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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세시풍습(歲時風習)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두 가지 의례(儀禮)의 궤적을 밟는다. 그 하나는 일생 동안 대

개 한 번씩 치르는 관혼상제라는 통과의례(通過儀禮)며, 다른 하나는 일년을 주기로 행

하는 연중행사라고 할 수 있는 세시풍습이다. 우리나라는 춘하추동 사계가 분명하여 그

순행, 그리고 농경과 어로의 생산력(生産曆)에 따라 세시풍습이 다양하게 발달되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도서지방이라 해양과 관계된 세시풍습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

우나 농경문화의 세시풍습이 중심이 되고 일반적으로 어로와 관계되는 세시는 부분적으

로 행해지고 있다. 이런 사정은 다른 도서지방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과거 전통문화가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1964년에 간행된 거제군지(巨濟郡誌)에“어느 고을에 못지 않게 우리 거제에도 정월

에 들어서면 연날리기가 심했다. 오늘에 와서는 그렇지 않으나 30~40년 전에 정월 대

보름을 앞두고 동리끼리 연 걸기 싸움으로 한 때를 신나게 보낸다.”라고 하 다. 전래의

풍습이 30~40년 전에 행하 으나 60년대에 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개화 이후 외

래 문화의 향으로 풍습이 서서히 바뀌다가 1930년대에 급격한 변화의 고비를 겪은 것

같다. 그러다가 1950년대 육이오 사변과 1960년대 이후 농의 기계화와 길쌈의 중단

으로 생활 방식이 바뀌어 과거에 행하던 세시풍습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 1971년에

필자가 문화재관리국의 의뢰로 조사할 때는 제보자들이 어릴 때 경험을 바탕으로 구술

을 하여 많은 것을 채록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00년 여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의뢰로

다시 조사를 하 을 때는 실망할 정도로 채록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것은 이 지역이 한

국의 어느 농어촌지역보다 근대화, 도시화가 많이 진전되어 주민의 생활 양상은 물론

인식까지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여기에 기록한 세시풍습은 1971년에 조사한



것에 2000년에 조사한 것을 첨가한 것이다.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

1930년대의 거제의 세시풍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1월의 세시풍습

1) 설 날

○ 설

음력 1월 1일을 환세(換歲)의 기점으로 삼고 그저‘정월 초하루’라 하기도 하고‘설’

또는 설의 복합어인‘설날’, ‘설명일’, ‘설명절’이라 일컫기도 한다. 그리고 정월 또는

초하루에 든 명절이라고‘정월 명일’, ‘정월 명절’, ‘정초 명일’, ‘초하루 명일’, ‘초하

루 명절’이라 부른다. 혹은 줄여서‘정초’라고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를 통틀어서 말할 경우와 혼용하고 있다. 

양력의 1월 1일은‘1월 1일’, ‘신년’, ‘양력설’이라 구별하여 부르고, 중장년층은 관

공서나 학교의 신년식이나 하는 날로 의식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층은 양력 1월 1일

을 환세의 기점으로 의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정초는 새로 닥쳐올 한 해를 가늠하고 예축(豫祝)하기 때문에 모든 언행을 조심하고

삼가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 다. 그러나 학계에서 말하는 것처럼‘설’이란 말 자체를

‘섧다’, ‘삼간다’의 뜻으로 말하거나‘살(歲)’의 의미로 풀이하는 이는 찾을 수 없었다.

○ 정초꿈

정초 특히 섣달 그믐에 꾼 꿈의 몽조(夢兆)를 중히 여긴다. 몽조에 대하여는 농업보

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관심이 크다. 해몽은 사람에 따라 구구하지만 몇 가지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쌀, 보리같은 곡식 가마니나 소금 가마니를 지고 집안으로 들어오면 풍년이 들

고 풍어가 된다. 

문둥이를 만나면 그 해 어장에 고기가 많이 잡힌다. 

밥그릇이나 담뱃대를 주우면 그 해 재수가 있다.

귀한 사람, 상주, 용을 만나면 그 해 풍어가 된다. 

숟가락을 주워 가져오면 풍농, 풍어가 된다.

자기 어장막이나 배에 불이 나거나 배에 물이 메이면 어장에 고기가 많이 잡힌다.  

끊어진 것, 상한 것, 말라 비뚤어진 것을 보면 흉조다. 

배가 동산에 오르면 흉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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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참(聽讖)

1월 1일 개동(開動), 즉 날이 샐 무렵 어느 짐승이 먼저 거동을 하고 우느냐에 따라

그 해의 길흉과 풍흉을 점친다.  

소가 먼저 거동을 하고 울면 그 해 시절이 좋다.

닭이 많이 울어야 특히 시절이 좋다. 

개가 울면 시절이 나쁘다.

까치가 울면 길하고, 까마귀가 울면 마을에 초상이 난다. 

부엉이가 울면 목화가 잘 되고, 황새가 울면 벼, 보리 농사가 풍년이 된다. 

○ 부정치기

다른 명절에도 그렇게 하지만 설날에 소금을 집안에 뿌리고 부정을 친다. 황토를 사

립문 입구의 양편에 놓아 부정을 막기도 한다.

○ 날씨

“설은 질어야 좋고 보름은 맑아야 좋다”는 말을 한다. 그 까닭은 설에 비가 오면 그

해 물(강우량)이 많아 농사가 잘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구름이 끼고 비가 오더

라도 바람이 거세지 않아야 농작물에 풍해도 없고 세상도 평온하다고 한다. 더 세 히

먹구름이 끼고 남쪽 맞바람이 불어야 그 해 풍년이 들고, 푸른 구름이 끼고 서북의 된갈

바람이 불면 흉년이 든다고 하는 이도 있다. 

○ 설빔

설빔(歲粧)은 옷만을 가리킬 때‘설옷’이라 하고 옷과 장식을 합하여 말할 때는‘설치

레’혹은‘설치리’라 일컫고 있다. 그리고 차려 입는 것을“설치레(리)한다”라고 한다.

6·25동란 전만 해도 길쌈을 했기 때문에 설옷으로 대부분이 솜을 넣은 무명옷을 입었

고 남자 어른들은 차례를 모시고 세배를 드리기 위해서 명주로 안을 받친 무명 두루마

기를 입었다. 70여년 전만 해도 아이들은 설치레로 꽃신, 삼신, 자주댕기 등을 부모들

이 장에서 사 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고 한다. 근년에는 어른들은 한복을 설뿐만 아

니라 모든 명절이나 제사의 의식복(儀式服)으로 입고 청소년들의 설옷은 거의 기성복을

구입하여 입히게 되었다.  

○ 설음식

설음식은 대체로 떡, 떡국, 부낌이, 강정, 건어물 등을 대표적인 것으로 든다.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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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떡 : 찹쌀을 쪄서 절구에 찧어 만든 떡이다. 과거 어촌에서는 찹쌀이 귀해서

찰떡과 함께 조떡을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 쑥을 넣어 쑥떡을 만들기도 했다고 한다. 

- 시루떡 : 쌀가루를 콩고물이나 팥고물을 층층이 놓고 찐 떡이다. 과거 어촌에

서는 쌀이 귀하여 수수시루떡, 고구마시루떡(切乾 : 고구마 가루를 찐 떡으로 흑갈색이

다)을 하기도 했다. 

- 절편과 가래떡 : 쌀가루를 쪄서 매로 쳐서 떡살로 눌러 만든 것으로 떡국거리

를 할 가래떡을 만드는 방법과 같으므로 설에는 반드시 이 떡을 만든다. 그리고 이 떡은

찰떡이나 시루떡처럼 다른 재료를 대용하지 않고 쌀을 쓰고 가래떡 대신 썰어서 떡국을

끓이기도 한다. 떡국을 끓이는 가래떡을 모두‘떡국거리’라고 한다.

- 떡국

설날의 차례에는 반드시 떡국을 올리므로‘떡국제사’라 한다. 내륙지방과 다른 것은

떡국의 장국거리를 육류로 쓰지 않고 대개 바지락, 게조개, 홍합, 굴 따위의 패류나 생

선을 쓰는 점이다. 

술 : 막걸리를 담가 술이 익은 뒤 용수를 넣어서 뜬 것을‘청주’, ‘맑은 술’,

‘웃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차례나 귀한 손님을 대접하고 나머지는 막걸리로 쓴다.

근년에는 주 단속 때문에 청주(正宗)를 주로 쓴다..

부낌이 : 전을‘부낌이’라고 한다. 주로 생선의 살을 뜬 것과 패류의 전을 굽는다. 

회양적 : 파, 고기 등을 꼬챙이에 꿰어 전을 굽는 산적을 회양적이라 하고 규모

있는 집에서 마련하는 설음식이다.  

강정 : 검은 콩, 깨를 볶아서 엿에 버물려 굳힌 것을 엄지 크기의 방장형으로

썬 것을 콩강정, 깨강정이라 하여 설에 많이 만들어 쓴다. 근년에는 쌀을 기계에 튀겨서

손쉽게 쌀강정을 만들어 많이 쓴다. 

유과 : 찹쌀 가루로 풀을 쑤어서 엷게 말려 기름에 튀긴 뒤에 엿물을 묻혀 볶은

쌀가루를 입힌 것으로 규모 있는 가정의 설음식으로 마련하 다.  

건어물 : 비단 설뿐만이 아니지만 명절 차례나 제사에는 생선보다 정성스럽게

말린 조기, 민어, 도미, 감성돔 같은 건어물 찐 것이 없으면 조상 대접을 못하는 양 생

각하고 있다. 

해조류와 나물 : 도서지방답게 명절 제물의 나물에 채소 이외에 해조류를 곁들

이는데, 톳나물(톳)을 많이 무친다. 간혹‘모재기(바다말)’와‘김’을 무치기도 한다. 그

러나 파래는 절대로 쓰지 않는다.

○ 차례와 성묘

‘설제사’, ‘정초제사’라 하고 다른 명절 제사와 아울러‘명일제사’‘조상봉사’‘조상



모신다’라고 한다. 

장소 : 큰집(종가)의 안청(대청이라고도 하는데, 삼간집일 경우 큰 방과 작은

방의 가운데 있는 광구실을 하는 마룻방이다.) 안청이 없을 경우는 큰방

시간 : 거제의 동북부지역은 섣달 그믐날 점심때와 설날 아침 밥 때 지내는 것

이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이다. 서남부지역은 설날 아침 밥 때에 지낸다.

제주 : 장자, 장손

대상 : 4대 이하의 조상인데, 그 집에 제사를 맡아 있는 조상만 대상이 된다.

모시는 방법과 설찬(設饌) : 기제사와 비슷하나 지방을 쓰지 않고, 양위설찬(兩

位設饌)을 하여 벌여 놓는 경우가 많다. 제수에는 반드시 떡국을 올린다. 

제수 : 기제사와 비슷하나 반드시 떡국을 곁들인다. 그래서‘떡국제사’라고 한

다. 제사에 쓰지 못하는 고기가 내륙지방처럼 정해져 있다. 갈치, 멸치, 참치 따위의 고

기 이름에‘-치’자가 든 고기와 장어, 숭어, 노래미 따위 머리가 뱀 모양의 고기는 피하

고 대구, 조기, 민어, 도미 등을 쓴다.  

성묘 : 차례를 지내고 조반 후에 산소에 성묘하러 가는 경우가 많다. 상중에는

반드시 간다. 

○ 세배와 덕담

차례를 모신 뒤 조부모와 부모님께 먼저 세배를 하고 떡국을 차려서 드리고 조반을

든다. 그 후 가까운 친척 어른부터 마을의 어른까지 찾아가 세배 드린다. 먼 곳에 계신

어른께는 정월 보름날까지 세배가 계속된다. 

세배 받는 이는 방안에 있고 세배를 드리는 이는 툇마루에서“아무개 세배 드립니

다.”혹은“세배 받으이소.”하고 절을 하면서“과세 편히 세었습니까?”라고 하면“오냐,

과세 잘 했나?”, “오냐, 명복 많이 타라.”, “오냐, 금년엔 소원 성취해라.”등 그 때에

알맞은 소원을 말해 준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이 오가는 말들을 덕담이라고 하지 않

고 뚜렷한 명칭도 없다. 

2) 정 초

○ 정초 출입

상중에 있는 사람은 1월 5~6일쯤까지는 출입을 삼간다. 여자도 정초에는 조반 전에

남의 집에 가는 것을 삼간다. 특히 상주와 부녀자는 정성 드리는 집(동제의 제주, 안택,

용신하는 집 등)의 방문은 여느 때도 출입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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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초의 휴가와 근친(覲親)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쉬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5~6일께부터 집

안에서 새끼꼬기 등 자질구레한 일을 한다. 어촌에서는 먼 바다에 나가서 고기잡는 배

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름이 넘어야 배를 탄다. 그러나 근해에서 고기잡이하는 어부는

7, 8일쯤부터 나가 고기를 잡아 보름장의 대목을 본다. 어촌의 부녀자들도 개발(조기잡

이, 해초 캐기 따위의 일)을 보름까지는 하지 않고 조개밭(해변에 잔 조개를 묻어서 기

르는 곳)에 가서 설이나 보름에 쓸 조개를 파서 온다.

정초의 근친은 세배를 겸해서 대개 5일경부터 14일까지 틈을 보아 다녀온다. 이 때에

설음식이나 따로 장만한‘차반’을 가지고 간다.

○ 정초 계획

정초에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농가에서는 머슴을 정하고, 배를 가지고 어업하는 분

은 선원을 정월 보름 안에 확정한다. 대개의 경우 머슴은 일년 계약을 하고, 선원은 어

획고에 따른 할당률을 계약한다.

○ 정초의 눈

정월의 처음 내리는 눈을 받아먹으면 몸에 좋다.

○ 정초에 곡식과 돈 안 내기

정초, 보름날 전에는 집안의 곡식을 팔거나 빌려주지 않고, 돈도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첫 장보기

1월 1일 이후 처음 선 오일장에 가서 일부러 사는 물건과 사지 않는 물건이 있다.

사는 물건 : 조리, 밥주걱, 채광주리, 소쿠리, 바구니, 갈키 등.

도서지방에는 복조리 장수가 마을에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첫 장에 가서 조리 한 쌍

을 사서 하나는 부엌의 부뜨막 위에 걸어 두고, 하나는 새로 쓴다. 곡식, 재물 따위를

담아 오라고 주로 운반구나 채집구를 산다.

사지 않는 물 건 : 키, 체 등.

까불어 버리고 흘려 버린다고 사지 않는다.

첫 장 개시할 때 피륙을 사서 옷을 해 입으면 수명이 길어진다. 

첫 장에 엿을 사 가지고 와서 식구가 나누어 먹으면 몸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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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점(身數占)

그 해의 신수를 알기 위하여 정초에 점을 치러 간다. 대개 어른의 신수만 보고 아이

들은 잘 안본다. 출가한 딸이나 사위의 신수도 본다. 가장 보편적인 것이 토정비결을 보

는 것이다. 집안의 나이 많은 분이나 마을의 어른들이 심심파적으로 보아준다. 그 해 집

안에 대사(大事)가 있거나 점을 즐기는 부인들은 점쟁이, 명도, 무당 등에게 가서 집안

식구의 일년 신수점을 친다. 점괘는 너무 좋아도 안좋고 너무 나빠도 안좋으며 그저 수

수하면 좋다고 한다.

○ 삼재(三災)

동국세시기의 삼재법(三災法)에 의하면 삼재는 사(巳), 유(酉), 축(丑) 해에 난 사람

은 해(亥), 자(子), 축(丑)이 든 해에, 신(申), 자(子), 신(辰) 해에 난 사람은 인(寅),

묘(卯), 신(辰)이 되는 해에, 해(亥), 묘(卯), 미(未) 해에 난 사람은 신(申), 유(酉),

술(戌)이 되는 해에 각각 삼재가 든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을 만나

기 어려웠다. 그저 9수가 나쁘다. 즉 9살 19살 29살 39살… 운수가 나쁜 해다. 삼재는

나서 9년만에 드는데 3년을 계속한다. 즉 삼재가 든 첫 해를 들삼재, 둘째 해를 누울삼

재, 마지막 해를 날삼재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다. 대개 정초 신수점을 칠 때 점

술가가 삼재가 들었음과 그 액을 면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한다.

삼재에 대한 속신으로 두드러진 것은 다음과 같다. 

들삼재는 그 집에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며느리를 보기, 남에게 방 빌려주기

따위)

날삼재는 그 집의 사람이 나가야 한다.(딸의 출가, 아들의 분가, 객지에 나가기

따위)

삼재수를 면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행한다.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치방한다.

머리가 셋이고 몸뚱이가 하나인 삼두매를 붉게 그린 삼재부를 방문 위에 붙인다.

삼재가 든 사람은 삼재부적을 지니고 다닌다. 

짚으로 만든 작은 허수아비(제웅)에 삼재든 사람의 생일생시를 써넣고 세 갈래

길에 버린다. 

세 갈래 갈림길에 나가서 삼재가 든 사람의 옷을 태우고 빈다.

첫 말날과 첫 호랑이날에 갈림길에 나가서 밥 세 그릇과 과일을 차리고 촛불을

켜 놓고 빈다.

삼재 든 사람의 옷 한 벌, 쌀 열 되, 한지 한 권을 동쪽을 보고 불태우며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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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년에는 삼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박약해졌다.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 삼재부적

을 지니고 다니거나 삼재부적을 방문 위에 붙이는 정도다. 

○ 안택

정초에 좋은 날을 택하여 소원성취와 가내태평을 빌기 위하여 무당, 화랭이, 점쟁이

등을 불러다가 안택(굿)을 한다. 근년에는 큰 어장을 하는 사람이나 신수점을 칠 때 그

해 운수가 사나운 사람이나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잘 하지 않는다. 좋은 날(吉日)이

란 대개 1월 2, 3, 4, 15일이라 말하는 경우가 많다. 섣달 그믐이나 정월 보름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 용왕먹이기, 개먹이기

정초에 좋은 날을 택일하여 용왕먹이기와 개먹이기를 한다. 용왕먹이기는 주로 집안

식구의 일신을 위해서 비는 것이고, 개 먹이기는 풍어를 기원하기 위하여 무당이 경을

읽고 그 집 배를 타고 다니면서 바다에 쌀 흩는 것이라 한다. 어부의 가족은 용왕께“이

십팔시 용왕님네, 안가태평시키고 발 없는 선천 타고 댕기더라도 무사히 해 주이소.”하

고 빈다고 한다.

○ 유모일(有毛日)과 무모일(無毛日)

정초에 털있는 짐승날, 특히 토끼날과 호랑이날이 먼저 들면 그 해 목화 농사가 잘

되고, 털이 없는 짐승날, 특히 뱀날과 용날이 먼저 들면 목화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근년에는 길쌈을 하지 않아 이런 의식이 박약해졌다. 

○ 보리할매

보리할매는 하늘에서 섣달 그믐날 밤에 보리 열 되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 와서 하

루에 보리 한 되씩 먹다가 첫소날(上丑日) 하늘로 올라간다고 한다. 1월 3일 이내에 첫

소날이 들어야 보리를 많이 남겨 두고 승천하기 때문에 그 해 보리 풍년이 든다고 한다.

1월 10일을 넘어서 첫소날이 들면 보리를 먹다가 모자라 남에게 빌어먹고 승천하기 때

문에 그 해 보리농사가 흉년이 된다고 한다.  

○ 패일(敗日)과 조금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정월조(正月條)에“초 5일, 14일, 23일을 삼패일이라 일컫는

다. 달마다 모든 일을 삼간다. 8일을 패일로 잘못 칭하기도 한다.(初五日, 十四日, 二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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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日, 稱三敗日, 每忌百事, 八日謬稱敗日)”라는 기록에 따르면 5일, 14일, 23일이 패일

이 되겠는데, 거제에서는 대부분 5일만 패일이라고 하고 있다. 어느 달보다 정월의 패

일을 중히 여긴다. 23일은 8일과 함께 조금이라고 하여 기백사(忌百事)하는 흔적이 보

인다.

금기를 운문으로 말하는 경우

-  조금 조금 재치고, 패일 패일 머리 빗고. 

-  조금 조금 죽 쒀 먹고, 패일 패일 머리 빗고.

이렇게 하면 3년 안에 가산이 망한다.

금기를 그냥 말하는 경우

- 패일에는 머리를 빗고 부엌의 재를 쳐내어서는 안된다.

- 패일에는 죽을 끓여 먹어서는 안 된다.

- 패일에는 머리를 빗는 것과 끊는 것, 재치는 것, 옷감 마름질하는 것, 빨래하

는 것을 금하여야 한다. 

- 조금(8일, 23일)에는 머리 빗고 재를 쳐서는 안된다.

- 패일에는 먼길을 떠나서는 안된다.

○ 칠인팔곡(七人八穀)

정월 초이렛날은 사람날이고 초여드렛날은 곡식날이다. 사람날은 좋은 날이므로 놀고

떡을 해 먹으면 좋다. 그리고 이날 집에 외인의 출입을 꺼리고 자는 것을 금지한다. 곡

식날은 곡식을 내다 팔아서는 아니 되고 곡식을 볶아 먹으면 집안에 저장해 둔 곡식에

좀이 쓰지 않는다. 

○ 첫 쥐날(上子日)

재수가 있으라고 주머니를 기워 찬다. 이것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의 자낭

(子囊)의 기풍(祈豊) 풍습이 변하여 전해진 것같다. 

칼질, 송곳질 등 구멍을 뚫는 일을 하면 집안에 그 해 쥐가 끓고 구멍을 많이 뚫

는다고 한다.

일을 하면‘생손가락 앓는다’고 한다.

콩을 볶아 먹으면 그 해 쥐가 들끓지 않는다. 

○ 첫 소날 (上丑日)

소를 전답에 끌고 가서 땅을 가는 일을 시키며 부리면 소가 힘이 세어지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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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방아(절구질)를 찧으면 제 집 소가 골이 아파 죽는다.

방아를 찧으면 자기가 소머리(두통의 일종) 앓는다.

칼질하면 제 집 소가 발에 병이 생기거나 다친다.

○ 첫 호랑이날(上寅日)

호랑이날이 정초의 앞에 들면 털이 많고 좋은 짐승이기 때문에 그 해 목화 풍년

이 든다.

정월 초하룻날이 호랑이날이면 세상이나 집안이 편하지 않다. 

“인일 메주 오일 장”이라 하여 설 아래 메주를 못 만든 집에서는 메주를 쑤면

좋다.

근친을 가거나 먼길을 떠나는 사람이 이날 가면 좋다.

○ 첫 토끼날(上卯時)

토끼는 방정맞은 짐승이라고 재수 없다고 하여 해돋기 전 남의 집 출입을 금하고, 특

히 여자의 출입은 정오가 넘어야 한다는 관습이 있다. 수산업을 하는 사람은 이 습속에

더 철저하다. 

이 날만은 남자가 일찍 일어나서 거동을 하고 솥뚜껑을 열어 놓고 대문을 열고

기침을 한 뒤에 여자가 일어나서 부엌에 나가서 밥을 짓는다.

남이 제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사립문에 막대기(禁棒)을 두 개 가로질러 놓는다. 

남의 집 여자가 와서 철룡 뒤(본채 뒤곁)에 오줌을 누면 그 해 그 집사람이 죽

는다.

○ 첫 용날(上辰日)

첫 용날뿐만이 아니지만 용날에는 비가 잘 내린다.

첫 용날뿐만이 아니지만 용날에는 장 담그지 않는다.

첫 용날에 지붕을 이면 해롭다.

첫 용날이 정초에 먼저 들면 그 해 목화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 

○ 첫 뱀날(上巳日)

첫 뱀날은 첫 용날과 동일시하여 같은 습속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  

첫 뱀날뿐만이 아니라 뱀날에 장 담그지 않는다.

첫 용날처럼 첫 뱀날에는 비가 잘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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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용날이 정초에 앞당겨 들면 그 해 목화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

○ 첫 말날(上午日)

“인일 메주 오일장”이라는 말을 하면서 첫 말날뿐만 아니라 장은 말날에 담그는

관습이 널리 퍼져 있다. 그 이유는 그저 장맛이 있다느니 장맛이 달다느니 하는데, 어떤

이는 장이 많이 우러나서 말피처럼 빛이 진하고 곱다고 한다. 

그 해 처음으로 배를 시동(始動)해 본다. 배를 타고 멀리 떠날 일이 있을 때도

이 날을 택하여 배를 떠나게 한다.

근친을 가거나 먼길을 떠나는 사람은 이 날 가면 좋다.

○ 기타 짐승날

첫 염소날, 첫 잰나비날, 첫 닭날, 첫 개날, 첫 돼지날에 대한 의식은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다. 

첫 염소날은 첫 토끼날처럼 여자의 출입을 방정맞고 재수 없다고 생각한다. 

첫 잰나비날을 사람날이라 한다. 

첫 잰나비날만 아니라 여느 날에도 그렇지만 원숭이는 방정맞고 재수 없는 짐승

이라고 생각하여“원숭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 날 재수 없다고 불쾌하게 생각하기 때문

에“원숭이”란 말을 입에 담지 않고 불가피하여 말할 경우에는“잔나비”혹은“잰나비”

라고 바꾸어 말한다. 

첫 돼지날에 근친이나 원로를 떠나면 좋다.

○ 투수(偸修)

대한(大寒) 이후 10일째 입춘(立春) 이전 5일째 되는 날을 대투수(大偸修)라 한다.

이 날은 인간 세상에 귀신이 모두 하늘에 올라가서 없기 때문에 집안의 변소, 헛간 등

잡신이 탈을 부리는 곳도 이 날 수리하면 뒷 탈이 없다.

○ 기자일(祈子日)

매월 7일, 17일, 27일에 제왕(出産神) 앞에 아들 낳기를 빌면 아이를 잉태한다. 

○ 매구치기

정초에 마을 사람들이 풍물패를 조직하여 풍물을 치고 축원을 해주는 것을‘매구친

다’, ‘집돌량친다’, ‘지신밟는다’라고 한다. 먼저 마을의 당산, 동사(洞舍), 공동우물,

제1장 풍 습

- 2423 -



선창 등을 찾아가서 친 뒤에 각 가정을 돌며 풍물을 치고 축원을 해준다. 어촌에서는 배

에도 가서 그 배의 앞이나 옆에 매구패가 서고 상쇠잡이가 배에 올라가고 배선왕께 축

원을 하고 빈다. 그러면 그 집이나 배의 주인이 매구패에게 음식과 술을 대접하고, 곡식

혹은 돈을 준다. 이것은 마을의 공동 경비로 쓴다.

○ 별신굿(別神祭)

별신굿은 매년 마을 사람들이 주관하는 당산제 대신에 몇 년 주기로 무당을 불러 행

하는 마을굿이다. 거제지역에 근년까지 행하던 곳은 구조라, 죽림, 망치, 양화, 수산,

학동 등 서남해안의 마을들이다. 이 지역에는 대개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 사이에 택일

하여 굿을 하는 경우가 많다.  

거제면 죽림마을의 경우 마을뒤 작은 산위에 당산이 있다. 거목과 당집이 결합된 형

태다. 대동회를 하여 굿장모를 한 사람을 정하고, 섣달 그믐날부터 정월 보름날 사이에

굿하는 날을 택일하여 통 의 무당을 불러서 2년에 한 번씩 별신굿을 한다. 대개 3일간

주무(主巫) 한 사람과 잽이가 다섯 사람 정도가 굿했다. 마을사람들이 마을입구의 산에

가서 산제를 지내고, 무당이 들맞이굿을 하고 당굿을 했다. 그리고 동사 앞마당에서 열

두 거리 굿을 했다. 10년 전부터 별신굿을 하지 아니하고 절의 스님에게 의뢰하여 간단

하게 마을을 위하여 기원을 하고 그친다.   

일운면 양화마을에서는 별신굿을 하는 것을‘일신한다’고 한다. 섣달 그믐날 대동회

에서 제주를 선정한다. 여기서는 제주를 굿장모라고 하는데, 깨끗한 사람이라야 한다.

별신굿은 날을 받아서 정초에 행한다. 원래 3년마다 하다가 매4년, 매5년마다로 변하

다가 15년 전부터 행하지 아니한다. 마을앞 남산에 당산이 있다. 원래 후박나무가 할매

고, 느티나무가 할배 는데, 후박나무는 죽어서 없어졌다. 통 서 초빙한 10여 명의 무

당들이 당산에서 들맞이굿을 하고, 정자나무, 바닷가(용왕먹인다고 한다), 벅수(샘도 근

처에 있다)를 돌면서 굿을 하고 마지막으로 굿막을 처놓은 굿판에서 열 두 거리굿을 했

다고 한다.   

○ 정초의 놀이

정초에는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등을 하는데, 연날리기의 경우에는 가을 추수 후

부터 시작하여 정월 대보름날에 끝낸다. 연을 날릴 때에 서로 연줄 끊어 먹기 싸움을 자

주 한다. 정월 보름날은 연을 전부 날려보내어야 하기 때문에 연싸움을 심하게 한다. 날

려보내는 연에는‘송액(送厄)’이라 쓰는 경우가 많다. 남자아이들은 세뱃돈을 얻은 것이

있어서 돈치기를 많이 한다.    

제12편 민속문화

- 2424 -



3) 입 춘

○ 입춘 날씨

입춘날에 날씨가 맑게 개면 그 해 풍년이 든다.

○ 입춘첩(立春帖)

입춘날 입춘시에 폭 10cm, 길이 40cm정도의 창호지에 축원의 귀를 대구(對句) 혹

은 단구(單句)로 써서 기둥, 들보, 대문과 광, 안청, 부엌 등의 문에 붙 다. 60∼70년

전부터 잘 붙이지 않고 새 집을 지은 경우에나 붙 는데, 근년에는 전통적인 가옥을 짓

지 않자 거의 행하는 가정이 없다. 

○ 보리뿌리점

입춘날 입춘시에 보리뿌리를 뽑아 보리뿌리의 가래가 한 가닥이 내렸으면 보리 흉년이

되고, 두 가닥이 내렸으면 평년이 되고, 세 가닥이 내렸으면 풍년이 든다고 점친다.

4) 대보름

○ 보름 쇠기

“설은 나가서 쇠어도 보름은 집에서 쇠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설에도 제 집에 와서

명절을 쇠어야 하지만, 정월 대보름은 반드시 집에 돌아와서 쇠어야 한다는 의식이 강

하다. 그래서 어부들은 출어하여도 되도록이면 보름날에는 바다에서 지내지 않으려고

한다.  

○ 보름 날씨

“설은 질어야 하고 보름은 맑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보름의 날씨가 좋아

야 한다. 이것은 달을 보고 행하는 망월행사(望月行事)의 예축적(豫祝的)인 의의를 중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일찍 일어나기

정월 대보름날 일찍 일어나면 그 해 부지런하게 되므로 논에 일찍 물을 대어 농사를

일찍 지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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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치기

사립문이나 대문의 출입구 양편에 황토를 한 움큼씩 놓는다. 소금을 부엌이나 집안에

뿌려서 부정을 치기도 한다. 

○ 물이기 금기

정월 대보름날 물을 길어서 이고 오는 것을 금지시 한다. “보름날 물을 이면 그 해 여

름에 소나기 맞는다.”고 한다. 그래서 정월 보름에 쓸 물은 14일 저녁에 길어 놓는다. 

○ 찬물 마시기

보름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찬물을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좋아진다. 일부러

샘에 가서“우리 샘의 물맛 좋다.”라고 말하면서 찬물을 마시면 속병이 낫는다고 한다.

○ 얼굴 씻기

정월 보름날 이른 아침에“물이 시원하다.”라고 말하면서 얼굴을 씻으면 여름에 더위

타지 않는다.

○ 새 쫓기

정월 보름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긴 장대를 가지고 집안을 돌아다니면서“후여 후

여”소리치고 새 쫓는 시늉을 낸다. 그러면 농사철에 자기 전답에 새가 많이 오지 않는다.

○ 모깃불

여름에 모기가 없으라고 이른 아침에 마당을 쓸어 티끌을 모아서 마당에‘목개불(모

기불)’을 태운다.

○ 모깃불 농사점

마당에 피운 모깃불이 위쪽(北向)이 잘 타면 웃녁(주로 전라도, 충청도를 가리킨다)

시절이 좋고, 아래쪽(南向)이 잘 타면 아랫녁(주로 경상도를 가리킨다)에 풍년이 든다고

한다. 

○ 염병 이방

정월 보름날 아침에 피운 모깃불에 목화씨와 고추 및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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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병(장티푸스)을 예방한다. 

○ 뱀 쫓기

정월 보름날 이른 아침에 한 발쯤 되는 새끼를 막대기 끝에 매어 끌면서 마당과 뒤뜰

을 돌아 사립문(혹은 대문)을 나가서 버린다. 이것을“구 이 끄집어낸다.”라고 한다.

○ 두더지 방아

정월 보름날 이른 아침에 두더지가 그 해 없으라고 아이들이 메나 공이로 마당과 뒤

뜰과 채마밭의 땅을 찧고“디지기 방아 찧자. 디지기 방아 찧자.”라고 하면서 다닌다.

○ 노래기 침 주기

노래기가 많은 집은 그것이 없어지라고 보름날 아침에 솔잎이 붙은 한 뼘쯤 되는 소

나무 가지를 끊어서 초가지붕의 추녀끝 이엉과 서까래와 기둥의 틈에 꽂으면서“고동각

시 바늘 준다. 고동각시 바늘 준다.”라고 한다.

○ 노래기 간질

정월 보름날 아침밥을 할 때 소금을 한 움큼 집어서 부뚜막에 얹으면서“산애기 간질

한다.”라고 하면 여름에 노래기가 없어진다.

○ 키 작은 사람의 출입

키가 작은 사람이 보름날 아침에 집에 오면 그 해 자기 밭의 삼(大麻)이 크게 자라지

않는다고 키가 작은 사람의 내방을 꺼린다.

○ 칼질 안 하기

정월 보름날 아침에 음식을 장만할 때 칼질을 하면 자기 집 소의 발이 여름에 다친다

고 칼질을 안하고 미리 14일 날에 칼질해 둔다.

○ 귀밝기 술

정월 보름날 귀가 밝아서 잘 듣게 된다고 남녀노소가 조반 전에 모두 술을 조금씩 마

신다. 이 술을 대부분‘귀밝기 술’이라 하고, 줄여서‘귀밝기’라고도 한다.

○ 보름밥



정월 보름날 아침에 쌀, 보리, 조, 수수, 팥 따위를 넣어서 밥을 지어먹는다. 이 밥은

대개의 경우 보름 세 끼를 데우지 않고 찬밥 그대로 먹는다.

농사 지은 곡식(단 콩은 제외) 모두 넣어서 짓기 때문에‘농사밥’이라 한다.

잡곡을 넣는다고‘잡곡밥’이라 한다.

오곡으로 지었다고‘오곡밥’이라 한다. 오곡은 쌀, 보리, 팥, 수수, 서숙(조)이

라고 한다.

보름에 지어먹는다고‘보름밥’이라 한다. 

보름밥으로는 약밥은 하루 종일 상식을 할 수 없어서 지어먹는 것을 볼 수 없었다.

○ 묵나물

무우, 호박, 박, 고사리, 고구마덩쿨, 도라지 등을 말려 두었던 묵은 나물을 삶아서

무친 것을 정월 보름의 반찬으로 한다. 묵은 나물만 무치는 것이 아니고, 콩나물, 시금

치, 생무우채, 톳나물, 미역 등도 함께 무쳐 먹는다. 이것을 대부분 특별한 이름을 붙여

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국세시기에 기록된 것처럼 더위를 먹지 않는다는 의식은 찾아

볼 수 없었다. 

○ 부럼 깨기

정월 보름날 아침에 단단한 열매나 과자를 깨어 먹는데, 대개 밤을 많이 깨어 먹는

다. 사탕을 깨무는 곳도 있다. 이것을‘부시럼 깬다.’라고 한다. 부스름이 나지 말라는

뜻이다.  

○ 복쌈

정월 보름날 아침 보름밥을 먹을 때 첫 술을 말려서 삶은 아주까리 잎, 머구잎 등을

삶아서 싸서 먹는다. 근년에는 김으로 많이 쌈을 싸서 먹는다. 이것을‘복쌈’이라고 한

다. 이렇게 쌈을 싸서 먹으면 그 해에, 

복이 들어온다. 

꿩알 줍는다.

농사가 잘 되어 집에 나락(벼)섬이 많이 들어온다.

크게 먹어야 두드러기가 일지 않는다.

라고 한다.

○ 밥 안 말아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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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름밥을 물에 말아먹으면 자기 논이나 밭에 지심(雜草)이 무성해 진다고 물

에 말아먹지 않는다.

○ 맨손으로 밥 먹기

아침에 보름밥을 처음 먹을 때에 숟가락질하지 않고 맨손으로 세 번 집어먹으면 여름

에 자기 논밭에 지심(雜草)이 무성해지지 않는다.

○ 보름밥 아홉 끼니 먹기

보름날은 보름밥을 9끼니 먹으라고 한다. 그러면 그 해는 하루에 남자는 나무를 9짐

하게 되고, 여자는 삼(大麻)을 9광주리 삼게 된다고 한다. 일꾼이 보름밥을 자주 많이

먹고 많이 일하라는 뜻이다. 

○ 보름밥의 뽄디

보름밥에 섞여 있는 뽄디(동부)를 가려먹으면서, “꿩알 보아라.”라고 하면 그 해 꿩알

을 많이 줍는다.

○ 김치 안 먹기

보름날 아침밥을 먹을 때 김치를 먹지 아니하는 금속이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말한다. 

김치를 먹으면 그 해 자기네 밭에 지심(雜草)이 많이 생긴다.

김치를 먹으면 그 해 몸이 근지럽게 된다.

○ 파래 안 먹기

정월 보름날 바다에서 나는 생파래를 무쳐 먹지 아니 한다. 생파래를 무쳐 먹으면 자

기네 논에 파래가 무성하여 벼가 자라는데 해롭다고 한다.

○ 생선 먹기

아침에 보름밥을 먹을 때 고기(생선)를 먹어야 한다. 그래야 몸에 비리(몸이 여위고

살갗이 가려운 증상)가 오르지 아니한다.

○ 소 먹이 점

아침에 소에게 먹이를 주어 보아 어느 것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 그 해 농사의 풍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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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친다. 키에 밥과 나물 목화씨를 담아 주어서 밥을 먼저 먹으면 벼농사가 잘 되고 나물

을 먼저 먹으면 채소가 잘 되고, 목화씨를 먼저 먹으면 목화농사가 잘 된다고 한다. 그

리고 밥과 나물을 주어 밥을 먼저 먹으면 그 해 시절이 좋고, 나물을 먼저 먹으면 그 해

시절이 좋지 못하다고도 한다.

○ 백가반(百家飯)

아이들이 체나 조리에 각성받이(성이 각기 다른) 세 집의 보름밥을 한 술씩 얻어서

두 손으로 받혀 디딜방아의 동으로 난 가랭이나 절구통에 앉아서 개에게 한 숟가락 주

고 자기도 한 숟가락 먹는다. 이렇게 먹으면 여름에 더위 타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백가반(百家飯)의 유습인데, 현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체에 얻어 온다고‘쳇밥’, 조

리에 얻어 온다고‘조릿밥’혹은‘복밥’이라 한다. 

○ 더위팔기

이른 아침에 아이들이 서로 이름을 불러 대답을 하면“더우 사아가라.”혹은“내 더위

가지고 네 명복 내 다 주라.”“내 더위 사가고 푸심 가아가라.”하고 하면서 더위팔기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대답을 하여 더위 사서 가라고 하

면, “나 더우 너 더우 다 사가아라.”라고 대응을 한다. 이것을‘맞더우 판다.’고 한다.

○ 이 죽이지 않기

보름날에는 머리나 옷의 이를 손톱으로 눌러 죽이지 않는다. 이를 죽이면 그 해 농사

지은 곡식에 알이 차지 않고 껍질만 남는 쭉정이가 많이 생긴다고 한다.

○ 볏가릿대

정월 보름날 길이 두 발쯤의 장대 끝에 짚단으로 깃봉 모양을 만들고 마당에 세우고

새끼줄을 늘려 놓았다고 한다. 새끼 길이만큼 벼이삭이 길어지라는 소원이 담겨 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볏가릿대(禾竿) 혹은 유지방이라 하는데 거제에서는 이것을‘육구뱅

이’, ‘낟가리’라고 한다. 하청면 어온리 장곶 마을은 50여년 전까지 이것을 세웠다고

한다. 

○ 개 보름 쇠기

보름날에는 개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 밥을 주면 개에게 비리 오른다고 한다. 그래서

“개 보름 새기”, “정월 보름 개 복 같은 복”이란 속담이 생겼다. 달이 뜨면 그때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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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비리 씰자. 개 비리 씰자.”라고 하면서 빗자루로 개의 등을 쓴 뒤에 개에게 밥을

준다.

○ 용왕 고사

정월 보름날 새벽에 깨끗한 바닷가나 깊은 산중의 물가에 제물을 차려 놓고 가내태평

과 소원성취를 비는 고사를 올린다. 이것을‘용왕 먹이기’혹은‘용왕산제’, ‘용왕고사’

라고 한다.

○ 배 고사

보름날 아침에 배에 서낭기(선주 이름을 넣은 그 배를 대표하는 깃발)를 달고 음식을

장만하여 선주나 선장이 제주가 되어‘한장(돛대를 세우는 한 가운데 가로지른 나무)’과

‘한멍에(고을키를 돌리는 곳)’에 차려 놓고 배서낭 대접을 한다. 배서낭은 배의 신으로

배를 건조할 때 여서낭(처녀서낭 혹은 각씨서낭)이나 남서낭을 배에 따라 하나를 점지

한다.

배의 앞쪽 끝인`이물a에‘무상(혹은 임사공이라고도 한다)’, 가운데‘한장’에 배의

주신인‘성주’, 뒤쪽 키를 돌리는‘고을’에 재수를 맡는‘서낭’이 있는데, 이 세 곳에

음식을 차리고 선주나 화랭이가 고사를 지낸다. 배서낭은 귀뚜라미처럼 돛대 끝에서 소

리를 낸다. 서낭 대접을 잘하여 효험 있는 배서낭은 갑작스러운 폭풍우 같은 것을 미리

울어서(배가 삐걱거리며 소리를 낸다) 알려준다. 배서낭이 울면 선원은 쌀을 바다에 흩

고 해안으로 대피한다. 근년에 큰 배(발동선)는 선원이 자는 선실에 배서낭을 모신다.

○ 오쟁이 다리 놓기

점쟁이가 그 해 신수가 나쁜 식구를 위해서 치성을 드리라고 시키면 오쟁이를 서너

개 엮어, 그 속에 돌이나 흙을 채워 동전 몇 닢을 넣어 묶고, 1월 14일 밤이나 15일 새

벽에 시내에 사람이 건너는 자리나 징검다리 사이에 놓는다. 이것을‘노디에 공들인다’

라고 한다. 이것은 적선을 하면 운수가 좋아진다는 관념에서 생긴 속신이다.

○ 허새비 버리기

제웅을 거제에서‘허새비’라 한다. 그 해 신수가 나쁜 사람(원래는 제웅직성이 든 나

이의 사람을 가르키는데, 자신은 잘 모르고 점쟁이가 알려준다. 일반적으로 삼재가 든

사람이라 한다)이 짚으로 사람 형상의 제웅을 만들어 양팔, 머리, 몸둥이 등에 동전을

넣어 피륙이나 종이의 옷을 입혀 거기에 신수 나쁜 사람의 성명과 생년 간지를 써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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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갈래 길에 버린다.

○ 버선 버리기

정월 보름날 저녁에 그 해 신수가 나쁜 사람은 자기의 새 버선에 동전을 넣어서 길거

리에 버리면 액운을 막는다고 한다.

○ 옷 동전 버리기

그 해 신수가 나쁜 사람은 보름날 저녁에 길거리에 나가 동쪽으로 나이 수대로 걸어

가서 자기가 입었던 옷의 동전을 따서 버리고 달을 보고 네 번 절을 하여 액을 막는다고

한다.

○ 불공

정월 보름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 새삼 볶기

정월 보름날 오전에 아이들이 밭에 콩을 가지고 가서 깨어진 옹기나 양철 조각 같은

것을 돌 위에 괴고 불을 피어“새삼 볶자. 새삼 볶자.”라고 말하면서 콩을 볶아 먹는다.

그러면 그 해 그 밭에 새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 빨래 안 널기

정월 보름날에 빨래를 널지 않는다. 이 날 빨래를 널면 까마귀나 까치가 그 밭에 심

어 놓은 목화다래를 쪼아서 못 쓰게 한다.

○ 보름 널뛰기

여자아이들과 처녀들은 설부터 보름까지 널뛰기를 하는데 마지막 정월 보름날에는 반

드시 뛰어야 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보름에 널을 뛰어야 그 산에 가서 발이 가시에 찔

리지 않고 바다에 가서 굴쩍(굴 껍질)에 발이 베이지 않는다고 한다.

○ 연 날려보내기

연은 겨울부터 정월 보름까지 띄우고 정월 보름날이 지나면 날리지 않는다. 보름 지

나고 연을 띄우면‘쌍놈’이라고 욕한다. 보름날 연에 이름, 나이를 써서 띄워서 타래에

있는 실을 모두 풀어 주어서 실을 끊어 바람에 날려보내기도 하고, 줄 끝에 불을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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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려보내기도 한다. 그럴 때에 자기 이름, 생년월일시를 쓰기도 하고, ‘송액(送厄)’이라

고 쓰기도 한다. 액 띄워 보내는 것이므로 멀리 날아가면 좋다고 한다. 연을 저녁에 달

집 태울 때 함께 태우기도 한다.

○ 조개 부르기

어촌에서는 자기 마을의 해변에 조개가 많이 생기라고 바닷가에 나가서“만천 조개

야, 우리 갱변에 오너라.”하고 크게 소리쳐 부른다.

○ 달맞이

정월 보름날에 뜨는 달을 남 먼저 보면 좋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망월(望月)하면 처

녀는 시집가고 총각은 장가간다고 한다. 부녀자들은 돋는 달을 보고 절을 하며 가내태

평과 소원 성취를 빈다.

○ 달 농사점

정월 보름날 저녁에 달이 뜨는 모양을 보고 그 해 농사를 점친다.

뜨는 위치에 따라

- 되게 뜨면 가물어 농사가 잘 되지 않고, 늦게 물 아래로 처져서 뜨면 물이 흔

하여 풍년이 든다.

- 북쪽으로 당겨 뜨면 시절이 안 좋고, 남쪽으로 당겨 뜨면 시절이 좋다. 

제보자에 따라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간추리면 동에서 뜨는 달이, 여느 때 뜨는 자리

보다 북쪽으로 치우쳐 뜨면 그 해 날이 가물어 흉년이 들고 남쪽으로 치우쳐 뜨면 풍년

이 된다는 말이다. 

빛깔에 따라

붉은 빛을 띄면 그 해 가물어 농사가 잘 되지 않고 달빛이 흰빛을 띄면 물이 흔하여

농사가 잘 된다. 

후박(厚薄)에 따라

달이 죽은 쪽(엷게 보이는 쪽) 지방의 농사가 흉년들고, 여문 쪽(두텁게 보이는 쪽)

지방의 농사가 풍년든다.

○ 달집 태우기

정월 보름날 오후에 마을의 청소년들이 나뭇가지를 모아서 달이 뜰 때 불을 지르고

노는 풍속이 과거에 널리 행하여 졌으나 관청에서 산불 방지책으로 금지한 후 거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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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장소

- 동산 위 빈터,  타작 마당, 시냇가, 갯가(海邊) 등

재료와 모양

주로 잎이 붙어 있는 소나무 가지들을(마른 것이나 생 것) 양쪽에서 서로 기대어 세

우는데, 대나무도 함께 넣기도 한다. 달집은 달이 뜨는 것을 볼 수 있게 가운데를 비게

한다. 이것을‘달문’이라고 한다.

놀이

달이 떠서 달문에 보이면 불을 지르고‘달집에 불이야’라고 외치며 꽹과리와 북을 치

며 주위를 돈다. 달집에 불을 지르면 재수가 좋고 아들 낳는다고 술을 한턱 내고 불을

지르려는 사람도 있다. 연을 달집에 달아 놓았다가 줄에 불이 붙어 바람에 날아가게도

하고, 달문에 매달아 태우기도 한다. 달집이 탈 때에 절을 하여 소원 성취와 가내태평을

빌기도 한다. 자기 몸의 잡귀를 쫓는다고 거의 다 탄 달집 위를 뛰어넘기도 한다. 달집

에 콩을 구워 먹으면 몸에 좋다고 나누어 먹기도 한다. 

점치기

달집이 타서 넘어지는 쪽을 보고 농사나 신수를 점친다.

- 달집이 넘어지는 쪽의 시절이 좋다고도 하고,  달집이 넘어지는 쪽의 시절이

좋지 않다고 마을마다 각각 달리 말하기도 한다.

- 달집이 동쪽 또는 남쪽으로 넘어지면 시절이 좋고, 북쪽이나 서쪽으로 넘어지

면 시절이 나쁘다.

- 달집이 자기가 서 있는 쪽에 넘어지면 그 해 신수가 나쁘다.

○ 다리밟기

해가 질 무렵에 다리를 밟으러 가서 달이 뜰 때 다리 위를 제 나이 수대로 왕복한다.

주머니에 콩이나 팥을 자기 나이 수대로 넣어 가서 한 번 건너면서 하나씩 던지기도 하

고, 돌맹이를 주워서 하나씩 강에 던지기도 한다.

○ 그림자점

정월 보름날 저녁달이 뜬 뒤에 마당의 소를 메어 두던 말뚝 위에 올라가 제 그림자를

보았을 때 그림자에 머리 부분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 해 죽을 운수라고 한다.

○ 줄다리기



줄다리기는 동편이 숫줄이고 서편이 암줄로 비녀목을 거는 고를 용머리라 한다. 몸줄

에 가지줄과 꽁지줄을 달아 이것을 잡고 서로 잡아당겨 겨룬다. 줄다리기를 마친 줄은

토막을 내어서 논밭의 거름에 쓴다. 거제에는 일찍이 고을로 발달한 지역처럼 규모가

큰 줄다리기는 한 것같지 않지만 마을간의 줄다리기는 더러 행한 것같다. 30여년 전까

지 하청면 장곶마을이 숫줄이 되고, 어온마을과 물안마을이 암줄이 되어 줄다리기를 하

다고 한다.

5) 월내(月內) 

○ 첫 너울

그 해의 처음 하는 너울(폭풍우로 이는 크고 거센 물결)이 정초에 일찍이 앞당겨서

있으면 그해 바다의 고기가 많이 생기고, 정초가 지난 뒤에 있으면 바다의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 정이월 뇌성과 지동

정이월에 뇌성벽력을 크게 자주 하면 바다의 고기가 놀라서 바닷물 속으로 깊이 숨어

버리기 때문에 연안의 고기가 흉어가 되고, 지동(地動)을 하면 고기가 놀라서 위로 올라

오기 때문에 풍어가 된다고 한다.

○ 동시

정월 보름날과 정월 그믐날 전후 조수간만의 차가 많이 난다. 이 때에 물이 나면(간

조가 되면) 바닷가에 모두 개발(구류나 해조류를 채취하는 일)하러 간다. 동할매가 내

려오는 시기는 2월 1일부터인데 이 때를‘ 동시’라고도 한다. 

○ 논두 불놓기

정월에 논두 에 불을 질러서 태워 벌레들을 죽인다.

○ 정송오죽(正松五竹)

원래 정송오죽을 소나무는 정월에, 대나무는 오월에 심어야 잘 산다는 뜻인데, 여기

서는 정월에는 소나무가, 오월에는 대나무가 물이 오른다고 한다. 

○ 우수(雨水)의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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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에 비가 오면 그 해 여름에 큰 홍수가 지고, 이 날 비가 오지 아니하면 시절이 좋

다고 한다.

○ 서마나올

서마나올이란 샛마바람(東南風)이 불며 큰 풍랑이 이는 것을 말한다. 우수(雨水)경에

서마나올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 서마나올을 하면 그 해 일찍이 근해에 고기가 많

이 잡힌다. 서마나올에 큰 바다(太平洋)의 고기가 려서 근해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2. 2월의 세시풍습

1) 초하루

○ 집 청소와 노래기 퇴방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폭을 엄지 길이만큼 하고 길이를 한 뼘 가량 창호지를 끊

어서 먹으로‘향랑각시 속거천리(香娘閣氏 速去千里)’라고 쓴 노래기 부적을 써서 써가

래와 기둥에 거꾸로 붙인다. 이것을 산애기 부적이라고도 한다. 솔잎이 붙은 생소나무

가지를 한 뼘 가량 끊어서 초가지붕의 처마 끝에 빙 둘러 꽂기도 한다. 이것을‘고동각

시 바늘주기’혹은‘노래기 춤주기’라고 한다. 

○ 동할만네

2월 1일부터 2월 20일 사이에 풍신제를 지낸다.

명칭: 동할만네, 할만네, 제석할마님네, 제석, 풍신님 등으로 부르고 이 제의

(祭儀)를 동할만네 대접, 할만네 대접, 제석 대접, 풍신 대접, 바람 올린다 등으로 말

한다. 

제의에 대한 의식(意識)

동할만네 대접의 대상신이 여신이므로 까다롭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욕심이 많다

고 한다. 그래서 정성껏 모시고 제물도 푸짐하게 마련한다.

- 동할만네 모실려고 마련한 음식을 짐승이 먹으면 즉사한다.

- 동할만네 대접하려고 마당에 널어 말리는 곡식을 새가 주워 먹으면 입이 비

뚤어진다. 

- 동할만네 대접을 안하면 집에 큰 탈이 생긴다. 그래서“ 동할만네는 쪽지게

밑에서도 지낸다.”고 한다. 쪽지게를 지고 다니는 등짐장수도 해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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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할만네를 정성껏 모시면 집안이 편하고 특히 자식들에게 좋다.

제의 장소

직경 2cm, 길이 100cm 가량의 대나무의 끝을 여러 갈래로 쪼개어 바가지나 국대접

을 올릴 수 있게 벌리고 깔때기 모양으로 그 끝에 대쪽으로 둥근 테를 묶은 것을‘물대’

라고 한다. 이것을 장독간의 손 없는 자리나 부엌의 출입문 옆 선반 앞에 황토를 한 무

더기 놓고 세운다. 여러 가지 오색 천조각과 소리 종이를 달아 둔다. 항상 그 위에 국대

접이나 바가지에 정화수를 떠놓는다. 

제의 일시와 절차

동할만네는 하늘에서 2월 1일 내려와서 20일 올라가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중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날은 마을과 사람에 따라 다르게 말하고 있

다. 그러므로 제의도 사람에 따라 3회 내지 5회를 지낸다. 그러나 대체로 2월 1일에 내

려와서 9일, 14일, 19일 그리고 20일에 완전히 올라간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주는 집

안의 주부다. 2월 1일부터 20일 사이는 매일 정화수를 올리고 치성을 드리는데 이 신이

내려오는 날은 제물을 차리고 제를 올린다. 제물은 밥, 나물, 떡, 생선, 건어 등을 차리

는데, 원래 동할만네가 욕심이 많아서 큰 그릇에 가득 담고 여러 개의 숟가락을 꽂아

둔다. 제를 지낼 때는 소지 종이를 사르고 집안의 무사태평과 풍농, 풍어를 기원한다.

가족의 성명을 말하면서 소지 종이를 사르는데, 특히 자식들의 소원 성취를 강조한다.

기 타

2월 1일 할만네가 내려올 때 바람이 몹시 불면 딸을 데리고 내려오고, 비가 오면 며

느리를 데리고 내려온다고 한다. 이는 할만네가 딸의 고운 옷은 바람에 나부끼게 하려

고 바람이 불게 하고, 며느리의 고운 옷은 얼룩지고 더럽히려고 비가 오게 한다고 한다.

전승 상태

거제는 도서지역이라 바람이 많이 불어 생업에 큰 향을 주므로 풍신에 대한 의식이

강하 으나 50여년 전부터 소멸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행하는 가정이 거의 없다. 

○ 머슴 대접

일반적으로 2월 1일은 볏가릿대를 헐고 거기에 있던 곡식이나 음식을 머슴에게 먹이

므로 머슴날(奴婢日)이라고 한다. 그러나 거제지역은 동할만네를 정성껏 크게 지내는

날이므로 머슴날 같은 명칭이 없고 동할만네 제의를 지낸 음식을 따로 두어‘머슴차

지’라고 하여 머슴이 먹게 하는 정도다. 

○ 엿기름 기르기

2월 1일에 보리를 물에 담가서 엿기름을 길러 2월 20일에 단술을 해 먹으면 몸에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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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엿기름을 기른다.

2) 2월 6일

○ 좀생이 점

저녁밥을 먹고 난 뒤에 달과 좀생이별(昴星)과 거리를 보고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

친다. 즉 좀생이별이 달의 뒤에 베 한 필쯤 떨어져 가면 그 해 풍년작이 되고, 반 필쯤

떨어져 가면 평년작이 되고, 달과 가까이 가면 흉년이 된다. 묘성(昴星)을 잔별이 솜솜

하게 모여 있다고“조무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이에 비유하고, 달을 밥광주리를 이

고 가는 아낙네에 견준다. 흉년이 들어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얻어먹을 밥광주리를 가

까이 따라 가고, 풍년이 들면 아이들이 배가 불러서 밥을 탐하지 아니하여 멀리 떨어져

가는 것이라고 한다.  

3) 2월 20일

○ 떡 먹기

이 날은 동할만네 마지막 올라가는 날이라 제를 지내는 제물로서 떡이 있다. 동

할만제를 모시지 않는 가정도 이날 떡을 해먹으면 몸에 좋다고 일부러 쑥떡이나 찰떡을

빚어 먹는다.

○ 날씨점

이 날 날씨가 개면 그 해 가물고, 구름이 끼고 흐리면 그 해 비가 자주 온다고 한다.

○ 떡뜸질 하기

팔다리가 아리거나 몸이 결리는 곳이 있는 사람은 이 날 찰떡을 뜨겁게 하여 아픈 곳

에 뜸질을 하면 보통때보다 효험이 있다고 한다. 

○ 단술 먹기

2월 1일에 기른 엿기름으로 이날 단술을 담가 먹으면 몸에 좋다.

○ 약 해 먹기



여느 때 해 먹는 조약(調藥, 가정에서 만든 민간약)도 이 날 해 먹으면 특히 약효가

있다.

4) 경칩(驚蟄)

○ 고리수 먹기

경칩에 고리수(고리쇠나무의 수액)를 먹으면 몸에 좋다.

5) 월내(月內)

○ 꽃샘바람

2월에 바람이 심하게 분다. 이때는 싹이 트고 새 움이 돋으며 꽃봉오리를 맺는데, 

동할만네가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여 바람을 심하게 불게 한다고 꽃샘바람이라 한다.

이 때는 먼 바다의 출어를 삼간다.   

○ 동시, 동뒷시

2월에 일년 중 가장 바다에 조수간만의 차가 많이 난다. 특히 정월 보름께나 2월 1일

께 조수간만의 차가 많이 나는 경우를‘ 동시’라 하고 2월 15일께 조수간만의 차가 많

이 나는 날을‘ 동뒷시’라 한다. 동시보다 동뒷시에 간만의 차가 많아 물이 나면

이 때에‘큰개발(여느 때보다 패류, 해조류를 많이 채취하는 일)을 한다.

○ 굴과 흉년

동뒷시에 큰 개발하러 갔을 때 굴이 지르면(많이 풍성하게 자라면)그 해 농사가 흉

년이 든다고 한다. 그래서“흉년에 굴 까먹던 이야기”란 속담이 생겼다. 

○ 어한기(漁閑期)

2월은 풍랑이 심하여 동할만네 풍신제를 지내는 시기이므로 원양에 출어를 하지 않

고 근해에서 하찮은 잡어나 잡는 어휴기라고 한다.

○ 이월 뇌성

2월에 뇌성을 자주 하면 그 해 바다의 잔 고기가 흔하여 많이 잡힌다. 또 대구 어장

하는데 잡어(雜魚)가 많이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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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 첫 뇌성

이월의 첫 뇌성이 된방위(北方)나 처진방위(南方)에서 울리면 대구가 많이 잡힌다.

○ 이월 지동(地動)

이월에 지동하면 바다의 고기가 놀라서 근해에서 달아나므로 그 해는 고기가 잘 잡히

지 않는다.

○ 이월 도다리

이월은 도다리가 맛이 들어 제철의 별미다. 특히 도다리를 넣어서 햇쑥과 국을 끓여

먹으면 맛이 더 있다. 그래서 도다리를 구개음화시키어‘조다리’라 하고 쑥을‘●’으로

변형시키어“●국에 조다리를 비벼 넣어 먹으면 맛이 있다.”는 농담을 한다.

3. 3월의 세시풍습

1) 삼월 삼짇날

○ 삼짇날 날씨

삼월 삼짇날 비가 오면 누에치기 잠농이 잘 되지 않는다.

○ 삼짇제사

상주집(喪家)에서는 아침에 차례(茶禮)를 지낸다. ‘삼짇고사’라 해서 상주가 아니더
라도 목욕재계하고 조상과 성주께 고사를 올리기도 한다. 

○ 삼짇불공

삼짇불공이라 해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 머리감기

삼짇날 머리를 감고 머리칼의 끄트머리를 끊어서 소풀(̋ 菜) 밭에 묻으면 머리칼이
부추처럼 무성하게 잘 자란다고 한다.

○ 삼짇날 놀이



역책에는 음력 1, 2, 3월이 봄이라지만 삼짇날쯤 되어야‘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고

기러기가 북으로 날아가며 뱀과 개구리가 땅 속에서 나오는 봄’을 실감한다. 그러므로

이날 친한 이들끼리 모여 산이나 들로 놀러 가는데 이것을‘회치’라 하고 배를 타고 놀

러 가는 것을‘회선’이라 하는데, 산으로는 주로 절, 바다로는 한산도 같은 명승지에 놀

러 간다.

○ 화전(花煎)

이 때의 시절 음식(時食)으로 진달래꽃을 넣어 전을 구워 먹는다. 이것을‘참꽃부낌’이

라 한다. 삼짇날에 산중의 계곡에서 이 화전을 구워 먹으며 노는 것을 화전놀이라 한다.

○ 석전대회(石戰大會)

이 때에 읍내에서 석전대회가 개최된다. 석전을‘척사’혹은‘석사’라고 한다. 팔뚝

크기의 높이 2m정도의 기둥을 3m정도의 폭으로 두 개 세우고, 그 위에 기둥을 하나

가로질러, 그 나무의 가운데서 세 뼘 가량의 철사 줄로 직경 약 50cm정도의 나무, 철

봉, 돌 등을 매달아 그 돌을 과녁으로 삼고 약 20m거리에서 맞히기를 한다. 한 사람이

5개의 돌을 가지고 던져서 누가 많이 맞히는가에 따라 승부를 결정한다. 이 석전대회에

는 기생을 불러와서 한 개의 돌이 맞을 때마다‘지화자 지화자’를 외치게 하여 흥을 돋

운다. 상으로는 송아지나, 염소를 주었다. 약 50년 전까지는 아주 성행한 거제지역의

특색 있는 놀이다. 근년에는 옥포대첩제나 시민의 날 행사로 열리기도 한다.

2) 청명(淸明)·한식(寒食)

○ 탈 없는 날

청명, 한식은 탈이 없는 날이다. 탈이 없는 날이란 말은 여느 날 같으면 귀신이 뒷탈

을 잘 부릴 묘나 집의 손질 같은 것도 이 날에 하면 뒷탈이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묘의

손질, 이장 그리고 가옥의 증·개수를 한다. 청명날에 일을 시작해서 끝이 나지 아니하

면 한식날까지는 서둘러 끝을 맺는다. 

○ 청명 날씨

청명날은 날씨가 맑아야 좋다고 한다.

○ 한식 너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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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너울(한식날에 풍우로 인한 격랑)이 일면 봄에 바다의 고기가 많이 잡힌다. 

○ 차례와 성묘

상주는 청명 한식에 차례를 지내고 성묘하러 간다.

3) 월내(月內)

○ 나락아제비와 벼농사점

3월에 나락아제비(벼의 아저씨란 뜻)란 풀이 피는데, 이것이 무성하면 그 해 벼농사

가 잘 된다고 한다.

○ 당산의 나무 잎 피기

3월에 당나무(당산에 있는 포구나무나 느티나무)의 잎이 일시에 피고 봄에 비가 알맞

게 흠뻑 오면 모심기를 제때에 일시에 할 수 있어 그 해 벼농사가 잘 되고, 조금씩 층층

이 피고 비가 오면 물이 모자라 모심기를 층층이 여러 번 하게되어 농사에 좋지 않다.

4) 봄

○ 처음 본 나비색깔로 점치기

이른 봄날 산이나 들에서 처음 본 나비의 색깔에 따라 점을 친다. 처음 흰 나비를 보

면 상복을 입게 되고 호랑나비같이 색이 있는 나비를 보면 길하다고 한다. 

○ 머슴옷

봄에 머슴에게 춘추복으로 머슴옷을 반드시 한 벌 해주는 것이 관례다.

○ 합자와 농사점

봄에 합자(紅蛤)가 바위에 많이 붙어서 잘 자라면 그 해 농사 시절이 좋지 않다.

○ 몰과 시절

봄에 몰(바닷말)이 많이 자라면 그 해 농사 시절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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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쩍새와 풀죽새

봄에 소쩍새가“소짝 소짝”하고 울면 밥할 쌀이 많아서‘솥이 작다’는 것으로 풀이하

여 그 해 풍년이 들고, 풀죽새가“풀쭉 풀쭉”하고 울면 배가 고파서‘풀같은 죽이나 달

라’는 뜻으로 보아 그해 흉년이 든다고 한다.

○ 봄의 놀이

어른들은 일할 철이므로 놀이를 잘 하지 않는다. 아이들의 놀이로는, 여자아이는 주

로 비단개비풀로‘풀각씨’를 만들거나 마늘로‘마늘각씨’를 만들어 논다. 나물 캐러 산

에 가서 나물캐기칼로‘칼꽂기’놀이를 한다. 남자아이들은 버드나무나 소나무 순으로

만든 피리인‘헤뜨기’불기를 하고, 남자나 여자아이들이‘삐비(삘기, 띠의 어린 새

순)’를 뽑아서 먹고 서로 내기를 하여‘삐비따먹기’를 한다.

○ 봄의 시절음식(時食)

제철의 생선으로는 도다리, 돔, 감성돔, 숭어 등을 든다. 이 생선들은 회를 하거나 구

워 먹거나 국에 끓여 먹는다. 특히“봄 도다리 가을 광어”라는 말이 있듯이 봄의 생선으

로 도다리를 크게 치고 있다.

봄의 채소로는 시금치, 소풀(부추), 상치 등, 산나물로 취나물, 넝쿨쟁이, 언추리 같

은 것을 든다. 

봄의 별식으로는 삼짇날 전후에 해 먹는 꽃부낌이(진달래 화전), 쑥국(어패류를 함께

넣는데 특히 도다리를 넣은 것이 맛이 있다), 고구마구각(고구마를 심어 순을 억제하고

키운 묵은 고구마다. 순을 심어 새 고구마가 나오기 전에 먹는 것으로 밤처럼 보풀다)를

들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에 먹던 구황식품(救荒食品)으로 별식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봄에 먹던 쑥버무리(쑥과 쌀알이 잘게 토막난 싸래기를 버무려서 찐 것), 칡떡, 칡장국

(칡가루 반죽을 뜯어 넣어서 끓인 수제비), 톳나물밥(톳나물을 넣어서 지은 밥), 모자반

국밥(바다말을 넣어서 끓인 국밥)이 봄 음식으로 생각난다고 한다.

4. 4월의 세시풍습

1) 4월 초파일

○ 초파일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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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에 비가 오면 그 뒤 48일간 비가 오지 않고 가문다.

○ 불공과 연등

4월 8일을 속전(俗傳)에 석가의 탄신일이라 한다. 이 날을‘사월초파일’혹은‘초파
일’이라 하고 절에 가서 식구의 이름을 써서 등을 달고 불공을 드린다. 

○ 초파일 놀이

초파일은 4월의 명일이기 때문에 친한 이끼리 모여서 놀러 간다. 과거에 서당군들이
화전놀이 하러 갔다고 한다. 이 때는 봄의 못자리를 마치고 조금 한가한 때이므로 머슴
들이 모여서‘회치(모여 놀러 가는 것)’를 한다.

5. 5월의 세시풍습

1) 단오날

○ 차례와 성묘

오월 단오날에 상주는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 상주가 아니더라도 조상과 성주께
고사를 올리는 가정도 있다. 이것을‘단오고사’라 한다.

○ 단오 불공

단오날 부녀자들이 절에 가서 불공드린다.    

○ 단오 놀이

단오날 동년배들이 모여서 인근 명소에 놀러 간다. 이것을‘단오 회치’라 한다. 
이 지역에서는 이 날 놀이로 그네뛰기는 간혹 하지만 씨름은 잘 하지 않는다.

○ 창포탕

창포를 물에 삶아서 그 물로 머리를 감는다. 어떤 이는 석창포 물로 머리를 감는다고
한다. 그런데 창포 비녀는 말하지 않았다.

○ 깻잎탕

여느 날도 그렇게 하지만 특히 이 날 머리칼이 미끄럽고 윤기가 있으라고 깻잎을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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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담가 우린 물로 머리를 감는다.

○ 약초 채취

단오날을 기하여 쑥, 육모초 같은 약초를 캐어 그늘에 말려 두면 약효가 있다. 특히

육모초 캐기를 강조하고 있다. 캐는 때는 원래 단오날 오시(午時)에 캐어야 한다고 하는

데 이 지역 단오 아래(端午前 二, 三日間) 혹은 단오날 오전에 채취하면 좋다고 한다.

○ 쑥을 묶어서 대문간에 두기

이날 쑥을 채취하여 대문간에 둔다.

○ 약초즙 먹기

위장병이 있는 사람은 쑥 즙을, 부인들은 익모초 즙을 먹으면 약효가 있다고 마신다. 

○ 쑥떡 먹기

쑥떡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일부러 해 먹었다.

○ 찔레떡 먹기

찔레꽃잎을 따서 넣어 작은 쌀떡을 빚어 나이대로 먹으면 마른버짐이 없어진다고 한다.

○ 상치 이슬

단오날 이른 아침 상치 잎에 맺힌 이슬로 낯을 문질러 씻으면 마른버짐이 없어진다.

○ 진버짐 잡기

배추 잎에 먹으로 (환자의 성명, 생일, 생시)을 써서 진버짐(헐어서 진물이 나는 버

짐)에 문지르면서‘모른버짐 진버짐 잡자.’라고 말하고 땅에 그 배추잎을 묻으면 낫는다

고 한다.

2) 망종(芒種)

○ 망종 드는 시기와 보리농사

망종은 늦게 들어도 안 좋고 빠르게 들어도 안 좋고 중간에 들어야 시절이 좋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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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구체적으로 음력 4월 중순에 들어야 보리 농사에 좋다고 한다. 

○ 풋보리죽

망종날 풋보리 이삭을 뜯어 와서 손으로 비벼 보리알을 모아 솥에 볶아서 멧돌에 갈

아 채로 쳐서 그 보리가루로 죽을 끓여 먹으면 여름에 보리밥을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

는다.

○ 풋보리밥

망종날 풋보리죽을 끓이기 위하여 채에 쳐서 가루를 내고, 남은 보리 무거리를 넣거

나 풋보리를 넣어서 지은 밥을 먹으면 여름에 보리밥을 먹어도 배가 아프지 않는다.

3) 월내(月內)

○ 모심기 후의 놀이

오월에 모심기를 마친 뒤 일꾼과 머슴이 하루 논다. 이 때에 주인집에서 안주와 술을

푸짐하게 대접한다. 이것을‘써리 씻침’이라 한다. 

○ 정송오죽(正松五竹)

‘정송오죽’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월에 대나무를 심으면 잘 산다고도 하고 이 말은 오

월에 대나무에 물이 오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도 한다.

6. 6월의 세시풍습

1) 유두날

○ 차례

상주 집에서는 유두 차례를 지낸다.

○ 유두 고사

떡, 밥, 나물, 과일 등 음식을 마련하여 조상께 선고하고 성주께 고사를 지낸다. 이것

을‘유두고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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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맞이

유두(流頭)란 원래 동류수(東流水)에 머리를 감는다는 풍습에서 유래한 것인데, 거제

지역에서는 머리를 감는 풍습은 말하지 아니하고 유두날 물이 몸에 좋다고 하여 이날

약수터에 가서 물맞이를 한다고 한다.

2) 복날

○ 개잡아 먹기

복날 개를 잡아서“소복”하 다. 그런데 내륙지방에 비하여 도서지방에서는 개 잡아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환자나 보신용으로 먹고, 일반 사람들, 특히 어업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개고기 먹기를 금기시 한다. 근년에는 이런 의식이 많이 희박해졌다.

3) 경신일 (庚申日)

○ 경신수야(庚申守夜)

6월의 경신일에 밤새 잠을 자지 아니하면 잡귀가 범하지 못하여‘통 ’(머리가 좋아

지고 운수 대통한다.)한다고 한다. 이것은 도교에서 나온 섣달의 경신일에 자지 않고 밤

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경신수야가 변이 전승된 것 같다. 

4) 월내(月內)

○ 액달

유월은 기후가 덥고 일이 고되어 병에 걸리기 쉬운, 좋지 않은 달이므로‘액달’이라

한다. 그리고 병문안을 가지 않는 풍습이 있다.

○ 대동우(大洞會)

일년에 두 번 대동회를 개최하는 마을에서는 6월 하순에 마을 사람이 모여 봄부터 여

름까지의 마을의 결산, 여름부터 겨울까지의 도로, 뚝, 선창의 공동역사(共同役事)에 관

한 일과 예산을 세우는 등 마을의 일을 서로 의논한다. 이것을‘대동우’라 한다. 대동우

는 동짇달이나 섣달에 한번 더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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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신제

제일(祭日)은 초복날 혹은 용날, 칠석날로 마을마다 다르다. 주부가 논에 가서 용신

제를 지낸다. 물꼬 근처의 논두 에 밥(잡곡밥), 나물, 떡, 생선, 건어물 등 제수를

차리고 비손을 하며 농사가 잘 되어 달라고 기원한다. 이 때에 갯떡을 저릅(삼대)에

꽂아 논에 세우는 경우도 있다. 고사를 마친 후 음식의 일부를 떼어 사방에 던지며 고시

레를 한다. 고사 음식은 모두 논밭에 흩거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집에

가져오지 않는다. 

5) 여 름

○ 오뉴월 뇌성

오뉴월 뇌성이 심하면 세상이 태평하지 않거나 흉년이 든다. 

○ 벼락 이방

오뉴월 뇌성을 많이 할 때 벼락이‘철갑상이’(사람이 재주를 잘 부리는 것을 가리켜

철갑상이 재주라고 한다)를 잡으려고 때린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벼락을 예방하려면 뇌

성 소리가 많이 날 때 연기를 피워서 이 철갑상이를 집에서 쫓아내어야 집에 벼락을 때

리지 않는다고 한다. 

○ 날씨 예측

도서지역 사람들은 사철 날씨에 대하여 민감하지만 특히 여름의 기상 변화에 관심이

많다. 여름 날씨의 예측을 하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맞바람(南風)이 불면 비가 오고, 샛바람(東風)이 불면 큰 비가 오고, 갈바람(西

風)이 불면 날이 가문다.

공기가 맑고 먼 산이 가까이 보이면 비가 오고, 엷은 안개가 끼어 흐리면 가문다.

아침 북새(놀)가 발갛게 뜨면 3일 안에 비가 오지 않으면 오랫동안 가문다. 저녁

북새가 뜨면 날이 가문다.

인내(은하수)에 작은 구름이 생겨서 그것을 따라 가면 곧 비가 온다. 은하수에

붙은 작은 구름을‘거머리’라 한다.

달무리가 작고 동남쪽으로 터지면 곧 비가 오고, 서쪽으로 터지면 비가 오지 않

는다. 

달 근처에 별이 가까이 있으면 비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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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우행사(祈雨行事)

여름에 오랫동안 가물면 기우행사를 한다. 마을마다 기우행사가 다르지만 마을의 주

산에 묘를 몰래 써놓고 가뭄이 들면 산정의 묘를 마을 사람들이 올라가서 파묘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물구멍(水源)위에 마을 사람 몰래 묘를 썼기 때문에 날이 가물게 되었다

고 남자들이 산정의 묘를 파묘하기도 한다. 높은 산꼭대기에 마을 사람들이 올라가서

장작을 모아 불을 놓아 연기를 내는 경우도 있다. 

○ 이슬 받아먹기

더위를 먹었거나 배앓이를 하면 오뉴월 이슬을 받아서 먹으면 낫는다. 

○ 모래 뜸질

바다의 모래로 뜸질을 하면 신경통이 낫는다고 오뉴월에 모래 뜸질을 한다.

○ 소병 이방

여름에 소가 병이 걸리기 쉬우므로 미리 소의 목에 건 굴레에 붉은 헝겊을 매달아 소

병을 예방한다. 

○ 여름의 놀이

어른들은 농사와 고기잡이에 바쁜 철이므로 특별한 놀이를 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멱

감기, 낫꽂기, 낫궁 기, 자치기, 잠자리 잡기, 매미 잡기, 공기받기, 고누두기, 봉숭아

물들이기 등을 하며 논다. 

○ 여름의 시절 음식

제 철의 생선으로는 농어, 마티미, 갈치, 바다장어 등을 든다. 특히 저승에 가면 염라

대왕이“오뉴월 농어 묵어 봤냐?”고 물어 본다는 정도로 농어가 맛이 있는 철이라고 한

다. 여름에 고구마, 옥수수 같은 것을 삶아 먹는 것도 간식이지만 비가 오는 날 , 콩

등을 볶아서 간식으로 먹은 것이 어른들의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7. 7월의 세시풍습

1) 칠월 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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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우직녀 만남

견우직녀 이야기와 칠석 지난 까치가 머리가 벗겨져 있다는 말은 보편화되어 있다. 신
첨지(신쟁이, 견우)와 함몸(베짜는 여자, 직녀)이 만나는 것을 인간 세상 사람들이 못
보게 은하수에 반드시 구름이 낀다고 한다. 그리고 까치는 두 사람이 만나도록 돌을 이
고 가서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주었기 때문에 칠석이 지나면 머리가 벗겨져 있다고 한다.

○ 용신제

칠석에 논에 가서 용신제를 지내기도 한다. 

○ 칠석 휴식

칠석은 7월의 명일일 뿐 아니라 칠석고사를 지내고 물맞이를 가기 때문에 머슴들을
놀리거나 가벼운 일을 시킨다.

○ 용왕먹이기

칠월 칠석에 용왕먹이기를 하는 가정도 있다.

○ 칠석 물맞이

“칠석물은 소 질금 물도 약이 된다.”고 하듯이 칠월칠석날에 나리는 물은 약물이라
해서 목욕을 한다. 이것을‘칠석 물맞이’라 한다. 땀띠, 부스럼 등 피부병에 좋다고 하
지만 피부병이 없는 사람도 물맞이를 한다. 

○ 콩팥 이랑기기

칠석날 저녁에 물맞이를 하고 아이들은 콩팥 이랑을 나이 수대로 기면 몸에 좋다고
한다.

○ 깻잎탕

깻잎을 찬물에 담가 우린 물로 머리를 감으면 비듬이 없어지고 머리칼도 윤기가 난다
고 한다.

2) 칠월 백중

○ 백중 차례



백중날에 상주는 차례를 지낸다.

○ 백중 불공

백중날에 절에 가서 백중 불공을 드린다.  

○ 백가지 나물

백중날 백가지(百種) 나물을 무쳐 먹으면 좋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므로 실은 여러 가지 나물을 함께 무쳐 먹는다.

○ 백초(百草) 먹기

백중날에 백 가지 풀을 고와서 그 물을 먹으면 약이 된다.

○ 자반 먹기

백중날에 자반( 수제비)를 해 먹으면 좋다고 한다.

○ 백중 물맞이

백중에 나리는 물은 약물이라고 찬물에 목욕을 한다. 이것을‘백중 물맞이’라고 한다.

○ 모래뜸질

백중날에 바닷가에서 모래찜질을 하면 몸에 좋다고 한다.

○ 소라 씨름

“백중날에 소라 씨름한다.”고 한다. 바다에 소라들이 많이 모여 서로 붙어 있음을 이

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백중날 갯가에 소라와 고동을 잡으러 간다.

○ 백중 지난 까치머리

7월 칠석날에 할몸(직녀)과 신첨지(견우)가 서로 만날 수 있게 까치가 돌을 이고 가

서 다리를 놓아준다고 가치가 백중날까지 보이지 않다가 백중날부터 산에 보일 때 까치

의 머리털이 벗겨져 있다고 한다.

○ 백중날 일 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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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중날 저녁에 어른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륙지방에서 씨리씻금, 꼰배기라

고 하면서 농군을 놀리고 음식을 대접하는 풍습이 변화된 것으로도 보이지만 그 이유를

이 지방에서 달리 말하고 있다. 특히 마마 따위로 죽은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길쌈을 하

지 않는 것은 물론 삼단을 마당에 줄을 치고 걸어서 말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은 아이

가 이 날 집에 놀러 와서 꽃밭에 물을 줄 때에 삼단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3) 처서(處暑)

○ 처서의 비

“처서에 비가 오면 십리 천을 감하고, 백로에 비가 오면 십리 백을 감한다.”고 한다.
이는 처서 때가 벼의 발아기이기 때문에 벼를 추수할 때 알이 차지 않은 것이 많고, 결
실이 좋지 못하다는 뜻이다.

4) 월내(月內)

○ 문 바르기

8월에 문을 바르면 고무도둑(좀도둑)을 맞는다고 창문을 7월 그믐께 바른다.

○ 벌초 시작

7월 그믐께부터 조상의 무덤에 자란 풀을 베는 벌초를 시작하여 추석 전에는 끝낸다.
이 때에 자손이 번성한 집안에서는 음식을 마련하여 성묘를 겸하고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8. 8월의 세시풍습

1) 추석

○ 추석 날씨

“추석은 맑아야 좋다.”는 말을 한다. 추석날에 비가 오면 다음 해 보리 농사 시절이
좋지 않고 날씨가 개면 다음 해 보리 농사가 잘 된다고 한다.

○ 추석 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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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이북은 단오를 크게 치고 남부는 추석을 큰 명절로 친다. 거제지역도 추석은 크

게 치는 명절이므로 가족들이 새 옷을 해 입는다. 머슴에게는 반드시 새 옷을 한 벌 해

준다.

○ 추석 차례

추석에 햇과일과 햇곡식으로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천신(薦新)을 한

다. 이것을‘추석선명 봉사’, ‘추석제사’, ‘추석제우’라 한다.(1월의 세시풍습 1. 설날

의 차례와 성묘 참조)

○ 성묘

추석 전에 반드시 조상의 산소에 벌초를 마치고 추석날 차례를 지낸 뒤 성묘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명절의 성묘를 하지 않아도 추석 성묘는 한다.

○ 배 고사

추석날 배에 서낭기와 그 외 깃발을 모두 달고 음식을 차려 놓고 고사를 지낸다. (1

월의 세시풍습 4. 대보름의 배 고사 참조)

○ 추석 놀이

씨름판

추석에 읍내에서 씨름판을 벌려 장사에게는 송아지를 상으로 준다.

윷놀이

추석에 윷놀이판(거제에서는 주로 밤윷을 논다)을 벌려 내기를 많이 한다.

석전(石戰)

이 때에 읍내에서 석전대회가 개최된다. 축구골대 모양의 나무를 세우고 가운데에 줄

을 늘려서 거기에 과녁나무를 매달고 돌을 던져서 맞추는 시합을 한다.

○ 추석 근친(覲親)

추석을 쇠고 2, 3일 정도가 지나면 부녀자들이 친정에 근친 간다.

2) 백로(白露)

○ 백로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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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로에 비가 오면 십리 백석을 감한다.”혹은“백로에 비가 오면 십리 천석을 감한

다.”라고 하여 백로 무렵에 오는 비는 농사에 좋지 않다고 한다.

○ 근친

백로 무렵은 고된 여름 농사를 다 짓고 추수까지 조금 일손을 쉬는 때이므로 부녀자

가 친정에 근친을 가기도 한다.

3) 월내(月內)

○ 문바르기 금지

8월에 창문을 바르면 고무도둑(좀도둑) 맞는다고 8월에는 문 바르기를 피한다.

9. 9월의 세시풍습

1) 9월 9일

○ 9월 9일의 속설(俗說)

이날은 3월 3일에 왔던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가고, 뱀과 개구리가 돌에 입을 닦고 땅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라고 알고 있다. 모기도 어디론지 가 버린다. 뱀이 입을 닦은 돌에

입을 닦은 사람은 겨울 내내 먹지 않고도 배고프지 않는다고 한다.

○ 차례와 성묘

9월 9일 아침에 상주는 차례를 드리고 성묘한다. 

○ 망제(忘祭)

집을 나가서 객사했기 때문에 죽은 날짜를 몰라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조상의 제사

를 이날 지낸다. 이것을‘구월구일제’혹은‘구월망제’라고 한다.   

○ 불공

9월 9일에 부녀자들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2) 가 을

○ 논두 에 불놓기

가을걷이가 끝난 뒤 논두 에 불을 놓아 풀을 태운다. 이렇게 하면 논두 이 여물어

지고 잡초와 해충이 없어진다.

○ 박뿌리물

박의 뿌리 가까운 줄기를 끊어 그 물을 받아서 먹으면 기침에 약이 된다.

○ 가을의 시절음식

가을 제철의 생선으로는 광어, 볼락, 갈치, 전어 등을 든다. “가을 광어 봄 도다리”라

하여 광어의 회와 국이 맛이 있고, “가을 볼래기 등 터진다.”는 말처럼 가을 볼락을 구

우면 살이 올라 고기의 등이 갈라질 정도로 살이 단단하여 맛이 있다고 볼락구이를 제

일로 친다. 베틀의 바디만큼 폭이 넓다는 뜻으로 큰 갈치를‘보디 갈치’라 하는데, 이

보디갈치의 구이를 맛있는 음식으로 든다. 그리고“전어 대가리에 깨가 서 말”이라고 하

듯이 전어를 구워 먹으면 머리의 맛이 고소하다. 전어는 회로도 많이 먹는다. 

○ 멸치 간장 내기

도서지방이라 콩간장만 사용하지 않고 해산물을 이용하여 간장을 만들어 먹는다. 봄

에 담근 굵은 멸치 젓갈이 가을에 푹 삭아서 그것을 끓여 시루에 짚을 몇 겹 놓고 걸러

서 간장으로 쓴다. 이것을‘멸간장’이라 한다. 일제 식민지시대 이후에는 고등어나 정어

리 젓갈을 끓여서 간장을 내기도 하 지만 맛이 멸간장만 못하다.

10. 10월의 세시풍습

1) 10월 1일

○ 날씨

“시월 초하루 따뜻하면 휘양(혹은 감투)장사 울고 간다.”, “시월 초하루 따뜻하면 중

이 옷을 팔아서 양식 장만하고, 추우면 양식 팔아서 옷을 장만한다.”라고 말한다. 이것

은 10월 1일이 따뜻하면 그 해 겨울 내내 따뜻하고 추우면 겨울 내내 춥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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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월 15일

○ 상달

시월 상달이라는 것은 추수를 마치고 양식도 많고 기후도 좋은 때이므로 상달이라고
하는 것인데, 시월 보름날 뜨는 달이 일년 중 가장 밝은 달이므로‘상달’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3) 입동

○ 갈까마귀

입동에 갈까마귀가 날아온다고 한다. 

○ 김장하기

입동이 지나고 김장을 한다.

4) 월내(月內)

○ 공달

10월은 추수를 끝내고 걱정 없이 음식과 술을 먹고 놀 수 있는 좋은 달이므로‘상달’
이라 한다. 이 달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을 수 있으므로‘공달’이라고도 한다.

○ 시월 뇌성

시월에 뇌성을 하면 병란(兵亂)이 생긴다고 한다.

○ 시사(時祀)

시월에 날을 받아서[묘의 좌(座)의 간지(干支)에 따라 택일하는데 대개 10월 1일부터
20일 사이로 10일과 20일인 경우가 많다] 자손들이 5대 이상 조상의 무덤에 가서 제
사를 드린다. 이것을 시제, 시향 등으로 말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시사 모신다’라고
한다.

○ 도신

옛날에 가을 곡식을 다 거두고 10월에 날을 받아서 농사 잘 지었다고 조왕, 성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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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께 제물을 마련하여 대접을 했다. 이것을‘가을 도신’혹은‘도신’이라고 했다. 지금

은 도신을 하는 가정을 발견할 수 없었다.

11. 11월의 세시풍습

1) 동지(冬至)

○ 애기동지

동지가 10일 이내에 일찍 들면‘애기동지’라 하는데, 애기동지가 들면 꼭 동지시에

맞추어 팥죽을 쑤어 집안에 사방 뿌리고 고사를 지내며 하고 그렇지 못하면 팥죽을 끓

이지 않는 편이 낫다고 한다. 동지가 10일 이후에 들면‘늙은 동지’라고 하여 늦게 팥

죽을 끓여 먹어도 좋다고 한다. 

○ 동지와 농사점

동지가 보통 해보다 너무 일찍 들거나 늦게 들면 다음 해 농사 시절이 좋지 않다.

○ 팥죽

동짓날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동그랗게 비빈 새알심을 넣고 팥죽을 끓여 조상, 성주

등에 차려 두었다가 집안에 사방 뿌려 악귀를 쫓고 난 뒤에 팥죽을 먹는다. 동지 팥죽을

흩는 것이 가을 도신하는 것보다 낫다는 정도로 효험이 있다고 한다. 

○ 새알심과 나이

팥죽을 먹을 때 나이 수대로 새알심을 먹는다고 아이들이 새알심을 가려 먹는다. 그

래서 나이를 물을 때“너 동지 팥죽 몇 그릇 먹었노?”라 하고 동지를 지나면 설을 세지

않아도 한 살 더 먹은 양 친다. 어른들은 자기 나이의 십 단위를 제한 수만큼 먹는다고

하나 헤아려 가면서 잘 먹지 않는다. 동지 팥죽을 먹은 것으로 한 살 더 먹었다는 것은

고대에 일년 중 가장 낮이 짧고 밤이 긴 동지를 인식하기 쉬워서 환세(換歲)의 기점으로

삼았던 유습이다.

○ 팥죽 날씨점

동지 팥죽을 일년 열두달을 맞추어 그릇에 떠놓고 식으면서 엉기는 모양을 보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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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어느 달이 가물고 비가 많겠는가 점친다. 죽이 식으면서 말라 가운데가 터서 갈라지

는 그릇에 해당하는 다음 해의 달이 가물고, 물이 질척하게 남아 있는 그릇의 달은 물이

흔해 농사가 잘 된다고 한다.

○ 서당 팥죽

옛날 서당이 있을 때에 서당에서 팥죽을 모아서 서당군들이 나누어 먹기도 하고 아예

팥죽 끓일 재료를 모아서 서당에서 팥죽을 쑤어 서당군들이 나누어 먹었다.

○ 녹두죽

탈상하지 아니한 상주집에서는 동지 차례를 지낼 때 팥죽은 귀신이 싫어하는 붉은 빛

이기 때문에 조상이 음복을 못할 팥죽 대신 녹두죽을 빈소에 올린다. 그래서 동짓날 상

주집에서는 녹두죽을 끓인다. 번거롭지만 어떤 상주집에서는 녹두죽과 팥죽 두 가지를

끓여서, 녹두죽은 빈소에 차리고 팥죽은 집안에 뿌리고 식구도 먹었다고 한다. 

○ 호랑이 장가가는 날과 방사(房事) 금기

동짓날 저녁은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다. 몸이 뜨거운 호랑이가 교미할 수 있게 동짓

날의 날씨가 아주 춥다고 한다. 그런데 호랑이는 동짓날 교미하여 평생 한 마리의 새끼

를 낳으므로 이날 사람이 동침을 하면 호랑이처럼 자식이 적다고 방사를 해서는 안된다

는 금속이 있다.

2) 월내(月內)

○ 대동우(大洞會)

11월 말경에 대동우를 하는 마을이 많다. 6월에 한 마을은 6월 대동우 이후 여름부터

겨울까지의 마을의 결산, 6월에 대동우를 하지 아니한 마을은 일년의 결산과 앞으로의

마을의 도로, 선창 등의 수리 등에 관한 의논을 한다. 이것을‘대동우’라고 한다. 이 때

에 섣달 그믐에 지낼 동제(洞祭)에 관한 의논도 한다. 11월 대동우를 하지 아니한 마을

은 늦어도 12월 20일 이내에 대동우를 한다. 

12. 12월의 세시풍습

1) 납일(臘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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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일의 눈

납일에 오는 눈을 받아먹으면 약이 된다. 그래서 그 눈을 녹여 두었다가 봄에 나는

온갖 꽃잎을 따다가 담아서 아이들의 경풍약으로 쓴다.

○ 납일의 참새 먹기

납일날“참새 한 마리가 소 한 마리보다 낫다.”고 말할 정도로 몸에 좋다고 한다. 이
날 참새를 잡아 구이나 탕으로 먹는다. 도서지방답게 이날 참새 대신에 생선을 아이에
게 먹이기도 한다. 

2) 소한, 대한

○ 추위

“소한 대한 다 지내고 얼어죽을 내 아들놈도 없다.”는 말처럼 소한과 대한의 날씨가
춥다고 한다. 그러나“소한 대한 다 지내고 입춘 추위에 얼어죽는다.”는 말처럼 소한 대
한 지내도 추위가 가시지 않는다.   

3) 섣달 그믐

○ 작은 설

오후가 되면 세찬 준비에 집안이 분주하고 아이들은 벌써 설치레를 하고 나선다. 그
래서 섣달 그믐날을‘작은 설’이라 한다.

○ 어둡기

섣달 그믐밤은 아주 칠흑처럼 어두우면 좋다고 한다. 섣달 그믐밤 다른 곳보다 아주
캄캄한 쪽의 바다에 다음 해 미역과 고기가 많이 난다고 점치기도 한다.

○ 날씨점

섣달 그믐날의 저녁 날씨로 다음 해의 농사와 어로의 풍흉을 점친다.
섣달 그믐날 저녁에 날씨가 좋으면 농사와 어로의 시절이 좋다. 그래서 섣달 그

믐날 저녁에 장닭 꼬리가 꼼짝하지 않을 만큼 잔잔해야 좋다는 말이 있다. 섣달 그믐날
저녁에 비가 와도 순하게 와야 다음 해의 농사도 잘 되고 고기도 많이 잡힌다. 폭풍우가
치면 농사도 흉년이고 고기잡이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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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달 그믐날 저녁에 맞바람(南風)이 불면 다음 해에 고기도 많이 잡히고 농사도

풍년이 된다. 

섣달 그믐날 저녁에 샛맛날(東南風이 부는 날씨)이 되면 다음 해에 잔고기가 많

이 난다.

섣달 그믐날 저녁에 샛바람(東風)이 불면 다음 해에 고기가 적게 난다.

○ 탈없는 날

뒤에 귀신이 말썽을 자주 부리는 집이나 묘를 수리해도 섣달 그믐은 한 해가 마지막

가는 날이므로 뒷탈이 없다. 

○ 귀가와 청산

설을 쇠기 위해 객지에 나가서 생활하는 사람도 섣달 그믐날은 본댁으로 귀가하고 거

래와 빚도 청산한다. 농사짓는 사람은 머슴을 귀가시키고 어장하는 사람은 뱃사람에게

노임을 청산한다.

○ 청소와 목욕

새해를 깨끗이 맞이하기 위하여 집 안팎을 청결히 청소하고, 옛날에는 겨울 내내 목

욕하지 않았던 사람도 이 날 저녁에는 소죽솥에 물을 끓여 몸을 씻는다.

○ 그믐 차례

섣달 그믐날 점심 때 혹은 저녁에 밥을 조상께 차례를 지내는 것이 거제지역의 특색

이다. 

○ 잔등

섣달 그믐날 해가 지면 방안, 마루, 안청, 광, 변소, 외양간, 샘 등에 등불을 켜고 성

주, 조왕께도 불을 밝히고 밤새 끄지 않고 집을 밝게 하여 새해를 맞이한다. 이렇게 하

는 것을‘잔등한다’고 한다. 옛날에는 부엌의 밥짓는 솥 안에 쌀을 담은 그릇을 놓은 뒤

그 위에 참기름을 부은 접시를 올려놓고 솜 심지를 담가 불을 켜 놓았다. 근년에는 부뚜

막에 불을 켠다. 이 불을‘조왕불’이라 하여 섣달 그믐밤에 켠 불 중 가장 중히 여긴다. 

○ 해지킴(守歲)

집안을 훤히 밝히고 섣달 그믐날 자지 않고 밤을 새워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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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을 참느라고 애를 쓴다. 이 날 자면“눈섭이 센다.”느니“굼벵이 된다.”느니 한다.

이것은 자정을 기하여 맞이하는 새해를 뜬 눈, 맑은 정신으로 맞이하자는 뜻이다. 

○ 배 고사

섣달 그믐날 배에 서낭기와 그 외 모든 깃발을 달고 배에 제물을 차려 놓고 선주나

화랭이가 고사를 지낸다.

○ 조개 부르기

어촌에서는 섣달 그믐날에 자기 조개밭(잔 조개를 묻어 양식하는 해변)에 조개 하나

를 묻고 다른 마을 해변을 보고“저어기 조개밭의 조개 이리 다 오이라.”라고 소리쳐 부

른다.

○ 맨발 금기

섣달 그믐날 밤에 맨발로 땅을 밟으면 발에 성실이 파먹는다(무좀이 생긴다)고 한다.

그래서 반드시 버선이나 양말을 신은 뒤 신발을 신고 땅을 밟는다.

○ 거싱이배 앓이 치방

섣달 그믐날 저녁에 거위(蛔蟲) 앓는 아이를 엎드리어 배를 땅에 닿게 하여 앞뒤에서

그 아이의 사지를 잡고 마당에 끌고 옆에서 한 사람이 호미로 땅을 파면서“땅이 거싱이

배 앓제, 사람이 거싱이배 앓나?”또는“땅에 거싱이가 있제, 사람 몸에 있나?”라고 하

면 낫는다.

○ 이갈이 치방

자면서 이를 갈아 소리를 내는 아이를 둔 부모는 섣달 그믐밤에 산에 가서 나무가지

끼리 맞붙어서 바람이 불 때 소리가 나는 가지 사이에 돌을 끼우면 그 아이가 이를 갈지

않는다고 한다. 

○ 감나무 기풍(祈豊)

감이 열려 대부분 풋감으로 떨어져 버리는 감나무에다가 섣달 그믐 저녁에 주

인이“이놈의 감나무 감도 잘 떨어지고 비 비린다.”라고 말하면서 가볍게 도끼로 찍으면

아내가“참으이소. 명년에는 감이 잘 안 떨어 질거요.”하고 말린다.

해걸이 하는 감나무에 섣달 그믐 저녁에 한 사람은 도끼를 쥐고 한 사람은 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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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따라가서 한 사람이 도끼를 찍으면서“많이 열래?”하면 따라간 사람이“많이 열겠

습니다.”라고 하면서 말리고, 또 도끼로 찍으면서“안 떨어질래?”하면“안 떨어지겠습

니다.”하고 말린다. 그리고 뿌리에 오줌을 한 동이 부어 주고 좁쌀밥을 나무에 붙인다.

감이 익지 않고 풋감 때에 떨어지는 감나무에 찰떡을 붙이고 뿌리 둘레에 구덩

이를 파서 오줌을 붓고 흙으로 덮는다.

감나무 가지 사이에 강 건너(바다건너 다른 지방)의 몽돌(둥 고 반들반들한 돌)

을 섣달 그믐 저녁에 끼우면 과일이 많이 열린다.

○ 메 뿌리기

잡신이 많은 집에 섣달 그믐밤에 메 을 솥에 볶아서 뿌린다.

터가 세어서 도깨비 같은 것이 잘 나오는 집에서는 섣달 그믐날 밤에 도채비(도

깨비)가 좋아하는 메 범벅을 잘게 만들어서 집안에 흩어 준다. 다음날 아침에 보면 밤

새 도채비가 주워 먹어 메 범벅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도채비와 잘 사귀기 위한 것

이라 한다. 

○ 도깨비불 보기

섣달 그믐에 산에 올라가서 바다를 보면 도채비(도깨비)불이 있는 곳의 어장에 다음

해에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산에 올라가서 바다를 살핀다. 이것을‘산망(山望)’이라

한다.

섣달 그믐날 밤에 산에 올라가서 바다를 보아 도채비(혹은 허화라고 함)가‘양정

(도깨비불을 켬, 양선이라고도 한다.)’곳에 대구나 멸치 어장을 막으면 고기가 많이 잡

힌다. 

바다에 도깨비불이 여러 개가 나타나 모여서 불이 꺼지는 곳에 그물을 치면 고

기가 많이 잡힌다. 

4) 겨 울

○ 겨울 뇌성

10, 11, 12월에 뇌성을 많이 하면 병화(兵火)가 난다고 한다.

○ 대구 천신(薦新)

천신이란 처음 나는 농산물이나 해산물을 사람이 입에 대기 전에 신에게 올리는 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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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지역에서는 그 해 처음 나는 대구로 국을 끓여서 조상께 천신하고 식구가 나누어

먹는다. 이것을‘대구천신’혹은‘대구천미’이라 한다. 그래서 초겨울에 금년에 대구국

먹었느냐고 묻는 말을“대국 천신(천미) 했나?”라고 말한다.

○ 동상갑(冬上甲)

동상갑(立冬이 지난 첫 甲子日)에 비가 오면 이듬 해에 가물다.

○ 설 아래 보리 밟기

음력 세전에 보리가 얼어서 뿌리가 들떠 있어 밟아 주면 좋다. 그래서“설 아래 보리

밟으면 떡 해 준다.”는 말이 있다. 

○ 겨울의 놀이

겨울 놀이로는 윷놀이, 연띄우기, 공치기, 널뛰기, 제기차기, 비석치기, 못치기(말뚝

치기), 팽이돌리기 등을 들고 있다.

○ 겨울의 시절 음식

겨울 제철의 생선으로는 대구, 돔, 감성돔, 아구, 청어, 전어, 민어, 망숭어 등을 들

고 있다.

13. 윤달의 세시풍습

○ 공달

윤달은 평년에는 들지 않는 달이므로 여분의 달이라고 '공짜달', ‘공달’이라고 하고

이 달에는 귀신이 탈을 부리지 않는다고 한다. 

○ 세 절 밟기

윤달에 하루만에 멀리 떨어진 세 곳의 절을 다니며 불공을 드리면 좋다고 한다. 이는

자신의 극락왕생의 기원과 가족의 운수대통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 묘 이장

탈없는 달이라 묘를 이장하거나 손질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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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수리와 이사

탈없는 달이라 가옥의 보수를 하고 제기, 병풍 등 중요한 물건을 구입한다.

○ 수의 짓기

노인들은 자기가 죽어서 입을 저승옷(壽衣)을 지어서 마련한다. 

제2절 의·식·주(衣·食·住)

1. 의(衣)생활

대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우리 거제는 삼한시대 변한에 속하는 두로국(瀆盧國)으로

부족사회(部族社會)를 이룩하고 살았으며, 우리의 의복생활은 원시적으로 나뭇잎이나 나

무껍질 그리고 짐승의 가죽으로 몸을 가리는데서부터 출발했음을 익히 아는 바이다.

삼국지(三國志)의 위서(魏書), 변진전(弁辰傳)에 누에고치를 생산하여 명주를 짜서

입었다는 기록이 있고, 그 책의 예전(穢傳)에도 삼베와 명주를 짜서 입었다는 기록이 있

어 삼국시대 이전에도 이미 길쌈을 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신라시대에도 나라에서 길쌈을 장려하여 혁거세왕 8년에는 왕이 6부를 순회하면서 백

성들에게 양잠을 권장하 고, 유리왕 9년에는 베짜기 대회로 가배(嘉徘)가 있었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더욱 고급스러운 삼베와 모시베를 생산하여 당나라에 보냈다는 기록

도 있다.

한편 백제 고이왕 52년(285)에는 당시 재상이던 문익점(文益漸)이 중국 원나라에 사

신으로 갔다가 붓두껍에 목화씨앗을 숨겨 가져옴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무명옷을 입게

된 것이다.

우리 거제는 고려와 조선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사람들의 유배지 으므로 의식주나

관혼상제(冠婚喪祭)는 한양의 의례가 그대로 전래되어 세습되고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1945년의 광복 이전까지 거제의 농어촌 가정마다 베틀이 있었고 삼이나 무명, 모시,

누에고치로 실을 뽑아 베를 짰다. 또한 조금 발달되어 무명실과 명주실의 두 가닥을 합

쳐 꼬아서 짠 합성배로 양복을 만들어 입기도 하 다.

1937년 중일전쟁을 발발시킨 일본은 우리민족을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미명아래

황국신민(皇國臣民) 정책을 감행하여 학교에서 조선어 교육 과목을 폐지하고, 보통학교

를 심상소학교로 개칭하 으며, 2학년이 되어 학교 내에서 조선어로 대화하면 청소당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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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벌을 받았고 군복같은 양복과 전투모를 착용하도록 권장하 다.

다음해 우리 장정을 지원병제도로 읍면마다 1명씩을 모집하 다. 1939년에는 국민징

용령이 시행되고, 1940년에는 우리의 성을 말살하여 창씨개명을 하 으며 1941년에는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드디어 1942년에는 징병제도를 강행한 후 1943년에는 학병제

로 젊은이들을 총동원하 으니 우리의 남정들은 국방색(녹색)의 군복같은 국민복을 입

어야 했다. 그리고 다리에는 우리의 옛날 행전 대신으로 폭 10㎝, 길이 150㎝ 정도의

긴 베쪽으로 감아 올리는‘게도루’라는 것을 하고 훈련이나 출동을 하 다.

우리 고유의 흰색 한복을 입고 장날에 나가면 순사 또는 읍면서기가 검정색 물감을

물총으로 쏘아 흰옷을 입지 못하게 하 고, 여자들은 치마를 금지하고 전시 활동복으로

‘몸빼’를 입게 한 것이 오늘날 농어촌 부녀자의 노동복이나 시장 골목 아주머니들의 작

업복으로 전래되어 왔다.

1945년의 조국 광복과 6·25사변으로 우리의 생활은 비참하여 헌 군복을 싸게 사서

개조하거나 거제도 포로수용소 설치로 포로들과 물물교환으로 포로의 복장을 물감을 들

이거나 탈색하여 입었다. 그 결과 연초면 일대에 시장이 형성되어 이북 피난민들이‘돗

데기’시장이라 불 으니 이는‘돗드’포로수용소장이 포로에게 납치되었기 때문에 붙

여진 이름이다. 이후부터 우리의 베짜기와 한복은 사라져 갔고 오늘날에는 양복과 양장

으로 변천하 다.

1) 의생활(衣生活)의 변화(變化)

(1) 새옷 입기

정월 초하룻날인 설날에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머슴이나 하인에

이르기까지 새 옷을 갈아입고 새해의 시작을 축복하 으며, 생활이 넉넉지 못한 사람은

헌 옷이라도 깨끗이 세탁하여 새 옷같이 입고 먼저 조상에 연시제로서^떡국제_를 올린

후 떡국을 나누어 먹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삼베옷, 추석날에는 겹옷으로 새 옷을 입었으니, 머슴이나 하인을

고용할 때에는 1년에 품삯으로 벼 몇 섬에 춘하동복 3벌이라는 계약이 이루어져 전래되

어왔다.

(2) 의례복(儀禮服)의 변천과 양복(洋服)의 전래

1960년대에 이르러 새마을운동이 활발해지고 서양문화의 급격한 물결로 인하여 의식

주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와 의복은 양복으로, 주택은 양옥으로, 음식은 즉석요리나 외

식으로 급변하고 있으니, 우리의 전통적인 한민족의 한복은 명절 때나 제사, 잔치,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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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운동회, 사은회, 졸업식 등의 의례복으로 바뀌게 되었고, 최근에는 죄수나 연예인,

판소리, 명창 등이 입는 특수복 구실도 한다.

서양문화의 전래로 복장의 사치화에 굽높은 구두, 파마머리, 귀걸이, 진한 화장, 짧

은 스커트 등이 유행되었고 고급화되었으나 저소득의 빈민들은 기성복, 작업복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노인네들은 아직껏 한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나 평시에는 양복바지에 잠바를 입거나 할머니는 치마 위에 스웨터나 자켓

등을 걸쳐 입기도 한다.

제사 때의 복장도 남자는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쓰고 차례를 지냈으나 요즘은 양복을

입거나 평상복으로 지내는 사람이 많다.  또 요즘 갓을 보기는 어려운데 향교의 유림들

에게는 유건(儒巾)을 권장하여 공자문묘나 사당제사 때에 유건을 쓰고 있음은 아직도

조상숭배의 효성이 흐르고 있는 징표라 하겠다.

옛날에는 의복을 잿물이나 양재물로 삶아서 세탁하 고, 다듬기와 다림질을 하 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로 중성세제로 손빨래를 하거나 세탁기 빨래를 하고, 넉넉한 가정에

서는 세탁소를 이용하는 예가 많아져 가고 있다.

2) 일상복(日常服)

(1) 남자복장

남자의 전통복식에서 기본적인 복장은 저고리와 바지에 버선이고, 간단히 외출할 때

에는 조끼를 입었다. 또 나들이를 할 때에는 두루마기에 갓을 썼다.  선비들은 도포에

관모를 착용하고, 바지는 대님으로 맨 후 버선을 신었다.

남자 옷의 종류는 바지, 저고리,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 도포, 토시, 버선, 대님,

행전 등이 있으나 이 중에 토시는 팔에 끼는 장갑의 목과 같으나 해방 후에는 거의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도포는 행세하는 부자나 유림층에서 의식이 있을 때, 사당의 향사 때,

묘사 때 등에 입는 수가 있어 아직도 가끔 볼 수 있고, 행전은 상복을 입을 때에 하는

정도이다.

두루마기는 원래 양반계급이 도포 안에 입었으나 도포는 번거로와 사라져 갔고 두루

마기가 겉옷으로 정착되었다. 버선은 가죽신이나 나막신, 짚신 등을 신었을 때 같이 신

었으나 구두와 양말이 전래됨에 따라서 보통 때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도포와 두루마기를 겸용한 것을 중치막 도포라 하는데, 소매가 넓고 화장이 길었으며

네 자락으로 타서 따로 돌게 하 고 겨드랑이 아래에 다른 폭의 무가 없었다.

이 중치막 도포는 넓은 소매 주머니가 있어 책이나 온갖 물건을 넣어 다닐 수 있었

다. 그래서 조선조 말엽 과거시험 때 책을 넣어 가서 보고 썼다는 차작(借作)의 부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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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발각되어 1894년의 갑오경장(甲午更張) 때 고종왕이 부정방지로 과거제도를 폐지

함으로써 중치막 도포가 자취를 감추게 되고, 두루마기를 겉옷으로 입고 나들이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2) 여자복장

여자의 전통한복은 저고리와 바지, 치마와 버선으로 차림새는 속옷 위에 바지를 입고

그 위에 단속곳을 입으며 다시 속치마와 치마를 겹쳐 입는다.

웃옷은 속점삼 위에 저고리를 입고 토시를 낀 다음 소매가 없는 배자나 저고리와 비

슷하면서 섶이 뾰족하고 깃이 없는 마고자를 저고리 위에 입기도 하 다.

그리고 옛날에는 부녀자들이 나들이 할 때 머리와 윗몸을 가리어 쓰던 쓰개치마나 장

옷을 입었으나 근래는 보기 드물고 원래 남자들만 입던 두루마기를 여자들도 색깔이나

무늬 있는 옷감으로 만들어 입는 편이다.

(3) 어린이의 복장

옛날의 남자아이는 바지저고리를 입었고, 부유층의 여자어린이는 색동저고리를 입었

다. 관례를 치르기 전에는 남녀 모두 머리를 길게 딴 끝에 댕기로 묶었으나 관례를 지내

면 벗들에게 한턱내는 댕기풀이가 있었고, 부녀자가 하는 쓰게치마는 입지 않았다.

3) 특수복(特殊服)

(1) 노동복

옛날의 남자 노동복은 주로 농어민이 겨울은 중우, 여름은 바지에 적삼을 입었고, 여

자는 검둥치마에 흰 적삼을 입고 머리에 수건을 썼다. 새색시는 행주치마를 두르기도

하 고, 남자는 머리에 수건을 동이거나 햇볕을 가리기 위해 삿갓이나 짚모자를 쓰고

일을 하 으나 이제는 새마을 모자나 개발된 앞창이 큰 작업모자를 쓰는 게 상례로 되

어 있다.

삼복 더위 때는 소매가 없는 등지게(등거리)와 반중우를 삼베로 만들어 통풍이 잘 되

도록 시원하게 하 고, 등지에게는 호주머니를 달아서 조끼의 구실도 하 다.

(2) 혼례복(婚禮服)

전통적인 혼례복은 남녀가 모두 전형적인 한복 차림인데 신랑은 도포를 입고 사모관

대(紗帽冠帶)를 하 으며 신발은 목이 긴 비단신을 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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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는 원삼(圓衫)이란 넓고 큰 폭의 연두색깔에 자주색 깃을 달고 색동을 달아 지은

예복을 입고 머리에는 비녀를 꽂고 족두리를 썼다.  신발은 버선 위에 비단으로 만든 꽃

신을 신었는데 이 모든 예복과 가마 등을 마을단위로 장만하여 두었다가 무료로 사용하

다.

근래에 와서는 예식장에서 서양식“웨딩드레스”를 입고 신식 결혼식을 치루는 일이

많으나 최근에는 예식장보다 야외나 뜰에서 전통혼례를 찾아 하는 젊은이도 점차로 늘

어나고 있어 예식장의 폐백실에서 사모관대나 원삼 족두리로 갈아입는 어색한 절차를

피하고 있다.

(3) 상례복(喪禮服)

옛날에는 부모상을 당하면 거친 새 무명베로 상복을 만들어 입고 그 위에 삼베로 소

매가 넓은 두루마기 중단(中單)을 만들어 입으며 삼베 행전(行錢)을 바지 위의 정강이에

감아 무릅 아래에 매었다. 허리에는 삼베로 된 요질(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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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둘 다. 그 밖에 상장(喪

杖)을 짚고 짚신을 신으며 애고(哀告)하는 곡을 했다.

여상주 역시 상복 차림을 하고 머리에는 흰 베를 덮고 수질을 썼으며 흰 댕기를 드렸

다. 또 상장을 짚고 짚신을 신는 것은 남자 상주와 마찬가지이고, 곡을 하는 것도 같다.

그리고 상주가 나들이 할 때는 중단을 입고 삼으로 만든 허리띠 교대(絞帶)를 띠며 행전

을 치고 머리에는 두건을 쓰거나 방갓을 쓰기도 하 다.

1969년 3월 5일자로 가정의례준칙이 공포된 이래 상례 절차는 대폭 간소화되어 장례

후 3일째 되는 날에 삼우제(三虞祭)를 지내고 탈상하는 방식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또한

장례한 다음날 새벽에 재우제를 지낸 다음 공직자, 취업자, 학생 등 모든 자손을 탈복

시키고 돌려보내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

3일만의 삼우일에는 고향을 지키고 있는 가족들만이 성묘하고 탈상하는 시대의 흐름

은 지나친 간소화라 할 수 있으나 실정에 따른 건전한 의례로 세습되어 가고 있다고 본

다. 따라서 초상 중에만 상복, 상장을 착용할 뿐 가정의례준칙에 제시된 탈상기까지 두

건이나 상장을 하는 예를 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4) 신분에 따른 복장

(1) 평민복(平民服)

백발 노인이라도 선비나 벼슬을 못한 사람을 평민 또는 서민이라 했는데 나들이 할

때의 복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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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치막 두루마기라 하며 소매가 넓고 길이가 길며, 앞은 두 자락, 뒤는 한 자락에 옆

구리는 무가 없이 터진 것을 입었다.  또 행전을 치며, 가는 줄 양 끝에 술을 단 술띠를

띠고, 테가 작은 갓을 썼다. 혼례를 마친 신랑은 두루마기를 입고, 망건에 초립을 썼으

므로 초립동이라 부르기도 하 다.

(2) 천민복(賤民服)

노비, 광대, 무당, 백정 등을 천민이라 하고, 형벌, 지위, 결혼에 평민인 상인(常人)과

구별하고 특수한 노동과 부담을 부과하 으며 두루마기나 도포를 입지 못하게 하 다.

바지저고리에 조끼를 입을 수 있고 짐승 털을 두껍게 다져서 만든 벙거지를 쓰고 다

녔으나 현대에는 천민의 구별이 있을 수 없거니와 다만 민속놀이나 농악대에서 벙거지

를 쓰는 경우가 있을 따름이다.

(3) 양반복(兩班服)

양반은 동반의 문관과 서반의 무관을 본시 부르는 칭호 는데 조선시대에 와서는 주

로 관료계급이나 선비 혹은 유림들을 부르던 말로 바뀌어졌다. 또 정승이나 사대부의

후손을 양반집이라고 부르기도 하 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양반, 상놈이란 말이 사라지고

있다.

옛날 양반 중에는 선비나 유생들이 입는 특수한 복장도 있었으니 예를 들면 흰 색으

로 소매가 넓고, 가를 흑색으로 꾸민 웃옷을 학창의(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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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f?@?
@@@@@@@@?

?

衣)라 하고 술띠를 띠고, 도복

(道服)을 입을 때에 복건(幅巾)이나 유건을 쓰기도 하 으나 근년에 와서는 유림들 사이

에만 제사 때에 유건을 쓰도록 권장하고 있을 뿐이다.

5) 머리, 모자, 신발

(1) 두발(頭髮)

옛날에는 남녀 모두 머리를 길게 길 다.  이는 몸, 뼈, 머리, 피부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근본이라 하 으므로 이러한 사상에서 머리를

깎지 않고 기르게 된 것이라고 본다. 어린아이는 모발이 짧아서 종종머리로 땋고, 좀 더

자라면 귀밑머리라 하여 머리를 곱게 빗어 넘겨 말뚝댕기나 제비댕기를 드리게 하 다.

남자는 관례를 치르면 상투를 틀고 동곳을 꽂았다. 여자의 머리는 시집을 가야만이

낭자머리를 하 으나 양반집 규수는 계례(縞禮)를 치르게 되면 낭자머리를 하고 비녀를

꽂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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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한시대부터 천민의 여자나 수절하는 과부는 얹은머리를 하 는데 조선말엽의 개명

에 따라서 거제지역에서는 평시에 비녀를 꽂고, 회갑이나 혼사 등 길사가 있을 경우 평

민들은 머리를 깨끗이 감고서 엊은 머리를 하 으니 세습(世習)의 변천에 따라 쉽고 편

리한 비녀머리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부자집 부인은 은비녀를 꽂았으나, 천민들은

망개나무 비녀를 꽂았다.

머리를 빗고 다듬기 위하여 빗을 사용하 는데 큰 빗으로 머리를 감은 다음 머리에

기생하여 피를 빨아먹고 간지럽게 하는 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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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 알을 잡기 위하여 참빗을 사용하여

다시 곱게 빗었다.

이마로부터 정수리까지의 머리털을 양쪽으로 가르마를 탈 때 쓰는 빗치개 등이 있었

으나 근래에 와서는 파마머리가 전래되어 얹은머리는 볼 수 없고 할머니들 가운데 돈이

안 드는 비녀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간혹 있다.

(2) 관모(冠帽)

옛날의 관모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과거에 급제하여 쓰는 복건(福巾), 관직자의

사모(紗帽), 무관의 주립(朱笠)과 전립(戰笠), 사서리(司書吏)의 평정건(平頂巾), 역졸

이 쓰는 흑색초립 등이 있었으나 사극에서나 볼 수 있고 사모는 전통혼례나 예식장의

폐백실에서나 쓰이고 있을 뿐이다.

유림이나 선비들은 머리에 상투를 틀고 이마 위에는 망건을 썼으며 그 위에 탕건(宕

巾)과 갓을 쓰고 나들이를 하 다. 겨울에는 추위를 막기 위하여 탕건 위에 짐승털로 만

든 남바위를 썼으며, 방의 천장에 갓과 탕건 등을 넣는 갓집을 달아놓아 항시 쉽게 쓸

수 있도록 하 다.

한일합방 후 1914년 토지세부측량을 시작할 무렵에 둔덕면의 선비 한 분이 일본사람

의 토지매입 소식을 듣고서 부자같이 의관을 하고 찾아가서 망건을 거꾸로 쓰고 간척지

를 논으로 팔아 일본인을 골탕먹게 하 다는 설화가 있다.

부인들은 겨울철에 남바위 같은 조바위를 썼고 평민들은 명주 배 2m정도의 목도리를

둘 다. 혼례 때는 화관(花冠)의 족두리를 썼는데 지금도 전통혼례와 폐백 때는 쓰고

있다.

(3) 신 발

옛날 양반 남자들은 주로 가죽신을 신었고 비오는 날은 나막신을 신었다. 그러나 농

민들은 보통 짚신을 신었고, 부자들은 삼과 모시로 삼은 미투리를 신었다.

평민들은 고무신의 도입이래 흰 고무신을 주로 신었지만 노동할 때에는 검은 고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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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었다. 일제시대 젊은이들은‘지까디비’라는 목이 긴 농구화같은 신을 신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때는 고무 수입이 되지 않아‘왜따가리’나‘게다’를 신었던 적

도 있었다. 이것을 신던 학생들이 궁둥이에 흙탕물이 튀어 올라 짐승같이 맨발로 등교

하기도 하 다.

6) 장신구(裝身具)

(1) 패물(佩物)

사람의 몸에 장식하는 패물은 부자나 평민간에 질과 값이 다르지만 금, 은, 보석으

로 반지, 팔지, 귀걸이, 목걸이 등을 만들어 보물처럼 간직하 다.

시집가는 딸에게 은 1양중(75g)의 쌍가락지를 만들어 주었으니 나들이 할 때는 옷고

름에 묶어 달았으며 이는 가보(家寶)같이 소중하게 보관하면서 할머니가 되면 며느리에

게 대물림을 하 다.

(2) 주머니(염랑)

남녀 가림 없이 돈이나 간단한 물건을 넣어 허리끈에 차고 다니는 주머니가 있었다.

어린이는 장식용으로 찼으나 세배 때나 첫돌잔치 때에 돈을 받아 넣기 위하여 차기도

하 다. 시장의 아주머니들은 큰 주머니를 차고 장사를 하고 있으나 복장이 양장으로

바뀌면서 주머니도 지갑과 백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3) 쌈 지

남정네들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부시와 부싯돌을 함께 넣던 쌈지가 있었다. 쌈지에

는 잎담배나 봉담배, 부시와 부싯돌, 불씨 부침에 쓰는 마른 쑥을 따로 넣도록 칸막이가

있다.

부시는 강쇠로, 부싯돌은 석 (石英)으로 만들어 서로 마주쳐서 불이 일어나게 하고,

불씨 부침은 마른 쑥을 비벼서 불이 붙도록 하여 담배를 피우거나 일터에 모닥불을 피

워서 추위를 달래기도 하 다. 근세에 이르러 성냥이나“라이타”의 전래로 쌈지는 찾아

보기 어렵게 되었고, 담뱃대만이 전통관광상품으로 이용되고 있다.

2. 식생활(食生活)

1) 식생활의 습속(習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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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원시시대부터 생명을 이어가기 위하여 식생활을 위해 왔다. 그러므로 식생

활은 곧 인간의 역사이기도 하다. 원시시대의 사람은 생식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

날도 공자묘의 제수가 생채로 차려지는 것은 그러한 유습의 전래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불이 발견된 때부터는 식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와서 시대가 흐르고 문화가 발달

함에 따라서 음식문화는 놀랄 만큼 변모되어 왔다.

음식문화는 동양과 서양이 다르며 우리 나라도 남쪽과 북쪽, 그리고 내륙과 바닷가

등 지역, 기후, 풍토, 종족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식생활의 가장 큰 특

징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하루에 세끼의 식사를 한다.

둘째, 주식인 밥과 부식인 반찬의 구별이 뚜렷하다.

셋째, 식기와 수저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하루 세끼의 식사 습속은 삼국통일 전에는 지켜졌으나 통일 후에는 점심을 그만두고

조석으로만 먹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농경사회에서는 모내기, 타작 등 농번기의

경우 새벽 일찍 일어나 해장을 하고, 일하는 중간에 새참을 두 번 먹고 또 밤참까지 먹

는 것 등을 합치면 평시의 세끼와 합쳐 모두 일곱 번 먹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우리 음식의 두 가지 구별은 주식과 부식인데 주식은 곡류로 지은 밥이 주가 되고,

부식인 반찬은 국과 김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 밖에 나물류가 많은 편이고 이것마

저 없는 세농가는 된장, 간장, 고추장이 반찬의 모두라 하겠다.

흉년이 들거나 가난해서 밥을 배부르게 먹을 수 없을 때에는 나물류의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경우가 많았고, 양식을 늘려 먹기 위해 콩나물이나 호박을 썰어 넣어 끓인 죽을

먹기도 하 다.

식량이 다 떨어진 보릿고개 때에는 산이나 들에 자생하는 나물이나 열매 그리고 나무

껍질, 칡뿌리 등으로 연명하기도 하 으니 우리들의 인사말이“아침 잡수셨습니까?”로

통용될 정도 으니 당시의 식생활이 어떠하 는지 짐작이 간다. 또한 2차대전 때에는

일본군이 쌀과 보리를 강제로 공출받아 갔기 때문에 총독부는 만주에서 가져온 대두박

(大豆粕)을 대용으로 배급하 으니 우리들 농민은 들판의 쑥을 뜯어 말려 두었다가 섞

어서 개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 다.

2) 거제의 향토음식

해안지방 거제도의 식생활 문화에 대한 특색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식인 밥을 지을 때 쌀과 보리를 반반으로 넣는데 솥 밑바닥에는 삶은 보리를 깔고

위에 쌀을 얹어서 밥을 짓는다. 지은 밥을 식기에 담을 때 웃밥은 걷고 속밥의 쌀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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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담아서 노부모님과 어린이에게 드리고 젊은 부부는 밑의 보리밥을 먹는 효심과 애

육의 사랑이 전래되고 있었다.

보리고개 때 가난한 농가는 조반석죽(朝飯夕粥)이라 하여 아침에는 밥을, 저녁에는

죽을 끓여 먹었다. 밥은 보리, 콩, 팥, 조를 넣은 잡곡밥이 태반이며 죽에는 콩, 팥, 녹

두나 호박을 넣었다. 또한 수제비나 호박부침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겨울철에는 고구마

를 삶아 먹었다.

명절, 잔치, 백일, 생일 때에는 찰떡, 시루떡, 절편 등을 만들어 상 위에 차렸다가 온

가족이 즐겁게 나누어 먹었다.

추석과 설날에는 가난한 집이라도 명절음식을 만드는데 설날에는 떡국, 보름날에는

오곡찰밥, 단오날에는 쑥떡, 추석에는 시루떡, 동지날에는 팥죽을 어느 집 없이 만들어

먹는다. 밥을 먹을 때는 국물이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래기국, 콩나물국, 쑥국

등을 끓여 먹는다. 그리고 어촌이기에 생선국, 미역국 등을 많이 끓여 먹고, 여름에는

호박국, 가지국, 오이국, 콩국 등을 즐겨 먹는다.

쌈을 즐겨 먹었으니 여름에는 상치쌈, 머귀쌈, 가을에는 배추쌈, 들깨잎과 콩잎사귀

쌈을 즐겼다. 채소는 시금치, 풋마늘, 쑥갓, 풋고추, 고구마 줄기, 열무 등으로 반찬을

하고, 겨울을 대비하여 무, 배추, 김치를 담는다. 무, 배추 등의 시래기를 추녀 밑에 주

주 달아서 긴 겨울철의 반찬으로 사용하 으나 지금은 비닐하우스 재배로 사철 무,

배추를 먹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이러한 풍물도 완전히 사라졌다.

거제의 토속음식으로 장아찌가 많은데 주로 마늘, 고추, 콩잎, 깻잎 등으로 장아찌를

그리고 큰 집안의 담장 밑에는 양하(襄荷)를 심어서 봄의 새순은 삶아서 무침으로 하고

가을철에는 땅 속에서 올라오는 꽃 봉오리를 간장에 저리고 고추장에 담가 장아찌로 만

들어 먹었으니 봄, 여름철에 향기로운 맛을 내어 식욕을 돋우며 소화를 촉진시키는 식

품이었다.

반찬요리의 근본이 되는 간장, 된장 외에도 고추장, 막장, 청국장, 식초 등이 있다.

콩 두부를 만들어 먹고 그 콩비지는 찌개를 끓여 먹는다. 그 밖에 생선과 그 알, 창자

등으로 여러 가지 젓갈을 담아 먹는다. 농번기에는 농주, 명절에는 제사술을 가정에서

빚었으나 왜정시대는 주라 하여 벌금을 물게 하 다. 이는 농민 스스로 생산한 곡식

으로 가정에서 필요하여 빚는 것도 단속 당하는 꼴이었으나 이제는 옛말이 되었다. 막

걸리의 윗술을 청주라 하는데 주로 잔치 때나 제주로 사용한다. 부자나 양반집의 상차

림에는 5첩, 7첩, 9첩 반상이라 하여 각종의 그릇을 사용해 왔다. 첩이란 본래 뚜껑 있

는 반찬 그릇의 숫자를 말하는데, 김치, 장, 찌개 등의 기본반찬을 뺀 뚜껑 있는 반찬

그릇이 5개면 5첩이 되는 것이다.

밥을 먹고 나서는 반드시 숭늉을 마시는 습성이 있다. 숭늉에 밥을 말아서 먹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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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많은데 이와 관련하여^숭늉에 밥을 말아 먹으면 딸이 잘 산다_는 속담이 전해오고

있다. 우리 한민족은 흰 옷 입고 흰 쌀밥을 흰 숭늉에 말아 먹으니 서양사람들이 처음

보고는 밥쌀도 씻어 짓고, 쌀밥도 씻어 먹는 줄 알고서는 정말로 예의바른 백의민족이

라 감탄하 다는 구전이 있다. 

밥을 푸고 나서 가마솥의 누룽지를 어 대용식 혹은 간식으로 먹기도 하 다. 이것

은 곡식을 아끼는 습속이기도 하지만 고소한 맛이 좋아서 밤에 길쌈이나 짚신을 삼을

때는 즐겨 먹는 간식의 성격을 띤 것이다. 그러나 선비들은̂ 누룽지를 먹으면 공부를 못

한다_는 속설에 따라서 먹지 않는 것이 체면에 맞는 것으로 여겼다.

의례음식으로 백날이나 돌 때는 백설기, 결혼잔치 때는 감주(식혜)나 수정과(곶감), 메

묵을 만들어 먹으며, 초상 때와 동짓날에는 팥죽을 끓여 먹는다. 이 팥죽은 잡귀신을

쫓는다는 뜻으로 대문 밖, 대청마루, 부엌, 곳간, 외양간, 변소 등에다 뿌리기도 하 다.

3) 절기(節期)에 따른 음식

옛날부터 우리 농어민들은 항상 살아가기 위해 쉴 새 없이 주야장천 흐르는 물과 같

이 일만을 해 왔다. 이를 안타까이 여긴 중국의 신선 마고(麻姑) 할미가 1년 열두달을

통하여 명절이나 시절을 정하여 쉬고 놀도록 하 다는 전설이 있지만 우리 거제 땅에서

도 때에 맞추어 음식을 만들어 잘 먹고 즐거운 놀이도 하 다.

(1) 설 날

정월 초하루날을 큰설이라 하여 일찍 일어나 떡국을 끓여서 조상님께 새해맞이 제사

로 축원을 한다. 이 떡국에는 생선이나 대구(大口)를 꼭 넣는다.

(2) 대보름

쌀·조·수수·콩·팥으로 오곡밥을 하거나, 찹쌀·밤·대추·잣·참깨 등으로 약간

의 소금을 넣고 쪄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약밥을 만들어 먹는다. 어린이들이 약밥을

먹으면 여름에 부스럼을 앓지 않는다는 구전이 있고, 술을 데우지 않고 한 잔씩 먹는 습

성이 있으니 이것을 귀밝이술이라 하여 젊은이와 머슴에게도 마시게 하 다.

(3) 2월 초하루

초하루날은 등할머니가 세상에 내려와서 농촌의 실정을 살피기 위하여 집집마다 돌

아다니다가 스무날에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속신이 전래되고 있다. 이 등할머니에

게 대접하기 위하여 부엌이나 장독대에 술받침대를 세우고 5색의 헝겊을 달고 떡과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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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접하고 안가태평과 풍년을 축원하 다. 또 이 날을 머슴날이라 하여 머슴들에게

술과 떡을 먹이고 하루를 쉬도록 하고 놀게 하 다.

(4) 3월 삼짇날

강남 갔던 제비가 옛 집으로 돌아오는 춘삼월의 셋째날을 삼짇날이라 한다. 이날 새

로운 기분으로 맞이하는 뜻으로 참꽃(진달래) 화전(花煎)을 만들어 먹고 축복을 누렸다.

(5) 5월 초파일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강일로 불도자는 새벽부터 절에 가서 연등을 달고 불공으로 봉

축하기도 하지만 봄철이라 쑥국, 쑥떡, 망개떡, 참꽃술 등을 만들어 먹고 돔이나 도다리

를 넣고 미역국을 끓여서 먹기도 한다.

(6) 5월 단오날(端午)

하늘의 한복판을 지나가는 해의 중심일이라 하여 천중절(天中節)이라 하고 부녀자들

은 그네를 뛰고, 남자는 윷을 논다. 또 냇가에서 석전(石戰) 놀이를 하기도 하는데 온종

일 즐기면서 쑥떡이나 앵두를 따 먹기도 한다.

(7) 유두날(流頭日)

6월 보름날을 유두(流頭)일이라 하는데 모내기를 끝내고 써레를 씻는 날로서 하루를

쉰다. 모가 자라는 논두 에서 풍년을 축원하는 용신제(龍神祭)를 지내는데 이때는 술

과 수제비를 반드시 차린다. 삼복(三伏) 더위가 시작되므로 개를 잡아 보신탕을 끓여 먹

기도 하여 무더운 여름철을 대비해 건강을 돕는다.

(8) 7월 칠석(七夕)날

7월 칠석(七夕)이라 하여 견우(牽牛)와 직녀(織女)가 은하수(銀河水)의 오작교(烏鵲

橋)를 건너서 만난다는 날로서 남자는 멱을 감고, 여자는 머리를 감으며 약수를 떠 와서

생수를 마시거나 시원한 국수를 만들어 먹으면서 밤하늘의 두 별이 만나는 것을 보기

위해 뜰에 짚 거적을 깔고 앉아 놀기도 한다.

(9) 7월 백중(百中)

7월 보름날을 백중(百中)이라 하고 푸르게 자라는 농작물의 풍년을 축원하며 머슴에

게 새 여름옷을 지어주고 용돈을 준다. 호박전, 쑥버무리, 생옥수수를 삶아 먹으며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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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즐겁게 논다.

(10) 8월 추석(秋夕)날

보름날을 한가위라고도 하는데 큰 명절로 여긴다. 조상님의 제사를 모시는데 멀리 나

간 아들, 손자 모두가 고향을 찾아 돌아온다. 햅쌀로 멧밥을 짓고, 시루떡, 송편을 만들어

제상에 차리며 수박, 참외, 단감 등 햇과일과 함께 통닭을 차리고 청주를 따루어 제사를

지낸다.

(11) 9월 중양절

9일을 중양절(重陽節)이라 하며 제비가 우리 땅에서 새끼 제비와 함께 따뜻한 강남

(江南)인 중국의 양자강 밑으로 되돌아간다는 날이다. 추수가 시작되는 서늘한 날씨에

떡과 국화술을 빚어서 먹었다 하나 거제에서는 유별한 풍습이 없다.

(12) 10월 상달

추수를 끝내고 5대 이상의 선조 묘소를 찾아서 온 후손들이 모여 시사(時祀)를 모신

다. 이 시사의 날짜는 상중하의 정일(丁日)이나 보름, 스무날이 주로 많고 푸짐한 햇곡

으로 제수를 차린다.

(13) 11월 동지(冬至)날

동지는 한 해 중에 밤이 가장 긴 날로 다음 날부터는 낮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이다. 이날부터 해가 바뀌어진다고 하여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이 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뜻으로 붉은 팥죽에 넣은 새알심을 나이대로 먹는 습속이 있고, 붉은

팥죽은 집안의 액귀를 쫓는다고 하여 대문간에 뿌리기도 한다.

(14) 12월 그믐날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로 거제지방에서는 조상에게 감사의 제사를 가까운 일족이

큰집부터 차례로 지내고 있다. 제사는 낮 사시(巳時)부터 시작하며 많은 제수를 마련한

다. 정월 보름까지 세배하러 찾아오는 젊은이나 어린이에게 이 음식을 대접하기도

한다.

3. 주거생활(住居生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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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住居)의 근원(根源)

조 2년(1726년) 이중환(李重煥)이 편찬한 택리지(擇里志)에는 살 터를 잡는 데에는

네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첫째, 지리(地理)가 좋아야 교통이 좋다.

둘째, 생리(生梨)가 좋아야 잘 살 수 있다.

셋째, 인심(人心)이 좋아야 후회할 일이 없다.

넷째, 아름다운 산과 물이 있어야 소풍과 정서를 화창하게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B·C 2333년 단군이래 사람이 살았으나 구석기시대는 주거생활의 근원

을 찾을 길이 없고, 신석기시대는 패총이나 토기 등이 다수 발견되고 있는 바 이는^시

베리아_지방에서 발견된 토기, 돌칼, 화살촉 등과 비슷하다 하여 그쪽에서 옮겨와 살지

않았을까 추측되기도 한다.

2) 원시주거(原始住居) 형태

우리 거제는 삼한시대 변한의 12개국 중 독로국(瀆盧國) 부족사회를 이룩하고 있었

다. 이를 독로국 부족민들은 사등성의 갈대밭을 이용하여 지붕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

며, 흙과 돌로 토담을 쌓으면서 동남쪽에 출입문을 내고 서까래를 묶어서 원뿔형으로

갈대지붕을 덮은 소위 견혈식(堅穴式) 주거를 형성하여 살았으리라 추측된다.

이러한 원형(圓形)이 방형(方形)으로 변경되면서 농사를 지은 볏짚으로 초가지붕을

만들고 더욱 세월이 흐르면서 기와집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본다.

집터를 정하는 좋은 위치로서 배산임수(背山臨水)라는 말이 있다. 이러한 곳은 뒤에

는 산이 받쳐 주어 겨울철에는 바람을 막아 따뜻하며 앞이 트이어 여름철에는 시원할

뿐만 아니라 흐르는 시냇물이 있어 생활용수를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이라 할 수 있다.

3) 주거(住居)의 배치(配置)

거제도의 지세는 경사도가 심하여 집의 배치 형태는 한 채일 경우“—”자 형이고, 두

채는“ㄱ”자로 윗채와 아래채로 구분된 것이 많으며, 부자집은 세 채로“ ”자 형이

며, 윗채·아래채·다목적 헛간으로 배치하 다.

부엌은 윗채의 서쪽이나 동쪽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옛날에는 공동우물에서 물동이

로 물을 이고 왔으니 사립문에서 가까운 쪽으로 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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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의 후미진 빈 터에 헛간을 따로 지어서 잿간, 변소(구세)로 사용하며 퇴비장은

노천이었다. 부자집은 아녀자용과 남자용 등 사용하는 변소를 안팎으로 따로 마련하

으며, 바깥변소는 위를 덮어 잿간으로 활용키도 하 다.

4) 주거의 용도

육지의 부자집 안채를 거제에서는 윗채, 큰채라 하며 안방을 큰 방이라 한다. 큰방에

는 집의 살림을 맡아 하는 시부모가 거처하며, 갓방을 작은 방이라 하여 며느리와 아들

이 거처한다. 아랫채의 방에는 결혼 전의 작은 아들이나 홀로된 나이 많은 할머니가 산

다. 할머니는 곳간의 열쇠를 물려주고 어린 손자들과 조용히 여생을 보낸다.

사립문 가까운 아래채 방은 그 집의 하인이나 머슴들이 거처하고 지나가는 과객이 하

루밤 신세지기를 청하면 재워 준다.

5) 한옥(韓屋)의 구조(構造)

한옥은 초가집이든 기와집이든 그 모습이 퍽 아름답고 포근하며 다정하다. 긴 청마루

는 휴식공간으로 여름철에는 식사 장소로 쓰이기도 한다. 큰방과 작은방 사이에 안청을

두어 옆방의 소리를 피하 고, 안청에는 쌀, 보리, 잡곡 등을 큰 독에 넣어 뚜껑을 덮어

쥐가 먹지 못하게 하 으며, 제사용기나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보관하는 안주인의

창고로 사용한다.

거제는 비바람이 강하므로 처마가 길고 또 풍채를 달아 놓은 집이 많고, 마루는 높게

만들어 밑바닥 공간을 두었으니 폭풍우를 피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를 위하여

마루돌을 놓아 오르게 하 으니 조상들의 지혜가 돋보인다.

4. 거제지방의 주거생활

1) 주택(住宅)의 특징

지리적인 배치를 대별하면 평야지는 적고 산촌, 해안지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상류층

은 도로에서 가까운 곳에, 빈민층은 높은 골짜기나 변두리에 취락을 형성하고 있다.

마을의 위치는 대개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하천이 흐르는 곳이다. 수해를 피하

기 위하여 조금 높은 곳에 마을이 형성된 곳이 많다. 대개는 양지바른 곳을 택하며, 좌

향은 동남쪽을 가장 많이 선호했으니 북서향 집은 보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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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의 종류는 초가집이 대부분이고 기와집은 부자나 어장(漁場)집 정도로 한 마을에

한 두 집 있을 정도 다.

부유층의 집은 간(間) 사이가 넓고 서민이나 해변마을의 집은 좁다. 이는 건축에 소

요되는 목재와 경제력에 기인한다고 본다.

거제지방은 볏짚으로 된 초가집이 대부분이고 폭풍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새끼줄을

매는 것은 제주도보다는 적으나 육지보다는 많이 매어 묶는 편이다.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터를 정하고 좌향을 잡을 때는 풍수지리설에 의해 골

집 등묘의 원칙으로 했으니 이는 집은 골짜기에 묘자리는 산 등에 쓰라는 뜻이다.

대청마루는 4칸인 경우 부엌이 한 칸이고 큰방, 안청, 작은방까지 3칸에 긴 청마루로

되어 있다. 그러나 옛날 집은 작은방은 마루가 없이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뒤에 골찬청

을 넣어서 안청이“ㄱ”자 형으로 쌀독을 많이 넣을 수 있게 한 집이 간혹 있으니 둔덕

면 마장리의 제 정돈씨 댁과 같은 것이다.

지붕은 4면으로 된 우진각이 많고, 기둥은 네모이지만 세민의 집은 통나무 그대로

이고, 축담은 높게 부엌문에 하방축을 하 다. 이는 넘어서 드나들어야 하는 불편이 있

으나 폭우의 피해를 막기 위한 구조라고 한다.

굴뚝은 처마밑에 낮게 토담으로 쌓아 연기가 잘 빠지도록 하 으나 처마밑의 그을음

이 심한 것이 단점이다. 대들보와 서까래의 모습이 마루에서 보이도록 설계되었고, 문

창살의 모양이 부자집은 만(卍)자형의 완자창이고, 중산층은 아(亞)자 창을 썼으며, 서

민은 네모의 교자창을 썼으니 문살만 보아도 그 집의 생활상을 알 수 있다. 농가는 윗채와

아래채 외에 부속건물로 곳간, 외양간, 헛간, 잿간, 변소 등을 두고 농사에 이용한다.

부자나 선비의 집에 방문은 문턱이 높고 겹문으로 된 집이 간혹 있었으며, 일반 민가

는 홑문을 돌쩌귀로 달았다. 거제도는 돌이 많은 곳이라 담장은 돌로 겹담을 쌓아 바람

을 막는데 높은 편이며 장독간은 부엌 앞이나 모서리에 편리하도록 배치하 다.

거제는 대청마루가 별로 없고 긴 장마루로 되어 있다. 제사는 보통 큰방에서 모시는

것이 원칙이다. 초상막인 빈소를 육지에서는 방안에 차리지만 거제에서는 돌아가신 분

의 방 앞 뜰에다 상막을 차린다. 집안에 유실수 심기를 좋아하여 감나무를 많이 심는다.

그 밖에 앵두, 추자 등의 과일나무를 심기도 하는데 과실이 결실하는 것은 자손이 번성

하고 부귀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추는 방구들 밑까지 뿌리가 뻗어 집

안에 재앙이 든다 하고, 밤나무는 지네가 서식한다 하며, 복숭아는 딸아이가 바람이 난

다 하여 집안에는 심지 않는다고 하는 속신이 전래되고 있다. 한 가정의 생활권은 그 집

의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으나 나이가 많아지면 맡아 할 수가 없어 곳간과 안청의 열쇠

를 며느리에게 물려준다. 그러나 큰방은 홀로 된 후에야 아랫방이나 못방으로 옮겨 여

생을 보내는데, 이것은 육지와 다른 풍속이다.   



제3절 민속놀이 및 오락

1. 전통 민속놀이 및 오락

놀이는 사람의 생존과 관련이 있는 활동과 일에 해당되는 활동을 제외한 신체적 정신

적 활동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놀이는 생활상의 이해관계를 떠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목적적 활동이다. 놀이는 인간에게 즐거움과 흥겨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가장 자유로운

해방감을 느끼게 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즐거움과 재미는 씨름같은 겨루기 놀

이에서는 이기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얻는다. 연 만들기와 띄우기처럼 쉽고 어려운 단

계가 있어 익히면 더 잘 할 수 있다는 상상도 즐거움을 준다. 윷놀이와 같이 승리와 패

배를 예측할 수 없는 우연성 때문에 재미를 느끼기도 한다. 그렇지만 가무놀이처럼 인

간이 지닌 표현의 욕구때문에 노래하고 춤추는 자체를 즐기기도 한다.  

민속놀이 및 오락은 우리 공동체에서 오랜 세월동안 전승해 오던 것이므로 이런 성격

을 온전히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속놀이는 자연의 자료를 이용하여

스스로 놀이도구를 만들어서 노는 경우가 많아서 창의성을 계발하는 기능이 강하 다.

이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서 형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행하는 것이므로 공동체

구성원에게 공감대를 넓게 이루어 공동체 구성원의 결속을 다지게 하 다.  

거제지역의 민속놀이 및 오락은 구체적이고 전반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찾기가 어려우

며 그 중에 과거의 놀이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1940년대 간행된 것으로 한반도 풍속

조사자료 47권이 있다. 일제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는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책

수립과 통치 요령을 터득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풍속 조사를 시도하 다. 그리하여 1921

년부터 1941년 사이에 조선총독부 간행 조사자료 47권이 간행되었다. 그 중 1941년에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간행책임으로 조선の 향토오락(朝鮮の鄕土娛樂)이 출간되었

다. 이 조사보고서는 조사방법과 그 분류 항목에 학문적인 문제가 없지는 않으나 각 지

방의 민속놀이 및 오락에 대한 가장 이른 조사이므로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는 거

제시가 통 군에 속해 있던 시기이므로 그것을 참고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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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속 놀 이 명 시 기 놀이의 주체

연 날 리 기
다 리 밟 기
성 황 신 제

정 월
정 월 보 름
정 월 상 순

어 린 이
일 반
관청주체 관민일동



이 기록에서 성황신제라는 것은 제의(祭儀)이며, 시회와 백일장은 유림들의 행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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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속 놀 이 명 시 기 놀이의 주체

널 뛰 기

윷 놀 이

달 집 태 우 기

달 맞 이

썰 매 타 기

쥐 불 놀 이

달 구 잡 이

덕 석 말 이

석 전(石箭)

시 회(詩會)

백 일 장

산 놀 이

풀 싸 움

버 들 피 리

화 전 놀 이

처 용 놀 이

그 네

호 미 씻 기

팽 이 치 기

농 악

길 쌈 놀 이

고 사 리 꺾 기

씨 름

농 공 제(農功祭)

숨 바 꼭 질

진 빼 앗 기

활 쏘 기

돈 치 기

쌍 육

종 경 도 놀 이

정 월

정 월 초 순

정 월 보 름

정 월 보 름

겨 울

겨 울

정 월

정 월

봄

봄,    가 을

봄

봄

봄, 초 여 름

초 여 름

봄

봄,   가 을

단 오

여 름

가 을

고 기 잡 이 철

가 을

가 을

추 석

10 월

수 시

수 시

수 시

수 시

수 시

수 시

여 자

일 반

어 린 이

일 반

어 린 이

일 반

소 녀

소 녀

농 민

유 림

유 림

여 자

어 린 이

어 린 이

유 림

여 자

여 자

남 자

남 자

어 부

여 자

어 린 이

일 반

농 민

어 린 이

어 린 이

남 자 (여 자)

남 자

일 반

남 자



고, 산놀이와 화전놀이는 봄에 놀러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호미씻기와 농공제는

농경의례(農耕儀禮)이다. 이런 행사나 의례에는 놀이를 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자체

를 민속놀이 및 오락이라고 보기 어렵다. 놀이는 일정한 틀과 형식 그리고 규칙이 있다.

그러므로‘-놀이’란 말이 붙어 있지만 화전놀이같은 세시적인 행사는 여기서는 제외하

다.

또 진빼앗기, 깡통차기, 고무줄놀이, 구슬치기 등은 근대의 놀이로 전승적인 것이 아

니므로 우리의 전통적인 민속놀이 및 오락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민속놀이 및 오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25종밖에 조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활쏘기, 쌍육, 종경도놀이같은 상류

유한계층의 놀이가 채록되었다는 점이고, 이런 것과 어린이 놀이를 제하면 대부분 세시

적인 놀이거나 계절적인 놀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과거 이 지역 사람들이 평소에 열심

히 일하고 자연 속에서 그 리듬에 맞추어 생활하면서 명절에 세시풍습의 하나로 놀이를

행하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농악을 고기잡이 철에 어부가 놀았다고 기록한 것이다. 조사자가

해안 도서지역에서 후리질같은 집단적인 어로작업에 풍물을 치거나 만선을 했을 때에

어부들이 풍물을 치면서 노는 것이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쓴 것 같다. 그리고 석전의 놀

이 방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것은 이 놀이가 지역의 특색이 있는 놀이로 인식한 때

문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기록된 처용놀이는 설명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어떤 놀이인

지 확인할 수가 없다. 

놀이는 노는 주체의 수에 따라 혼자 노는 개인놀이와 한 사람 혹은 두 세 사람이 상대

가 되어서 노는 상대놀이, 그리고 많은 사람이 어울려 노는 집단놀이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놀이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풍요를 바라거나 제의적인 행사에서 행하는 기원놀

이, 육체적인 겨루기를 하는 체육놀이, 노래하며 춤추며 노는 가무놀이 등으로 분류하기

도 한다. 그리고 명절이나 계절에 따라 정초놀이, 대보름놀이, 춘하추동놀이로 나눌 수

있다. 놀이 주체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분류하여 간단한 설명을 덧 붙이면 다음과 같다.

1) 아이들 놀이

(1) 남녀아이들 공통놀이

남녀 아이들이 성의 구별 없이 공통적으로 노는 놀이는 유아기나 어릴 때의 놀이가

대부분이다. 어린 유아기 아이들을 어른들이 어루는 놀이로‘도래도래’, ‘잠잠’, ‘진진’

등이 있다. 이 세 놀이는 유아기의 신체와 감각을 훈련하기 위하여 행하는 대표적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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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놀이다.    

○ 도리도리는 어른이“도리도리”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 어린이가 따

라하게 하는 놀이다. 

○ 잠잠은 어른이“잠잠”이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을 폈다가 오무렸다 하면 아이가

따라하는 것이다.  

○ 진진은 어른이“진진”이라고 말하면서 한 편 손바닥에 다른 편 손가락 하나를 대

면 아이가 따라하는 놀이다. 

조금 더 자란 어린이는‘풀무놀이’와‘이거리 저거리 각거리’를 한다. 이런 놀이들은

유아기 아이들이 스스로 논다기보다 어른이나 형과 누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노는 놀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놀이는 주로 방안에서 행하므로 사철 어느 때나 놀 수 있다. 

○ 풀무놀이는 이 지방에서 불매놀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른이 어린이를 마주 앉혀

놓고 두 팔을 잡고“이 불매가 뉘 불매고 경상도 대불매...”라고 민요를 부르면서 앞뒤

로 었다 당기는 놀이다. 어린이의 허리를 강화시키는 운동효과가 있다. 

○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는 어른과 아이가 두 발을 뻗고 서로의 가랭이 사이에 발

을 끼워 앉아서 시작한다. 그리고“이거리 저거리 각거리…”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한

음절에 한 발씩을 두드리다가 마지막 음절에 해당하는 발을 빼어내고, 다시“이거리 저

거리 각거리…”라고 반복한다. 마지막까지 남은 발의 주인공이 지는 놀이다. 근년에는

“저기 가는 저 기러기 편지 한장 전해 주소…”라는 동요를 붙여 불리면서 놀이가 약간

변형되어 전승되었다. 조금 더 자라 5~6세쯤이 되면 아이들은 비로소 어른의 품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소꼽놀이’, ‘수수께끼놀이’, ‘코찾기’등을 하고 논다. 

○ 소꼽놀이는 사기조각 등 여러가지 소재로 어른의 살림살이 모습을 모방하여 아

버지, 어머니, 아들, 딸 등 역할을 맡아 밥도 하고 먹는 등 여러가지 행위를 하는 놀이

다. 그런데, 이 지방에서는 도서지방 답게‘땅개비놀이’라고 할 정도로 패각을 이용하여

놀이를 많이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놀이에는 어린 사내아이도 참여하나 주로 여자 아

이들이 주도권을 잡고 논다. 

○ 수수께끼놀이는 한 아이가“이산 저산 다 잡아 먹고 아가리를 떡 벌리고 있는 것

이 무엇고?”하고 물으면“부석(아궁이)”이라고 맞히면 이기고, 모르면 지는 놀이다. 그

러고 나면 상대 아이가 또 수수께끼를 내면 답하는 식으로 놀이가 전개된다. 두 사람이

노는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노는 수도 있다. 

○ 코찾기는 풀뿌리로 반지같은 작은 고를 만들어 왼손으로 위를 가리고 오른손 엄

지 손가락으로 고를 흙 속으로 어 넣어 숨겨 둔다. 상대방은 꼬챙이로 숨겨놓은 고를

단번에 찔러 꺼내면 승리하고 다른 곳을 찌르면 지는 놀이이다.  

7~8세쯤 자라서 소년·소녀가 되면 보다 동적인‘숨바꼭질’, ‘앉은뱅이놀이’,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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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신발빼앗기’등을 하고 논다. 벌써 이 나이가 되면 남녀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잘 놀지 않고 소년은 소년끼리, 소녀는 소녀끼리 따로 논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남녀

아이들 공통놀이라고 분류한 것은 남녀 모두 성별의 구별없이 이 놀이를 행한다는 의미

이지 어울려 논다는 것이 아니다. 

○ 숨바꼭질은 여러 아이들이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진 사람이 술래가 된다. 먼저 진

(鎭)을 정하고 거기서 술래가 된 아이가 눈을 감고 열까지 헤아리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숨는 놀이다. 술래가 숨은 아이를 찾으면 재빨리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진을 먼저 짚

어야 잡는 것이 된다. 숨은 아이가 먼저 진을 짚으면 잡히지 않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하

여 잡히는 아이가 술래가 되어 놀이가 전개된다. 

○ 앉은뱅이놀이는 먼저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진 사람이 술래가 된다. 술래가 정해

진 뒤에는 아이들이 술래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흩어져 달아나다가 술래에게

잡히려는 순간에 먼저 그 자리에 앉는다. 그러면 술래는 잡지 못한다. 술래아닌 사람이

섰을 때나 뛰어가다가 술래에게 잡히면 잡힌 사람이 술래가 되는 것이다.

○ 봉사놀이는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진 사람의 눈을 수건으로 가려 봉사(소경)로 삼

고 나머지 아이들은 주위에 둘러서서 빙빙 돌면서 손뼉을 친다. 그러면 봉사역할을 맡은

아이가 그중 한 아이를 잡아 이름을 부르면 잡히는 것이 되고, 그 아이에게 봉사 역할을

넘겨 주어 놀이를 계속한다. 

○ 신발빼앗기는 먼저 아이들이 여러명 모여서 땅위에 직경이 45cm쯤되는 원을 그

린다.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술래되는 사람이 그 원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신을 벗어 놓는

다. 그러면 원 밖에 있는 아이들은 그 금(線)을 밟지 않고, 또 술래한테 붙잡히지 않고

신을 빼앗으려고 한다. 신발을 빼앗다가 술래한테 붙잡혔을 때는 자기 신발을 그 원 안

에 한 짝 내어 놓는다. 그렇게 해서 신발 두 짝을 다 빼앗겼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술래

가 되는 것이다. 7세 이상 15~16세 쯤의 아이들은 달밤에‘그림자밟기’, ‘문놀이’,

‘손가락숨기기’등을 하며 논다. 이런 놀이는 추운 계절에는 하지 않으나 정월 대보름같

은 명절에는 놀기도 한다. 

○ 그림자밟기는 먼저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진 사람을 술래로 정한다. 술래가 열 또

는 스물을 셀 수 있을 동안에 술래 외의 아이들이 자기가 달아날 수 있는 곳까지 도망간

다. 그리고 술래는 여기저기에서 술래를 놀려대는 아이의 그림자를 밟으려고 이리저리

쫓아 다닌다. 술래는 누구의 그림자든지 반드시 머리 그림자를 밟아야 한다. 이 술래에

게 그림자를 밟힌 아이가 다음 술래가 된다.

○ 문놀이는 달이 떠서 훤하게 비치면 아이들이 이 놀이를 시작한다. 대개 열 사람

가량의 아이들이 모여서 그 중에서 두 사람을 내어 문직이를 삼으면 이 문직이는 나와

서 두 손을 마주잡고 쳐들어 문같이 한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군사라고 하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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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로 줄을 지어 어깨 또는 허리를 붙잡고 서서 차례차례 그 팔로 만든 문으로 들어갔다

돌아나와 또 들어가고 하면서 노는 것인데 서로 문답의 노래를 주고 받으면서 논다. 먼

저 군사들이 열을 지어 문으로 들어가려고 문 앞까지 가면 문직이가 두 손을 내려서 문

을 닫는다. 그리고서“어디 군산가?”하고 물으면 군사들은“경상도 군살세”하고 대답을

하면 문직이가 닫았던 문을 열어서 (곧 손을 쳐들어서) 군사들을 통과시킨다. 그러면 군

사들은 문으로 들어갔다 돌아나오는 행위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일문일답을 하여 논다. 

○ 손가락숨기기는 열 살 안팎의 아이들이 달밤에 많이 한다. 서너 아이들이 먼저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이긴 아이가 제일 먼저 뒤로 돌아앉아 딴 아이들이 보지않게 두 손

으로 마주 엎어서 깍지를 끼는데 깎지 낄 적에 어느 손가락이든지 감쪽같이 속으로 집

어넣고 될 수 있는 대로 다음의 손가락을 차례로 자연스럽게 나열한 다음 다른 아이들

이 감추어진 손가락을 찾게 하는 놀이다. 봄이 되어 산야의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하자

소년 소녀들이 산야로 나가서 그 풀이나 꽃 등 자연물을 이용하여 놀이를 한다. 그 대표

적인 놀이가‘풀놀이’, ‘꽃싸움놀이’, ‘풀싸움’, ‘삘기놀이’등이다. 

○ 풀놀이는 소년 소녀들 몇 사람이 들에서 일정한 시간에 되도록 많은 종류의 풀

잎을 뜯어 와서 한자리에 모여 뜯어온 풀잎을 서로 하나씩 내놓아 그 풀잎의 이름을 대

기도 하고, 같은 풀잎을 내놓기도 하여 풀이름을 가장 많이 알거나 가장 많은 종류를 꺾

은 아이가 이기는 놀이다.

○ 꽃싸움은 풀놀이와 놀이방법이 같다. 단지 풀 대신에 꽃을 가지고 노는 놀이다. 

○ 삘기놀이는 봄에 삘기의 새순이 올라오면 아이들이 그것을 뽑아서 먹으며 노는

놀이다. 노는 방법은 삘기 대를 손톱으로 짜서 이슬 방울같은 풀물이 나오면 두 아이가

서로 대어 그 물방울이 옮겨가는 편이 이기는 것으로 치는 놀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

이 방법은 삘기를 10여 개 쥐고 돌리면서 땅 바닥에 흩으면 삘기대끼리 걸쳐진 빈 공간

이 생긴다. 여기에 삘기를 여러 개 쥐고 흩어진 삘기에 닿지 않으면서 땅에 세우면 그

수만큼의 삘기를 주는 놀이다. 5세 이상 15세쯤 되는 소년 소녀들이 날씨가 따뜻한 늦

봄부터 가을까지 보편적으로 즐기는 놀이가‘공기받기’이다. 이 지방에서는‘콩받기’,

‘콩줍기’혹은‘쪼시개’라고도 한다.     

○ 공기받기는 두 사람 이상 4명정도가 편을 갈라서 논다. 대추만한 둥그스름하게

생긴 돌을 5개 가지고 논다. 우선 누가 5개의 돌을 많이 손등에 얹었다가 받느냐에 따

라 먼저 시작한다. 돌 하나를 공중으로 던져 공중에 떠 있는 동안에 땅에 흩어진 돌을

줍고 던졌던 돌을 받는 놀이다. 이 공기받기에는 그 노는 법이 여러가지가 있다. 땅에

흩어진 돌 중에서 한 개씩 취하는 것을 한 알 집기 혹은 한 알 줍기라고 하고, 두 개씩

취하는 것을 두 알 집기 혹은 두 알 줍기, 세 개씩 취하는 것을 세 알 집기 혹은 세 알

줍기, 네 개를 취하는 것을 네 알 집기 혹은 모두 줍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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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에 다른 돌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고 나면 손등에 돌을 모두 얹었다가

받는 수에 따라 승부를 결정한다. 이 지방에서는 모두 집기를 하고 꿩알낳기, 가마솥걸

기, 밥퍼기 등의 어려운 공기받기를 하고 난 뒤에 손등에 돌을 얹었다가 받아서 승부를

결정하는 놀이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 놀이를 하면 날이 가물다는 속신이

있어 아이들이 이 놀이를 하면 어른들이 못하게 야단을 치기도 한다. 과거에는 공기의

알을 길가의 돌맹이를 주워서 하 으나 근년에는 프라스틱으로 만든 것을 판매하고 있

어 어린이들이 그것을 사서 즐기고 있다.   

(2) 사내아이놀이

나이 어린 5~6세의 사내 아이들은 봄이 되어 날씨가 따뜻해지면 양지바른 곳에서

‘눈싸움(眼爭)’을 하기도 하고, 보다 활동적인‘죽마타기’, ‘굴 쇠굴리기’, ‘바람개비

돌리기’등을 하고 신나게 논다.  

○ 눈싸움은 사내 아이들이 처마 끝이나 담벽같은 양지바른 데서 두 세 사람이 모

여서 하는 놀이이다. 두 사람이 서로 눈을 크게 부릅뜨고 누구든지 먼저 눈을 검뻑이면

지는 것으로 한다. 

○ 죽마타기는 따뜻한 봄철이나 서늘한 가을철에 사내 아이들이 잎이 붙은 2~3m

가량의 생대나무를 두 가랑이 사이에 넣고, 앞의 대 끝을 두 손으로 쥐고 말타는 시늉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뛰어노는 놀이다. 생대나무가 없는 아이는 기다란 대막대기나 대

비자루를 가지고 나와 놀기도 한다.

○ 굴 쇠는 원래 나무통을 매었던 대쪽으로 엮은 테를 이용하여 노는 놀이 다. Y

자의 나무막대로 대테를 굴리면서 논다. 뒤에는 자전거의 바퀴를 막대기로 굴리거나 철

사를 구부려서 쇠로 만들어진 굴 쇠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자루를 받혀 어 굴

리면서 놀았다. 굴 쇠를 굴리며 달리는 것 자체를 재미로 놀기도 하고, 굴 쇠가 넘어지

지 않고 오래달리기, 혹은 굴 쇠를 굴리면서 빨리달리기 등으로 시합을 하기도 한다.

○ 바람개비돌리기는 늦은 가을부터 이른 봄 사이에 바람이 살살 불면 사내 아이들

이 달리면서 바람개비를 돌리는 놀이다. 바람개비를 가지고 뛸 때 너무 더우면 기진맥

진하게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잘 놀지 않는다. 바람개비는 원래 댓잎 3개를 반으로 곱

쳐서 맞대고 끼워서 만들고 그것을 손가락 끝에 얹어서 달리며 돌리던 것이었다. 그것

이 종이가 흔해지자 주로 색종이(10∼15cm)를 네 귀퉁이에서 중심부를 향하여 베어(아

주 바싹 베지 않는다.) 하나씩 가운데 중심점에 모여서 못(1.5∼2cm)으로 찌른 다음,

막대기(25∼30cm)에 꽂아서 만들었다. 바람개비를 손에 들고 뛰어 다니면 바람으로 인

하여 돌아가므로 이 자체의 재미로 아이들이 손에 들고 뛰어 다니며 놀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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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되면 사내아이들이 물오른 나무가지를 가지고‘호뜨기’를 만들어 불면서 논다.

봄부터 가을까지 그늘에서는‘고누두기’를 하기도 하고, 산에 꼴을 베거나 나무하러 가

서‘낫치기’를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많이 모이면‘자치기’와‘씨름’등을 하며 야외에

서 놀았다.   

○ 호뜨기불기를 이 지방에서는‘횃때기불기’라고 한다. 이른 봄 나무가지에 물이

오르면 사내 아이들이 버드나무, 미루나무, 소나무 등의 가지를 꺾어 비틀어서 껍질을

뽑고 속대는 버린 다음, 그 껍질 끝을 칼로 엷게 다듬어서 호뜨기를 만들어 불면서 논다.

○ 고누두기는 이 지방에서‘꼰두기’라고 한다. 고누두기는 여러가지가 있어 그 종

류에 따라 노는 법이 각기 다른데 이 지방에서는‘넉줄고누’, ‘자동차고누’, ‘꽂을고누’

등을 주로 두고 즐겼다. 넉줄고누는 가로 세로 각각 네 줄을 긋고 쌍방이 각기 말 여덟

씩을 가지고 노는데 일직선상에 자기 말 둘에 상대방의 말이 하나가 있을 경우는 그 대

상의 것을 따 가진다. 이렇게 해서 전부 따서 먼저 다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자

동차고누는 자동차처럼 막 달릴 수 있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넉줄고누 판에 바퀴를 그

린 판을 쓴다. 

가장자리에 있는 말이 바퀴를 돌아서 상대방의 말을 잡아먹는 놀이다. 꽂을고누는

자기 말 셋을 나란히 놓으면 상대방의 말 하나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침을 발라 표를 하

여 그 자리에 다시 말을 놓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 고누는 바위에 그려서 놀이를 하

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하여 말을 더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면 말을 옮겨서 자

기 말이 셋이 나란히 놓이면 상대의 말을 하나 제거해 나간다. 말이 셋 이하가 되면 지

게 된다. 

○ 낫치기는 십여 세 이상의 꼴 베는 아이들이 잠깐 쉬는 동안에 하는 놀이다. 몇

명이 일정한 거리를 정하고 순차대로 낫을 던져 낫이 넘어지지 않고 낫 끝이 땅 속에 박

히어 꼿꼿이 서 있는 것을 이기는 것으로 하는 놀이다. 벤 꼴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경우

가 많다.

○ 자치기는 길이 50cm가량의 자 막대로 길이 20cm가량의 짧은 막대를 치면서 노

는 놀이다. 땅바닥에 깊이 5cm쯤, 길이 20cm 쯤의 홈을 파서 거기에 짧은 막대를 걸

치고 자 막대로 떠서 멀리 날린다. 이 때에 상대방이 날아가는 막대를 잡으면 공격수에

서 수비수가 된다. 막대가 떨어진 자리에서 수비수가 짧은 막대를 공격수에게 던지면

공격수가 자 막대로 쳐내어 진(鎭)에서 막대가 떨어진 자리까지 자 막대로 재어 둔다. 

그 다음은 홈에 짧은 막대를 비스듬히 걸치고 떠 있는 쪽을 자 막대로 치면 널뛰기

때처럼 새끼막대가 공중에 튀어 오르게 된다. 이것을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자 막대로 힘

껏 때려 친다. 그래서 새끼막대가 날아간 거리를 재어 승부를 결정한다. 

이 때도 수비수가 막대를 잡으면 수비수와 공격수가 교대를 하는 것이다. 날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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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직접 재지않고 짐작으로 거리를 가늠하기도 한다. 이 놀이는 운동효과도 있고,

목측하는 힘을 기르는 좋은 놀이지만 날아가던 자가 상대방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맞혀

다치는 수가 있어서 어른들은 아이들이 이 놀이를 하지 못하게 말렸다. 

○ 씨름은 봄철이 되어 산이나 들에 사내 아이들이 소 먹이러 가서 큰 아이들이 꼬

마들의 씨름시합을 붙이기도 하고, 이웃마을 아이들과 만나면 마을 대 마을로 씨름시합

을 하기도 한다. 여름이 되면 사내 아이들이 가장 신나게 노는 것이 바다나 강에서‘멱

감기’를 하는 것이다. 이 지방에서는‘해수욕’, ‘수 ’, ‘물놀이’등의 용어를 주로 쓴다.  

○ 멱감기를 이 지방 아이들은 도서지방 답게 주로 바다에서 한다. 단순히 수 을

하는 것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빨리 헤엄치기, 오래 잠수하기 등 시합을 하기도 하고,

잠수하여 바다의 해초인 잴피를 캐어 먹기도 하고, 우 쉥이 등을 채취하여 먹으며 즐

기기도 한다. 가을로 접어들어 더위가 가고 날씨가 서늘해지면‘제기차기’, ‘말타기놀

이’등을 놀기 시작하고 가을걷이가 끝난 논에서‘못치기’등을 하고 놀다가 어름이 얼

면 그 위에서‘팽이치기’를 즐긴다.  

○ 제기차기는 제기를 가지고 발로 차는 놀이다. 제기는 엽전이나 구멍이 난 주화

(鑄貨)를 한지로 접어서 싼 다음, 가운데 구멍을 뚫어 거기에 종이의 양끝을 꿰고 그 끝

을 여러 갈래로 찢어서 너풀거리게 한 놀이기구다. 제기는 비단으로 만들기도 하고, 가

죽조각을 엽전크기로 오려서 엽전 아래위에 붙이고 가운데에 대롱같이 생긴 것을 세워

서 거기에 닭이나 꿩의 깃을 꽂아서 만들기도 하 다. 제기는 흔히 어린이들 스스로 만

들어서 놀았으나 근년에는 상점에 플라스틱과 비닐로 만든 제품을 팔고 있어 그것을 사

용한다. 종이나 비단의 술을 만들거나 새깃을 붙이는 것은 발로 차 올린 제기가 떨어져

서 그 바닥이 발에 잘 맞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놀이는 축국(蹴鞠)에서 발전된 놀이라고 한다. 제기의 놀이방법은 한 번 차고 땅

을 딛고, 또 차고 땅을 딛는‘땅강아지(외발차기)’, 두 발을 번갈아 가며 차는‘양발지

기(양발차기)’, 한 쪽 발을 땅에 딛지 않고 계속 차는‘헐랭이(발들고 차기)’등이 있

다. 시합은 이 한 가지 혹은 세 가지를 모두 차서 많이 차는 사람이 이긴다. 기술이 숙

련되면 한번 차서 입에 물었다가 다시 차는‘물지기’, 키를 넘게 올려 차는‘키지기’,

차서 머리에 얹었다가 떨어뜨려 차는‘언지기’등을 한다. 

혼자서 제기차기를 즐기기도 하고 두 사람이 많이 차기를 시합하여 진 쪽에서는 종

들이기(종지기)라 하여 상대의 서너 걸음 앞에서 제기를 발부리에 던져 주면 이긴 사람

이 이것을 멀리 찬다. 이 때에 이긴 사람이 헛발질을 하거나 찬 제기를 진 사람이 받으

면 다시 시작한다. 여러사람이 둘러서서 자기 앞에 오는 제기를 차다가 제기를 못차고

헛발질을 하면 종이 되어 앞과 같이 하기도 한다. 이 놀이는 소년들이 운동이 부족한 겨

울에 노는 활동적인 놀이로 가장 보편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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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타기놀이는 두 패로 나누어서 하는데 한 패가 보통 4~5명씩 된다. 먼저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진 편이 말(馬)이 되고 이긴 편이 타는 편이 된다. 진 편 중에서 한 사

람은 담에 기대어 마부가 되어 서고, 나머지 사람들은 허리를 구부리고 양손으로 앞 사

람의 허리를 제각기 꽉 쥐고 있으면 타는 사람들이 모두 차례차례 달려와 등위에 뛰어

올라탄다. 그리하여 말탄 맨 앞사람이 마부와 가위 바위 보를 하여 몇 번이든지 이긴 편

은 말을 타게 되고, 진 편은 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말을 탈 때에 말 탄 사람을 태운

채 말이 넘어지거나 말이 된 사람들이 서로 붙잡은 손을 놓아 사이가 벌어져 사람이 빠

지게 되면 지는 것으로 되어 다시 말이 되는 것이다. 

○ 못치기는 사내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2~3명씩 어울리어 가을철에 많이 논다. 원

래 이 못치기는 길이 50cm, 지름 6cm의 통나무의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사용하 다.

한일합방 이후 금속성 못을 사용하게 되었다. 작은 못도 사용하지마는 이 지방에서는

대개는 큰 못(선박을 건조할 때에 사용하는 대장간에서 만든 못)을 오른손 앞 세 손가락

사이에 못대가리를 끼워서 잡고 땅에 내리쳐 던져 뾰족한 끝이 박히게 함과 동시에 상

대자의 박힌 못을 넘어뜨려서 따 가지는 놀이다. 

○ 팽이치기는 겨울이 되면 길바닥에서도 놀지만, 얼음 위에서 많이 한다. 보통 길

이 6cm, 지름 4cm의 통나무를 갸름하게 깎으면서 끝을 뾰족하게 하여 팽이를 만들고,

막대기 끝에 헝겊 오락지를 잘 빠지지 않게 매어 채를 만들어 이것으로 팽이를 치면서

논다. 팽이를 왼손에 쥐고, 오른손에는 팽이채를 들어 팽이채 오락지로 팽이 허리를 친

친 감아 가지고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동시에 그 팽이는 땅바닥을 향하여 떨어뜨리면서

빙빙 돌리고 이것이 넘어지지 않고 계속 회전하도록 팽이채로 자주 때린다. 

아이들은 자기 팽이가 다른 동무의 팽이보다 더 오래 돌기를 힘쓰는 동시에 이것으

로 시합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두 팽이를 접근시키어 부딪히게 하여서 먼저 넘어지는

팽이가 지는 것으로 하는 시합을 하기도 한다. 근년에는 이 팽이를 기계로 깎아서 판매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 겨울이 접어들면 사내 아이들은‘연날리기’를 시작하지마는

이 놀이는 정월 명절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돈치기’는 여느 때도 하지마는 설날

세뱃돈을 두둑이 받는 시기에 많이 한다. 

○ 연날리기는 이 지방에 성행하는 놀이의 하나다. 왜냐하면 도서지방이라 바람이

늘 불고 바다쪽으로 트여서 장애물이 없어서 연날리기를 하기에 알맞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들은 어른이 만들어 주거나 연상의 소년들이 만드는 것을 거들어 주면서 연 만들기

를 배우기도 하고 합작하여 만들어 띄운다. 어린 아이들은 가오리연이나 문어연을 주로

띄우고, 소년기에 접어들면 주로 방패연을 띄운다. 방패연은 그 문양에 따라서 머리연,

삼봉산연, 에당가리연, 기바리연 등으로 불린다. 연날리기 기법은 높이 날려 올리기 정

도는 초보에 속하고, 탕건을 주어서 연을 거꾸로 베겼다가 지상 가까이에서 올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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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머리를 옆으로 돌려서 계속 가게하는 등 연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기술을 수준 높은

기술로 친다. 

지상가까이 옆으로 나는 것을“논두름 센다.”혹은“이랑 센다.”고 한다. 그리고 시

합은 연줄을 걸어서 베어 먹는 것인데 이것을 위하여 연줄에 사기나 유리 분말을 밥풀

혹은 부레풀로 입힌다. 정월 보름날이 되면 연에“송액(送厄)”혹은 자기 이름과 생일생

시를 써서 멀리 날려 보내거나 달집과 함께 태워서 없앴다. 이것을“액 띄워 보낸다.”고

한다. 정월 보름이 지나면 연을 띄워서는 안 된다. 연을 띄우면 백정이라는 욕을 듣게

된다. 

○ 돈치기는 두 사람 이상이 땅바닥에 반달형을 그리고 그 안에다 자그마하게 구멍

을 파 놓고 5~6m 떨어진 자리에 줄을 긋는다. 이곳에서 한 사람이 동전 하나씩 던져

서 구멍에 들어 간 것을 첫째로 하고, 구멍에서 가까이 던진 사람이 다음 차례가 된다.

그리고 놀이하는 사람들이 내어놓은 동전을 모아 쥐고 그 구멍에 던진다. 그리고 구멍

의 안이나 그 밖에 있는 돈을 상대방이 지정을 해주면 정해 둔 동그스름한 돌을 던져서

그 돈을 맞히면 맞힌 돈을 한 푼 따 가지고 또 계속하는 것인데 맞히지 못하면 다음 사

람이 번갈아 가면서 노는 것이다. 

이 놀이는 정신의 집중력, 거리의 측정력 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지마는 지나치

면 도박성을 띄기 때문에 어른들이 금하여 정월 명절에나 놀았다.

계절과 관계없이 사내 아이들이 사철하는 놀이로는‘돌팔매질’, ‘반디치기놀이’, ‘엿

치기’, ‘팔씨름’등을 들 수가 있다. 

○ 돌팔매질은 사내 아이들이 야외에서 수시로 하는 놀이다. 밤알 만한 돌을 멀리

던지기 시합을 하기도 하고, 조금 길쭉한 돌을 머리 위에서 아래로 눈 앞까지 빠르고 힘

차게 후리치면서 과녁을 맞치는 시합을 하기도 한다. 과녁을 맞히는 놀이는 자라서 어

른들의 석전으로 발전되었다.  

○ 반디치기놀이는 돌 팔매질의 일종이지마는 지름 4~5cm정도의 조금 납작한 둥

근 돌을 수면으로 던져서 물 위로 돌이 스치며 튀어 올랐다가 다시 물 위로 스치고 뛰어

오르게 하는 놀이다. 스쳤다가 튀어 오르는 회수에 따라 승부를 겨루는 시합을 하기도

한다. 도서지방에 사는 사내 아이들의 특징적인 놀이라고 할 수 있다.    

○ 엿치기는 사내 아이들이 두 세 명씩 길거리에서 엿장사를 붙잡아 놓고, 각자가

여러 엿가락 중에서 엿가락의 구멍이 가장 크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골라서 꺾어 비교하

여 구멍이 큰 사람이 이기고, 작은 사람이 지게 되어 엿 값을 물게하는 놀이다. .

○ 팔씨름은 두 사람이 서로 마주앉아 팔 오금을 마루나 책상위에 대고 서로 손바

닥을 맞잡고 힘을 주어 시합을 하여 넘어간 쪽이 지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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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자아이 놀이

4~5세정도의 어린 여자 아이들은 날씨가 추울 때는 방안이나 마루같은 곳에 앉아서

주로‘손바닥치기’, ‘실뜨기’등을 하며 논다. 날씨가 풀리면 마당에 나가 활발하게‘줄

넘기’를 하고 땅바닥에‘땅재먹기’를 하기도 하고, 모래밭이 있으면‘두껍이집짓기’를

하며 논다. 

○ 손바닥치기는 어린 계집 아이들이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양쪽 손을

서로 마주치면서 노는 것이다. 이럴 때“저기 가는 저 기러기”등 여러가지 동요(童謠)

를 부르면서 논다. 

○ 실뜨기는 여자아이 두 사람이 실을 한 발 가량 길게 끊어서 양끝을 매어 이 실을

양손에 평평하게 당긴 후 실을 한 번씩 손바닥에 감는다. 실을 감은 후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으로 왼손 바닥에 한번 감긴 실을 당기고 왼손가락으로는 오른손 바닥에 감긴 실

을 당기면 양쪽 ×형 모양으로 걸쳐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실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서 안으로 밖으로 뒤집어서 실이 맺히지 않도록‘젖가락’, ‘절구

통’등의 모양으로 짜가며 노는 놀이다.

○ 줄넘기는 소녀들이 마당 혹은 골목에서 세 사람 이상이 논다. 5m가량의 가느다

란 새끼줄를 양편에서 서로 잡고 선다. 줄을 붙잡는 사람 두 사람은 술래인 셈이다. 줄

이 땅에 끌리게끔 양쪽에서 서로 잡고서 땅을 스치며 공중을 둥 게 원을 그리면서 돌

린다. 그러면 술래가 아닌 사람은 이 줄이 둥 게 돌리는 순간을 이용해서 줄에 닿지 않

게 그 원 안에 들어가 한 번 뛰고서 또 그사이 급히 빠져 나와야 한다. 

그러면 한 번 돌리는 사이에 한 사람이 또 한 번 돌리는 사이에 또 한사람,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잘 못하여서 줄이 몸에 걸리어 돌릴

수 없게 되면 그 사람이 술래가 된다. 

○ 땅재먹기는 여자 아이들이 나무그늘 밑 그리 무르지 않은 평평한 땅 바닥에서

제각기 동 납작한 돌 조각이나 질그릇 깨진 조각을 둥 게 다듬어서 그것을 가지고 노

는 놀이다. 먼저 땅바닥에 지름 1~2m의 원을 그리고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이긴 사람

은 원의 한 귀퉁이에서 돌 조각을 퉁겨서 그것이 간 자리에서 원의 안쪽에 엄지손가락

과 가운데 손가락을 뻗어 돌려서 원을 그리고, 그 그린 땅바닥을 자기의 소유로 한다. 

이와 같이 차례로 몇번이고 되풀이 하여 땅 바닥의 좁아진 편, 또는 완전히 다 빼앗

긴 편을 진 것으로 하는 것이다. 

○ 뚜꺼비집짓기는 여자 아이가 모래밭에서 모래를 한 무더기 모아 그 속에 한 손

을 집어넣고 위에서 한 손으로 토닥거려 모래를 단단하게 한뒤 집어넣은 손을 빼어 모

래가 무너지지 않고 공간이 유지되게 하는 놀이다. 한 손으로 모래를 두들기면서“두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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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두껍아 새집 줄게 헌집 도라.”라고 동요를 부르기 때문에 두껍이집짓기라고 한다.

마을에 따라서는“깡챙이야 깡챙이야 새집 줄게 헌집 도라.”라고 노래하는 곳도 있

어‘까치집짓기’라고 도 한다. 6~7세 이상 나이가 든 여자 아이들은 봄이 되면 마을

의 공터에서‘돌차기’를 하거나 산야에 나가‘풀각시놀음’을 하고 논다. 

○ 돌차기는 골목이나 나무밑 그리 무르지 않는 평평한 땅 바닥에서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제각기 납작하고 손바닥만한 차기 좋은 돌을 장만하여서 노는 놀이다. 사람

이 많을 경우에는 편을 갈라서 한다. 먼저 땅 바닥에 가로세로 줄을 그어 칸을 만들고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이긴 아이부터 시작한다. 처음에 돌을 첫째 칸에 놓고 한 쪽 발로

뛰어서 차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리고 둘째, 첫째 칸으로 나오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어놓은 줄에 돌이 닿거나 잘못 차서 칸 밖으로 나가면 그 다음 사

람이 하게 된다. 이리하여 많은 수를 올리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 풀각시놀음은 따뜻한 봄날 비단가리같은 풀이나 마늘을 가지고 몸통부분을 잘게

갈라서 머리를 땋아 비녀를 꽂아 쪽을 지어 인형을 만들어 노는 놀이다. 헝겊 조각으로

나무 조각에다 노랑 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만들어 입히어서 새각시 모양으로 만들기도

한다. 소녀들은 여름이 되어 꽈리가 익으면‘꽈리불기’를 하며 놀기도 한다. 

○ 꽈리불기는 소녀들이 꽈리열매에 구멍을 내어 속에 든 씨앗을 꺼내 버리고 입안

에 넣어서 그 속에 공기를 불어 넣고 구멍을 입술에 대어 누를 때마다 소리가 난다. 꽈

리불기는 이 소리가 나는 것을 재미로 하는 놀이다. 이 지방에서는 꽈리 대신에 개상어

내장의 하나로 고무질의 주머니가 나오는데 내용물을 빼어 버리리고 구멍을 뚫어 꽈리

처럼 불며 노는 것이 도서지방다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 더 나이든 소녀들은 평소에 바깥출입을 삼간다. 그러다가도 추석이나 정월 대

보름같은 명절에 달이 뜨면 마을의 공터에 나와서‘꼬리잡기’, ‘달구잡이’등을 하며

즐긴다.

○ 꼬리잡기는 소녀들이 십여 명 모여서 달밤에 하는 놀이다. 먼저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술래가 된 사람은 머리가 되어 맨 앞에 서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그 뒤에 한

줄로 서고,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길게 매달린다. 그러면 앞에 선‘술래’가 맨 끝에 있

는‘꼬리’를 잡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술래가 꽁지를 잡으면 꽁지는 술래가 되고,

술래는 머리가 되며, 그 전 머리는 머리 다음에 선다. 그러나 만일 잡지 못하면 꼬리를

잡을 때까지 계속한다. 

○ 달구잡이는 여러 아이들이 가위 바위 보를 하여 맨 끝에 진 아이를 ●(삵괭이)으

로 정하고, 다음 진 아이를 닭으로 정한다. 나머지 아이들은 손을 잡고 둥 게 둘러서서

그 가운데에 닭을 두고 둘레 밖에 ●으로 하여금 닭을 잡게 하는데 손을 잡고 선 아이들

이 방어를 해 준다. 닭이 잡히면 ●이 되고 다시 놀이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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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른 놀이

(1) 남자 놀이

남자 어른들은 평소에 일하기에 바빠서 놀이를 즐길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래서

명절 때에나 세시풍습의 하나로 놀이를 하 다. 추석과 정초 등 명절에는‘풍물놀이(지

신밟기)’가 대표적인 놀이다. 마을에 풍물패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마을의 명절 분위

기다 달라진다. 이 기간에‘윷놀이’도 많이 한다. 추석 전후에 읍내에‘석전놀이’와‘소

싸움’, ‘씨름대회’등이 벌어진다. 정월 보름날에 거제구읍과 둔덕면 학산리에서‘오광

대’를 놀았다고 한다. 

○ 풍물놀이는 과거에 거의 모든 마을이 풍물을 마을의 공동 재산으로 동사에 보관

하고 있을 정도로 성행하 다. 원래 악기를 풍물이라 하고 그것을 연주하고 노는 일을

풍물이라고 하 지만 일제가 그 기능과 의미를 축소할 목적으로 농군의 음악, 혹은 농

사지을 때 치는 음악이라는 뜻으로 농악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여 이 용어가 일반인에

게 보편화되었다. 이 지방에서도 달집을 태우면서 풍어를 기뻐하며 풍물을 울리고 노는

등 여러가지 경우에 풍물을 치고 놀지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초부터 보름까지 당산

에 가서 당산굿을 치고 마을의 각 가정을 돌며 축원을 해 주는 지신밟기다. 

이것을 이 지방에서는‘메구’혹은‘메구친다’고 한다. 편성은 상쇠, 징이 하나, 장

고와 북이 두 셋, 그리고 소고가 네 댓 명으로 간단히 구성되고 잡색은 사대부, 팔대부,

각시, 꿩포수정도 다. 각 가정에 가서는 먼저 대문풀이를 하고 성주풀이, 조왕풀이, 장

독풀이, 고방풀이, 마구간풀이, 새미풀이, 통시풀이 순으로 축원을 해 주며 논다. 그 때

에 주인이 내어놓는 전곡(錢穀)은 마을의 공동 경비로 쓴다. 

○ 윷놀이는 남자들의 보편적인 놀이로 평상시에도 했으나 주로 정월 명절과 추석

에 많이 하 다. 윷은 큰 장작윷과 작은 밤윷이 있는데 이 지방에서는 밤윷을 가지고 옥

외에서 놀이를 하 다. 중부 이북지방에서는 장작윷으로 실내에서 여자들도 윷놀이를

하 으나 이 지방에서는 여자들이 윷놀이를 하지 않았다. 멍석에 숯으로 윷판을 그리

고, 윷을 조그마한 공기에 넣어 휘두르다가 멀리 던진다. 놀이방법은 4개의 말을 쓰는

것으로 지금도 행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 석전놀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편을 갈라서 돌맹이를 던져 싸우는 투석전을 가

리키는데 이것을 돌싸움(石戰) 혹은 편싸움(便戰)이라고도 한다. 거제지방의 석전은 이

것과 젼혀 다른 놀이로 돌을 던져서 과녁을 맞치는 놀이다. 그래서 석전(石箭)이라 쓰기

도 하고 척사(擲射)라 말하기도 한다. 이 놀이는 남자 아이들의 돌 팔매질의 과녁맞치기

놀이가 발전된 것이기는 하나 이 지방에 이 놀이가 성행하게 된 까닭을 역사적인 맥락

에서 찾을 수 있다. 고대 전쟁에서 돌 팔매질은 중요한 공격수단의 하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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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이후에 투석놀이에 임금이 직접 관람을 하 다는 기록이 많이 나오고, 고려

시대도 돌 팔매질을 전문으로 하는 부대를 투석군(投石軍) 혹은 투석반(投石班)이라고

하여 군대조직으로 편성하 다. 고려 의종이 정중부의 난으로 이 지역에 유배되어 폐왕

성을 축성하 을 시기에도 왕군의 편성에 이런 군대조직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도 폐왕

성의 산중에는 나지 않는 해변의 몽돌이 많이 산재하고 있는 것은 이런 군대가 사용하

기 위하여 운반해 둔 것으로 사료된다. 

이 군대가 기술연마와 향상을 위하여 석전대회를 개최하 는데 이것이 이 지역의 민

간에 전해져서 오늘날과 같은 석전놀이로 정착되었다고 보여진다. 특히 왜구가 자주 출

몰하는 이 지역에 민간의 자위 수단으로 석전이 절실히 요구되어 더 성행하 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래는 석전대회가 추석 전후에 읍내나 면사무소 소재지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근년에는 옥포승첩기념 제전같은 시 단위의 행사에 개최되어 전승되고 있다.

놀이방법은 길이 2m, 지름 6cm 가량의 철봉을 세워 과녁을 삼거나 축구골대같은 것에

길이 15cm, 지름 3cm가량의 철봉을 매달아 과녁을 삼고 20m 거리에서 맞히는 경기다. 

개인 또는 단체전으로 한 사람이 10개의 돌을 준비하여 1회에 5개씩 국궁시합의 진행

방식으로 돌맹이를 던져 많이 맞치는 경기다. 길이 10cm, 지름 3cm정도의 고구마처럼

길죽한 돌을 주먹으로 쥐고 야구 투수가 직구를 꽂는 투구방식으로 던진다. 돌살이 과

녁을 명중하면 국궁대회처럼 기생이 창을 하고 춤을 추며 흥을 돋운다. 첫 번째 돌이 명

중하면“아무개 1시(矢) 초에 관중(貫中)이오.”라고 하고 두 번 명중하면“아무개 ○시

에 지화자, 지화자”라고 하고, 세 번 명중하면“아무개 ○시에 꽃봐라 꽃봐라”라고 하고

네 번 명중하면“아무개 ○시에 돈봐라 돈봐라”라고 하고, 다섯 개의 돌이 모두 명중하

면“아무개 5시 5중이요”라고 창을 하고 권주한다. 

민속놀이가 대개 다른 지역과 같은 것이거나 비슷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 석전놀이는

거제지방의 특색있는 놀이로 역사적 의미와 체육적인 효능도 있는 것이므로 전승시켜서

이 지역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육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소싸움은 봄부터 아이들이 소를 먹이려고 산에 올라 산등성이에서 이웃마을 아

이들과 만났을 때에 마을대항으로 한다. 그러다가 추석을 기하여 읍내 혹은 면사무소

소재지에서 소싸움대회가 열린다. 이것은 봄부터 누구 집 소를 잘 먹여서 길 는가 하

는 축산장려의 의미를 담았던 것이었다. 이것이 재력과 세도 자랑으로 변하여 일부러

싸움소를 길러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 장원한 소가 목에 비단을 감고 풍악을 울리며

마을로 돌아오면 온 마을이 축제분위기가 된다. 

○ 오광대가 거제구읍과 둔덕면 학산리에서 1930년대 전후로 정월 보름날에 연희하

다는 사실이 조사되었다. 이 거제오광대와 학산오광대는 그 놀이방법과 내용이 통

오광대와 유사하다고 하나 전승이 단절되었고, 그 내용도 자세히 전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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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일반 서민들이 평상시에 노는 오락은‘장기’나‘투전’정도 다. 투전은 도박

성이 강한 것이라 이것을 즐기는 사람을 마을에서 놀음꾼으로 치부하 다. 지금은 바둑

이 일반 서민들도 즐기는 오락이 되었으나 과거는 생활과 시간의 여유가 있는 유한계층

의 놀이 다. 여름에는 마을 장정들이 공동으로 바닷가에서 횃불보기를 하여 놀았다. 

○ 장기는 서민이 여름에 고된 일을 하다가 쉴 때에 나무 그늘에서 일반적으로 널

리 즐기던 오락이다. 장기 말은 나무막대를 톱으로 썰어서 먹으로 자를 쓰거나 자

자리를 음각하여 썼다. 노는 방법은 오늘날과 같다. 

○ 투전은 화투가 일본에서 들어와 보편화되기 전에 행하던 도박성 놀이다. 창호지

를 여러 겹 붙여서 마분지처럼 두껍게 만든 다음 길이 18cm, 너비 1.5cm 정도의 크기

로 자르고 거기에 인물, 새, 동물, 벌레, 물고기 등의 형상과 쉿귀 등의 그림으로 끗수

를 그려 기름에 절인 것이다. 그 끗수의 모양은 티벳 문자처럼 보인다. 1에서 10까지의

끗수를 50장, 60장, 혹은 80장을 한 목으로 한다. 놀이의 내용에 따라 80장을 다 쓰거

나 줄여서 40장 혹은 25장만 쓰기도 한다. 

놀이방법이 여러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40장을 가지고 노는‘짓구땅’이 가장 일반

적이다. 선(先)이 판꾼들에게 한 장씩 돌려가며 5장을 나누어 주면 판꾼이 각기 3장을

모아 10, 20, 30을 만들어 짓고 나서 나머지 2장으로 이어지는 수에 따라 승부를 결정

한다. 2장의 합한 것의 한 자리 수가 높으면 이긴다. 나머지 2장이 같은 수가 같으면

‘땡’이 되고 이 경우도 수가 높은 것이 이긴다. 

○ 바둑은 광복 전까지 순장(順丈)바둑이라는 재래식 방법으로 두었다. 대국하기

앞서 각각 8점씩 16점을 일정한 곳에 미리 놓는 초석을 끝낸 다음 두기 시작한다. 따라

서 이 순장바둑은 초석으로 말미암아 창의성과 기술의 한계가 있어 광복과 더불어 오늘

날과 같은 방법으로 두는 것이 성행하자 사라졌다. 신선이 바둑을 두는 것을 구경하다

가 도끼자루가 썩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바둑은 시간을 오래 끌기 때문에 과거에

는 생업에 매달려야 하는 일반 농어민들은 거의 두지 않았고, 생활과 시간에 여유가 있

는 노인층이나 즐기는 놀이 다. 

○ 횃불보기는 어촌의 청장년들이 5~6명씩 모여 여름밤에 즐기는 놀이다. 썰물 때

에 바닷가에 횃불을 들고가면 쭈꾸미, 게 등이 불을 보고 오거나 달아난다. 이런 것들을

잡아서 삶아 안주로 삼고 술을 마시고 즐기는 것이다.    

(2) 여자 놀이

성인 여자들은 과거에 내외를 하여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으므로 평상시에는 거의 놀

이를 즐기지 못하고 명절에만 놀이를 할 수 있었다. 단오와 추석에‘그네뛰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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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추석날 밤에‘기와밟기’, ‘놋다리밟기’, ‘고사리꺾기’, ‘강강술래’등을 하고 놀았고

정월명절에‘널뛰기’를 하 고, 정월 보름날 밤에‘다리밟기’를 하 다. 

○ 그네뛰기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의 처녀들과 부인들은 단옷날

에 주로 놀았으나 이 지역에서는 원래 단오보다 추석을 크게 지내기 때문에 추석에 많

이 하 다.  대개 마을 뒷산 큰 나무의 가지에 그넷줄을 매고 그네를 뛰었다.    

○ 기와밟기는 추석날 휘 청 달이 밝으면 부녀자들이 일렬로 서서 구부려 앞사람

의 허리를 잡는다. 그리고 한 사람을 양쪽에서 사람이 부축하여 세우고 그 위를 앞소리

를 부르면서 걸어가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뒷소리를 받는 놀이다. 이 때에 부르는 기와

밟기노래는“어데 어데 손인고 / 경상도 손이네 // 웃지 웃지 왔느냐 /  미역 캐려 왔느

네 // 몇닷단/캤는고 // 쉰닷단캤는네 // 날한단 / 주라모 // 관진에 /다바쳤네”라고 교

환장을 부르는데 그 노랫말에 지역성과 가렴주구를 당하는 생활상이 잘 표현되어 있다.

위의 사람이 끝까지 걸어가면 다음 사람이 또 시작한다. 

○ 놋다리밟기는 기와밟기와 같은 형식의 놀이인데 거제의 가조도에 옛날에 놋쇠로

만든 다리가 놓여 있었다는 전설에 따라“가지매 놋다리…”라고 부르는 민요를 하는 점

이 지역적인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 고사리꺾기는 달밤에 처녀들이 옆 사람과 손을 잡고 거의 둥 게 선 뒤에 앞선

사람이 고사리꺾기노래를 하면서 손과 손을 잡은 팔 사이를 고개를 숙이고 끼어서 나가

면서 부르면 다른 사람들이 뒷소리를 받으며 즐기는 놀이다. 

○ 강강술래는 추석날 밤에 부녀자들이 손과 손을 잡고 원형으로 돌면서 뛰고 춤추

면서 목청좋은 사람이 앞소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뒷소리를 받는 놀이다. 이 지역의

강강술래는 호남지방의 것에 비하여 단순한 편이지만 중년 부인들까지 참여하여 흥취있

게 노래하고 놀았다고 한다. 

○ 널뛰기는 긴 널빤지의 한가운데에 짚단(혹은 가마니)이나 흙을 도둠하게 궤고

양 끝에 한 사람씩 올라서서 마주보고 번갈아 뛰면서 즐기는 여자들의 대표적인 놀이

다. 이 놀이는 설 명절에 노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혹 추석에도 놀았다. 처녀시절에 널뛰

기를 하지 않으면 시집가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거나 정초에 널뛰기를 하면 일년 내내

발에 가시가 찔리지 않는다는 속신도 있다. 놀이에 사용하는 널의 크기는 대체로 길이

2m, 너비 30cm, 두께 5cm정도로 가운데에 짚단이나 가마니로 고이거나 더 높이 안정

적으로 뛰기 위하여 널 양쪽 끝부분의 흙을 파서 가운데를 높혀서 뛰기도 하고 널의 가

운데에 한 사람이 앉기도 한다. 

두 사람의 몸무게가 차이가 날 때에는 체중이 적은 사람 쪽으로 널을 많이 주어서

균형을 이루어 뛴다. 한 사람이 뛰어 올랐다가 내리 디디면 그 힘의 반동으로 상대방이

뛰게 되는 것을 서로 반복하면서 놀이를 계속한다. 놀이 자체를 즐기기도 하고 널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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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를 부르면서 뛰고 놀고, 뛰어 오를 때에 팔이나 가랑이를 벌리는 재주를 부리기도 한

다. 승부는 한 쪽 사람이 힘껏 굴려서 상대방이 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으로 한다.

이 놀이는 개인간의 승부로 놀기도 하고 여러사람이 두 편으로 나누어 승부놀이를 하

기도 한다. 널뛰기놀이는 힘을 주어 디디고 솟는 만큼 다리에 힘이 있어야 하고, 오르

내릴 때에 신체의 균형을 잡아야 하므로 신체단련에 도움을 주는 운동으로서 체육적인

의미도 있을 뿐 아니라 한국여성의 활달한 기상을 길러주는 정신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3) 마을전체 놀이

마을 사람들이 명절뿐만 아니라 경사시에 모여서 놀 때에‘쾌지나칭칭’을 노래하며

춤추며 흥을 고조시켰다. 

○ 쾌지나칭칭은 명절뿐만 아니라 풍어 등 기뻐서 놀 때에 가장 자주 부르는 노래

다. 이것은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소리꾼이 소리를 메기면 다른 사람들이

뒷소리를 받는 선후창으로 부르면서 손을 놀리면서 발을 구르는 동작도 한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쾌지나칭칭은 정형화된 놀이는 아니지만, 단순 민요가 아니라 놀이의 단계로

발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 전체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동놀이는 명절에 행해진

다. 정월 보름날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여‘줄다리기’를 하기도 하고, 부녀자들이

주류를 이루어‘다리밟기’를 하고 남자들이 주동이 되어‘달집태우기’를 하 다.  

○ 줄다리기를 칠천도에서 30년 전까지 행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도 상당히

널리 분포된 것으로 짐작된다. 정월 보름날 마을과 마을 혹은 길을 기준으로 동서로 나

누어 줄다리기를 한다. 동편이 숫줄이 되고, 서편이 암줄이 된다. 숫줄을 암줄 고 속으

로 넣고 비녀목을 걸면 거의 인원제한 없이 온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여 줄을 잡아 당긴

다. 승리하는 쪽의 농사가 풍년이 된다고 한다. 

○ 다리밟기는 정월 보름날 저녁에 달이 뜨면 마을 사람들이 다리를 밟으러 간다.

그러나 주로 부녀자들이 많이 참여한다. 강에 놓여 있는 다리(橋)와 사람의 다리(脚)가

발음이 같으므로 자기 나이 수대로 다리 위를 왕복을 하면서 밟으면 다리 병이 생기지

않고 튼튼해진다고 하는 속신이 있다. 자기 나이 수대로 왕복을 하기 위하여 주머니에

콩이나 팥같은 곡식이나 작은 돌맹이를 자기 나이 수에 맞추어 주머니에 넣고 가서 한

번 지날 때마다 강물에 던지기도 하 다.  

○ 달집태우기는 정월 보름날 소나무의 가지들을 쌓아 달집을 만들어 달이 뜰 때에

불을 지르고 그 주위를 풍물을 울리며 노는 놀이다. 이 때에 액을 보낸다고 그 날까지

띄우던 연을 함께 태우기도 하고 몸에 좋으라고 달집이 탈 때에 콩을 볶아 먹기도 한다.

이 놀이는 6. 25동란 이전까지 각 마을에서 성행하 으나 산불 방지책으로 관에서 금지

하여 지금은 행하는 마을을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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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속놀이의 전승과 연희화

전통 민속놀이와 오락은 장기, 바둑 등 오늘날까지 전승되는 것도 있지만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부분 그 전승이 어렵게 되었다. 민요와 제의도 그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

러나 그 중에서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전승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런 의미에서 민속놀이도 현대의 놀이마당에 알맞게 연희화하여 공연하기도 한다.

민요와 제의는 옛 그대로의 노동현장과 제의 공간에서 수행할 수 없어 공간설정을 하

고 동작을 연희화하여 민속놀이로 공연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보존과 공연을 위하여 연

희화하여 공연한 것을 기술한다. 

1) 풍어놀이

(1) 유 래

풍어놀이는 사면이 바다인 거제의 갯마을에서 고기가 잘 잡히고 온 마을의 안가태평

을 비는 풍어제로 바닷가에서 배를 띄워 두고, 선왕기와 만선기를 꽂고 온 마을주민이

흥겹게 놀면서 뱃노래를 하는 것이다. 이 놀이는 정월 보름부터 이월중에 행해지는 민

속놀이이다.

(2) 진행순서

① 입 장

배가 앞서고, 뒤에 농악팀과 동민이 따라 오면서 농악에 맞추어 둥실둥실 춤

을 춘다. 

배가 정지하고 배 주위에 둘러서서 대중에게 인사한다.

농악팀이 퇴장하여 한곳에 정열하고 뱃노래가 시작된다.

② 용왕굿(배고사)

배 안에서는 그물을 정리하고 깃발을 손질한다. 

배 선주 내외가 배 앞에 제물상을 갖다두고 고사지내는 형식을 취할 때, 온

동민이 절하고 국궁하면서 전부 땅에 엎드리고 있다.

유교식(노인이 유세차하며 축문을 읽음)

국 궁: 두 손을 앞으로 공손히 잡고 허리를 구부리는 모습

③ 그물당기기

어부가 배 밑의 그물을 양쪽에서 배 위로 끌어 올리고 배 위에서는 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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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 당기면서 앞소리 뒷소리로 노래한다. 

선주 내외, 어린아이, 쪽대든 여인, 함지나 바구니를 이고있는 여인, 늙은

노인, 올린머리 노파, 처녀, 총각, 머슴, 곱사, 멍청이, 갈구리든 어부, 그물

을 손질하는 노인 등은 그물가에서 노래에 맞춰 춤추면서 뒷소리를 따라 한다. 

④ 뱃노래 (앞소리는 마이크 앞에서 남녀)

노래에 맞추어 둥실둥실 춤을 춘다.

호, 호호, 호호야, 에에야 되야

⑤ 고기 잡을 때

동해수라 맑은 물아

서해수라 맑은 물아

2) 풍어제 및 용왕굿

(1) 유 래

우리의 뱃노래는 없어진지 오래다. 1800년 후반기에 한·일어업 통어협정으로 일본사

람들이 우리의 어장을 점유하고 일본식의 어업을 하 다. 이로 인해 어로작업 방법과

어요(漁謠)가 일본화되었다. 어업이 될만한 곳은 대부분 일본사람들이 차지하 으나 다

행히 연초면 한내리에는 재래식 어업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 반농·반어로 생

활하던 사람들에 의해 우리의 뱃노래가 전래되고 있었다. 한내리는 마을 앞에 모감주

숲이 있으며 이 곳에서 작은 어선을 만들고, 그물을 손질하 다. 그리고 풍어를 기원하

는 기원제를 올리었다. 우리의 뱃노래는 곡이 느리고 서정적이다.  

(2) 진행순서

① 제1장(행선) 5∼6분

어기야 듸야 어기야 듸야 어기야 듸야

○ 배가 물 위에서 서서히 떠나간다.

○ 배 위에서 그물을 깔면서 하는 소리

호호야 에해야 듸야

동해수의 맑은 물아 우우야 에해야 듸야

서해수의 맑은 물아 우우야 에해야 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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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수를 불러 오자 우우야 에해야 듸야

은하수를 불러 오자 우우야 에해야 듸야

② 제2장(용왕굿) 5~6분

○ 배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무당이 굿함.

○ 용왕경 : 무당 4~5명

③ 제3장(그물다리기) 10분

○ 배 옆에서 양쪽 4, 5명의 어부가 그물을 당긴다.

오오~에해야 에에야해야 허야듸야 해여차

에야사리야 : 후렴 (에야사리야)

사리는 사리대로 : (에야사리야)

마리는 마리대로 : (에야사리야)

○ 그물당긴다.

이어랑 서어랑 가래야

이어랑 서어랑 가래야

○ 막 조룰 때 (마지막 조룰 때)

어이카 어이카

많기도 하다 어이카

이가도 산이야

○ 고기 펄 때

와~고기 많다. 자 퍼자
어어야 심이야 어어라 심이야
물도 좋다 심이야
어어야 심이야
경사 낫다 심이야
어어야 심이야
빛깔 좋다 심이야

어어야 심이야

어어라 심이야 하자차……

④ 제4장(축제농악) 10분

○ 배가 움직이고 온 동리 남녀노소 할 것없이 축제의 춤을 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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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당은 무당대로 어부는 그물과 집기류를 메고 흥겹게 춤을 춘다.

⑤ 제5장(종료인사 퇴장)

3) 거제의 칠진농악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거제도는 일본과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관계로 옛부터

왜구들의 많은 외침을 받아 왔다. 이럴 때마다 온 동민이 모여 횃불을 들고, 오색깃발을

하늘높이 세워 진을 돌면서 농악을 쳐 적을 교란했다.

흥겨운 농악놀이에 아군들은 사기가 높아지고 적들은 도망을 갔다. 이 농악놀이는 임진

란 때 거제 칠진에서 많이 있었던 농악이다. 그래서 이 농악을 거제 칠진농악이라 한다.

(거제 칠진 : 옥포진, 구조라진, 율포진, 등진, 가배량진, 지세포진, 장목진)

거제군민속놀이 대표팀으로 경상남도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여러차례 수상을 했다.

1984년에는 전국 새마을경진대회가 대전에서 있을 때 경상남도 대표팀으로 출전하기도

했다. 이 놀이의 특징은 청진 홍진으로 편을 갈라 농악을 치면서 상대편의 진을 빼앗는

놀이다.

농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농악의 상쇠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등면 지석리

김관석(78세)옹이 상쇠 전수자다. 김옹은 어릴 때부터 농악놀이패를 따라 다니면서 꽹과

리 치는 것을 배워 그 솜씨가 뛰어 났다. 이 농악은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거제군내

에 있는 무속인과 농악을 애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40명에서 60명의 단체를 만들었다.

옥포대첩 기념제전과 독로문화제행사 등에서 여러차례 시연을 보 다.

(1) 구 성

○ 소재지 : 거제군 사등면 지석리

○ 회 장 : 박순점(68)

○ 부회장 : 윤주철(73)

회장 박순점은 무속인이었다. 윤주철과는 재혼한 사이다. 이 두 사람이 주축이 되어

인원동원과 연습을 하게 되었다. 연습 때는 박순점 회장집에서 온 가족이 동원되어 음

식을 만들어 훈련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 다. 훈련장소는 지석마을회관 앞과 마을 동

산, 초등학교 교정을 빌려서 했다.

(2) 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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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전팀 : · 청 진 : 푸른 색 빛깔로 장식함

· 홍 진 : 붉은 색 빛깔로 장식함

○ 준비물 : · 자기(令) 각 6개

· 청진기, 홍진기 각 1개

· 기타 깃발 다수

· 꽹가리 2개, 북 5개

· 징 5개, 장고 5개, 소고 10개

○ 나오는 사람들

꽹과리 2, 북 10, 징 10, 장고 10, 소고 10, 상모 10

· 깃발 7~10

· 장군 2, 군졸 각 5

· 기타 동리사람들 약간

○ 놀이내용 : 청진, 홍진으로나뉘어농악을치면서상대방의진기를빼앗는놀이다.

○ 출 전 : 두 팀이 일렬로 서서 좌우 머리를 숙이며 서로 인사를 하면서 농악

을 친 후 자기 진지로 돌아간다.

○ 묘 기 : 두 팀은 각각 묘기를 부린다.

· 1번째 꽹과리 놀이

· 2번째 징놀이

· 3번째 장고놀이

· 4번째 5북놀이

· 5번째 상모놀이

· 6번째 주민들의 춤놀이

○ 진기뺏기

각 진에서는 진기를 중심으로 깃발을 세우고 동민들이 에워싸고 상대편의 진을 향해

농악팀이 농악을 치면서 달려가서 중간에 있는 진기를 넘어 뜨리거나 깃발을 빼앗는 싸

움인데 이 싸움에서 깃발을 빼앗는 사람은 장군복을 입은 사람과 군졸 5사람이 한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도와 주면서 농악으로 교란을 하고 작전을 펴나가는 싸움

이다.

○ 승전고

진기를 빼앗긴 팀에서는 땅을 치며 통곡하고, 승리한 팀에서는 승전고를 올리면서 환

호의 농악이 흥겹게 울려 퍼진다. 이때 패전한 팀에서도 같이 한 패가 되어 어울려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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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농악을 울리며 한판 논 후 서서히 퇴장한다. 

4) 팔랑개 어장놀이

(1) 단체명 : 거제시 팔랑개어장놀이 민속보존회

○ 회 장 : 채동출(68)

○ 부회장 : 홍진식(41), 원순이(53)

○ 이 사 : 김귀복(39), 박명기(46), 이복자(56), 강순연(65), 김원숙(49)

박두관(79), 조군석(47)

○ 간 사 : 김석인(46), 강 봉(41)

○ 회 원 : 최정자외 84명

(2) 출전경력 및 수상내용

○ 1992년 3월 10일 : 팔랑개어장놀이 민속보존회 구성

○ 1992년 10월 : 제24회 경상남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 1993년 10월 : 제25회 경상남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우수상 수상

○ 1994년 10월 10월 : 제26회 경상남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 1995년 10월 30일 : 제36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공로상 수상

○ 1995년 11월 : 제27회 경상남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시연 종목 출전

○ 1996년~2000년 : 옥포대첩 및 시민의 날 시연

○ 2001년 : 팔랑개어장놀이 시연 발표회 개최(파랑포마을)

(3) 유 래

‘팔랑개 어장놀이’는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파랑포마을에서 풍어를 빌며, 마을 공

동으로 고기잡이하는 세시풍속놀이로 옛부터 이 지방에서 내려오는 배신굿과 풍신제를

변형한 독특한 민속놀이 마당이다. 이 놀이는 장승포가 시로 승격되면서 민속놀이로 발

굴한 것이다.

파랑포는 임진란 때 첫 승첩을 거둔 옥포만 동북쪽에 자리한 조그마한 어촌마을로 잔

잔한 물결이 팔랑팔랑 포말거린다고 하여 팔랑포라는 지명유래가 있다.

조선조 초 태조 1년(1392년)에 능포를 중심으로 옥포(파랑포) 등 포구에서 임금님께

진상을 올리는 궁조어장으로 지정되어 신선한 고기(대구, 청어)를 잡을 때 어부들의 능

률을 올리기 위한 목적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놀이는 일제의 민족적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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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살하는 식민어장으로 바뀌면서 놀이의 형태가 차츰 사라지다가 해방과 더불어 옛

선인들의 멋을 현존하고 있는 노인들이 그 명맥을 유지하여 여러 향토사학자가 일상 어

로작업을 고증, 채록하여 거제문화원 풍물놀이 기락회원과 팔랑개어장놀이민속보존회를

구성, 중단된 어장놀이를 다시 재현하게 되었다.

(4) 특 징

본 어장놀이는 어느 특정한 날을 정해 하는 놀이가 아닌 일상적인 어로작업에서 파생

된 놀이다. 이 놀이의 특징은 옛부터 30여 가구의 조그마한 어촌마을로 많은 남정네들

이 바다로 고기잡이 나가 풍랑으로 돌아오지 않자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부녀자

뿐으로 놀이의 구성에서도 아낙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모든 작업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고기잡이는 힘든 잔손질과 철따라 바뀌는 어구를 손

질하기 때문에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어구를 손질하는 날을 정하여 마을을 돌며 흥겨

운 가락으로 사람을 불러모아 작업에 흥을 돋구고 능률을 올리며, 이때 선주는 음식과

술을 준비하여 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비는 풍어제를 지낸 후 어부들과 주민들이 신명

나는 한마당을 벌이며 고기잡이로 돌아간다. 그리고 고기잡이 나간 배가 만선기를 꽂

고 돌아오는 날, 어부들을 반기며 춤을 추고 만선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이 놀이가 끝

난다.

(5) 진행순서

‘팔랑개 어장놀이’는 농악대 13명, 선주 및 부인 2명, 무녀 2명, 어린이 4명, 어부

15명, 아낙 50명 등 총 86명이 등장하고 놀이도구는 통구미배 1척, 그물 3털, 도리깨

10개, 가레 1개 그외 어구들을 이용한다. 

놀이구성은 다섯마당으로 질굿마당, 도리깨마당, 그물소리마당, 가레마당

○ 첫째 마당(질굿마당)

고기잡이 나갈 날이 돌아오면 선주는 술과 음식을 준비하고 메구패를 동원해 마을을

돌면서 주민들을 불러 모은다. 주민들은 그물을 손볼 바늘, 도리깨 등 어구장비를 가지

고 메구패를 따라 선창가로 나온다.

장 단 : 덩따 궁따궁 덩따 궁따궁

덩따 궁따궁따 구궁따 궁따궁

더덩따 궁따궁따 구궁따 궁따궁

덩 덩 덩따 궁따궁

더덩 덩 덩덩(긴 질굿, 짧은 질굿)

덩 덩 덩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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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마당(도리깨마당)

선창에 쌓인 그물을 넓게 펼치어 찢어진 곳을 바늘로 꿰매고 그물에 붙어있는 불가사

리 등 이 물질은 도리깨로, (마닐라삼 껍질을 꼬아만든 끈을 사용한 것으로 내륙의 도리

깨와는 다르다.) 수선된 그물은 어구와 함께 배에 싣는동안 메구패로 작업에 따라 춤매

구, 연풍제, 덧뵈기 등을 치며 흥을 돋구어 준다.

소 리 : 때려라. 쳐라. 돌려쳐라.

머리를 보고 돌려쳐라. 메어쳐라. 때려라

잇샤. 잇샤. 어허. 어허. 어허

장 단 : 덩 덩 궁따궁 궁따 궁따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 궁따 궁따궁

○ 셋째 마당(용왕제)

어구를 배에 실은 후 어부들은 배를 보고 서서 동·서·남·북을 보고 절을 한다.

이때의 내용은 어부들의 무사안녕과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다. 제가

끝나면 배는 바다로 나가고, 남은 음식을 가지고 신명나는 잔치마당을 벌리며 집으로

돌아온다.

소 리 : 출항이요 ~.

장 단 : 잰 재진 재잰

엇 재진 엇재진 (신나는 춤매구가락)

○ 넷째 마당(그물소리)

배가 출어를 하면 어부들은 노를 젖고 그물을 펼쳐 고기를 잡는다. 이때 고기가 그물

에 가득히 잡히라고 어부들은 풍어가를 부른다.

소 리 :          (선 창)               (후 렴)

우 리 어 부 선 인 들 아 어허 청 어허야

물 때 맞 춰 준 비 하 소 어허 청 어허야

저 건 내 라 양 지 암 에 어허 청 어허야

갈매기 한쌍이 신 호 를 한 다 어허 청 어허야

동 방 이 가 렌 다 어허 청 어허야

가 자 가 자 어 서 가 자 어허 청 어허야

양지암 밖으로 나 가 보 자 어허 청 어허야

우 리 어 부 선 인 들 아 어허 청 어허야

손을 골고루 골 라 서 소 어허 청 어허야

달 가 름 과 별 가 름 에 어허 청 어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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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을 골라 코 코 에 싣 고 어허 청 어허야

들 물 인 양 썰 물 인 양 어허 청 어허야

물 때 맞 춰 배 를 띄 워 어허 청 어허야

노 를 저 어 배 띄 워 라 어허 청 어허야

들 물 에 는 들 물 맞 이 어허 청 어허야

썰 물 에 는 썰 물 맞 이 어허 청 어허야

동 북 간 이 밝 았 으 니 어허 청 어허야

이 물 에 는 손 고 드 소 어허 청 어허야

그 물 코 가 삼 천 코 니 어허 청 어허야

양 지 암 을 쌓 서 넣 자 어허 청 어허야

장 단 : 늦은 삼체

○ 다섯째 마당(가레마당 만선놀이)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은 배는 만선기를 꽂고 선창으로 돌아 온다. 이때 배를 제일

먼저 본 사람이「만선이요」하고 외치면 어부들은 고기 펄 준비를 하여 배가 있는 곳으로

달려 간다. 배가 선창에 닿으면 가레를 이용하여 고기를 퍼 올린다. (이때 손발을 맞추

기 위해 가래소리를 한다.)

소 리 :          (선 창)               (후 렴) 

어 허 여 루 가 래 야 어허 여루 가래야

어 허 여 루 가 래 야 어허 여루 가래야

이 가 레 가 뉘 가 렌 가 어허 여루 가래야

우 리 선 인 가 레 로 다 어허 여루 가래야

우리배 선주는 재주가 좋아 어허 여루 가래야

장 대 끝 에 다 고기를 꽂고 어허 여루 가래야

장 대 끝 에 다 댕기를 꽂고 어허 여루 가래야

색 색 강 변 에 돌자갈 실었다 어허 여루 가래야

사 리 는 사 리 대 로 어허 여루 가래야

마 리 는 마 리 대 로 어허 여루 가래야

시 내 경 분 에 덤 마 을 치 고 어허 여루 가래야

은 하 수 가 흘 러 간 다 어허 여루 가래야

황 해 수 도 흘 러 간 다 어허 여루 가래야

이 살 도 치 고 저살도 쳐라 어허 여루 가래야

이기야 디기야 저 어 저 어 라 어허 여루 가래야

어 허 여 루 가 래 야 어허 여루 가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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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굴까로 가세

(1) 유 래

굴까로 가세는 어촌에서 부르는 노동요(勞動謠)이다. 이 노래는 장목면 시방마을에서

전해져 오고 있다. 봄이 되면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섬과 바닷

가에 널려있는 바윗돌에 자생하는 미역, 멍개, 홍합, 조개, 굴 등을 따면서 부녀자들이

즐겨 불 다. 이 노래는 가사가 익살스럽고 애환이 담겨 있다. 

바닷가에서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불 으며, 곡이 한탄과 비애에 젖기도 하고, 또 흥겹

게 신이 나기도 한다. 그럴 때는 일하던 손을 멈추고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한다. 이 노

래를 통해 바닷가 옛사람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다.

(2) 발굴경위

1980년 초반에 동아대학교 정상박 교수(문화재 전문위원 민속학자)에 의하여 이 마을

양또순 할머니로부터 굴까로 가세의 노래를 녹음하게 되었고, 이어서 마산문화방송국

전정효와 거제군청 문화공보실 이승철에 의해 민속놀이로 재연하게 된 것이다.

(3) 특 징

○ 가사가 익살스럽고 재미가 있다.

○ 곡이 처량하면서도 흥이 난다.

○ 선창 후창으로 노래를 부른다.

○ 자연적인 율동은 춤이 된다.

○ 친목적이고 협동적이다.

(4) 가창자(歌唱者)

주 소 : 장목면 시방리

성 명 : 양또순 (당시 80세) 

양또순 할머니는 몸집이 큰 여장부같이 생겼다. 음성이 남성적인 것같은 남도창의 특

이한 발성을 가졌다. 가사에 대한 기억력과 창법이 뛰어났다. 득음(得音)의 소리는 명창

으로 칭송이 자자했다.

(5) 전수자

양또순 할머니의 뒤를 이어 마을에 사는 박찬이 63세 할머니가 전수를 받았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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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녀자들은 대부분 양또순 할머니의 노래를 이어받아 부르고 있다.            

(6) 단체현황

○ 회 원 : 42명

○ 단 장 : 김보운 (65)

○ 부단장 : 김복선 (44) (부녀회장)

○ 총 무 : 이춘이 (38)

○ 선 창 : 박찬이 (63)

○ 선 창 : 

(7) 출전경력

1985년 경상남도민속경연대회( 양)

1986년 옥포대승첩 기념행사 찬조출연

1987년 경상남도민속경연대회 (진주)

1988년 옥포대승첩 기념행사 찬조출연

1999년 독로문화제 찬조출연

1990년 독로문화제 찬조출연

1994년 10월 10일 경상남도민속경연대회 우수상

1996년 10월 5일 경상남도민속경연대회 장려상

1997년 10월 1일 경상남도민속경연대회 장려상

송 순 (70)

정상금 (60) 

신일선 (65) 

강유순 (58) 

신추자 (57) 

강삼연 (70) 

진둘선 (65) 

윤순선 (70)

이경희 (70) 

강연수 (60) 

김길자 (60)

강춘자 (52) 

김명덕 (47)

윤삼선 (65)

신명선 (60)

윤명금 (60)

홍명자 (55) 

욱순련 (52) 

이춘이 (38)

이순선 (43)

최금안 (47)

순금자 (65) 

윤순애 (55)

이수악 (55)

조봉업 (51) 

정묘악 (70)

임남숙 (42) 

박궁자 (60) 

최봉순 (65) 

이정희 (40)

반덕연 (70)

김정악 (70) 

이명숙 (45)

정청자 (60) 

서숙희 (55) 

김동악 (70) 

김행순 (60) 

김복선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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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경상남도 민속경 대회 장려상

(8) 진행순서

○ 제1 과장

마을 부녀자들이 모여서 굴까로 나가기 위해 일복으로 갈아입고, 대바구니 등을 손질

한다.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노래를 부른다.

바람세 좋다고 배질을 말아라

비바람 불줄 누가 알겠나

바람아 강풍아 불지를 말아라

강주에 탄 배가 우린 님 탄 배다

선 창 : 자아 오늘 날씨가 좋고 바람이 불지 않으니 우리 굴까로 갑시다.

후 창 : 예, 하면서 대바구니와 굴쪼시를 들고 일어난다.

○ 제2 과장

선창하는 사람이 앞에 서고 그 뒤로 두 줄로 이어선다. 대바구니는 머리에 이고, 굴

쪼시는 손에 든다. 공연장으로 들어 가면서 노래를 한다.

선 창 : 남산봉 애기 죽순은 오동숲으로 넘나든다.

후 창 : 아아 에에 이기야

선 창 : 떳다 보아라 저 기러기 갈대 한쌍 입에 물고

후 창 : 아아 에에 이기야

선 창 : 임의 방으로 기웃거린다.

후 창 : 아아 에에 이기야

선 창 : 임의 솜씨 지은 농사 자연 출수 거둘 수

후 창 : 아아 에에 이기야

선 창 : 휜백 자 붉은 홍자 검을 현 윤말려

후 창 : 아아 에에 이기야

선 창 : 떵 뚝딱 배 맞추어라 온갖 장단에 배풀여

후 창 : 아아 에에 어기야

선 창 : 연화방초 심었드니 삼사월에 꽃이 피네

후 창 : 아아 에에 어기야

선 창 : 그꽃 꺽어 손에 들고 임을 찾아 나는 간다

후 창 : 아아 에에 어기야

선 창 : 하늘에다 꽃을 심어 은하수가 물을 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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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창 : 아아 에에 어기야

선 창 : 떳다 명화 저꽃 봐라 붕얼붕얼 피었구나

후 창 : 아아 에에 어기야

선 창 : 공산명월 솟아나니 향기 살푼 넘친다

후 창 : 아아 에에 어기야

○ 제3 과장

두 줄로 원을 그리며 자연적이고 아무런 부담없이 앉고 서서 굴까는 준비를 한다.

선 창 : 동무들 날씨도 좋고 하니 굴이나 한번 까 봅시다. 굴까로 가세 굴까로 가세

연두야 새섬에 굴까로 가세

후 창 : 굴도 까고 님도 보고 겸사 수사로 굴까로 가세

선 창 : 굴까로 가세 굴까로 가세 시내 경변에 굴까로 가세

후 창 : 굴도 까고 님도 보고 겸사 수사로 굴까로 가세

선 창 : 굴까로 가세 굴까로 가세 앞 뒷집 큰 아가 굴까로 가세

후 창 : 굴도 까고 님도보고 겸사 수사로 굴까로 가세

합 창 : (모두가 일어서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가세 가세 굴까로 가세

연두야 새섬에 굴까로 가세

선 창 : 굴까로 가세 굴까로 가세 우리 일행들 굴까로 가세

후 창 : 굴도 까고 님도 보고 겸사 수사로 굴까로 가세

선 창 : 못살겠네 못살겠네 연두야 새섬에 못살겠네

후 창 : 굴도 까고 님도 보고 겸사 수사로 굴까로 가세

선 창 : 밤에는 님 그립고 낮에는 물 기립아 연두야 새섬에 못살겠네

후 창 : 굴도 까고 님도 보고 겸사 수사로 굴까로 가세

선 창 : 가세 가세 굴까로 가세 배를 타고 놀러 가세

후 창 : 굴도 까고 님도 보고 겸사 수사로 굴까로 가세

합 창 : (모두가 일어서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얼시구 좋다. 절시구 좋다. 

연두야 새섬에 굴까로 가세 가세 가세 굴끼로 가세 연두야 새섬으로 굴까로 가세

선 창 : 시내 경빈에 굴까는 처자야 니 언제 크서 내 친구 될래

후 창 : 굴도 까고 님도 보고 겸사 수사로 굴까로 가세

선 창 : 물래야 댕기 꼬시랑 머리 니 언제 크서 내사랑 될래

후 창 : 굴도 까고 님도 보고 겸사 수사로 굴까로 가세

합 창 : 얼시구 좋다 절시구 좋다. 연두야 새섬에 굴가로 가세 가세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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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까로 가세 연두야 새섬에 굴까로 가세

선 창 : 타박 타박 타박 머리 니 언제 크서 내 낭군 될래

후 창 : 굴도 까고 님도 보고 겸사 수사로 굴까로 가세

선 창 :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연평바다에 갈바람 분다

후 창 : 굴도 까고 님도 보고 겸사 수사로 굴까로 가세

선 창 : 바람이 불고 비 올줄 알면 어느 잡년이 굴까로 가나

합 창 : 가세 가세 굴까로 가세 연두야 새섬에 굴가로 가세 굴까로 가세

굴까로 가세 이섬 저섬에 굴까로 가세

선 창 : 물밑에는 고기가 많아 용될 고기가 몇몇인고

후 창 : 굴도 까고 님도 보고 겸사 수사로 굴까로 가세

선 창 : 각시야 자자 각시야 자자 삼든 삼가래 재쳐놓고

후 창 : 굴도 까고 님도 보고 겸사 수사로 굴까로 가세

선 창 : 신랑아 자자 신랑아 자자 보든 책장 덮어놓고

후 창 : 굴도 까고 님도 보고 겸사 수사로 굴까로 가세

합 창 : 얼시구 좋다 절시구 좋다 연두야 새섬에 굴까로 가세 가세 가세

굴까로 가세 연두야 새섬에 굴까로 가세

선 창 : 물길러 가세 물길러 가세 살방 둥천에 물길러 가세

후 창 : 굴도 까고 님고 보고 겸사 수사로 굴까로 가세

선 창 : 물을 길러 둥천에 놓고 건너산 보고 한숨만 쉬네

후 창 : 굴도 까고 님도 보고 겸사 수사로 굴까로 가세

선 창 : 새미가 좋아 물길러 왔나 낭군이 그리워 물길러 왔나

후 창 : 굴도 까고 님도 보고 겸사 수사로 굴까로 가세

합 창 : 얼시구 좋다 절시구 좋다 연두야 새섬에 굴가로 가세

가세 가세 굴까로 가세 연두야 새섬에 굴까로 가세

○ 제4 과장 퇴장

대바구니를 이고, 또는 손에 들고 등실등실 춤을 추면서 퇴장한다. ‘끝’

제4절 통 과 의 례

1. 관례(冠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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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례(冠禮)와 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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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

관례는 아이로부터 성인이 된다는 의미에서 의관을 갈아 입으며 일정한 절차에 의해

의식을 치루는 것으로 갑오경장 이후에는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관례를 행할 수 있는

나이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관례는 스물 한 살이 되는 남자로 갑자생이면 갑진년에 치루게 되지만 스무살이 되기

전에 장가를 들면 관례를 치루고 난 뒤에야 장가 길에 오르는 것이 원칙이었다.

관례는 상투를 틀고 갓을 쓰면 도포를 입고 할애비나 애비로부터 받은 이름 이외에

자(字)를 받는 자례(字禮)를 치루어야 생원(生員), 진사(進士) 등의 시험을 치를 자격이

생기는 것으로 큰 잔치를 베풀어야 했다. 그러므로 일반 평민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

다. 따라서 군수 이상의 벼슬살이가 출생하 거나 살고 있는 반촌(班村)의 유학, 생원

등의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의례 다. 그리고 여자의 관례는 족두리를 쓰고 비녀를 꽂는

의례로 계례라 하 다.

2) 관례(冠禮)의 절차

관례는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는 정월의 길일을 택하도록 하 으나 스무살이 되기

전에 장가드는 경우가 있으므로 좋은 날을 택하면 되는 것이고, 총각이나 처녀가 관례

를 치루어야 성인이 되고 어른의 대접을 받는 것이다. 관례식에는 주인으로 할애비나

애비가 관자(冠者)인 아들, 딸을 데리고 나가 집례자인 빈(賓)의 주관에 의하여 찬관자

(贊冠者)의 도움을 받고 찬자(贊者)의 인도에 따라 진행하는 의례이다.

우리 거제는 변방의 섬으로 고려나 조선을 통하여 우암 송시열, 추사 김정희, 좌참찬

조병현 등의 유배지로 관혼상제의 의식이 서울과 같다고 전하며, 1894년 갑오경장 이후

에는 상투 틀고 갓을 쓰는 선비들이 없어졌다.

2. 혼 례(婚禮)

1) 의 혼(議婚)

(1) 사 성(四星)

혼례는 혼인식을 치르는 의례로서 남자와 여자가 예(禮)를 갖추어 내외(內外)가 되는

절차를 이르는 말이다. 먼저 혼인대례를 앞두고 의논한다는 뜻으로 의혼이라 하는 절차

가 있는데 신랑집에서 신랑의 사성(四星)인 사주(四柱)를 신부집에 보내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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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을 보내어도 좋으냐고 물어 보고 난 연후에 보내는 것으로 사성을 주고 받은 뒤

에라야 신랑쪽은‘정혼 했다.’신부쪽은‘사성이 왔다.’라고 비로소 발설하게 된다.

(2) 청 혼(請婚)

신랑집에서 사성과 함께 택일을 하여 보내도록 신부집에 편지를 보내는데 봉투에 받

을 사람을 예컨대‘김생원(金生員)’이라 쓰니 이는 신부집 할애비나 애비를 지칭하는 것

이고, 그 밑에 하집사(下執事)라 쓰는 것은 중신애비를 거쳐서 사성과 편지를 전한다는

뜻이다.

(3) 대례날 알리기

사성을 받은 신부집에서는 대례일을 좋은 날로 정하여 사성편지를 받은 절차와 같이

연길(涓吉)이라는 날받이를 하여 중신애비를 통하여 신랑집에 알려 준다.

(4) 예물(禮物)보내기

신랑집에서는 대례날이 기록된 편지를 받고 그 준비물로 신부집에 혼수예물을 보낸

다. 이는 선물이 아니고, 대례날에 신부가 입을 옷감과 이불감을 큰 보자기에 싸서 하인

으로 하여금 짊어지게 하여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집에 가서 드린 후 사돈 될 신부의 아

버지와 혼례식에 대하여 의논하기도 한다.

2) 대 례(大禮)

(1) 대례행차(大禮行次)

○ 신랑·신부가 서로 처음 만나서 치르는 예식을 대례라 한다.  우리 거제는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대례를 치르는「조선혼례」를 하 고, 육지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여 자

기집에 돌아와서 치르는「중원혼례」를 한다지만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당일 우귀(거

제 방언으로 이를‘비타작’이라 한다)의 예식을 택한 것이다.

○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는 행차는 신랑측 혼주가 인도하는데 이를 상객(上客)이라

한다. 그밖에 신랑을 도우는 기혼의 형님벌인 중방(中房), 딸림으로 가는 소동(小童),

그리고 혼례복·사모관대·오리 등을 지고 따르는 함지아비(함짐이), 조랑말의 마부,

가마꾼 등 모두 11명 이상으로 짝수아닌 홀수가 되도록 일행을 짠다.

○ 신랑, 상객, 중방은 조랑말을 타고 소동은 가마를 타며 함진아비는 걸어간다. 그

러나 혼가의 경제사정에 따라서 조랑말을 줄이거나 신랑만이 가마를 타고 장가드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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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 있었다.

(2) 오리정(五里定)

신랑의 행차가 신부의 마을에 도착하면 신부측의 안내를 받아 오리정으로 들어간다.

오리정에서 신랑 일행이 요기(療飢)를 하고는 대례의 준비를 한다. 신랑은 사모관대에

비단신을 신고 두루마기 위에 깃을 둥 게 만든 예복인 단령(團領)을 입고 나무기러기

(木雁)를 앞세우고 대례장으로 들어간다. 신랑의 차림은 조선시대의 종삼품 벼슬아치와

같으니 이는 임금의 은혜라고 하여 당일천자라 불렸다.

(3) 대례(大禮)의 진행(進行)

① 제1부 전안례(奠雁禮)

혼례식을 대례라 하는데 창호지에 붓 씨로 진행절차를 쓴 홀기(笏記)에 따라 진행된

다. 도포를 입고 갓을 쓴 학식있는 선비가 이것을 손에 들고 외치면 대례는 시작되는데

먼저 전안례라 하여 기러기 또는 오리를 모시고 북두구신에 백년해로를 서약하는 의식

을 한다. 홀기에 따라 진행되는 전안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주인 서우 문외」: 주인이 대문으로 나가서 신랑을 맞이한다.

○「시자 도서입 전안청」: 안내자가 신랑을 인도하여 들어간다.

○「서 집안이종」: 신랑은 기러기를 손에 잡고 들어간다.

○「서 집안이동」: 신랑은 기러기 머리를 동쪽으로 하고 껴안는다.

○「치안 우지」: 기러기를 소반 위에 놓는다.

○「면복흥 소퇴재배」: 구부리고 앉았다가 일어서 조금 물러서 절을 두 번 한다.

○「주인 시자수지」: 주인과 안내자는 기러기를 받아 안으로 들어가고 전안례

는 끝난다.

② 제2부 신랑·신부 교배례(交拜禮)

전안례에 이어서 신랑·신부가 처음으로 서로 대하여 백년가약을 서약하는 교배례를

치른다. 식장은 보통 뜰에다 천막을 치는데 그 북쪽에 병풍을 치고 한가운데 교배상을

놓는다. 상위에는 한 쌍의 촛대에다 불을 켜고 송죽(松竹) 꽃병 한 쌍과 쌀 두 그릇, 그

옆에 쌀을 먹을 수 있도록 암수의 닭 한쌍을 묶어 남북으로 놓는다.

세수대야에 물을 두 그릇 준비하고 수건을 깔아서 그 위에 물종지를 담아 두고, 술상

두 상을 준비한다. 역시 홀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식이 진행된다.

○「서지 동석」: 신랑은 동편자리에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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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 부출우 서식」: 한님이 신부를 인도하여 진보베를 깔고 밟으면서 나와

서편자리에 들어선다.

○「진관진세 관우남 부관우북」: 신랑의 세수대야는 남쪽에 드리고 손을 씻게

하고 신부는 북쪽의 대야로 손을 씻게 한다.

○「서부 각세수 식건」: 신랑·신부의 대야 안에 담아 둔 종지에 한님이 물을

뜨고 손가락으로 세 번 퉁겨서 손씻는 것을 대신한다.

○「서읍 부치석」: 신랑이 두 손을 잡고 서면 신부도 자리에 들어선다.

○「부선 재배」: 신부가 먼저 절을 두 번 하되 큰 절을 한다.

○「서답일배」: 신랑은 꿇어 앉아 큰 절 한번 한다.

○「부우 재배」: 신부는 다시 절을 두 번 한다.

○「서우 답일배」: 신랑은 다시 절을 한 번 한다

③ 제3부 교수례(交酬禮)

신랑·신부의 교배례가 끝나면 교수례라 하여 술과 안주를 권하는 의식을 치른다.

○「서부 각 취좌」: 신랑·신부 각기 무릎을 꿇고 궤좌하지 않고 취좌라 하 으

니 자리위에 펴고 앉으라는 말이다.

○「시자진찬 각 침주」: 시자가 술상을 드리고 각각 술잔에 술을 친다.

○「서읍 부제주 거호」: 신랑은 신부에게 읍하고 술잔에 든 술을 땅바닥에 조

금씩 세 번 붓고, 안주를 들어서 상 위에 놓는다. 이는 땅귀신에게 드리는 일종의 제

사이다.

○「우 침작」: 시자가 다시 각각 술잔에 술을 붓는다.

○「서읍부 졸음거효」: 신랑은 신부에게 읍(揖)하는데 두 손을 마주잡고 얼굴

을 앞으로 들며 허리를 공손히 굽혔다가 펴는 인사로 예(禮)하고는 술잔을 들고 술을 조

금 마시되 안주는 밤을 들었다가 놓는다.  

○「부역 거음 거효」: 신부 역시 술잔을 들었다가 놓고 안주를 들었다가 놓는

다. 이는 모두 부축하는 여자들이 대신으로 하는 것이다.

④ 제4부 신랑·신부 합근례(合胱禮)

신랑·신부가 표주박에 술을 담아 마시는 의식을 합근례라 하는데 거제지방은 술잔으

로 대신하 다.

○「우취근 서부지전」: 다시 근배상을 신랑·신부 앞에 각각 드린다.

○「시자 각침주」: 시자가 각각 술을 붓는다.

○「각거음 불제무효」: 근배를 서로 바꾸되 신랑이 받을 잔을 위로, 신부잔을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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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바꾸어서 각각 마시고 예도로 땅에 기울이거나 안주도 들지 않는다.

○「예필 철상」: 대례를 모두 마쳤으니 상을 물리치면 신부가 먼저 방으로 들어

간다.

(4) 신랑(新郞)의 큰 상 받기

① 신랑은 대례를 마치면 사모관대를 벗고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신부가 들어간

큰방으로 들어간다. 방 안쪽에는 신부가 앉아 있고 그 사이에 병풍을 쳐서 신랑·신부

는 서로 볼 수 없으며 그날의 일진에 따라서 신랑의 앉는 좌향이 결정된다. 옆에는 소동

이 앉는다. 

② 상객과 중방은 다른 방에 안내되며 신부집에서는 큰 상 두 개를 차려서 대례

때 놓았던 그대로 신랑과 상객방에 운반하여 드린다. 이때에 신랑이나 상객은 술 한 잔

씩만 받고 안주를 집으며 그 큰 상은 모두 물리쳐서 신랑집으로 보내는 예물로 동구리

에 담아 나간 후 먹을 수 있도록 안주와 과일, 떡국을 차려서 새로 작은 상이 들어온다.

③ 신랑이 술과 떡국을 먹고 나면 신랑집에서 가져간 제왕쌀(帝王米)로 밥을 한

그릇만 지어서 미역국과 함께 들어온다. 이 밥은 앞으로 아들, 딸을 낳으면 먹는다는 뜻

으로 신랑은 밥과 국을 반쯤만을 먹어야 하고 나머지는 병풍 뒤의 신부가 먹는다.

3) 신랑·신부(新郞·新婦)의 우귀(于歸)

(1) 우귀(于歸)의 풍습(風習)

신랑이 신부집에서 대례를 마치고 머물다가 3일만에 자기 집으로 신부와 같이 오는

것을 우귀라 하는데 거제에서는 번잡스러움을 피하기 위해 대례날 우귀를 한다. 즉 신

랑은 조랑말을 타고 가던 길을 따라 앞에 오고, 그 뒤에 신부의 가마가 뒤따라 신랑집으

로 되돌아 온다.

신부가 도착하면 신랑이 가마 문을 열어 주어 맞이하는데 이 당일 우귀를 거제에서는

「비타작」이라 한다. 신부댁에서는 신부가 떠난 오후에는 도적맞은 집같이 허전하여 신

부를 인도하고 돌아 오면서 받아온 큰 상의 음식예단을 나누어 먹으면서 노래와 춤으로

서운함을 달랜다.

(2) 신랑·신부의 수라상(水喇床)

○ 신부가 큰 상을 받고 나면 상객이나 딸림으로 온 한님이 신부집으로 되돌아 간다.

상객은 신부가 있는 큰 방 앞에 가서 말은 하지 않고 돌아간다는 시늉만 하면 신부가 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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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와서 전송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 갔다가 신부의 새 보금자리인 신부방으로 들어가

예복을 벗고 한복으로 바꾸어 입는다. 시누이와 동서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지만

신부는 말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어야 한다.

○ 밤이 늦어지면 신랑·신부가 처음으로 한 방에서 야물상(夜物床)을 맞이하는데 이

것을 거제에서는 당일천자라는 뜻으로 임금의 진지상인 수라상이라 하고, 술·과일·

떡·안주 등을 많이 차려서 먹도록 하 다.

이때 신부는 혼례복을 다시 입고 비녀, 족두리, 활옷, 손가리개, 토시를 착용하고 신

랑은 두루막에 갓을 쓴다.

○ 신부는 신랑에게 술을 부어 권하며 신랑은 신부에게 떡을 먹도록 권한다. 그러나

신부가 잘 받아 주지 않아 신랑은 떡에 조청을 듬뿍 묻혀서 신부에게 드리면 조청이 옷

에 떨어질까 봐 얼른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서로가 권배하거나 많이 먹도록

한 첫날 상은 원히 잊지 않는 법이라고 전래되어 온다.

○ 신랑·신부가 수라상을 받고 나면 동서가 들어와 철상해 가고 밤이 깊었으니 쉬라

고 하면서 이부자리를 깔아주고 나간다.

○ 신랑은 신부에게 다가가서 예복을 순서대로 하나씩 벗겨 나가면 신부는 이에 순응

하고 속옷 차림으로 잠자리에 든다. 첫날밤에는 촛불을 밤새 끄지 않아야 하므로 시동

생, 동서 등이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창문에 구멍을 뚫고 신랑·신부의 행동을 엿보는

풍습이 있으니 신랑은 병풍으로 문을 가리기도 하 다.

(3) 현구고례(見舅姑禮)

○ 신랑은 대례일 신부와 함께 신행하여 이틀이 지난 3일만에 신부집으로 신부와 함

께 삼행한다. 이때 신부측 사람이 와서 폐백예단의 동구리상자 등을 가져가며 신랑을

인도하여 신부집으로 간다.

○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하면 장인, 장모에게 큰 절을 하고 저녁 밥을 먹는다.

○ 마을 청년들이 모여서 신랑 다루기를 하기 위해 신랑을 데리고 간다. 마을에서 식

견있는 훈장이 신랑의 학식, 아량, 국량, 버팀, 참을성 등을 알아보기 위한 수작으로 질

문을 한다. 인사 예를 드리면 훈장이「3일 전에 우리 마을에 와서 규수를 데리고 갔다

가 또 다시 왔으니 신랑은 어떠한 사람이냐」묻고는 답이 시원치 않다는 트집을 잡아 발

목을 묶고는 대들보에 매달아 목침으로 발바닥을 하나, 둘, 셋,... 하면서 무수히 팬다. 

그때에 무죄를 주장하거나 참고 견디면 그 신랑의 인격을 짐작하게 되고, 장모는 재

빨리 술과 안주를 듬뿍 가져와 사위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

도록 사정하기도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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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 례(喪禮)

상례를 여덟 단계로 나누면 ① 초상, ② 성복, ③ 장사, ④ 우제, ⑤ 졸곡, ⑥ 상제,

⑦ 담제, ⑧ 길제 등으로 삼년 상을 치루었으나 가정의례준칙에 따라서 초상, 성복, 장

사, 우제 후에 탈상하는 식으로 변천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가정의례준칙에는 부모, 조

부모, 배우자의 상기를 운명한 날로부터 100일로 정해 두었지만 장사한지 3일만에 삼우

제와 동시에 탈상하는 방법으로 변천되어 가고 있음은 산업화 사회로 인해 후손들이 출

향하는 사례가 많은 데에서 기인된다 할 수 있겠다.

1) 초 상(初喪)

예기단궁(禮記檀弓)에는「군자는 마쳤다(終). 소인은 죽었다(死)가 된다.」라고 하

다. 이는 군자의 죽음은 초(初)와 종졸(終卒)이 있으니「군자는 덕을 닦아 나아가는데

시작이 있고 마침을 두어 마쳤다.」하고「소인은 물건과 함께 썩어서 흙이 되고 없어진

다 하여 죽음(死)이라고 한다.」라는 데서 연유한 말이다.

(1) 유 언(遺言)

죽음에 다다라서 집안 사람들에게 말하는 유언은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겨 두는 말로

그 내용은 교훈이나 지시, 그리고 재산 문제 등이 있으나 현대는 생전에 증여, 분양하거

나 산업재해로 급히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별로 유언하는 사례가 적어져 가고 있다.

(2) 운 명(殞命)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것이 운명이요, 운명을 지키는 것을 임종(臨終)이라 한다. 운

명을 맞이할 때는 환자를 안방의 뒷문 앞에서 머리를 동쪽으로 하고 자녀들이 지켜 본

다. 그리고 예법에는 부부 서로가 임종을 피한다 하지만 현실로는 그렇지 않다.

(3) 시신(屍身)거두기

숨이 넘어간 뒤에 햇솜으로 입, 코, 귀를 막고 흰 창호지로 얼굴을 덮는다. 머리는 똑

바르게 하고 좌우 어깨를 흰 종이로 단단하게 동이고 난 다음 두 팔과 두 손을 곧게 펴

서 두 손을 모아 놓는다. 두 다리는 곧게 펴놓고 두 발길을 똑바로 모아 두고서 흰 종이

로 단단하게 동여 매게 되는데 이것을 시신거두기 또는 수시(收屍)라고 한다. 시신거두

기를 마치면 홑이불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덮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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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곡 벽(哭僻)

숨이 넘어가면 임종하던 자손들이 소리내어 곡을 하게 되고, 원통함을 표현하는 뜻으

로 가슴을 두드리는 벽을 한다. 시신거두기를 할 때에는 지켜 보고 있다가 홑이불을 덮

으면 다시 곡을 한다.

곡은 혼에 대한 슬픔과 안정을 위한 행위이고 벽은 원통함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옛

날에는 긴 머리 상투의 아들과 시집가지 않은 딸, 그리고 며느리는 머리를 풀고 곡을 애

고(哀告), 애고(방언:아이고) 하지만 시집 간 딸은 출가외인이라 머리를 풀지 않고 곡만

을 하 다.

(5) 초 혼(招魂)

돌아가신 혼이 다시 살아날까 하여 부르는 것으로 지붕에다 남자는 두루마기나 저

고리를, 여자는 적삼을 올리면서 복·복·복 세 번 외치고 사자밥이라 하여 채반에 밥

세 그릇과 짚신 세 켤레를 차려 놓는다. 이는 저승 사자(使者) 셋이 먹고 신는 것으로

죽은 이의 혼과 함께 하늘로 잘 가게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로써 시신은 백(魂)으로

남아 땅 속으로 매장된다 하 으니 이때부터 혼과 백은 분리되는 것이다.

(6) 호 상(護喪)

상례의 주인은 상주(喪主)이고 아들이 되며 며느리는 안상주로 모두 상인(喪人)이 된

다. 상례의 절차를 잘 알고 치를 수 있는 근친중에서 골라 호상(護喪)을 세운다. 호상은

상인을 보호하며 죽음을 알리는 부고를 보내었으니 옛날에는 사람을 직접 보내는 전인

(專人) 부고를 하 으나 현대는 우편이나 전화로 부고하는 바 이 전인부고는 쓰지 않는

다. 죽은 이의 입관을 마치면 상막을 지어 호상소를 설치한다. 호상은 문상 오는 사람을

맞이하며 장사일을 도맡아 삼우제까지의 일을 모두 주선하게 된다.

(7) 죽음의 옷

무덤으로 들어갈 때 입고 가는 옷을 습의(襲衣)라 하며 속옷과 바깥옷으로 겹옷을 입

힌다. 남자는 속적삼, 저고리, 바지, 대님, 허리띠, 행전, 두루마기, 도포, 심의(선비

옷), 큰띠, 버선, 신, 머리카락싸개, 머리수건, 머리덮개, 얼굴가리개, 귀마개, 손싸개

등 여러가지가 있다. 여자는 속곳, 단속곳, 속바지, 겉바지, 색저고리, 색치마, 원삼,

허리띠, 큰띠, 버선, 신, 머리카락싸개, 머리덮개, 얼굴가리개, 귀마개, 손싸개, 버드나

무비녀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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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감은 잘 썩지 않는 명주베로 만드는 것이 상례이고 복 많은 노인들은 환갑 해에 죽

음의 옷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보통이다. 인심좋은 농어촌에서 못사는 젊은이의 결

혼식 때 이 도포나 원삼을 빌려 주기도 했으니 이렇게 하면 돌아가신 뒤에 극락으로 간

다는 속설이 있다.

(8) 목 욕(沐浴)

향나무나 쑥을 삶은 물로 시신을 깨끗이 씻는 것이 목욕이다. 준비물로는 물대야, 새

솜, 새 수건, 주머니 3개, 빗 등이다. 주머니는 빗질한 뒤에 머리털을 담는 것으로 1개,

손톱을 깍아 넣는 것으로 1개, 발톱을 깎아 넣는 것으로 1개 등으로 사용되는데 이 주

머니는 입관할 때 가까운 빈 곳에 넣어 준다.

(9) 입 관(入棺)

관의 안 밑부분에 횟가루를 깔아서 뒤에 나무뿌리가 뻗어 오지 못하도록 한다.  그

위에 백지를 깔고 북두칠성을 형상하여 일곱 구멍을 뚫거나 먹칠을 한 칠성판(七星板)

을 놓고 요를 편 후 베개를 놓은 다음 대렴한 시신을 받들어 입관하게 된다.

돌아가신 다음날 죽음의 옷을 입히고 시신을 단정하게 거두어 들이는 소렴(小殮)을

한다. 입관 전에 시신을 이불로 싸서 대렴(大斂)을 한 후 입관을 하면 목욕 때의 머리카

락, 손·발톱 등을 담은 주머니를 넣는다. 또 살았을 때 즐겨입던 옷가지를 관속 빈 곳

에 채우는 것으로 입관절차는 끝나는 것이다. 시신의 입관을 하고는 관 뚜껑을 덮고 나

무못을 박으며 흰베로 관을 덮은 다음 상인과 복인은 모두 곡을 한다.

2) 빈소(殯所)와 성복(成服)

입관을 한 후 관을 빈소로 모시고 좌(靈座)와 혼백(魂帛), 설전(設奠), 명정(銘旌),

상인의 상복(喪服)입기 등을 한다.

(1) 빈 소(殯所)

거제에서는 빈소를 상막(喪幕)이라 하는데 천막을 치고 앞 마당의 적당한 곳에 차리

지만 주로 생전의 방 앞에 차린다. 맨 앞쪽에 멍석이나 베로 막고 짚단을 깐 다음 통나

무를 놓고 그 위에 관을 안치시킨다. 관의 앞에 병풍을 치고 제상을 마련하여 그 위에

돌아가신 분의 사진과 혼백을 모시는데 이것을 좌라 한다.

빈소는 멍석이나 여러 폭의 베를 둘러쳐서 휘장(揮帳)을 한다. 제상 위에는 촛불과

음식으로 술, 과일, 말린고기, 저린고기 등을 차리고 상의 앞에 놓인 소관에는 향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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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는다. 휘장의 바닥에는 멍석과 돗자리를 깔고 상주는 동쪽에 안상주는 서쪽에 선다.  

거제에서는 빈소에 상식할 때 이외는 안상주는 빈소를 지키지 않는다. 서쪽에는 복인

들이 서서 문상객을 맞이한다. 상주는 술잔에 술을 부어서 시신의 어깨부분인 동쪽에

둔다. 상인은 누구에게든지 성복하기 전에는 절을 하지 않는다.

초혼할 때 지붕에 얹었던 고인의 옷은 종이에 싸서 상자속에 넣고 관의 발쪽에 둔다.

망인을 입관 전에는 시신(屍身)이라 하지만 입관 후에는 구(柩)라 하는데 입관 후에는

명정(銘旌)을 써서 병풍 위에 걸친다.

명정은 붉은 비단을 관의 길이에 맞추어 백분(白粉)을 아교에 섞어서 만든 금백물로

죽은이의 관직과 본관, 성씨를 붓 씨로 쓴다. 벼슬이 없으면 남자는 학생(學生), 여자

는 유인(孺人)으로 쓰는데 예로『학생 성박공지구』, 묘비는『학생 성박공지묘』라 쓴

다. 그러나 선산으로 갈 때 모두 같은 현상이라 현대는『학생 성박○○지구』라 하여 이

름을 으로써 구분하고 있다.

(2) 성복(成服)과 상식(上食)

상인이 상복을 갖추어 입는 절차를 성복전(成服奠)이라 한다. 빈소를 마련하고 관을

모시며 혼백을 안치시킨 후 향촉과 제물을 차린다음 상인은 상복을 입고 성복의 제사를

지낸다. 상주 이하 유족들이 차례로 술잔을 부어놓고 초상 후 처음으로 재배의 절을 한

다. 성복전을 올린 후부터는 아침, 저녁 하루에 두 번씩 혼백 앞에 밥상을 올리게 되고

상주는 그 상식을 먹는다. 이 상식은 탈상하는 날까지 2년간 계속된다. 

그러나 오늘날은 의례의 간소화에 따라서 삼우제나 100일 상기에 탈상하거나 처음부

터 상식을 하지 아니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3) 조문(弔問)과 문상(問喪)

초상집에는 장사(葬事)할 때까지 상문을 위하여 친족, 친지나 상인의 지인 등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 죽음을 슬퍼하여 찾아오는 손님을 조객(弔客)이라 하며 성복 전에는

시신이 있는 방 앞에서「어이, 어이」하고 곡을 한다. 그러나 절은 하지 않으며 성복 전

까지의 상가 일을 도와 주는데 이것은 근친인 경우에 한한다.

부고를 받고 상주를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손님을 문상객(問喪客)이라 한다. 이

는 성복 후에 찾아가야 되고 빈소에서 망령 앞에 분향하고 재배를 한다음 상주와 복인

과 대면하여 절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한다. 그러나 생전에 망령을 몰랐던 사람은 분향만

하고 절은 하지 않고 상주에게만 조의의 절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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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사(葬事)

시신을 입관한 후 땅에 묻는 일을 장사라고 하며 예절로는 장례(葬禮)라 하고 높여서

양례(襄禮)라 한다. 장사날은 장일(葬日)이라 하고 이를 높여서 양일(襄日)이라 하기도

한다.

(1) 천 구(遷柩)

구를 운구하여 노제(路祭)를 지낼 곳으로 옮기는 일을 천구라 한다. 복인이 긴 베

로 묶은 구를 양쪽에서 들고 나오면 상주는 뒤에 따라 오면서 곡을 한다.

(2) 노 제(路祭)

노제를 견전(遣奠)이라고도 하는데 혼백이 살던 집을 마지막으로 하직하는 고별의식

이다. 천구한 구를 상여(喪輿)에 실은 다음 꽃상여로 덮고 생전에 즐겨 쓰던 갓, 신,

담뱃대, 사진 등과 혼백을 모시는 이(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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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머리쪽 앞에 놓고 노제를 올린다.

거제는 노제의 제물차림을 상여 가에다 하는데 시신의 왼쪽, 즉 머리가 동쪽으로 향

하게 하고 그 밑에 차린다. 제물이 차려지면 노제축문을 읽고 술을 부어놓은 다음 재배

를 한다. 그러나 동북부지역은 시신의 발쪽에 제물을 차리고 상여가 갈 때는 발쪽이 먼

저 간다는 풍습도 있다. 그러나 묘지는 머리가 위로 되게 매장하는 것으로 보아 서남쪽

지역의 풍속대로 머리쪽이 먼저 간다는 뜻이 맞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견전제의 의식은 상주가 술을 부어놓고 엎드리면「 구는 상여를 타고 가는 곳이

유택(幽宅)이요, 하늘로 가면 원이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길이다.」라는 축문을 낭독

하면 상주는 일어나 재배하고 곡을 한다. 거제의 풍습은 상가의 노제만으로 너무나 서

운하다 하여 딸들이나 조카들이 뜻을 모아 노제의 제물을 장만하고 노제를 지냈던 그

장소나 상여가 가는 길목 다른 곳에서 중간 노제를 드리는 미풍이 있으며 그 제물로 문

상객에게 대접하기도 한다.

(3) 발 인(發靷)

발인은 묘지를 향하여 상여를 메고 간다는 뜻이다.  발인의 행렬은 맨 앞에 명정(銘

旌)이 서고 그 다음에 만장(輓章)이 서며 이어서 운삽(방언:운아), 이에 이어 상여가

운구된다. 거제는 상여 뒤에 남자, 여자 구분없이 상인, 복인 모두 따르고 친척이나 조

문객이 장지까지 따라간다. 육지는 안상주나 여자복인은 노제 후 집으로 들어가고 삼우

날 성묘 때 산소에 간다고 한다. 운구하는 길에 앞소리꾼이 혼을 위로하는 상여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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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창하면 상여꾼 12명은「어이야차, 어이야차」하며 후렴을 받고 별도로 상두유사

(喪頭有司)라 하여 운구의 책임자가 있어 모든 것을 지휘한다.

상여가 가는 도중에 개천의 교량을 건너갈 때에는 혼백이 날아 갈까봐 상인은 곡을

더욱 큰 소리로 하며 상두유사는 하천을 건너는 노자(路資)가 있어야 한다고 멈추어 버

틴다. 이때에 복인들이 상여에 매달아 놓은 새끼줄에 돈을 걸어야 상여가 다리를 건너

간다. 옛날에는 강 건너는 노자돈이 얼마되지 않아 반액은 상가에 부조로 드리고 나머

지 돈은 상두꾼들이 담배값으로 나누기도 하 으나 오늘날에는 많은 돈을 거두어 상가

부조, 담배값 이외에 새마을기금으로 조성하기도 한다.

(4) 하 관(下官)

묘의 구덩이를 광중(壙中)이라 한다. 하관할 때는 공포(公布)로 관의 위를 깨끗이 닦고

편안히 관을 내린다. 이 절차는 상여에서 광중까지 복인들이 운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광중에 관을 내려 놓은 뒤 관 위에 명정을 펴 놓고 왼편에 불삽(亞), 오른편에 운삽(雲)

을 붙여서 두드려 박는다. 이는 혼이 빨리 나와서 혼백으로 오라는 뜻이라고 한다.

관의 밑과 사방에 횟가루와 흙을 섞어 관의 높이로 채워서 평평해지면 평토제(平土

祭)를 지낸다. 이 제관은 복인이 되고 무덤의 왼쪽에 술, 과일, 건어포를 차리고 재배하

며 토지지신에게 아무개가 유택을 정하니 이웃으로 보살펴 달라는 축문을 읽는다.

(5) 반혼전(返魂奠)

평토제를 끝내면 남녀 상인들은 모두 혼백을 모신 이와 같이 집으로 돌아와 돌아가

신 분의 몸체인 백(魂)은 땅속에 묻고 정신인 혼(魂)을 모시고 왔다는 반혼전을 상막에

서 지낸다. 상인들은「아이고, 아이고」하며 곡을 한다. 이는「아이고, 어찌할꼬」의 준말

이라 하며 복인은「어이, 어이」한다. 이는「어이하리」의 뜻이라고 전래되고 있다.

4) 우 제(虞祭)

(1) 삼우제(三虞祭)

장사 당일에 초우제를 지내는데 이는 혼을 편안하게 모시는 제사이다. 다음날에는 재

우제, 3일째는 삼우제를 지낸다. 이는 장사하고는 성분(成墳)이 잘 되었는지 염려한다

는 뜻의‘우’, 또는 혼령께서 편안하시기를 빈다는 뜻의‘우’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초우제는 장사날 저녁때, 재우는 다음날 해뜰 무렵, 삼우는 3일째의 해뜰 무렵에 지낸다.

이 삼우제는 제사와 같이 초헌, 아헌, 종헌의 삼헌관에 제물은 새 것으로 바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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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간략하게 차리고 상식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 우제에는 고축을 하는데 아버지

의 혼 앞에는 고자(孤子), 어머니는 애자(哀子)로 구분하고, 부모가 별세하 으면 고

애자로 하는 것이다.

(2) 삼우·성묘(三虞·省墓)

삼우를 마치고 아침식사 후 남녀상인과 복인들이 상복을 입고 묘소를 찾아 성묘한다.

육지는 장사날 여자상인들은 장지에 가지 못했으니 이날 처음으로 성묘하는 것이다.

장사한지 3일만에 묘소를 찾아가는 것으로 성분이나 묘 축대 등의 미진한 곳을 손보며

제물을 차려놓고 술을 부어놓고는 모두 재배한다.

삼우와 성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초상과 장례를 마쳤으니 상복을 벗고 평상복

에 두건을 쓰며 여자는 머리에 흰 댕기를 하고 생업으로 돌아간다.

(3) 소·대상(小·大祥)

옛날에는 초상에서 탈상까지 삼년상이라 하여 1년 후에 소상(小祥), 2년 후에 대상

(大祥)을 지내면 탈상하 다. 우리 거제는 6·25사변 전까지만 해도 빈부를 막론하고

소·대상을 치루었으나 피난민의 수용과 가정의례준칙으로 자연스럽게 소·대상은 사라

져 갔다.

가정의례준칙에는 상기를 100일로 정하 으나 불교신자는 49재로 탈상하고 있다. 그

러나 현실적으로는 자손들이 직업을 따라 경향 각지로 분산되어 집성촌도 거의 없어졌

고 젊은이들도 대부분 고향을 떠났다. 그러므로 삼우제만 마치면 모두 탈복하고 젊은

출향인은 장사 다음날 아침의 재우제와 함께 탈복하여 삶의 현장으로 떠나는게 상례로

되어 있다. 따라서 삼우제와 성묘를 마치면 상주나 복인 모두 탈상하니 장사 석달 후 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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祭)를 길제로 지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4. 제 례(祭禮)

1) 제례의 뜻

제례를 제사(祭祀)라고도 하니 조상을 숭상하는 예법이다. 「뿌리없는 나무가 어디에

있고, 조상없는 자손이 어디 있냐?」하는 속담처럼 조상의 숭상은 우리 동방예의지국의

근본이요, 인륜(人倫) 도의(道義)를 실천하는 길이요, 정신이다.

제사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의 4대(代) 조상께서 돌아가신 날을 추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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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해마다 돌아가신 날 자시(子時)에 집에서 지내는 연중행사로 기일제사(忌日祭祀)가

있다. 또 5대(代)조 이상의 묘소를 가을철 10월에 찾아가 그 후손들이 함께 지내는 시

사(時祀)인 묘제사가 있으며, 선대조(先代祖)의 신주(神主)를 봉안하는 사당에서 추계에

향사(享祀)를 모시는 대종회(大宗會)의 큰 제사가 있다.

2) 제관(祭官)의 재계(齋戒)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제관(祭官)이라 하고 제사 전날을 입제일(入祭日)이라 한다.

제사 3일전부터 몸 닦기를 하는 것을 재계라 하니 술이나 고기먹기를 삼가고 초상집에

조객이나 문상객으로 가지 않는다. 아울러 깨끗이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다. 이와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준비를 하여야 하며 제사를 마친 파제일(罷祭日)에

도 이러한 재계는 꼭같이 행해야 한다.

3) 제수(祭需)의 차림

제사는 아들, 손자 등 남자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부나 손부도 제관이 된다. 제

사의 전일까지 제기·향로·그릇 등을 닦아야 하고, 제상·신위패·병풍·돗자리·향과

향합·모사·촛대와 양초, 그리고 제수를 담을 그릇 등을 모두 준비하여야 한다. 또 어

적의 좌반(佐飯)고기는 상하지 않도록 5일전에 장을 보아서 소금저림을 하고 약간 말려

야 어그러지지 않는다. 거제에서는 장만한 제물을 주부가 노반에 얹어 들고 오면 제주

(祭主)는 신위 앞에서부터 시접(匙桑), 술잔대, 식혜(甘酒)를 차리고, 둘째 줄에는 떡과

오적(五炙)을 차리되 서쪽부터 날아가는 꿩, 닭, 다음 기어가는 소, 돼지, 다음 뭍에 사

는 비늘있는 물고기의 순서로 차린다. 복판인 셋째 줄에는 오탕(五湯)인 꿩, 닭, 쇠고

기, 물고기, 그리고 물 밑바닥에 사는 문어의 탕을 차리고, 넷째 줄에는 마른 고기포,

삶은 나물, 청장, 식해(젓갈), 김치 등의 순서이고, 맨 앞줄에는 조율시이(棗栗ª 梨́)와

조과인 강정 등을 차리고 있으나 가문에 따라서는 홍동백서(紅東白西)라 하여 반대로

진설하는 예도 있다.

신주는 지방(紙榜)으로 신위패에 좌고우비로, 제주가 보아서 왼편에 아버지, 오른편

에 어머니를 모시거나 사진을 모셔도 되는 것이다. 그리고 향불을 피우면 조상님의

혼이 오셔서 앉아 계신다고 믿는다. 제관이 신위를 향하여 서면 신위쪽이 북쪽으로 제

관은 남쪽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이 동쪽이요, 왼쪽이 서쪽이 되는 것이니 제수의 차림

에 유의하여야 한다.

메밥의 차림은 장례 때에는 생전과 같고 제사 때에는 반대로 서쪽에 밥, 동쪽에 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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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린다. 고기류는 어동육서(魚東肉西)에 동두서미(東頭西尾) 순으로 차려야 한다. 또한 과

일은 꼭지를 밑으로 차리되 수박 꼭지부분을 칼로 잘라 뚜껑을 만들어 차리는 문중도 있다.

4) 제사(祭祀) 지내기

(1) 제사(祭祀)의 참예(參詣)

남자제관은 제복으로 바지, 저고리 위에 도포를 입고 허리띠를 두르고 사모를 쓰나

보통 두루마기에 갓이나 유건(儒巾)을 쓰고 제사를 지냈으니 오늘에는 도포나 갓을 보

기는 귀할 정도이고, 유건은 향교 유림에게 보급하여 집안 제사나 사당 향사 때에는 점

차로 유건을 쓴 제관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여자는 제기닦기, 제수장만하기, 제상차림에 전념을 다하고 있고 멧상, 숭늉상, 수반

물리기 등을 항상 담당한다. 그러나 제례에 참여하여 아헌관을 하지는 않는다. 또 여자

는 길복(吉服)이라 하여 흰 치마, 흰 저고리를 입고 사신 전에 며느리와 딸들이 돌아가

신 부모님을 모하는 뜻으로 재배하는 사례는 많다.

(2) 참신례(參神禮)

신위의 지방을 제상의 맨 안쪽 병풍 앞에 모시고 제관이 차례대로 서고 남자제관 모

두같이 재배하는 것을 참신례라 하며 이때는 안팎의 문을 모두 열어야 혼이 강신한다

고 믿고 있다.

(3) 강신례(降神禮)

제상 앞 소반에 차린 향로에 제관이 향을 피운다. 이것은 조상의 얼을 초혼하는 강신

례로 술을 부어서 술잔대를 두 손으로 경건하게 잡고 향의 연기 위를 시계방향으로 세

번 돌린다음 옆에 있는 모사(茅沙)에 세 번 제기고는 일어서 재배한다. 이 향불의 연기

는 장사행렬 때 운삽과도 같이 우주 공간에 계시는 조상의 혼이 찾아 오도록 하는 길

잡이의 구름이나 연기를 상징하고 모사는 잔디와 모래로 산신(山神)을 상징하여 천지지

신(地神)의 가호를 기원하는 뜻이라 하겠다.

(4) 헌 관(獻官)

제관은 초·아·종의 삼헌관으로 초헌은 주인, 아헌은 주부, 삼헌은 둘째 아들이나

조카 등이 되는 바 거제에서는 기제사 때 삼헌관제도는 거의 없고, 사당 향사나 묘사 때

에만 적용하고 있다. 초헌관이 꿇어 앉아 향불을 붙여 분향하면 집사는 헌관에게 술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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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드린다.  초헌관이 술잔대를 두 손으로 받으면 집사가 술을 부어준다. 초헌관은 이

술잔을 향불 위에 세 번 돌리고 집사에게 주면 그 술잔대를 신위 앞에 놓는다. 돌아가신

분이 부모 양위분인 때에는 다시 술잔대를 절차대로 드린다.

모든 제관은 엎드리고 돌아가신 날을 맞아 제물을 장만하 으니 흠향하시옵소서 하는

뜻의 축문을 낭독하면 모두 일어서서 재배한다. 아헌과 종헌례를 따로 할 때에는 분향

과 헌작(獻酌), 배례를 초헌례와 같이 한다.

(5) 유 식(侑食)

윗 조상에게 음식을 권하는 것을 유식(侑食)이라 하는데 이때 제관은 술잔에 술을 가

득 붓는다. 이것을 침주(斟酒)라 한다. 주부는 밥을 권하는데 밥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밥의 한 가운데 꽃되 숟가락의 안쪽을 동쪽으로 비스듬하게 서도록 꽂고 젓가락을 자반

고기 위에 바르게 놓는다. 조상께서 음식을 편히 잡수시도록 헌관은 문을 닫고 잠깐 밖

으로 나오는 것을 합문(閤門)이라 하고「으흠」하고 다시 제상 앞으로 들어가는 것을 계

문(啓聞)이라 한다.

(6) 숭늉바치기

거제에서는 숭늉이나 생수를 수반(水飯)이라 한다. 주부가 소반에 수반을 가져오면

집사는 국을 들어내고 그 자리에 수반을 놓고 숟가락으로 밥을 조금씩 세 번 떠서 물에

말고 숟가락은 물그릇에 담가 놓게 된다. 그리고 밥뚜껑을 덮는다.

(7) 사신례(辭神禮)

숭늉에 말은 밥그릇을 들어내는 것을 수반을 물린다 한다. 그 수반은 대문 밖의 종이

위에 놓아 까마귀나 짐승들이 먹도록 한다. 그리고 술잔을 다시 부어 혼에게 드리고

편히 우주공간으로 돌아 가시도록 재배를 하면은 제례는 끝나고 철상하게 된다.

(8) 음 복(飮福)

제사를 모신 자손들이 복을 받도록 조상께 바쳤던 제수음식을 제관은 제사 때 부었던

술을 퇴주병에 모아 두었다가 한 잔씩 부어서 마시고 육탕을 안주로 먹는다. 조상의 유

적을 이야기하면서 멧밥을 먹고난 다음 제복을 벗으면 기제사는 끝난다.

5) 명절제사(名節祭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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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등 명절날 지내는 제사를 명절제사라 한다. 이때는 고조부모까지의 조상을

참신하고 한꺼번에 지내는 절사로 기제사는 슬픔과 그리운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지만

절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지낸다. 한편 상례(喪禮)는 흉사(凶事)라 하고 제사는 길사(吉

事)라 한다. 기제사 때에는 축문이 있고 삼헌관을 두고 제례를 모시지만 절사는 축문이

없고 아침식사 후 큰 집부터 작은 집의 순서대로 낮에 지내는 것이 다르다.

기제사는 멧밥과 국을 차리지만 절사인 설날에는 떡국을 차리고 추석에는 떡을 차린

다. 그러나 거제에서는 설제사를 섣달 그믐날 낮에 조상님의 보살피심에 감사하는 뜻으

로 모시고 멧밥을 차리며 다음날인 설날 아침에는 새해의 축복을 위하여 떡국제를 올린

다. 추석에도 햇곡으로 멧밥과 떡을 만들어 푸짐한 제수를 차리고 수반(水飯)도 같이

한다.

6) 사당제사(祠堂祭祀)

(1) 향교(鄕校)와 서원(書院)

거제향교는 대성전에 공자(孔子)를 주벽으로 5성인(聖人) 2인, 신라와 고려의 현인

(賢人) 각 2인을 배사하고, 동서부에 조선 현인 14인의 신주를 봉안하고 매년 2월과 8

월의 상정일(上丁日)에 석전대례를 봉행하는 향사(享祀)를 한다. 다만 석전대제의 제수

는 날 것으로 차리는 것이 일반과 다르다.

우암 송시열(宋時烈)이 1674년(현종15) 효종비인 인선대비의 별세시 제목문제로 거

제에 귀향살이 와서 창설한 반곡서원의 우암사(尤庵祠)와 1847년(헌종 14) 좌참찬 조병

현(趙秉鉉)이 과거(科擧)의 부정으로 귀향와서 벗으로 사귀었던 정훈성을 모시는 동록

당(東麓堂)에서 거제유림이 매년 3월 상정일에 향례하고 있다.

(2) 종중사당(宗中祠堂)

거제는 삼한시대 독로국으로 사람이 살기 시작하 고 현재는 217성씨가 분포되어 있

다.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국방의 요충지라 많은 사람들이 입거제(入巨濟)한 것으로 보

이며, 이는 여러 종문의 족보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선무원종공신 거제출신 22공신이 활동한 곳으로 그 공훈을 높이 계승하여 후

손들이 사당을 창건하여 종회향사를 올리고 있다. 이는 1717년(숙종 43) 경충사 제말

(諸沫)을 위시하여 1802년 충훈사 윤승보(尹承補), 1816년 정충사 진극일(陳克一),

1824년 죽천사 옥신변(玉信卞), 1847년 충정사 김희진(金希璡) 등으로 19세기까지 5개

사 고 광복 이전까지는 11개 사 던 것이 현재는 70여 개의 사(祠)와 재(齋)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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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祠)는 신주(神主)인 위패를 봉안하고, 아래채의 재실(齋室)이 있어 제구와 제복 그

리고 사적을 보관하고 평소에는 문중이나 이웃 아이들에게 한문과 예절을 훈육하는 서

당(書堂)으로 활용하기도 하 다.

종중사당의 제사는 향교의 석전제향과 같이 홀기에 의하여 삼헌관의 제관과 제복을

착용하고 유건을 쓰며 엄숙하게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경제력이 있는 8개 사는 사림(士

林)봉사를 하고 있다.

제5절 민 간 신 앙

1. 풍신제(風神祭 : 2월 바람올리기)

민간행사의 하나로 속칭 등할만네 또는 2월 할만네라 하여 하늘바람이 내려온다 해

서 바람을 올린다고 한다. 음력 2월 초하루부터 스무날까지의 사이에 행하여지고 있는

데 초하루부터 검굿줄에 왼새끼줄을 동리 당산과 성황당 등 집대문 위에 치고 황토흙으

로 대문길에 칠성흙을 표시해서 부정한 상주나 임신한 부인 등의 출입을 금한다. 정성

이 지극한 집에서는 매일 목욕을 하거나 머리를 감기도 한다.

이렇게 정성을 드려서 2월 보름이 되면 집집마다 생기복덕의 길일을 택하여 바람을

올린다. 첫 새벽에 찬물을 떠서 판위에 올려서 마당가운데나 장독대 위에 놓고 대나무

외 소가지를 꽂고 오색 헝겊과 오색 실을 매어달아 제단을 만들고 그 밑에 오곡 잡곡밥

을 해서 산해진미의 고기와 나물, 과실 등을 정성을 다해 차려놓고 가정주부나 인근 무

당이 두손을 비비면서 집안의 태평을 빈다.

무당의 주설을 보면

「해동조선 경상남도 거제시 ○○리거주 건명(남편), 곤명(아내) 금일 지극정성으로

등할머니께 비옵니다. 일년하면 360일 열 두달 과년하면 열 석달 온 집안이 안가 태

평하고 재수소원을 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고액난은 등할머니가 올라가실 때

다 거두어 가시고 우리 가정에 만복을 내려 주셔요...」

이와 같은 축원을 하면서 소지종이에 불을 붙여 하늘 높이 액을 태워 보내면서 가족

의 이름을 말하면서 소지를 올린다.

풍신제는 하늘 위에 등할머니라는 것이 있어 해마다 2월 초하룻날 내려와서 스무날

만에 올라 간다고 한다. 그 할머니가 인간세상에 내려올 때는 반드시 그 딸이나 며느리

를 데리고 내려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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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딸과 같이 내려 올때는 바람이 온순한데 며느리하고 내려 올때는 사나운 바람

이 폭풍을 몰고와서 전답을 휩쓰는 일이 심할 뿐 아니라 해안에 있는 배와 부두가 파손

되고 고기잡이도 잘 안된다고 한다.

이 바람을 등풍이라 하고 2월 바람을 잘 올리면 그 해가 우순 풍조하여 농사나 어

업이 잘 된다고 하며, 가정과 마을도 편안하다고 한다. 바람을 올린 후의 음식은 이웃집

과 서로 나누어 먹는다.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어야 등할머니가 노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오색 실과 오색 헝겊을 집안 밖의 나뭇가지에 매여 달아 등할미와 며느리, 딸의 옷

감으로 사용하기 위한 선물로서 이 오색 실과 헝겊의 색깔이 고와야 등신이 좋아 한

다고들 한다.

2. 배신굿(別神祭)

거제시 거제면 죽림포(대숲개)의 산록 50년생 거송 7주의 밑에 있는 대산지신사(大山

祇申社)에서 봉향(奉享)한다. 죽림포는 서기 1711년 이조 제19대 숙종 37년에 거제도

호부(巨濟都護府)의 어해정(禦海亭)을 건립하고 전선대장(戰船代將)을 두어 해군을 양

성한 군항이 있다. 이때부터 주민은 범선을 이용하여 보다 멀리 외해인 대한해협까지 3

일 이상의 어로를 출어함으로 안전과 풍어를 기도하는 행사로 군선놀이와 병행해서 하

는 제향(祭香)이다.

배신굿은 매년 정월초의 길일을 택하여 주민중 덕망과 양심 있는 수덕(水德:漁運) 높

은 사람을 제주로 하되 가내에 임신부가 있으면 안되며, 제일 7일전부터 부부동침을 불

허하고 길흉사에 출입하지 않으며, 매일의 자정에 산록의 우물에서 목욕 재계해야 한다.

또한 마을 안에 사육하는 개는 인동(隣洞)에 옮기고 출산이나 초상이 생기면 제향을

3개월 연기하기도 한다.

제주(祭主)는 전날 주민 2명과 더불어“황산날”이라는 골짜기 윗산에서 철야로 기도

하며 제주는 그해 복을 받아 풍어를 하고, 무남(無男)은 잉태를 한다는 전설이 있어 근

면한 장년이 서로 제주되기를 원하기도 한다. 제례는 제주가 통례에 따라 제수(祭需)와

향촉으로 봉향하며, 무당을 불러 신굿을 하여야 하므로 경비가 과중하여 새마을운동 후

에는 3년에 한번씩 거행하는 어촌 고유의 민속제전이다. 거제시의 일운면 망치, 구조

라, 장목면, 유호, 관포, 거제면 고당 등 여러 곳에서 선신제를 봉행하고 있다.

3. 기우제(祈雨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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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는 산세가 급경사로 몇달만 가물면 한발이 극심한 곳이었다. 옛날에는 저수지

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었으며, 흉년도 자주 찾아 들었다. 이리하

여 거제의 높은 산따라 산방산, 가라산, 계룡산, 노자산, 남녀산, 대금산, 국사봉 등에

석축으로 제단을 쌓아올려 한해시에는 수령이나 현령이 목욕재계하고 정성껏 제사를 지

냈다.

제문은 수령이 스스로 짓는 것이고, 옛날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은 예의에 벗어 난다하

여 제사의 효과가 없다고 전해오고 있다.

4. 지신(地神)밟기

지신밟기는 주로 음력 정초에서부터 보름을 전후로 하거나 간혹 팔월 추석에 행하는

풍속으로서 잡귀를 물리치고 부락이나 가정의 편안과 행운을 축원하는 세시풍속의 하나

이다. 애초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행하여지던 것이 근래에는 오락과 흥미위주의 민속

으로 농촌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구성인원은 상쇠, 부쇠, 장고, 북, 소고, 7·8명과 구대진사, 양반, 하동, 포수, 각

시, 촌노, 농자천하지대본의 깃발을 앞세우고 있다. 그 절차를 보면 주산의 당산에 지신

풀이를 마친다음 마을에 내려와서 집집을 돌며 풍악을 울리면서 지신을 밟는다. 당산은

성황당이라고 하여 성황당신을 부른다.

1) 성황당 고유사설

어허여루 성황아 성황지신 울리자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황님전 비나이다

우순풍조 국태민안 안가태평 비나이다

삼재팔난 막아주소 앙화질병 막아주소

효자충신 점지하여 현모양처 낳아주소

집집마다 경사나고 시절마다 풍년주소

천년성황 여기로다 만년성황 여기로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황님전 비나이다

우리마을 안과태평 성황님전 비나이다.

다음은 대문 앞에서 주인을 찾는 사설이다.

2) 대문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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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주인 문여소 건립농악 찾아왔소

솟을대문 고대광실 문 안 열면 갈라요」

주인이 나와서 맞이한다. 「예 어서 들어오시요」

건립군을 살펴보소 농악대를 살펴보소

상쇠 종쇠 앞장서고 징장고는 뒤따른다

대고소고에 상모쓰고 무동들은 고깔쓰고

열두마당 가락마다 벗굿춤 잘도돈다

3) 성주풀이

지신밟기중 성주풀이가 제일가는 마당이다

어허여루 성주야 성주지신 울려주자

성주지신 내려온다 하늘이 생겨서

갑자년 땅이 생겨서 을축년 천지일월이 생겼네

천지일월이 생긴후 인간세상이 생겼네

인간세상이 생겼으니 성주본이 없을소냐

성주본이 어디메냐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이 본이로다

제비원의 솔씨받아 거제봉산에 던졌더니

그 솔이 점점 자라나서 소목대목 되었구나

소산올라 소목내고 대산올라 대목내여

앞집에라 김대목 뒷집에라 박대목이

굽은낭은 등을치고 곧은낭은 배를치고

금도끼로 찍어내고 은도끼로 잘라다가

성주집을 마련하네 팔도강산 풍수불러

자좌오향 터를잡아 호박주초 유리기둥

사모에 풍경달아 풍경소리 요란하네

둘러보자 살펴보자 방치장을 살펴보자

도배지는 동화지요 장판지는 각지로다

다자세치 비단이불 모로접어 개어두고

두리비는 원앙금침 두리둥실 달이떳네

이집주인 어디갔노 한양이라 과거길에

은안백마 집어타고 통 갓을 높이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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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자락 휘날리며 구름같이 달려오네

얼굴모습 귀공자요 풍체또한 일월일세

경사났네 경사났네 이집문중 경사났네

이집마님 거동보소 비단공단 차린모습

앞치장을 살펴보니 찬란하다 금봉채요

뒷치장을 살펴보니 아담하다 죽절비녀

사분사분 걷는모습 화용월태 선녀로다

이집성주 이가정에 성주지신 나리시여

천년판도 여기로다 만년판도 여기로다

아들애기 낳커들랑 정승판서 마련하소

딸아기를 낳커들랑 정경부인 마련하소

이가정의 대주마님 동서남북 다다녀도

흉살액살 막아주고 남의눈에 꽃이되고

남의눈에 잎이되어 흉살액살 삼재팔난

소멸하여 막아주고 년년호월 재수주소

정월이라 들어온살 이월한식 물러가고

이월이라 들어온살 삼월삼짇 막아주소

삼월이라 들어온살 초파일에 물러가고

사월이라 들어온살 오월단오 막아주소

오월이라 들어온살 유월유두 물러가고

유월이라 들어온살 칠월칠석 막아주소

칠월이라 들어온살 한가위에 물러가고

팔월이라 들어온살 구월구일 막아주소

구월이라 들어온살 상수일에 물러가고

시월이라 들어온살 상수일에 물러가고

동짓날에 들어온살 섣달그믐 물러가고

섣달이라 들어온살 섣달그믐 물러가고

일년하면 열두달이 과년하면 열석달에

안가태평 하여주소 재수대통 하여주소

모진악담 막아주고 모진질병 막아주소

관재구설 막아주고 삼재팔난 막아주소

불려주자 불려주자 천석만석 불려주자

앞뜰에는 노적가리 뒤뜰에도 노적가리

앞곡간체 쌀이천석 뒷곡간에 필육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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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온다 들어온다 천복만복 들어온다

온갓잡신 물러가고 천복만복 들어오소

어허여루 성주야 지신밟자 지신아

4) 조왕(부엌) 풀이

어허여루 지신아 조왕지신 울리자

큰솥은 닷말치 작은솥은 서말치

샛별같은 솥두채 둥그렇게 걸렸네

살간(선반) 치장 보아라

통 판 개나리판 도리판이 걸려있고

연잎술 반가지 간지간지 한가지 아기자기 놓 고

이솥에 공양지어 부모봉양 하여보자

잡귀잡신은 물알로 만복은 이리로

어허여루 지신아 지신밟자 지산아

5) 우물 풀이

어허여루 지신아 우물지신 울려주자

동방청제 용왕님 남방적제 용왕님 서방백제 용왕님 북방흑제 용왕님

칠년대한 가물음에 물이나 청청 맑아주소

천년생수 여기로다 만년약수 여기로다

동해수의 맑은물아 서해수의 맑은물아

남해수의 맑은물아 북해수의 맑은물아

황화수를 불러주자 은하수를 불러주자

만고불변 만고수요 무궁불변 무궁수요

잡귀신은 물알로 만복은 이리로

어허여루 지신아 지신밟자 지신아

6) 장독 풀이

어허여루 지신아 장독지신 울리자

꿀치자 꿀치자 이장독에 꿀치자

올망졸망 고운단지 아기자기 이뿐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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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독아지 칠백개요 오막단지 팔백개다

이단지도 채워주자 저단지도 채워주자

단지마다 채워주자 가득가득 채워주자

막장된장 달아야지 고추장은 매워야지

총각모습 억세야지 처녀모습 고와야지

이독저독 단맛이네 단지단지 꿀맛이네

울려주자 울려주자 천년만년 울려주자

잡귀신은 물알로 만복은 이리로

어허여루 지신아 지신밟자 지신아

7) 고방(곡간) 풀이

어허여루 지신아 고방지신 울려주자

개리보자 개리보자 천석만석 개리보자

막아보자 막아보자 온갖벌레 막아보자

한섬을 제그들랑 천석만석 되어주소

곡식덜어 만서곡간 돈이덜어 만냥곡간

잡귀잡신 물알로 만복은 이리로

어허여루 지신아 지신밟자 지신아

8) 외양간 풀이

어허여루 지신아 외양지신 울려주자

마고지신 발원하여 천복만복 빌어주자

황송아지 자랐구나 암송아지 자랐구나

천리추마 불러보자 만리추마 불러보자

오추마를 불러보자 용추마를 불러보자

오추마는 백호같고 용추마는 청룡같네

불어나소 불어나소 억천만리 불어나소

나갈때는 빈바리요 들어올 때 온바리다

바리바리 들어오소 금은보화 들어오소

잡귀잡신은 물알로 만복은 이리로

어허여루 지신아 지신밟자 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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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뒷간(변소) 풀이

어혀여루 지신아 정낭지신 울려주자

막아주자 막아주자 온갖질병 막아주자

설사병도 막아주자 이질병도 막아주자

배알이도 막아주자 토사곽난 막아주자

잡귀잡신은 물알로 만복은 이리로

어허여루 지신아 지신밟자 지신아

10) 대문간 풀이

어허여루 대문간에 대문지신 울려주자

천년문도 여기로다 만년문도 여기로다

북대문도 여기로다 서대문도 여기로다

남대문을 닮았구나 동대문을 닮았구나

숭례문을 닮았구나 홍인문을 닮았구나

사대문을 닮았구나 팔대문을 닮았구나

개문하면 만복래요 소문하면 황금일세

닫고봐도 귀문이요 열고봐도 귀문일세

잡귀잡신 물러가고 만복은 이리로

어허여루 지신아 지신밟자 지신아

제6절 동 제(洞祭)

1. 동 제

1) 동제의 의의

동제(洞祭)는 마을을 지켜주는 신에게 공동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동제를 지내

는 목적은 온 마을사람들이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풀려나 농사가 잘 되고, 고기가 잘 잡

히게 해달라고 비는 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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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는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풍랑과 바람의 재앙으로부터 멀리 하기 위하여 마

을마다 동제를 지내왔다. 대표적인 것이 별신굿이다. 이 굿은 어촌마을에서는 섣달그믐

부터 정월 보름까지 행하여 오기도 하고, 2월달과 10월달에 행하기도 하 다. 그 범위

는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한 사람의 불평이나 불만없이

제를 올린다.

2) 유 래

구조라, 망치, 양화, 수산, 죽림 등은 얼마전까지도 별신굿의 맥이 이어져 오고 있었

다. 제례 절차나 금기 사항이 너무나 까다로워 점차 간소화되어 가다가 현대 문화에

려 이제는 그 맥을 찾을 수가 없다. 마지막까지 별신굿을 원형대로 살려서 해오던 죽림

마을에서도 1990년 초반까지 해오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별신굿을 할 수 있는

세습무(世襲巫)를 구하기 힘들어 중단하 다. 간혹 별신굿을 한다는 곳이 있는데, 세습

무의 원형이 아니고 강신무(降神巫)나 스님이 축원 형식으로 한다.

동신제(洞神祭)의 명칭은 산신제(山神祭), 서낭제, 용신제(龍神祭)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유래는 삼한시대(三韓時代) 제천(祭天)의식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낸데서 비롯되

었을 정도로 오래 되었다. 거제는 삼한시대 변한(弁韓) 12개국 중의 하나 던 독로국

(瀆盧國)의 왕도지가 사등에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그 당시 5월 5일과 10월 상달

에 소도(蘇塗)에서 제천의식(祭天儀式)을 가졌다. 지금도 당시의 소도 자리가 사등면 대

리마을 뒷산 준마령에 있다.

별신굿을 할 때 마을입구에 솟대를 세우는 것과 금기 사항이 많은 것도 삼한시대 제

천의식에서 전해온 것이라 한다.

별신굿은 12마당으로 되어 있는데, 산신제, 서낭신제, 토지신제, 용신제, 부군신제

(府君神祭), 국수신, 천신, 곳에 따라서는 장군신, 신장신, 골매기신(防谷神), 할매신,

할배신 등 다양했다.

이런 동제는 조선 말기에는 마을마다 성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여 마을이 단합되

고,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희망을 갖고 사는데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던 것

이 한일합방 후 일본사람들이 들어와서 미신이라는 이름으로 없애려고 노력하 다. 그

이유는 단합된 마을의 정신을 갈라놓기 위해서 다.  

동제는 2월과 10월에 지내는 곳도 있으나, 대체로 섣달그믐과 정월 14일 밤에 지내는

곳이 많다. 새마을사업과 현대문화에 려 지금은 대부분 사라지고, 맥을 찾기가 어렵

다.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조사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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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관 선출

제관 선출은 까다로웠다. 덕망이 있어야 하고, 1년내 그 집안에 흉사가 없어야 한다.

특히, 아이를 잉태했거나 순산한 일이 한달안에 있거나 있을 예정이면 제관을 할 수 없

다. 마을에 임산부가 있으면 부정을 탄다고 하여 마을전체가 금기하는 사항이다. 

제관은 제일 7일전이나 보름전에 동민이 모여 선출한다. 제관의 수는 제주(祭主), 집

사(執事), 축관(祝官) 3사람 정도다.

제주가 음식을 만들고 신당주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티끌을 모아 태우고, 신당주위에

는 왼새끼를 꼬아 금줄을 친다. 마을입구에도 이와 같이 금줄을 치고, 황토흙으로 깔아

서 외부 사람들의 출입을 금한다. 그리고 주위에는 황토를 펴서 사람들의 출입을 금한

다. 제관들은 제일이 될 때까지 바깥출입을 하지 않고, 음식을 가려 먹는다. 생선과 육

류를 먹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그리고 부부가 한 방에 자더라도 합방을 해서는

않된다. 이런 금기는 제사를 지낸 후 7일이나 보름은 금기를 하 다.  

4) 제물 차림

제물은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전반적으로 메, 술, 과실, 포(脯), 탕, 떡(백설

기) 등으로 고기종류는 생략하 다. 그러다가 돼지고기, 소고기, 조기 등을 올리기도 하

다. 제물비용은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을 한다. 살림살이에 의해서 풀이하는 곳

도 있고, 사람수에 의해서 풀이하는 곳도 있다. 제물값은 깎지 않는다. 그렇다고 터무니

없이 제물값을 받으면 파는 사람이 죄를 받는다고 하여 적당하게 판다.

제주(祭酒)는 신당 근방에 땅을 파서 술독을 넣고 술을 빚어 사용하는 지방도 있다. 

제물은 간을 보거나 미리 먹지를 않는다. 제주집에서 장만한 제물을 지게에 지고 산

당에 가서 제관들이 진설하고 제사를 지낸다.

제관은 초헌관(初獻官), 아헌관(亞獻官), 종헌관(終獻官)으로 구분하여 제를 올린다.

이런 절차가 끝나고 나면 무당이 마을의 안락을 기원하는 굿을 3일간 한다.

5) 마을별 동제

(1) 신현읍

① 양정리 양정마을

○ 명 칭 : 당산제

○ 주 신 : 당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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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일 : 음력 7월 15일

○ 내 력

일년동안 풍년농사를 짓게 해주신 당산신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농번기 때 열심히

일한 댓가로 음력 7월 15일날 머슴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여 하루를 마음껏 놀게 하

다. 지금은 그 규모가 크게 감소되어 마을주민들이 마련한 음식으로 제사를 지낸 후 이

웃과 함께 나누어 먹고 주민 상호간의 화목을 조성하는데 뜻이 있다.

○ 제의 절차

제관은 깨끗한 사람으로(액운을 당한자 제외) 선정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 으나 현재

는 동네 이장과 제일 연장자가 제관이 되어 준비한 음식을 차리고 제사를 지낸 후 주민

들과 일년동안의 농사이야기와 함께 즐겁게 하루를 보낸다.

○ 옛날에 비해 변한 것은

제의 의식과 준비사항이 옛날에 비하여 많이 간소화되고, 제관 선출방법도 옛날에는

엄선하 으나, 현재는 이장에게 일임하고 있음.

② 상동리 용산마을

○ 명 칭 : 당산제

○ 주 신 : 당산신

○ 제 일 : 음력 11월 30일

○ 내 력

제에 얽힌 특별한 전설은 없으며, 1년동안의 동네 안녕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다가올

일년도 무사히 보내게 해 줄 것을 바라는 뜻에서 간략하게 지낸다.

○ 제의 특징

옛날에는 상제, 임산부 등의 참석을 금지시켰으나, 현재는 모든 것을 가리지 않는다.

○ 제의 절차

제관은 제일(祭日) 한달전에 이장이 임명한 특정인(보살, 점술가)에 의해서 제관으로

임명하고, 임명된 제관은 제사에 쓰일 음식을 마련한 후, 저녁 8시경에 돌탑에서 지내

고 있음.

○ 옛날에 비해 변한 것은

규모가 크게 감소되었고, 제사도 제관 및 동네유지 몇 명이 참석한 후 간단하게 지내

고 있음.

③ 삼거리 삼거마을

○ 명 칭 : 위신제



○ 주 신 : 동신(洞神)

○ 제 일 : 음력 1월 1일

○ 내 력

동네의 무사안일과 풍년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내는데, 마을입구에 금기줄을 매고

황토흙으로 부정토를 만들어 잡귀를 물리친다.

○ 제의 절차

제관은 옛날에는 깨끗한 사람으로 정하여 지내게 하 으나, 현재는 심원사 주지에게

일임시켜 하고 있음.

○ 옛날에 비해 변한 것은

옛날에는 제관의 선출에 많은 절차가 따랐으나, 현재는 간소화하 다.

(2) 일운면

① 와현리 와현마을

○ 명 칭 : 당산제

○ 주 신 : 당산신

○ 제 일 : 음력 1월 1일

○ 내 력 :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풍습으로 정확한 내력은 알지 못하고, 마을의

태평성대와 풍년 풍어를 비는 마을제다.

○ 제의특징 : 저녁에 나무밑에 동민들이 밥상을 준비하여 차례를 차려놓고 스

님을 불러 불공을 드리고 마을에서 잔치를 함.

○ 제의 절차 : 제관은 이장이 됨. 제의 절차는 구분 없고, 스님의 불공의식으로

끝냄.

② 망치리 양화마을

○ 명 칭 : 당산제

○ 주 신 : 동신(洞神)

○ 제 일 : 정월달에 실시하나 해당 해에 일정을 정함

○ 내 력 : 옛날 선조들께서 마을에 정착해 살면서 주업인 어업으로 풍어를 비

는데서 비롯됨.

○ 제의특징 : 3년마다 1회, 3박 4일동안 7∼8명의 무당이 굿을 함.

○ 제의절차 : 제관은 이장, 제의절차는 제사를 지낸 후에 무당의 굿으로 계속됨

○ 옛날에 비해 변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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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7∼8명의 무당이 3박 4일동안 했으나, 지금은 3∼4명의 무당이 하루주야로 함.

③ 옥림리 옥상마을

○ 명 칭 : 당산제

○ 주 신 : 당산신

○ 제 일 : 음력 1월 28일

○ 내 력

먼 옛날 조상들이 정착해 살면서 마을의 부귀 화와 수호를 위해 풍수지리설에 의거,

좋은 장소에 나무를 심어 마을사람들이 정성드려 가꾸어 제를 지내는 것이 현재까지 계

속 이어져 옴.

○ 제의 특징

동민 중 한 사람을 정해 깨끗한 몸가짐을 갖추게 하고, 나무밑에 제사상을 차려 혼자

서 제를 지내고 마을 주민들은 동회관에서 잔치를 벌임.

④ 소동리 소동마을

○ 명 칭 : 당산제

○ 주 신 : 당산신

○ 제 일 : 12월 30일

○ 내 력

옛날 소동땅에는 마을을 지키는 여신이 있었는데, 이웃 남신들이 비옥한 소동마을을

차지하기 위해 싸움이 일어났다. 소동의 여신이 적을 물리치고 마을을 지켜 이것을 기

리기 위해 나무를 심어 풍년과 마을의 부귀 화를 빌기 위해 제를 지냄

○ 제의 특징

제사날에 절의 승려를 불러 불공을 드리고, 주민들 중 연장자가 축문을 읽음.

○ 제의 절차

제관은 마을에서 정한 60세 이상의 남자

제사 순서와 동일하게 함

(3) 거제면

① 법동리 고당마을

○ 명 칭 : 동신제

○ 주 신 : 동신(洞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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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일 : 음력 1월 7일

○ 내 력

이 마을에는 옛날부터 남자는 젊어서 빨리 죽고, 여자만 오래 살기 때문에 일명 고당

(해미당)이라고 불려오고 있다. 그래서 부락 부녀들이 생각하기를 남자가 단명을 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오래 살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굿을 지내자는 의견이 일치되어

굿을 하게 되었는데, 부락 뒷산(일명 범바위산), 앞산(호랑섬), 두 산이 밤이 되면 호랑

이로 변하여 죽치고 앉아 남자의 혼을 빼앗아 간다 하여, 당집을 짓고 부락에서 나이가

많고 품행이 단정한 여자를 선정하여 굿을 하 으나, 지금은 변하여 마을앞에서 부락민

들이 모여 제를 지내고 있음.

○ 제의 특징

옛날에는 제관이 별도로 있었으나, 지금은 부락이장 주관으로 호당 밥 1상씩 제물로

가져오며, 양초와 소지 종이만 동재로서 부담.  단, 아기를 분만한 사람이나 초상집에서

는 참가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제의 절차

제관이 별도로 없고, 부락 이장 입회하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 중에서 입담좋고 청결

한 부인을 선정하여 손을 비비며 소원성취 되기를 기도한다. 끝이 나면 농악놀이로서

밤을 새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즐기며 놀다 헤어짐.

○ 옛날에 비해 변한 것은

옛날에는 제당에서 제관을 선정하여 지냈으나, 현재는 부락 앞에서 이장이 주관.

② 오수리 죽림마을

○ 명 칭 : 동신제

○ 주 신 : 수신(水神)

○ 제 일 : 음력 정월 길일

○ 내 력

해변에 인접한 어촌마을이라 선조 때부터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범선을 이용, 멀

리 저구앞 바다까지 출어하여 생활권을 확보해 왔다. 1회 출어하면 2∼3일간 시일이 소

요되어 돌풍이나 풍랑을 만나면 해난사고가 잦아 출어자의 생명과 풍어를 빌기 위해 연

1회 정월달 초에 실시되어 왔으나, 15년전부터는 경비 부담이 과중하여 현재는 3년에

한번씩 정월달 길일을 택하여 행하고 있다.

배신굿을 모시는 장소는 죽림부락 뒷산으로 7그루의 소나무(20∼40년생)가 있으며,

그곳에는 대산저신사(大山祗神社)라는 돌비석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祭

主)를 수행하는 그 사람은 그 해에 많은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딸만 낳고 아들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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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들이 솔선하여 참여코자 한다고 한다. 제주를 수행하면 그 해에는 아들을 잉태한다

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음.

○ 제의 특징

부락 전체민에게는“굿”행하는 전일부터 부락내에서 사육하는 개(犬)는 타 부락에

옮겨 위탁 관리하며, 제우 전야에 개짓는 소리 및 출산, 초상이 생기면 제우를 3개월

연기한다.

○ 제의 절차

배신굿 일정이 정해지면 제주를 선정하는데, 제주의 자격은 부락내에서 덕망과 양심

이 바르며 水德(고기잡는 운)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주의 선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제를 받는다. 즉, 제주는 가내(家內)에 임산부가 있어서는 안되며, “굿”일정이 정해

지면 부부동침도 엄금되고, 제주 단독 방을 택하여 생활하고 매일 저녁 자정에 우물(샘

터)에서 목욕을 함.

제주는 제우 전날에“황산날”이라는 골의 뒷산에서 수행원 2명과 술을 빚고, 철야기

도를 드리는데, 밤중에 빚는 탁주가 새벽에 익어서 술이 된다고 한다.

○ 옛날에 비해 변한 것은

15년 전에는 매년 거행하던 것을 경비부담 때문에 현재는 3년에 1회씩 거행함.

③ 소랑리 소랑마을

○ 명 칭 : 당산제

○ 주 신 : 당산신

○ 제 일 : 음력 12월 30일(오후 11시)

○ 내 력

본 부락에서는 30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산제를 모시고 오는데, 선조들로부터의 전

설에 의하면 당산제를 모시면, ① 동민(洞民) 안가(安家) 태평하며 ② 농사가 풍작되고

③ 해안일대에 이르러 어업이 잘되기 위하여, 매년 음력 12월 30일 오후 11시를 기하여

동제를 모시는데, 본 동제 기간내에 동민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출입을 엄금하고 성심으

로 동민 전원이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다. 만약 동민의 정성이 부족할 시는 동정(洞政)이

불안하다고 하는 전설이 있으니, 현재까지 지극히 동제를 모시는 상태임.

○ 제의 특징

본 동에서는 12월 30일이 되면 임산부는 분만을 할 수 없어 인근 부락으로 피신하며,

만약 임산부 분만했을 경우, 즉시 본인에게 피해를 입는다는 전통이 있다. 제물은 돼지

고기, 밤, 대추, 감, 사과, 배, 채소, 밥을 차려놓고 제사를 모심. 

○ 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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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에는 제관을 선정하여 제사를 모셨는데, 현재에는 인근부락

(송곡) 세원사의 승려를 1명 추대하여 제사를 모시고 있음

(4) 동부면

① 산양리 산양마을

○ 명 칭 : 동제

○ 주 신 : 목신(木神)

○ 제 일 : 음력 1월 2일

○ 내 력 : 부락의 평온과 풍년 맞이를 위함

○ 제의 특징 : 제주 선정으로 제물준비

② 구천리 평지마을

○ 명 칭 : 동신제

○ 주 신 : 당산신

○ 제 일 : 음력 12월 말일(밤12시)

○ 내 력

동제는 수백년 동안 전래되어 온 것이다. 제주는 이동에서 흉사에는 가지 못하고 제

일 삼일전 목욕을 하고 공을 드린 후, 제일을 정하여 혼자서 당에 가서 밥을 짓고 제를

지낸다.

아들을 얻지 못한 자는 아들을 얻으려고 공을 드린 후에 아들을 얻은 자도 있고, 공

이 불실한 자는 피해를 입는다고 하여 정성으로 지냈다.

○ 제의절차 : 섣달그믐날 밤 12시

③ 가배리 가배마을

○ 명 칭 : 당산제

○ 주 신 : 당산신

○ 제 일 : 음력 12월 말일(20:00)

○ 내 력

옛날의 내력은 잘 알 수 없으나, 음력 섣달그믐날 밤 제사를 지내며, 정월대보름에는

거리제를 지낸다. 마을의 평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며 스님을 모시고 와서 제사를 지

내고 있음.

당산 주변에는 나무가 울창해져 있으며, 그곳에 나무를 베면 귀신이 붙는다 하여 일

체 나무를 베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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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의 특징

일반 제우와 같으나 정월대보름날에는 무당을 데려다가 푸닥거리를 하는 것이 특징임.

④ 학동리 학동마을

○ 명 칭 : 당산제

○ 주 신 : 당산신

○ 제 일 : 섣달 그믐(20:00)

○ 내 력

당산제 : 옛날 조상 대대로 전해오는 동제로서 마을의 안전과 해상어업·고기잡이 등

자녀들의 무사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 계원들과 절의 스님이 함께 당집에서 지내고 있음.

용왕제 : 위와 마찬가지로 주로 해상업의 발전을 위하여 용왕님께 비는 제로서 규모

면에서는 당산제보다 크며, 제의 일정은 없으나, 춘·추 연 2회로 실시하고 있음.

○ 제의 특징

절의 스님이 굿을 하는 것이 특징이며, 제물에 대해서는 일반 제우와 다름없음. 일정

한 제사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연 2회(춘·추) 실시함.

○ 제의 절차 : 주민들이 당집에 모여 스님이 굿을 하고, 용왕신과 당산신에게

비는 것임

○ 옛날에 비해 변한 것은 : 변함이 없으나, 스님이 굿을 한다는 점

⑤ 학동리 수산마을

○ 명 칭 : 동제

○ 주 신 : 동신(洞神)

○ 제 일 : 음력 12월 말일(24:00)

○ 내 력

옛날부터 지금까지 매년 음력 12월 말일 당산에서 제사를 모시며, 1년간의 풍년 및

부락의 평안을 기원한다.

매년 인구전이라 하여 호당 인구수대로 경비를 할당하여 충당하 으나, 지금은 호별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마을사람 중 가장 깨끗하다고 인정되는 1가구를 선정하여 그 사

람이 제물을 만들어 제사를 지냈다.

10년전부터 학동리 실상사 주지에게 맡겨서 대행하여 지내고 있으며, 2년마다 무녀를

초빙, 당산을 거쳐 해변가에서 용왕제를 지내고, 마을공터에서 2일간 무당이 굿을 한다.

옛날에는 별신제라 하여 마을 전체 주민이 축제분위기 속에서 흥겹게 놀았으나, 지금

은 점차 쇠퇴하고 있으며, 무당을 구하기가 힘들어 간소화한다.

제1장 풍 습

- 2545 -



○ 제의 특징

일반제우와 다름없이 평상제로 지내고 있으나, 동민들이 한데 모여서 제비를 균등분

할 충당하여 동네 평온을 빔

○ 제의 절차

음력 섣달그믐날 저녁 스님을 모시고 동민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제우를 모시며,

익일 무당을 데려와서 굿을 하고 산신, 용왕신, 목신, 동신, 당산신 등이 만족하 는가

의 여부를 평가함

○ 옛날에 비해 변한 것은

옛날에는 마을주민 중 깨끗한 사람을 선정하여 지냈으나, 지금은 스님을 모시고 동제

를 지내고 있음.

○ 동제아닌 다른 제가 있다면 : 산신, 목신, 용왕제

(5) 사등면

① 오량리 신계마을

○ 마 을 :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신계마을

○ 명 칭 : 당제(堂祭)

○ 주 신 : 당신(堂神)

○ 제 일 : 음력 12월 그믐

○ 내 력

당의 전설은 전해지지 않으나, 부락내 국도변옆에 당이 있었다. 그 당시 말을 타고

본당을 지날 때면 말다리가 부러지고 하여 당을 부락뒤 후포고개로 옮겨 놓았다.  이후

제를 지내고 정성을 드린 바, 말들의 안전과 부락의 태평도 무사하 음.

○ 제의 절차 : 부락내에서 3개월전 선정

○ 옛날에 비해 변한 것은 : 당집이 옮겨졌음.

② 오량리 오량마을

○ 명 칭 : 산신제(山神祭)

○ 주 신 : 산신(山神)

○ 내 력

폐왕성은 둔덕면과 사등면이 접한 오량에서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성은 고려말 정중부의 반란에 피신해온 의종이 살았던 성이다. 옛날부터 섣달그믐날 저

녁이면 이 성에서 촛불을 밝히고 제물을 차려 놓고 마을 주민들이 1년내 편안하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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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내고 풍년을 기약하는 산신제를 지내 오다가, 요즘에는 오량 석불암 주지에게 일임하

여 산신제를 지내고 있으며,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때 마을에서 제일 깨끗하고 복많은

사람을 제관으로 하 음.

○ 제의 특징 : 살생하지 않음

○ 제의 절차

산신제의 절차는 호당 백미 1되씩 염출하여 제물을 준비하고, 제관은 석불암 주지가

주관하고 오후 8시부터 촛불을 밝히고, 제물을 차려놓고 불경으로서 산신제를 지냄.

제관의 선정은 옛날에는 마을주민 중에서 깨끗한 사람을 선정하여 제관으로 하 다.

③ 덕호리 견내량마을

○ 명 칭 : 당산제

○ 주 신 : 당산신

○ 제 일 : 음력 12월 말일(23:00)

○ 내 력

1881년부터 부락 일신제의 명칭으로 음력 섣달그믐이면 본부락 당산에서 제를 지내

는데, 신의 성별은 나무가 크고 우람하다 하여 남성으로 정하 으며, 정신이 맑고 재앙

이 없는 사람이 제사를 모시며, 이는 전 주민이 경건한 마음으로 그 날을 보내고 있음.

○ 제의 절차

섣달그믐날 제사를 모실 때 다음해 제관을 정하며 정한 후 재앙이 발생하면 다른 사

람을 선정함.

○ 동제 아닌 다른 제가 있다면 : 산제

④ 지석리 지석마을

○ 명 칭 : 당산제

○ 주 신 : 당산신

○ 제 일 : 음력 1월 3일(23:00)

○ 내 력

먼 옛날부터 내려오는 제로 본 당산제를 모시지 않을 경우 동네 전체가 편하지 않고

가정불화나 도둑, 신경통 등이 유행한다고 함.

○ 제의 특징

다른 제사와 달리 많은 제물을 놓지 않고 쌀 한 공기와 초 두 개로서 제를 모시고 있

으며, 본 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 특징임

○ 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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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락 각 가정별로 순회식으로 하되, 부정이 조금도 없는 깨끗한 사람을 선정한다. 1

개월 전 이동개발위원회에서 선정, 선정된 제관은 그 날로부터 깨끗한 마음으로 당산제

를 모실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음.

○ 동제 아닌 다른 제가 있다면 : 괄목제(부락내의 지구별:상리, 중리, 북리, 골

목별로 제를 모심)

⑤ 청곡리 청포마을

○ 명 칭 : 당산제

○ 주 신 : 당산신

○ 제 일 : 음력 1월 15일

○ 내 력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모 노인이 해변가에 포구나무를 심어 정성을 드린 끝에

풍년·풍어가 들었다. 이 나무가 자라남에 따라 이곳에서 놀고 즐기며 농번기나 출어 때

에 공을 올린 끝에 지금에 이르러, 본동의 손재우씨 모친께서 지성이 지극한 끝에 당산

할아버님의 신이 강신하여 생전에 매년 풍년·풍어 등 이웃의 안가태평을 기하기 위해

제를 모시었다. 이곳 주민들은 정성껏 현재에 이르기까지 본 당산신을 본동에서 해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음.

○ 제의 특징 : 음식으로서 돼지고기는 삼가고 있음

○ 제의 절차

본 부락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정신이 맑고 깨끗한 남성 또는 여성 중, 100일간

길흉사 및 부부 관계를 일체 금한 자를 제1인자의 대표자로 선정하여 제위를 모시며,

이에 온 주민들은 길사, 흉사에 특별한 연고가 없는 사람은 삼간다. 각자의 제물을 준비

하여 합동으로 제위를 올림

○ 옛날에 비해 변한 것은

젊은 세대들이 타지로 이주함에 따라, 제원 부족 및 모든 비용이 어려워 차차 당산제

의 행사가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⑥ 사등리 성내마을

○ 명 칭 : 동신제(洞神祭)

○ 주 신 : 성신(聖神)

○ 제 일 : 음력 12월 그믐

○ 내 력

연대는 알 수 없고, 성(城)이 생긴 이후 반, 양, 원, 임, 이, 제씨가 사등성내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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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입증되며, 제의 내력은 성(城)의 동문, 남문, 서문에서 1년동안 마을의 무사

평온을 기원하는 제를 모시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마을내에 정자나무 한 그루가 있

었는데, 옛날에는 큰 나무에 제를 모시는 풍습이 있었다. 지금 부락내 탑(방송탑)이 존

재하고 있다. 연대는 약 350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기독교가 들어서자 그 나무를

베었다고 한다. 지금도 성내 동민들은 옛날부터 모시어 오던 제를 모셔오고 있다.

○ 제의 특징

옛날에는 제물을 차려놓고 무사를 빌었으나, 문명의 개화로 지금에 와서는 간소하게

차려서 제를 지내고 있다.

○ 제의 절차

제를 모시기 전 3개월 전에 전 부락민이 모여 심사숙고하여 제관을 선출, 선정된 제

관은 흉사, 길사에 출입을 금했으며, 시비하는 것도 삼가고 3개월동안 정신을 일치시키

고 있으며, 제물을 구입하러 갈 때, 길사는 삿갓을 쓰고 시장에 나가서 말을 하지 않고

구입하여 제사를 지낸다고 하나 요즘에 와서는 삿갓은 쓰지 않음.

○ 옛날에 비해 변한 것은

제물 구입시나 제를 모실 때 삿갓을 쓰지 않음

(6) 하청면

① 덕곡리 해안마을

○ 명 칭 : 목신제(木神祭)

○ 주 신 : 목신(木神)

○ 제 일 : 음력 7월 7일(13:00)

○ 내 력

능선에 있는 느티나무에 마을의 성쇠를 걸고 느티나무가 무성하면 마을이 성장·발전

한다고 믿고, 매년 칠석날이 되면 부락내 최연장자가 목욕 재개하고 이곳에 올라와 약

간의 술과 떡을 차리고 부락에 재앙을 없게 하고, 올해도 풍년이 되게 해주시오 하는 기

원을 올린다.

○ 제의 특징 : 동네의 연장자가 제주가 됨. 어물은 차리지 않음

○ 제의 절차

집안에 변고가 없고, 덕망있는 연장자 중에서 최연장자를 제주로 선정, 한달 전부터

모든 일을 삼가고 목욕 재개하면서 심신을 안정시켜 칠월 칠일 13:00에 제를 지냄.  제

의 절차는 일반 제와 같으며 기원하는 주문은 제주에 따라 다르나 주제는 동네의 무사

함과 재앙을 없게 하는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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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비해 변한 것은

옛날과는 완전히 변하여 술 한잔 부어놓은 것으로 끝남

② 유계리 서대, 서상마을

○ 명 칭 : 동제

○ 주 신 : 목신(木神)

○ 내 력 : 제우를 모실 때 여자들은 단위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돼지머리

가 꼭 있어야 함.

○ 제의 특징 : 제관은 마을유지 중에서 집안에 병고가 없는 사람으로 3∼4명이

선정됨

○ 옛날에 비해 변한 것은

요즘은 7월 7일이 되면 동네 유지들이 모여 이장 선출과 재직시 운 해 온 부락일에

대한 총결산 장소로 변함

③ 어온리 장곶마을

○ 명 칭 : 산신제(山神祭)

○ 주 신 : 산신(山神)

○ 제 일 : 음력 12월 30일(24:00)

○ 내 력

장곶마을 뒷산인 독려봉 산신이 부락의 안전과 평화는 물론, 장수하게 하고, 무자식

은 몸과 마음을 단장하고 한달만 빌면 자식을 얻게 한다는 전설

○ 제의 특징

제일 1개월 전부터 부락 살생금지, 고성방가 금지

○ 제의 절차

제관은 부락 최고령 남자로서, 그 해에 가정이 화목하고 궂은 일을 당하지 않은 가정

을 우선, 무당과 제관으로 선정

○ 옛날에 비해 변한 것은

제당에 차린 음식이 간소화 됨

④ 어온리 어온마을

○ 명 칭 : 산신제(山神祭)

○ 주 신 : 마고할매

○ 제 일 : 음력 3월 3일, 9월 9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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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력

○ 제의 특징 : ① 살상 금지, ② 고성방가 금지, ③ 재물 : 돼지머리

○ 제의절차

1. 제관선정 : ① 깨끗한 사람, ② 궂은 일이 없는 사람,  ③ ①과 ②를 겸비

한 사람 중에서 부락민이 추천한 사람

○ 옛날에 비해 변한 것은 : 제당에 차리는 음식 간소화

(7) 장목면

① 관포리 관포마을

○ 명 칭 : 당산제

○ 주 신 : 당산신

○ 제 일 : 음력 1월 15일, 10월 15일

○ 내 력

2000년전 관포리 동장 할아버지 꿈에 등밑(관포리 해안옆)에 가면 6명의 신이 있는

데, 모시고 와서 집을 짓고 모시게 되면, 동네에 재앙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 동네가 숭

상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다음날 등밑에 가보니 돌이 6개가 있어 마을옆에 당집을

짓고 모시어 오고 있음. 신의 종류는 할배, 할매, 아들신 2명, 손자신 2명으로 할배돌

(신)의 크기는 사람의 앉은 키만하고, 손자돌(신)의 크기는 사람의 두상만 함

○ 제의 특징 : 제주와 마을사람은 일주일 전부터 살생을 금하고 있음

○ 제의 절차

제관은 마을에서 선정하나 1년동안 재앙이 없는 사람, 살생을 하지 않은 사람 등 깨

끗한 사람으로 선정함. 당제일은 주민이 전부 집결하여 용왕제를 모시고 있음.

② 농소리 임호·농소마을

○ 명 칭 : 동제(洞祭)

○ 주 신 : 목신(木神)

○ 제 일 : 음력 3월 10월

○ 내 력

농소와 임호마을은 아래위 마을로, 마을주위에 고목 포구나무 다섯 그루가 있다. 매

년 3월 10일 메를 지어 다섯 그루의 나무를 돌면서 동제를 모시어 왔으나, 현재는 마을

회관에서 모시고 있음.

옛부터 동제를 모시고 나면 마을이 평온하고 농사도 잘 된다고 하여 모시고 왔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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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제에 따른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없음.

○ 제의 특징 : 주민 중 순산끼가 있는 사람은 다른 동네로 피신함.

○ 제의 절차 : 이장, 새마을 지도자가 제관이 됨

○ 옛날에 비해 변한 것은

옛날에는 나무밑에서 제를 모시어 왔으나, 2년 전부터 마을회관에서 모시고 있음.

③ 장목리 매동마을

○ 명 칭 : 동제(洞祭)

○ 주 신 : 목신(木神)

○ 제 일 : 음력 1월 15일(16:00)

○ 내 력

제를 올린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마을앞들에 포구나무가 있어 마을의 무궁한 발전과

평온함을 기원하여 왔다고 함. 현재는 포구나무는 없어지고, 20년된 매화나무가 있고

마을사람 전부가 모여 제를 올리고 있음.

○ 제의 절차

마을 고령자순으로 제관을 선정하며, 마을주민이 모두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정

의 평온함을 기원함

④ 율천리 율천마을

○ 명 칭 : 동제(洞祭)

○ 주 신 : 목신(木神)

○ 제 일 : 음력 1월 1일

○ 내 력

옛날에는 마을 뒷산에서 신을 모시고 동제를 지냈으나, 현재는 마을옆 포구나무밑에

서 정월 초하룻날 각 가정마다 제물을 차려 모시고 있음.

○ 제의 특징

그 달에 아기를 해산할 사람이나 가족은 다른 마을로 보내고, 신선한 사람만 참석함

○ 제의 절차 : 개인별로 숭배하므로 제관이 없고, 매년 15가구 정도가 모시고

있음.

○ 옛날에 비해 변한 것은 : 산에서 모시다가 현재는 마을앞 나무밑에서 모시고

있음.

⑤ 구 리 황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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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동제(洞祭)

○ 주 신 : 목신(木神)

○ 제 일 : 음력 9월 9일, 3월 3일(년2회)

○ 내 력

옛 선조 때부터 매년 음력 9월 9일, 3월, 30일 동안 정자나무에 동제를 지내면 마을

이 평온하다 하여 전 동민이 참석하여 지내 왔으나, 지금은 부락 대표 및 유지 몇 명만

참여, 제를 지내고 있음.

○ 제의 절차 : 마을 유지 중 참여 의사가 있는 분

○ 옛날에 비해 변한 것은

옛날에는 전 동민이 참여하 으나, 현재는 부락유지 몇 분만 참여, 간소화 됨

⑥ 대금리 대금마을

○ 명 칭 : 동제(洞祭)

○ 주 신 : 산신(山神)

○ 제 일 : 음력 1월 1일(04:00)

○ 내 력

1년간 나쁜 곳에는 가지 않고, 사람이나 가축이 새끼를 낳을 달인 가정은 가지 못함.

제를 모시고 개를 잡아 먹는다던가 하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 해가 온다고 함.

○ 제의 절차

스님을 모시고 동내에서는 깨끗한 사람만 모여 제를 올리고 있음.

○ 옛날에 비해 변한 것은 : 제관을 동내 유지 및 어른이 하 으나, 지금은 스

님을 모시고 제를 올림.

⑦ 관포리 두모마을

○ 명 칭 : 동제(洞祭)

○ 주 신 : 목신(木神)

○ 제 일 : 음력 11월 15일(12:00)

○ 내 력 : 마을이 생긴 이래 계속해서 모시고 있어 전설이 없다고 함

○ 제의 절차 : 웃어른이 제사를 주관(50대 이상), 마을 주민이 모두 참석하여

제를 올리고 마을의 평온을 기원함

○ 옛날에 비해 변한 것은 : 축문생략

⑧ 장목리 매동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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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동제(洞祭)

○ 주 신 : 당산신

○ 제 일 : 음력 1월 3일

○ 내 력

약 400년 전부터 제를 지냈으며 동네의 평안과 사고 없기를 비는 마음에서 지냄.

○ 제의 특징

재앙이 있는 사람은 제에 참석치 못하고, 제를 지내는 동안 부락밖으로 피신한다.

○ 제의 절차

제관은 별도로 없고 모든 준비는 이장이 하며, 동네 산에 어른들이 모여 가장 연장자

가 제사를 주관하며, 무당 없이 동제를 지냄.

○ 옛날에 비해 변한 것은

옛날에는 스님, 무당을 모셔와서 제사를 지냈으나, 요즘은 간소화로 부락 자체에서

간단하게 하고 있음.

⑨ 외포리 상포마을

○ 명 칭 : 이제(里祭)

○ 주 신 : 별신(別神)

○ 제 일 : 음력 10월(추수가 끝난 직후)

○ 내 력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지금부터 400∼500여 년전부터 현재 동 부락 일대(외

포, 상포, 서목, 소계, 대계)에 걸쳐 3∼5년마다, 가을추수가 끝난 10월 중 1년 농사의

풍작과 해산물의 만선으로 부락내의 평안과 태평성대로 살게 해주신 별신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낸다. 이 일대 주민의 가장 큰 제전이었음. 이 제전은 지금부터 50여년전에

사라졌다. 성행할 때는 야산에 여신탑과 오래묵은 고목 등 제사를 모시는 유서깊은 명

지가 있었지만, 그간 전쟁과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흔적조차 찾아 볼 길이 없음.

○ 제의 특징

제관은 신을 위로하는 여러 무당중 가장 가무를 잘하는 이에게 상표를 선사했음.

○ 제의 절차

○ 제관선정

제전을 베풀기 1년전 지방유지들을 중심으로 부락회의를 가진 다음 마을에서 가장

깨끗한 집안세대주를 선정하여 제전을 열기까지 집안 전 세대원은 심신수양과 몸을

깨끗이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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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의 규모

부락 주민 전원 참석(현재 5개 마을-서목,상포,외포,소계,대계)

○ 절차

제관은 일단 산신에 가서 제사를 모신 다음, 마을로 내려와 나무나 우물주위에 다

시 한번 제를 올린 다음, 마을 마당에서 무당을 불러 놓고 신을 위로하는 가무를 3

∼4일간 계속함으로써 제를 마침

⑩ 송진포리 신촌마을

○ 명 칭 : 동제(洞祭)

○ 주 신 : 동신(洞神)

○ 제 일 : 음력 11월 15일(12:00)

○ 내 력

지금으로부터 80여년 전 노일(露日)전쟁 때, 일본이 진주 당리포에서 이곳 송진포항

으로 정착, 전답에는 집을 짓지 못하고 경사진 암석 애장터를 헐고, 토막집을 지어 우선

거처하면서 안일무사함과 빨리 귀향함을 신과 용왕님께 빌면서 지내는 동제 으나, 끝

내 돌아가지 못하고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연중 지내는 동제이다.

○ 제의 특징

호별로 제물도 마련하여 주제관(主祭官)이 제를 지낸 다음에 개별적으로 제를 지낸다.

○ 제의 절차

해마다 제관을 선정하여 제를 지내며, 제관은 3일 금기하여 당시 주제관이 된다.

(8) 남부면

① 탑포리 상근마을

○ 명 칭 : 동제(洞祭)

○ 주 신 : 동신(洞神)

○ 제 일 : 음력 1월 15일, 8월 15일

○ 내 력 : 마을의 무사평안과 재난이 없기를 기원하며, 약 35년전부터 제사를

지내오고 있음

○ 제의 특징 : 재앙이 있는 사람은 제를 지내는데 참석 못하고, 짐승도 접근 못하

게 함.

○ 제의 절차
부락내 각 가정별로 5∼6세대 조를 편성, 그 조가 제관이 되며, 마을회관에 음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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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을 차려 놓고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제를 지냄

○ 옛날에 비해 변한 것은

옛날에는 30여년 전 무당과 스님을 초청하여 제를 지냈으나, 지금은 경비마저 가정에

서 부담하는 등 간소하게 지냄

② 저구리 저구마을

○ 명 칭 : 동제(洞祭)

○ 주 신 : 동신(洞神)

○ 제 일 : 음력 1월 5일(2년마다)

○ 내 력

마을의 무사평안을 기원하는 제를 부락뒤편 당집에서 약 400년전부터 당제를 모시고

있음.

○ 제의 특징 : 제일 10일전부터 매사에 부락민 조심(싸움, 고성방가, 피보는 일)

○ 제의 절차

제관은 별도 지정 없이 이장이 제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추진하고, 스님을 한분 모셔

와서 하룻동안 당집에서 제사를 지냄. 그리고 제물을 마을회관 옆에 비치하고 전 부락

민이 거기에 절을 하며, 소원성취와 부락의 평안을 기원함.

③ 저구리 근포마을

○ 명 칭 : 일신제

○ 주 신 : 부처

○ 제 일 : 음력 1월 3∼5일사이(1일간 택일 실시)

○ 내 력 : 마을의무사평안을기원하는뜻에서제를지내며, 300여년전부터실시

○ 제의 특징 : 일신제를 지내는 저녁에는 마을민 전체가 집에 머무르고, 집밖

으로 나가지 못함. 고성방가도 금지

○ 제의 절차

마을에서 깨끗한 사람 1명을 선정하여 지내며, 무당 없이 스님을 모셔와서 동네의 평

안을 기원

④ 저구리 대포마을

○ 명 칭 : 일신제

○ 주 신 : 목신(木神)

○ 제 일 : 음력 1월 3일(3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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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력

마을의 평안과 사고 없기를 기원함. 30여년 전부터 지낸다고 전하고 있음.

○ 제의 특징

임산부는 음력 정월 초하룻날부터 5일까지 동네밖으로 피신, 제관은 6개월동안(제사

후) 나쁜 곳에는 가지 못한다.

○ 제의 절차

부락 내에서 깨끗한 사람을 선정하여 제관으로 하고, 무당대신 스님을 한분 모셔와서

제를 지냄. 대잡이 한 사람을 불러와서 함께 지냄. 

⑤ 다포리 여차마을

○ 명 칭 : 동제(洞祭)

○ 주 신 : 산신(山神)

○ 제 일 : 음력 1월 1일(3년마다)

○ 내 력 : 마을의 평안과 사고 없기를 기원하며 200여 년전부터 실시

○ 제의 특징 : 임산부는 부락 밖으로 피신, 제관은 1개월동안 재앙 있는 곳과

불길한 곳에 가질 못함.

○ 제의 절차

산에서 먼저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마을 선창으로 와서 용왕당에게 제사를 지내며, 제

관은 마을에서 재앙이 없고 깨끗한 사람을 선정, 무당 한명을 불러와서 함께 제를 지냄.

⑥ 갈곶리 갈곶마을

○ 명 칭 : 동제(洞祭)

○ 주 신 : 동신(洞神)

○ 제 일 : 음력 1월 1일(3년마다)

○ 내 력 : 동네 전체의 무사평안을 기원하기 위한 제로서 360여 년전부터 실시

○ 제의 특징 : 임산부는 그믐을 중심으로 10일동안 피신

○ 제의 절차 : 제관은 부락내 깨끗한 사람을 선정, 무당은 충무 방면에서 남 1

명, 여 1명 초청

○ 옛날에 비해 변한 것은

20년전만 해도 4∼5명의 무당을 불러서 4∼5일간 굿을 계속했으나, 요즘은 간단하게

지냄.

⑦ 갈곶리 도장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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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산신제(山神祭)

○ 주 신 : 산신(山神)

○ 제 일 : 음력 1월 2∼3일(격년제로 2일간)

○ 내 력

산신제 : 동네 무사평안하길 비는 제로서 지금부터 200여 년전부터 시작

용왕제 : 주업이 어업인 만큼 풍어와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내는 제사로서 시작연대

는 산신제와 같음

○ 제의 특징

임산부는 제기간 동안 마을에서 피신(재앙이 겹친다는 뜻에서), 재앙이 있는 자는 제

에 참석할 수 없음.

○ 제의 절차

제의 절차는 산신제로부터 시작하여 용왕제로 이어지며, 제관은 무당 2명(남1명,여1

명)을 초청, 주야로 2일간 실시하며 전 주민이 참여

제7절 별 신 굿

거제도내의 별신굿은 1986년까지만 해도 동부면 수산리, 일운면의 양화리와 구조라

리 및 거제면 죽림포에서 명맥을 이어왔고 그 이전엔 일운면 망치리(망태)와 장목면에

서도 열렸으나 잔존했던 2~3명의 악사들마저 1986년도의 별신제를 끝으로 연이어 타

계하자 더 이상 제대로의 굿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대모들은 생존해 있었으므로 1988년에 수산, 양화, 죽림에서는 그런대로 별신

굿이 열렸다. 그후 정모연, 고주옥 대모마저 작고하자 수산마을
1)

을 제외하고는 별신굿

이 중단되었다.

필자는 1984년도에 거제군 수산, 양화, 구조라의 음정월 별신굿과 통 군의 치리섬

위만제(4월 7일~10일) 및 서울의 공간사랑 초청으로 행해진 오귀새남굿(4월 12, 13

일)에 참관하여 최초로 음악 관계를 채보하고 남해안 별신굿의 틀을 파악한 내용을“치

1) 수산에서는 마을사람들의 정성과 정 만(1956년생. 중요무형문화재 제82-라호 남해안별신굿의 현 보유자인 악
사)의 헌신적 노력에 힘입어 2000년도에도 별신제를 열었다.
1998년에는 정 만이 이끄는 남해안별신굿보존회가 구조라별신굿을 재현한 바 있다.
12, 3년전엔 백정자(중요무형문화재 제82-라호의 보유자후보)를 중심으로 해금강 부근의 남부면 도장포에서 약
식으로 마을굿이 열린 바가 있다.(정 만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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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섬 별신제”라는 제목으로 그해 연말에 발표
2)

한 바 있다. 1985년 10월 16일엔 문화재

관리국(현 문화재청)의 남해안풍어제 지정 조사를 담당하여 거제 신청(神 )이 본방이

었음과 대모일행의 인맥이 동해안별신굿의 담당자들과도 먼 혼인 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조너리·제만수·대너리 장단을 보완하여 [무형문화재지정 조사보고서 제170

호]에 게제하 다. 1986년 2월 7~15일에는 수산, 양호 및 죽림포에서 행해진 음정월

거제별신제에 대모일행과 함께 숙식을 같이하며 동행하 었다.

남해안별신굿의 굿음악엔 심금을 울리는 빼어난 성악곡들이 전한다. ‘최근의 남해안

별신굿’에 관한 보고서
3)

가 나왔지만, 1986년의 주요 구성원이 모두
4)

작고한 상태이고

음악방면은 필자의 상게 보고서를 서투르게 인용한 것에 불과하여, 이에 필자는 본 지

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1986년도의 일운면 양화리 별신굿을 중심으로 굿음악을 한

걸음 더 보완 채보하고 그 당시의 거제별신굿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1. 거제 별신굿과 담당자

거제마을의 별신굿은 마을 사람들이 전문 무속인들을 초청하여 행사해 온 것이므로

그 담당자는 제관일행과 세습무계의 대모일행으로 나누어진다.

A. 마을의 제관일행 : 마을의 주역은 굿장모이며 그밖에 화주, 대잡이, 이장(里長)이

굿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거제에서는 대모일행을 위한 밥상을 각 가정

에서 한상씩 차려 오고, 조상상과 용왕상을 각 호수마다 제각기 준비하는 등 온 마을 사

람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

양화에서는 남자만 굿장모가 된다. 당산 치성에도 여자는 가지 않는다. 굿장모는 생

기복덕을 보아 깨끗한 사람(집안에 우환이 없고 출산이나 상사(喪事)가 없어야 한다)이

담당해야 하며 굿이 끝나고서도 일년간은 근신하여야 하는 고로 아무나 할 수 없고 대

잡이도 신기가 오는 사람이라야 잡을 수 있어 양화에서는 김대부(1926. 토민)가 계속

이 일들을 맡아 왔다. 장보러 가거나 삼한대를 들거나 하는 일도 따로 정함이 없이 굿장

모가 알아서 필요하면 1, 2인 대동하기도 한다(김대부 대답).

수산에서는 제관의 부인으로 굿음식을 장만하는 여자를 굿장모라고 지칭(수산리 이장

오완기 : 1929)라 한다. 대잡는 일은 거제시 동부면 학동해수욕장 부근의 진씨(73세.

남)가 줄곧 해오고 있다. 필자는 1986년 별신 때에 오완기 이장과 초등학교 동창인 노

자산의 강씨 스님이 전날 밤 치성을 드렸던 흔적을 확인한 바 있는데, 그 이후로도 강씨

2) 이소라, “치리섬별신제”[문화재 제17호] 문화재관리국. 1984
3) 문화재관리국. 1996.
4) 김윤희만 생존하 으나 은퇴한지 오래되고 나타나기를 싫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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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이 이를 담당했으나 돌아가시자 2000년도 별신제에서는 양화마을 김대부가 대신해

주었다고 한다.

B. 대모일행 : 승방과 악사로 나누인다. 승방에는 대모와 그를 보조하는 소모가 있

다. 악사
5)

중에서도 장고잽이는‘고인수’라고 일컫는다. 고인수가 일행을 리더하는 경우

가 많으므로 그럴 때는‘대사산이’라고도 불리운다.

박복률(朴福律 1936~1987 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 승전무의 예능 보유자. 젖대, 피

리, 징담당)의 부친인 박경규(朴景奎. 자는 박경삼. 1903년생. 제21호 승전무의 보유

자. 피리담당) 생존시만 해도 대모 이외에 소모가 2~3인 따라가고 악사로는 해금, 아

쟁까지 곁들여서 4~5인이 출동하 다. 1984~1986년도엔 대모를 포함한 승방(무녀)이

2~3인, 악사가 2~4인 행차했다.

필수의 최소 인원은 교대로 무가를 외울 승방 2인과 고인수 1인, 징잡이 1인 해서 4

인이다. 단 징잡이는 젓대로 청신악을 불 줄 알아야 한다.

1984~1986년에 활동한 승방에는 정모연(1913~1989)·고주옥(1910~1990, 정모연

의 올케)·임필선(林必先. 여. 1913년 통 군 산양면 출생. 남편은 충무의 김중호)·김

윤희(1922. 충무출생. 부친은 김상선. 모친은 고씨)가 있으며 고인수(장고잽이)로는 배

중렬(裵仲烈. 1922~1987. 김윤희가 처형임), 징과 젓대에 박복률, 북을 담당한 박복개

(朴福開. 1934~1986. 박복률의 친형. 처는 부산의 세습무가인 정인수)가 있다.

세습무계(巫系)인 박복률·박복개의 증언에 의하면 친척이 거제도에 있을 것이라는

풍문이 있으나 웃대부터 찾지 말라는 부탁이 있었고 8대조까지는 조상을 더듬을 수 있

는 것으로 보아 8대조로부터 무업을 해 온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거제읍 출신의 세습무인 정모연은 부친 정철주와 모친 유선이(별명은 유밤선) 사이에

막내딸로 태어나 거제에서 성장하 다. 18세에 충무의 김씨 집안에 시집가기 전인 16~

17세부터 승방인 모친의 향으로 굿판에 따라다녔다. 그 당시엔 거제가 굿의 본방으로

거제에 신청이 있었다. 41세에 통 의 김성호(정모연보다 19세 연상. 젓대와 가야금 명

인. 박경규와 함께 다녔다)에게 재혼하 다. 시아버지는 김인관(장고, 징, 젓대), 시어

머니는 고씨(김윤희의 모친과 4~6촌 관계임)이다. 통 명정리에 사는 김상조(남. 정

모연의 이모부. 임필선의 시아버지)가 신청의 대선생님이었다. 김운희(김상조의 아우)

등 40명이 학습하 는데 남녀가 반반이었다. 여자로서는 덕진어매(거제사람. 정철주의

큰 며느리. 즉 정모연의 큰올케)와 찬액
6)

이라는 분이 잘하 다.

정 만은 조부인 정봉호(거제사람. 정철주의 셋째아들. 처는 고주옥)와 부친인 정덕

5) 남해안별신굿의 대모일행은 악사에 대하여‘양중’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으며 양중이란 호칭은 굿의 반주자들을
비하하는 말로 여겨 듣기 싫어한다.

6) 정 남의 모친인 박옥희(박복률의 사촌동생)의 기억에 의하면 찬액은 거제출신인 듯 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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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이어지는 세습무계로서 굿에 참여하지 않다가 악사들의 타계 이후에 뒤를 잇고 있

다. 박복률은 외삼촌이며 고 숙(예명은 고농주. 고주옥의 친동생)은 이모할머니다.

정 만의 친가는 거제이며, 외가는 통 으로 대체로 통 이 활동 역이었다.

2. 거제별신굿의 제일(祭日)

거제도의 별신굿은 대체로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 사이에 행해진다. 수산은 초하

루에 시작하여 이튿날 미명에 끝난다. 양화는 초이튿날 낮에 시작하여 초3일 오전에 끝

난다. 이들 두 마을은 격년으로 별신굿을 행했다. 무가에서는 이를“공년(空年)에는 문

을 닫고 환년(還年)에는 문을 열어 시우 삼년 환년되니”로 표현한다.

3. 제장(祭場), 제물(祭物)

1) 제장(祭場) 

제장엔 상당과 중당 및 하당이 있다. 양화의 경우 상당은 우산에 있는 당산이며 중당

은 우산중턱의 중천사자터다. 하당은 지동궤를 모시고 잔삭다리와 큰굿을 펼치는 동사

(마을회관)와 용왕굿 때의 바닷가, 골맥이굿 때의 벅수와 동네 우물(육수 용왕)등이라고

할 수 있다.

당산에서는 들맞이 당산굿과 굿장모의 산신제 및 일월맞이 칠성굿이 행해진다.

그밖에 굿장모댁도 굿장모댁 부정굿에서 제의의 장소로 쓰인다.

2) 제물(祭物)

거제별신굿에서는 일반적으로 육류는 쓰지 않는다. 지동굿거리가 있는 곳에서는 먼저

지동궤를 모셔 놓고 그 앞에다 제물을 진설한다.

양화의 하당 굿청 제물<사진 15>로는 사과, 배, 곶감, 귤, 과자, 흰떡, 대구로, 두부

탕, 나물과 쌀 및 북어 2마리를 올린다.

죽림의 하당 굿청 제물<사진 16>, 양화와 수산의 당산 제물<사진 1, 3>, 우물굿 제물

<사진 6>, 죽림의 당산에서의 거리믹임<사진 7>, 양화의 용왕굿 제물<사진 11>에 대하

여는 각각 사진 참조.

죽림포의 하당 제장(祭場)인 마을회관 앞에 세운 마실대 위에는 <사진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어와 술병을 새끼로 기둥에다 묶고 한지를 새끼에 끼워 놓으며, 그 옆에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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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루와 쌀을 담은 그릇을 두었다. 이는 별신굿의 목적이 풍어와 농사 풍작을 기원하는

것임을 단적으로 나타내어 준다.

시석에서는 굿청에 배설한 자기집 조상상의 음식을 조금씩 자루에 담아 잡아매어 가

지고 바다에 던진다(개를 먹인다).

4. 무복, 무구

승방의 굿옷으로는 홍치마와 색동 소매가 달린 쾌자 및 검정색 허리띠가 있다. 옷은

봄, 여름, 겨울용으로 3벌이 있으나 색깔과 모양이 같다. 악사들의 옷은 별다른 제한이

없다. 머리 장식으로 큰머리를 쓰는 경우(용왕굿, 잔삭다리, 큰굿 등)와 고깔을 쓰는 경

우(일월맞이 칠성굿) 이외에는 맨머리를 단정히 빗어 묶고 비녀만 꽃는다. 남해안별신

굿의 큰머리는 대물림
7)

하는 것으로 독특하다. <사진 13>에서 보는 바처럼 머리틀 위에

세워져 있는 3개의 원정(놋쇠장식)에 대해 정모연은 대신이 앉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별신굿에서 승방이 손에 드는 무구로는 부채, 신칼, 신방울, 손전등이 있다. 잔삭다

리에서는 신방울을 들지 않는다.

세습무인 고로 재차 마다 옷을 갈아입지 않으나, 큰굿에는 띠를 허리에 두르고 뒤로

돌려 그 중앙에서 묶고 고리를 뒤에 두는 반면, 잔삭다리에서는 오른쪽 또는 왼쪽 어깨

에서 반대편 허리 아래켠으로 내려 묶는다.

공사를 할 때는 큰머리와 쾌자를 벗어 놓고 홍치마만 걸치고서 젓대 또는 북어를 손

에 들고 제관 등 마을의 굿책임자들의 등을 때리며 나무람한다.

악기로는 장고와 징, 묵, 젓대 및 복지깨가 필수적이다. 그밖에 피리, 아쟁, 해금, 꽹

쇠가 첨가된다. 최근에는 쇄납을 넣기도 한다. 장고는 고악기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작은

것을 쓴다. 젖대는 공사의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아예 청을 떼버리고서 손가락으로 막

고 분다.

5. 제비(祭費)

대모일행과의 기본 제비(판돈) 결정은 하당의 굿청에서 잔삭다리 마을굿을 끝내고 큰

굿 들어가기 전에 마을 사람들과 대모일행이 죽~ 둘러앉아 구두로 서로의 의견을 말한

다음, 각기 양보하여 화해로운 분위기에서 정하여졌다.

양화에서는 총 가구수 40호가 그 해의 경비를 등분하여 부담한다.

7) 현재 남해안별신굿보존회의 정옥이는 정모연의 큰머리와 옷 및 무구를 물려받았고, 김현숙은 김윤희의 큰머리를
물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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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에서는 2000년도 총 경비 500만원에서 어촌계 보조비 100만원, 거제문화원 보조

금 100만원을 제하고 300만원을 전체 가구수 36호가 분담하여 지출하 다.

6. 거제별신굿의 특징

거제별신굿은 해사(海事)와 농사(農事)가 잘 되기를 기원하고 마을의 가가호수가 안

가태평하며 수명장수하기를 기원하는 무속굿으로 다른 지방의 별신굿에 대한 특징을 나

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본 거리의 시작과 끝에 젓대잽이는 청신착을 독주한다.

② 젓대로 공사를 준다. 이때 신나게 때리는 징의 타법도 독특하다.

③ 청을 떼 낸 젓대를 쓴다.

④ 산신제를 유고식으로 치루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으로 치성을 올린다. 마을에 담당

할 제관이 없을 때는 스님이 대신 해 주기도 한다(수산리, 죽림포).

⑤ 남해안별신굿에서는 잔삭다리 뒤에 큰굿이라 하여 돌아가신 굿선생님들에 대한 망

자천도적인 거리들이 첨가된다. 큰굿은 대모일행들의 굿이라고 했다. 이는 마을 사람들

과 대모일행이 오랜 단골 관계를 유지하고 돌아가신 굿선생님들에 대한 추억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형식이라고 여겨진다.

⑥ 굿‘장모’라 호칭이 독특하다.

⑦ 무복인 큰머리<사진 13>는 대물림하는 것으로 독특하다.

⑧ 수산과 양화에서는 각 가정에서 대모일행의 한사람 한사람에게 각각 밥상을 차려

내온다.
8)

⑨ 새이야(상이야) 하며 상돈을 부채 위에 올려 준다.

⑩ 죽림포의 하당 제장인 마을회관 앞에 제물을 얹은 마실대<사진 12>가 독특하다.

⑪ 주요 무가장단으로는 6박 1마디 패턴의 조너리채-푸너리채와 5박 4마디 패턴의 불

림채가 있으며 징법이 독특하다. 또한 동살풀이 무가와 천근노래가 빼어나며 심금을 울

리면서 아름답다.

⑫ 지동궤를 모시는 지동굿이 있으며, 마을회관이 하당의 주요 굿청이 된다.

8) 수산과 양화에서는 대모일행의 한사람 한사람에게 각각 밥상을 차리며 마을의 각 가정에서 서로 잘 차려 내올려
고 하며 제각기 한 상씩 차려 내왔다. 대모일행이 자기집 밥상의 음식을 잘 잡수어 빈 그릇으로 내놓으면 자랑이
된다. 만약 숫가락이나 밥그릇이 뒤섞이는 날엔 싸움이 나는 적도 있으므로 대모일행은 맛있는 반찬들을 서로 나
누어 먹되, 한 상의 그릇이 다른 상의 그릇과 바뀌는 일이 없도록 조심 또 조심한다.
구조라에서는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공동으로 식사 준비를 했으며, 대모일행과 마을 임원들이 한 식탁에서 먹었
다. 구조라는 해수욕장으로 알려져 있고 많이 도시화 된 곳이라 방편으로 겸상을 하는 것이고 원래의 거제별신굿
은 독상(獨床)이 원칙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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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반 제차(祭次)와 1986년도 양화별신굿의 제차

1) 남해안별신굿의 일반적 제차

남해안별신굿의 일반적 제차는 다음과 같다 : ① 들맞이 당산굿 ② 굿장모댁 부정굿

③ 굿장모 부부에 의한 당산에서의 산신제 ④ 일월맞이 칠성굿 ⑤ 골매이치고 오면서

한 석, 좌우 벅수굿, 우물굿 ⑥ 용왕굿 ⑦ 지동굿 ⑧ 잔삭다리 부정굿 ⑨ 잔삭다리 가망

굿 ⑩ 잔삭다리 제석굿(사람이 적을 때는 가망굿에 곁들인다) ⑪ 선왕굿 ⑫ 망석놀림(해

미광대와 중광대) ⑬ 큰굿 ⑭ 군웅장수굿 ⑮ 거리굿

이들 제차 중에서 ⑦부터 ⑭까지는 일반적으로 지동궤를 모신 판석에서 행한다. 망석

놀림은 그간에 중단되었던 것을 1984년도의 치리섬 위만제 때에 옛 기억을 되살려 복원

하 으나, 1986년도의 양화별신굿에서는 생략하 다.

기본 거리의 시작과 끝에 젓대잽이는 청신악을 독주한다. 부정굿, 가망굿, 제석굿과

군융굿은 청신악-넋노래-허배-대너리(춤)-조너리채-푸너리채-제석노래-제만수-한현(춤)-

덩덕궁(춤)-공사-수부잔 푸너리-소지(燒 )-송신악(청산악과 같다)으로 굿이 진행된다.

청신악에 이어 고인수의 넋노래 바라지가 이어진다. 이때 대모는 무복을 입고 굿할

채비를 한 다음 사방에 허배(절하는 것)한다. 허매 후, 빠른 대너리채에 얹어 대너리춤

을 춘다. 춤을 멈추고 약간 뒤뚱거리는 듯한 장고가락의 조너리채에 얹어 대모의 무가

가 시작된다. 대모의 무가는 계속되나 장단은 얼마 안 가서 6박의 또박 또박한 푸너리

채로 바뀐다. 넋노래와 비슷하게 느릿한 제석노래(오날이여~)를 부른 다음 제만수 장

단에 얹어 대신풀이를 하면 본거리 무가가 일단락 한다. 징이 대삼 소삼(大三 小三)으로

한번은 크게 한번은 작게 쳐서 흥을 돋우는 삼현춤을 빠른 덩덕궁 춤으로 마무르고 나

면 굿에 올린 제물이 잘난 명태 한 마리냐고 아무래도 괘심타~ 하면서 젓대나 또는 북

어로 제관 일행의 등을 때리며 나무래는 공사 장면 뒤에 공사에 나온 제관들을 해갈시

킨다고 술 한잔씩 나누어주면서 수부잔 푸너리 무가를 부른다.

들맞이 당산굿·일월맞이 칠성굿·용왕굿에서는 조너리채-푸너리채 대신에 불림채에

얹어 무가를 부른다. 손굿에서는 느러진 불림채인 말미불림채가 등장한다.

‘큰굿’이라는 용어는 돌아가신 굿선생님들을 위하는 대모일행의 굿으로‘잔삭다리’

에 대칭된다. 큰굿에서는 손님 풀이와 열두축문·황천문답·고금역대· 호찬·환생

탄일을 외는데 이는 무가는 모두 길어 각각 굿 한 거리씩으로 취급받아 각각을 읊는

사이사이에 젓대가 청신악을 독주한다. 큰굿의 대표적인 굿거리는 손굿이다. 큰굿은

대모일행의 굿인 고로 공사를 안하고, 수부잔 푸너리 때는 돌아가신 굿선생님들을 다

들먹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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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화마을 신고굿, 들맞이 당산굿

대모일행(정모연, 고주옥, 배중렬, 박복률, 박복개, 정평만)이 음정월 초하루 수산리

별신굿을 이튿날 새벽녘에 마치고 당일 낮에 양화리에 도착하자마자 악사들만 양화리

마을 주변의 산길을 옛 부터 다녔던 코-스대로 밟으며 젓대잽이가 청신악을 불면서 한

바퀴 도는 것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도착을 알렸다.

들맞이 당산굿은 승방 고주옥이 맡았다. 청신악에 이어 고인수가 넋노래를“…먼날은

후려지고…”하며 내면 대모는 굿할 차비를 얼른 끝내고 허배 한 다음 소지했다. 불림장

단에 얹어 무가(조선은 국이로다~)
9)

를 한참 부른 다음 천근을 노래하고 다시 불림장

단에 얹어 무가(나무로다~)를 부르고 법성→삼현춤→공사→수부잔 푸너리→만자심

→송신악으로 진행했다.

3) 굿장모댁 부정굿, 산신제

양화별신에서는 첫날 들맞이 당산굿을 하고 나면 저녁에 굿장모댁에서 부정굿, 성조

(성주)굿을 하는 것으로 대모일행의 그날의 소임은 끝난다. 1986년 양화별신에서는 성

주굿거리를 따로 하지 않았다. 상게 일반제차에 따라 굿장모댁에서 부정굿(대모는 정모

9) 조선은 국이로다 국도 십이제국이야 전라도장 오십삼관, 경상도는 칠십이요, 앉은 동이는 신하대동이야, 대구는
대동이요 고성은 행차동이, 진주는 목사동이 거제는 부사 동이로다, 심전하던 동이로다 부전하던 동이로다, 서천
국 삼하세계, 남선부주 대한민국, 해는 금년이 병인년 해운이요, 달로서는 초정월 밍달<명달>, 날은 궁신아-초이
튿날 날을 받아 앉힌 거화는 거제군 일운면 양화리, …백해탕탕 흐린물에 머금아서 양치질하고, 상탕에다 머리감
고 중탕에다 목욕하고-, 하탕에는 손발 씻쳐, 전주단발 심염백모 이정신 쟁이<정히>하야~ 껌겉은 옷일랑 희조차
<검은 돗을 희게> 씻겨 입고, 홍포에 조상을 모시고,-, 청포에 제물을 싸고,-, 무주공산 좌위 산, 아바님은 본문
사, 어머님은 신력사, 안태봉 제왕산, 이십주 젖줄산, 드니본산 나니본산… 김씨 굿장모 육십한살 생기받고, 동
에동중의- 대표로 이장님 쉰아홉살 생기받고, 생기복덕 가리고 가루받아-, 먼날은 후려지고호 가직은<가까운> 날
다슬<다시> 받아, 오늘밤 소이듣고 날이 어둡아 촛불 공경하고… 산신님전 들어가서~ 녹음메도 설흔서말 사향메
도 설흔서말, 호도약밥 소찬제물… 차리놓고-
비는 말산 하시기로, 첫차는 동네 펜코<편하고>, 이차는 해업에 재수 불와 주옵시고-, 가가호수마다 명을 빌고
복을 빌어 명줄이는 명을 주고 복줄이는 복을 빌어- 자손 줄이는 자손을 주고, 복의 신령을 다 모신다.
천하대장 신령님네 지하대장 신령님네 골맥이 신령님네 우벅수 신령님네 좌벅수 신령님네 우탁신령 좌탁신령 신
령을 모시고-
공년에는 문을 닫았다가 환년에는 문을 열어 시우야 삼년 심신가려 고분<고운>정성 하노라 정신이고 하노라 조심
이라도, 부정한일 많사옵고 정정<할>일 많십네다. 가가호수마다 각성받이 여러 신령님네 비옵나니 부디 소원성취
마련하야 정신덕을 입히주소 조심덕도 입히주소.
대주의 부정은 한하궁에 상<소>하고, (제주의 부정은 지하궁에 상소하야)…
동방 수호신 대부정 남방수호신 대부정, 북방수호신 대부정 중방수호신 대부정, 이십사방 연심방오 사도세계

부정이야-… 부정 끝에 진언이라

(*이어서“수리수리 마하수리¨하면서 정구업진언을 외고 나무대비관세음을 섬긴후, 다시“가가호수마다 비나니
다 비나니다 … 자손 들어왔습니다 재수 들어왔습니다. 각도 당산 신령님… 천하대장 신령님네 골맥이 신령님
네… 모도 다 불와주옵소사… 남부라 남 생기고 수부라 수 생기서…”하고 한번더 기원을 드린다음“시나헤-”하고
신호하면 천근노래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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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 진행되었다. 별신굿 3일전부터 굿장모댁엔 금줄이 쳐 진다. 하루에 목욕을 세 번

씩 하고 궂은데(아이를 낳거나 생일잔치집 등) 안가면서 정성을 드린 굿장모는 부정굿

이 끝나고 날이 어두워지는 대로 제물로 쓸 과일(사과, 배, 곶감, 대추 등)과 북어 1마

리 및 밥지을 준비를 해 가지고 혼자 당산으로 오른다. 마을사람들은 제관과 마주치지

않도록, 개소리도 나지 않도록 예비한다. 당산에 도착하면 먼저 당산나무<사진 1>에 북

어를 달아맨다. 제물을 진설하고 정성을 드린 후에 산을 내려와 중턱 기슭에 있는 중천

사자터에 사자밥을 먹인 다음 집으로 들어와 사해용왕에 드릴 제물을 준비하여 바닷가

로 나가 치성을 드린 후 귀가한다. 그러노라면 자정이 넘는다고 한다.

4) 일월맞이 칠성굿, 거리믹임, 골맥이굿, 용왕굿

익일 아침인 음정월 초3일에 대모일행은 굿장모 부부가 밤을 밝히며 치성을 드린 당

산으로 올라가 일월맞이 칠성굿을 하 다.

고주옥 승방이 징을 들고 33천(天)을 울리고“아흐~ 부정부터 가시내자, 동은 청제

부정을 가시내고… 부정 끝에 진언이라”하고 진언을 왼 후 상기 들맞이 당산굿의 주(註)

와 비슷한 노랫말을 여전히 징을 이따금씩 뎅뎅 울리면서 읊는다. 뒷부분 사설은“인간

의 수명을 빌어 보시니다 가가호수마다 본산 칠성전에 수명을 빌어 오실 적에, 첫차~

사방사두 칠성님네동<두>칠성 일곱분과… 오성지 인간들은 오행 중에 생겼는데, 구만오

천육백년이라… 수인씨 이후로서 남 디피 불을 내야 인간 화식하게 가르치고… 복희

씨 맺힌 그물, 고기잡기 가르칠적…”하면서 칠성본무가를 읊조린다. 조금 더 외우다가

“천황씨 지황씨 인황씨 삼행이 제천에 입국하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까지, 칠성

이 오시린다하”하고 이어서“칠성이야~”라 길게 외침을 신호로 불림장단으로 바뀌면서

고인수가“칠성이 오신다”를 바라지하고, 대모는 불림무가를 노래했다.

불림무가에 이어 대너리춤을 추고 맘자심하여 맺는다.

대모는 복지깨(놋그릇 뚜껑)을 들고 3분박2박의 매박에 복지깨를 치고 악사들은“구

경을 가자 구경을 가자 제비난상을 구경을 가자”라는 제비난상을 노래한다. 대모라“아

하 상주네”하면 고인수가“네”한다. 대모가“골골마다 가정마다… 본산 칠설중이 왔습니

다… 상제를 불러 볼랍니다 김씨제관 상제님~”하고 제관을 불러들여 공사를 한다음 수

부잔 푸너리-송신악으로 맺는다.

칠성굿 젯상의 제물들을 조금씩 모아 거리를 멕인다. 육십갑자 무가를 부른 다음 맘

자심하여 맺고 송신악을 분다.

이렇게 일월맞이 칠성굿을 하고 내려올 때 제관이 신대(삼한대)를 둘러메고 골맥이

치러 간다. 물부리(새암)에서 식수 불와달라고 우물굿하고 우탑(우벅수) 좌탑(좌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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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서 바닷가로 나가 사해용왕맞이 용왕굿을 한다.

용왕굿<사진 10, 11>은 청신악→넋노래→대너리춤→불림무가→법성→수부잔 푸너리

→송신악으로 진행된다.

5) 지동굿, 잔삭다리 부정굿·선왕굿·제석굿(가망), 대잡이

용왕굿을 마치면 제의장소가 마을회관으로 옮겨진다. 먼저 마을회관 안의 보관소에서

지동궤(동네의 역사나 토지관계 등의 문서를 보관한 나무궤짝)를 제관이 팔에다 안아

들고 악사들은 삼현을 치며<사진 14> 굿청에 지동궤를 모신 다음 판매구를 친다. 제관

을 비롯한 마을 어른들이 지동 제단에 절을 한다.<사진 15> 불림장단을 조금 느리게 쳐

서 무가를 부르는 말미불림무가를 부른 다음 천근 노래로 지동굿을 마친다.

이어서 잔삭다리인 부정굿·선왕굿·(가망) 제석굿이 행해졌다. 가망굿을 별도로 하

지 않았다. 부정굿(정모연)과 제석굿(고주옥)의 진행은 상기 일반제차와 같다.

선왕굿(대모 : 정모연)에서는 청신악에 이어 고인수가 넋노래 가락으로“선왕이야 오

실적어, 자차례로 오실적어, 상자는 상자대로 중자는 중자대로…”하면서 바라지한다.

대모는 허배를 하고 대너리춤을 춘 다음, 고인수의 장고를 받아 들고 장고채는 채편에

그냥 둔 채로 북편만 동동동… 거리면서 선왕풀이 무가
10)

를 왼다. 그 뒤에 동살풀이 무

가를 부른 후, 조너리-푸너리-수부잔 푸너리-송신악으로 맺는다.

제석굿의 수부잔 푸너리에서 고주옥 승방이“수비로다-산신수부 중천수부…”하며 무

가를 외우다가“울러나고 울러~”라고 외침을 신호로 제석굿이 끝나고는 큰굿 들어가기

전에 대잡이가 대를 잡았다. 이 날의 대는 제관 김대부가 잡았고 굿을 잘 용납하 다는

응답이 와서 큰굿으로 어렵지 않게 진행되었다.

6) 큰 굿

큰굿 들어가는 청신악을 이어 고인수가 넋노래를 바라지하면 대모는 허배를 한 다음

정모연 대모의 독특한 올림채 춤이 추어졌다. 올림채춤은 큰굿에서만 추는데 그 장단은

조너리·갈모잽이·푸너리·대너리·내림채
11)

의 복합장단에 불과하다. 올림채춤을 춘

뒤에 대모는 말미불림 무가를 불 다. 그 사설은“서천국 삼하세계”(상게 들맞이 당산굿

의 註 참조)로 시작하 으며 일반 불림가사와 구별되지 않았으나 후자는 1장단 4분의5

박 1박의 속도가 M.M 100인데 비해 전자는 M.M 86으로 늘어지는 점이 달랐다.

10) 필자의 상게“치리섬별신제”214쪽 참조
11) 갈모잽이, 대너리, 내림채에 대하여는 필자의 상게 보고서 제170호의 <악보 2, 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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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미불림무가 후에 다시 청신악을 불고 올림채춤을 추다가, 대모(정모연)의“아허~”

하는 신호에 따라 잽이들은 올림채를 맺는다. 대모는“얼러러 손님네 한나래 손님네”하

면서 선왕풀이 때와 같이 대모 혼자 장고를 동동동… 거리며 손님풀이 무가를 읊었다.

손님풀이 무가 뒤에 동살풀이-조너리-푸너리-복단일 천근·지옥천근·약수천근
12)

등을

부르고 맘자심하여 맺었다.

다시 청신악을 불고 악사들은 쉬고 정씨 대모도 장고 없이 혼자 열두축문(十二祝文 :

喪 때의 축문과 유사함)을 읊었다. 대모가“염불하고 극락가자”하면 비로소 악사들이

불림장단을 치며 합세하고 대모는 환생탄일을 읊었다. 청신악을 부는 한편 대모는 쉼이

없이 무반주로 열시왕탄일을 계속 외웠다.

7) 군웅장수굿, 대잡이, 시석

큰굿에 이어 군웅굿과 시석도 정모연 대모가 행했다. 군웅굿엔 공사가 없고 수부잔

푸너리 때에 군웅장소 대신풀이를 하여 돌아가신 굿선생님들을 들먹이는 것을 제외하면

상기 일반제차와 같다. 동사 마당으로 나와 한번 더 대를 잡고 그 자리에서 시석한다.

시석은 송신굿이다. 육갑풀이 무가를 부르고 굿청에 놓인 젯상위의 제물들을 조금씩

집어 개를 먹이는 것으로 1박 2일의 양화 별신제가 막을 내렸다. 별신제가 끝난 후 일

주일간은 다른 사람들이 굿장모댁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수산, 양화, 구조라 별신굿과는 달리 죽림포에서는 시석 때에 띄배를 띄운다<사진

18~20>.

이 소 라 문화재전문위원

12) 그밖에 천근에는 사자천근, 대수천근 등이 있으며, 이 세상에 왔다가 처참하게 숨이져서 돌아갈 때, 사자지옥
등 여러 지옥을 면해 가고 복도 면해가라고 부른다고 했다(정모연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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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양화리 당산에서의 들맞이 당산굿 제단
(1984. 2. 4)

▲ 사진 2
양화 골매기 굿(1986. 음정월 초3일)
앞에서부터 : 제관 김대부, 배중렬(가죽모자), 삼한대

잡은 마을분(마스크), 박복률(흰모자)

▲ 사진 3
수산리 당산에서의 일월 맞이 칠성굿
(1986. 음정월 1일)

▲ 사진 4
수산리 골매기굿 :
삼한대 잡은 마을분과 박복률(징) 및
배중렬(가죽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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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5
1986년도 별신굿을 위해 새로 깎아세운
수산리 벅수 천하대장군

▲ 사진 6
수산마을 우물굿 제물
(1986년 음정월)

▲ 사진 7
죽림마을 당산 밑 돌벅수에 감아놓은 왼새끼줄과
거리믹인 제물(1986년 2월)

▲ 사진 8
죽림 별신굿(1986. 2월)
일월맞이 칠성굿을 마치고 골매기 치러 하산하는
제관과 대모 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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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9
1986년도 별신날의 양화리 풍경

▲ 사진 10
1986년도 양화리 용왕굿
정모연(대모), 배중렬(고인수), 박복개(북) 및
양화 里長(안경쓴 분)과 제관

▲ 사진 11
양화리 용왕굿의 제물차림(1986년도)

▲ 사진 12
1986년도 죽림 배선굿 : 마실대 위의 제물과 삼한대·솟대
삼한대엔 바라전, 쌀봉지며 제관이 입던 깨끗한 미 (무 )
한복을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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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3
거제 출신의 대모 정모연(1913~1989)과 무복

▲ 사진 14
자동궤를 받들고 제장에 들어오는 제관(1986년 양화리)
과 뒤따르는 악사들(박복률, 정평만, 배중렬)

▲ 사진 15
지동궤를 모신 지동굿의 제단 앞에 절을 하는
양화마을 어른들(1986년)

▲ 사진 16
죽림포 배신굿을 참관하는 죽림마을 어르신들(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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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7
큰 굿 들어가기전에 신령님들이 굿을 잘 받으셨는지를
알아보는 죽림마을 대잡은 이(1986년도)와 대모 고주옥
(1910~1990)

▲ 사진 19
띄배에 꽂은 풍어 기원의 깃발들(1996년 죽림)

▲ 사진 20
모든 액을 싣고 떠나가는 띄배(1996년 2월. 죽림)

사진 이 소 라

▲ 사진 18
악사를 앞세우고 띄배를 띄우러 바닷가로 내려가는
죽림포 사람들(1996.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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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구 비 전 승

제1절 설 화(說話)

설화를 일반적으로 신화, 전설, 민담으로 나눈다. 이 중에서 신화는 민족적이고, 민담

은 범세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전설은 가장 지역성과 역사성이 연관되어 있

다. 그래서 1979년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2개 팀이 한 면에 한 마을씩 선정하여

채록한 설화 각 편 302편중에서 전설을 가려 그것을 분류하여 정리하 다. 제보자의 연

령은 당시의 연세이다. 본문은 제보자가 구술한 것을 그대로 옮기되 전체 줄거리나 이야

기의 분위기에 훼손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적인 언사 등 불필요한 것은 생략하 다.

전설이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도 역사적 사실 그 자체는 아니다. 전설도 다른 설

화처럼 본질적으로 허구이다. 특히 전설은 허구를 사실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증거물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전설의 한 화소(話素)를 두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

렇게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도 전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전

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향유층이 어떻게 보고 생각하 는가 하는 민중의 인

식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거제 전설의 특징과 특기할 사항을 몇 가지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물 전설보다 자연전설이 월등히 많다. 이것은 거제의 주민이 인공물을 많

이 건조하여 살지 않고 자연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자연친화적인 삶을 산 것을 말해 준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천지창조 전설로 내륙지방에서는‘오다가 멈춘 산’이야기가 많은데, 이 지역

에서는‘떠들어온 섬’이야기가 많다. 이것은 도서지방 설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인물전설로는 당대의 체제에 순응적인‘정군자’일화와 체제 반항적인‘옥범좌

수’일화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거제 사람들의 기질이 이들 전설

의 주인공의 성격을 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체제에 순응하면서도 불의나 도서민을

무시하는 것에는 철저히 저항하는 면을 나타낸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거제 사람

을 무시하는 양반을 혼내 주는 인물 전설이 많은 것으로 보아 거제 사람들은‘옥범좌수’

같은 인물을 그들의 웅으로 내세워 이야기하면서 웃고 통쾌함을 즐긴 것같다. 그러므

로 그들의 진정한 민중 웅은‘정군자’보다‘옥범좌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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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도깨비 전설로 뭍의 도깨비뿐만 아니라‘어장 도깨비불’, ‘바다 송장’, ‘터럭
손’같은 바다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구연되는 것은 삶의 터전이 육지일뿐만 아니라,
바다라는 점이 반 된 것이라고 보여졌다. 

다섯째, 한 달간 한 면에서 한 마을씩 조사하면서 302편의 각 편을 채록하여 정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거제에 설화가 풍부하고 전승 상태도 좋았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다른 지역처럼 산업화, 도시화, 특히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향으로 설화의 전승
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1. 자연전설

1) 마고할미와 천지창조

(1) 하청 하브름성(마고할미성)

고소성이 핼미(할미) 고(姑)자, 〔조사자 : 소자는 무슨 소잡니까?〕고 인자 고성(姑城)
이라고 이라제 할미 고자하고 성이라는 성(城)자. 성겉이 있거든. 산 몬댕이(꼭대기) 그
냥 고성이라고. 그런데 하브름 산성이라고 이라제.〔조사자 : 하브름이란 말이 무슨 말입
니까?〕하브름이 할미라쿠는 말인데. 그래 내에(늘) 거기 살았다 쿠는 전설이 내려오는
데, 이런 땜(때문)에 살았는가 알 수 없죠. 거기 가 봐도 알 수 없고.〔조사자 : 가보면
어찌되어 있습니까?〕뭐 산 몽댕이 팬팬한이 마당겉이 이리 딱아나 가이고 뱅돌아 가면
서 성겉이 테가 있고,〔조사자 : 그 할머니 이름이 뭡니까?〕그마 할멈의 이름은 모리지
만 마고 할미라고 이라는데, 고게 인자 사람이 본이(본래) 아니던 모양이제. 그런 땜에,
그래 인자 말이 전설이 그렇거든. 그 할망구가 오만 바당을 다 댕기도, 댕기 봐도 뭐 발
목 물빽에 안 되는데 갱이 바당에 드간께 중우(중의) 밑에〔일동 : 웃음〕〔조사자 : 그래
서 또 인자 거기 따른 전설은 없습니까?〕뭐 거게 따른 다른 전설은 마 그거 뿐이라. 그
제가 바당에서 개발을 해다가 묵었다고. 그래 인자 보몬 꿀쩍 땅개비(굴껍질) 그 인자
사람이 꿀쩍을 안 따다 묵었이몬 게에 만구에 꿀쩍이 있을 택이 있는 기요? 꿀쩍 땅개비
가 우리 에릴 적, 조그만 해서 게 댕길 쩍 볼라치몬 몹씨 있었제. 하브름에 삼서(살면
서) 개발해 묵은 땅개비라고 이래 쌓았거든. 그리 전해 가 내려오는데 하브름이가 게기
있기는 있었던 기라. 그 때 그라몬 우리 거제라 쿠는 데는 사람 씨도 없었던 기제.

하청면 어은리 장곶,  심상진(남·90)

(2) 마고할매와 폐왕성

천태산 마고 할매가 갱이 바다로 와 가지고 그냥 치매로 돌을 싸가 건너와 폐왕성을



제12편 민속문화

- 2576 -

쌓다 캐요. 피왕성을, 둔덕 피왕성을 압니까?〔조사자 : 예.〕쌓고, 돌이 많이 남더라 말

입니다. 남았는데, 이 놈을 줄줄 부우어〔부어 버렸어.〕마아, 검은 돌이라. 그래, 그래서

싸삣는데〔던졌는데〕그래 놓고는 게다(거기에다) 오줌을 누우삣어. 오줌을 누 빗는데, 그

물이 지금도 바리 동우드리(동이로 부은 것처럼) 마 다른 데는 안 나와도 농막 앞에 내

려오는 그 물이 그 물인데 피왕성 밑에 가만히 들어보몬 물나가는 소리가 꿀꿀꿀 바리

(바로) 지동(地動) 하득히 나거든.〔청중: 둔덕면 이야깁니다.〕그래. 그 저저 천태산 마

고 할매가 피왕성을 쌓고 남은 돌로 갖다가 부우 비릿는데 검은돌이라고 이름을 짖고,

그래서 오줌을 싸 가지고 검은돌 밑에 물이 나간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거제면 남동리 경로당, 김광봉(남·66)

2) 오다가 멈춘 산과 섬

(1) 독봉산(獨峰山)의 유래

이짝에(이쪽에) 있는 산 말이지요. (손가락질을 하며) 이 산이 독봉산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마 섬맹이로(처럼) 말이지 어디서 잇안(이은), 물론 산맥이 잇아 내려 왔긴 말이

지만도, 섬맹이로 말이지. 딱 들가운데 떡 들어 앉았단 말이지. 이기(이것이) 뭐 전해

내려오는 말로서는 (웃으면서) 거 옛날에 말이지 저거 고현(古縣) 바다에서 말이지 섬이

둥둥 떠들어와 가지고 그래 그 닥 앉았다고 어 그런 말로 하대요. 〔조사자 : 왜 그 자

리에 섰는가요?〕

어떤 할머니가,

“아, 저 산이 떠 들어온다.”

이리 한께나(하니까), 마 딱 앉아 비리더라요(버리더라나요.)

신현읍 상동리 용산, 윤병순(남·69)

(2) 떠 들어온 배암지섬

또 저쪽으로 가게 되몬(손가락질 하면서) 섬이 하나 있는데, 비암지섬이라고 하는 것

이 있는데, 이거는 이 섬을 이야기하자몬 옛날에 이것이 떠들어 오더라 캐요. 아주 옛날

에 그 섬이 떠들어 왔는데, 어느 모 여자가 밥하다가 작대기로 가지 가서로 받았다. 받

아서 더 이상 못 떠들어 오도록 막았는데, 그래서 앉은 자리가 현재 비암지섬이 그대로

앉았다. 즉 말하자몬 비암(뱀)같이 떠오다가 막대기로 가지고 훌기니까(후리치니까)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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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고 그랬었다.

이래서 이름을 짓기로 배암지다.  비암이 있어서, 뱀이 있어서 배암지섬이 아니고 지

금 우리도 올라가게 되몬 거어(거기) 가서 놀고 그랍니다. 올라가서 봐야 짐승 같은 것

은 일절 없고 깨끗합니다. 우리도 가서 매일 앉아 앉아 놀고 고기도 낚고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도 혹시 오다가도 일부러 혹 해수욕객들 오기 되몬 배를 타고 거기 가서 놉니다.

옥포동 조라, 이병원(남·47)

(3) 떠 들어온 닭섬

관포라 쿠는(하는) 동네에, 외포(外浦) 맹쿠로(처럼) 매에(매우) 큽니다. 트는데(큰

데) 이 모래불(모랫벌)이 이 주르르 자갈조창(조차) 생기 가이고 그 밖이 샘(섬)이 동그

라이(동그랗게) 있습니다. 그래 옛날에 셈(섬)이 동당동당 떠돌아(떠들어와). 들온께,

여자가 정지(부엌)서 밥을 하다가 불작대기(부지깽이)를 들고 나가 서로,

“아이고! 저 거 봐라요. 셈이 떠 들온다.”

이란께, 그 셈이 고만치 떠 들오다가(들어오다가) 앉아 삐리. 앉아 삐린께, 예, 요 넘

에도(너머에도) 뒤 밑에 개(포구)가 있고, 요 넘에도 관포개가 있은께, 장(늘) 모래를

이래〔손짓을 하며〕처붙이서 후이 쌓았소. 시방(지금) 그 섬을 물이 나몬 건니다가, 물이

인자 들믄 몬 건너가는데, 다리를 놓았다.

인자 다리를 놓았는데,〔청중 : 그래 그 기집년이 요망한 기 나와 갖고, 그 셈이 들와

삐모(드러와 버리면) 좋을낀데〕물이 드나(들거나) 안 드나 인자 건니가.〔청중 : 그 셈이

들을 낀데 몬 들오고〕그래서 이름이‘닭섬이다.’이라거등.

닭섬이라 이라는데, 이 둥밑에 쿠는 데는 조(저기), 넘어 갠데〔산쪽을 가리키며〕, 거

어는 망삥(시방리의 마을 이름)이 있어, 망삥이 있는데, 관포, 전에 어장(정치망 어장)

잘 하고 이럴 적에, 저 닭섬이 있어서로 관포는 어장을 잘 하고, 용식개로, 등밑에다 저

리는 어장을 몬 한다꼬.1) 이래 가이고, 닭 잡아 묵는 식키(삵)로, 그기(그게) 닭 안 잡

아 묵소?〔조사자 : 시키?〕실괭이. 닭을 잡아 묵소. 굵은 닭도 잡아 묵소. 살괭이. 그래

그짜서로(그쪽에서)2) 방침한다꼬3) 실괭이를 맨들어서 그 망삥 끝에 그 안에다 대고(향

하여), 그 닭섬 안에다 대고, 실괭이를 만들어서, 떡 이래 가이고 언자 방침한다고 세와

1) ‘닭은 부지런해서 재물을 다 쪼아 먹어 버린다. 그래서, 용식개와 등밑에는 재물이 오지 않는다’는 뜻으로, 용식개,
등밑 등은 모두 시방리 주위의 지명

2) 용식개, 등밑 동네에서
3) 나쁜 일을 미리 막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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놨어. 그래 머, 관포는 이전에 되서로, 되서로(되어서) 셈이 닭섬인데,〔청중 : 앞에? 그

관포 앞에? 그 바다에?〕야, 닭섬인데, 본데 생긴대로 닭섬이라 쿠는데, 저거는4) 닭 잡아

무라고(먹어라고) 실괭이를 맨들어서로, 안 그랬나 엉?〔청중 : 머어로(무엇을)?〕뭐를 안

그래? 허허허. 실을 해서 떡 안에다 이래 놓은께 그마 관포서 들고와서 내 어(나섰어).

관포서는 큰 동네서 들고 뚜디리(두드려) 뿌사(부수어) 놓은께, 저거 맨들어 놓은 거

뿌쌌다고 주재소꺼정 다 갔는데, 주재소꺼정 다 가서 이편 저편 인자 시비가 붙었단 말

이요. 이 동네 저 동네 시비가 붙어서 주재소 갔다 말이다. 잽히 갔다 말이다.  

장목면 시방리 살방, 양또순(여·74)

(4) 떠 들어온 하청 당산

하청당5)이 떠 딜어오는데, 어느 여자들이 보고,

“아이고, 저 떠 들어온다. 떠 들어온다.”

이래 싼께, 더 들어오다가 그리 마 앉아 삐릿어. 그래 안 했으몬 이리 앞으로 조금 이

리〔조사자 : 어느 쪽으로요?〕요쪽으로6) 댕기쪘으몬 다 좋을낀데. 고리 가 마 앉었은

께, 창동7) 고리만(거기에만) 정기가 거석 했삐릿어.〔조사자 : 그리 안 했으면 요 마을도

좋고 설전8)도 좋고?〕다 좋을낀데. 다 편리하게 머석이 됐을낀데.

하청면 어은리 장곶, 원이지(여·70)

(5) 떠 들어온 매암섬과 동 섬

앞에 섬은 매암섬이고, 뒤에 섬은 동 섬이고,9) 〔청중 : 동 섬이 매암섬 앞에 앉았으

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조사자 : 그래 떠 들오는데?〕떠 들어오는데, 인자

여자들이,

“아이고, 저기 섬이 하나 떠 온다.”

쿤께나, 살금시 앉았어.

“또 뒤에 섬이 온다. 아이고, 저어도 뒷섬이 온다.”

4) 용식개, 등밑 사람들
5) 河淸面 河淸里 바닷가 논 가운데 있는 동산으로 河淸堂山이라 한다.
6) 이 장곶 마을이 있는 쪽으로.
7) 河淸面 河淸里 창동 마을.
8) 이 장곶 마을 건녀편 거제도의 설전 마을.
9) 매암섬은 마을의 조금 서쪽 앞에 있고 동 섬은 그것보다 더 서쪽에 위치한 작은 무인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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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쿤께나, 그래 가이고 마 그 섬이 거어 앉았어. 그래 안 했으몬 매암섬이 그기 요

짝(이쪽)에 들와서로 앉았이몬, 우리 장곶이 참 좋을낀데.〔조사자 : 동 섬은요?〕오

다가 중간에서.〔청중 : 오다가마 중간에 앉아삐리어.〕

하청면 어은리 장곶, 서복선(여·54)

(6) 떠 들어온 고개섬

전설로 고개섬이란 섬은 참 옛날 떠내겨 오다가 어떤 부인이, 그 부인의 얘기로,

“아이구, 섬띵이가 떠내리 온다.”

이러하니께 그 말 듣고 그만 거기에 앉았다. 이런 전설은 있습니다. 고개섬이라 꼭

이름을 지은 것은 무어냐 이라몬 그 섬이 잘룩한 고개가 있습니다.10) 이래서 고개섬이

란 이름을 지은 것 같애요.

사등면 덕호리 번덕, 박성진(남·69)

(7) 떠 들어온 사두도(蛇頭島)

그 뭐, 전설인데 알 수는 없어나마, 옛날 그런 말씸이 있어요. 아, 그리 했는지 안 했

는지는 모리겠지만, 저런 산이 떠 대닌다고 하야 그랬는데, 저 산이 둥덩둥덩 떠 딜오는

데(들어오는데), 어느 부인이 밥을 푸다가 밥주개를 가이고(가지고),

“저, 섬이 떠 딜온다.”고 하면서 어 뿌릿다고(버렸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사등면 사등리 성내, 원장상(남·81)

(8) 떠 들어온 조라섬

내나 섬이 둥둥 떠 온께(떠 오니까) 방정시리(방정 맞게) 여자가,

“아이구! 저 섬 떠 들온다.”

한께 들오다(들어오다가) 다부(도로) 나가더랍니더. 암 말도 안 했으모, 여(여기) 안

에 들왔으모 여가(여기가) 참 석시11) 좋고 아주 도시(都市)될 뻔 당했는데, 저 섬이 뚝

떨어져 나간 때민(때문)에 파도가 세고요, 그렇다요. 파도가 아주 세고〔조사자 : 저기

10) 섬 가운데가 잘룩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11) 배를 대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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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섬입니까?〕조래섬.〔조사자 : 조라섬?〕〔청중 : 조라섬.〕

동부면 학동리 학동, 진순이(여·73)

(9) 떠 들어온 산달섬

저 바다서 떠서 둥둥 떠서 섬이 들오더라 쿠데예. 그 섬이 한테 붙었으몬12) 요래 소

랑포에 서로 한테 붙으으몬 요(여)가 뭣 할 긴데.13) 저 봐라요, 아이구, 저 봐라,〔조사

자 : 누가요?〕게(거기) 옛날 할매들이 그랬는 갑대예.

“저 봐라. 섬이 떠 돌아 다닌다.”

쿤께나 주저 앉아 논께네 그 모가지14)가 그래 인자 그 모가지가 돼 가지고 그래 인자

정작 객선도 내통을 해 가아(가지고) 댕기고(다니고) 인자 섬안을 둘러서 댕기는 객선도

있고, 그래 인자 그래 갖고, 그 섬이 가만이 앉았다고 인자 그런 말이 있대예.

거제면 내간리 내간, 박천수(여·70)

3) 섬이름 유래

(1) 윤돌섬 이름 유래

그 전설이라 쿠는 기(고 하는 것이) 내나15) 인자 윤도령이 귀양을 왔다. 와서르 말하

자몬 인자 어마이와 자식이 살았겠지.16) 사는데 그 어마이가 과부가 되고 이런께 말이

지 말하자몬 생각은 마아 감 생각이겠지. 그런께 어디 갔다 오몬 옷이 후른하이 젖고

말이지. 새복(새벽)되몬 말이지 그리했다. 이런 인자 전설이지.〔조사자 :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그래서 인자 자식이 말이지 생각하이께, 할 때‘어머이가 홀로 계신께 말하자

면 감 생각이 난께 새복 되몬 어데 갔다 안 오느냐. 그러니 어머이를 갔다가 말이야

효자 행사를 할라 쿠며는 어머이가 옷을 안 적시고 건니 갔다가 왔다가 할 수 있도록 말

하자몬 내가 노력을 해서 다리를 낳아 주야 되겠다. 그러며는 아 물로 안 적시고 건니

댕기면서 감을 만나고 올 수 안 있느냐?’어데다 감을 정해 났던지 간에 인자 그때

12) 산달섬이 큰 섬(거제도)과 붙었으면.
13) 좋을 것인데.
14) 산달도와 거제도 사이 좁은 수로를 가리킨다.
15)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제시할 때 쓰는 부사.
16) 윤돌섬에 살았다는 말이다. 윤도령이 살았기 때문에 윤돌섬이라고 부른다는 이 섬은 이 마을과 구조라리 사이에

있는 작은 무인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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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모리고(모르고) 그래서 그 윤도령이 인자 말하자몬 그 다리17)를 낳았다 하는 인

자 그런 전설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

일운면 망치리 망치, 최성우(남·55)

(2) 흑돔여의 유래

저짜(저쪽에) 가몬 야만산이라거마는〔조사자 : 그라몬 이 성태산 뒤입니까?〕예, 성태

산 연달아 붙은 산이지 예. 야망산에 가몬18) 혹돔 놓는(낚는) 자리가 있거마는. 혹돔 놓

는다고 그러는데 인자 옛날 어떤 사람이 거기서 혹돔에 끄기(끌려) 들어가 물에 죽어 뿌

지. 혹돔에 끄기서〔웃음〕〔조사자 : 그 좀 이야기 자세히 해 주이소.〕〔웃음〕죽은 사람은,

누가요? 오씨(吳氏)가 낚으러 가서, 옛짝(옛적) 사람들은 그리 않았소? 감들 말 이,

가몬 큰 술(낚시줄)로, 줄로 방구다(바위다가) 매놓고 낚아야지. 그리 안 하몬 안 된다

고 그래 쌓대. 예사로 우리 들었는데 그 때 우리 조그만 할 적에 뭐 참 아래통 벗고 그

때, 그 때 오씨가 거서 고기 낚으러 가서 말이지 고기가 마 잡아 당겨 죽었는가 어쨌든

가 마 물에 빠져 죽어 뿌릿지. 죽었어.〔조사자 : 혹돔섬입니까?〕혹돔여19)이라 그렇지.

〔조사자 : 혹돔여?〕〔웃음〕그런 땜에 요즘 중년에‘오서방 빠져 죽는다. 오서방 빠져 죽

는다.’〔웃음〕〔조사자 : 뭐라꼬 예?〕오서방 빠져 죽은 여라 이래서 아(아이)들에게.20)

일운면 구조라리 구조라. 김두이(남·75)

(3) 호송여(護送女)의 유래

이 동네에 호성여21)라 쿠는(하는) 기(게) 있는데, 옛날에 우리 애리서(어려서) 호성여

여(여기)가 저기(저세) 우째서(어째서), 나 많은 이한테,

“우째서 호성엽니꺼?”이리 물은께(물으니까),

“그기(그게) 아니고, 야들아(얘들아), 호성여가 아니라 호송여(護送여)라고.”

“그 우째서 호성엽니까?”

옛날에 나라에서 세금을 받을 때 곡석(곡식)을 받는데, 곡석 받은 그 곡석을 서울로

17) 여기서 다리라고 하는 것은 윤돌섬과 해변 사이의 바다밑에 돌무더기가 자연적으로 둑처럼 쌓여 진 것을 말
하는데, 가운데 서로 어긋나서 있다. 다른 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윤돌섬의 윤도령과 윤도령을 사모하는 처녀가
섬에서와 해변에서 각각 돌무더기 다리를 놓아 갔기 때문에 가운데가 조금 어긋나서 있다고 한다.

18) 야망산 위에 가서 보면이란 말인 듯하다.
19) 여라는 말은 섬보다 작은 바위를 두고 말한다.
20) 아이들에게 말한다는 뜻이다.
21) 마음에 성욕(性慾)이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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싣고 올라가는데, 그 때 그 배가 꼭 싣고 갈 때 되몬(되면) 그 배가 닿아 가지고 만약에

뿌사지는(부숴지는) 그 곳에서는 머석(무엇)을 전부 다 물어 주야(줘야) 된다. 그 안에

실린 거로(것을).〔조사자 : 실린 곡물을?〕곡물 값을 다 물어주는데, 그라몬(그러면) 그

배 타고 댕기는( 다니는) 그거, 머, 도금밴가, 이런데, 타고 댕기는, 지금 겉으몬 선쟁

(선장)이라. 사괭(사공)이 세도(勢道)가 좋기로 마 어이 없더란다. 그런데, 소로(소를)

마 갖다가, 어데 갖다가(가져다) 매 놓고 나모(나면) 마, 소로 잡아다가 마, 그 배에 닻

줄만 묶이(묶어) 옇어모(넣으면) 마, 제끼라(자기것이라) 쿤다. 마, 잡아 묵고. 이 짓을

하는데, 그 넘우(그놈의) 바램이 불모(불면) 노를 우찌(어찌) 젓고, 돛을 다는 기게 아

이라(아니라), 그만 동리 앞에다 갖다가 부러(일부러) 드리 이(드리 어).〔조사자 : 일

부러?〕일부러 갖다 어뿌모( 어 버리면), 큰 소리치모(소리치면), 소임22)이 부르모(부

르면), 소임하고 동리 부인하고 전부 나와 가이고 줄로 매가(매어서) 꺼직어(끌어). 그

러모 이 동네에서 언자 저 동네꺼정 꺼직거등. 저 동네에서 또 끄어(끌어).

또 끄어다가 이리 주는데, 바램이 순풍이 불어 그래 가는 판인데, 바람이 순풍이 불

어 갈 때는 여고 뭣이고 가서 그냥 들어 얹이몬(얹으면), 배가 뿌사지몬(부숴지면), 그

짝(쪽)에서 전부 물어 주. 그래 전부 물어 준께 저 여가 물이 빠져 여가 들나면(드러나

면) 배가 닿도록 되가(되어) 있인께(있으니까). 사램이 요새같이 경비로 해 가지고 배를

타고 서서, 그 배가 오모(오면),

“여기 여가 있은께 아무쪼록 이리 오지 말고 말이지 저리 가라꼬.”

그래 보내주는 연 땜에(‘여’인 때문에) 그래, 거, 호송여라. 

둔덕면 학산리 큰마을, 강유성(남·69)

4) 바 위

(1) 계룡산 장기판 만댕이와 앵산의 장수 흔적

저 굴은예(굴은요)23), 장사가 나옴서(나오면서),〔조사자 : 저 굴이, 굴 이름이 뭡니

까?〕그 이 빠진 산만댕이(山頂)24)에 굴이 있습니다. 산몬댕인데(山頂) 굴이 있습니다.

〔조사자 : 그 굴 이름은 없고예?〕저, 마, 잠바우굴이라 쿱니다(합니다). 이가 빠져25)

22) 동네 일을 거드는 하인.
23) 장수가 나온 굴이 있다고 소개하고 나서 시작함.
24) 마을 뒷산(앵산)에 있는 굴.
25) 바위가 깨어져서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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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으니끼네(놓으니가) 대문바우라고 이랍니다. 이런데 그래, 그 굴에서 나옴서, 양쪽을

쥐이(쥐어) 박은 표시가 다 있습니다.〔청중 : 장수가?〕예, 장사가 거서(거기서) 나와 가

이고〔말을 머뭇거리다가〕계룡산 장사하고 둘이서 접전을 했는 모양이라. 그래 가이고,

여서(여기서) 싸운께(싸우니까) 저가(저기가) 깨라지고(깨어지고), 저거(저기) 싸운께

여어가(여기가) 깨라지고. 마, 말로 타고 날아. 나는 장사 발자죽(발자욱)이 있는데, 발

로 밟은 터가 있고, 그래 담밧대 놓은 자리도 있다고 그런 말이 그 전에 있었거등요. 그

런데, 인자 땅이 허무러지고 이리 되니께, 담뱃대 놓은 자리는 없어지고, 발자죽은 지금

있습니다.〔청중 : 담뱃대 자리도 있더라. 그 때 우리……〕모르지. 담뱃대 자리는 마 어

떤 담뱃대를 가 있는고(있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고,〔조사자 : 그러면 어느 장수가 달

아났습니까? 이 쪽 저 앵산 장수가 달아났습니까? 저 쪽 산 장수가 달아났습니까?〕내나

(내내) 앵산 한 쭐기(줄기)입니다. 산이.〔청중 : 어데(아니), 계룡산 장수가 도망을 갔

는가 그건 안 봤인께(봤으니까) 누가 압니까?〕그건 안 봤이니까 이쪽 저쪽 서로 접전을

해 가이고 그기(그게) 깨라졌다. 나(나이) 많은 이들이, 백 살 묵은 노인들이 그러데예

〔조사자 : 그럼 장수가, 도망간 장수는 어느 쪽인지 잘 모르네예.〕그기야(그것이야) 알

수가 있습니까?

연초면 오비리 중촌, 윤종인(남·66)

(2) 갈미봉 장수바위

이 볼끈(바로) 복판(가운데) 산 이거 말입니다.〔조사자 : 예.〕제일봉을 갈미봉이라 하

는데, 그 봉 우에 가몬(가면) 바위가, 큰 바위가 있어요. 넓적한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

서 올라 서서 굴리몬 등등 칸다 합니다. 딴(다른) 산은 큰 높은 봉우리가 있어도, 굴리

도 굴리도 아무 소리 없는데, 이 산만은 사람이 굴리몬 등 이렇게 막 농악같이 이렇게

돼요.

거기에 옛날 참 어떤 장수가 오줌을 쌌는데(누었는데), 바위가 패이었어요. 오줌 싼

바위라고. 장수가 얼매나 심(힘)이 셌던고? 장수가 바위 우에다가 오줌을 쌌는데, (웃

음) 바위가 파인 흔적이 있고, 이것은 담밧대 낳아서(놓아서) 그 패여 있는 기 아니고

〔오줌 싼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를 가리킴.〕장수 담밧대 놓는 자리가 있고. 장수가.

〔조사자 : 옴팍 패여 있다 말이지요?〕마 이런 전설이 있고, 현재도 그래 가 있고 그래 가

있은께 옛날 장수가 여기 놀던 산이다. 오줌 노오서(누어서) 이 바위가 패 다 합니다.

사등면 덕호리 번덕, 박성진(남·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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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바위

작은 적삼개26)라 쿠는데가 있어요. 거기 가몬 인자 요기 굴(구 이), 용 못된 강철이27)

기이 올라갔다. 물에서 인자 기 올라갔다, 하는데가 말하자몬, 바우가 이리 너름28)인데

너름새로 홈팡(움푹)하게 패이(파여) 올라갔어요. 패이 올라가 삐리고 거기 인자 용 기

어 올라 간 자리다 이리 돼 가지고, 이리 돼 가 있고. 인자 그 우에 말하자몬 바우라요.

말하자몬 말이지 요런 바우가, 오두막띵이(오두막집) 반 쪼가리 만한 바우가 있었는데,

한번 비가 오고 난 뒤 와싹 깨져 내려 앉아 삣어요.

그래 이 바우가 어에(어찌) 깨져 내려 앉았는가 하니 찰랑개비가 붙어가지고 말하자

몬 벼락이 찰랑개비 때린다고 때려서 깨져 내려 왔다, 그런 인자 옛날 감님들 전설 이

야기가 있어요.

일운면 망치리 망치, 최성우(남·55)

(4) 능포 상사바위

옛날 그 옛날이나 가령 시방 같으모(같으면) 우리 거제도, 아, 거제군 군수가 어른이

고, 옛날에는 고을원이 있다. 원이 어른이다 이거지.〔조사자 : 맞습니다.〕원이 우리 부

락에서 뭐 출생한 기(것이) 아이고 저 우게(위) 상부(上部)에서, 나라에서, 누(누구)를

지명을 해서 거제도 원을 가라 이라몬, 그분이 와서로(와서) 우리 거제를 처리하는29) 거

원이 부임을 해서 거제도로 왔다 이거지.

그렇다가 보니 거기 자기 혼자 와서는 그 식생활이 거하고30) 말이지, 과년한 딸아(딸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어. 인자 그래 딸이 밥을 해 주고. 그 원이 인자 거제도 장래를

인자 그 처릴하고 말이지. 이래 지내는데, 그 원의 집에 하인이 하나 있었어. 우짜던지

(어찌 되었던지) 이 남자 하인하고 그 원의 딸하고 서로 눈길이 닿았더라 이거지.

그래 가지고 지내는데, 그 순간에31) 그 자기 아버지 원이 알았단 말이지. ‘그 그럴 수

없다.’하인께(하니까) 그 후로는 자기 딸한테는 엄금(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의를

하고 이란께(이러니까), 도저히 저거끼리(자기들끼리) 상대가 안 되는 거라.32) 그런께

(그러니까), 저거(자기들)는 꼭 마음이 말이지, 평생을 맡깃으모 싶은데,33) 자기 아버지

26) 一運面 望峙里 揚花에 있는 작은 浦口.
27) 이무기.
28) 盤石
29) 공무를 처리하는.
30) ‘불편하고’라 해야 할 부분인 듯.
31) ‘그 무렵에’정도의 뜻.
32) 만날 수가 없었다.
33) 결혼을 했으면 싶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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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알고 난 이후는 당체(도저히) 저 서로 상대가 안 되는 기라.

거, 남자가 결국 거 여자한테 신경을 많이 씨고(쓰고) 말이지, 콜콜히 몰라서(말라서)

죽은 거라. 몰라 죽었는데, 그 죽어서 뭐이 됐느냐 하먼 진님이 됐어. 진님이〔조사자 :

진님이?〕큰 구링이(구 이)가 됐어. 구링이가 되어 가이고,〔청중 : 그기(그게) 상사다.〕

그 처이아(처녀 아이) 몸에, 목에 딱 감는 기라. 감는데, 이거는 띨라(떼려) 캐도(해도)

떨어지지도 않고 말이지, 아무래도 이거 안 떨어지는 기라.〔조사자 : 그 구 이가 붙어

갖고.〕그래서, 혹 문의로 한께나(하니까),

“상사(相思)가 들어 이렇는데(이런데) 상사로 띠야(떼어야) 된다.”

이라거등. 여(여기) 거제 장승포라 쿠는데(하는데) 가모(가면), 거 산끝이(에) 말이

지, 쭉 나갔는데 말이지, 끄트백(끝머리)에 가서 능개라 쿠는(하는) 동네가 있고, 능개

를 비끼서(비켜서) 또 나가는 끄트백이가 쏙 나가 있거마는.

거게(거기에) 돌아 가다가 조금 떨어져 가이고 또 쫌짓한(길쭉한) 돌이 있어. 인자 거

(거기) 가서, 상사를 띤다고 인자 했는데, 그래도 결국 그 상사가 안 떨어지고 말이지,

인자, 그래 인자 구링이가 붙어가 디기(되게) 끌자니 말이지, 사람 정기를 빨아 가지고

처이꺼정(처녀까지) 죽었구마는. 죽어 뿟는데(버렸는데), 그래서, 시방 상사바우(바

위)34)라 쿠는 바우가 시방 거제도 남아 있어.〔청중 : 띠다가(떼다가) 띠다가 나중에 안

떨어졌소.〕있는데, 그 상사바우가 원인이 어디서 났느냐 하몬(하면), 옛날 그 때 시대에

그 상사 푼다고 거(거기) 가(가서) 푼다고 그래서 그 상사바우가 시방 있어요.35)

장목면 시방리 살방, 김삼윤(남·68)

(5) 공알바위

저기 공알바우가 있제.〔조사자 : 구조라에? 구조랍니까?〕야. 이 해수욕장에. 모래개에

말이지요. 해수욕장에. 〔조사자 : 바우가, 무슨 바우?〕공알바우.〔조사자 :그 바우는 왜

공알바우라고 합니까?〕그기 인자 모래가 묻힛다가 나오고 들나오몬, 들어나거든. 그라

몬 여자가, 여식 아아가 미쳐가아고 막 바람잡아 나가 삐리.〔조사자 : 아하, 모양이, 여

자 뭐 모양 같군요?〕아하, 그래 생겼단 말이다.〔조사자 : 그러면 물이 들 때는?〕아이고

(아니고), 모래가 확 쌓이가 안 뵐 때는 괜찮은데,  나오다가 콕 튀 나오거던. 요리.〔조

사자 : 파도가 치고나면 나온다 말이지요?〕나오면 여식 아이들이 미쳐 가지고〔청중 : 파

34) 1964년판 巨濟邑誌에 의하면 한 300년전 거제도에 유배온 양반 李尙書의 딸 菊花를 평민 총각이 사모하다가 죽어
실뱀이 되어 나타나 菊花의 局部를 물고 놓지 아니하여 이 바위에서 굿을 하여도 떨어지지 않아 菊花가 바다에
자살하 기 때문에 相思岩이라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35) 요지음도 상사가 들면, 이런 연유 때문에 이곳에 가서 상사를 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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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치고 나면 나오거마는. 암, 기 나오구마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 전에 학교

댕김서 보거든. 보몬 말이지 돌이 언자 뭐 딱묻히가 있지. 이리 묻히가 있는데, 우리가

모래밭으로 해서 요리 걸어오거든. 걸어 오몬, 보몬 말이지 만약 묻히가 안 보이다가 어

찌 딱 뾰쪽하게 살긋이 나오건마는. 나오몬 인자 구조라 처이들이 바람을 낸다.〕그리 하

다가 결국 인자 그 놈이 확 들어나구마는. , 마, 많이 이만큼〔시늉을 하며〕그라몬 바

람을 내 갖고 마 야단이 났다 그 때 당시 보몬, 구조라 처이(처녀)들이 바람잽이가 많았

지. 실제는 그 바우가 들나몬 구조라(구조라에) 총각들이 가몬 처니들이 꽉 찼다 이런

말이지.〔일동 : 웃음〕

일운면 망치리 망치, 김덕문(남·67)

5) 샘과 못

(1) 메주바위샘과 양지바위샘

조금 더 나가게 되기 되몬 인자 메주바우가 있어요. 메주바우는 옛날 우리들이 메주

뭉팅이겉이(뭉치같이) 포개 놓았다. 즉 말하자몬 그래서 메주바우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이라도 가서 보몬 알지마는 메주같이 생겼어요. 메주같은 거로 딱 포게 놓은 것같

이 그래서 메주바우라 하는데 그 옆에 무엇이 있느냐 할 것 같으몬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로 은을 파다가(앞말을 취소하며) 금을 파다가 높은 금구덩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 금구덩이보다는, 거기다가 옛날 명지실(명주실)이 있어요. 명지실 즉 말하자몬, 그

비단 재료가, 원료가 즉 말하자몬 명주의 꾸리에다 나아 가지고 베를 짜기 시작할 때 그

거로 만드는 긴데, 그 명주꾸리 하나를 갖다가 것다가(거기다가) 한 끄트리(끝으머리),

처음 끄트리를 옇어(넣어) 가지고, 돌로 채워서 넣으몬 그기 떠서 안으로 들어간다 하는

거지요. 들어가 가지고 어디로 나오느냐 하몬 양지바우 끄트리가 거기서 나오더라. 그

라몬 한 꾸리 하나가 완전히 들어가야만이 그 끄트리가 나오더라. 그라몬 거리로 따진

다몬 지금 따지몬 지금 방파제로 그 앞에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멀어요. 그런데,

그런 굴이 있는데, 그 굴에는 물이 항상 떨어지지도 않고 일 년에 열두덜 물이 내 있는

곳입니다. 있는 곳인데, 지금도 거기 가게 되몬 거게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그 위에다 명주꾸리를 옇은께나 양지 바우앞에서 명주실 끈내기가 뜨더

라. 그런 전설이 전해지고. 〔조사자 : 좋은 전설이네요〕

옥포동 조라, 이병원(남·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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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듬벙

용듬벙36)이라는 그 듬벙이 크지는 안 하고 조그만한데,  그기 인자 딱 그 저 함맨이

로(처럼) 사각이 딱 이리 돼가 있거마는. [손으로 사각을 그리며] 그, 저저, 안편에 거

는(거기에는) 그런게 우게서 물이 출출 내려 오거든요. 안편에 거기는 마 나는 드가(들

어가) 보지 안 해도 굴이 있다 캐요(있다고 해요). 굴이 있어 가이고 굴 안에 거기 마

짚어(깊어). 굴 안에 예전에 용이 있었다 이라거든요. 하늘에 득천했다고 이라면서, 용

이 있던 자리라고 해 가지고 무섭아서 못 드가요, 잘.〔조사자 : 용이 산 증거가 있습니

까?〕증거라 쿠는기 내나(알다싶이) 굴이 있인께(있으니까), 굴 그거로(그것을) 보고 용

이 안 살았나 하는 추측이지요. 전해 내려 오는 말이 마 그깁니다. 우리가 용 살았는가

본 일도 아이고(아니고), 한데 굴이 있인께 추측에 용이 안 살았나 그리 생각하고,또 인

자 그 큰 바우겉은(같은) 거로 굴 안에 옆에다 때리 구불아(굴려) 옇어 노몬(넣어 놓으

면) 그 놈37)이 나와 삐리고(나와 버리고) 그래요.

신현읍 상동리 용산, 윤병순(남·69)

(3) 용듬벙

건너편에 저기는〔손으로 가리키며〕용듬벙이라고 현재 있습니다. 용이 저게서 뭐 뭐

용 못된 강철이가 게서 살다가 용이 되어서 득천한 모양이지요. 그런께 인자 제 어머니

한테 들은 얘긴데, 출가 오니까 할아버지가 살았더랍니다. 그 시할아버지 말 을 들어

보니까, 용드벙에 가몬, 우리가 어릴 때, 여덟살 때, 아홉 살 때, 요 와 보면 시퍼러이

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명주꾸리를 열 두 개를 말이지요, 돌로 메어 던져도

그 명주꾸리가 자꾸 끝이 없이 나가더라 이기요.〔조사자 : 실을 이어 가지고 말이지요.〕

예. 예. 그 실이 굉장히 절거든요. 이런 기 열 두 개라 쿠몬 약간찮습니다.

이것이 그런께 저 바다로 나왔다 이깁니다.〔조사자 : 어느 바다로요?〕요기, 요 앞에

사두섬 있지요.〔마을 앞 바다를 가리키며〕그 바깥을 흘러 나왔다.〔조사자: 그 바다 이름

을 머라 합니까?〕괭이바다, 괭이바다라고 이라는데, 그리 나왔는데요, 부근에 가면 용발

턴가 모리지만 돌이 말입니다, 그 너른 반석이 곰탁(패인 곳)이 고박 고박 있어요.〔조사

자 : 그걸 일반적으로 용 발터라고 합니까?〕용발터라고 하지요. 그기 인자 하나 전설로

남아 있고.

사등면 사곡리 두동, 이석필(남·59)

36) 이 마을 뒤에 있는 조그마한 沼
37)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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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수샘

이 판수샘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벌판이더랍니다. 지금 모양으로 이

기 전답이 돼 가 안 있고요, 이래. 있으니까 요기 가몬 거제, 옛날에 구읍 가는 길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런께 이거 이 눈 밝은 사람이나, 봉사나 이리 지내 가다가 목이

안 말랐겠습니까? 뭐 벌판을 지내 가다가 이러니까 봉사가 구석진 데로 더듬은 기라요.

〔더듬는 시늉을 하면서〕목이 마르니까. 그래서 우째(어찌하여) 돌 모아 놓은 밑에서 물

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렸던 모양이지요. 그런께 그걸로 인자 들어 손으로 헤비(후벼)판

모양이지요. 돌을 주워 내고 말이지요. 이리 되어 가지고 그 물은 과연 먹어 보니까 일

미라. 일미라.

물이 차고. 그러고 나서 그 봉사가 그 물맛에 놀랬는지 우쨌는지 눈을 턱 뜨여지더

라.〔그래서 판수샘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말이다.〕그기 전설이라. 우리 지방에서는..

사등면 사곡리 두동, 이석필(남·59)

6) 기타 땅 이름

(1) 전하도의 유래

시래산이라 쿠는 이 이름짓는 것은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막 땅떵거리와 하늘이

생길 때에 처음으로 산덩이가 떠 내려왔다. 떠 내려온 그 산이라 이래 가이고 시래산

(始來山)이다. 비로서 처음 온 산이다. 거제에 그런 명목으로서 시래산이란 이름을 지

었어요.

시래산을 이어 받아 가지고 또 저 폐왕성(廢王城)이 있어요. 패왕성이 있고 견내량

흘러가는 도(道)가 말하자몬, 수도(水道)가 말이지요 전하도라 합니다.〔청중 : 견하도〕

지금 조명(造名)38)으로 견하도지.〔조사자 : 전하도〕그것이 말하자몬 임금이라 하는 전

(殿)자 하고, 아래 하(下)자, 전하도, 임금이 건너온 전하도라는 이겁니다. 견하도나 전

하도나 지금 현재로는 견내량(見乃梁)이라지만, 옛날에는 전하도라 했습니다.

‘전하도라 쿠는 것이가 임금님이 건너온 도라.’이래서 전하도(殿下渡)라 쿱니다. 왕

자 폐하님이 옛날에 패전을 하고 전쟁에 져 가지고 거제도에 피난을 왔어요. 폐왕성이

있어요. 임금이 패해서 성을 쌓았다. 그래 왕자 폐하님이 거제도 피난을 전하도를 건너

서 이 강을 건넜기 때문에 전하도라 쿱니다. 임금님이 건너온 도라 하여 그땐 산명도 없

38) 조작, 즉 엉터리로 지어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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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왕자 폐하가 와 가지고 그 성을 쌓아 가지고 지어서 숨어 가 있었기 때문에 피왕

성(避王城)39)이라 합니다.

이 봉우리가 제일 높은 산인데 한 꼭지에 물이 좀 나와요. 그 다음 우리 이 도는 역사

가 있지요. 시래산은 그것은 큰 패왕성 조금 밑에 있지요. 조은 비고랑〔조사자 : 조은비

고랑?〕조은비라는 것은 옛날 정부 양곡을 싣고 다닌 것이 조은배라요. 조은밴데, 그 배

가 물이 가북(가득) 차니 여기서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 산만댕이(산꼭대기)까지 배가

그 양곡을 싣고 피란을 해 살라고 그래서 거기까지 물이 차 있다 해 가지고 거기에 꿀겁

지가 있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사등면 덕호리 번덕, 박성진(남·60)

(2) 울음의 재

우리 고장에 살면서 말입니다. 산이 아주 옛날에는 이름도 없이 이래 지냈던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할배 때 옛날 조상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 보몬, 하나 얘기

가 있다고 합니다. 왜 나가 느끼느냐 하며는 옛날에 우리 부락에 사는 모 어느 처녀가

시집을 갔던 모양이겠지요. 시집을 어디로 갔느냐 하면 거제읍네라 하는 부락에 갔는

데, 요기서 한 40리 이상 됩니다. 갔는데, 가 가지고 인자 시집을 가 가지고 첫걸음을

딱 오게 됐는데, 저거 동생이, 옛날에는 시집을 가게 되몬, 저거 집에 저거 동생이나 이

웃집에 있는 아애들이나 심바람 하는 아이를 더불로 보내요. 삼 일만에 인자 올 때. 거

제 풍습이 원래 그렇고만. 

더불러 보냈는데 그래서 인자 저거 누이가 삼 일만에 더불로 갔거든. 가는데 가니까

인자 친정 온다 이래 가 첫걸음 온다고 이래 가 요즘 같으면 차반이겠지, 떡을 한 동구

리 해 짊어지 가지고 저거 동생이 인자 뒤에 가고 인자 고개를 넘어 오게 되었어요. 산

고개를 떡 넘어 오는데 비가 오게 되었거든. 비가 오기(오게)되니까 여자들이 요거 저,

저, 옛날에, 지금은 옷이 비단옷이겠지만, 옛날에는 조금 비단 옷이 아이고 그때 옷이

조금 얇기는 얇아도 좀 마 머석해겠지요. 그래 옷이 비를 맞아 놓은께, 옷이 몸에 쫙 몸

에 올라 붙으니까 그 여자의 그 뭐냐하몬 그 말하자몬 인자 육체미 말이지, 요거로 보니

까 자기 더불러 간 동생이 뒤 따라 옴서 가만 본께 저거 누부(누이) 말이지 해 가 가는

모습이, 비에 맞고 가는 모습이, 참 육체미가 어덴가 좀 이상하더라. 그래서 인자 우리

저(손가락질 하며) 고이산재 거기 올라오다가, 그 올라오기 되몬 조금 쉬는 중턱이 있어

요. 저거 누이하고 일꾼하고 떡 동구리를 짊어지고 앞에 가버렸는데 자기는 뒤따라 오

39) 고려 18대 毅宗이 武臣의 난 때문에 추방당하여 이 성을 쌓고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 廢王이 살던 성이라고
廢王城이라고도 하고 避難온 王이 살던 성이라고 避王城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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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보니까 그랬어. 자기가 제일 뒤에 따라 오다가 그래 안 되어서 우짤 도리가 없어

서 자기로서는 그 흥분감을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지. 그래서 인자 돌에다 놔 놓고 탁

때리 삐릿는데. 그래서 인자 다쳤지. 다치믄 죽게 돼 있었어요.〔조사자 : 남자 성기가

다친네요?〕다칫겠지요. 그래 가이고 거기서 다부(다시) 넘어서 왔는데 저거 동생을 쥑이

버리고 오니까 저거 누이라는 사람이 울고 넘어 왔다. 즉 말하자믄 그래서 이 고개를 두

개로 하나 또 따로 있어요. 큰 고개를 또 하나 넘어서 우리 마을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

가 그 후로 그 산 이름을 먼첨 인자 다치 가이고 죽은 그 동생의 고개를 어떻게 했는가

할 거 같으믄 자지 고(睾)자 씌고 다칠 이(痍)자. 그래서 고이산(睾痍山)재라 이리 짓

고, 다음에 인자 이쪽 고개에 와 가이고는 울고 넘어 왔다. 이래 가지고 그기 인자 울음

의재다 이리 지었다. 그래서 인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옛날에는 산 이름도 없었다.

우리 할애비 때 이거는 말하자믄 윌 조상들이 그래 가이고 유래가 생기니까 재 이름을

지어. 지금까지도 부르고 있는 저 이름이 고이산재, 울음재하고 따로 있어요.

옥포동 조라, 이병원(남·47)

(3) 망치 지역 지명 유래

좆바우라고 이래 가지고 참말로 밑에 붕알(불알)도 달리고 이래 가지고〔청중 : 웃음〕

쫑곳하이 좆처럼 이래 있는데 예. 그 바우로 생전에 안 가던 사람은 처음에 대갬(대감)

이 가드라 캐도 이, 대로 가아고(가지고) 젤인(절인) 바구미 안 있십니까? 그 바구미를

둘러씌고 바우로 보고 절로 해야 몸살로 안 하고 그 참 그 가서로 잘 그것다 오금이 펴

이지, 오지예. 그 바우 보고 절 안 하몬 오금도 오 아져서도 못 댕기고(다니고) 예. 사

흘만에 몸살로 해서로 죽는 그런 수가 있십니다.〔청중 : 웃음〕그런 땜(때문)에 오새 앨

라(어린아이)들도 덛고(데리고) 가도예, 전부 다 바구미를 둘러씌아 절로 시킵니다. 그

래야 안심을 하재. 매바우가 있고.〔조사자 : 그것은 왜 매바우라 합니까?〕매가 그리 잘

앉더랍니다. 매가 앉아서 처니 총각만 가몬 날개로 가아(가지고) 덮어 주더랍니다. 옛날

에예.

우리 망치 부락 욱(위)에. 한 동네 욱에 가몬 또 애바우가 있십니다.〔청중 : 웃음〕〔조

사자 : 왜 애바우라 합니까?〕애바우는 너무너무 바우도 크고예〔청중 ; 여기서 보몬 뵙니

다.〕좋기도 좋고 이래서 애바우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잇답니다. 옛날 옛날 전설따라 할

아부지 쩍에 우리 부락 북쪽을 쳐다보몬예, 달뜬 바우가 있십니다. 달뜬바우라 쿠는 바

우는 예 그 바우 욱에 올라가서 보몬 달이 용하이 물밑에서 떠올라옵니다. 그 바우 욱에

올라가몬 달 뜨는 기 보입니다. 달이 진짜 거서 솟아오르는 기 보이거든요. 거 올라가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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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든바우다 이럽니다. 그렇게 우리 옛날 노래가,

“바우바우 애바우야 / 바우바우 달뜬바우야

네생기자 나생기자 / 산생기자 물생기자”

그랍니다. 우리 부락 서쪽은 예 서쪽을 쳐다보몬 배늘바우라고 있습니다. 그 바우로

왜 배늘바우라 하노, 이라몬 옛날 할아부지들이 배늘로 참 나락 가실(벼 가을걷이)로 해

놓으몬 배늘로 도리 도리 잘 안 개립니까?〔조사자 : 예, 예.〕그 뜻으로 그 바우를 아무

리 봐도 배늘 개리 놓은 바우라예. 그런 땜에 옛날부터서 그 할아부지들이 나무를 하러

간다 소를 믹이러 간다 이라몬 그 바우로 올라가서 그 배늘바우라고 이름을 지서 배늘

바우라 합니다. 〔조사자 : 이 근처에 혹시 무슨 용바우라 하는 것 그런 것 없습니까?〕

예, 또 있는 기 있습니다. 용 바우가 아이라 농바우가 있습니다.〔조사자 : 농바우가요?〕

예, 농바우가 어디 있노 할 것 겉으몬 이 밑에 갯가에, 갯가에 불끈(바짝) 우리 집 밑에

예, 집 밑에 내리가몬 바우가 참 농바우겉이 유명하이, 참 농처럼 생긴 바우가 있습니

다. 그 바우를 인자〔청중 : 어디 농이더노?〕그 바우로 올라가몬, 농처럼 생기서 바우가

참 좋십니다. 그 바우로 올라가몬 인자 다리가 칭계가 세 개입니다. 그래서로 그 바우를

농바우라 이름 짓십니다. 또 개여바우가 있습니다. 〔조사자 : 개여바우요?〕예, 그 앞에

예. 개여바우, 농바우라 하는 바우도 숫바우고 예 개여바우라 하는 바우는 인자 암바우

고 또 그 옆 까막여40)가 있습니다.〔조사자 : 까막개?〕까막여, 까막여는 어찌 생깃노 할

것 같으몬 참 바우는 바운데, 요새 참 차처럼 생겼십다. 요시 전차처럼 생깃십다.〔조사

자 : 시커멓고요?〕예, 시커머이 전차처럼 생기 갖고 물이 나몬 인자 동 뒷시41)물이 나

몬 그 바우가 훤하게 들나고 예. 물이 인자 안 나게 되몬 묻히거든예. 그런께나 우리가

인자 옛날 할무이들이 우리 시어마이가, 우리 시어마시가 모실 동네에 나갔다가 동시

나 되몬 옛날 음력 이월 동시 되몬 우리 시어마이가 이 동네 나가 가지고 그 갯가로

쳐다 보고,

“아고 아가 며늘아가 뭐드래 가망여가 나왔다. 뭐드래 까망여가 나왔다 새꿀이나 붙

을 시기다. 가서 까 가 오이라.”

그런 얘기가 있으니 까망여가 있십니다.〔조사자: 아까 그 농바우 하고 무슨 바우라

했습니까?〕농바우하고 예,〔청중: 개여바우〕개여바우하고 예,〔조사자 : 개여바우가 있는

데?〕그 개여바우는 우째서 개여바우라 짓은기 아이라 예 그 개여바우가 똑 개 헤엄해 갈

때에 날개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딱 이리 쭉하이 개처럼 이래 생깃십니다. 그래서

개여바우라 캤십더.〔조사자 : 개여바우. 왜 농바우는 숫바우고 개여바우는 암바우십니

40) 여는 섬보다 작은 바위. 까막여란 검은 바위덩이란 뜻이다.
41) 이월 風神인 동할매를 모시는 시기 바로 뒤의 干漸. 일년 중에 가장 많이 썰물이 나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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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개여바우는 밑에 있고 농바우는 우에 있는 땜에 너거 둘이 우리 사람을 치몬 인연

이 돼서, 마주가 되서, 내오간 아이가? 나는 숫바우다. 니는 암바우다. 우리가 이름을

짓기로 그리 짓십니다.〔조사자 : 예, 그에 대해서 이야기는 없습니까?〕그 대해서 전설

이야기 예. 기 대해서 절설 이야기가 참 그 바우 그라몬 인자 농바우 인자 앉았던 깔매

기가 꼭 개여바우 게 가서 앉십니다. 그런 땜에 인자 그 장(늘) 농바우를 우대하는 땜에

니는 남자요 개여바우는 그래 인자 뒤 우대하는 땜에 여자다 이래 칩니다. 

일운면 망치리 망치, 제명순(여·60)

(4) 가지매 놋다리

원래 놋다리라 쿠는 그기 유래가 여(여기) 있습니다. 노래가 말이지 있는데요. 늙은

사람이 제일 좋은 거 말하거든. 가지매 놋다리, 거제면 산달이, 이러거든. 이런데 씬방

이 오리다리. 일본놈을 말이지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42) 그 놋다리라고 하는 다리

가 이전에 양반이라 쿠몬 말이지 얄구(약궂게) 뭐 역적으로 몰리 가이고 그래 가 몽땅

쥑이서, 서울서 다 도망을 해 내리 왔거든.

그래가 올 때에 그 섬을 건너 왔는데, 와서 그 올 때에 금굴레, 금안장, 뭐 이런거,

그런 거로 많이 모두, 패물로 가져왔어. 그래서 와서 게(거기) 삼서(살면서) 그 시절에

그 앞에다 놋다리라 쿠는 게에(거기에) 그 무쇠 다리를 놨어. 나라에서 정승께나 하고

그래서 금굴레, 금안장이니 그런 거를 말에 태우고 와서, 실패를 당하고 이럭저럭 이래

서 그 시절에 그 놋다리라는 쇠다리를 놔았더라요. 지금은 그기 유곡으로, 버들유자 유

곡리(柳谷里)라.

사등면 사등리 성내, 이국인(남·78)

(5) 거제 지형(地形) 자랑

육지로 가모(가면), 거제 섬사람은 사람 아이라꼬(아니라고). 섬넘(섬놈)이라꼬 그란

(그러는) 땜이(때문에) ‘사람 몸에 끝이 일곱 끝이다. 일곰 끝인 땜이 그 끝과 산(山)

지형(地形)이 생기기로(생기기를) 사람 몸띵이(몸둥이에) 그 일곱겉이(같이) 생깃다.43)

그 무슨 끝이냐? 아지랑이끝, 등생이끝, 다대끝, 구조래끝, 양지바우끝, 언자(인제) 저

42) ‘다리’란 각운을 맞추어서“가지매 놋다리, 거제면 산달이(山達島)“라 하는데‘씬방이 오리다리’란 일본인 수산
업자가 털이 많은 바다의 씬벙게처럼 못 생기고 오리다리 같은 다리로 찔룩거리며 걷는 것을 흉보아서 여기에
덧붙인 것이다.

43) 사람 몸에 끝이 나는 부분이 일곱 개인데, 거제도의 지형이 사람 몸둥이라의 일곱 끝같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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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내끝, 개내랑…… 오모(오면)  끝이 일곱 끝이라.’그래 사램 몸이 구녕(구멍)이 오

줌 누는 거꺼정(까지) 말하자모 일곱 끝이라 이 말이라. 그런데, 거제산이 지형이 그리

(그렇게) 생깃다 이깁니다(이겁니다). 그래가(그래서) 이 섬넘을 면했어. 육지가서.

〔조사자 : 도중에 아까 이야기하시던 중에 그 뭐 겨드래 끝이라 했습니까?〕그 뭐 그

전에 내려온 전설이 그렇대.〔청중(제보자의 부인) : 마지막을 개내랑끝이라…….〕

둔덕면 학산리 큰마을, 장재형(남·72)

(6) 호곡, 녹산, 새여

여어(여기) 둔덕면내 안에 부랙(부락)이 호곡이라 하는 부랙이 있고, 녹산이라 하는

부랙이 있고, 그 앞에 바다에 새여라는 여44)가 있는데, 그 별명이 우찌(어찌) 내려 오노

하모(하면), 호곡에 호랭이가, 저 녹산 거(거기) 사심(사슴)이 있는데, 그 넘(그놈) 자

아무울라꼬(잡아먹으려고) 호랭이가 언자(인제) 말하자모(말하자면) 용하고(벼르고) 있

는데, 그 새섬, 그 새여 거어서(거기서) 새가 막 끼저거리서(지저귀어서) ‘사심 닐로(너

를) 자아물라(잡아먹으려) 커인까니(하니까) 니가 어데 피해라’하는 그런 전설이.〔조사

자 : 그래가지고 그 호랭이, 호랭이가 그러머(그러면) 결국은 사슴을 못 잡아 먹은 거

네?〕예, 못 잡아 묵어.

둔덕면 학산리 큰마을, 장재형(남·72)

(7) 산방산 옥굴과 샘

산방산 옥굴이라 카는 게 있소. 게에(거기에) 가몬 말이지, 요기서 보몬 한 50∼60메

타, 50메타 얼쭉 (거의) 될 끼구마는 그런데〔청중 : 절벽이〕절벽이 거 가몬 들어가몬 똑

사람이 하나 들어갈 수빽에 없어요. 하나 옆에 가로 질러서(모로 서서)〔청중: 하나도 재

주군이라사 들어가지.〕게 안에 들어가몬 평수가 한 평 넘우(넘어) 돼요.

〔청중: 한 평만 돼?〕게 옥씨(玉氏)가 게에서 임진 때 게 들어가 가지고 피난을 했다

쿠데.

〔조사자 : 피난했는데 다른 이야기는?〕우물이, 옛날에 들어보몬 뭐 명지꾸리로 담구

몬 말이지, 괭이도 바당(바다) 나온다고 고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새매로(샘을) 구경을 했는데 참 기적이라. 지금도 가서 보몬 말이지

물은 항상 그대로 담기가 있거든.〔청중 : 바우 큰 새서 물이〕50~60메타 되는 청청 절

44) 작은 섬, 혹은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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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이런 사람 사흘 묵을 물건이 들었다 쿠는데 무엇이 들었는가 알 수가 있소?

거제면 내간리 내간, 김형택(남·57)

2. 인공물(人工物) 전설(傳說)

1) 당(堂)

(1) 아주당(鵝州堂) 전설

그 고을에 원님이 오몬〔조사자 : 아주고을이란 말이지요?〕아주 고을에 원님이 오몬

마 자꾸 죽어. 오면 죽고, 죽고, 그래. 그래서 원님 올 사람이 없다 말이요. 그 원님 자

리로(를) 그 비울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마실에 어는(어느) 처니(처녀)로 어느 집에 말

이지 그 그석하는 요새 말하자몬 마, 식모살이 한가지인데, 이 처니로 내나45) 그 집에

그 방에 하리(하루) 저녁 옇어 보라꼬 이라거든. 그 처이로 와(왜) 죽는가 시험해 볼라

꼬. 그 처이는 그 큰 방에 가서 있으라꼬. 그거 군수 자는 그거 말이지 객실에 가있으라

꼬 시켰어.

그래 이 처니가 밤에 가 그 객실에 가 혼자 있은께나(있으니까), 큰 집에 그 처니 혼

자 가서 있을라 쿤께(있으려고 하니) 마 겝이(겁이) 나서 처니가 그럴 판이라.46) 아, 그

래까이 가마이 밤중이나 됐는데, 앉아 있은께 뭣이 문을 말이지, 옛날에는 그 그 여아들

은 말이지 정지(부엌) 앉아서 밥을 묵거든(먹거든). 방에 인자 못 묵고 다부살이 겉은,

머슴이든 이런 사람은 전부 정지 앉아서 밥을 묵었어. 다부살이 그 처니가 부엌에 앉아

밥을 묵을 때 뚜께비가 그 부엌 한 쪽 구녕(구멍)에 툭 나와. 툭 나와 가이고 나오몬(나

와 가지고 나오면) 그 처니가 인자 밥을 한 숟가락 떠 주거던. 묵우라꼬. 그것도 인자

묵고 그래 커 갖고 두꺼비가 이리 커졌다 말이다. (손짓으로 큰 원을 그리며) 이런데 그

날 저녁에 인자 그 처니 혼자 있은께, 그 뚜꺼비가 거 왔다 말이다. 와 가이고 문 앞에

와서 인자 저뻐썩거리. 그래 인자 그 처니가 반가와서, 그래서 이 뚜꺼비로 방에 몰고

드리 가이고 지(자기) 앞에 딱 이리 놓고 이래 있단 말이지. 있은께, 그래 인자 처니가

마 자꼬 그 뭐 가슴이 땁땁해지고(답답해지고) 심(숨)이 맥히고(막히고) 이래 져. 이상

하다고 이래서 한데(바깥에)에 나가서 찬바람을 좀 쏘올 빽에(쐴 수밖에) 없다고. 그래

45) 앞에 말한, 혹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할 때 거제도 방언으로‘내나’혹은‘내나 그것’이라고 한다.
46) 무서움에 몸을 떨고 있는 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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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껍아 네 여기 있거라이. 내 한데 가서 바람 좀 쏘이고 있것마(있으마). 오것마, 이라

쿠고(이리 말하고) 인자 한데 나왔거든. 나와 가이고 그래 한데 나가서 그래 인자 청을,

이리 저리 청을 댕김서 바람을 쏘이고 왔거든요. 그럭저럭 시간이 마, 바람쐰다고 좀 갔

던 모양이라.

그래 방에 온께나 두꺼비가 죽어 삐릿어. 죽었는데, 아이고 어짠(어찌된) 일로 이 뚜

께비가 마이 죽었다냐고 처니가 마 울라 쿰서, 움서러 그란께, 본게, 그 천장에 말이지

그 상낭보 밑에 말이지 큰 지네가 마 한 마리 그것도 죽어 가이고 디룽디룽 걸리 가(걸

려 가지고) 있어. 있는데, 아, 처니가 이래 옳제, 이 지네 이놈이 말이지, 하고 이 두게

비하고 서로 독을 피아 가이고(피워 가지고) 쑥 두 눔(놈) 다 죽어 삐릿어.

그 원래 그 원님이 오몬 말이지 그 모릿대(마룻대) 밑에 있든 그 지네, 그 놈이 말이

지 독을 내이(내어) 가이고 이래 그 원님이 그 피를 전부 다 싹 빨아 무 삘린다(빨아 먹

어 버린다) 말이다. 그래 원님이 죽고, 죽고 그랬어. 옛날에.

그래 이 그 날 저녁에 인자 처니도 그(거기) 있으몬 그래 그 저 피, 독을 가이고 말이지

처니를 갖다가 피 빨아 무끼라(먹을 것이라). 그래 그 뚜께비가 와서 그 처니를 살리 주웃

거든(살려 주었거든). 살리 줏는데. 그래 인자 한 처니가 뚜께비 때문에 말이지, 뚜꺼비는

죽어도 그 지(자기)는 살았다 말이지. 그런께 지 밥 믹이 줏다고(먹여 주었다고) 은혜한

다고 와서 처니를 구해 줏던 모앵(모양)이지. 그래 인자 그 안날(다음날) 아침에 그 고

을 사람들이 그 처니가 죽었는가 우쨌는가 가 보로(보려) 간다꼬 간께나, 아, 처니는 살

아 있고 뚜께비가 죽어 있어. 그래 본께나 마 천장에 뭐 큰 지네가 하나 있고 이래 놓고

인자 그석을 해 본께47) 이 지네가, 오몬 독을 내라 가이고 그래 가 쥑이는 기 틀림없다.

이리 판명이 내 가지고 그래 그 뚜꺼비로 그 좋은 인자 산에다가 처니아가 묻어 주고.

그래 거서(거기서) 인자 모두 의논이, 하기로 이 지네는 말이지 그 독이 참 많은 넴

(놈)인데 이 놈을 어찌 처리해야 되나 여럿이 공론이 나와 가이고 한께나, 게 어떤 사람

이 이놈을 첫째 인자 큰 가마솥에다 대고 말이지 참지름을 옇고(넣고) 볶아야 된다. 죽

긴 죽었지만도 계속 볶아 가이고 이놈을 갖다가 어다(어디에다) 내삐리야(내 버려야) 된

다. 그래 뽁아 가이고 인자 그 내 삘 장소를, 인자 그란께, 들에 갖다 내삐리몬, 이 놈

이 독 많은 놈 돼서 고기 인자 사람한테 독을 씰까 저 걱정이 되고, 산에 갖다 내삐몬,

사람이 또 산에 나간께나 또 인자 거석되고, 이렇다꼬, 그래 그 공론이, 의논 끝에 이런

식으로 됐다고. 그, 저, 아주(鵝州) 앞 바다에 저어, 멀리 말이지, 요새는 어업을 하지

만 옛날 그 때는 어업을 안 하거든. 바다에 사실 안 간다 말이다48) 안 가니까, 내 삐릴

47) 조사를 해 보니까.
48) 바다에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먼 바다에 나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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랏꼬 처어, 마, 배에다 싣고 바당에 갖다 내이삣어.

그래 안자 수백 년이 되던가 마 천 년이 넘었는가 알 수가 없는데, 이 몇 해 전까지는

그 해독이. 듸아(들여와)〔조사자 : 매일요?〕매일이 아이고 몇 해만에 들와 그 해독이 들

을라 쿠몬 말이지 그 내나 지네 갖다 내 비린거, 거게서 무지개매이로(처럼) 퍼어런 줄

이 쭉 하이 아주를 보고 들와. 그라몬(그러면) 아주 개 그거 인자 뭐 꿀이던지, 저, 조

개든지, 고기든지, 그런 기 사람이 잡아 다 묵으몬 중독이 돼서 죽어. 그 봄 될라 치몬

말이지 해마다 날마당 하는 게 아이라, 그 돌오는 해가 있어. 그 쭉하이 무지개겉이 들

오몬 하, 저, 해독 들어온다. 그래 가이고 마 그 바다에는 뭐 거석을 안 해 묵거든. 안

해 묵고 인자 저 좀 지내고 인자 그 근방에 인자 좀 시일이 가고 난 뒤에 해 무몬(먹으

면), 괜찮아도 그 디올 짝에는(들어올 때는) 해 무우몬, 사람이 마 욕을 본다 말이요49)

죽고 그런 일이 있었어. 〔조사자 : 아주당에는 무엇을 모셨어요?〕

그것은 우짜는게 아니라 그 나이 많아 죽은데 아주라 쿠는 그 인자 당에 갖다 그 처

니 인자 혼을 모시 놓고 그래 가이고 거제군수가 저 오월 단오날이 될라치몬(되면) 와

제사를 지내거든. 똑 그날은 마 아모리 비가 오더라 캐도 제사로 지내고.〔조사자 : 그

무슨 당인가요?〕뭐. 아주댕50)이라고 이라제.

신현읍 상동리 용산, 윤병순(남·69)

2) 절(寺)

(1) 구천동(九川洞)의 절골

절골 거서 치몬 동쪽이라 쿠까(할까)? 동쪽 쪼깬(조금) 피해서 구조라 쪽을 댕깃다 쿠

까 그래요.51) 그런데 인자 이정승 집이 게(거기) 있었십니다.〔조사자 : 아, 그러니까 구

천동 절골?〕예 절골. 그래 이정승이라 쿠는. 우리 사는 마을에서로 동쪽이라 쿠까 그렇

거든요. 그래 인자 이정승이 살고 있고, 또 서쪽편에 쪼깬 북쭉으로 댕기서 감노장이라

쿠는 큰 절골 절이 하나 앉아 갖고, 큰 절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리 있는데 그래 그 절 대문에 거서(거기서) 그 절 또 북쪽이라 쿠는 데는 또

49) 옛날에 버린 지네의 독이 아주만(鵝州灣)을 보고 들어오는 때가 봄인데 모르고 조개를 파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
고 한다. 근년에도 도위생시험소에서 조사를 했더니 봄에 아주만의 패류에 비브리오균이 특히 많아 그 시기는
채집 금지령을 내린다고 한다.

50) 鵝州堂. 巨濟의 三縣이 있던 곳이 아주인데, 이 곳에 있는 祭堂을 가리킨다.
51) 東部面 九川里 마을에서 동쪽인데 구조라쪽을 조금 치우쳤다니까, 동남쪽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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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노절52)이 있는데 그래 그 절골이 내나(원래) 감노장 그 절 뒤 큰 명산이 하나 있었거

든. 대명산이 하나 있는데, 그래 그 절 앞에 대문에다가 김정승이 해만 부움하이 뜨몬53)

대문을 보고 활로 때리 쏴요. 그래 활로 쏘몬 그 절이 망하몬 그 대명산에 저그 묘 씔라

고 그래. 해만 부움하이 뜨몬 그 대문에다 활을 탱탱 쏴고 이란께 그 감노장이라 쿠는

사람이 평상에 여러 수천 년이 되도록꺼정(까지) 안 늙어요. 늙도 안 하고 젊도 안 하고

만날 고만 그래 있는데, 그 절안에 물이 그 감노장 물이라 쿠는 물이, 독 그 노장 한차

(혼자)만 묵는 물이, 꼭 혼차 묵을 만치 솟아나요. 땅 밑에서 솟아나는데, 그 노장 하나

만 묵으몬 평상에 늙도 젊도 안 해. 그 중 여러 천 년이 돼도 마 안 늙어요. 그래 안 늙

고 그래 사는데, 그 이정승이라 쿠는 사람이 저 절문에다가 그 활 쏴고 부터는 고만 병

이 나요. 병이 나서 고만 그 노장이 죽게가 되고 빈대가 고만 난데없이 고마 그 절에 빈

대가 끓어 가지고 고만, 그 절이 고만 망하게 가 돼 갖고 그망 망해 자빠지는데, 고만

마 벼락이 내리와 가지고 그 대명산에다 벼락을 때리서, 나 시집간께 벌건이 그때꺼지

있더마는. 인자 그 나무가 좀 멕힛데요.54)

그런데, 마 하늘에서 벼락이 때리 와서 대명산을 마 때리 없애 삐리고 그 감노장 죽

고, 고만 그 앞에 이정승도 고만 병이 나서 죽어 삐리고 이정승 묘 그 구천동 거석에 거

묻히 가아 있네.〔조사자 : 아, 그 때는 정승이 아니고 귀양온 사람입니까?〕예, 귀양온

사람인데 그래 부리기는 이정승이라고 불러 주요. 그 마을에서 그 이정승이 그리했다

쿠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 이야기를 해 주데요. 우리가 시집간께네 우리 씨어마시랑, 씨

아바시랑 그래 그 절에 돌구시55)는 인제 이름을 불 답니다.

“네는 어디로 갈라나?”

이란께 절마다 다 불러도 끄덕도 안 하디, 그 큰 그릇 씻고 하는 돌구시가 토 용화

사(龍華寺)를 들믹인께 끄떡거려서로 그 돌구시가 토 용화산 절로 가서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데요.〔조사자 : 그런데 그 우에 암노장인가 하는 그 절은?〕그 절은 고마 이

절이 없어진께 암노장도 없어지고. 그래 집터는 그 감나무가 있고 그 가몬 거이 있고 지

금 그 감노장 살던 그 벼락 때리고 하던 그 굴에는 지금도 가몬 기왓집이 있고 지왓집이

그 담을 쌓아가 있고 이렇데예.

일운면 망치리 망치, 설정순(여·51)

52) 암자를 가리키는 듯하다.
53) 날만 새면.
54) 나무가 들어서서 벌겋게 들어난 흙이 조금 가렸어요.
55) 돌로 만든 구유인데, 식기를 씻는 통으로 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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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앵록사가 망한 연유

그 있던 그 절에서 빈대가 생기서 절이 망하게 되었는데, 여(요) 우게(위에) 어떤 큰

절 신통56)이 와서 그 절 맞은 바래기(편)에다 뽕나무 천주만 숨구몬(심으면) 그 절이 빈

대가 없어지고 괜찮다 이리 했는데, 그 말로 안 들어서.〔조사자 : 뭣이 와가이고예?〕신

통 중이, 제일 나(나이) 많은 중이요. 저 큰 절에서 와 가이고, 이름은 자세히 모르겠습

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해 주었는데, 뽕나무 천 주를 안 숨겄답니다(심었답니다). 안

숨거서(심어서) 그래 그 절이 망했답니다.

그래 그 절이 망하고 난 뒤에 돌로 일으시몬(일으키면) 빈대가 있더랍니다.〔조사자 :

그 절 이름은 무슨 절이라고?〕마, 앵산절이라고 합니다.〔조사자 : 앵산절?〕응, 앵산절

〔청중 : 앵록사〕〔조사자 : 아, 앵록사. 아, 앵산절이 아니고 앵록사.〕

연초면 오비리 중촌,  윤종인(남·66)

(3) 빈대 절터

그만, 바리(바로) 절터라고 돼 있는데요. 그 산에 그 절터라고 하는 그게 가몬 돌이

비릉(바위덩)이 있다고요. 그 비릉 틈에 그 빈데 껍데기가 있다 캐요. 빈데 따문에(때문

에) 그 절이 망했다고 그런 전설이 있지요.

사등면 사등리 성내,  원장상(남·81)

(4) 빈대 절터

이 근처 이야기로서는 불당골(佛堂谷), 불교라 쿠는 불(佛)자하고 집당(堂)하고 골

곡(谷)자하고 그래 불당곡.〔조사자 : 불당곡 이야기 좀 해 주시죠〕게는 인자 불당곡이

있는데 건너편 산이 서당곡(書堂谷)이거든요. 건네는 그런께 요쪽에〔손으로 가리키며〕

말하몬 남쪽 산은 서당곡인데 거게 보자 이 팥골이라는 마을에 인가가 있었던 모양이

지요.

옛날에도 있었는데 그 서당곡이라는 거기에는 서당이 있으놓으니까 인자 서당곡이라

는 지명이 나와졌고 불당 거기에는 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가몬 그 터가 있습니다. 그

터가 있는데 지금 대(竹)가요, 대가, 집 부근에다가 그 인자 부근에 심은 대가 지금도

그 뿌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절이 왜 없어졌노 하몬 빈대가 많이 끓었더랍

56) 神通, 道通한 스님이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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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옛날에 그래 그 뒤에 우리 선조들 얘기 들어 보몬 아주 몇 백 년 뒤에도 가니까 돌맹

이 밑에 빈대가 그대로 살아 있더라는데 어짭니까? 지독한 빈대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런께 전부 주지 겉은(같은) 이런 사람들이 빈대 땜에(때문) 떴다 이 말입니다. 

사등면 사곡리 두동, 이석필(남·59)

3) 비석(碑石)

(1) 두 비석을 만든 연유

여(여기) 화살 시자(矢字)라고 시방이라 그랬는데, 이물섬 저게가,〔건너편 바다를 가

리키며〕이수도(利水島)라 그라거등.〔조사자 : 이물섬?〕예, 이물섬이라고도 하고 이수도

라고도 부르기 됩니다. 그런데, 저기 산세가 생기기로 말이지, 학이 날라 오는 첨(오는

것처럼) 말이지 이래 생겨. 산이 보몬 날개겉이 이래 있고,〔손으로 시늉을 하면서〕또 궁

딩이(엉덩이)겉이 이래 생기고, 학겉이 말이여. 그 끄트머리가 똑 짐승 고개 숙인 것치

말이지. 학설이라 이러지. 그래서 그 학설이라. 그런께(그러니까), 그 학을 보고 활을

쏸다. 그 맞보고(마주 보고) 있은께 말이지. 이런 의미로서 그 이수도에서 먼첨(먼저)

비를 세았어.57) 저짝에다 비를 세운 이유는 그래 인자 그 화살을 막는 이런 의미에서로

그 비를 세운 모양이지. 그러고 보이께 우짜든지 우리 시방이 뭐 재미가 없어.

뭣이 어업도 잘 안 되고 또,〔청중 : 자손도 좀 작아지고〕뭣이 유리한 점이 없고 말이

지.  우리가 미신을 가져 그런 거보담도 우째 뭣이 마 안 좋아. 이래서 저 이수도에서

저런 비를 세우고 나인께(세우고 나니까) 우리 부락이 이치(이롭지) 못하는 거 아이가

(아닌가). 이래서 또 우리 부락에 또 마주 비를 하나 세았어. 마주 세운 그를 뭐 우리가

자는 모르지만 방서두석이라.〔조사자 : 방?〕방서두석이라 이랬어.〔조사자 : 방서두

석?〕방서두석이라 이랬어.58) 그래서요. 비(비석)가 하나 있습니다.〔청중 : 화살을 하나

쏴도 막게끔〕그래서 그런 의미겠지. 그래서 그 비를 세운 의미가 있어요. 우째 그 비 세

운 거까지 잘 압니까?〔조사자 : 아, 예. 이장님이 말 하셔서. 그래서 그래 비를 세우

가지고 세운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잘된 것도 없는데, 〔조

57) “矢方. 즉, 화살 방향에 학과 같이 생긴 이수도가 마주 보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시방리에서 이수섬으로 화살을
쏘고 있는 형상이라 재수가 없다고 여겨 이것을 막기 위해 이수도에서 먼저 비석을 세웠다”는 뜻.,

58) 조사자가 그 뒤에 답사한 결과 利水島의 비석에는“矢方盾石”이라 새겨져 있고, 矢方里의 비석에는“放矢萬弩
石”이라 새겨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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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 저쪽에서 무슨 또 비석 우에다가 돌을 올리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그것까

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나?

장목면 시방리 살방, 김삼윤(남·63)

(2) 서시과차(徐市過此)59)

옛날에 진시황 때 서씨가 생각해 본께 아무래도 그 진시황 밑에는 내중에 크기 뭣을

못 하겄테. 응, 아방궁 짓고 만리장성 싸고(쌓고) 해 갖고, 지(제)가 여러 만대를 지가

세를 부릴라쿤께, 그래 꾀로 내기로,

“이라지 말고 오래 살 약이 있십니다.”

“뭐고?”한께,

“삼신산에 가몬 불노초, 불사약이 있십니다.”

그란께, 그 말을 듣고 그래 우짜몬 좋겠노? 큰 배로 모아 가이고 그란께 처이 열다 살

묵은 거 250명, 총각 열 다살 묵은 거 250명 실어 가이고 쌀과 꽉 실어 가이고, 주몬

내가 삼신산에. 삼신산이 어딘고 하먼, 전라도 지리산하고 제주도 한라산하고 강원도

금강산하고 그기 삼신산이라. 구해 가이고 온다 쿠면서 와 가이고, 오기는 뭐로 와. 저

전라도 오다가서 여 지내갔다고 과차 씌고, 그람 그 지금 여(여기) 해금강 거기다가 지

냈다고 과차 씌고 여보몬 뭐슥이 동머리 거, 동산에 것다가 과차 씌고〔조사자 : 어디다

가요?〕동머리 등대 있는데 게 씌고 그래서로 일본으로 건너가 삔는 기라

하청면 어은리 장곶, 임봉진(남·61)

3. 인물 전설(人物傳說)

1) 정군자(鄭君子) 

(1) 정군자, 충청도 계룡산 산삼 캐다

인조 반정 땐데, 서울로 오라고 싸도(쌓아도), 그래 안 갔다 쿠는 기라. 인조반정때

59) 원래 서불(徐市)이 여기를 지났다고 암석에 조각한 이므로 서불과차(徐市過此)라고 해야 하는데, 불(市)자와
시(市)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어 민간에서는 서씨과차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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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시끄럽은께, 안 갔다 그 말이죠. 그게〔청중 : 지금 서원 모시 놓고 제사를 지내

고 있거든.60) 춘추로.〕

그래 저거 어마이가 병이 나서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저거(자기) 생이(형)가 한 분

있는데, 저거 생이가 와서,

“동생 말이지, 어마이 삼이나 한 뿌리 사서 믹이몬(먹이면) 좋을 낀데, 뭐 삼도 없고

한께, 우짜몬 좋겄느냐?”

“형님, 그라몬 가자고. 오라고.”

그래 인자 어데로 간게 아니라, 계룡산으로 갔던 모양이라. 계룡산으로 갔는데, 저거 생

이하고 둘이 갔는데 한 군데 간께, 삼이 한정없이 있는데, 게 똑 한 뿌링이(뿌리)만 파라

쿠더라 캐. 그 욕심이 전부 다 파 오모 좋을 긴데 저거 동생이 그란께 한 뿌링이만 팠어.

한 뿌링이만 파 가 딱 내리옴서(내려 오면서) 인자 낼 아척(내일 아침)에 가서 팔

기라고〔청중 : 맞차 놓았다 말이지?〕계룡산인께, 요61) 계룡산이거든. 명진 사람이고

그란께,62) 내리옴서 포(표)로 말이지, 단디(단단히) 했어. 포로 풀로 가 맺아서 질로

(길을) 내리옴서〔청중 : 비미(오죽히) 했건나?〕내려 왔어. 질로 안 잊으삐리낄라고.

내리 왔어.

떡 그래 안날(다음날) 아척(아침)에 인자 일찍이 찾아갔네. 제 갔던 자리로 찾아간께,

아무리 찾아도 없어. 없어서 배만 곯아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계룡산 밑에 게 물고랭이

있거마는. 게 온께 제 밥상이 있어. 게 그 저 배가 고파 논게, 제 밥상, 제 밥 묵던 밥

상이라. 그래 묵고 내리 왔네. 제 동생한테,

“형님 어데 갔다 오요?”

“그 삼 캐러 갔다 왔다.”쿤께,

“아이구, 게가 어덴 줄 아느냐?”고.

“충청도 계룡산이요.”

거제면 내간리 내간, 김형택(남·57)

(2) 정군자, 들짐승 양식을 되돌려 주다

그 분이 아주 가난하기로 짝이 없어. 밥을 하로 한 숟가락 정도로 묵는 정도빽이(밖

에) 아니라, 그래 인자 저거 할멈(자기 부인)이 하도 구차해서, 답답해서로 감님을 불

러 가이고(가지고), 하던(모든) 사람 우리만 못 하는 사람도 하로 세 끼는 묵는데, 우째

60) 書院이 아니고 거제구읍 盤谷書院 옆에 鄭澐性의 사당인 東麓堂을 가리키는 것이다.
61) 巨濟郡 新縣面 소재 鷄龍山.
62) 東麓先生이 巨濟郡 東部面 明珍里에 산 사람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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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굶고 살겄느냐고. 이거 인자 애원을 한기제. 감한테 하니까,

“우리 복에 없는 거로, 이 사람아, 그리 우리가 원을 해야 되겄느냐?”

그란께,

“그러나 묵고 살아야 안 되겄느냐?”고 그라모(그러면) 마 좋은 수가 있다고. 그래 인

자 하리(하루) 밤 떡 자고 나디마는,

“이라모 이 사람아 만족되는가?”이라더라 캐. 그래 뭣이 만족인고 싶어서 그래 인자

착착 고방을 연께 마 쌀이 따북따북 찼더라고. 이런 얘기로 인자 했는데. 그래 거 쌀로

채아서 이만하모 살 낀갑다 싶었더마는, 지랄로, 그마 그 안날 된께 그마 하나도 없어져

부리. 그라모 인자,

“어제 잘 묵었나?”이리 되는 기라.

“그래 잘 묵었다.”고.

“오늘 먹을 거는 뭐고?”한께네, 그러나,

“그거는 전부 말이지 가실(가을) 추수하고 나머지기 새 짐승 곡식을 말이지 전부 내

가 엊저녁에 다 몰아 옇어 놨는데, 우리가 배부르게 묵으모 저 새 짐승들이 다 곯아 안

죽느나? 이래서 그거로 도리 보냈다.”고. 이런 분이고. 그 뿐만 아이라

거제면 내간리 내간, 성병용(남·55)

(3) 정군자, 추사가 씨를 보고 군자라 하다

그기 저 옛날 되모(되면), 붓 장사 이기 많이 안 댕기요(다녀요)? 정군자 집에 인자

장(늘) 게(거기) 선생이 된께 붓 폴로 거 인자 장 댕기. 폴고 나몬 말이지 그만 가고 또

오고 그라는데, 정군자 씨 씐(쓴) 거로 가지고 인자 붓을 옛날에 뭉는팅이가, 이리 안

했소?〔시늉을 하며〕그런께 그 씨 씐 거로 가지고 인자 붓을 인자 쌌던 모양이라. 싸

가이고, 인자 붓 장사가 인자 요(여기)만 댕기는 기 아이라, 서울도 가고, 어딜 가고 그

라거든.

그란께 서울로 올라갔어. 인자 서울로 가서 대감한테 가서 붓을 살라고 본께 붓은 놓

아 주고 그기 말이지〔청중 : 대감이 아니라 추사(秋史)라.〕 그기〔조사자 : 누가

예? 추사가 예?〕서울 대갬이 그래서 이거 어이(어디)서 가아(가지고) 왔느냐, 그리 물

었거든. 붓은 뒷 문제하고, 붓 싼 그거 그거로 말이지, 그거로 어데서 했느냐 한께

거제 가모 말이지, 그 아무개가 했다 쿤께, 누가 했다 쿤께, 누 집에서 이런 거로 가 왔

나 물은께 그래서 그거 군자로 쿠는 거로, 그 사람이 지은 기라.

거제면 내간리 내간, 김형택(남·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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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군자, 혼자서 즐기다

정군자한테로 공부로 하는 제잔데, 그래 하리 저녁에는 가나까나 왠총(왠걸) 안에서

말이재〔청중 : 머리가 좋은 제자재.〕친한 제잔데 그래 그 분이 저녁에 가니께나 왠총 방

안에서 이기 무신 저승인가 별당인가 하는 정도로 느끼져. 하, 이기 무신 일로 이런 요

술로 하는고 싶어서 문구멍으로 디다본께 그거로 하고 있는데, 정군자는 뭐 온 줄로 알

았겄제. 제는 담밧대로 가이고 거문거로 투이기고, 학이 나듯 춤을 벌름벌름 치고 하는

데, 마 어엽도(야단스럽기도) 안해. 한참 구경을 하다가 우째도 한번 마 이 장소로 마

들어가 보몬 싶어서 그래 인자 한 시컨 밖에 있다가, 그래 쌓는 거 보고 선생님 계십니

까 한께나, 담밧대만 하나 들고,

“야야(이 아이야) 인자 오나?”하더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거제면 내간리 내간, 성병용(남·55)

(5) 정군자, 도둑맞은 물건 찾아 주다

정군자 생(형)이던가 동생이든가〔청중 : 동생 됩니다.〕〔조사자: 아, 정군자 동생이〕

예, 이전에 담밧대로 말이지 우리 알기만 해도 대로 가이고(가지고) 담밧대로 매 가이

고, 이만 이래 가이고, 담배로 묵고 이랬거든요. 즈그(자기) 동생, 그 때도 인자 즈그,

그 때도, 즈거 동생이 나이가 삼 십 넘어 됐던 모냥이던 모양이라. 장(항상) 담밧대, 그

대는 우리 뵈기라도 뭐 요만한〔두 손을 들어서 크기로 나타내며〕만날 질거로(길게) 이래

가이고 댕기거든(다니거든).  

그래서로 한 번은 아, 그래서 인자 저 즈그 동생이 밤에 도독을 맞냈다 말이요. 도독

을 뭐로 맞냈노 하몬 도독놈이 와서 내나 그릇통 말이지. 기명통, 놋그릇, 통에다 한 통

을 담아 놓거든요. 사람이 권구(권속)가 많아 놓은께 마 놋그릇, 하리 저녁에 어느 놈이

도둑질이 갔어.〔조사자 : 기명통 채로요?〕채로. 마 흠박(전부) 그릇을 들고 가아. 아,

그래서 인자 즈그 생이가, 참 말로 정군자가 잘 안다쿤께 아침 일찍 갔거든요.

“행님(형님), 나가 저 오늘 밤에 기명을 말이지 어느 놈이, 도둑놈이 흠박 가아(가지

고) 갔는데, 어디 한 번 거석을 해서 찾아주소.”

이러거든. 그래 뭐라 쿤게 아이라,

“그거 뭐 잃어 베릿이몬 그만이지 어디 우째 찾겄노?”

그래 인자 담밧대로 인자 가아 가아 이랬는데, 동생 그 담밧대 그게 너무 거북하게

댕기서야. 담밧대를 돌라고. 이러디마는, 마 톡 톡 뿌사삐릿어(부러뜨렸어). 뚝 뿌쑤디

이 그만, 행(형)이 그란게 말 할 수도 없고 그래 부러뜨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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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요만치 요래 가 매가 댕김서 담배를 묵우라.”

그라거든. 그래 인자 행이가 그런께 거역할 수 없어 왔다 말이요. 그러고,

“잊어 삐린 거 우째 찾느노?”

한께, 마 포기해라. 말 하자모. 그래 왔다. 와서 참, 담밧대로 할 수 없이 뿌순기라.

정군자 말 대로 그 통가리로 가이고 담뱃대로 맸다.63)

매 가이고 담배를 묵고, 요즘 치몬 인자 그 명진서,64) 밑에 내나 거제 읍내 시장이라

고 말이지, 아척(아침)에 인자 무신 씔 데가 있든가 판처가 있었던가, 그 때 망태를 짊

어지고 댕겨. 그거로 메고 인자 장보로 온다고 아척 일찍 내리 와가이고 뭐 괴기(생선)

로 다 사고 망태를 해 매고 명진을 올라가는 셈이라. 

그 전에는 전보 이 짚을 가아(가지고) 인 집이거든. 그 전에는 보몬 요새는 나무를 가

히 안 때지만 그 전에는 전보 군불도 옇고(넣고) 이런께, 집에 가는데 부석이 장 많이

있거든.65) 군불도 옇고, 삼동(三冬)이 칩운께 그래 가는데, 그래 인자 장을 봐가 가다가

곰팡담뱃대 요거66) 담배를 한데 옇어 가이고 어느 질가에 본께 부석에 내(연기)가 보끔

보끔 나. 그래서 이거로 담뱃불로 댕기야(붙어야) 할 낀데 그래 엎디리서로 말이지, 담

뱃대가 짤라(짧아) 놓은께, 질몬 마 이래 가,〔엎드려서 담뱃불 붙이는 시늉을 하며〕담밧

대가 언청(아주) 짧어 옇어 놓고 보니, 도둑놈이 그 안에 기명통을 탁 옇어 놨어. 그래

본게 저거 기라(자기 것이라). 그래 인자 그 놈을 인자 즈그 기라 메고, 망태에 짊어지

고 왔다. 그래 가디 반갑아서 즈그 생이한테 쫓가갔다.

“행님, 말이지 참 용하기는 용하요. 나 담밧대, 온아척(오늘 아침)에 이만치 가지고

불로 댕길라 쿤께 어느 부석에 불이 피건데 디다본께, 이놈이 질었으몬 그리 안 할낀데,

언청 짧아 놓은께 이래 가 디다본께 마 우리 그릇통이 게(거기) 있습니다. 그래 나 오늘

가아(가지고) 왔오.”

“그런께 네 찾을 운수다.”마 이라거든.

거제면 내간리 내간, 백승안(남·80)

(6) 정군자, 날씨를 미리 알다

거제군 거제면, 거제섬 내, 그 양반도 우리 대 사람은 아이고 우리 전대 뭐 오래 사람

이 돼 놓은께. 그런데 그 참 군자가 도 명필이고, 하는 것 보몬 도 문장이고, 문장

63) 정군자가 부러뜨린 토막으로 담뱃대를 만들었다.
64) 巨濟郡 東部面 明珍里.
65) 집에 가는 길가에 군불을 넣는 아궁이가 많이 있거든.
66) 짧은 담뱃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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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이라 이거는 도학 이라. 

그래 하리(하루) 낮에는 어느 친구가 왔던 갑더마는, 와서 인자 인사를 하고 떠나는

길에, 그래 인자 전송을 함서(하면서),

“아, 이 사람아, 우에 네 갈모를 우찌 안 썼노?”

이전에는 갓 쓰고 이란께 갈모는 꼭 징기고(지니고) 댕기거든(다니거든).

“갈모를 이 사람이 왜 징깃노?”

“이 사람이, 그 무신 말고? 오늘 겉은 이 백주(白晝)에 뭐 갈모가 그리 걱정이 되는

가?”이란께네,

“아, 이 사람아, 객날 훈기라고 그라는 기 아니로세. 나한테 갈모가 있네. 나는 집에

있은께 자넨 나가는데 씌고 가게.”

그래 갈모를 떠억 주어서 인자 갈모를 징깃다 말이다. 징기고 그래 인자 이리 계룡산

내려오는 요기 내나(알다시피) 고자산이거든. 재이름이. 저어리는 김현령(金縣令)재고,

김현령이가 와서 그 질로(길을) 낸 기고, 여기 현령으로 와서. 요거는 고자산이라 쿠제.

몽땅(모두) 고자산재라 이라는데 이 재는 십리재라 돼기, 높으거마는.

그래 인자 이리 올라간다 말이지. 오늘같이 구름이나 좀 찌었으몬 염려가 되지마는,

아무 뭐 참 없는데, 그래 재 저어(저기) 다 올라갔다 말이다. 여도(여기) 올라가는데 한

오리 이상이거마는. 재 끄트머리 갈라쿤께, 대차(대체) 백주에 비가 쏟아지는데,〔웃음〕

그래서 할 수 없이 인자 갈모를 씌고, 나무 밑에 어디 비는 근근이 피해서 그 갓은 안

적시고 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백일송인(白日送人)에 등령과우(登嶺果雨)하고’

흰 날에 사람을 보냄에, 등령과우하고, 재에 올라서 과연 비하고 백일송인에.

거제면 남동리 경로당, 이인진(남·86)

(7) 정군자, 남의 박을 먹지 않다

그래 인자 이전에 거기 모두 구차한 집이 돼 놓은께, 이전에 뭐 나무가지 그런 것 가

아(가지고) 울타리 막거든. 지금겉이(같이) 담장도 못 치고. 그런 다 살림살이 집이라

말이지. 그래 이 질(길)에도 집이 있고 앞에도 집이 있고 이 는데, 그래 박을 숨겄다

(심었다) 말이다. 그 이웃 사는 사람 집에 박을 숨겄는데, 그런께 인자 박넝쿨이라 쿠는

이놈이 그렇거든. 여(여기) 숨근 것도 넝쿨이 저 넘을 넘어가는 수도 있고, 저 너머 박

넝쿨도 이 넘을 넘어 오는 수도 있고 이렇거든. 모도 꾀이서(꼬여서) 분간을 할 수가 없

기 이리 됐단 말이다. 그럴거 아이가. 울타리가 숨카 놓은께, 사방에서 성해 가이고(가

지고).



제12편 민속문화

- 2606 -

그래 인자 부인들이 의논하기로, 아, 그럴 게 아이라 이 박넝쿨이 뉘긴 줄, 우리 긴지

분간도 모리겠다. 한께 너거 집에 여는 거는 너거가 따묵고 우리 집에 있는 거는, 우리

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따 묵자 이리 약조가 됐다 말이다. 그래서 인자 따다 묵제, 그

만.〔웃음〕저거 집에 뵈는 것은 저거 기고, 저 너머 뵈는 것은 그 사람들 기라 말이다.

그래 하리는 마누라가 그 박을 하나 땄다 말이다. 따서 나물을 갖다가 디리서 밥을 채리

가 갔다 말이다. 그래 밥상을 들이 놓께,

“이게 왠 나물이냐?”고 이라거든.

“아, 저 거 우리 울타리서 딴 것 아니요?”

“아이, 이 사람아, 그 우리 거(것) 아니로세. 넘우(남의) 걸 따다 먹을 수가 있나? 우

리가.”

아니라고. 이래. 그래 안 묵어. 그래 할 수 없이, 나물을 그냥 내갔는데 그 뒤에 부인

이 가서, 둘이서 챙기본께, 저 너머 박넝쿨에서 이 너메 거리 가이고 연 기고, 저 넘에

박이라. 저거 박은 아이라.〔조사자 : 거기에 관한 문자는 없습니까? 〕아, 그것도 있제.

‘일포월리(隣瓢越籬)에 진채불식(進菜不食)이라.’

이거는 남우 기라 안 묵어. 그거는 미리 다 추상을 해서 안다 그 말이라.

거제면 남동리 경로당, 이인진(남·86)

(8) 정군자, 잡술가를 혼내 주다

그 대 여(여기 거제구읍) 와서 인자 훈학(訓學)질을 하고 있는데, 요 우에 사심골이라

고, 요 뒤 동네가 있거마는.〔조사자 : 무슨 골?〕사심골. 녹동(鹿洞)이라고 사심 녹(鹿)

자 골 동(洞)자. 사심골이라고 거도(거기도) 지금 사람이 많이 살고마는. 수백 호 사는

데. 그래도 띄엄띄엄 이렇지. 저 건너도 한 집, 이 건너도 한 집, 모두 그 때 포전해 묵

고 이래 산께, 그만 농촌에 며착(두서)이 없다 말이지.

그래 인자 어떤 구차한 집 청상과수가 하나 있는데, 어떤 놈이 이전에야 참 그 아마

청상이라 캐도 그참 찬바람이 난다. 여간 놈이 그 옆에 못 지나 댕기거든(다니거든).〔웃

음〕그런 형상인데 어떤 놈이, 얄궂은 뭐 잡술하는 놈이 하나 있었던 모양이라. 그 어데.

근처에 있길래 그리 했제.

그래 이 놈이 한 밤중이나 되몬, 문도 꽉 잠가 놓고 자는데 우짜든지(어찌하든지) 뭐

사람이 와서 마 지척을 치고 가고,67) 이 놈, 참 원통타 말이다. 명분이 정부지, 얼굴도

67) ‘지척을 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싱겁게 장난을 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구술자가 성교를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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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가 있나? 이 놈이 뭐, 귀신인가도 싶으고 뭐 사람인가도 싶으고. 그래 몇 번을 그

리 졸개를 치다 가.68) 하다(하도) 저 부인이 원통해서 에라, 정군자란 선생이 여(여기)

계신다 쿠는데 그 선생한테 가서 살짝(남몰래) 진정이나 한 번 드리 볼 빽에(밖에) 없다

고 새벽에 일직 왔다 말이다. 낮에 오몬 넘이 알몬 안 됐고, 새벽에 일직 내려와서, 서

재에 내려와서,

“아이구, 선생님 계십니까?”

“그래 우째 왔노?”

“아이, 참 제가 원통한 일이 있어, 진정할 말이 있어 왔십니다.”

“아, 그래 무슨 말고?”

그래 인자 금방 말대로 사실 이야길 한다 말이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원통해서 어짜몬 포원(한풀이)을 하겄십니까?”

“그래? 이제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오늘 가거든, 너거(너의) 문을 단단히 보리고 문구

녕을 하나만 놔 두라. 문에 다가 하나만 놔 두고 큰 대롱을 하나 줄 낀데, 이 대롱을 가

지고 그 구녕에 들어갈 만치 이래 놓고 기다리라. 밤중 돼 올 그 임시 돼 기다리고 무신

그 대롱 안에 소리가 나거든, 꽉 매에가 얼른 막아라. 막아서 낳았다가(놓았다가) 내일

가아(가지고) 오이라.”〔웃음〕

그리 했단 말이재. 원통해서 저 놈을 우짜든지 저 놈을 인자 꽉 막아서 아적(아침)에,

새벽에 일직 가아 갔다 말이다.

“아이고, 선생님, 과연 여(여기) 뭐 들었십니다. 웽 하이 소리가 납니다.”

그래 인자 저 놈이 파리가 되어 드갔던가, 뭐 변해가 드간게, 드갈만한 짐승이 디어

들갔겄지. 그래 대롱을 딱 막아 놓고, 인자 가거라.

그래서 인자 대통을 맡기고 그래 낮에 인자 아아들이,69) 낮에 저거가 밥도 먹고 오고

이랬는데, 아이들 시켜서 저 대야 물로 하나 저, 서재 마당에 한 복판에다 떠다 놓아라.

복판에 떠다 놓고, 그래 조그마한 저 나무 거푸지시 동가리(토막) 그런 거 있거든 한 개

띄와 놔라. 그래 대(대야)에다 물로 한 대 떠서 나무 동가리 하나 띄아 놓고, 대롱을 가

아 나와서 마개를 빼 가이고,

“내 이놈, 내 인자 저, 화했재. 네가 가 봐라.”

이란께, 이 놈이 수리가 되어 간다 말이제. 풍 하는데 본께 대체 수리가 금방 공중을

날아 올라가는데 그만 천 리나 만 리나 갈 듯이 간단 말이다. 그란께 어데 갈 데가 있

나? 점도록 가서 수중(水中)해 놓고, 천지가 물이고〔웃음〕그래 이 놈이 제꺼녕 제버서

68) 일반적으로‘졸개친다’는 말은 시달림을 받는다는 뜻으로 쓰인다.
69) 서당의 學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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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쳐서) 내중에 앉는다 쿠는 기 그 물대접, 게 그 나무 꼬쟁이 하나 뜬 그 빽에 안 뵈

거든. 게(거기) 가(가서) 터덕 하고 앉는다 말이다.70) 그래 인자,

“네 이놈, 이제는 네 이놈, 제가 인자 본행을 화해라.”71)

그래 본행으로 화핸께, 

“네 이놈, 넬로 당장 오늘 쥑일터이다마는 사람이, 네도 이 놈 참으로 인생이라 해서

내가 참 애연해서(가련해서) 쥑이지는 못 한다마는 네 이놈, 평생에 그런 짓을 더 하다

가는 네 목이, 이 놈 그냥, 못 살아나갈 기라.”

그래 인자 훈계를 해서 저 놈을 보내 삐릿어. 그래 훈계를 해 보냈다는 그런 말이 있제.

거제면 남동리 경로당, 이인진(남·86)

(9) 정군자, 대야물로 군점 구경시켜 주다

이전에 여(여기)가 인자 기성(岐城) 거제도호부사(巨濟島護府使) 때거든. 부사또가

여 됐는데 고현(古縣)은 현령이고, 삼도아문이 통 안 됐는가? 여기 삼도아문이 돼가

있을 때 군점(軍點)을 여기 와서 했다 말이다. 죽림포(竹林浦), 여 와서 했다 말이다.

한 해에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하고.

우리는 그 대 애리서(어려서) 구경도 못 했고. 듣기만 들었다. 그런데 여기도 화약 창

고가 있고 여어다 머석이 많이 있었거든. 왜놈들이 다 살아버릿지. 그 군점은 여 와서

또 하는데 그란께 전선(戰船) 수백 척이 거슥하고 이래 가이고 하거든. 하는데, 그 날

학도들이, 인자 아아(아이)들이 서재 아아들 구경하러, 모두 대체 그래 군점 때몬(때이

면) 남녀간에 수천 명이고 모은 때라 말이다. 구경할라고. 서재 아아들도 다 간다 말이

다. 휴가 내 갖고 다 가고, 한 놈은 대체 왜 못 가는 거 아니라 구차는 집 아안데〔아인

데〕옷이 없다 말이다. 다른 놈들은 좋은 옷을 입고 가는데 숭악한(흉악한) 다 떨어진 이

거를 입고 부끄러워서 저 놈이 못 갔다 말이다. 선생 혼자 있는데, 저 놈이 한 쪽 구석

에서 훌쩍훌쩍 울어 쌓아.

“야, 이 놈아, 네는 왜 우노?”

“아이구, 선생님, 대체 다른 아아들 다 구경하러 갔는데, 나는 구경하러 못 가서 안

웁니까?”

“그래? 보고 졉나(싶으냐)?”

70) 아무리 수리로 화해서 날아 가도 정군자가 도술을 부려 놓으니까, 대와야 거기 뜬 나무가지 밖에 보이지 않아
결국 그 위에 앉았다.

71) 본 모습으로 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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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 보몬 안 좋겄십니까?”

“아, 그래 그러몬 내 시키는 대로 해라.”

큰 대야다 물을 붓어 놓고,

“너 이웃에 가거든, 저 대잎파리(대잎)가 있은께나, 대잎파리 네 마음대로 열 개를 따

오든지 스무 개를 따 오든지 많이 따다가…….”

그 대잎파리 가이고 아이들 배 맨든다고. 찔러 가 이래 쌓거든. 그래 얼매라도 맹

수 있재? 그래서 다 띄웠다. 그래 놓고,

“네 이놈, 쪼께(조금) 있다가 예에 나중 앉아 봐라. 게 일마(이 놈아) 군점할 끼다.”

대차 뭐 군인도 나오고, 배도 나오고 총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대차 전쟁이 나오는데

아 그 놈 봤다 말이다. 역력히 봤다 말이다.

“그래 인자 봤은께, 뭐 그것 보는 기나 이것 보는 기나 똑 같아. 하나도 틀림이 없니

라. 그것 본 놈, 아아들 오거든, 네 물어 봐라. 네가 잘 아는가, 그 놈들이 잘 아는가?”

그래 치아(치워) 삐리고 이 놈들 집으로 다 돌아왔다 말이다.

돌아 와서 에레이 더런 자슥 네는 그 좋은 구경도 못 하고, 이 놈들 그리 쌓던 기라.

저거꺼정(자기네끼리) 모두 비소(鼻笑)를 해서 구경도 못 하고 안 그러 쌓나?

“야 이 놈아, 나도 선생님이 뵈 주서 여 앉아 다 봤다.”

아, 요리 됐어.

“너 우찌 다 봤노?”

“야 이 놈아, 네가 이야기해 봐라.”

이러는데, 게에(거기) 가서 직접 본 놈보다 더 소상히 이야기한다 말이다. 말이 그 말

이 있어. 있어도 뭐 전설이 된께 확실챦제.

거제면 남동리 경로당, 이인진(남·86)

2) 옥범좌수(玉虎座首)

(1) 옥범좌수, 돈 없이 팔도 유람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남이 볼 때 두 눈에 범이 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바로 못 보

는거라. 눈을 감고 자기 논에만 대 놓고 밑에 논에는 주지도 않고, 곁(옆)에 논에는 주

지도 않고, 낮잠만 한 잠 떡 자며는 범이 두 마리 나와서 양쪽에 앉아 있다 이거지. 남

이 볼 때. 그러니까 그 범좌수 감에게는 아무도 대드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범좌수 인자 그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옥범좌수가 이 거제고을 지방에

서는 다 알고 자기를 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정도 자신이 있으면 한양 구경을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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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통도 수단도 없었고. 요즘 같으면 부산포로 해 가지고

경주로 올라갔죠. 열두 대문을 가진 경주 최부자가 잘 산다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듸다보

고 갈 수밖에 없다. 범좌수가 인물이 잘 생깃으니까 가니까, 그 최부자집에 초상과 같은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 알아보니 이왕(李王)에 갖다 바칠 옥돌안경을 주문 받았는데, 납품 기일이 6개

월이라. 그런데, 1개월 남가 놓고(남겨 놓고) 최종 단계에서 옥동안경 두 개 중에서 하

나가 복판이 탁 뿔라졌어요(부숴졌어요). 갈고 닦다가. 다시 만들라 쿠면 그 1개월 동

안에 도저히 맨들 수가 없지요. 그래 만약에 이거로 6개월 동안에 못 갖다 바치면 이제

십이대 진사를 마 떨어질 형편이고. 낭패가 난기라. 초상집과 같이 큰 걱정을 하고 있던

차라. 그래 범좌수가‘됐다. 이것을 내가 맡아 하겠다.’그래.

“거제 사는 옥범좌순데, 최진사를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카니까(하니까) 뭐 때문에 만날라 카느냐 물어니까, 옥돌안경을, 이왕에게 바칠 옥돌

안경을 하나가 복판이 뿌러짓다 카는데,

“그걸 내가 가지고 가서 서울 가서 바치겠습니다. 한양에 가서 바치겠습니다.”

그래.

“네가 가지고 가서 잘못 바치다가 네 모가지가 뎅강하는데, 어찌 바치겠느냐?”

“괜찮습니다.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주 최부자는, 최진사는 자기를 살려 줄 사람이 나타났어니까 얼마나 좋

습니까? 사흘 낮, 사흘 밤을 인자 소를 잡아서 먹여서 노자 줘서.

“서울 가 사시오.”

하니까, 창호지를 열 두 벌로 쌌지요. 그 다음에 비단 공단을 또 열두 번 쌌어요. 그

러니까 스물네 번을 싼 셈이지요. 안경에다가 싸 가지고 허리에 차고 가서 이왕에게 바

치겠습니다. 그 옥돌안경 하나는 좋고 하나는 떨어진 기지. 

그래 차고 올라갔는데, 경북 대구 달성 안있습니까? 낙동강 안 건너면 달성 서씨들이

잘 삽니다. 서씨들이 좀 잘 산다 쿠는데 여기 좀 한 수 보고 가야 되겠다. 이건 좀 생각

해야 되겠죠. 노자도 떨어져 가고 최부자한텐 많이 받았지만. 낙동강 건너가는 나룻배

가 있어요. 그래 나룻배를 탔는데, 중간 지점에서 사공이 삯을 달라 합니다. 그래 돈 없

다. 말을 놓았지요. 같이 탄 사람들이, 달성 서씨들의 자손 집안의 청년들이 탔는데,

“우데(어디) 촌 할아버지가요 말을 놓고 말을 이렇게 하지만 사공 삯을 줄참이지, 왜

안주느냐?”하니께,

“왜 젊은 사람들이 간섭하느냐? 돈이 없으면 없지.”

그래 이래 캤거든. 그래 옥신각신하다가 나룻배가 갑자기 닿아서 땅에 내리게 됐는

데, 그 젊은 청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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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할아버지 나쁩니다. 저 나루 사공에게 돈을 좀 주시요.”

없다니까 시비가 났어요. 사공은 쳐다만 보고 있고, 인제 옥범좌수는 자신에 꽉 있기

때문에 청년 한 4,5명을 막 씨리 갈기는 기라(때려 갈기는 것이라.) 할아버지가 갈긴다

고 해서 청년들이, 소위 달성 서씨들이 끝발이 센데, 택도 없는(아무 턱도 없는) 할아버

지가 하나 와서 악을 피우니까 할아버질 마 어 삣어요. 그래 뒤로 넘아가 삔기라(넘어

져 버린 것이라).

조금만 어도 넘어 갈 낀데 어 놓니까, 마, 넘어갔쟎아.

“와 이놈아 와싹했다야.”

“와싹이 무어냐?”한께,

“응, 최부자가 이왕에게 갖다 바치는 옥돌 안경을 내 가(가지고) 가는데, 허리에 찼는

데, 어서 와싹했다.”〔청중 : 웃음〕

“내 죽었다.”

“그래 무슨 말이냐?”

그래 얘기를 하니까 정말 보자 이라는 기라. 사랑방에 같이 가서 스물네 번, 비단 공

단 열두 번하고 창호지 열두 불, 스물네 번 싼 것이 한 개가 탁 복판이 벌어졌거든. 아

무리 달성 서씨가 잘 살았지만 경주 최부자가 이왕에게 갖다 바치는 옥돌 안경 두 개 중

에 한 개 옥범좌수를 어서 뿌려졌이니 달성 서씨 전부 구족(九族)이 멸하는 판이라.

그대로 보고하면. 그래 사흘 밤, 사흘 낮을 칙사 대접받고. 소를 한 마리 잡아 대접하고

올라갔어요. 너희들의 실수니까, 내가 가서 좋게 얘기해서 달성 서씨가 지장이 없도록

내 하겠다.

그래 한양에 닿지요. 서울에 가만히 계산을 하니까 아직 납품 기일이 며칠 남았어.

그냥 들어가기 아까바서(아까워서), 그래 서울에 윤대감집이, 인자 남산 밑에 잘 산다는

소문을 듣고, 큰 집에 잘 사는 집이니까, 턱 찾아 갔지요. 한 1주일쯤 먹고 갈라고, 대

문을 턱 두드리니 대문지기가 있단 말이요. 대감집이니까. 요즘 장관 아닙니까? 대문을

두드리니까, 누구냐 이라거든, 촌 할아버지가 와서,

“그 윤대감님 계시냐?”

“어데서 왔는데 윤대감님을 찾느냐?”

“거제도에서 온 옥범좌수다.”

덮어 놓고 안으로 들어가는 기라. 그런데 윤대감에게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낀데, 그냥 들어가는 기라. 그래, 보니까 사람 체구는 좋고 잘 생겼지만 옷이 초라하고

아무 것도 아인데(아닌데). 좀 기다리라 하고 들어가고 고 닥치고 하다가 마 나자빠졌

어. 마 이거 와싹했다〔조사자 : 웃음〕이거야. 그래 윤대감이 안에, 사랑방에 계시다가

뭣이 바깥에서 대문에서 옥신각씬해 쌓다가 할아버지가 나자빠지고 와싹 했다 쿠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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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여봐라 불러 가지고 사정을 물은 거라. 물어보니 과연 그대로,

“경주 최부자가 이왕에게 갖다 바치는 옥돌안경을 저를 보고 갖다 주라 해서 스물 네

번을 싸 가지고서 허리에 찼는데, 이놈들, 무식한 놈들이 날로 어서 나자빠져서 와싹

했다. 어떻게 할기냐 걱정이다.”

“보자.”

과연 풀어 보니 한 개가 복판이 딱 와싹했거든. 한 개는 까딱 없고. 윤대감은 자기 모

가지가 탁 날라갈 판이라, 그대로 보고하면. 그래 참, 떡 빌디끼 빌고72) 사정을 해가지

고 한 1주일 동안 잘 묵고 지금으로 치면 경복궁으로 찾아 들어갔죠. 

이왕에게 갖다 바칠라고 하자면 마지막 단곈데. 두 활개를 치면서 그냥 통과하고 들

어갔는 기라, 왕궁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참 보통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데. 소개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야 하는데, 막 들어가니까, 포졸들이 막 나와서

어다 부치는데, 형편이 없거든. 안 나자빠질 수 없지, 마 나자빠졌어요.

“아이구 와싹했다.”

그래 왜 그리 됐느냐 하니까 시골에서 처음 한양에 온 길이라, 문리를 몰라서, 절차

를 잘 몰라 가이고(가지고) 그냥 들어가다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왕실에 그 문지기들이 왕한테 보고는 일단 해야 되거든. 경주 최부자가 안경을 가

져 오다가 나자빠져서 와싹했다 쿠는 보고를 해야 되거든.(웃음) 그런께, 오너라. 그래

가지고 왕은 사정을 보고, 그랬는데, 경주 옥돌안경을 안 벌어진 것을 가지고 갔으면 벼

슬을 하나 얻었을 긴데 벼슬을 하나 못 얻고 그냥 내려 왔어요.

내려오면서 달성 서씨 만내서 또 얻어먹고, 경주 최부자 찾아가서 노자 얻고, 팔도강

산을 구경을 한 편이죠.

신현읍 고현리, 제익근(남·53)

3) 추명의(秋名醫)

(1) 추명의, 낙태 막는 처방을 하다.

“하, 우리 집에 어멈이 낙태로 하게 돼 가 있는데 좀 봐 주이소.”하거든.

“아, 그래 가다가 이실(이슬)로 받아 믹이라(먹어라).”

그기라. 이실로 받아 먹인께 낫는다 말이다. 아아(아이) 낙태 안 하고 괜찬해. 즈그

72) 떡을 차려 놓고 간청하듯이 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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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하리는(하루는) 추의가 없는데, 그 아들이 하나가,

“아 낙태를 하는데 좀 어떻겄노?”

그런께 즈그 아부지한테 들은 기 있어서,

“아, 감서(가면서) 이실을 받아 믹이라.”

캤다(고 했다). 이실을 받아 믹있는데 낙태를 해 삐릿다 말이다. 그래서,

“아부지.”

“왜?”

“와 아부지께서는 이슬을 받아 믹이라 캐서 낙태를 안 한데, 나는 이실을 받아 믹이

라 칸께 우째 낙태를 합니까?”

이러쿠거든. 

“봐라. 나 그 때는 그 사람이 저녁에 온 사람이고, 네는 아침에 온 사람인데, 낙태를

할 거 아이가?”

그러쿠거든. 저녁 때 온 거는 이실이 붙은 기고, 저녁 때는 이실이 붙는거 아이가?

아침에는 해가 돋은께 안, 안 붙고 떨어지는 기라 말이다. 그거를 모리고 그래. 〔조사자

: 웃음〕

거제면 내간리 내간, 김경택(남·60)

(2) 추명의 일화 (순산하는 처방)

어떤 사람이 아아(아이)를 못 낳는다고 한께,〔웃음〕

“그래 졸(卒)을 삶아 묵으몬 순산한다.”

말이라. 허허 그래 졸이라 쿠는 거, 선생님 우짠 이치요 한께, 졸이라 쿠는 거는 장

(늘) 이리 내려가지 올라오는 법은 없다. 한 번 내려가몬 못 올라온께나,〔웃음〕그래서

졸을 삶아 묵으몬 내려 가니까 좋다. 그래서 순산을 하더라는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뭐 그거는 씨부리는(말하는) 대로 말로 하몬 되는 기라.

거제면 남동리 경로당, 이인진(남·86)

(3) 추명의 일화 (순산하는 처방)

해가 얼쭈(거의) 다 져 가는데, 이웃집 며느리가 아아(아이)를 놓을라고 당췌 배가 아

파서,

“아이고, 선상님, 우리집 며느리가 배가 아파서 순산을 해야겠는데, 약을 좀 지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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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

이란께, 가만 있다가,

“낼 아적(내일 아침)에 오라.”

그래. 지금 죽겄는데, 그런데 염치불구하고 낼 아적에 오라고, 아이, 낼 아적 일직 새

벽에 오라고. 새벽 일찍이, 한 이전 말로 닭 세 때나 울 때 온께, 사리문(사립문) 주북

이를 어서 갖다가 속히 다려 먹이라. 그 주북(기둥) 껍데기를 벗겨 주는 기라. 그런께

나, 저녁에는 사립문을 도적 들온다고 문을 닫고 아적에는 사랍문을 열어야 사람이 나

가거든. 그거 대리 먹인께 대반에 순산을 하더라는 캐.〔일동 : 웃음〕

거제면 남동리 경로당, 김달규(남·67)

(4) 추명의, 청상과부병을 고치다.

이기 우스운 얘기다이. 추의가 턱 간께, 통 관장 저거 어마이가 병이 났어. 병이 났

는데 관장을 보고 턱 머라 쿠는 기 아이라, 

“통제사님, 내가 무신 말을 해도 당초 말을 안 할낍니까?”

“말 안 하제.”

어머이 병 고칠끼라 쿤께. 승인을 받았거든. 여기 덕석을 탁 펴어 놔라. 오뉴월인데

이불을 가아 오라 쿠거든. 물 한 동우(동이) 딱 떠 노라 쿠거든. 딱 떠 놨다. 떠 놓고

난 뒤,

“이 년아, 네가 아무개 씹도 하고 아무개 씹도 하고 아무개 씹 못 해서 그렇재.”

딱 그라거든. 언자 부인들 있는데, 미안하지 만도, 턱 캐(해) 가지고 한께 머 떵떵 붓

어 가지고 있는 기라.73) 얄궂은 저눔이 와 가이고 저란께 뭐 뭐 지랄용천을 한다 말이

다. 마당을, 덕석 펴 놓은 데 막 돌거든. 오만데(여러 곳에).

“아나, 이 년아, 돌아. 아나, 이 년, 돌아.”

부에(부아)를 챘거든. 한참,

“아나, 요 년, 돌아. 요 있다. 내가 요 있다. 요 있다.”

부에를 챘다. 돌다가 인자 마 허우졌다 말이다. 퍼져 가이고 물로 한도랑 떠 놓은께 묵

거든. 한참 묵다가 늘어지거든. 오뉴월인데 한이불 덕석 욱(위)에다 한이불 뭐석 해라74)

쿠거든. 한이불, 턱 하니 한이불로 둘러 써 논께 마 땜(땀)이 흘러 가지고 그란께나 어

엽거든(굉장하거든). 인자 살았다 뭐시해라.

73) 아주 화가 나서 있는 것이라.
74) 덮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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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그게) 뭣이냐 한께 통제사가 우째서 그러느냐 한께 혼차서 여러 수십 년을 젊은 과

부가 돼 가지고 움(동침)을 못 해서 그래 가지고 저리 병이 났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전부

다 또 거시 다 뭣이 해 가지고 오만 기 다 풀어지 가지고 인자 괜찮다. 그래가 낫았다.

거제면 내간리 내간, 김경택(남·60)

(5) 추명의, 담약을 처방하다,

이것도 다 추의 말이거마는,

“하, 이 사람들아, 내가 담이 절려서 용( ) 못 젼딘다(견딘다).”

“그래 담이 있으몬 아주 좋은 약이 있다.”

“뭐꼬?”

“축담의 흑(흙)을 갖다 대리(대려) 무라(먹어라).”

축담이거든. 축담을 담을 쫓는 기 거든.75) 축담 흙을 파아가 대리 묵으라.〔조사자 :

그러니까 고만 낫던가요?〕하몬, 그만 낫아.〔웃음〕

거제면 남동리 경로당, 이인진(남·86)

(6) 추명의, 자기 죽음을 미리 알다.

추의가 말이지 저저, 그 때 죽을 날을 알아 갖고 저 갈도로 가몬 생방(生方)을 찾아

갈 끼라고. 여(여기) 학동(鶴洞) 앞에 걔(거기) 내나 해금강이라 쿠는 거게건마는. 그

전에 이 근방 사람들은 갈도라 쿠기도 하고 걔 가몬 될 기라고.〔조사자 : 그 가면 안 죽

으실 끼라고?〕응, 안 죽을 끼라고 게 인자 팔문을 붙여 갖고 생방을 찾아가는 기라.〔조

사자 : 팔문을 붙 어요?〕응. 팔문이라 쿠는 기 내나 옛날에 도술을 부려 가이고 돌아보

몬 사문방도 있고, 생문방도 있고 그래. 사문방을 피해 가는 기라.

그래 학동꺼정(까지) 갔다가 그 날 가야 될 낀데 그 날 무슨 시 똑 거기 가야 될 낀

데, 걔서(거기서) 마, 풍우가 대단해서 못 가. 어떻게 비가 오고 뭐 바람이 부는지. 그

래서 할 수 없이 게서 죽었어.76) 말이 저거 아들이 가서 뭣을 그슥을 했다고 합디다. 그

기 참말인지 알 수 없어.

거제면 남동리 경로당, 이인진(남·86)

75) 툇마루와 마당 사이의 축담과 담을 쫓는다는 한문 逐痰이 발음이 같으므로 그 흙을 삶아 먹으면 낫는다는 뜻이다.
76) 生方인 갈도까지 건너갔으면 죽지 않았을 것인데, 비바람 때문에 건너가지 못하고 동부면 학동에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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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인물 전설

(1) 망건 거꾸로 쓰고 논 팔아먹은 사람

거제군 둔덕면 거림리 지금 현재 그 분의 자손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 분은 반윤화씨라는 분인데, 사람이 풍채가 좋고, 그러니까 돈을 벌이는 데는 그리

취미가 없어도 한량 겸해서 팔도강산을 돌아다닌 모양이지요. 거제도와 다른 남 일대

를 돌아다니면서 전부 사기를 하던 거 다 하고, 한일합방 후에 왜놈들이 논을 많이 산다

하기 때문에 하루는 아침밥을 일찍 먹고 거제 기성 반씨(岐城 潘氏) 족보를 허리에 차고

통 세병관(洗兵館)에 갔어요. 큰 집은 부잣집이고 논을 반드시 사겠지. 세병관에 가서

보니까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상하다 여기는데, 마침 어느 일본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래 둘레둘레하고 있으니까 일본 사람이,

“선생님 우째 왔어요?”

물어요. 그래서

“거제도 사는 반윤화인데, 논을 팔로 큰 집을 찾아왔더마는 논을 살 것인지 안 살 것

인지 몰라서 어딜 갈꼬 싶어서 지금 두리번거리고 있다.”

“그럼 논을 팔 것 같으면 논문서가 있느냐?”

일본 사람이 말을 하기 때문에 허리에 차고 있던 논문서로(를) 풀어서 보여 줬지요.

풀어서 보여 주니까 그기(그것이) 논문서가 아니고 반씨 족보라. 그래.

“왜, 족보 아닙니까?”

이렇게 일본 사람이 말을 하니까,

“하, 새벽 일찍이 나온다고 족보와 논문서를 바꾸어 가져 왔구나.”

그래서 그 왜놈이 볼 때 족보 정도 부피로 논문서가 있었더라면 상당히, 논을 틀림없

이, 많이 가지고 있겠다. 다음에 그 할아버지의 풍채가 하도 좋기 때문에 틀림없이 부자

다. 논이 있는 사람이다고 믿고, 논이 무슨 논이냐? 1914년부터 6년간 세부 측량을 했

는데, 옛날에는 하늘천(天), 따지(地), 감을현(玄), 누를황(黃), 논에 한문자(漢文字)로

써 논을 표시해 놓았거든요. 그래,

“논이 무신 논이야?”

물어니까,

“청운들이 구름운자다.”

이렇게 말을, 그래.

“규모가, 논이 어느 정도 크느냐?”

“서 마지기 단 한 배민데(빼미인데).”

요즘 6백 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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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들어가는 구멍이 한 구멍, 나가는 구멍이 한 구멍이고, 아주 논이 좋습니다. 평

탄한 곳입니다.”

그래서 논을 일본 사람한테 팔고 돈을 받아 왔죠.

그 해 가을에 그 일본 사람이 추수를 하기 위해서 논을 돌아보러 반윤화를 찾아 갔

죠. 가 보니까 과연 둔덕면 거림리에 반윤화라는 분은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논을 보러

가자. 간 것이 지금 둔덕면 간척지, 개를 막아서 논을 하고 있는 간척지, 현장에 가니

까, 논두 을 막아 놓고 모를 조금 심어 놨어요. 그래, 해수(海水)가, 간척지 전이니까

해수가 들어와서 모가 다 녹아 삣어요(녹아 버렸어요). 그래.

“왜 이리 됐느냐?”

그래.

“모를 심어 놓고 해수가 안 들어 올 줄 알고 또 보안공사를 할려 했는데 돈도 모자라

고, 이렇게 해서 금년에 실농했으니, 다음에 추수해가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그 일본 사람은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언제고 논이 될긴고?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지불명령을 했어요. 집달리가 와서 차압을 할라고

하니 반윤화 할아버지가,

“차압을 하지 마시오. 왜 차압을 해 가지고 가면, 당신들 물건이고 차압하기 전에 내

것이고 내가 농사 잘 지어서 추수를 바치면 될 것인데, 농사 못 진 것도 억울한데 차압

을 해 가지고 가면 되겠느냐?”

맡겼지마는 집달리는 차압을 꼭 할라고 대 들거든.

“그럼 좋습니다.”

차압을 해 가지고, 가지고 가는 그 꼴을 볼 수 없으니 차압하기 전에 띠지(딱지)로 붉

은 띠지로 붙이기 전에 내가 없애 삐야 되겠다. 큰 항아리로 돌로 가지고 탁 쌔리니(때

리니) 와싹했거든(와싹 깨졌거든). 집달리가 기분이 나빠서 부엌에 가서 솥에다가 붙이

려 대드니,

“이걸 정말 차압 할낍니까?”

“하겠다.”

역시나 솥은 빠싸어요(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참 법을 지키고 책임감이

있고 의무감이 있는 집달리라도 그 할아버지한테는 마, 포기하고 가 삐릿어요. 그래서

고스란히 논도 아인(아닌) 것으로 팔아 묵고 왜놈한테 사기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국

에,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면서 배가 고푸면 저 어느 주막에 가서,

“밥을 한 숟가락만 주시오.”

그래 국밥에다가 밥을 한 숟가락만 주면 밥만 건져 먹고,

“밥이 좀 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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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 다음엔 국을 숙 마시고 난 뒤는,

“국물이 없네요.”

처음에 한 숟가락만 도라 했기 때문에 돈도 조금만 주면 되는 기고 안주도 되고, 그

렇게 배짱좋게 살았다는 그런 전설입니다. 지금 그 자손들도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조사자 : 그럼 맹건 꺼꾸러 썼다니 그 무슨 말입니까77)

맹건(망건)은 꺼꾸러 쓴 것은 그 촌 노인이 어리석게 보이기 위해서, 또 아침 일지기

바쁘게 나온 것은 족보로는 문서라고 가장하기 위해서. 맹건 거꾸로 썼구나. 논문서도

족보로 바꽈 가(가지고) 왔구나 하기 위해서, 맹건 거꾸로 쓰고 논을 두 번 팔아 먹었다

는 전설이라요.

신현읍 고현리, 제익근(남·53)

(2) 가어사(假御史)

가짜 어사는 지금 둔덕변 거림리 농막 부락에 김씨라는 지금 그 사람들(가짜 어사의

자손들)은 안 살고 있어요. 옛날에,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가짜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지

금은 참 세상이 밝으니까 체포가 되고 이리했지만, 옛날에는 뭐 신분증도 퍼떡(슬쩍 빨

리) 보이면 되니까.

이 남지방에 암행어사가 출두했다는 이런 소식을 어디서 정보를 입수하면, 한 4, 5

명 짜기만 짜면 되거든요. 당을 짜 가지고 그 암행어사 노릇을. 굴레박지(마패)를 앞에

놓고 어사출이야, 어사또 출하면, 〔조사자 : 동헌에 막쎄리 들어와 버리네요?〕그래서 평

소에 참 탐관오리들이 있지. 민원 대상도 있고. 미리 파악을 해 놓는 기라. 해 놨다가

암행어사가 인자 가짜로 출동을 떡 해서 그 담에(그 다음에) 홀가아 뺏뜰어야(유인하여

빼앗아야) 한 몇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다.

그 옛날 제도가, 김씨는 가짜 암행어사를 두 번 했다는데, 주로 인자 한산도 지방에

갔다 이거야. 인자 가짜 암행어사를 했지. 그런데 특히 촌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옛날

에는 어사는, 또 높은 사람들은 방에서 술을 잡수시고 주민은 마루에서 긴 짝지에다가

바가치를 달아 놓고, 그러니까 동석하지 않지. 저 먼데서 그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암

행어사면 어사지, 쳐다볼, 감히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미리 가어사를 하기 전에 인자

현령이믄 현령, 잘못을 조사해 놨다가 말로 타고 들어가는 기라. 그러니까 좋게 해준다

하고 그때 인자 요새 겉으믄 뇌물을 주는 거라.〔조사자 : 구체적인 재미난 사건같은 거

는 없습니까?〕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두 번 했답니다. 세 번하며는 이름이 나서 그

77) 망건을 바로 쓰고 논을 한번 팔아 먹고, 거꾸로 써서 속인 사람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한번 다시 팔아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조사자가 물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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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를 한 번 준답니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답니다. 전설만 있지.

신현읍 고현리, 제익근(남·53)

(3) 거제 효자

그 얘기를 거제 사람에게 들은게 아니고 의령군 사람에게 들은 얘긴데요. 거제 어데

에 살았는지 모리겠는데, 그것까지는 자기도 모른다며 하는 말 이, 자기 부친이 동지

섣달인데 아주 추울 땐데 병석에 누웠어요. 누워 가지고,

“야야, 오늘 내가 뭣이 먹고 짚은 (싶은)기 있는데 구해 주겠느냐?”

“아부지 뭣이 자시고 싶습니까?”

이란께, 

“내가 숭어가 먹고 싶고 싶다.”

이기라. 그래서,

“그럼, 아부지, 구해 오겠습니다.”

걱정 말고 마음 편하게 자시고 내가 오도록 기다리라. 이래 가지고 망태를 어깨에 메

고 나갔다 카거든. 거제 이 둘레가 몇 리나 하노? 칠 백리라 쿠나. 섬 주위가 말이죠.

마구 돌았어요. 지금은 이기 뭐 말하자몬 고기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발달돼 가지고 희

안한 기구로 가지고 맹 고(만들고), 이라지만 옛날에는 낚시로 가지고 먹는 태고시절

이거든요. 이런데 어느 누구라도 숭어라도 낚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바닷가만 거제

일주를 해보니까 숭어 낚는 사람이 없는 기라요. 

이란께 못 구하고 울고 개나랑(見乃梁)을 건넜다 이겁니다. 나룻배로 딱 건네니까 지

금 충무 말이지요, 옛날에는 진남이라 캤습니다. 그래 가 게게(거기에) 나룻배가 반치나

(반쯤) 건너가니까 숭어 한 마리가 펄떡 뛰는 기라. 숭애라 쿠는 기 간혹 바다서 뛰다가

내리가고, 뛰다가 내리가고 그랍니다. 제 모습을 다 보이고 이라는 고긴데, 그래서 반

바다 나가니까 숭애가 한 마리가 펄떡 뛰 가 이 나룻배에 터억 올라 온 기라. 올라 온께

하 이제 효자 그 양반이 다 하고 우리 아부지께 드리겠다고 망태에 잡아 옇은(넣은) 기

라. 잡아 옇으니까 사공이 노를 젓다가 노를 어 놓고 와 가지고 맥살(멱살)을 거머쥐

는 기라. 그 나그네로 말이지요. 왜 당신 내 배에 올라온 숭어는 응당 내건데 네 망태에

와(왜) 잡아 옇노 이기요〔웃음. 이래 가지고 노젓는 칸에다 턱 놓고 노를 젓거든. 이란

께 그 숭어가 또 펄떡 뛰어서 물에 내려가 뿌리는 기라. 그러는 순간에 건네편에 가서

인자 나릿배가 닿았거든요. 나룻배 사공은 인자 돈 받고, 건네와 뿌리고. 자기는 그 나

룻배 내린 그 자리에 앉아서, 방천(방축)이 있어요. 사람 사는 집 앞에 방천을 이리 싸

놨거든요. 저런〔가리키며〕돌담을 쌓아 놔야 바닷물이 못 올라오게 말이지. 우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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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그 모습을 누가 봤노 하몬 그 나룻배 같이 건너온 손님이 한 분이 있었어. 허름한,

옛날 같으몬 아주 암행어사처럼 이래 가지고 말이지, 아주 파리한 의복을 입고 말이지.

지나가는 손님이 누구 노 하몬 말이지 통 통지사(統營統制使)가 그 배를 같이 탔더랍

니다.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거라요. 나룻배에 같이 동선(同船)을 해 가(가지

고) 오면서, 이런께 그 참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통지사가 하는 말이, “여보,

젊은이, 와 당신 그렇기 두 다리 뻗고 그렇게 한없이 우느냐?”

이란께,

“참, 보소. 아, 나그네 나, 참 원통합니다.”

이기여. 내가 와 그리 그 때 말을 못 했나 이 말이요. 우리집은 논도 몇 마지기 있고

집도 있고 이러는데, 나, 그것 다 드릴낀께 숭어, 사공양반 그거 나 주시오. 우리 집에

같이 갑시다. 이 숭어 가지고. 이랬으몬 아부지한테 그거 갖다 바칠 수 있었고, 내가 재

산 조금 있는 것 애낀 이기 내 과실이다. 그게 지금 뉘우쳐져서 기가 막혀 웁니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러 그 통제사가 수첩을 내 가지고 거주 성명을 물은 기라요. 그

사람한테. 자네 어데 사는고 그란께, 거제 일운면 어데라꼬 가르쳐 준 모양이지요. 그래

가지고 그 효자문이 섰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어요.

사등면 사곡리 두동, 이석필(남·59)

(4) 류처자(柳處子)와 회양적

저 안골이라 쿠는데 거(거기) 가몬 유처자(柳處子)라 쿠는 묘가 하나 있소. 유처자.

그 비석만 쓸쓸하게 서 가 있건만. 〔청중 : 비석이 아니고〕비석이 도로 가이고, 그 유처

자라 쿠고 백히(박혀) 가아(가지고) 있소.

게 유처자라 쿠는 묘가 지금 쓸쓸하게 지금 우리가 끼고 있는데, 거기 집의 증조부

때 돼서 내려오는 말인데, 증조부가 그 때 뭘 한게 아니라 그 당시 고을 좌수를 했어요.

좌수를 했는데, 그 때 합방 안 돼서 정승께나 지낸 유씨가, 이름은 모리지요. 귀양을 왔

던 모양이라요. 거제로 귀양을 왔는데 귀양살이 풀리 가지고 올라가는 판이라. 올라가

는 판인데 저거 딸을 덛고(데리고) 내려왔는데 딸로 못 덛고 올라갔어. 그런께 요따가

아(미루어) 뿌렸어요. 당신 좀 길러 돌라고.〔조사자 : 이 집안에?〕우리 집안에 길러

돌라고 아 뿌렸어요.

그 다음에 죽었다 말이요. 죽은께, 그 전부 다 우리가 세 하게 알아 봤으몬 할 긴데,

이 누 집 자손이라 쿠는 거로 알아 놨으몬 할 긴데 그걸 모리고 그만 그 뿐이라 말이지

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 가지고 묻었다 말이지요. 처이로 죽어 가 묻었는데, 그

래 가 묘만 지금 쓸쓸하게 서가 안 있소? 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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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 다른 이야기는?〕그런 거는 없고요. 그리해서 내가 그런 것은 모리고요. 거

제 와서 뭐로 했노 하몬, 거제에 와서 유처자가 들어서 우리가 지금 회양적(산적)이라고

파 끼고 뭐 끼고 해가이고 딱 구워먹는 거 그걸 처음 거제 와서 그 여자가 맨들었다 쿠

거든요. 맨들어서 일반 우리가 요새도 해 먹거든요. 제사 지낼 때 오늘날까지 본을 떠서

회양적을 부치가 묵거든요.

거제면 내간리 내간, 김형택(남·57)

(5) 거제 사람 무시한 사람 혼내준 칠천도의 최참봉

옛날에 칠천도 최참봉이라 쿠는(하는) 이가 서울로 가는데, 가다가 어느 주막에 드갔

는데(들어갔는데), 양대쟁이78)로 한 넘(놈) 만냈어.〔조사자 : 무슨?〕양, 양, 양대 맨드

는 양대쟁이가 한 넘 있는데, 요놈 성토(성하지도) 안 하고 곱새(곱추)라. 곱샌데, 그래

저기(저것이),

“저 어른 어디 계시오?”

“나 거제 사요.”

“아, 거제 게(거기) 댁이 있소?”

“댁이라뇨?”

“아, 저 댁이 단방79)이람서요? 거제는 가몬(가면)…….”

뭇된 사람80) 겉어몬(같으면) 그리 안타고(그렇지 않다고) 이랄(이럴) 낀데.

“단뱅이지.”

말하는 대로.〔청중 : 묻는 대로.〕

“그라모(그러면), 인자 그 자석을 낳아가, 인자 장개(장가)를 보내고, 이래 자부(子

婦)로 보고 이라몬(이러면) 우찌 합니꺼? 한 방에 잡니까?”

“한 방에 자지.”

안 잔다고 이리 할 낀데,

“자지.”

“그라모 자석 안 놓소(낳소)?”

“자석 놓지.”

〔청중 : 웃음. 어긋 나간다. 자꾸〕사정없이 뭐, 씨버리는(씨부리는) 대로 그렇다 쿠는

기지. 요넘 자석이 인자 그래 함서(하면서) 거제 상놈이라고 욕할라고, 끄트머리 욕할라

고 하는 기거든(것이거든).

78) 양태를 절이는 匠人. 옛날에 비천한 직업으로 쳤다.
79) 단칸방.
80) 보통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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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자식을 그래 낳아가 거 어디 씨요( 니까)? 어디 씨요?”

“씨는 데 있지.”

“아, 씨는 데가 있어?”

이리 물은께,

“씨는 데가 있지.”

“어디 씹니까? 어디 씨요?”

“씨는 데가 있는데, 그 씨기가 참 어렵다고. 그 어렵지. 씨기가.”

“어디다 씨느냐고?”

“어, 그마어렵다쿠거덩어렵은(어려운) 줄만알지. 말라꼬(뭐하려고) 그자꾸물어쌓노?”

“아, 그래도 그거 씨는 데는 알아야 될 거 아입니꺼(아닙니까)?”

“고리(고렇게) 나온 놈의 새끼는 아무 데도 다른 데도 몬 씨고 양대장빽에(밖에) 몬

씬다고.”

이란께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요놈의 새끼가 그래서 나온 놈의 새끼라고. 요 사

람이 발로 차 삐리고(차 버리고), 저 사람이 발로 차 삐고.〔일동 웃음〕

둔덕면 학산리 큰마을, 강유성(남·69)

(6) 양반 망신준 거제 사람

바로 거제군 거제면입니다. 예(여기) 사는 사람이, 인자 그 사람 성이가.....〔조사자

: 정확하게 성을 말 안 해도 됩니다.〕충청도 양반 곧에 사람을 친구로 정했다 말입니

다. 그런께 친구 집에 떠억 와 보니 거젠(거제는) 좀 문란하고 말씨도 좀 서울 말씨 안

겉고 투가 뻣뻣하이 그렇거든요. 인자 충청도 친구는 양반 곧에서 왔다고, 그 때쯤엔 말

이요 양반이라 쿠몬, 상놈은 앞에서 뿔뿔 기는 그런 시대가 돼 갖고 거제는 참 아전의

곳이거든요. 그때는, 사람은 인자 그 마음만 가지고 안면만 가지고 친구로 정했던 모냥

이라요. 하이 인자 대접을 해서 잘 보냈단 말이요. 

그 온 사람이 성이 곽씨(郭氏)라요. 충청도서 온 이가 성 곽자 곽씨인데, 그래 인자

와서 대접을 해 보냈는데, 이 친구가 충청도 친구집이라고 또 찾아 갔네요. 저 친구집에

가니 이웃 친구가 왔더랍니다. 그 친구 집에, 곽씨집에 그 사람 이름이 곽 신홍(郭信洪)

이라요. 저그 이웃 집 친구가 왔는데 뭐라 카는기 아이라(아니라), 

“하, 친구 이 사람, 내 이본참에(이번에) 거제 갔다 아니가? 순〔힘주어〕거제 사람놈

들, 섬데(섬이라는 곳) 아주 상놈 들이더라.”

이런 욕을 하더란 말입니다. 뼈가 꽁공 알리더란 말입니다. 친구 왔다고 지는 한껏

대우한다고 해 보냈는데, 그 충청도 행시(행세)가 다르거든요. 충청도 가몬 양반 행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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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아도 남의 집에 가몬 딱 이래가 있고〔무릎을 꿇며〕이런 법인데, 어 친구 왔나 좋

다 이라고 웃고 이런 정도가 취해졌던 모양이지요. ‘순 상놈’이 방에서 듣는데, 가만

본까니 거제 친구 왔다고 이래 가이고 제는 왔는데, 그 지방 친구를 갖다가 우리 친구

왔다고 해서 소개를 해주고 이리 돼야 하는더ㅔ 거제 상놈이라고 (아주) 반대접이라

요. 아주 이를 꽁꽁 앓고 있었단 말이요. 너무나 뼈가 알리서, 사람을 어찌 괄세를 하는

지, 그만 그 방에 갔어요. 가서 인사를 저 친구하고 하는데,

“실롑니다.”

쿠고, 하 친구가 놀래서, 친구 아 들어오라면서 반가이 맞이하고,  그래 들어갔다. 가

서 말이요 인자 서로 농담이 나왔단 말입니다. 애라이, 자슥, 친구 네는 세 아부지 자슥

이다, 이래 삐릿어요. 저거 친구 보고. 세 아비 아들이다, 이리 삐릿어. 어찌 보골(화)

이 났는지. 우째 그러냐고 버썩 달라들거든.

“내 저 방서 들으니까 우리 거제 상놈이라고 쿠던데, 네는 세 아부지 자슥이니까 더

상놈 아이가, 마.”

보답을 마 그리했어.

“우째 그렇나?”

“네 봐라. 네 저 곽씨하고 이씨하고 정씨하고 세이서 맨들어서, 믿을 신(信)짜는 사람

인(人)변에다가 말 언(言)을 했으니깐 사람이 말하기로, 넓을 홍(洪)짜는 삼수(
?
?
?

?/X?g?
?V/?g?

?
?

?/X?@?g?
?V/?@?g?

@?g?
@?g?
@?g?
@?g?

?J5?g?
?7H?g?
?@h?
?@h?
?@h?

?

)변에

한 가지 공(共)짜 했은께 물로 한가지 해서 성 곽자를 맨들었기 때문에 니는 세 아부지

자슥이다.”

이래 됐어. 해석을 딱 만들었어. 

이런께네 네는 곽가가 세 아부지 아들 아이가(아닌가)? 곽씨를 보고 욕을 쎄리 해 삐.

그래서 욕을 듣고 나서 답을 못 하더랍니다. 인자 보갑품이라 카는 것을 갚았다는 그런

얘기를 한 마디 들어 봤고요.

일운면 망치리 망치, 김 수(남·66)

(7) 아기 장수와 용마

아, 여기 앞날에 나는 보지는 못 했는데요. 양나라 양씨(梁氏)댁에서 얼라(아이)를 낳

아서 젖을 믹이놓고 들에 밭 메러 갔다 왔다고. 그래 와서 젖을 믹일라 한께, 아아(아

이)가 없어. 아, 그래 찾아도 없다고. 그래 쳐다본께 아낙이 보니 천장에 붙어 있어. 지

금 시절 같으몬 아이 그것을 양육을 해서 잘 길릿을 낀데 그 때는 아까 말한 것과 마찬

가지고 그런 장수가 나몬 역적 놨다고 쿤다 쿰서(고하면서) 그 삼족을 멸한다고 그런 말

이 있었다꼬요. 그런 따문에(때문에) 아뿔싸, 우리 집에 이런 장사가 나몬, 아이고, 우



제12편 민속문화

- 2624 -

리 다 못 산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요 저, 저기 저게 맷돌이네요.〔맷돌을 가리키며〕맷돌

저거를, 하나를 지돌로(눌러) 놓은께 달싹딸싹하며 안 죽더라고. 두 개로 포개 놓은께

그래 거품을 내고 죽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조사자 : 마을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기 사등은 사등인데 애금포 가는데 그기 외떤(외딴) 집이 있었어요. 옛날에 천해 집자

리. 〔청중 : 응, 천해집자리.〕

아아가 죽고 나니깐 국사봉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말이 울고 내려오디마는

(오더니마는) 물에 가서 빠져 죽었다. 그런 전설이 있는데 마 확실히 알지는 못 한다고.

그런 전설이 있십니다.

사등면 사등리 성내, 원장상(남·81)

4. 신이 및 신앙 전설

1) 당나무 및 기우제

(1) 당나무의 풍흉 예조

이 동네 수백 년 한 이백여 년 된 정자나무가 두 주가 섰는데, 그 한 나무는 조금 오

래 된 모양이라. 그래 인자 봄새로(봄철 사이에), 이 지방 사람들이 그 나뭇잎 피는 것

을 보고 갈망81)을 많이 하는데, 저 나무는 잎이 차차 차차(차례로 차례로), 한참에 피

는 수도 있고, 또 차례로 동서남북을 봐서 또 한 쪽에 피는 수도 있고, 한 족에 안 피는

수도 있고, 이래 가이고 동민이 보고 이 잘 피는 데는 시절이 좋다. 잘 피는 곳은, 방향

은 시절이 좋다. 또 잘 안 피는 방향은 저 쪼금 시절이 안 좋겠다. 뭐 홍수가 지든지 사

고가 있겄다. 뭐 이런 말도 유래가 있고, 〔조사자 : 그게 앞 당산입니까? 뒷 당산입니

까?〕마을 앞입니다. 〔조사자 : 앞에 있는 나무입니까?〕예, 예. 〔조사자 : 그 나무 종류

는 무슨 나뭅니까?〕그마 포구나무라고 합니다. 〔조사자 : 몇 줍니까?〕한 줍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 나무, 이 나무〔조사자 : 예, 그리고 또.〕저 우게(위에) 한 고진(高地)데,

귀목나무라고 있는데, 〔조사자 : 한 나무입니까?〕예, 한 나무, 하납니다. 느티나무라고

합니다. 그 나무는 잎도 한참에 피고, 단풍도 한참에 드는데, 잎이 한참에 피몬(피면)

모로(모를) 한참에 숨군다(심는다) 쿠고(하고), 단풍이 잘 들몬 금년 보리시절이 좋다

쿠기도 하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연초면 오비리 중촌, 제수창(남·69)

81)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해 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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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여도(흰여)의 기우제

걔(거기에) 제도(저도) 많이 거 따라 가 봤습니다마는, 이 그 백어도라 쿠는〔말을 바

꾸어서〕우리가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하늘에 계시는 하느딸의 딸, 선녀들

이 거기에 내려 와서 거 목욕을 하고 올라가는 섬이라고 이렇기 말합디다.

이래서 거게(거기에) 제일 우리 보약 중에 하나인 개를 한 마리 덱고(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피를 흘려서 그 섬에다가 전부 온 바위다가 개를 끌고 댕기면서 피를 흘리고,

거서 모인 사람들이 솥을 가지 가서 우리가 개고기를 삶아 묵고 돌아왔습니다.

걔서 그 무제(기우제)를 제가 몇 번 따라갔다가 많이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2) 풍 수

(1) 박번딕 명당

이 산봉이 말이지요, 자꾸 올라가면서 봉이 똑(꼭) 박 하나씩 얹어 놓은 것매이로(처

럼)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그런데) 과연 이 거제 계룡산을 죽 내려오몬 산봉을, 산봉을

내려오몬 요오(여기) 박번딕에 와서 해변이 떨어지거든요.

그런께나 어느 옛날 어느 풍수가가 게(거기) 지나가다가 여기가 명지라 쿠는 거로 갖

다가 표말을 박았던 모양이지요.〔조사자 : 그 표말은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습니까?〕나

무 지팽이를 꽂았단 말이지요. 꽂으니까 거기 지금도〔청중 : 나무가 살아 있다.〕나무가

살아 있을 건데, 그것은 지금 풍수는 그 자리는 발견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사등면 사곡리 두동, 이석필(남·59)

(2) 수중명당(水中明堂)

그82) 너메(너머) 인자 적삼개등이라 쿠는 기(고 하는 것이) 죽 생기 내려 왔어요.83)

그 등 밑84)에가 말하자몬 대명지(大名地)라. 대명당(大明地)이라 말이지. 그라몬(그러

면) 인자 물 밑에서 자리 뭣이라 쿠노? 그 미륵(彌勒), 미륵이 있다. 이러니 요 밑에 명

상이라. 명당이 있다 이러는데 그 밑에 지금 묘를 인자 묘를 씔 긴데, 묘를 몬 씌고 있

다.〔조사자 : 물 밑이니까?〕예. 물 밑이니까 못 씌고 있다. 이렇는데 인자 그, 감님

들은 하는 말이, 옛날에,  어데 말하자몬 미륵에다가 묘를 씌는데, 그 풍수가 묘로 씔

때 저거(자기) 아부지 두(頭)하고, 그 물 밑에 내려 갈 사람 저거 아부지 두하고, 두로

82) 一運面 望峙里 揚花 적삼개.
83) 산등성이가 바다로 향하여 내려 왔다.
84) 등 밑의 바다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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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래 비이 와서로 내려가서 걸라 쿠몬, 걸몬 오른쪽 귀는 풍수 저거 아부지 머리를 걸

고, 왼쪽 귀는 내려갈 사람 아부지 귀를 걸어라, 이런 기 있었는데, 물 밑에 내려가서

안대고85) 걸어야 말하자몬 저거 오른쪽에 걸어지고 왼쪽에 걸어지는데, 겁이 나서 인자

앞에서 몬 걸고 뒤에서 걸었다 이기라. 〔조사자 : 풍수가?〕풍수는 물 밑에 몬 내리가고

모구리86)가 내리 갔겠지. 말하자몬 인자 뒤에서 걸었는 기라. 뒤바까(뒤바뀌어) 걸어 삐

릿다 말입니다. 그래 논께 이기 하아, 

“어찌 됐노? 앞에서 바로 걸었나? 뒤에서 걸었나?”

이러 쿤께(이렇게 하니까) 뒤에서 걸었다 이라거든.

“그럼 복이 네 복뿐이다.”

하더라고. 그런 말하자몬 미륵이 있다 이런 전설이지.

일운면 망치리 망치, 최성우(남·55)

(3) 도깨비섬 명당에 묘를 쓴 지혜

아들로 둘로 뒀는데요. 그런 인자 생이(형)는 풍수질을 하고, 동생은 따로 나와(분가

해서) 사는데 울막집에 거 이(거지)겉이 사는 기라. 어마이도 자기가 모시고 거 이겉

이 삼서(살면서) 아바이도 인자 자기가 모시고 하는데, 어마이가 먼저 세상을 버리고 아

부지가 마 세상을 떴다 말이지. 생이는 풍수질로 해가 잘 벌인께가 잘 살거든요. 잘 사

는데 그렇다 저렇다 하다 저거 아부지가 세상을 베리 비리고 돌아갔다 말이지. 돌아갔

는데, 땟거리(양식)도 없고 참 기이하기(구차하게) 이리 사는데, 그래서 저그 내우간에

(부부간에) 말로 하기로 우찌 하는기 아이라,

“여보, 당신도 그러지 말고, 큰 집에 아주버니(시숙)한테 가서 좋은 자리나 봐 놨는가

가 보시오. 물어 보시오. 형제간인게, 다 같은 부몬께 좋은 자리나 안 봐 놨겠소? 당신

이 가소.”

그라거든. 그래 인자 자기 부모를 발로 뻗치놓고87) 형님한테 갔단 말이야. 간께나 형

님, 간께나 있거든.

“형님 계십니까?”

“음, 들오이라.”

그래 드갔단 말이다. 들어 간께나 앉으라 쿤다 말이다. 그래 앉았단 말이다.

85) 마주 보고.
86) 잠수부.
87) 부모 시체를 방에 눕혀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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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그래 아부지가 세상을 베릿는데, 형님 우리가 아부지로 좋은 자리로 묻어 주

낀데88) 형님, 자리나 하나 좋은 데 봐 놨십니까?”

“자리야 있지. 자리야 있지.”

“그라몬 좋은 자리를 봐 놨십니꺼?”

“자리는 좋은 자리가 있는데, 네가 돈만 주몬 자리를 봐 준다.”

이라거든. 동생이 가만히 세알려(생각하여) 본께나 제도 부모고, 나도 아부진데 동생

한테 삯 받아 묵고 자리 잡을란다 말이다.  그러이 참, 가만이 들어보니 참 뿔다고(화)

가 나는데, 

“그럼 형님 돈을 얼매나 주몬, 자리를 잡아 줄끼요?”

“돈 천 냥만 가아(가져) 오이라. 천 냥 가져 오몬 잡아 준다. 천 냥 안 가 오몬 자리

안잡아 준다.”

쿠는 기라. 가만히 세알려 본께나 괘씸해 죽겄단 말이다. 좆 겉은 거 내 뭐, 천 냥을

썩았으몬 썩았지, 나도 안 치를 끼고89) 니도 부모고, 내도 부몬데, 뭐, 도로 건네 왔네.

건너 와 가이고 저그 각시한테 방에 가서 뭐라 쿠는 기 아이라,

“아주버님 뭐라고 쿱디까?”

각시가 묻는다 말이야.

“이 사람아, 말도 하지 마라. 돈 천 냥 가 오몬 자리 잡아 줄라 쿠는데, 돈 천 냥이

어딨노? 천 냥커녕 젠장 석 냥도 없는데 돈 천 냥이 어딘노 말이다.”

그란께네 각시가 뭐라 쿠는 기 아이라, 가만히 각시가 앉아 그 말 듣고 세알리더마

는, 뭐라 쿠는 기 아이라,

“여보, 당신 우쨌든지 마든지 좋은 자리만 씌몬 우리 잘 될 거 아니요? 우리 아부지를

이리 어질라 놓고 있더라 캐도, 나가 우리 어마이집으로 가겄십니다.90) 우째도 돈을 천

냥을 갖다 줘도 좋은 자리를 시다. 우리 좀 잘 살아 보구로.”

아, 그란께 그 각시 말이 울매나(얼마나) 고맙노 말이지. 참 인간적으로 말로 한다 말

이야. 그라고 안날(다음 날) 새복에 날도 안 새서 밤질로 걷는다 말이야. 저거 각시가.

그래 자기는 재주도 없고, 돈 챌(빌릴) 연구도 없고, 그래서 저거 엄안네집(어머니댁)에

가서 우찌 구걸했던지 돈을 천 냥을 구해 왔단 말이요. 돈을 천 냥을 구해 가 와서,

“보소. 당신이 가아(가지고) 가서 드리소. 아부지를 좋은 자리 쓰기로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을 거 아이요?”

88) 좋은 자리에 아버지를 묻어 드려야 할 것인데.
89) 나도 장례를 치르지 아니할 것이고.
90) 아버지 시신을 이리 방에 두고서라도 내가 우리 친정으로 가겠습니다.



제12편 민속문화

- 2628 -

이라거든. 참 각시 하는 것이 고맙거든. 그래 인자 돈 천 냥을 가지고 저그 형님한테
갔네. 간께나 돈 천 냥 탁 받아서 금고 안에다 탁 집어옇고 뭐라 쿠는 기 아이라, 그래
내일 몇 시 되어서 네가 연장(시체)을 짊어지고 아무데 그리 올라 오이라 이라거든. 저
는 오도 안 하고. 동생이 가만히 세알리 보니 참 괘씸해서 참, 손가락이 총 겉으몬,
……〔웃음, 쏴 죽이겠지란 뜻이다.〕그래도 할 수 없이 저거 각시 하는 게 하도 뭐시해
서91) 도로 건네 온 기라. 그래 안날 일찍이 인자 저거 생이 올라오라 쿠는 데 올라간 기
라. 올라 간께나 저거 생이가 인자 중도에 나와 가아 있는 기라.〔청중 : 친 생이가?〕친
생이지. 그라모(그렇지). 그래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아, 저거가 한 보따리씩 떼 지몬
될 낀데 제는 꼼짝 안하고. 땀을 갈팡질팡 흘리고 지고 올라가는데 괭이, 소쿠리 가지고
인자〔청중: 형님은 빈손으로?〕저거 생이는 빈 걸음으로 끄떡끄떡 올라가고 말이야, 제는
손도 대도 안 하는 기라. 그래 인자 떡 인자 올라가서,
“요 내라라. 받치라.”
이라거든. 그래 받칫다 말이다. 받친께, 요래서 천곽 구덕이로 파라. 제는 가만 앉아

있음서. 그래 할 수 없어서 천곽 구덕이로 팠다. 파고 매장을 하고 난께, 날이 저물어
진다 말이다. 혼자서 할라 쿠몬 그리 안돼요? 그래 다 파 놓고, 저거 생이가 뭐라 쿠는
기 아이라, “네는 온(오늘) 저녁에 못 내려온다. 나는 집으로 가는데. 너는 요 자리서
밤을 세워야 된다 쿤다.〔웃음〕이놈의, 아, 밤을 세워야 한다. 각시도 오도 안 하고 말이
요. 아이, 밤을 똑 세워야 한다. 꼭 밤을 세우야 돼지. 그래 안 하몬 헛돈 쓴다 이 말이
야. 헛물 씐다92) 안 된다.”

쿠는 기라.
“네 돈 천 냥도 헛 돈 쓴다. 네는 오늘 돈 천냥을 생각해서 여(여기)서 네, 꼭 아부지

묘를 지키고 오늘 저녁 여기 있으라.”
이기라. 생이가 그래 놓고, 제는 마 해냈기(바로) 내려가 비리고, 사실 가만히 세알려

보니 돈 천 냥 든거 헛물 쓴다 쿠제. 그래서 할 수 없어 묘등에서 지키는 기라. 지키고
인자 턱 있은께, 한 열 두시, 자시(子時)가 떠억 된께나 밑에 번번한데, 게서로(거기에
서) 이놈의 도깨비가 나 가지고 왔다 갔다, 난리가 나는 기라. 도깨비불이 나서,
“아무것아. 아무것아.”
이래. 부러더마는 뭐라 쿠는 기 아이라,

“야 우게(요 우에) 어느 놈이 갖다가 묘를 썼는데, 이거 당장 오늘 파들어 내야 된다
올라가자.”

이거라.

“파 뒤비라(뒤짚어라).”

91) 하도 기특해서.
92) 쓸 데 없는 헛물 들려 마시듯이 아무 소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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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라.

“이놈의 자식이, 어따(어디다가) 여따(여기다가) 묘를 씌는 놈이 어딨노?”

쿰서(고 하면서),

“파 들내야 된다.”

쿠거든. 이 놈들이, 도깨비가 나와 사람인 양 저거꺼정 씨버린다 말이다. 그란께나

인자, 아이, 저그꺼정 한참 파로 올라간다고 날리가 일어나는데, 아이, 난데 없는 놈이,

한 놈이 떡 나오더마는,

“안 된다.”

쿠거든. 

“왜 안 되냐?”

쿤께나,  그 아무거시, 그 사람이 저거 생이고 동생인데, 동생 그 사람이 울막집에 참

형편도 없이 사는데 이 저거 생이라 쿠는 놈이 말이지 돈을 천 냥 받아묵고 요게 자리를

잡아 줬는데 이 묘를 파몬 그 사람 신세 조진다(망친다). 그란기라. 신세 조지니께, 이거

는 그리 할 수 없다. 이거 팔 수가 없다. 그 사람을 세알리서. 큰 저거 생이 그 놈이, 나

쁜 놈인데 당장에 말이지, 저거 동생만 아닌 곁으몬 당장 파 들어 낼 낀데, 저거 동생을

봐서 우리 팔 수가 없다 말이다. 절대 못 판다 이라는 기라. 그러냐고. 그라몬 저거 생이

그놈 참 나쁜 놈이다. 이제 이리 나오는 기라. 그 참 불쌍한 동생을 갖다가 그럴 수가 있

느냐고. 그래서 이 묘를 파몬 그 사람이 낭팬께 우리가 안 파는 기 좋다. 이리 되는 기라.

인자 가마이 바우 옆에 쪼 티리 앉아 들은 께나 그러는 기라. 그란께 이자 묘를 안 파자

쿠는 기라. 그래 숨어 들어 가이고 아적에 날이 샌께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것도 없고 도

깨비도 다 어데 가는고 없고. 그래 살살 내리 왔다. 저거 생이 집에 떠억 들어갔다. 저거

생이 집에 들어간께, 저거 생이가 뭐라 쿠는기 아니라,  “네 욕 봤다. 들오이라.”

그래 척 들어갔다. 척 들어 간께나, 앉아라. 즈거 인자 할몸 보고,

“봐라. 술 한 잔 가아 오라.”

이라거든. 그래 술로 갖다 놓고‘동생, 네 욕 봤다. 술 한 잔 묵어라’그래. 술 한 잔

묵고 금고를 턱 깨라더만, 

“아나, 네 돈이다.”

돈을 착 내준단 말이다. 너도 이 사람아 아부지고 나도 아부진데 나가 너한테 돈을

받아 쥐고 내 애비인데 그 돈을 받아 묵겄나 말이다. 그래 안 하며는 게는 자리를 못 쓰

는 자리라 말이다. 그래 도깨비설이라. 그런 때문에 이런 긴데 인자는 괜찮다. 인자는 괜찮

은께 우리가 잘 살끼다.  그래 돈 다부(다시) 내 주고 그래 가이고 그리 됐어. 그래 가이고

뒤는 인자 좋은 명지다 써 놓은께 살림이 불티겉이 일어 가이고 두 형제는 잘 살았는데.

일운면 망치리 망치, 김주수(남·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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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성이끝 폐묘

동부면 명사동 뒤 등성이끝이라요. 〔조사자 : 예, 등성이끝요?〕등성이 끝에 거게(거

기에)폐묘한 사람이가, 양씨(梁氏)가 폐묘를 한께나, 폐묘를 얼쭈(거의) 해 가는데, 

감들 말 은 용이 나와 무릎을 꿇있더라. 무릎만 끓었으몬 날아갔을 건데. 무릎을 꿇인

거 보고, 아, 그러찮다고93) 다부 해도 효과가 없다94) 캐.

일운면 구조라리 구조라. 김두이(남·75)

(5) 혈 끊은 이야기

거제 구읍에 어느원님이 들어왔는데, 원이 들와서 앉은께, 아, 숭악한(흉악한) 내미

(냄새)가, 수완 사람 썩는 내미 나더라고. 그래 이방을 불러서,

“내미, 이거 무슨 내미고? 와 이런 내미 나노?”

“아, 여게 이 동네에 그 부자가 삽니다. 그 분이 콩을 가이고 못자리를 해서 그래 콩

썩는 내미 그리 납니다.”

“아, 그거 원 불량한 내미라. 그거 못 쓰겠구마.”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이 묵는 곡석을 갖다가 어째 거름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

가? 그래 원님이 그 사람 망하게 한다고 해서, 저게 거제읍에 들어가모 저, 머시고?〔기

억이 나지 않아서〕응, 그거 산이름이 계룡산 하에 암탉이 알을 품고 앉은 듯하다 카는

그런 혈이 있어서 그래 그 혈에다가 그 분들이 묘를 썼다꼬 그래서 원님이 그 혈로 끊었

다고, 산을 끊었다고 쿠는 전설이 있습니다.

사등면 사등리 성내, 원장상(남·81)

3) 도깨비 및 변신

(1) 가마 도깨비

보몬, 지금 이 신작로가 나기 전에는 산세가 말이지요, 숲도 우거져 가아(가지고) 있

었고 이런께 좀 보기에 무시무시했지예. 옛날부터〔조사자 : 어디쯤 됩니까?〕요 밑에〔청

중: 다릿가.〕지금 사곡교가, 다리가 말이지요, 놔져 가아 있습니다. 그 주위에 가몬 숲

이 우거지지요.

동네에 드갈라 쿠몬 동네하고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께 혹 어디 출타를 했다가도 나

가고 드가고 할 때 보몬 풍우나 있고 이런 날은 게(거기) 가몬 자연히 소름이 지칠 만큼

93) 잘못 폐묘했다고.
94) 다시 관을 묻고 묘를 써도 소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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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께 그 소로에서 댕기몬(다니면), 가마 싸움이, 옛날

에 왜 가마 도깨비가 났느냐 이럴 같으몬 말이제,  서로 가마가 지나가몬 길을 안 비켜

주었어요. 옛날에도 길은 안 빈켜 주었고. 저 건너 마을에 이 좌수라고 말이지요, 옛날

에 그 고을사리가 이 부락95)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보통 말하몬 상인들은 말이지요,

좀 계급이 낮은 사람은 이 부락 앞에 지나갈 때는 가마, 하마를 해 가지고 지내 가 가지

고 저 멀리 가 가지고 사곡이 안 보이는 데서 가마 타고 갔답니다.

심지어 저 지목을 하몬 곤란하지만 건너 저 섬 있지요. 그런 섬에서 각 작은 섬에서

이 거제는 그 때 총 큰 섬이라 캤던 모양이지요. 이 거제섬에 속한 섬들이 많아요. 작은

섬이, 저럼 섬에서 혹 이 육지로 결혼한다. 육지라 쿠몬 뭐하지만 거제가 큰 섬이라 해

가아 통행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했더랍니다.

살짝살짝 지내 댕기고 이 마을을 피해서 가마를 타고 이러는데, 우짜다가 거제 사람

끼리 가마가 만나몬 충돌한다 이깁니다. 이래 가지고 성한 편에서 그가마를 쓸어 뜨리

고 가고 이리된 모양입니다. 거기 인자 도개비가 나왔다 이깁니다.〔조사자: 거기서 죽은

여자가 도깨비가 되었단 말입니까?〕예, 예. 그란께 날이 인자 비가 올라카고 이리 되몬

도깨비가 안 나겠습니까? 그랬다 하는 데랍니다. 그래서 인자 그리 되니까 지금 길이 확

장이 되고 했는데, 계속 요새 사고가 났습니다. 그 동안에.〔조사자 : 그 자리에?〕예, 그

자리지. 그 자리서 사고가 만날 나고 아마 운전수도 몇이 아마 희생되었을 겁니다. 도중

에 싣고 가다가 병원에 못 가서 절명하고 이랬다 쌓는데요.

사등면 사곡리 두동, 이석필(남·59)

(2) 배도깨비

목선(木船) 얘긴데, 그 뭐 조그마할 짝(적)에 들어 보니께나, 사공한테. 배를 수 년

탄 사람한테나. 배 도채비(도깨비)라 쿠는 거는 주로 가다가 목선이라도 침몰해 가이고

사람이 죽고 마 안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 보몬 말이지. 밤에 배질(航海)

을 하몬 요시는 뭐 후라시도 있고 켄트(캔들)도 있고 마 만천기(여러 가지) 마 사아치라

(서치라이트)도 전부 있고 이렇지마는도 그 때는 순전히 초롱불 저기 지름불이 배 안에

놔두고 댕기거든.

그래 날이 비가 오고 구름이나 찌이고(끼이고) 번개나 치고 노성벽력이 이라몬 혹인

(혹은) 사람이 뭐 허(虛)해 지는 기지. 그러니 배도채비가 뵌답니다. 뵈에몬 싸질러 그

배로 박치기를 해 주몬 괜찮은데, 그 배로 피할라 쿠몬 자꾸만 그 배가 따라와요.96) 따

95) 沙等而 沙谷.
96) 도깨비 배가 가로 막을 때 바로 부딪히면 되는 것인데, 피하면 자꾸 가로막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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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와 가이고 고만 욕을 뵈이는 참이라. 배에 물퍼는 바가지 그 놈을 말이지 어떤 사람

은, 기험(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은 밑구 (밑구멍을) 빼 삐리 가이고 그래 주몬 그 배

가 그 날 저녁에 욕을 좀 설(덜) 보고 인자 밑구 을로 안 빼고 주 놓으몬 그 배가 욕을

많이 본답니다. 그래 가이고 그 물로 갔다가 자꾸 퍼 올리 가이고 그런 야기(이야기)로

들었지.97)

일운면 망치리 망치,  최태윤(남·63)

(3) 어장 도깨비불

옛날에는 갓에다가98) 말이지, 어장을 막아 놓고 대구 잡을라꼬 어장을.〔조사자: 발로

가지고 어장을 칩니까?〕〔청중: 예. 발어장이라고 했지.〕발어장이라고 있었어. 있었는

데, 그래 대구가 흔한 그 때 응, 조금만 그 때는 말이지 대구를 뭐 좀 잡아 봤든들 값이

적은께나 그래마 참 손해 본 사람 손해 보고, 이익 본 사람 이익 보는데, 그래 인자 잡

은 사람 있고 말이지 그런 기험(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걸 한다 말입니다.

하는데, 그래 섣달 그믐날 밤 되몬 다 가는 기 아이라(아니라) 그래 인자 성의가 있는

사람은 저 높은 산에 올라 간답니다. 높은 산에, 목욕하고 정신을 딱 캐(차려)가지고 높

은 산에 올라가서 인자 어장 우찌 됐는가 인자 방향을 보는 기라. 보몬 원래 정신이 좋

으몬 어느 자리에 어장 막을 자리에 말이지 만판(아무리) 여럿이 가도 한테(함께) 여럿

이, 몇이 있어도 안 보이고〔청중: 자기 눈에?〕응. 자기 눈에, 정신이 좋은 사람 눈에는

그런 기 뵈인다 캐요. 불이 말이지 막 나 가지고 말이지 화광(火光)이 등천해 가지고 고

마 숙덕거리고99) 말이지. 그런 자리에다가 인자 어장을 막으몬 그 해는 고만 큰 재물을

올리다고 그라지.

일운면 망치리 망치, 김정실(남·66)

(4) 터럭손

내가 들은 거, 그런 거는 대강 들어도 그 옛날 터럭손이 있었다 카데요. 저런 바당에

닻을 놓고 낚스질하고 말이지. 그 옛날에는 동곳〔상투머리에 곶는 시늉을 하며〕그걸 꽂

아 가아 있다 카네요. 그거 꽂아 가아 있는 사람 있고, 고거 인자 안 꽂고 나무 꼬재이

97) 도깨비 배에서 바가지를 빌려 달라고 하면, 바가지 밑에 구멍을 내어서 주면, 이쪽 배에 물을 퍼 올릴 수 없으니까
괜찮지마는, 그냥 주면 배에 도깨비가 물을 퍼 올려 파선을 한다는 말이다.

98) 近海에.
99) 여러 도깨비가 불을 켜고 말하는 것처럼 숙덕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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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구 인자 꽂은 사람하고. 그래 인자 고롭아서 누우 자몬 자시기(슬며시) 누우 자거

든. 배 안에서. 그래 나 많은 사람하는 말이, 터럭손이 저기 올라 와 가이고 사람 팔을

잡고 마 더듬는다 카네요. 머리를 탁 몬치(만져) 보이 은동굿 꽂인 사람은 못 잡아 내리

가고, 나무창 꽂은 사람은 잡아 내리 가더라데예. 그 전설입니다.〔조사자 : 올라 올 때

칼로 비어 버리면?〕그 소리는, 어떤노 하몬, 경험이 많은 사람은〔조사자 : 아, 터럭손이

배에 삼을 잡을 때?〕예, 잡을 때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은 인자 도치(도끼)던가 큰 칼

이든가 배에 이런데에 칼이 안 떨어지거든100) 도치 같은 저런 거는. 그래 올라 오몬 그

만 손으로 턱 걸치 잡으몬 칼로 가지고 확 끊어 삔다(버린다) 쿠데. 그래 놓으몬 이 놈

이 손이 와서 배에 올라 티(튀어) 올라와 그만 물에다 샀비리고(던져 버리고). 그래 그

놈이 그만 끊기 갖고 범지(범하지를) 못 하고 그런 전설입니다. 

일운면 망치리 망치, 최태윤(남·63)

(5) 바다송장

그 인자 배질해 가는 도중에 말입니더. 인자 바다에 시체가 뜬 기라. 송장이 떴이몬,

고만 배를 피해 가는 송장을 건져 건져주몬 해(害)를 보고〔조사자 : 가는 송장을 건지면

해를 보고요?〕그 인자 송장이 마리지 배를 따라 오는 기라. 인자 배가 지나가는데 따라

오는 송장을 건지몬 그건 덕(德)을 본다 그러드만.〔조사자 :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 실제 그리한 사람들은 있습니까?〕뭐 예선(여기서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옛날에는

노인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일운면 망치리 망치, 김정실(남·66)

(6) 갈곶이 더덕

그 당시에는 시장이 거제군 안에 거제면 여기밖에 없었십니다. 그런데, 그 때에 갈곶

이 그 더덕이 화해 가지고 [조사자: 그럼 오래 된 더덕이?] 사람으로 화해서 방갓을 씌

고 거제 읍네장을 봐다 묵었다 그런 이애기로 전해 듣고 있지예. 그 뒤는 우찌 되었는고

모리고.

거제면 내간리 내간, 박문수(남·50)

東亞大學校 鄭 尙
?
?

?@g@?e?
?@g@?e?
?@g@?e?
?@g@?e?
?@g@Le?

?@@@@@@@@@e@)X??
?@g@V/X?
?@g@?V/X
?@g@??N1
?@g@?e@
?@g@?e?
?@@@@@e@?e?

?@@@@0M?f@?e?
@?e?
@?e?
@?e?

?
?

100) 배에 칼이 없을 때가 없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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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민 요(民 謠)

민요는 생활 속의 노래다. 농사지으면서 부르고, 놀면서 부르던 것이다. 그러므로 가

장 삶의 현장과 직결된 구전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

서 농어촌도 삶의 양상이 갑자기 바뀌었다. 특히 시장에서 파는 옷을 손쉽게 구입하여

입기 시작하면서 길쌈을 하지 않고, 이앙기로 모심기를 하자 손모를 심지 않게 되어 길

쌈 노래와 모심기 노래가 노동 현장에서 부를 기회가 없어졌다. 이처럼 삶의 모습이 변

하면서 민요도 급격히 변화하거나 소멸되어 가는 현상이 일어났다. 지금은 민요의 전승

상태가 좋지 않아서 채록하기 어렵고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1979년 7

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채록한 민요 중에서 가려 뽑아 분류하여 정리하 다. 제보자

의 연령은 당시의 것이다. 분류 기준은 기능을 중심으로 하 다. 본문은 제보자가 구연

한 것을 녹음하여 그대로 문자로 옮겼다. 그래서 음절의 수가 음수율에 맞지 않는 경우

도 있고, 사설이 논리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구연 현장의 현실이다. 구연자

가 사설을 잊어서 더듬거리기도 하고 다른 사설을 적당히 넣어서 부르기도 한다. 

거제 민요의 특징과 특기할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요가 풍부하게 전승되어 있었다. 농업노동요에는 모심기 노래, 토목노동요

에는 달구질 노래, 방적노동요에는 삼삼기 노래와 배틀노래가 잘 전승되고 있었다. 도

서지방이라 어업노동요에 기대를 걸었으나 멸치잡이의 챗배소리를 제외하고는 특징이

있는 것을 채록할 수 없었다. 이런 현상은 어업이 농업보다 시대에 따라 빠르게 근대화

되어 어로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둘째, 유희요로 쾌지나칭칭이 많이 불려지고 있었다. 그런데, 강강술래가 불려지고

있어 예상밖이었다. 일반적으로 강강술래가 호남지역에서만 불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거제도도 그 분포지역에 넣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셋째, 의식요인 지신밟기노래와 상여소리의 전승상태가 좋았다. 이것은 당시까지 정

초에 지신밟기를 하고 출상할 때에 상여소리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 비기능요로는 시집살이 노래와 처녀총각문답요가 많이 채록되었다. 이것은 다

른 지역과 비슷한 현상이다. 

다섯째, 배노래, 배선왕노래는 물론 선박을 소재로 한 것이지만, 떡타령까지 떡으로

배를 모아 목젖섬으로 넘기자고 선박을 연상하여 부른 것은 도서지방 민요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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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거제 지명과 특징이 반 된 민요가 많이 불려지고 있었다. 그래서 따로 거제

도요라고 분류를 할 수 있을 정도 다. 거제 민요에는 이만큼 지역성이 강하게 반 되

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곱째, 채록 당시에도 벌써 긴 사설의 노동요가 토막토막 나뉘어서 놀면서 부르는

비기능요로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것은 시대에 따른 삶의 변화 때문에 일어

나는 현상이다. 

1. 노동요(勞動謠)

1) 농업노동요

(1) 모심기노래

○ (모찔 때)

얼른잠간도 들어내자
호모가손들 놀리라1)

들치랑 치랑
얼른잠간도 들어내자

처가살이를 못살아도
장인장모를 훔치자2)

시집이사 못살아도
시어미시아배도 훔치자

신현읍 상동리 용산, 주순선 (여, 54)

○ (모찔 때)

졸이자 졸이자
이종판으로 졸이자
에우자 에우자
이종판으로 에우자
아래댕강 웃댕강
가사댕강 사래요
연천아 초목에
호모작손들 놀리자
칠랑 달칠랑

더우나잡아 시키소

어허상주 호살래3)

저두건두 보름새4)

어허상주 호살래
상막작대기 제치고
어허상주 호살래
행건베도 보름새
어허상주 호살래
담뱃대도 용갬기5)

신현읍 상동리 용산, 주순선 (여, 54)

1) 물속에 손을 넣어 모를 캘 때에 손을 홈치락 홈치락 빨리 놀려라.
2) 모춤을 단단히 훔쳐매듯이 평소에 불만을 품었던 장인 장모를 훔치어매자.
3) 어허 상주(喪主)가 호사로구나.
4) 저 두건도 가늘고 좋은 열 닷새 삼베로 만들었다는 뜻.
5) 담뱃대로 용조각 장식을 한 좋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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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찔 때)

조리자 조리자
이종판으로 조리자
에우자 에우자
이종판으로 에우자
나무가래 쇠가래
얼른잠간 들어냄세
장기판만치 남은종판
찌짐떡만치 남았구나

에우자 에우자
이종판으로 에우자
깜둥아 깔찌네
흰보선에가 넘친다
깜동아 저고리
흰동전에가 넘친다
깜동아 처매는
흰마저지가 넘친다.

연초면 오비리 당산몰, 윤부금 (여, 56)

○ (아침모를 심을 때)

물끼청청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갖노
문에전복 에리들고6)

첩의방으로 놀러갔네
거동봐라 거동봐라
큰어마시 거동봐라
드는칼을 품에품고
첩의집으로 상해간다
제비같은 첩의년이

나부같이도 절로하니
큰어마시 호롱치고
첩의년은 술거린다
첩의년이 술로권키로
자부시소 자부시소
이술한잔 자부시소
이술이랑 술아니앙
천년만년 배오준데
이술한잔 잡수놓믄
늙도젊도 안한다오

하청면 어은리 장곶, 김옥란(여, 75)

○ (상사디여, 점심때)

팔만장안 연때밑에7)

상사디여
소년과수 슬피운다

상사디여
니마무리 슬피운들

상사디여
살썩히는 날만허나

상사디여
나는죽어 살썩히고

상사디여

니는살아 속썩힌다
상사디여

썩히기는 일반이네
상사디여

상사디여
상사디여
서마지기 논빼미로

상사디여
반달겉이 내나가네

상사디여

6) 문어와 전복같은 안주감을 오려 들고.
7) 팔만장안(八萬長安)은 사람이 많이 사는 서울, 연때는 부부로 맺어진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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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무신 반달이냐
상사디여

초승달이 반달이지
상사디여

저기오는 저정심아
상사디여

우리정심 안오드나
상사디여

오기사 오건마는
상사디여

농밑에 진치매를
상사디여

끈니라꼬 더디더라
상사디여

수지닷단 간지닷단8)

상사디여
챙긴닷꼬 더디더라

상사디여
짚신한짝 털미기한짝

상사디여
끈니라꼬 더디더라

상사디여
부모정심 채린다고

상사디여
듸린다꼬 더디더라

상사디여

어린애기 밥준다꼬
상사디여

우는애기 젖준다꼬
상사디여

모도모도 챙긴다꼬
상사디여

우리정심 늦었네라
이모숨거 농사지어

상사디여
부귀 화 살림살이

상사디여
이농사로 짓거들랑

상사디여
천석이나 만석이나

상사디여
만장수로 쏟아주소

상사디여
부모에게 효성하고

상사디여
조상님네 대우허고

상사디여
두지주지로 채워주마

상사디여
상사디여

상사디여

둔덕면 학산리 큰마을, 이서운 (여, 64)

○ (상사디여, 해질 때)

상사디요
상사디요

서마지기 논빼미로
상사디요

반달겉이 내나가네
상사디요

네가무신 반달이고

상사디요
초승달이 반달이제

상사디요
상사디요

상사디요
오늘해가 다졌는가

상사디요

8) 숫가락 닷 단, 젓가락 닷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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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골골 연기나네
상사디요

우리할멈 어데가고
상사디요

연기낼줄 모리더라
상사디요

딸이동자 세왔더니9)

상사디요
국시국시 실국시는

상사디요
사우상에 다올렸네

상사디요
무네감태 제치두고10)

상사디요
멀국시가 더욱섧네11)

상사디요
상사디요

상사디요
저해님은 저리가면

상사디요
일월이나 마주서네

상사디요
우리인생 요리간들

상사디요
어느부모 마주설꼬

상사디요
상사디요

상사디요
저산넘에 첩을두고

상사디요
낮에가도 범나는골에

상사디요
밤에가도 범안나네

상사디요
저달뒤에는 임따라가네

상사디요

우리님뒤에 내따라가요
상사디요

상사디요
상사디요

상사능사 고를맺어
상사디요

고풀도록 살자더니
상사디요

오늘날이 웬말인가
상사디요

이별잦아 못살건네
상사디요

산아산아 고향산아
상사디요

많이보면 정드는데
상사디요

오동나무 달그럼에
상사디요

살끝만치만 보고지아
상사디요

상사디아
상사디요

비가절석 묻었고나이
상사디요

그것이라 비아니라이
상사디요

만년군사 눈물이요
상사디요

상사디요
상사디요

깊은산중 고드름은
상사디요

봄비잦아 녹아대네
상사디요

만중생 묵은마음
상사디요

9) 딸아이에게 시켰으니.
10) 문어와 甘苔(김) 같은 맛있는 꾸미는 넣지 않고.
11) 아무 꾸미를 넣지 않은 멀건 국물의 국수를 먹는 것이 서럽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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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곳에 풀어낼꼬이
상사디요

마당끝에 모캣불은
상사디요

날과같이 속만탄다이
상사디요

상사디요
상사디요

서름이야 서름이야
상사디요

만중생 사는것이
상사디요

서름에잦아 못살겄네
상사디요

이팔청춘 소년들아
상사디요

백발보고 반절마소
상사디요

내도엊그제 소년이더니
상사디요

백발되기 잠시더라이
상사디요

여늬때 소년들아
상사디요

백발보고 반절말아이
상사디요

노래소리 이렇던가
상사디요

백발되기 잠시더라이
상사디요

연초면 오비리 당산몰, 윤부금 (여, 56)

○ (상사디요, 해질 때)

말우에다 보담을실어
보담우에 임앉았네
체를쥐고 옆돌아보니
옆고름에다 반달이떴다
말을몰고 꽃밭을가니
말꽃마당 상내난다12)

주천당을 들어가니
아니묵은 술내나네
서울갔던 선부들아
우리선부 안오더나
너거선부 온다마는
아홉가지 병이나서
열두가지 약을놓고
그약으로 들이씨고
칠성판에 시려온다
서울이라 반지경에
명경사자 베틀체리
앉을께를 돋져놓고

죽절비네 다리놓아
그다리를 건너자니
노중짤깍 소리나네
하늘천수가 내리질러
방방골골이 농사로다
하늘천수가 내리질러
도갈도갈이 한강이니
왼손에다 파란모춤
오른손으로 전하시서
만경장판 너른들에
듬성듬성 꼽아주소
질가빼미 모를심어
장잎훨훨 화로다
우리자석 곱게길러
공부시킬 화로다
질가빼미 물헐어놓고
주인네마누라 어데갔노
문은떨어져 살만남고

12) 말꽃마다 향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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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은떨어져 애만남고
방는찹아서 어름겉고
살차고도 모진강풍
이내가슴을 다들어온다
남산밑에다 논을치어
수 대랑도 봇물대어
못다맬논을 다매다가
많은적군을13) 잃고간다
오늘해는 다졌는가
방방골골 연기난다
우리할뭄 어데가고
딸애동자를 시키던고
꽃타꽃타 곱은꽃아
높은봉에 피지마라
금년철이 재족하앙
반만피고 오가리진다
산중사람 산을타고
들사람은 들을타고
해변사람 배를탄다
이도령은 탈것없어

춘향몸를 집어타고
방방골골이 유람가내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비둘기 알을낳아
안아보고 쥐어보고
몬가오던 내죄로다
진주큰들 큰밭무시
연하고도 달더마는
우리집들 우러님은
미련하고 답답하네
사래질고 장찬밭에
목화따는 저처자야
따구따구 따던목화
둘이○며는 베리겠나
둘이따도 좋다마는
먼데눈이 에럽더라
머리좋다 수단처자
걸뽕남게 앉아우네
걸뽕갈뽕 내따주마
처군없는도 날캉살자14)

신현읍 상동리 용산, 주순선(여, 54)

○ (상사아디어, 여늬때)

서마지기 논배미는
상사아디어

반달같이도 내나가네
상사아디어

네가왠도 반달이냐
상사아디어

초승달이가 반달이제
상사아디어

서울선배 연을띄어
상사아디어

거제봉산에 연앉았네15)

상사아디어
아래웃방 시녀들아

상사아디어
연줄걷는 구경가자

상사아디어
구경이사 가지마는

상사아디어
시녀들이 구경갔가

상사아디어
띄우리가 띄우리라

13) 많은 적군
14) 처자식이 없는 나와 살자. 이 제보자뿐만 아니라 거제지방에서는 민요를 가창할 때에 음수율에 관계없이 습관

적으로 첫 음보에‘도’, ‘두’, ‘더’를 첨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15) 巨濟 封山에 연이 날아가 앉았네. 봉산은 나라에서 벌목을 금하는 산, 거제도에 이런 산이 많아 숲이 우거졌기

때문에 다른 지방의 모심기 노래에도 이 구절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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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아디어
임의연으로 띄우리라

상사아디어
임의자새 실자새로

상사아디어
훨훨풀어서 띄우리라

상사아디어
서울이라도 반지경에

상사아디어
민경사자로16) 베틀체리

상사아디어
앉을께를 돋아놓고

상사아디어
연양애기가 베잘짜네

상사아디어
청배나무 보디집을

상사아디어
걸께처도 소리가나네

상사아디어
서울이라 왕대밭에

상사아디어
금비둘기가 알을낳여

상사아디어
안아도보고 쥐어도보고

상사아디어
토 문도 대 문에17)

상사아디어
임의화상을 베낏다요

상사아디어
간장썩은도 피로받아

상사아디어
눈물로썩어서 채석놓자

상사아디어

옥담안에도 까마구앉아
상사아디어

아조깡깡도 울음운다
상사아디어

까마구는도 깍깍울고
상사아디어

임의병으는 짙어오네
상사아디어

임의물팍을 땡기베고
상사아디어

임도울고도 나도울고
상사아디어

이천상으로 먹을갈고
상사아디어

삼천상으로 붓대쥐고
상사아디어

임의얼굴을 씌자하니
상사아디어

눈에눈물이 화끈해여
상사아디어

발이젖어 못씌네
상사아디어

우뚝섰다 방초남게
상사아디어

진수령에도 새가앉아
상사아디어

새야새야 수건도라
상사아디어

눈물딱고도 새로씌자
상사아디어

하청면 어은리 장곶, 김옥란 (여, 75)

16) ‘민경사자’를 가창자는 마을 이름이라고 한다.
17) 統營營門도 大營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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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매기노래

오호디여
오호디여

이논빼미를 얼른매여
오호디여

칠판갈판 나는땀을
오호디여

서마지기 논빼미를
오호디여

얼른매고 나가서로
오호디여

선선한 나무밑에
오호디여

선선한 바람쐬어
오호디여

다시한번 이논에들어
오호디여

이리매고도 저리매여
오호디여

이논빼미라 지심을다잡아18)

오호디여
이논농사 잘지어서

오호디여
부모공양 잘시키고

오호디여
자식공부 잘시키서

오호디여
만대유전 잘삽시다

오호디여

연초면 오비리 금구몰, 손찬언 (남, 63)

(3) 밭매기 노래

① 불겉이라 나는볕에
멧겉이라 짓은밭에19)

한골매고 두골매고
삼세골로 매어가니
부고왔소 부고왔소
부모죽은 부고왔소
댕기끌러 남게걸고
비녀빼어 가슴찔러
신은벗어 손에들고
집이라고 돌아와서
씨금씨금 씨아바씨
부모죽은 부고왔소
에라요거 물러서라
매던밭을 매라하되
씨금씨금 씨어마씨

부모죽은 부고왔소
에라요년 물러서라
보리방아 찍어놓고
가라하네 가라하네
씨금씨금 씨누님아
부모죽은 부고왔소
에라요거 물러서라
불넣어놓고 가라하데
동동동동 동시님아
부모죽은 부고왔소
인제이때 안갔더나20)

어서배삐 길가거라
댕기끌러 남게걸고
비녀빼어 가슴찔러
신은벗어 손에들고

18) 기음을 다 뽑아서.
19) 산같이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밭에.
20) 이제까지 가지 아니했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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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방지방 나아가서
한골넘고 두골넘어
삼세골로 넘어가니
능차소리 나는구나
또한골로 넘어가니
상여소리 요란하다
또한골로 넘어가니
생이머리 보이더라
또한골로 넘어서서
길욱에 상두군아
질밑에 내리거라

질밑에 상두군아
질욱에 오르거라
사촌에도 못오랍씨
곽문쪼께 열어주소
에라요거 물러서라
어제그제 못왔더나
사촌에도 못올캐야
곽문쪼께 열어주소
에라요거 물러서라
어제그제 못왔더나

신현읍 상동리 용산, 주순선 (여, 54)

② 포름포름
옥에갖힌
얼시구나좋다

봄나물은
춘향이는
정말로좋아

콩기름나물이
이도령오기만
너무나좋아

제격이오
기다린다
모르겠네

③ 사리길고 진진밭을
메겉이나 짓은밭을
한골매고 두골매고
시삼십골 매고나니
부모죽은 부고왔네
신은벗어 들고가고
비녜빼어 땅에꽂고
짐이라고 찾아가니
그거로 일이라고

짐심찾아 네가왔나
어므니이 어므니이
그말마소 그말마소
울어매가 죽었다고
부고와서 내가왔소
느그부보 어뎄더노
내가죽어 부고있제

일운면 망치리 망치, 현순금 (여, 83)

옥포동 조라 변순남 (여, 48)

④ 사래질고 광넓은밭에

목화따는 저처자야

혼차따면 심심한데

둘이따면 어떠할까

둘이따면 좋지마는

먼데눈이 에롭다오21)

사등면 사등리 성내, 이금수 (여, 57)

21) 남의 시선이 어렵다는 것은 소문이 나면 야단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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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업노동요

(1) 챗배소리

① (멸치를 퍼올리면서 부르는 노래)

받어라
받어라

받아만 실어라
받어라

연방연방
받어라

자꾸우 받어라
받어라

물캉살캉 실어도라22)

받어라
받어라

받어라
연해연방

받어라
[앞소리군 : 조아라. 가운데 조아줘라]23)

연해연방
받어라

[앞소리군 : 올리라.]
[뒷소리군 : 어어이]

22) 수면과 뱃전이 가지런하도록 멸치를 많이 잡아 배에 싣도록 해 달라.
23) 그물을 조여서 올려라. [  ] 안은 노래하는 가운데 작업 지시를 하거나 탄성을 내는 것이다.

② (만선하여 마을로 들어오면서 부르는 노래)

아애야 애이디야
애야 애이디야

동무는작아도 소리는크네에
애야 애이디야

월출동풍에 달솟는다아
애야 애이디야

[앞소리군: 저어라, 이 사람들아]
애야 애이디야
[앞소리군: 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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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야 애이디야
[앞소리군: 관보야, 불넣거라. 관보야 불넣어라]24)

애야 애이디야
애야 애이디야

동해동천 돋는해에
애야 애이디야

이슬깰줄 내몰랐네
애야 애이디야

애야 애이디야
애야 애이디야

오늘해가 다졌는가
애야 애이디야

골골마다 연기나네
애야 애이디야

애야 애이디야
애야 애이디야

[앞소리군: 관보야, 미수리, 산대미 내라라. 불 많이 옇어라. 솥에 다 옇어라]
애야 애이디야

애야 애이디야
우리네선주 재수가좋아

애야 애이디야
대끝에다 기를달았네25)

애야 애이디야
애야디야디야 좋으아

일운면 망치리 망치, 최태윤 (남, 63)

(2) 조기잡이 그물질 소리

어야디야 어허 어야디야 오호
이그물로 대리거등 억수만대 올라오고26)

어야디야 어야디야 어야디야 오호
오동추야 달밝은밤에

어야디야 어야디야 어허 어야디야
고기가안들면 임생각안날낀데 고기가든께 임생각난다

24) 관보는 선주 이름이라 한다. 멸치를 삶아 건조하기 위하여 불을 넣어라는 말이다.
25) 멸치를 많이 잡아서 만선의 표시인 풍어기를 달았다는 말이다.
26) 이 그물을 당기거든 수많은 고기가 잡혀 올라오고.



제12편 민속문화

- 2646 -

어야디야 어야디야 어허 어야디야
이고기로 싣고서는 짐대끝에다 봉기달고

어야디야 어야디야 어야디야 어야디야
그물로 다대리 간다 졸아보자

어야디야 어야디야 어야디야 어야디야
세노야 세노야 어야디야 어야디야

담아대라 담아대라 담아대라 저거전부싣자
어야디야 어야디야 어야디야 어야디야

한배실었다 어야디야 네싣고가고 딴놈오이라
어야디야 어야디야 어야디야 오호
어야디야 어야디야 어야디야 어야디야

둔덕면 학산리 큰마을, 장종천 (남, 64) 

3) 토목노동요

(1) 달구질노래

① 에이야라차

한살묵어 애비죽고 두살묵어 어미죽고
에이야라차
세살묵어 할무이죽고 네살묵어 할부지죽고
에이야라차
올데갈데 없어서로 삼촌집을 찾아가기
에이야라차
삼촌은 디리차고 숙모는 내찹디다
에이야라차
한살두살 넘어가서 삼십이 넘은후에
에이야라차
장가를 가자하니 앞집에는 궁합보고
에이야라차
뒷집에는 책력보고 궁합에도 못갈장게
에이야라차
한골한등 넘어가니 까막깐치 질밑에서
에이야라차
툭튀어 올라오니 이것도 재변이네
에이야라차
또한골을 넘어가니 질밑에 놀리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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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야라차
질우거로 튀어올라 이것도 재변이네
에이야라차
이네팔자 이뿐인가 그만 이 없습니다에이야라차

연초면 오비리 금구몰, 손찬언 (남, 63)

27) 길을 갈 때에 소리(혹은 이야기)를 하면 날개를 단듯이 빨리 간다는 말이다.

② 어이야라차이

어이야라차아
어기야차 때리나줌세

어이야라차아
아니하고 말일이요

어이야라차아
하고야말제 보고야말까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산중사람은 산을타고

어이야라차아
대마사람은 배를탄다이

어이야라차아
어기야차 소리나하세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키큰나무 곧었더니

어이야라차아
때고나면 숯이된다이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질가는데 소리가날개요27)

어이야라차아
어른이되는데 붕알이날개로다

어이야라차아
키크고 곧은나무

어이야라차아
때고마면 숯이되고

어이야라차아
어기야차 좋던정도

어이야라차아
죽고나면 흙이된다

어이야라차아
어기여차 산이로고나

어이야라차아
놓고때리고 들고나때리자

어이야라차아
여게도때리고 저게도때리고

어이야라차아
곰탁곰탁 때리나보자

어이야라차아
일하는데는 소리가날개요

어이야라차아
밤에하는데는 붕알이날개로다

어이야라차아
어리야차 산이로고나

어이야라차아
산은첩첩 청산이요

어이야라차아
물은출 녹수로다

어이야라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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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구야껑충 뛰지마라
어이야라차아

네잡으로 내안간다
어이야라차아

어기여차 산이로고나
어이야라차아

이산저산 남 비어
어이야라차아

객마산에 절을지어
어이야라차아

그절안에 피는꽃은
어이야라차아

반만피어도 화초로다
어이야라차아

어기여차 산이를고나
어이야라차아

옛님이 오실란가
어이야라차아

주춧돌에 땀이나고
어이야라차아

정든님이 오실란가
어이야라차아

요내몸이 굽이로친다
어이야라차아

어기여차 산이로고나
어이야라차아

내적맺은 짚은정도28)

어이야라차아
죽고나니 헛되더라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세상중에 만물중에

어이야라차아
사람밖에 여루할까

어이야라차아

인생일자 났다가요
어이야라차아

이런일이나 하고나죽지
어이야라차아

무신일로 하겄는고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어기야차 산이로다이
어이야라차아

산지조종은 곤룡아산이요
어이야라차아

산지조동은 곤룡아산인데29)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요게도다지고 저제도다지라이

어이야라차아
어기야차 산이로다이

어이야라차아
깊은산중 고드름은

어이야라차아
봄비잦아서 녹이내고이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키크고 곧은나무는

어이야라차아
때고나면 숯이되고이

어이야라차아
딸구는달군데 아니하까이
우리인생은 한번가이면

어이야라차아
흙히되고 마는구나

어이야라차아
물은흘러 흘러가고

어이야라차아

28) 늦게 맺은 깊은 정도.
29) 山之祖宗은 崑崙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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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지때를 울을삼고
어이야라차아

어기여차 산이로다
어이야라차아

질가는데는 날개로다
어이야라차아

노는데는 소리로다
어이야라차아

어기야차 산이로다
어이야라차아

반공중에 뜬구름아
어이야라차아

비들었나 눈들었나
어이야라차아

눈도비도 아니들고
어이야라차아

소리명창 내들었네
어이야라차아

소리명창 화중선이
어이야라차아

앉아쳐도 돈주는데
어이야라차아

우리겉은 초로인생
어이야라차아

서서쳐도 돈안주데
어이야라차아

어기야차 소리를고나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청천하늘에 잔별도많고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저게저달은 독자라도30)

어이야라차아
천하국을 다보는데

어이야라차아
요네눈은 둘이라도

어이야라차아
서발길은 못보고나

어이야라차아
어기야차 산이로다

어이야라차아
나무는 손없어도

어이야라차아
일천가지를 흔드는데

어이야라차아
요내손은 둘이라도

어이야라차아
가는부모를 못잡더라

어이야라차아
어기야차 산이로다

어이야라차아
산지조종은 곤룡아산인데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꽃아꽃아 곱은꽃아

어이야라차아
높은봉에 피지말고

어이야라차아
어기야차 산이로다

어이야라차아

연초면 오비리 당산몰, 윤부금 (여, 56)

30) 獨者라도, 즉 하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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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어허여루 딸구야

어허여루 딸구야
이딸구로 다지서로
어허여루 딸구야
우리저수지 물을실어
어허여루 딸구야
신농씨 본을받아
어허여루 딸구야
농사짓기로 힘을쓰자
어허여루 딸구야
이방아가 누방안고
어허여루 딸구야
강태공의 저작방아
어허여루 딸구야
자나새나 찧은방아가
어허여루 딸구야
빈방아만 찧었구나
어허여루 딸구야
찧어라보자 다지라보자
어허여루 딸구야
우리저수지 물실어놓고
어허여루 딸구야
우리둑에다 북굉수치고

어허여루 딸구야
술도묵고 놀아나보자
어허여루 딸구야
다지라찧어라 딸구로구나
어허여루 딸구야
우리저수지 물실어놓고
어허여루 딸구야
딸구질하여 물실어보자
어허여루 딸구야
물을싣고 농사로지어
어허여루 딸구야
신농씨 본을받아
어허여루 딸구야
방방골골 농사지으세
어허여루 딸구야
이농사로 얼른지어
어허여루 딸구야
나라봉양을 하신후에
어허여루 딸구야
부모봉제를 지내보자
어허여루 딸구야

장목면 시방리 살방, 양또순 (여, 74)

4) 채취노동요

(1) 나무군노래

① (나무군노래)

저건네 남산밑에
나무비는 남도령아
오만나무 다비어도
저족대랑 비지마라
올키우고 후년키아

후아내자 후아내자
낚숫대를 후아내자31)

낚아내자 낚아내세
옥당처녀 낚아내자
낚아내면 능사되고

31) 낚싯대를 휘어내자, 즉 낚싯대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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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천마디 삼길적에

한마디만 더생깃으면
지게목발 두드리고
산천초목 올라가지
얼시구나좋다 지화자가좋네
어찌가나좋을지자 모르겠네

백만장자 개아들놈도
돈떨어지면 적막강산
여동한이도 돈있으면

산천리강산이 금수강산
얼시구나좋다 정말로좋네
어찌나당신도 못잊겠소

이산저산 양산중에
슬피우는 종달새야
저제야봉산 어데두고
요기와서로 슬피우노

옥포동 조라, 여동한 (남, 50)

③ (산타령)

산아기로고나 에에어 남기야남기야
나도솔개비로 낫이나 썩썩갈아
제게등테다 꽂아 짊어지고
저건네 큰아기 무덤에
쑥대 벌초로 갈거나

어어 에히야 에히야 어야로구
나는죽어서 약쑥이되고 어어
큰아기 만낼적에 어난곳에나 만낼거나

에에~

옥포동 조라, 홍또악 (여, 70)

못낚으면 상사되고
능사상사 고를매어

만년토록 살아보자

사등면 사등리 성내, 김미생 (여, 68)

(2) 꼴베기노래

① (하산할 때 노래)

어여루 방호야
어여루 방호야

어여루 방호야
어여루 방호야

어여루 방호야
어여루 방호야

동무는작아도 소리는크네
어여루 방호야

일락서산에 해떨어지고
어여루 방호야

월출동풍에 달솟는다
어여루 방호야

어여루 방호야
어여루 방호야

방호소리도 잘도한다
어여루 방호야



제12편 민속문화

- 2652 -

동해동천 돋는불이
어여루 방호야

이슬깰줄은 내몰랏네
어여루 방호야

어여루 방호야
어여루 방호야

우리동무들 잘도하요
어여루 방호야

방호소리도 잘도하요
어여루 방호야

오늘해가 다졌는가
어여루 방호야

골골마다 연기나네
어여루 방호야

우리각시는 어데가고
어여루 방호야

밥할줄을 모르는가
어여루 방호야

어여루 방호야
어여루 방호야

우리농부는 꼴을비고
어여루 방호야

방호소리도 잘도하네
어여루 방호야

어여루 방호야
어여루 방호야

일운면 망치리 망치, 최태윤 (남, 63), 김주(남, 59)

(3) 나물캐기노래

① (나물캐기노래)

산에올라 들귀경하니

연기있어 들둘 네

들에내리 산귀경하니

풀피어서 산둘 네

산은첩첩 청산이요

물은출 옥수로다

옥수난간 높은봉에

달떠오면 뵈기좋네

우리문전 사랑도앞에

임노는것두 뵈기좋소

진주덕산32) 얽은독에

절로삭은도 가랑주야

딸을하여서 날주던장모

이술한잔을 들고나가소

진주덕산 앞모정에

장기두던도 처남손아

여자일색 너거누우

남자호걸 나를도라

이산저산 양산숲에

슬피우는 송낙새야

네아무리 슬피운들

없던누이 생기나나

맹화라도 넌덕석에

년중화야 저새쳐라

네아무리 후여한들

임본새가 날아갈까

신현읍 상동리 용산, 배천수 (여, 58)

32) 晋州 德山, 지금은 산청군 덕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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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바구미만 불아주소)

동동 할마씨33)

한바구미만 캐어도오
두바구미만 되어주소
동 동 할마씨

비나이다 비나이다
동동 할마씨

한바구만 불아주소

사등면 사등리 성내, 신만순 (여, 54)

③ 동동 할마씨
많이도 하지말고

젝기도 하지말고
한바구미만 불아주소

거제면 내간리 내간, 박또악(여, 70)

(4) 뽕따기노래

① 뽕따러 가아자 뽕따러 가아자
황해도 봉산에 뽕이나 따로가자
에헤야 황하야34) 어절좋고 맛있다
내가내 사랑가 뽕도따고 임도보고
겸사겸사 하여서 뽕이나 따로가자
예헤야 황하야 어절좋고 맛있다
내가내 사랑가 인력거를 타고도
임찾아 가아니 우리님은 차로타고
천리로 가았네 어화둥둥 어화둥둥
어화둥둥 어화둥둥 속에서 놀아보자

하청면 어은리 장곶, 김옥란 (여, 75)

② 시누올케 똥따다가 대동강에 떨어졌네
거동보소 거동보소 우리오빠 거동보소
옆에동생 차놓고 먼데올케 손질잡고
대동강을 건너가네 나도언제 환성하야
저캉같은 임을만나 백년해로 하여살가

사등면 사등리 성내, 이종연 (여, 41)

33) 이월의 風神 동할매.
34) 가창자가 뜻을 잘 모른다. 제3행의 황해도가 변한 것인지, 중국의 黃河인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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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적노동요

(1) 삼삼기노래

① (장가노래)        
서른하고 열아홉에
첫장개로 갈라한들
앞집에는 궁합보요
뒷집에는 책력보요
책력에도 못갈장개
궁합에도 못갈장개
하늘땅이 말기는데
기우디라35) 가는장개
말우게라 열두군사
말밑에라 열두군사
스물너이 가는길에
난데없는 깡치새끼
길우그로 앙성한다36)

뒤에오는 상객삼춘
저런것도야 자장이요37)

아라아가 그말말아
산짐승이 제말한다
저모링이 넘어간들
말우게라 열두군사
말밑에라 열두군사
스물너이 가는길에
난데없는 깡치새끼
질우그로 대항한다
뒤에오는 상객삼춘
저런것도야 자장이요
아라아가 그말말아
산짐승이 제말하네
저모링이 넘어가니

저게오는 저실랑은
양만치 가시는가

편지일장 받으시오
왼손에다 받아서로
오른손을 펴어보니
부고로다 부고로다
신부죽은 부고로다
뒤에오는 상객삼춘
오든길을 회양하소
기우디라 내띤걸음
내가갔다 댕기오마
첫대문을 열고보니
무는개도 다섯바리
짖는개도 다섯바리
두대문을 열고보니
차는소도 다섯바리
우는새도 다섯바리
쟁인장모 울음소리
못방문을38) 열고보니
원앙침 잣베개는
자는듯이나 베었고나
앵도겉은 요네인물
배오산을 하느라고39)

몰굴레겉은 은가락지
수하지고름에 꼽빼어서
못방못에 걸어놓고
임오드록 기다린다
참버들아 참당새기40)

35) 기어이.
36) 대어들어 반항한다.
37) 저런 것도 재앙의 전조요.
38) 안방의 한 모퉁이에 만든 작은 방의 문을.
39) 가창자는‘죽느라고’의 뜻이라고 한다.
40) 참버들로 엮어서 만든, 음식 운반용 작은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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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버들 띠당새기
날줄라고 장만은음석
상두군이나 청해믹이소
쟁인장모 울지마소

사래질고 광넓은길에
울고가는 날만하요

사등면 사등리 성내, 김필연 (여, 56)

② 각시야자자 각시야자자
삼던삼가래 걸어놓고
보던책장 덮어놓고
안고지고 사랑을가지

얼시구좋네 지화자
아니놀고 무었하리

옥포동 조라, 강진아 (여, 57)

(2) 물레노래

① 물레야 뼁뺑 제질로 돌아라
넘으집 귀동자 밤시슬 맞는다
물레야 뺑뺑 재질로 돌아라

거제면 내간리 내간, 김재연 (여, 56)

② 물레씨가 병이나서
어마네집으로 이고가니
미친년아 기든년아

깨국을 볼라서
해씨고 비씨보제

하청면 어은리 장곶, 김옥란(여, 75)

③ 우리물레 병났는데
무어하몬 좋겠나노
이웃할매 돌아와서
아가아가 왜우노
울오마니 죽고난께

물레씨가 병이났소
아가아가 왜우노
그럴것이 아니라
깨국시로41) 꼭찍어볼라라

사등면 사등리 성내, 김또악이 (여, 80)

(3) 베틀노래

① 시방세상 할 일없어
옥문간에 베틀채리
베틀다리 네다리는
동서남북 갈라놓고
가리새를 조아매고

앉을께를 돋이놓고
그우게 앉은양은
어루어 감사하야
시계추에 앉은듯이

41) 으깬 깨의 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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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랑개를 두른양은
북두칠성 내둘 고
채똥옷 곱은양은
남해산 무지갯발
두린듯 허고
자질개 물을주어
이리저리 씻인양은
천상에 은하수요
백가사 물을준듯
북나드는 형용은
왕소군이 알을안고
백운간을 넘나든듯
눌림대는 호부래비
미침대는 두형제요
앵애대 삼형제는
차리차리 갈아들고
저나우손 노는형용

나오라고 손짓헌듯
용두마리 우는소리
청천에 외기러기
임을잃고 임그리는듯
뵈기미 두드리는양은
용마군중 들어간다
정절쿵 도투마리
정절쿵 넘어가니
저잔뱃대 흐르는양은
좌우용이 자두날때
화살이 분명허고
신나무 노는양은
강태공의 낚싯대요
대동강에 던져놓고
고기낚는 형용이네

연초면 오비리 금구몰, 손찬언 (남, 63)

② 한림학사 전고래42)

세상살이 막심해
옥난간에 베틀채리
베틀다리 네다리
동서남북 갈라놓고
앉일께 돋은양은
그우에 앉은양은
노양각시 자기하고43)

몰키로 덩이차고
신나무 저신줄은
오른발에 들끼차고44)

보디기깡깡 치는양은
봉봉산천 뛰논다
요리조리 가는북은
황금두건 드리씌고
신중을 돌아든다

요게조게 꼽는채똑
남해남촌 무지개바람에
불칼받던 경이야
자질개 요리저리
물을주는 형용은
견우직녀 오실적에
화장하던 형국이요
도투마리 미는양은
소박하다 다시님이
등 치는 형국이요
잉앳대 삼형제요
늘붓대 호부래비
강대봉을 띠를띄고
높은봉을 구경가는형이야
나부손 노는양은
홍문안46) 높은잔치

42) 翰林學士 傳古來.
43) 坐其하고.
44) 들끼워 차고.
45) 身中, 즉 베틀 속.
46) 鴻門宴, 즉 鴻門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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깻대47)톡톡 튀는양은
우리나라 식년할때48)

활촉쏴던 형이야
도투마리 미는양은

소박하다 다시님이
등 치던 형이야

둔덕면 학산리 큰마을, 박갑순 (여, 66)

6) 도정노동요

(1) 방아노래

① 꽁다고 꽁다고 찧은방아
언제나 찧고서 모실갈꼬

옥포동 조라, 여문악 (여, 67)

② (디딜방아노래)        
찰카닥 찰카닥 쌀씰는소리
도구대야 장단에 발춤춘다

사등면 사등리 성내, 양말선 (여, 56)

③ (방아노래)
방아방아 물방아야
꽁꽁찧는 물방아야
한술두술 찧어다가

꽁꽁찧고 나마자

사등면 사등리 성내, 양말선 (여, 56)

7) 기타 가내 노동요

(1) 다듬이질노래

① (홍두께노래)

홍두께방망이 박달나무
큰애기손씨로 놀아난다
홍두께방망이 얼매나좋아
큰애기솜씨로 놀아나노
그배짜서 옷을해여

우리부모로 입히겄네
우리자석을 입히겄네
우리형님 시집가몬
직령도복을 지야겄네

일운면 망치리 망치, 현순금 (여, 83)

47) 벱댕이.
48) 式年할 때, 과거를 보이는 시기를 정한 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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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장가

① 아가아가 우리아가
자장자장 저짖개야49)

동자동자 재동자야50)

워리워리 수워리야51)

지개지개 양지개야

사등면 사등리 성내, 김득금 (여, 49)

② 어어둥둥 내사랑
사랑사랑 내사랑
서울대52) 사람들은
아가둥둥 어루시되
너가어데서 빠졌노
하늘에서 빠졌나
땅에서풀쑥 솟았나
은자동아 금자동아
칠보칠성 보배동아
부모님한테 소자동아

나랏님한테 충신동아
동네서는 수상되고
문중에서는 어른되고
사모씐 머리보자
붓대잡은 손보자
관띠띤 허리보자
시자신은 발보자
어리둥둥 내사랑
사랑사랑 내사랑

하정면 어은리 장곶, 김옥란 (여, 75)

2. 의식요(儀式謠)

1) 세시의식요(歲時儀式謠)

(1) 지신밟기노래

49) 자주 짖는 개야.
50) 才童子야.
51) 개를 부르는 소리.
52) 서울 지역
53) 배의 중심부에 있는 식사담당의 하장 아이야.

① (첫소리)

성주로다 성주로다
성주근본이 어디메요
겅상도 안동땅이
제비원이 본일레라
제비원의 솔씨를받아
저건네저산에 던 더니
그솔씨가 다자랐네

그솔비어서 배를모아
이물이라 임사공아
고올이라 고사공아
허리칸에 하장아야53)

물때가점점 늦어간다
술 술 배띄아볼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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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끝소리) 

정월에 드는액은 이월한식을 제살하고54)

이월에 드는액은 삼월삼짇날 제살하고
삼월에 드는액은 사월초팻날 제살하고
사월에 드는액은 오월단옷날 제살하고
오월에 드는액은 유월유둣날 제살하고
유월에 드는액은 칠월백중날 제살하고
칠월에 드는액은 팔월한가웃날 제살하고
팔월에 드는액은 구월구일로 제살하고
구월에 드는액은 시월십일로 제살하고
오55) 이 액을랑 똘똘 다 뭉치서
저 넓은 저 대두 한바다에 마 물로 전부 다
일년 다 액을 다 마 똘똘 몰아 다 가 삐라

둔덕면 학산리 큰마을, 장종천 (남, 64)

54) 制煞하고, 즉 재앙을 막고.
55)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 가창하지 않고 주문을 외는 식으로 평탄하게 읊었다.
56) 발인제를 마치고 행상을 하기 전에 상두군이 상여를 매고 상여를 어룰 때 부르는 노래다. 꽹과리를 치면서 앞

소리를 하면 상두군이 뒷소리를 받는데, 채록시에 뒷소리 없이 불 다.

2) 장례의식요(葬禮儀式謠)

(1) 상여소리

① (길끄는소리)56)

눈물섞어 오난비는
섹우섞어 뿌려입고
한숨지어 부는바람
부피북풍 채어입고
오마니야 나는가니
설워말고 잘있거라
나는이무 가건마는
불쌍하신 자식들아
내없다고 설워말고
부대부대 잘살아라
나는이무 이세상을

떠나가니 떠나가니
언제다시 돌아올꼬
내가한번 죽어지면
만척청산 들어가서
음지양지 잘가리고
깊이파고 묻어놓고
숭박이 울이되고
잡동새 벗이되어
양흘공산 달밝은데
나혼자 누웠으니
어떤친지 날찾을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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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롭다 쓸데없다
세상살이 사소롭네
여봐라 소년들아
이내말을 들어봐라
어제청춘 오늘백발
그아니 가련한가
장대한 미색들아
네잘났다 자랑마라
누수놓다 우무중은
공맹한장 양조자도
도덕이 많았으나
실컷혼백 뿐이로다
서산에 지는해는
지고싶어 제가지나
사시에 넘어간다
옥루산천 해떨어지고
월출동정에 달솟는다
백일천하 진시황도
아방궁을 높이짓고
삼천궁녀 시위하고
삼신산 불사약을
구하라고 보냈더니
소식이 돈절하고
사무평배 저문날에
여사행초만 남았구나
과소롭다 이내신세
언제한번 돌아올꼬
청춘세월 더부가니

언제나 살아올꼬
우나니 저두건아
너는무삼 회포라서
양흘공산 던져두고
네혼차 슬피우나
네와나 비구허니
두팔자가 같았구나
그럭저럭 걷는걸음
강둑을 다달으니
선인들이 모아들어
뱃머리에 자판놓고
심청이를 모셔앉혀
뱃장안에 앉히놓고
막막한 창의중에
탕탕하신 물길인가
백빈주 갈매기는
홍노안을 날아들고
심강에 기러기는
평사에 떨어진다
어양강 남은소래
어제긴들 하건마는
안래성주 반구수는
날로두고 이름이라
창살을 건네가니
강태부 간네없고
은하수 바라보니
구삼년을 추원이로구나

옥포동 조라, 강성택 (남, 76)

3. 유희요(遊戱謠)

1) 무용유희요

(1) 강강술래

강강 수울래
강강 수울래

달떠온다 달떠온다
강강 수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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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 달떠온다
강강 수울래

저달이장차 우연히밝아
강강 수울래

장부간장 다놀힌다
강강 수울래

우리세상이 얼매나좋아
강강 수울래

이렇기모아 잔치하고
강강 수울래

강강술래 잘도한다
강강 수울래

인생일장 춘몽이더라
강강 수울래

아니나놀고 무었을할꼬
강강 수울래

노세노세 젊어서노세
강강 수울래

늙고병들면 못노니라
강강 수울래

놀고놀자 놀고놀자
강강 수울래

우리다같이 놀고놀자

강강 수울래
이러다가 죽어지면

강강 수울래
실은녹아 녹수가되고

강강 수울래
뼈는삭아서 진토가된다

강강 수울래
어는하바 하세월에

강강 수울래
우리시방을 다시올래57)

강강 수울래
우리육신 있을짝에

강강 수울래
춤도치고 노래도하고

강강 수울래
놀고놀고 놀아보자

강강 수울래
질기하면 듣기싫다

강강 수울래
노자노자 젊어노자

강강 수울래

장목면 시방리 살방, 양또순 (여, 74)

57) 어느 내세에 우리 이 마을(시방마을)에 다시 태어나겠느냐는 말이다.

(2) 쾌지나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노자노자 젊어노자
쾌지나 칭칭나네
늙어지면 못노니라
쾌지나 칭칭나네
이팔청춘 소년들아
쾌지나 칭칭나네
백발보고 반대마라
쾌지나 칭칭나네

우리도어제 청춘이더니
쾌지나 칭칭나네
오늘백발 더욱섧다
쾌지나 칭칭나네
산천초목은 젊어오고
쾌지나 칭칭나네
인간청춘 늙어간다
쾌지나 칭칭나네
시내강변에 작살도많고
쾌지나 칭칭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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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밭에는 모디도많고
쾌지나 칭칭나네
산천초목에 괭이도많다
쾌지나 칭칭나네
우리네살림 걱정도많다
쾌지나 칭칭나네
시내강변 작살도많다
쾌지나 칭칭나네
동무는작아도 소리는많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얼씨구나 절씨구나

쾌지나 칭칭나네
지화자 절씨구
쾌지나 칭칭나네
어떤사람 팔자좋아
쾌지나 칭칭나네
고대광실 높은집에
쾌지나 칭칭나네
부귀 화 잘사노랴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하청면 어은리 장곶, 조점규 (남, 64)

2) 언어유희요

(1) 대문놀이노래

어든대문을 들어잘꼬
서울남내문 쇠걸었네
그러나저러나 드러옴세

남대야 문어리58)

어든대문을 들어갈꼬

서울남대문 쇠걸었네
그러나저러나 들어옴세

남대야 문어라

일운면 망치리 망치, 제명순 (여, 60)

58) 남대문아 문열어라,

마산포 청에야
두름두림이 엮어라
대꼭딱 청에야
두름두림이 엮어라
마산포 청에야

두름두림이 엮어라
대꼭딱 청에야
두름두림이 엮어라

일운면 망치리 망치, 제명순 (여, 60)

(2) 청어엮기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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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기능요(非機能謠)

1) 여탄요

(1) 시집살이노래

① 성아성아 서촌성아
시집살이 어떻더노
열두폭 모시치매
화태끈에 걸어놓고
눔물 아 다썩더라
도래도래 도래판에
쪼꼬마는 시아제비
수저놓기도 어렵더라
쪼꼬마는 수박식기

밥댐기도 어렵더라
성아성아 사촌성아
쌀한접시 제짓이몬59)

네도먹고 나도먹제
배가고파 왔건마는
생이말로 들어보니
배고픈것 가망없소
애지중지 일심마음60)

장목면 시방리 살방, 양또순 (여, 74)

59) 쌀 한 접시로 밥을 지으면.
60) 마음을 굳게 먹고 배고픈 것을 참자라는 말이다.
61) 열아홉 명이나 밥을 먹는 권속. 여기서부터 화자는 며느리.
62) 여기서부터 화자는 며느리의 남편, 즉 이 집의 아들.

② 동숭동숭 내동숭아
시집살기 어떻더노
시집살기 좋다마는
쪼꼬마는 도래판에
수저놓기 에렵더라

쪼꼬마는 도령아제
밥안준다 울음울어
수저놓고 들고가몬
대답도 안하더라

일운면 망치리 망치, 현순금 (여, 83)

③ 열아홉이 묵는공구61)

나하나를 넘이라고
아니끊은 양초대도
날끊었다고 여기더라
절로죽은 겨오새끼도
날쥑 다고 여기더라
죽을라네 죽을라네
밤중밤중 야밤중에
사약묵고 죽을라네
무대덩테 한이불은

어께넘에다 걸치덮고
샛별겉은 요강단은
발길발길이 쳐놓고
피었고나 피었고나
저승꽃이 프었고나
봉창에라 해돋아도62)

일어날줄 제모른다
웃방으로 올라서서
어머니다 말들으소
천금겉은 넘의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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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약먹고도 죽었다요
어라이놈아 물러서라63)

그여자아니면 여자없나
하도하도 한심하야64)

옷보에는 옷을싸고
명보에는 명을싸고
책보에는 책을싸고
활길겉이도 굽은길을
화쌀겉이도 나는가요

명화닷말 넌덕석에
연중화야 저새쳐라
내아무리 후여한들
임본새가 날아갈까
치고치고도 불씬방에
병풍치고도 불씬방에
임의손길이도 얼른한다65)

신현읍 상동리 용산, 구순선 (여, 54)

63) 여기서부터 화자는 시어머니.
64) 여기서부터 화자는 며느리의 남편.
65) 주검을 모시고 병풍을 치고 촛불을 켜 둔 방에 임의 손길이 어른거린다.
66) 추천하는 명절.

(2) 달거리

정월이라 대보름날은 중천하는 명절인데
청춘남녀 짝을지어 연연삼삼 댕기는데
우런님은 어디가고 단결하자 말이없소

이월이라 한식날은 기자정성 그날인데
북망산천 찾아가서 무덤안고서 통곡하니
무정하고도 야속한님이 아모야말도 아니하네

삼월하고도 삼짇날은 제비는내집을 찾아오건마는
임없는 기러기는 제집을 찾아서가건마는
우런님은 어디를가고 내집을찾아 아니오노

사월이라 초패일날은 석가모니 탄석인데
집집마당 등불을달고 자손발원을 하건마는
하늘보고 별따는식 임없는요몸이 소용있소

오월이라 단오날은 충천명절이66) 아니던가
충천남녀 짝을지어 임과같이도 뛰노는데
우런님은 어디를가고 충천하자 말이없소

유월이라 유두날은 유두명절 아닐랑가
올기쫄기찐방 임없는빈방안에 혼차먹기가 거창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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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월이라 칠석날은 견우직녀 한번만나는데
우런님은 어디를가고 일년에한번도 못만내요
무정하고도 야속한님은 나를찾아서 못오는고

얼시구좋네 지화자좋네 뚱댕거리고 놀아보자

옥포동 조라, 최여금 (여 50)

(3) 첩노래

첩의년을 쥑일라고
이내품에다 칼을징겨
첩의집을 들어가니
낮에가도 범나는골에
밤에간들 범안날까
연치겉이 베짜다가
나부겉이 날아내려
제비겉이 절을하여

큰어무니 와○다가
무어잤고 돌아가요
임이묵던 은담밧대
임이묵던 놋담밧대
담배잤고 돌아가소
이내맘이 이럴적에
남자맘은 오죽하리

사등면 사등리 성내, 옥명순(여, 72) 

(4) 사친가

① 울오나니 죽든날밤에
울올케가 나를쳐서
어찌만치 울었던지
베개야모에 소이졌네
오리한쌍 겨오한쌍

대동강은 ○에두고
눈물강이 강이라고
둥굴둥씰 떠 온다

② 한살묵고 애미죽고
두살묵고 애비죽고
갈데올데 없어서로
삼촌집을 찾아가니
우리삼촌은 듸리차고
숙모님은 내차더라67)

생이머리 날을하고

동숭머리 씨를하야
열두새라 보디집에
세상없는 베를나야
저승하고 이레장에
부모사로 가잉께나
오만장은 다있어도
부모사는 장은없데

67) 숙부는 같은 혈연이라 집안으로 차 넣고, 숙모는 다른 핏줄이라 구박하여 집밖으로 내 차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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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가아가 우는아가
느그마니 어데갔노
황천가는 배를타고
거제산천 구경갔소
언제언제나 온다더노
놋접시다가 대를키와

그대커서 왕대되어
왕대끝에 학이앉아
학이우면 온답니다

사등면 사등리 성내 양말선 (여, 56)

④ 울오마니 날갖어서
죽장국을 원하더니
그대커서 학이앉아
학은점점 젊어오고
우리부모는 간곳없네
울지못한 닭이되고

울지못한 개가되고
우리부모 산소등에
솔숨거서 화로다

옥포동 조라, 여문악 (여, 67)

2) 처녀총각문답요

(1) 댕기노래

① 팔라당 팔라당
수갑사 댕기는
담장안에서 날속인다
이댕기가 누댕기냐
우리올케는 눈치댕기
우리아버지는 기염댕기

우리오빠는 사랑댕기
천지사방을 눈치줘도
나는좋아 오빠전에서
사랑댕기가 나는좋아

사등면 사등리 성내, 김미생 (여, 68)

② 한성밖에 널뛰다가
한성밖에다 잃은댕기
군아군아 서당군아
주은댕기 나를주라

임자없이 주운댕기
눈꽁없이 니를주까68)

거제면 내간리 내간, 김임순 (여, 60)

③ 반듯반듯 옥비녀꼭지
담장속에서 날속이네
팔랑팔랑 수갑사댕기

골목속에서 날속이네

거제면 내간리 내간, 성옥동 (여, 70)

68) 임자가 없어 주운 댕기를 눈맞춤 없이 너를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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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건노래

수건수건 반베수건
임이주던 반베수건
수건귀가 떨어지몬
사랑조창 떨어지나

얼씨구절씨구 지화자좋다
얼매나좋은줄 모르겠네

둔덕면 학산리 큰마을, 이서운 (여, 64)

(3) 줌치노래

갓없는 저바당에 뿌리없는 남기나서
가지가지 열두가지 잎은삼백 예순이라
그끝에 여신열매 무엇인줄 몰랐더니
열 고나 열 고나 해가달이도 열 고나
해는떠서 줌치집고 달은떠서 안들대고
상별따서 상침놓고 중별따서 중침놓고
무지개선을 둘러서 팔도색을 끈을달아
남내문밖에 걸어놓고 올라가는 신관사또
내리오는 구관사또 팔도구경 하지마는
줌치구경 하고가소 누랑누랑 집었는가
서에서천 서둔아기 동에동천 돋은아기
둘이앉아 집은줌치 달에집고 불에집고
홋닷냥이가 제값이면 열에닷냥이 중값이네

거제면 내간리 내간, 조필금 (여, 54)

(4) 쌍가락지노래

쌍금쌍금 쌍가락지
혼적지를 딱아내여
먼데보니 달이로다
곁에보니 처자로다
처자애기 자는방에
숨소리가 둘이로다
천대복숭 울오랍씨69)

거짓말 말아주소
꾀꾸리라도 그린방에

참새겉이도 내누웠소
동풍이 건들하니
풍지떠는 소리로다
야아래라 반마당에
알쑹달쑹 갈복쟁이
아리담쑥 집어먹고70)

꽃과같은 임의품에
자는듯이 죽고지야

일운면 망치리 망치, 제명순 (여. 60)

69) 천도복숭아처럼 귀한 우리 오라비.
70) 얼룩덜룩 무늬가 있는 복어를 담박에 집어 먹고 죽겠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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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노래

등넘에라 패를심어
배밭매러 내갔더니
난데없는 도령총각
그패이름 무엇인가
이패이름 갱패로다
갱패좋다 갱처자야
비녀주마 날캉살자
댕기주마 날캉살자
비녀댕기 돈닷냥에
만냥몸을 잽힐쏘냐

우리동생 봉성기미
곱게길러 네를주마
느그동생 봉성기미로
열을줘도 내사싫네
우리동생 봉성기미
정지돌에 불을밝혀
마음가고 뜻가는데
꿈에라도 가고지야

거제면 내간리 내간, 조금필 (여, 54)

3) 동 요

(1) 앞니 빠진 개오지

앞니빠진 개오지
웃고랑에 가지마라

아랫고랑에 가지마라
빈데한테 뺨맞을라

사등면 사등리 성내, 서석순 (여, 59)

(2) 쪼바리콩

쪼바리밭에 불났다
병풍치고 불끄자

올콩졸콩 쪼바리콩

하청면 어은리 장곶, 임봉진 (남, 70)

(3) 가리는 불아주소

동동 할마씨
무거리는 나가고

기리는 불아주소

하청면 어은리 장곶, 이월아 (여, 70)

(4) 애박애박 깔애박

애박애박71) 깔애박 짚내래기 풀속

71) 이야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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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문이 찔그럭 나막신이 떨걱

신현읍 상동리 용산, 배천수 (여, 58)

(5) 새야새야 파랑새야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남게 앉지마라
녹디꽃이 떨어지몬

청포장시가 울고간다

하청면 어은리 장곶, 신악이 (여, 71)

4) 타 령

(1) 담밧구타령

귀야귀야 담방귀야
동래나울산에 담방귀야
너거국이 어떠커컨데
대와나대대 굴리나왔노72)

은을가지고 네나왔나
돈을가지고 네나왔나
은도돈도 내사싫다
담배씨세낱 내가지왔다
사래질고 광넓은밭에
수수술수리 흩쳐서로
밤이되면 찬이실맞고
낮이되면 녹수로맞는다
겉에그닢 젖히놓고

안에야속닢을 따치내여
은장도 드는칼에
어스사시기 써어리어
유월땅땅 째우는볕에
아시락어시락 몰라가이고
담배를한대 풋고나니
목구멍안에 실안개돈다
또오한대 풋고나니
손톱발톱이 육갑짚는다73)

사방육백리 쑥둘러빠진다
또오한대 풋고나니
청룡황룡이 꼬리를친다74)

둔덕면 학산리 큰마을, 박갑순 (여, 66)

72) 대대로 굴러서 이러 왓느냐.
73) 손발이 떨린다는 말이다.
74) 정신이 몽롱해진다는 말이다.

(2) 장타령

일자한장 들고봐
일월이송송 배송송
밤중샛별이 연연해
임의생각이 절로난다

어어품마 잘한다
이자한장 들고봐
이등에저등에 북소리
앵도기생이 춤잘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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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품마 잘한다
삼자한장 들고봐
삼오신랑 또신랑
신장주리도 어리로다

어어품마 잘한다
사자한장 들고봐
사지장천 걷는걸음
점심때가 늦어간다

어어품마 잘한다
오자한장 들고봐
오때때때로 가는차
육도말로 집어타고
제골송서방 찾아간다

어어품마 잘한다
육자한자 들고봐
우리형지 육행지
육갑만짚고 앉아도
묵을것만 생긴다

어어품마 잘한다
칠자한장 들고봐

칭보단장 고운머리
지름만살큼 발라도
중신애비만 딸른다

어어품마 잘한다
팔자한장만 들고봐
파라파라 짚이파라
짚이파몬 네죽는다

어어품마 잘한다
구자한장 들고봐
구십살묵은 노인이
구들막앉아 똥싸놓고
웃목에앉아 밥묵음서
손자한테 미룬다

어어품마 잘한다
장자한자 들고봐
저순대안에 장들었다

어어품마 잘한다
품품 잘한다

사등면 사등리 성내, 옥경선 (여, 54)

(3) 화투타령

정월솔가지 송송이예자
이월매조 이상하네
삼월사꾸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흑손해여
오월난초 난초나비
유월목단 앉았구나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 달도밝다
구월국화 굳은마음
시월단풍이 떨어졌네

사등면 사등리 성내, 옥경선 (여, 54)

(4) 떡타령

떡떡떡 가래떡
떡떡떡 가래떡
제피고물에 찰시리떡

강원도놈은 강냉이떡
욕지놈은 고구매떡75)

해변놈은 파래떡

75) 욕지는 통 시 욕지도. 고구마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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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놈은 쑥떡
연화섬놈은 홍합떡76)

고성놈은 가래떡
일본놈은 모찌떡
우리통 양반은 부끼미떡77)

떡떡떡 다씔어모아
가래떡을 짐대세와
부끼미를 돛을달아
쑥떡으로 따리박아78)

선주약주를79) 가득싣고

춤잘추는 무배싣고
소리잘하는 장종천80)이싣고
장난잘하는 학두루미싣고
요새새벽된바람 잘불었다
통 가서로 소주로한독
덜 받아싣고
비기미81)밖에 소주섬으로
놀러나갈꺼나 에라만수

둔덕면 학산리 큰마을, 장종천 (남, 64)

76) 연화는 통 시 옥지면 연화리(연화도), 홍합의 특산지이다.
77) 부침개떡.
78) 쑥떡으로 키를 박아.
79)仙酒藥酒, 즉 좋은 술을.
80) 가창자의 이름, 자기 자신도 그 배를 함께 탄다고 익살스럽게 노래한 것이다.
81) 통 시 한산면 비진도.

(5) 장기 타령

상투배기 저노인이
뚜댕뚜댕 장기만둔다네
장이야궁이 장받아라
차가가면 포떨어진다
휘우명세 밝은날에
긴담뱃대 끄덕끄덕

이장기를 이기며는
눈을살까 밭을살까
장기판 술한상에
세월이 가안다

사등면 사등리 성내, 양말선 (여, 56)

5) 선박요

(1) 배노래

① 강남땅 강제비가
솔씨한쌍을 물어다가
거제봉산에 던졌더니
그솔이점점 자라나여
한모디기가 되었고나
솔모디기가 되었고나
대모디기가 되었고나
거두로 썩썩갈아

왼어깨라 짊어지고
소산에올라 소목을내고
대산에올라 대목을내어
그산에 솔을비여
조그만하기 배를모아
양금둥실 띄와놓고
일등기생을 뽑아실고
이물에라 임사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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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올에라 고사공아
물대밑에 화장아야82)

물때점점 늦어간다

술 술 배 어라

신현읍 상동리 용산, 주순선 (여, 54)

② 한송정 솔을비어
조그만하게 배를모아
한강에다가 띄어놓고
술이며안주 가득실고
소주약주로 많이실고
일등미색 요색을실고
고올이라 고사공아

이물에라 임사공아
물때가점점 늦어간다
술 술 배띄워라
강능경포대 달맞이매간다
어라만소 대신이야

하청면 어은리 장곶, 김옥란 (여, 75)

③ 서울이라 남기좋아
죽절비네로 다리놓아
그다리를 건네가니
노양찰칵 소리난다
서울이라 남기좋아
서른세채 배를모아

나갈짝에는 서른세채
들올짝에는 다문두채
임탄배는 소리로주고
장사배는 장단친다

사등면 사등리 성내, 김필연 (여, 56)

(2) 배선왕노래83)

우리 청년들아
부리시라 부리시라

먼바당으로 가거들랑
부리시라 부리시라

바람길도 막아내고
부리시라 부리시라

구름길도 막아내고
부리시라 부리시라

명지바당84) 실바람에
부리시라 부리시라

안고온다 지고온다
부리시라 부리시라

은천돈천 병조호호조천
부리시라 부리시라

몸에쌈돈 허리줄돈을85)

부리시라 부리시라

만선선왕을 부리시라
부리시라 부리시라

장군선왕을 부리시라
부리시라 부리시라

하늘선왕을 부리시라
부리시라 부리시라

받을선왕을 부리시라
부리시라 부리시라

이물선왕을 부리시라
부리시라 부리시라

고올선왕을 부리시라
부리시라 부리시라

성주선왕을 부리시라
부리시라 부리시라

일운면 망치리 망치, 현순금 (여, 83)

82) 화장(밥도 짓고 잔심부름하는 직분을 맡은 선원)아이야.
83) 원래 배선왕굿할 때에 부르는 무당노래인데, 민요화되어 명절에 놀 때 부른다고 한다.
84) 명주처럼 부드럽고 잔잔한 바다.
85) 銀도 千, 돈도 千 즉 고기를 잡아 많은 돈을 벌어서 몸에는 쌈지돈, 허리에는 전대돈을 가득 찬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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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지매 놋다리

가지매는 놋다리86)

거제는 산달이87)
둥은 개다리88)

하청면 어은리 장곶, 임봉진 (남, 61)

6) 거제도요(巨濟島謠)

(1) 거제 봉산타령

뒷동산 싸리나무
꽂감꼬쟁이 다나가고
뒷동산 박달나무
홍두깨방마치 다나간다
홍두깨방마치 팔자좋아

큰애기손길에 다달으니
우리집에 가죽나무
친구가매채 다나간다

하청면 어은리 장곶, 김옥란 (여, 75)

(3) 가지매 옥녀봉

① 가지매 옥녀봉
제얼마나 잘나아
한해야 한철씩
인조산이 된다야89)

에헤야 데이야

에이 좋네
만일 장천을
안고지고 놀자

사등면 사등리 성내, 이종연 (여, 41)

② 가지매 옥녀봉
허얼안개 도올고
울의님 술잔에
귀동자 돈다

에이야 데이야

에이 좋네
만일 장천을
안고지고 놀자

사등면 사등리 성내, 이종연 (여, 41)

86) 가지매는 사등면 가조도(加助島), 가조도에 놋다리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것을 두고 가조도와 거제도 사이에 놋쇠
로 만든 다리가 있었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87) 거제면 법동리 앞의 산달도(山達島).
88) 둥은 永登의 변음으로 둔덕면 학산리의 옛이름, 여기에‘-다리’라는 각운을 붙일 것이 없으니까 재미나게

‘개다리’라고 붙인 것 같다.
89) 추석에 사람이 산에 많이 올라가 사람의 산, 즉 인조산(人造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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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지매 나룻배

가지매 섬나자
오빠를 이잃고
나룻배 올랑촐랑
오빠생각 나안다

에이야 데이야

에헤이 종네
어루아 디어라
사나지는 고나

사등면 사등리 성내, 이종연 (여, 41)

(5) 방개방개 구방개

방개방개90) 구방개
야주가났다 이물섬91) 하청면 어은리 장곶, 이월아 (여, 70)

(6) 동네 노래

구조라동네 도투마리동네92)

아현랑동네 소투리동네93)

에기미라 반도방에94)

반활량이 다모아드네

일운면 망치리 망치, 제명순 (여, 60)

(7) 동네 재담95)

학동96)가서 학을한마리타고
고동기미97)가서 고동하나주어먹고
망태98)와서 망을딱보온께
윤돌99)가서 윷을한판놀고
구조라가서 국을한그릇사묵고
지세포가서 쥐를한마리잡아서

배숲개100)가서 배하나따묵고
장승표가서 세장을봐서
마산가서 마차를타고
부산을간논께 부대해서101)

일본시모노새끼로 건네갔다

일운면 망치리 망치, 송복금 (여, 58)

90) 방개는 밤개의 변음, 장목면 율천리(栗川里), 이물섬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마을이다.
91) 야단이 났다. 이물섬(利水島). 밤개와 이물섬이 대한해협을 마주보고 있어서 왜구의 침노가 심해서 생긴 말이라

한다.
92) 일운면 구조라는 갑(岬)에 형성된 마을이므로 도투마리처럼 마을 가운데가 잘룩하게 들어 가서 이렇게 노래했다.
93) 일운면 아현리는 지형이 오목하여 소쿠리 동네라 한다.
94) 어금(어떤 지역의 근처)이라 반도방(半道傍)에, 아현리가 비교적 번화한 지세포와 구조라에 접한 마을로 그곳을

왕래하려면 이 마을을 거치므로 생긴 말이다.
95) 가창하지 않고 평탄하게 재담조로 읊었다.
96) 동부면 학동리 학동.
97) 동부면 학동리 수산.
98) 일운면 망치리 망치.
99) 일운면 망치리와 구조라리 사이에 있는 윤돌섬.
100) 거제면 오수리 죽림, 대숲개의 변음인 듯하다.
101) 마음이 부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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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양산촌 연지동

산양산촌102) 연지동안에
비단거우가 떠들어오네
아리싸리 구월인랑가
얼싸좋다 명당초야

목에목에 오시목에103)

등달았다 죽림포야104)

일운면 망치리 망치, 제명순 (여, 60)

(9) 큰애기 노래

① 망치 땅땅 큰애기는
청태 때기로105) 나가고
구조라 땅땅 큰애기는
열이 다시러106) 나가고
가부랑107) 땅땅 큰애기는
개조개 파러 나가고

복108) 땅땅 큰애기는
개조개 파러 나가고
큰애기 마다 다그런가
그런 사람이 따로있제

일운면 망치리 망치, 현금순 (여, 83)

102) 동부면 산양리 산촌 마을, 현재는 산양리와 산촌리로 분리되어 있다.
103) 거제머녀 오수리 오수 마을.
104) 거제면 오수리 죽림 마을, 죽림포는 조선조 중기 이후에 수군의 이 있어 어해정(禦海亭)을 건립했던 곳이다. 

당시 군점행사가 큰 구경거리 다고 한다. 그 때의 광경을 노래한 것이다.
105) 파래(靑苔)를 김처럼 말리기 위하여 지푸리가 발에 뜨는 일하려.
106) 홍합을 따러.
107) 동부면 가배리 가배.
108) 동부면 오송리 복.

② 우지라 뚝딱 금사머리다
우리 동네 경사철철
지나나 지나 상살래
양화 야요

양화 양태 큰애기
청태 띄기로 나간다

야요 야요
우지라 뚝딱 금사머리다

우리 동네 경사철철
지나나 지나 상살래

둔덕골 땅땅 큰애기
밑 궁딩이 동그라
누울 자리만 밝히고

야요 야요
우지라 뚝딱 금사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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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경사철철
지나나 지나 상살래

구조라 땅땅 큰애기
열이 다시러 다나간다

야요 야요
우지라 뚝딱 금사머리다

우리 동네 경사철철
지나나 지나 상살래

산촌 땅땅 큰애기
수포 치기로 다나간다

야요 야요
우지라 뚝딱 금사머리다

우리 동네 경사철철
지나나 지나 상살래

구치포 땅땅 큰애기
미수리 치기로 다나간다

야요 야요
야요 야요
우지라 뚝딱 금사머리다

우리 동네 경사철철
지나나 지나 상살래

일운면 망치리 망치, 송복금 (여, 58)

③ 산양 산촌 큰애기들은
세상 일로 몰라서
제밥담아 솥두방밑에 옇는다109)

야아용 야아용
다숲개 땅땅 큰애기들은
망싱이 엮기로 나간다

야아용 야아용
대밭골 땅땅 큰애기들은
앞산이 텅텅 백힌다110)

야아옹 야아옹
둔덕골 땅땅 큰애기들은

109) 동부면 산양 산촌은 거제도에서 산골로 피난처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처녀들은 자기 밥을 솥뚜껑
아래 솥 안에 넣어 두는 조바심을 지닌다는 말이라고 한다.

110) 대밭골은 둔덕면 죽전리, 좁은 골짜기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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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리 짜기로 나간다
야아옹 야아옹

하둔 땅땅 큰애기들은
모심그로 나간다

야아옹 야아옹
녹섬 땅땅 큰애기들은
말뚝조개 파기로 나간다

야아옹 야아옹
화도 땅땅 큰애기들은
꼬시래기 엮기로 나간다

야아옹 야아옹
소쿠리섬 땅땅 큰애기들은
굴태기로 나간다

야아옹 야아옹
동자리 땅땅 큰애기들은
그물코 뜨기로 나간다.
야아옹 야아옹

(10) 거제칠면 다 댕기도

① 거제칠면 다댕기도
산달섬이 제일이라111)

네도봤나 쿵더쿵덕
나도봤다 쿵더쿵덕

푸르기도 푸르다
네도봤나 쿵더쿵덕
나도봤다 쿵덕쿵덕

하청면 어은리 장곶, 이월아 (여, 70)

111) 이 노래는 매구패가 산달섬에 가니까 어떤 여자가 쪼그리고 앉아 속곳 사이에 자기 살이 보이는 것도 모르고
구경하고 있어서 매구꾼이 그것을 풍물 박자에 맞추어 부르는 것이다.

112) 거제면 산달섬이 都中, 즉 번화하고 좋은 곳이라는 말이다.
113) 남자의 바지를.

② 거제칠면 다댕기도
산달섬이 조중일래112)

캥중 캥중
앞에오는 김도령
뒤에오는 박도령
네도봤나 나도봤다
봤거든 본체만체
남애중구를113) 입었던가

속속굿을 입었던가
벌쑴벌쑴 해었구나
오무라져도 조왕신
네도봤나 나도봤다
보았거든 본체만체
도장문을 열어놓고
도장문을 닫아도
구시월이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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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꽃이 피었구나
동부꽃이 벌름벌름
김서방네 깟밭인가
거무검실 해었구나
오므라졌다 조왕신
벌어졌다 조왕신

캥중 캥중 캥중
이래도 조왕신
저래도 조왕신
캥중 캥중 캥중

사등면 사등리 성내, 김미생 (여, 68)

(11) 굴까는 처녀야

시내갱변에 꿀까는처니야
네언제커서로 내친구될라노
물레테댕기 꼬시랑머리

네언제커서로 내낭자될라노

하청면 어은리 장곶, 김옥란 (여,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