 사문을 준

비한다.

제3장 구비전승

먼저 제단 동서을 가리는 법은
제주가 제단을 마주보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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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는 동, 육지고기는 서쪽에
놓는다.), 두동미서(頭東尾西,
고기의 머리는 동, 꼬리는 서
쪽으로 향하게 놓는다.), 홍동
백서(紅東白西, 붉은색 과자나
과일은 동, 파란색 과자나 과
일은 서쪽에 놓는다.), 좌포우
해(左脯右疫, 다섯째 줄 좌편
에 포, 우편에 해를 놓는다.)의
원칙에 따라 제물을 진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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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헌(初獻)=제주가 먼저 분향하고 헌작과 계반삽시(啓飯 匙) 후 독

사(讀祀) 재배한다.

2. 아헌(亞獻)=초헌 술잔을 퇴주하고 재차 헌작 재배한다.

3. 종헌(終獻), 아헌(亞獻)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4. 헌다(獻茶)=물이나 다를 국과 바꾸어 올리고, 밥을 조금씩 세 번 떠서

말아놓는다.

5. 철시복반(撤匙覆飯)=수저를 거두어 시접(匙 )에 놓고 밥그릇을 덮

는다.

6. 제수매장(祭需埋藏)=제단 앞 땅을 깊이 파고 제수품을 고루 약간씩 떼

어 깨끗한 백지에 싸서 묻는다. 이때, 술도 한 잔 붓고 축문도 불사른다. 

7. 철상음복(撤床飮福)=제주가 간단한 음복을 마치고, 제수품을 거두어

두었다가 마을 공동세배시에 전동민이 고루 나눠먹는다.

8. 공동세배가 끝나면 농악을 울려 한바탕 당산굿으로 당산제의 막이 내

린다.

洞祭祝文 晋陽后人 志汕 河燦鎬作

< 天龍祭 祝文>

維 歲次年月朔日� 幼學姓名 敢昭告于

天龍之神 伏以惟神 一洞之鎭 當此元正

家家致誠 人人沐浴 淨潔道場 神其保佑

駒逐虎豹 遠逐邪惡 五穀登豊 百福成臻

謹以淸酌 脯 祗薦 神事尙 饗

< 堂山祭 祝文>

維歲次年月朔日� 幼學姓名 敢昭告于

堂山之神 伏以惟神 一洞主神 人人之神

玆値新正 敬修例獻 家家致誠 人人沐浴

淨潔道場 神其保佑 駒逐虎豹 五穀登豊

百福成臻 謹以淸酌 脯�祗薦 神事尙 饗

② 광양읍 우산리 내우마을 당산제

우산리에서 으뜸되는 마을로 내우정 또는 사우정으로도 불린다. 마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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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귀목나무, 이팝나무, 팽나무, 개평나무, 벗나무등 12주의 거수목들이

있다. 약 60년전에 당할아버지인 귀목나무가 고사하고 지금은 당할머니인

250년된 마을입구의 이팝나무에 음력 정월 14일밤 11시경에 제사를 올리

고 있다. 제주와 집사는 3일전에 마을에서 선정한다. 제비는 약5만원 정도

이며, 제물은 제주가 시장에 가서 사온다.

당산나무인 이팝나무 주변에 황토를 놓고 나무를 꽂아 금줄을 쳐 놓는

다. 금줄의 장치에는‘四方無一事’, ‘天下大平春’이란 귀가 써 있다. 상

돌(가로 50cm, 세로 40cm)위에 메를 차리고 그 밑의 제상(祭床)에는 주

과포를 설찬한다. 제물은 제주집에서 장만하여 온 식구가 동원되어 제물을

가지고 당나무에 설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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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口祝)으로 축원을 한다. “당할머니 목신님들 오늘 정월보름인데 찬이

없어도 잘 잡수시고 가십시오. 우리 동네 사람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모든

액 다 몰아주시고 금년에도 좋은 일만 있게 해 주십시오”파제한 후 제주가

징을 울리면 매굿꾼들이 농악을 친다. 석상밑에 주과포를 뭍고 음복을 한

다. 15일에는 동회를 열어 1년의 경과보고와 이장을 선출하고 상벌을 주

고 한해의 살림살이를 상의한다.

당나무가 울면 사흘후에 비가 오고 큰 난리가 날때마다 울었다. 나뭇잎이

모두 한꺼번에 피면 풍년이 들고 층하가 있게 피면 가물고 일기가 불순하

다. 당제를 정성껏 모시면 어떤 재난에도 희생 자가 없고 객지에 나간 이 마

을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며 하는 일이 잘 된다고 전한다.

당제를 모신 뒤에 달집을 태우고 15일 날에는 웃돔(숫줄)과 아랫돔(암

줄)이 줄다리기를 한다. 귀목 당나무는 음력 6월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다. 꽃이 많이 피고 향이 좋으며 열매가 여물면 마을에 좋은 일이 있다. 또

한 이팝나무 꽃은 5�6월에 피는데 그 꽃을 보고 그해의 농사를 점친다.

③ 광양읍 익신리 당산제

옛날에는 정월 초하루 자시에 지냈으나 1월 14일밤 11시경에 제를 지낸

다. 마을에 우환이 있으면 날받이를 한다. 제일 전날에는 제장에다 금토를

놓고 왼새끼에 한지를 끼워 두르고 청소를 한다. 당제는 들당제와 날당제

등 세곳에 모신다.

마을 뒤에 있는 산신인 귀목나무와 마을동쪽에 있는 오리목 나무와 재액

을 막아주는 마을앞의 팽나무에다 설상하고 헌주 2배, 축원, 동서남북의 귀

제3장 구비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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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게 밥 주고, 제물을 땅에 묻는다. 제주로 선정되면 한달동안은 부인 곁

에 자지 않고 일주일간은 근신하며 3일간은 출입을 하지 않는다.

음식도 육식은 하지 않고 제사일에는 찬물로 제주 내외는 목욕하며 제사

가 끝난 후까지 소변을 보지 않는다. 제주집에 황토(금토)를 놓고 문에

는 금장을 친다. 동네에서 거출된 제비(祭費)로 은행∙곶감∙ 추∙탕

국∙명태∙마른전∙사과∙귤∙나물∙찹살떡∙매밥∙술등을 장만한다. 모

든 제기는 새것을 쓴다. 제의시(祭儀時) 다른 사람은 보아서는 안 된다.

④ 광양읍 세풍리 해창마을 당산제

당산나무는 팽나무로서 수령은 약 420년 된다. 이 마을에서 열리는 당산

제는 음력 정월초 이튿날 밤에 열리는데 제사를 치르는데는 제주. 제사음

식, 농악 놀이 등이 갖추어짐. 제주는 동네에서 유고가 없는 사람으로서 1

주일 전에 산에 황토 흙을 파다가 당산나무 옆에 있는 천하 장군(20여 년

전에 없어졌음)곁에 흙을 깐 다음 (황토 흙을 깐 옆에는 아무도 지날 수 없

음) 그 후로 제사의식을 마칠 때까지 밖에도 나갈 수 없고 누구하고도 이야

기를 하지 않는다. 그동안 제주는 술을 빚을 때와 밥을 지을 때 2번 목욕재

계를 하며 이때만큼은 마을의 공동우물을 덮고 사용하지 않음. 제사음식은

보통제사 음식과 같으나 만들어진 제사음식을 지내기 전에 쥐가 먹으면 바

로 죽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초이튿날 밤 제사의식

이 행해지고 제사가 끝나면 나무아래에 도끼로 구멍을 판 다음 제사음식을

묻음으로서 제사는 일단락 지어지며 그 다음날인 초사흘날 흥겨운 농악놀

이가 펼쳐진다

이곳 당산나무인 팽나무는 4월중 잎이 한꺼번에 피면 옛날에는 그 해에

벼 이종(移種)을 한번에 마치고 괴질이 인근에 만연할때는 마을을 수호해

주십사하고 당산제를 정성껏 모셨다고 하며 임진왜란시는 광양 용강 마로

산성과 순천 해룡 신성 왜성사이의 전초지역으로 마을 주민들이 복색을 입

고 꽹과리를 치면서 당시 세군데 당산나무를 돌고돌아 우리 관군의 수와

세를 과시하고 전세를 북돋았던 당산이라고 전해온다.

⑤ 광양읍 죽림리 임기마을 장승(벅수제)

마을 입구에 천하 장군, 지하 장군의 벅수가 300여 년 전부터 세워져

있다. 전하는 이야기로는 옛날 마을여자들이 호암마을에서 가져온 디딜방

아를 가지고 벅수를 만들어 세웠다고 한다. 천하 장군의 크기는 높이

180cm, 둘레 40cm, 이며 지하여장군의 크기는 높이 150cm, 둘레 41c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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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마길이 10cm, 눈크기 6cm, 목둘레 45cm, 코길이 6.8cm, 입크기

10cm정도이다.

정월보름날 새벽에 금줄을 길양쪽의 양벅수에 치고 금토를 놓으며 출입

을 금지하고 제를 올린다. 제물은 주로 포와 메밥, 술, 나물등을 진설하고 2

배한 후 1년간 마을을 수호해주신데 해 감사하고 마을의 안녕과 재액, 질

명, 도둑을 막아주기를 축원한다.

파제후 제물을 땅속에 묻으며 동서남북으로 고시레를 하고 음복을 한다.

제를 마치고 매구꾼들의 문굿이 시작되며 마을로 들어와서 마당밟기를 한

다. 옛날에는 말이나 가마등에 탄 사람이 벅수앞에서는 내려 걸었으며 기자

기원으로 코와 귀를 잘라 몸에 지니거나 삶아 먹기도 하 다. 벅수는 문신

으로 마을을 수호하며 재산을 보호해 주는 마을신이다.

⑥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당산제

마을뒤편 당산언덕에 500여 년이 된 당할매의 귀목나무가 서 있다. 당산

제는 음력 1월 14일 오후6시경에 설상(設床)한다. 제사 10일전에 이장은

생기복덕을 보고 제주인 집사를 선출한다. 3일동안 기우하고 제사를 모시

게 되는데 제물은 이장집에서 마을기금으로 마련한다. 제물은 매밥 한

그릇 시루떡, 돼지머리, 추, 곶감, 해물, 육고기, 나물, 막걸리 등이다.

마을의 강녕과 풍요를 구축으로 축원한다. 파제후 여러제물을 싸서 당나

무 공동(空洞)속에 묻고 마을회관에서 음복을 하며 보름날에는 매굿을 치

며 마을을 돈다. 정성을 다해 당제를 모시면 객지에 나가도 모든일이 잘되

고 아이들이 나무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다. 당산나무 잎이 일시에 피면

풍작이 들고, 몇 차례 나누어 피면 흉작이 든다고 전한다.

⑦ 진상면 탄치마을 당산제

마을 위쪽에 올라가면 400여 년 전에 이천서씨 시조가 심었다는 서나무

(둘레 2.8m, 높이 15m)인 당산나무가 있다. 예전에는 당집이 있었으나 지

금은 없으며 음력 7월 15일 백중에 마을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 제관이

되어 한달전부터 목욕재계한후 당산제를 모셨다. 

제물은 마을기금과 공동부담으로 거출해서 충당했다. 제물로는 주과포와

술 그리고 명태가 있는데 명태는 파제후 당산나무에 걸어 놓는다. 메굿을

치며 당산나무를 돌고 마을로 내려와 마당굿을 치고 논다. 당산제를 지내는

이날은 30여 년 전에는 마을의 가장 큰 잔칫날로 모든 일손을 놓고 쉬었다.

당산나무는 험이 있는 나무로 애 못난 여자가 새로 난 가지를 끓여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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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잉태할 수 있고, 잎이 피는 것을 보고 길흉을 알게 된다고 한다. 또한

당산나무에는 전설이 있는데, 옛날에 어느 부잣집 머슴이 주인이 시킨 일을

하기 싫어서 당산나무에 지게를 받쳐놓고 낮잠을 잤다. 그런데 꿈에 당신

(堂神)이 나타나서 머슴을 나무랐다. 꿈을 깨고 보니 지게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전과 같지 않고 변해 있었다. 주인집에 갔더니 그전 주인이 아니고 모

르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었다. 머슴은 자기

의 게으름을 한탄하며 외롭게 살다가 당산나무 아래에서 죽어 귀신이 되었

다고 전한다. 당나무인 서나무가 있는 뒷산 중턱위에는 옛날 성신앙의

상인 가로 5m, 세로 2.5m의 여근암이 자리하고 있었다.

⑧ 진상면 섬거리 섬거마을 당산제

고려때부터 역이 있었던 곳으로 700여 년 전에 허∙장씨가 설촌하 다

고 전한다. 마을을 둘러 싸고있는 삼정봉(三政峰), 응봉(鷹峰), 삼각봉(三

角峰) 형태가 두꺼비 같다하여 섬거(蟾居)라 하 다고 한다. 

이 마을의 당산제는 음력 정월 초이튿날 자시(초삼일에 해당된다.)에 지

낸다. 제관과 축관은 가정에 우환이 없고 깨끗한 사람을 선출한다. 

제관∙축관과 이장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들은 3일동안 문밖에 나갈수

가 없으며 목욕재계하고 근신한다. 제사 비용은 제답 522평에서 나온 50여

만원으로 충당하며 제물로는 돼지머리, 주과포 등을 가지고 이장이 장만한

다. 제의는 밤 11시경부터 시작되는데 뒷산에 있는 400여 년생 돌배나무

의 천룡 신(天龍大神)에 먼저 제사를 올리고 이어 마을 중앙에 있는 마을

의 주신(主神)인 490여 년생 귀목나무의 지신 신(地神大神)에게 제사를

지낸다. 끝으로 마을 오른쪽 입구에 있는 빈 거리 별신 에서 모든 잡귀를

물리친 별신 신제(別神大神祭)를 지낸다. 별승 라고 하는 봉분이 있는

데 이는 승려를 송별하 던 곳이라 하나 두신의 질병을 막는 별신굿의 제

장으로 신장 를 세웠던 곳이라 할 수 있다. 약 60년전에는 마을로 들어가

는 양측에 장승(벅수)이 서있었으며 제물을 설찬하고 흠향하게 하 다.

파제후 제물의 약간은 땅에 묻고 온 마을 사람들이 음복한다. 부정하게

제사를 올리면 10여 년 전에 묻은 제물이 파헤쳐 진다고 한다. 이럴때는 날

을 다시받아 제사를 지내야 한다. 당의 험으로 마을에 재난이 없고 징용

에 간 사람들이 무사하며 해방후 유행했던 효열자에도 희생자가 없었다고

한다. 부정하게 당산제를 지내면 호랑이(산신)가 내려와 마을을 놀라게 한

다고 전한다. 또한 파제후 정월 초삼일날에는 공사(大公事)라는 총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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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리며 효자를 표창하고 일년간의 마을 산림을 계획한다. 제의 순차는 강

신, 참신, 초헌, 독축, 아헌, 종헌, 유식, 수조의, 사신순으로 당산제 홀기에

의해 진행된다. 

⑨ 진상면 어치리 지계마을 당산제

마을 뒤쪽에 위치한 당산나무인 때죽나무(둘레 2.1m, 높이 15m)가 있으

며 입구에 귀목나무(둘레 2.1m, 높이 14m)가 있다. 정월 초하룻날 자시에

냇가의 얼음을 깨고 목욕한 후 윗당인 때죽나무에 설상하고 제를 모신 뒤

하당인 귀목나무에 와서 일년농사가 잘되고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제를 올

린다. 

제관 2명은 마을회의에서 동짓달에 선정되면 출입을 삼가고 목욕재계하

며 근신한다. 제관에게 제비를 주어 제물을 구입하여 준비하게 한다. 제관

은 제관집이 아닌 정자나무 근처의 깨끗한 곳을 가려 비린 것이 아닌 제물

로 제찬을 장만하여 정갈한 제기에 담아놓고 기우한다. 당제 3일전에

당목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놓으며 청소를 한다.

⑩ 진상면 어치리 어치마을 당산제

마을입구 우측에 당산나무인 300여 년이 된 당할아버지인 감나무(둘레

3.3m, 높이 15m)와 좌측에 당할머인 귀목나무(둘레 2m, 높이 15m)가 있

다. 70여 년 전에 이장 꿈에 선몽을 하 는데 당신(堂神)이 집 뒤 배나무에

왔는데 마을입구에 있는 나무로 옮겨서 정월 초사흩날 제사를 지내라고 하

다고 한다.

그후 마을회의에서 의논하여 감나무에 신을 모시고 당제를 모시기로 했

다. 그러나 지금은 섣달 그믐밤에 설상하여 초하룻날 자시에 제를 모신다.

동짓달에 제관 2명과 축관 1명을 선정하고 제비(祭費)를 지원하면 3일간

재계하여 감나무에 먼저 설상하고 이어 귀목나무로 와서 제를 지낸다. 마을

이 강녕하고 풍년을 축원하는 마을의 유일한 제사이다.

⑪ 옥룡면 죽천리 죽림마을 당산제

마을 위쪽 옆에 위치한 손위의 서나무(둘레 3m, 높이 20m)당산목이 있

고, 마을 입구에 360여 년이 된 손밑나무인 귀목나무(둘레 6m, 높이 25m)

당산목이 있다. 하당의 손밑나무인 귀목나무는 서(徐)씨 성을 가진 5 조

부가 심었는데 나무가 너무 좋아 송천사 스님들이 샘을 내서 여러 번 밤에

뽑아가고 다시 뽑아오고 하여 이 마을의 당산나무가 되었다고 전한다.

제관은 어린애를 3년간 낳지 않은 가구에서 깨끗한 사람으로 선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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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금으로 재물을 장만하여 이장과 함께 음력 섣달 그믐날 밤 11시경부

터 손위나무에 나가 제사를 드리고 이어 손 아래 나무로 가서 마을의 풍년

과 안녕무사를 축원하는 제를 지낸다.

파제후 제물의 일부는 땅에 묻는데 3일전부터 밤마다 찬물로 목욕재계하

며 7일전부터 제관 집 주변에 황토를 뿌리고 금줄을 치며 출입을 금하고 음

식을 가린다. 또한 제를 지낸 3일후에 기우제를 지내는데 이때까지 누구에

게도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⑫ 옥룡면 추산리 상산마을 당산제

명당이 있다는 마을로 도선국사가 심었다고 전하는 마을입구의 20여 그

루의 나무와 참배나무가 집집마다 옛날에는 심어져 있었다. 마을입구 양쪽

에 두그루의 당나무가 있는데 마을입구에서 보아 오른쪽은 당할머니 팽나

무와 원쪽은 당할아버지인 귀목나무가 있다. 예전에는 생기복덕을 보

고 제주를 선정했으나 지금은 우환이 없는 가구별로 돌아가면서 지냈다.

정월 초하룻날 자시에 당할아버지와 당할머니에게 제물을 진설하고 재

배한 후 축문만을 읽는다. 파제후 당산나무 밑을 파고 제물을 묻어 돌을 얹

어 놓는다. 제물은 장에서 살 때 깎지 않고 사야하며 음식의 맛을 보지 않고

소금으로만 양념을 하며 당샘물로 정갈하게 장만한다.

당나무는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하며 제사 때 친 금줄이 일년내내 쳐있

다. 당산제를 잘 지내면 마을의 재화가 없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렸다고

한다. 이 마을에 출입할때는 당산나무에 절을 하고 만약 부정한 사람이 들

어 올 때는 당산나무 옆의 바위에서 명이(구 이)가 나와 길을 막았다고

한다. 당샘에 부정한 사람이 함부로 하면 산신(호랑이)이 나와 크게 재앙을

주며 당샘위에 묘를 쓰면 샘이 마르고 묘를 쓴 집안이 망한다고 전한다.

⑬ 진월면 신아리 신덕마을 당산제

정월보름날 당산제를 지낸다. 제관의 진설에 이어 재배하고 마을의 강녕

과 풍년을 빌며 파제후 당나무 밑 동공에 술을 붓고 축원한다. 이 마을 당산

나무인 약 200년생 서나무(둘레 3m, 높이 20m)두그루가 있는데 마을입구

에서 보아 동쪽에 있는 나무는 암그루이고 서쪽에 있는 나무는 숫그루이다.

옛날에는 당나무 밑에 할미당집이 있었다. 잎이 한꺼번에 피면 풍년이 들

고 만일 암나무가 먼저 피고 숫나무가 나중에 피면 가뭄이 든다.

⑭ 봉강면 석사리 명암마을 당산제

명암마을은 윗동네와 아랫동네로 나뉘어 있는데 60여 년 전에는 아랫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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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뒤쪽 산밑에 있는‘사직당’의 당집에서‘이얼할매’를 모시고 당제를 지

내다가 큰비가 오거나 홍수가 나면 쓸려 내려가므로 마을앞에 있는 약 220

년생 귀목나무(둘레 3m, 높이 20m)에서 음력 정월 보름 자시에 당산제를

모시고 있다.

제주는 한달전에 생기복덕을 보고 선출되며 일주일동안 근신한다. 3일전

부터는 윗동네 안에 있는 당샘물로 목욕재계하고 문에는 뒷산에서 파온

황토를 놓고 출입을 막는다. 또한 제장은 당산나무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놓으며 나무를 양쪽에 세워 금줄을 쳐 출입을 못하도록 한다.

행제시에는 당나무 옆에 흐르는 구상천 냇물로 목욕하며 한복으로 갈아

입고 제의에 임한다. 제상은 3일상을 차리고 구축(口祝)한다. 메밥만 땅에

묻고 다른 제물들은 마을사람들과 음복한다. 당의 험이 세어 제사를 앞두

고 마을에서 부정한 일이 있으면 날받이를 해서 좋은 날을 받아 제사를 지

내야 한다. 정성이 없고 부정한 일이 있으면 젊은이들이 크게 다치거나 죽

기도 하며 우환이 잦다고 전한다.

⑮ 봉강면 지곡리 당산제

이 마을의 당산제는 음력 정월 초하룻날 새벽에 지낸다. 제주는 섣달 보

름날 마을회의에서 상을 입지 않은 깨끗한 사람을 선정한다. 제주는 3일간

문밖출입을 금하고 제사를 지내는 당일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재계한

다. 제일 3일전에 제주는 당산주위에 금줄을 치고 금토를 놓는다. 제사당일

에는 웃당산(원당산)에서 제를 지내고 헌식한 다음 아랫당산으로 내려와

제를 지낸다.

제물장만은 제주의 부인이 웃샘물(당샘)을 길어다가 정성들여 만든다.

제비는 마을 공동기금으로 충당한다. 집안에 우환이 있을때는 동네 부인들

이 윗당산에 가서 손 비빔을 하며 기원한다. 윗당산은 그 마을의 보호신이

며 아랫당산은 풍요신이라고 전한다.

� 옥곡면 장동리 당산제

장동리 곡동마을 당산제는 음력보름에 지낸다. 그러나 마을에 우환이 있

으면 날받이를 하여 제사를 지낸다. 제주는 생기복덕을 보고 깨끗한 3사람

의 고령자를 선출, 당제에 임하도록 한다. 마을 기금으로 제물을 구입하며

당제뒤에 매굿의 집돌이로써 마을의 기금을 마련한다. 당산신은 마을 중앙

에 있는 520년생이 넘은 둘레 4m, 높이 20m의 팽이 나무이다.

마을에 큰 우환이 있을 때마다 울었던 험이 센 당산나무이다. 임진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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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나자 심야에 이 나무가 울어서 잠이 깨어 나무밑에 모 는데 왜병

들이 이 마을을 향하여 쳐들어오고 있었다. 마을사람들은 이들을 보고 크게

놀랐으나 왜병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오는 것을 미리 안 마을사람들이 나무

밑에 모여 자기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여 후퇴하여 버렸다. 수

일 후 왜병들은 다시 이 마을에 급습하여 당나무에 올라가 마구 나뭇가지

를 잘라 냈는데 잘린 나뭇가지가 땅에 떨어지면서 나무밑에 있던 왜병들이

깔려 죽었다. 이 일로 인하여 왜병들은 다시는 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했다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당산목으로 모셨으며

질병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이 나무에 기원을 했다. 그후 질병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앓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제수를 차려놓고 정성을

드렸으며 그 나뭇잎을 주어다 약으로 끓여 마셨다. 이 약을 마신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았다고 하며 만약 마을에 재화가 있게 되면 이 나뭇잎이 피지

않았다고 전한다.

� 골약동 통사 당산제

매년 정월 초하루(음력)에 큰당산과 작은 당산 두곳에 당산제를 지내오

고 있으며, 큰당산은 귀목 나무로 아랫마을 뒤쪽(저수지 부근), 작은 당산

은 마을입구 개울가에 위치하고 있다. 양력으로 년말이 되면 제관을 선정하

고 제관은 제물을 마련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유사와 독축을 할 출관을

뽑는다.

제비는 마을자금에서 충당하며 일단 유사로 선정된 사람은 자기집 문

간에 왼새끼를 꼬아 백지를 꼽은 금줄을 치고 아무도 판적이 없는 깨끗한

황토를 파다 자기집 주위에 한웅큼씩 깐다. 또한 마을 웃샘에서 한밤중에

물을 길어와 찬물로 목욕을 하고, 샘물로 제수를 장만한다. 

제물이 마련되면 그믐날밤 자시에 두곳 당산제를 지낸다. 유사부부가 제

물을 갖추어 먼저 큰 당산부터 제를 지냈는데 제에 참가하는 사람은 축관

과 유사부부만으로 일체 다른 사람들은 동원되지 않는다. 제사가 끝나면 당

산나무 밑에 있는 헌식터에 헌식을 한다.

새벽 두시경이 되면 당산제가 모두 끝나게 된다. 각 가정에서는 이 당산

제가 끝나면 모두 준비에 들어가 차례를 모신다. 유사는 당산제를 모시고

나서도 오일간은 문밖출입을 삼간다. 보름날에는 마을에서 매구를 치는데

먼저 당산굿으로부터 시작한다.

� 골약동 성황당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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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제라고 부르는 이곳 동제(洞祭)는 매년 정월 보름(음력) 낮 11시

경에 모시고 있다. 특별한 유고가 없는 한 통장이 주관한다. 당산은 성황천

변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팽나무이다. 일정한 제비(祭費)를 가지고 통장은

제물을 장만하는데, 그들 부부만이 모든 것을 마련한다. 준비하는 제수는

떡, 나물, 과일, 과자, 생선과 약간의 육고기등이며 메와 탕은 없다.

보름날 아침이 되면 당산나무 앞에 제석자리를 깔고 제상(祭床)을 마련

한다. 이때는 부정이 없는 깨끗한 사람만 매구를 차려 제사에 동참한다. 아

침부터 매구를 계속치다가 일단 설상(設床)이 되면 통장이 제상앞에 서고

매구를 치는 사람들이 뒤쪽에 도열하여 제사를 올린다. 제관은 단지 통

장만이며 재배한번으로 제사를 마감한다. 제사가 끝나면 모인 사람들이 음

복을 하고 계속해서 당산에서 당산굿을 치며 논다.

� 광 동 하광 당산제

이마을에서‘당산제만’이라고 부르는 동제를 매년 정월보름(음력)에 모

셔왔다. 그러나 약 35년 전부터는 섣달그믐으로 제일을 옮겨 모시고 있다.

본래 당산 한곳과 2주(柱)의 벅수가 있어 여기에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언젠가 2개의 벅수 중 감벅수는 큰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고, 1987년까지

할뭄벅수가 있었으나 그 이후 사라져 버려 현재는 2개의 벅수가 모두없다.

제행(祭行)준비는 개 10월에 마을 위친계에서 제관(祭官)이 될 유사를

뽑는데 개는 어린이들이 없는 노인을 뽑아서 유사를 맡긴다. 유사가 된

사람은 제물을 살 때 일체 흥정을 하거나 깎지 않고 값을 부르는 로 주고

산다. 또 장에는 유사내외가 가게 되는데 갈 때는 반드시 목욕을 하고, 오가

면서 상인(喪人)을 만나게 되면 일체 말을 하지 않으려고 서로 피한다.

자시가 되면 부부는 제물을 갖추어 당산에 나간다. 제석과 제상을 놓고

진설하고 나면 부부가 재배를 하게 된다. 축문은 없으며 제수는 집안제사와

같지만 육류는 쓰지 않는다. 제사가 끝나면 제물은 모두 걷어 남김없이 나

무 밑에 헌식(獻食)하는데 헌식터에 백지로 싸서 묻고 돌을 올려놓는다. 지

금은 매립되고 없지만 옛날 당산나무 밑에 개울이 흐르고 있었는데 나무에

올라 놀던 아이들이 개울에 떨어져도 산신이 떠받쳐 주기 때문에 다치는

일이 없다고 전한다.

� 중마동 길호 당산제

본래 이 마을은 섬이었다. 약 80년 전에 간척사업을 하여 농지를 확장하

면서 육지와 연결되었으며 현재는 매립공사로 인하여 옛 마을자체가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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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버려 당산제로 지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마을이 사라지기전 본래의 모

습을 토 로 옛 당산제를 기술하고자 한다.

당산(堂山)은 원래 세곳에 나뉘어 있었다. 본래 섬마을답게 마을 뒤쪽으

로 해발 30여m의 나지막한 봉우리가 있어 그 봉우리 주위를 둘러 집을 짓

고 살았으나 나중에 해변까지 집들이 내려와 지어졌는데, 당산은 그 봉우리

에 노송나무거리라 불리는 곳이 한군데, 그 아래 8부능선 쯤 되는 지점에

팽나무거리라 불리는 곳 하나, 그리고 다른 한군데인 선창당산은 해변의 나

지막한 돌산 위에 있었다.

이들 세곳의 당산외에 제사는 지내지 않고 굿물을 가지고 당산굿을 치는

곳이 또 두 곳이 있다. 하나는‘들머리’라고 하는 곳으로 마을이 본래 섬이

었을 때 썰물이 되면 노두로 육지와 통행을 했었는데 바로 그 노두가 시작

되는 곳을 들머리라 하 다. 또 한곳은 마을의 공동우물에서 굿을 쳤다. 이

렇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 3개소, 굿만 치는 곳이 2개소 으나 약 35년 전부

터 마을이 사라질 때까지는 당산목이 고사하고 또 제사가 번거로워 노송거

리와 팽나무거리를 파하고 선창의 당산에 합배형식(合配形式)으로 당산을

지내었다.

당산제는 매년 정월보름 새벽에 모셨다. 그 준비는 처음 정월 초닷새 마

을회의부터 시작되는데 가장먼저 제관을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까다로워

집안에 궂은일이 없어야 하고 또한 성실하며 연세 지긋한 분을 뽑는다. 제

관에 선정된 사람은 전3일, 후3일이라 하여 철저하게 금기시킨다. 음식과

잠자리 가리는 것은 물론 마을사람과도 서로 말하는 것을 피한다.

제일이 가까워오면 2�3일전에 제관 내외분만 장에 제물을 사러간다. 물

건을 살 때는 장사와 서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사고 싶은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사고 물건값도 깎지 않는다. 제물은 반드시 미나리를 준비한다. 그

것을 제물 중 으뜸으로 치지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고, 각 가정의 제사

에도 미나리나물만은 꼭 준비를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 당

산제에 필요한 음식을 만들때는 절 맛을 보지 않는다고 전한다.

열 나흗날 낮에 제관집의 문간과 당산에 금줄을 치고 깨끗한 황토를 떠

다 깐다. 금줄을 생 (生竹)를 문 양쪽에 세우고 왼새끼를 꼬아 백지를

끼워 묶어 매단다. 당산(堂山)의 금줄을 역시 같은 방법이지만 당목(堂木)

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위를 빙 둘러 친다.

15일 새벽 3시가 되면 제관부부는 제물을 갖추어 노송당산, 팽나무 당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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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찬당산의 순으로 제사를 하러간다. 먼저 노송단산을 지내고 나면 다시 집

에 돌아와 제물을 갖추고 팽나무거리를 가며, 거기에서 끝나면 다시 집에

와 제물을 가지고 선창에 나간다.

당산제는 시끄러우면 안 되기 때문에 제사를 모시던 시각에는 농악을 치

지 않았으며 농악이 차려지면 들머리→노송거리→팽나무거리→선창→샘

굿의 순서로 굿을 쳤다. 당산제가 사라지기 전에는 낮에 당산제를 모시었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여 굿을 쳤다.

� 중마동 중촌 당산제

두곳에 당산(堂山)이 있었다. 마을안쪽에 하나는 귀목나무로 약65년전

에 심었다 한다. 본래는 그 자리에 거목(巨木)이 있었지만 태풍에 넘어져

베어내고 새로 심은 나무이다. 다른 하나는 마을 앞쪽에 있었는데 당산 나

무를 심은지는 약 35년 전이다. 그러나 현재 광양제철소로 이르는 도로

로 인하여 마을안쪽으로 약간 옮겨 심었다고 전한다.

당산제는 매년 음력 정월보름에 모신다. 일주일전에 마을에서 회의를 열

어 깨끗한 사람을 선정 하는데 집안에 유고가 없는 사람으로 2인을 뽑아

모든 제사를 준비하고 주관하도록 한다. 한사람은 제관이고, 다른 한사람은

유사의 일을 맡는다. 그해 소요되는 당산제의 경비는 마을에 기금이 있어

그것으로 충당한다.

당산제를 지내기 사흘전부터 준비에 들어간다. 제관과 유사가 장을 보아

온다. 제관부부만 가는 경우도 있다. 일단 장을 보면 제관과 유사집에는 아

무도 들어갈 수 없다. 문간에 왼새끼를 꼬아 한지를 꼽은 금줄을 치고 집

주위에 군데군데 황토를 깐다. 그후 제관과 유사를 사흘간 집안에 가두어

둔다고 마을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금기가 철저하다.

정월 14일 제관은 당산 주위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깐다. 그날 밤 자시

(子時)가 넘으면 제물을 진설하여 제사를 모신다. 제물은 특별한 규정이 없

고 개 가제(家祭)의 제물과 동일하다고 한다. 두곳에 메는 한그릇씩만 차

린다. 제관과 유사는 한복을 입고 참례하며, 매구를 칠 사람들도 굿물을 들

고 함께 참석한다. 두곳의 당산제가 끝나면 큰샘으로 가서‘새미굿(샘굿)’

을 치고 달집태우기를 한다고 전한다.

2. 당목(堂木: 神樹)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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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리 마을
당목

비고( 험)
위치 수종 둘레∙높이 수령 제의시기(음)

나무가 울고 사흘이면 비가온다.

큰 난리가 일어날 때마다 운다.

당산목이 순해서 희생자가 없다.

개평나무 초상집에 갔다온 제주가 2년만에

우산 내우 마을입구 이팝나무 3m∙15m 250 1. 14저녁 죽었다.

팽나무 개평나무 열매를 따먹었던 총각이

죽었다.

이팝나무를 베다가 떨어져 이를

상했다.

30여년전에 홍수로 당산나무(귀목

나무)가 떠내려갔다. 그때에 큰소

구산 마산
마을입구(우) 팽나무 3m∙20m 200

4. 6 리로 울었다. 그 당산나무 자리에
마을앞 귀목나무 1m∙15m 20

새로 귀목나무를 심었다.

잎이 한꺼번에 피면 풍년이 든다.

칠성
성북 광양교회 앞 귀목나무 5.4m∙8m 540

호북 마을중앙 귀목나무 3m∙20m 500 1. 14 마을수호∙풍년을 빈다.

초남 현월 마을진입로 왕버들나무 4m∙12m 260 잎사귀를 보고 풍흉을 점친다.

익신 가장
마을뒤 서쪽 귀목나무

6m∙15m 400 1.14저녁 들당제, 날당제를 지낸다.
마을동쪽 오리목나무

광양 억만 마을입구 팽나무 3.7m∙20m 250 날받이

사곡
마을 뒤 소나무 3m∙30m 250

본정 마을중앙 귀목나무 3m∙16m 260 12.31자시 잎사귀를 보고 풍흉을 점친다.

마을입구 이팝나무 4.2m∙16m 410

쌍두 마을중앙 귀목나무 6m∙30m 450
정성껏 당제를 모시면 질병을 막

죽림 아준다.

호암 마을입구 귀목나무 3m∙15m 300 8.15/1.15 정성껏 당제를 모시면 풍년이 든다.

모과나무
모과꽃이 많이피면 마을에 좋은일

기두
마을입구(좌)

왕버들나무
3.3m∙25m 160

1.3
이 있다.

용강 마을입구(우)
이팝나무

3m∙25m 170 이팝나무 꽃이 잘피면 마을에 풍년

이 든다.

용두 마을입구 왕버들나무 5.3m∙25m 370 1.3

도월 월평 마을중앙 귀목나무 2m∙20m 100 12.31 저녁

세풍 해창 마을입구 팽나무 420
정월 팽나무잎이 한꺼번에 피면 벼이종

초이튿날저녁 을 한꺼번에 한다.

덕례
무선 마을입구 귀목나무 2.8m∙30m 150

덕산 마을입구 귀목나무 6.1m∙14m 590 1. 15 장수하게 되고 마을에 액살이 없다.

동석 마을입구 귀목나무 3.6m∙13m 150 추석, 1. 15 명절때면 공을 드린다.

낮에 제사를 모셨는데 마을의 젊

은이들이 다치거나 죽기도 했다.

봉강 석사
명암 마을앞 귀목나무 3m∙20m 220 1. 15자시

정성껏 제사를 올리면 전쟁에서 억

울하게 죽은 사람이 없었다.

어느 제주가 제사를 소홀히 하여

큰 우환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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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리 마을
당목

비고( 험)
위치 수종 둘레∙높이 수령 제의시기(음)

네그루의 당나무가 한꺼번에 싹이

지곡 지곡 마을앞 들판 귀목나무(4) 3.1m∙14m 110 1.1 새벽 나면 모내기가 순조롭고 부분적으

로 세 번피면 모내기를 세번한다.

봉강 봉당 상봉 마을입구 귀목나무 2.5m∙10m 80 정월에 택일

부저 저곡 마을중앙 팽나무 4.9m∙18m 250

잎이 무성하면 풍년이 든다.

구서 마치 마을입구 귀목나무(2) 2m∙14m 70 1. 15 너무 이르게 단풍이 들어 낙엽이

지면 액이든다.

제사를 잘못 지내면 험이 세서

산본
마을입구(2) 귀목나무 4.3m∙18m 170 역효과가 나므로 제의를 올리지 않

산남
마을중앙 귀목나무 4m∙20m 170 는다.

당목의 잎을 보고 길흉을 안다

남정 마을중앙 팽나무 3.9m∙16m 210
귀신이 들었을때 당산나무에서 굿

옥룡
을하여 액을 푼다.

운평 양운 마을앞 느티나무 5.3m∙18m 320
당산나무에 피해를 준다하여 정각

을 짓지 않는다.

추동 마을입구 느티나무 2.8m∙25m 150
잎이 한꺼번에 피면 가뭄이 들지

않는다.

추산 마을입구 (왼쪽) 귀목나무 4.5m∙30m 350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객지에 나

상산
마을입구 (오른쪽) 팽나무 5m∙30m 350

1.1 간 청년들이 죽는다.

당잎이 한꺼번에 피면 풍년이 든다.

외산 마을중앙 귀목나무 3.5m∙20m 150 잎이 많이 피면 풍년이 든다.

동곡 동동 마을입구 느티나무 4.2m∙16m 350 1. 15 잎이잘피면물이좋아풍년이든다.

죽림
마을입구 (손밑) 귀목나무 6.2m∙25m

350 12. 31자시
마을뒤 (손위) 서나무 3m∙15m

죽천 잎이무성하면물이풍족하다. 그잎
내천 마을중앙 귀목나무 4.6m∙20m 320 12. 31

이한번에피면이종을한꺼번에한다.

개현 마을옆(위) 귀목나무 3.8m∙16m 250 12. 31 잎이다피면모내기에좋다.

옥룡 항월 마을입구 귀목나무 4m∙20m 200 8월(추석)

방 마을입구
귀목나무(3)

3m∙20m 370 1. 15 제의를잘하면건강하고풍년이든다.
팽나무(1)

용곡 흥룡 마을입구 귀목나무 7.2m∙8m 450 1. 15 잎이동시에피면모내기에좋다.

석곡 마을뒤 팽나무 3m∙20m 300 1. 15

옥동 마을중앙 귀목나무 3.5m∙20m 300 7. 1 잎을보고풍흉을점친다.

율천 율곡 마을입구 귀목나무(5) 4.8m∙11m 420
마을행사시에는당산나무에모여화합

을다지며술을붓기도한다.

율천 덕천 마을입구 팽나무 5.2m∙15m 320

율천 재동 마을중앙 귀목나무 3.6m∙18m 300

운곡 갈곡 마을입구 귀목나무 5.6m∙12m 350
잎이 한번에 안피면 모내기할때 가뭄

이든다.

원월 원적 마을앞 팽나무 5.3m∙20m 300 1. 15
명태머리를당산나무끝에매달아놓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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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리 마을
당목

비고( 험)
위치 수종 둘레∙높이 수령 제의시기(음)

전염병이들때잎을끓여먹으니나았다.

옥곡
장동 곡동 마을중앙 팽나무 4.1m∙10m 520 1. 15

마을에일이생기면잎이피지않는다.

임진왜란시마을과주민을보호하는

역할을하 다.

수평 매남 마을입구 귀목나무 4.3m∙25m 200 명절때메구를치고소원을빈다.

금이
내금 마을위 귀목나무 2.2m∙16m 100

상금 마을앞 귀목나무 2.2m∙14m 150 1. 15 평안을기원

마을중앙 느티나무 5.1m∙20m 490
지신, 별신, 천신을모신다.

섬거 섬거 마을중앙 팽나무 세아름 390 1. 2저녁
일제시6∙25때에도희생자가없었다.

마을뒤 배나무 두아름 400
호열자가들어오지못한다.

산신인범이내려와마을을보호한다.

백중과 애못난여자가새로난가지를끓여

비평 탄치 마을위 서나무 2.8m∙15m 400
추석사이에서 먹으면애를낳을수있다.

좋은날을 아래쪽이먼저피면남쪽마을. 윗부분

진상 택일 이먼저피면북쪽마을이좋음

어치 마을입구
감나무

3.3m∙15m
300

1. 3
정성껏당제를모시면병이없고풍년

어치
귀목나무 90 이든다.

지계 마을입구
때죽나무

2.1m∙15m 80 12. 31 마을이평화롭고자식들이잘된다.
귀목나무

지랑 지랑 마을입구 팽나무 3.6m∙15m 500 과거)1. 15
큰도로를낼때당산나무를그 로두

고길을냈다.

목과 마을입구 귀목나무 3.6m∙15m 110 5. 15
재앙을막아준다.

청암
가지를꺾으면다리가부러진다.

입암 마을앞 팽나무 2m∙15m 100 1. 1
당나무아래에서아기를낳으면병도

없고 특하다.

망덕
외망 마을옆(좌) 팽나무 3.9m∙9m 450 명절때 당산나무에마른명태를걸었다.

장재 마을옆(좌) 귀목나무 6.6m, 20m 390 7. 15

사동 마을입구 귀목나무(2) 6.7m∙18m 500 1. 15, 추석(백중) 열병의피해가없다.

차사
차동 마을옆(동쪽) 느티나무 4.5m∙14m 320 봄, 가을

잎을보고풍흉을점친다.

진월 열병에걸리지않는다.

신아 신덕 마을입구 서나무(2) 3.2m∙10m 200 1. 15
당나무에큰구 이가살았다.

당나무가지로밥을해먹으면죽는다.

오사 사평 마을입구 팽나무 4.2m∙7m 340
마을의강녕과무병, 풍농, 부귀등을

점지해준다.

송금 금동 마을앞 귀목나무 4.5m∙20m 410 1월2∙3일

신원 신기 마을앞 도로변 상수리나무 3.2m∙18m 350 약20년전부터당산제를지내지않음

다압 도사 섬진 진동마을앞 느티나무 약25년에당산나무가사라짐

고사 고사 당산또 팽나무 3.6m∙12m 380 약40년전부터당산제를지내지않음

황곡 마을입구 귀목나무 2.7m∙20m 420 1. 15 현재는 간단하게제를모심

황길
통사 마을저수지부근 느티나무 6.6m∙12m 500 1. 15

옛관행 로격식을갖추어당제를

골약 지냄

성황 성황
성황천변 왕버들 6.5m∙8m 300

1. 15
통장이제주가되며옛관행에의거

어린이놀이터 팽나무 4.5m∙6m 400 격식을갖추어제를지내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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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구비전승

읍면동 리 마을
당목

비고( 험)
위치 수종 둘레∙높이 수령 제의시기(음)

약30년전에당산나무사라짐

중촌 귀목나무 장만한음식을당산나무밑구덩이에

묻었음

누룩나무
옛마을전체가철거되어현재는당산

귀목나무
제가사라짐길호

팽나무
과거에는 5군데서제를지냈음

중마 노송나무

동회에서주관하며당산나무 아래

오류 오류공원 느티나무 (2) 2.8m∙12m 150 1. 15 에서마을의안녕과주민의행복을

기원하는제를지냄

20여년전부터 당산제를 지내지 않고

있음

사동 귀목나무 2.8m∙12m 130 당산목을당산할머니로부르며옛날

에는생산성과풍요의신인여신을

모셨음

큰골회에서주관. 매구굿으로집들이

광 하광 광 농협뒤 팽나무 1.5m∙8m 400 1. 15 저녁 7시 를한후이곳에서마을안녕과각가

정의행복을기원하는제를지낸다.

태인 장내 마을회관부근 은행나무 5.2m∙20m 350

집필 : 전남 학교 국문학과 교수 표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