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초록

본 연구는 화성지역에 현재까지 생명력을 가지며 전승되는 마고할미 설화 채

록 자료와 화성군의 지역자료집에 수록되어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자료를 찾

아, 20여 편 자료의 유형과 변이를 밝히고, 전설로 지역의 지표성을 가지고 전승되

는 의미를 논했다. 화성의 쌍봉산, 보금산, 남산, 형도, 오리섬, 쉬섬, 가랭이섬 등

은 마고할미의 우발적 행위로 형성된 지형물로 그 내력이 전승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쌀자루를 지고 가던 마고할미가 쉬어서 만들어진 쌍봉산, 보금산과 형도의 마

고할미가 쉬어간 쉬섬, 남산 마고할미와 힘내기로 던져진 바위 전설의 특징에서 

생성되는 대립자질을 의미화해 보면, ‘움직임 : 쉼(멈춤)’, ‘이동 : 정지’, ‘목적 : 우

연’, ‘의도성 : 우발성’, ‘고정 : 변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마고할미로 생성된 자연

물의 대립자질은 자연에 대한 관념을 돌아보게 한다. 창조신격에게 인간이 바라는 

것은 인간에게 이로운 방향의 목적이 있고 의도적인 지형형성일 수 있지만, 마고

할미를 통해 형성된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발성과 역동성 

그 자체로 존재한다. 

‘힘겨루기’ 화소로 형성된 형도의 탑과 조암리의 바위 전설은 마고할미로 생긴 

지형물들이 왜 사라지고 있는가가 제보자들의 첨언으로 함께 전승된다. 이를 통해 

태곳적 자연을 생성하는 마고할미의 행위와 현대에 자연을 지우는 인간의 행위가 

대립되어, ‘우발적으로 생긴 자연 : 인간을 위한 자연’에 대한 의미가 생성됨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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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마고설화로 생성된 대립자질은 현대에 자연을 대하는 인간 중심의 태도를 

의심하게 하는 포스트휴먼의 담론을 생성하는 데 기여하고, 훼손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논했다.

주제어: 마고할미, 쌍봉산, 쌀자루, 우발성, 역동성, 힘겨루기, 장사(壯士), 형도, 보금산, 

포스트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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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화성지역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승되어온 마고할미 전설이 쌍봉산과 

형도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특히 금강산을 가려던 마고할

미가 쉬려고 쌀자루를 내려놓았는데, 그 쌀자루의 멜빵 자국 그대로 현

재의 쌍봉산이 되었다는 전설은 짧지만 경이롭게 각인되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마고할미 전설은 그 지역의 특이한 모양의 산, 돌, 바위 등이 어

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힘이 세고 무척 커다란 할미의 형상으

로 풀어내는 이야기로 전국적으로 설문대할망, 노고할미, 개양할미, 갱

구할미, 안가닥할미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되며 구전되어왔다. 전국적으

로 그 지역의 특성 있는 자연물들의 형상은 다르지만, 산, 바위, 성곽, 

돌, 다리, 고개, 섬 등의 지형이 형성되는 데 마고할미가 관여했다는 이

야기들이 전승되고 있다. 이야기들은 짜임새 있는 서사로 남아 있는 경

우보다는 파편화되고 단편적인 유형으로 전승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은 조각조각 다양하게 나뉘어 전승되고 있는 

마고할미 전설을 통해 그 신화적 맥락을 가늠하고자 하였다.

대모신 상징을 가진 마고할미의 신화적 전승의 변모에 주목한 연구,1) 

산천 형성의 창조 신화적 성격에 대한 논의,2) 여성거인설화의 유형과 변

이양상에 대한 연구,3) 창조신에서 변환되어간 당신과 해신에 대한 신격 

1) 천혜숙,｢여성신화연구: 대모신 상징과 그 변용｣,�민속연구� 제1권, 안동대 민속학연구

소, 1991, 103-126쪽. 

2) 창조신격을 볼 수 있는 비교적 짜임 있는 서사는 설문대할망으로 대표되는 설화의 논의

가 많고, 이를 전반적인 마고할미 계열의 설화와 비교하며 논의되어 왔다. 많은 논문이 

석 ․ 박사 논문 등으로 나오고 있는데, 본고에서 창조신격의 관점을 참고한 대표적인 논

의는 다음과 같다. 

문영미, ｢설문대할망 설화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권태효, ｢마고할미-여성거인의 서글픈 창조의 몸짓｣, 서대석 편,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 2, 휴머니스트, 2008, 300-317쪽.

장주근, ｢천지창조의 거신설화｣,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8.

조현설, �마고할미 신화 연구�, 민속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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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4) 수호신의 성격,5) 한국과 중국의 마고할미에 대한 비교문화적 관

점의 연구6), 지역적 특성과 연관된 마고할미 설화의 전승양상과 변이7) 

등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그런데 마고할미의 전설은 신화적인 

3) 김영경, ｢거인형 설화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0; 김인희, ｢거녀설화의 

구조와 기능｣,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1994; 권태효, �한국의 거인설화�, 역락, 2002; 

허남춘, ｢설문대할망과 여성신화-일본 ․ 중국 거인신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탐라문

화� 제42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4) 개양할미의 당신적 신격의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논의는 송화섭의 논의

를 들 수 있다. 이중 송화섭은 죽막동 제사 유물 가운데 해신 관련 유물로 토제마와 석제

모조품이 나왔는데, 이는 백제시대에 해신제사에서 바친 봉헌물이었고, 수성당이 제사

유적지에 세워진 점, 해양제사 유물이 수성당에서 나왔고, 백제시대부터 조선 후기에 

걸쳐 제사지낸 출토품이라는 점에서 백제 해신이 조선 후기까지 변함없는 신앙대상이었

음을 밝히고 있다. (송화섭, ｢부안 죽막동 수성당의 개양할미 고찰｣, �민속학연구� 제22

권, 국립민속박물관, 2008, 88쪽.) 

연구자는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서 개양할미에 대한 전설을 2012년 7월에 채록하면

서, 개양할미는 깊은 바다는 메워주고, 풍랑이 심할 때는 현몽으로 알려주며 어민들을 

도와주는 당신으로 모셔지는 존재로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신성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개양할미는 변산반도의 수성당이라는 당집이 있고, 정월대보름 전날마다 

어민들에게 제를 받는 신격이다. 이때 채록한 전설의 내용은 다음의 책에서 볼 수 있다. 

(신동흔 옮김, �구비전설 선집�, 문학동네, 2021, 67-69쪽.) 조현설은 개양할미에 대해 

창조신격이 있던 마고할미가 당신으로 좌정하여 창조여신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음을 논

했다. (조현설, ｢마고할미 ․ 개양할미 ․ 설문대할망-설문대할망 전승의 성격과 특징에 대

하여｣, �민족문학사연구�제41권, 민족문학사학회, 2009; 조현설, 앞의 책, 108-112쪽.)

5) 김혜정, ｢한국 마고의 전승양상과 신적 성격｣,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4; 김혜정, ｢설

문대할망 설화의 전승 양상과 신적 성격 -마고할미 설화와 비교를 중심으로-｣, �우리

어문연구� 제63권, 우리어문학회, 2019, 93-126쪽.

6) 박종성, ｢비교신화의 관점에서 본 설문대할망｣, �구비문학연구� 제31권, 한국구비문학

회, 2010, 235-268쪽; 김인희, ｢한 ․ 중 마고설화의 비교연구｣, �關東民俗學� 제14권, 

2000, 5-24쪽; 허남춘,｢설문대할망과 여성신화-일본 ․ 중 국 거인신화와의 비교를 중

심으로｣, �탐라문화� 제42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101-136쪽; 원맹, ｢한

․ 중 마고설화 비교 연구｣, 세명대학교 석사논문, 2013.

7) 이승철, ｢동해 북평지역 <마고할미> 설화의 시대적 변이양상 고찰｣, �江原民俗學� 제17

권,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03, 287-309쪽; 최명환, ｢연구논문 : 충북 북부지역 여성

설화 연구 -마고설화와 다자구설화를 중심으로｣, �충북학� 제8권, 충북개발원, 2006, 

205-226쪽; 허남춘, ｢성모 ․노고 ․ 할미란 명칭과 위상의 변화-지리산과 한라산의 여성 

신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29권, 한국무속학회, 2014, 115-142쪽; 송화섭, ｢지

리산권의 합미성(合米城) ․ 할미성(城) 성곽설화와 마고할미｣, �여성과 역사� 제29권, 중

앙대 다빈치교양대학, 2018, 165-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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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성만이 아니라 희화화까지 그 층위도 복잡해 서사적 흐름과 그 의미

를 신화적인 측면에서만 논의할 수 없어 다양한 형상으로 전승되는 특징

이 있다. 이에 대해 강진옥은 마고할미가 거인여신으로서의 창조성을 가

지면서도 가부장 사회를 거치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다 조선 후기

에 악녀화 되기까지 그 신격이 어떻게 변모했는가를 논했고8), 권태효는 

여성거인설화의 변이방향을 창조신에서 희화화되면서, 숭배의 대상에서 

징치의 대상이 되고,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선신에서 악신으로, 여성

거인에서 남성거인으로 변모하며 비현실적 형상화에서 현실에 가까운 형

상으로 변이되어 갔음을9) 정리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 말하는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때

에 서사도 단편적이어서 매끄럽지 않고, 모습, 형상, 직능도 확연하게 파

악하기 어려운 마고할미 설화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지는 이유는 무

엇일까? 천혜숙, 강진옥은 마고할미를 통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가려

진 여성신화학적 담론의 필요성을 논했다.10) 조현설은 마고할미로 대표

되는 여신들이 다시 귀환하는 것은 할망 본연의 이미지를 되살려 다시 집

단의 기억으로 불러내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창조여신의 몸으로 상

징되는 대지 혹은 지구의 몸살을 치유하라는 요구이자 가부장적 남성문

화의 부정적 면모를 비춰보라는 집합적 호소11)라고 논한 바 있다. 허남

춘 역시 여성신화의 부활은 경쟁 사회에서 공감의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

는 기미가 보이는 것으로, 무한 경쟁으로 지구를 파멸시켰던 근대문명을 

반성하고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중시하는 정신이 창세신화를 통해 회복

되기를 바란다고 논하기도 했다.12) 이와 같은 마고할미의 다면적인 신격

8) 강진옥은 마고할미의 창조신적 성격이 부정적으로 변모된 이유를 ‘고대국가 성립, 가

부장제 아래 남성 세력 강화’를 논한 바 있다.(강진옥, ｢‘마고할미’ 설화에 나타난 여성

신 관념｣, �한국민속학� 제25권, 민속학회, 1993, 40쪽.)

9) 권태효, ｢여성거인설화의 자료 존재양상과 성격｣, �탐라문화� 제37호, 제주대학교 탐

라문화연구소, 2010, 223-260쪽.

10) 천혜숙, 앞의 논문, 122-124쪽; 강진옥. 앞의 논문, 40-45쪽.

11) 조현설, 앞의 책,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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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치유력에 대한 기대는 현대의 작가들에 의해 단편적인 내용들이 하나

의 서사로 맥락이 연결되어 다양한 동화13)가 출판되고, 현대의 가부장사

회와 경쟁사회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마고할미의 모성원형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스토리텔링14)이 활발해지면서, 마고할미 설화군의 창

작물을 둘러싼 의미를 논하는 연구15)로 까지 이어졌다. 요컨대 마고할미

에 관한 논저와 창작물에서는 가부장제로 인한 폐해와 심각한 생태적 곤

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마고할미가 가진 상징적 의미 해석으

로 사유를 전환하여 풀어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화성의 마고할미 전설은 연구사에서 살펴보았던 창조행위의 모티프가 

남아 있으면서도, 장사로 바뀐 변이본도 있고, �화성군사�16)의 <쌍봉

산> 전설과 이를 바탕으로 정리된 쌍봉산 안내판에는 삼척지역의 서구할

미와 비슷하게 악신으로 형상화되어 징치되는 이야기가 첨부되어 있는 

등 짤막하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화성의 마고할

12) 허남춘, ｢설문대할망의 창세신적 특성과 변모양상 - 주변민족 여성신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반교어문연구� 제38권, 반교어문학회, 2014, 311-348쪽.

13) <마고할미> 전설을 원전으로 한 여러 동화책 중 본 논의에서 주목한 책은 다음과 같다.

정근, �마고할미�, 보림, 2006; 최은규, �마고할미�, 웅진씽크하우스, 2007; 양혜원, 

�마고할미 세상을 발칵 뒤집은 날�, 학고재, 2013.

제주도 신화인 <설문대할망>을 원전으로 만든 여러 동화책 중에 주목해 본 책은 다음

과 같다.

송재찬, �설문대할망�, 봄봄, 2007; 장영주, �탐라 창조여신 설문대할망�, 글사랑, 

2009; 임어진, �설문대할망�, 해와나무, 2013; 김정희, �설문대할망�, 을파소, 2013.

14) <마고할미>를 원형으로 재창작한 동화중 본 논의에서 주목한 책은 다음과 같다.

최정원, �마고할미�, 영림카디널, 2010; 진은진, �마고할미는 어디로 갔을까�, 해토, 

2003; 유은실, �우리집에 온 마고할미�, 바람의 아이들, 2005; 김기정, �마고할미네 

가마솥�, 이마주, 2018. 

15) 정진희, ｢제주도 구비설화 <설문대할망>과 현대 스토리텔링｣, �국문학연구� 제19권, 

국문학회, 2009, 229-254쪽; 이창식, ｢설문대할망설화의 신화적 상상력과 문화콘텐

츠｣, �온지논총� 제30권, 온지학회, 2012, 7-46쪽; 박현숙, ｢동화에서의 옛이야기 활

용의 문제와 가능성-<우리집에 온 마고할미>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50권, 

2013, 71-102쪽.

16) �화성군사�, 화성문화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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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설화에는 변산반도의 개양할미와 제주도의 설문대할망 이야기처럼 보

호신격이 나타나지 않고, 당신화에 나오는 마고할미처럼 수호신격도 표

층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화성에서 쌍봉산을 생기게 한 마고

할미 등의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고 현재까지 면면히 전승되고 있는 이유

는 전설이 가진 서사적 각인의 힘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에 본 

논의는 화성의 지형형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쌍봉산과 형도의 지형

물을 중심으로 한 마고할미 전설이 어떤 유형으로 전승되고 변이되는지 

살펴보고, 전승자들이 화성지역만의 독특한 자연물을 통해 각인된 서사

로 마고할미를 전승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논해보고자 한다.

II. 화성지역 마고할미 전설의 자료 개관

화성지역의 마고할미 전설은 화성의 우정읍과 송산면에서 전승되고 

있다. 1980년에 채록된 �한국구비문학대계�(이하 대계) 1-5권에 있는 

<쌍부산, 쌍봉산 이야기>와 <형도의 탑 이야기> 두 편과 1989년에 정리

된�화성군의 역사와 민속�에 오리섬에 대한 유래와 형도의 탑에 관한 이

야기인 <마고할미>가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 알려진 자료들이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화성문화원에서 그동안 출간한 민속자료들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연구자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목해 볼 가치가 있는 

화성의 마고할미에 대한 자료들이 채록되고 정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자료들과 더불어 2008년에 조현설이 송산면 <형도섬의 탑>17)

을 조사한 자료가 있고, 2021년 가을에 연구자가 <쌍봉산 마고할미> 설

화와 마고할미 설화에서 변이된 <쌍봉산 장사와 남산 장사의 힘겨루기> 

설화 두 편을 채록하고 정리한 자료가 있다. 이와 같은 자료목록을 조사

연도를 기준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7) 조현설, 앞의 책, 230-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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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화성 마고 구비설화 목록

자료

번호
자료명 제보자 조사장소 조사일시 출처

1
쌍부산, 쌍봉산 

이야기 
김선진(남, 43세)

우정읍 

조암리
1980.6.9 대계 1-5, 355-357

2
형도(衡島)의 

탑 이야기
김찬모(남, 64세)

송산면 

사강리
1980.6.20 대계 1-5, 510-511

3
쌍봉산의 

마고할멈
이호달(남, 75세)

우정읍 

멱우3리
2006(출판)

경기도 화성시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조사집 2 ․

우정읍, 237-238

4
마귀할멈들의 

싸움
이호달(남, 75세)

우정읍 

멱우3리
2006(출판)

경기도 화성시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조사집 2 ․

우정읍, 237-238

5
쌍봉산 

마고할멈
백신안(여, 74세)

우정읍 

운평1리
2006(출판)

경기도 화성시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조사집 2 ․

우정읍, 242-243

6 보금산의 유래
이덕현(남, 75세)

한상안(남, 73세)

우정읍 

이화1리
2006(출판)

경기도 화성시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조사집 2 ․

우정읍, 250

7
여자 보금산의 

마고할멈 바위

송윤섭(남, 86세)

송영각(남, 85세)

송두섭(남, 78세)

송영모(남, 82세)

우정읍 

이화3리
2006(출판)

경기도 화성시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조사집 2 ․

우정읍, 251-252

8 쌍봉산의 유래

송윤섭(남, 86세)

송영각(남, 85세)

송두섭(남, 78세)

송영모(남, 82세)

우정읍 

이화3리
2006(출판)

경기도 화성시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조사집 2 ․

우정읍, 252-253

9
쌍봉산 

마귀할머니

김진풍(남, 93세)

우호완(남, 88세)

김용태(남, 81세)

우정면 

조암1리
2006(출판)

경기도 화성시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조사집 2 ․

우정읍, 255

10

쌍봉산 

할아버지와 

남산 할머니의 

힘겨루기

김현봉(무속인)
우정면 

조암5리
2006(출판)

경기도 화성시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조사집 2 ․

우정읍, 261

11
형도 마고할멈 

설화
홍순지(남, 75세)

송산면 

독지3리
2007. 6.8

경기도 화성시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조사집 5 ․

송산면, 94

12 똥섬(오지섬)

김00(여, 74세)

000 (여, 51세)

신송희(남, 73세)

김00(남, 71세)

송산면 

독지3리
2007. 6.8

경기도 화성시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조사집 5 ․

송산면,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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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형도섬의 탑 최원규(남, 63세)
송산면 

독지리
2008.6.27

마고할미 신화 

연구(민속원), 

230-234 

14
쌍봉산 

마고할미
윤정학(남, 85세)

우정읍 

조암1리

2021.10.31. 

오후
연구자 조사

15

쌍봉산 장사와 

남산 장사의 

힘겨루기

윤정학(남, 85세)
우정읍 

조암1리

2021.10.31. 

오후
연구자 조사

화성의 마고전설에서 특징적인 점은 마고할미를 마귀할미, 마귀할멈

이라고 칭하는 자료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다만 자료 5는 마고할미라

고 칭한 특징이 있고, 자료 6은 마구할머니라고 칭하며 할머니에 대해 존

칭을 사용한 자료로 눈여겨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마귀할멈은 마고할

미가 전승되면서 음의 유사함 때문에 전승상 흔착되면서 나타난 현상으

로 분석한 바 있다.18) 보통 마귀로 명칭이 바뀌면 악행으로 징계 되는 경

향이 나타나는데, 화성의 구비설화에서는 마귀할미라 칭하고 있지만, 

1-15번의 구비전승 자료에는 마고할미의 악행은 드러나지 않고, 증거물

을 중심으로 한 지형형성의 과정이 전설의 주된 내용으로 전승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제보자들이 ‘마귀할미’라고 구술하고 있

지만, 화성문화원에서 자료를 정리할 때, 지역형성 거인형상의 원형적 

모습을 담보한 ‘마고할미’로 제목을 통일한 것으로 유추된다. 이에 본 연

구자가 채록한 자료 역시 마귀할미라고 제보자가 말했지만, 마고할미로 

제목을 통일했다.

자료 1-15는 제보자의 구비전승 자료로 정리한 내용이다. 이와는 다

르게 제보자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화성시와 화성문화원이 발

간한 책 중에 현재에 구비전승되지 않은 화소가 맥락 있게 정리된 마고할

미의 자료들이 있어서 아래에 표로 제시했다. 

18) 권태효, 앞의 논문, 228쪽; 조현설, ｢마고할미인가 마귀할미인가｣, �우리 신화의 수수

께끼�, 한겨레출판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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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화성문화원 정리 설화 목록 

자료

번호
자료명

출판

연도
출처

16 형도의 탑 1989 화성군의 역사와 민속, 306

17 마고할미(오리섬, 형도) 1989 화성군의 역사와 민속, 307

18 쌍봉산 1989 화성군의 역사와 민속, 311

19 쌍봉산 1990 화성군사, 901-902

20 형도의 탑과 오리섬 1990 화성군사, 915

쌍봉산(화성군사와 동일) 1996 화성의 얼, 320-323

형도의 탑과 오리섬

(화성군사와 동일)
1996 화성의 얼, 342-343

화성시와 경희대중앙박물관에서 함께 편찬한 �화성군의 역사와 민속�

인데, 자료 16, 17, 18의 내용은 홍태한이 구비설화를 바탕으로 세 편의 

마고할미와 관련한 설화를 연구자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논의를 위

해 앞의 15편의 자료에 이어서 자료번호를 매겼다. �화성군사�와 �화성

의 얼�에도 지역설화가 정리되어 있는데, 자료19는 구비설화로 채록한 

자료에서는 볼 수 없는 마귀할멈의 징치담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특징이 

있다. 이 두 편찬서는 동일하게 정리되어 있어, 하나의 자료로 보았다. 

이에 화성시에서 정리한 다음의 자료를 더하여, 총 20편의 자료를 논의

의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III. 화성 마고할미의 전승 양상과 유형

화성시와 화성문화원이 조사하고 정리한 20편의 전설 자료들은 �한국

구비문학대계� 1-5를 통해 알려진 내용보다 마고할미가 화성의 지형형

성에 행한 행위와 대상을 다양하게 전승하는 각편으로서 의미가 있다. 

특히 2006년에 우정읍에서 조사된 8편의 설화를 통해서 그동안 알려졌

던 쌍봉산, 남산과 형도의 지역형성만이 아니라 보금산 등에서도 마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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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물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징적인 화소(話

素)와 형상화 방식으로 전승양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쌍봉산 전설

마고할미 설화의 원형이 살아있으면서, 가장 오래전에 채록된 자료 1 

<쌍부산, 쌍봉산 이야기>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금강산에서 명산을 만든다고 해서 마귀가 산을 지고 가다가 강원도

에서 다시 돌아와 조암리에서 쉬게 되었다. 

② 남산의 마귀가 자기 것보다 나은 것을 보고 돌을 던졌는데, 다 가지 

못하고 중턱에 떨어져, 논 한가운데 커다란 돌이 생겼다.

③ 쌍봉산 마귀가 화가 나서 주위에 있는 돌을 죄다 남산으로 던져서, 

남산에는 돌이 많고 쌍봉산에는 돌이 없다.

④ 쌍봉산은 쌀자루를 지게에 지면, 멜빵을 진 곳은 들어가고 양쪽은 

볼록하게 나온 모양처럼 생겨 삼봉산이어야 하는데, 쌍봉산이 되

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쌍봉산 전설은 크게 두 가지의 증거물을 축으로 

전승된다. 쌀자루를 지게에 질 때처럼 멜빵 자국이 두 골을 형성한 것처

럼 봉우리가 세 개인 것이 ‘쌍봉산’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 축의 증거물은 

남산에 돌이 많고 쌍봉산에는 돌이 없는 것, 남산과 쌍봉산 사이의 논바

닥 한가운데에 커다란 바위가 있다는 것이다. 자료 1의 전승자는 ‘지게에 

지고 다닌 산’과 ‘힘겨루기’ 두 화소를 하나의 이야기로 개연성 있게 전승

하고 있지만, 이후에 채록된 설화에서는 마고할미가 지고 다니다 쉬어서 

생긴 산이라는 이야기와 쌍봉산 마귀할미와 남산 마귀할미가 ‘힘겨루기’

로 돌을 던져 생긴 바위가 논 한가운데에 있다는 이야기로 나뉘어 전승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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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고할미가 지고 온 산과 쌀자루

자료 1 <쌍부산, 쌍봉산 이야기>에 비해, 자료 3 <쌍봉산의 마고할

멈>, 자료 8 <쌍봉산의 유래>, 자료 14 <쌍봉산 마고할미>, 자료 18 <쌍

봉산>은 마고할미가 산을 짊어지고 다니다가 내려놓은 것이 쌍봉산이 되

었다는 지형형성에 서사적 초점이 있는 유형의 간략한 설화군이다. 변이

로 주목해 볼 화소가 있는데, 자료 18을 보면 마고할미가 지고 온 것이 

산이 아니라 ‘쌀자루’였고, 쌀자루가 변한 모양 그대로 산이 되었다는 것

과 마고할미가 하늘로 올라가 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쌍봉산 ․ 보금산 유래의 설화 목록

1

쌍부산, 

쌍봉산 

이야기

마귀가 산을 지고 가다가 조암에서 쉬게 되었는데, 쌀자루를 지게에 

지면, 멜빵을 진 곳은 들어가고 양쪽은 볼록하게 나온 모양처럼 

생겨 삼봉산이어야 하는데, 쌍봉산이 되었다. 

3
쌍봉산의 

마고할멈

마귀 할머니가 지고 가다가 무거워서 내려놓은 산으로, 멜빵 고름으

로 봉우리가 세 개 생긴 산이 쌍봉산이다.

8
쌍봉산의 

유래

마귀할멈이 쌍봉산을 짊어지고 오다가 무거워서 내려놓아서 멜빵

자리가 그대로 쌍봉산이 되었는데, 남양 골짜기가 얼마나 깊었는지, 

쌍봉산을 짊어지고 오다가 속곳간이 다 젖었다.

14
쌍봉산 

마고할미

마귀할미가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가다가 무거워서 내려놓았는데, 

멜빵 자국으로 찌그러진 그대로 산이 되었다.

18 쌍봉산

마고할미가 쌀자루를 짊어지고 길을 가다가 쌀자루가 너무 무거워 

내려놓고 쉬고 있었다. 갑자기 마고할미가 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

서, 쌀자루만 남았는데, 쌀자루에 멜빵 자국이 나서 양쪽으로 갈라진 

그대로 쌍봉산이 되었다. 

6
보금산의 

유래

속리산에 사시던 마구할머니가 산을 짊어지고 오다가 멜빵이 떨어

져서 생긴 산이 보금산인데, 마구할머니가 여기에 그때부터 살아계

신다. 

2006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조암리와 멱우리에서 조금 떨어진 이

화리에는 보금산이 있는데, 이 산에도 마고할미의 이야기가 전승된다. 

자료 6에 나오는 보금산의 봉우리가 두 개다 보니, 쌍봉산 마고할미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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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처럼 마고할미가 속리산에서 산을 매고 오다가 멜빵이 떨어져서 생긴 

산이 보금산인 것으로 구술되었다. 자료 6은 제보자가 ‘마구할머니가 그

때부터 (보금산에) 계시게 되었다’는 존칭으로 마고할미에 대한 경이감

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쌍봉산과 같은 지형형성을 하는 마고

할미의 권능이 드러난 자료로 주목해 볼 수 있다. 또한 자료 8에서는 바

닷가의 거인 여성인 개양할미나 설문대할망에서 보이는 ‘키재기’ 화소가 

산의 골짜기로 나타나는 특징도 있다.

요컨대 화성지역의 <쌍봉산> 전설은 전국에서 전승되는 스스로 ‘움직

이는 산’ 계열의 이야기보다 원형적으로 거인여신인 마고할미가 산을 지

고 움직이는 형상으로 전승된 것과 화성 마고전설만의 화소인 마고할미

가 지고 다닌 ‘쌀자루’가 산이 되었다는 변이로 전승되고 있으며, 산에 마

고할미가 살고 있다는 의식 역시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마고할미들의 힘겨루기

다음의 유형은 ‘힘겨루기’ 화소가 핵심화소가 된 이야기이다. 자료 1의 

쌍봉산 마귀할미와 남산 마귀할미가 돌을 던지며 싸우는 이야기만 따로 

전승되는 유형의 이야기들로 자료 4, 자료 10, 자료 15이다. 자료 4는 가

까운 쌍봉산과 남산에 사는 마고할미들이 돌을 던지며 ‘힘겨루기’하는데, 

자료 10에서 쌍봉산 할아버지와 남산 할머니로 바뀌었다. 자료 15에서 

두 산의 장사가 힘겨루기를 한 것으로 변이되었는데, 이는 화성군에서 

나온 �화성군사�와 �화성의 얼�의 자료 19에서 쌍봉산의 마귀할멈의 내

력을 이야기한 후에, 쌍봉산과 남산의 두 장사가 싸운 이야기가 부연된 

것과 내용이 동일하다. 

이 설화군은 같은 장소의 증거물로 보여주는 ‘힘겨루기’의 과정과 결과

는 동일하지만, 주체만 변이된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롭다. 앞서 보았던 

자료 1과 자료 4는 남산의 마고할미가 먼저 화성에 있었고, 쌀 혹은 산을 

이고 이동한 쌍봉산 마고할미와 돌을 던지며 힘겨루기를 한다. 두 마고

할미들의 싸움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힘겨루기로 변이되고, 이후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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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힘겨루기 설화 목록

1
쌍부산, 

쌍봉산 이야기

남산의 마귀가 자기 것보다 나은 것을 보고 돌을 던졌는데, 

다 가지 못하고 중턱에 떨어져, 논 한가운데 커다란 돌이 생겼

다. 쌍봉산 마귀가 화가 나서 주위에 있는 돌을 죄다 남산으로 

던져서, 남산에는 돌이 많고 쌍봉산에는 돌이 없다.

4
마귀할멈들의 

싸움

쌍봉산을 짊어지고 간 마귀할머니와 남산의 마귀할머니가 돌

을 던지며 싸워서, 쌍봉산에는 돌이 없고, 남산은 돌산이 되었

는데, (남산)마귀할매가 낡은 애실로 도망가며 오줌 눈 자리가 

있는데, 그 바위가 오목하게 패였고, 그 자리에서 물이 나온다

고 한다. 

10

쌍봉산 

할아버지와 

남산 할머니의 

힘겨루기

쌍봉산 할아버지하고 남산 할머니가 돌을 던지며 싸웠는데, 

쌍봉산 할아버지가 돌을 모두 던져서 남산은 돌이 많고, 남산 

할머니가 던진 바위는 쌍봉산으로 못 가고 논 가운데 떨어졌다. 

15

쌍봉산 장사와 

남산 장사의 

힘겨루기

조암리에는 논에 큰 바위가 있다. 쌍봉산 장사하고 남산 장사가 

돌 던지기 내기를 하는데, 쌍봉산 장사가 기운이 세서 남산에 

돌을 많이 던져서, 남산에는 돌이 많고 쌍봉산에는 돌이 없는

데, 남산 장사가 던지다 힘이 모자라서 논바닥에 바위가 떨어졌

다. 지금은 그 자리에 아파트가 생겨서 그 큰 바위가 사라졌다. 

자 장사로 바뀌는 변이의 과정을 잘 보여준다. 자료 10의 경우 남자가 더 

힘이 세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쌍봉산 할아버지가 남산 할머니를 이기게 

된다. 이후에 자료 15처럼 돌을 던지며 힘겨루기를 하는 남자 장사로 또 

변이되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마고할미가 했던 일들의 주체가 바뀌는 

이유에 대해, “여성거인의 권능이 전승상 사라지면서 여장사 등으로 불

리다가 바위를 던지는 모습에서 여성보다 남성일 것이라고 의심하며 장

사로 호칭했을 가능성을 논하며, 여성거인설화였던 인식이 남성거인으

로 바뀌어 전승된 결과”19)라고 논한 바 있다. 그럼에도 화성의 산에는 서

로 다른 마고할미가 존재했고, 이는 마치 자신의 산을 지키는 형상으로, 

마고할미끼리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한 ‘힘겨루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설화군이다.

19) 권태효, 앞의 논문, 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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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고할미의 오줌으로 형성된 지형

마고할미의 오줌으로 지형을 형성했다고 전하는 설화군도 있다. 자료 

9는 쌍봉산을 짊어지고 다니던 마귀할머니가 오줌을 눠서 여성의 성기처

럼 뚫린 것이 남산이라고 전승한 이야기인데, 쌍봉산을 짊어지고 다닌 

마귀할멈의 또 다른 일화로 볼 수 있다. 자료 7은 보금산에 마고할미의 

음기(여성성기)처럼 구멍이 뚫린 바위가 있다는 간략한 이야기다. 앞서 

보았던 자료 4에도 첨가된 내용으로 마고할미의 오줌으로 오목 패인 바

위가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보금산과 쌍봉산 주변으로 ‘마고할미 

바위’라고 불리는 바위들이 여러 개였음을 알 수 있다. 마고할미의 ‘오줌

으로 패인 바위’는 전국적으로 마고할미 전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화소다. 산에 있는 커다란 바위나 돌이 얼핏 보면 희화화된 것 같지만, 

오줌으로 바위가 뚫렸다는 것은 ‘자연창조의 강력한 에너지’20)로 창조의 

연장선에서 해석된 바 있다. 짧게 전승되지만, 거인할머니에 의한 지형

형성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화소가 첨부된 이야기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설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마고할미 오줌으로 형성된 산의 바위 설화 목록

9

쌍봉산 

마귀 

할머니

옛날에 마귀할머니가 산(쌍봉산)을 지고 물 건너와서 신발 풀고 

남산에 가서 오줌이 마려워 바위에 앉아서 오줌을 누니까 바위가 

여자의 음기처럼 뚫렸는데, 마고할미 오줌자리라고 남산이라고 

한다.

4
마귀할멈

들의 싸움

쌍봉산을 짊어지고 간 마귀할머니와 남산의 마귀할머니가 돌을 

던지며 싸워서, 쌍봉산에는 돌이 없고, 남산은 돌산이 되었는데, 

(남산)마귀할매가 낡은 애실로 도망가며 오줌 눈 자리가 있는데, 

그 바위가 오목하게 패였고, 그 자리에서 물이 나온다고 한다. 

7

여자 

보금산의 

마고할멈 

바위

보금산에는 두 봉우리가 있는데 남자 보금산에서는 씨름을 하고, 

여자 보금산에서는 마귀할멈 바위가 있는데, 여자 음기같이 구멍이 

뚫려서 반들반들하다. 마고할멈 바위가 있으면, 마귀할멈은 힘이 

장사라 큰 바윗돌도 옮기는 귀신 같은 존재다. 

20) 신동흔, 앞의 책,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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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고할미 징치담

�화성군사�와 �화성의 얼�에 정리된 자료 19 <쌍봉산>과 설화는 그동

안 알려진 파편화된 여러 마고할미 전설을 글쓴이가 맥락화하여 정리하

고 있는데, 자료 19번은 앞서서 채록된 구비설화에서 볼 수 없었던 마귀

할멈에 대한 징치담이 삽입되어 있다.

<표 6> 마고할미 징치담

19 쌍봉산

남쪽 지방에서 악행을 일삼던 마귀할미가 한양으로 가면서, 부잣집 

아이의 머리를 때려서 병을 주어 사람들이 ‘무꾸리’를 하였으나 음식만 

먹고 가는 등의 악행을 계속 저질렀다. 조암에 와서 짊어지고 있는 

쌀자루를 내려놓고 쉴 때, 하늘에서 호령을 하며 서쪽의 ‘참담기’라는 

섬에 가서 살라고 했다. 마귀할멈이 뉘우치지 않고 한양에 가겠다고 

하니, 하늘에서 마귀할멈을 끌어올려서 처치하였는데, 이때 마귀할멈

이 내려놓은 쌀자루가 가운데 멜빵 자리 그대로 산으로 변해 쌍봉산이 

되었다. 

후에 쌍봉산 장사와 남산 장사가 나왔는데 이들이 서로 돌을 던지며 

싸움을 했는데, 쌍봉산 장사가 힘이 세서 돌을 모두 남산으로 던져서 

남산에는 돌이 많고, 쌍봉산에는 돌이 없다.

자료 19 <쌍봉산>은 현재 쌍봉산 안내판 등에서 그 유래를 알리는 기

초자료가 되고 있는데, 1980년에 조사한 대계 1-5와 차이 나게 정리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서사의 앞뒤의 순서가 달라지면서 자료 19에는 다른 

화성의 구비설화 자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마귀할미의 악행과 징치가 나

타난다. 이에 대한 정확한 출처를 화성문화원에서도 확인하지 못했지만, 

구체적 서술방식으로 볼 때 문헌설화의 자료가21)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

측된다. 마고할미가 인간들에게 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 능

력이 악행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와 마고할미가 왜 조암에 오게 되었고, 

이후에 쌀자루만 남기고 왜 사라지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

21) 정확히 어떤 문헌에서 나온 설화인지 화성문화원 연구원을 통해 알아보았지만 명확한 

문헌을 찾을 수 없었으나, �화성군사�와 �화성의 얼�의 설화 설명에 나와 있는 1794년

(정조 18년)에 기록된 �수원부읍지�로 추정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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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은 징치담이 추가되자, 마고할미가 쌍봉산에서 사라졌다는 

논리가 생성되어, 이전의 구비설화들처럼 마귀할멈들이 힘겨루기를 해

서 쌍봉산에 돌이 없고 남산에만 돌이 있게 된 내력의 행위자가 마귀할머

니일 수 없게 된다. 이후에 마고할미는 쌍봉산의 할아버지로 변이되고, 

후대에는 남산의 마귀할머니도 장사로 바뀌고, 이후에는 장사들 간의 힘

겨루기로 변이되어 전승되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2. 서해 형도 전설

1) 마고할미 대변으로 만들어진 섬

다음은 서해에서 전승되는 마고할미 이야기 유형이다. 화성의 마고할

미 전설은 바닷가인 송산면 독지리에서도 전승되는데, 이 자료 17번의 

<마고할미>는 설문대할망 같은 거인적 면모를 보여주는 바닷물로 할미

의 키를 재는 ‘키재기’ 화소와 배설물이 자연지형으로 변형되는 화소가 

있다. 화성의 마고 역시 제주도 설문대할망의 창조적 행위와 비슷한 창

조여신으로 규정할 수 있는 특징을 잘 보여주는 설화유형이다. 

<표 7> 마고할미 대변으로 만들어진 섬 설화 목록

17
마고할미

(오리섬, 형도)

마고할미가 바다에 들어가도 무릎까지 물이 찰 정도로 거대하

다. 가랑이를 벌리고 똥을 본 것이 ‘오리섬’이고, 오리섬에 

바닷물이 잠길 듯한 바위가 둘 있는 것은 ‘가랭이섬’으로 할미가 

대변을 볼 때 밟은 것이다.

12 똥섬(오지섬)

마고할미가 똥을 눠서 생긴 섬이 있는데 오지섬이다. 대부도쪽

에 있다. 가랭이섬도 있는데 마고할미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다.

2) 마고할미의 탑 쌓기

대계 1-5의 자료 2는 마고할미가 육지에서 돌을 날라서 ‘탑을 쌓은 것’

으로 전승되는데, 자료 16번은 마고할아버지와 마고할머니가 ‘탑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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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마고할미 탑 쌓기 설화 목록

2
형도(衡島)의 

탑 이야기

형도는 저울섬이라는 뜻으로, 거기에는 탑이 하나 있는데, 

마귀할머니가 육지에서 돌을 치며 섬에다 날라서 쌓은 탑이고, 

돌을 가지고 갔다가 중간에 쉬었는데, 그 섬 이름이 쉬섬이다.

11
형도 마고할멈 

설화

형도에 있는 삼각형 동굴에 돌을 떨어뜨리면 한참을 벽을 

치며 내려가는데, 마귀할머니가 거기서 살았다고 한다. 형도

의 탑은 봉화대처럼 두부모를 칼로 잘라서 쌓은 듯 하여 마귀할

머니가 쌓았을 것 같지 않다.

13 형도섬의 탑

저울섬에는 봉화대였을 것 같은 사각탑이 있다. 옛날에 안산할

머니와 안산할아버지가 탑 쌓기 시합을 했는데, 안산할아버지

는 약주만 마시고, 안산할머니는 치마로 돌을 주워다가 사각으

로 금방 탑을 쌓았다. 화가 난 안산할아버지가 발길로 차서 

모퉁이 한쪽이 허물어져 있다. 

16 형도의 탑

마고할아버지와 마고할미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마고할아버지는 대부도에 황금산에 산을 쌓고, 마고할미는 

형도에 탑을 쌓기로 내기를 했다. 정신없이 쌓고 있는데 마고

할아버지가 보니 마고할미가 쌓은 탑이 아름답기 그지없어서, 

마고할아버지의 산은 마고할미의 탑을 따라갈 수 없었다.심술

이 난 할아버지가 형도의 탑을 발로 차버려서 탑의 한쪽이 

부서져 있다.  

20
형도의 탑과 

오리섬

마고할아버지와 마고할미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마고할아버지는 대부도에 황금산에 산을 쌓고, 마고할미는 

형도에 탑을 쌓기로 내기를 했다. 정신없이 쌓고 있는데 마고

할아버지가 보니 마고할미가 쌓은 탑이 아름답기 그지없어서, 

마고할아버지의 산은 마고할미의 탑을 따라갈 수 없었다. 

심술이 난 할아버지가 형도의 탑을 발로 차버려서 탑의 한쪽이 

부서져 있다. 

마고할미가 바다에 들어가도 무릎까지 물이 찰 정도로 거대해

서, 가랑이를 벌리고 똥을 본 것이 ‘오리섬’이고, 오리섬에 

바닷물이 잠길 듯한 바위가 둘 있는 것은 ‘가랭이섬’으로 할미

가 대변을 볼 때 밟은 것이다. 

내기’를 하는 것으로, 자료 13번은 안산할머니와 안산할아버지가 ‘탑 쌓

기 시합’을 하는 것으로 ‘오뉘힘내기’ 설화의 화소와 비슷하게 변이된 것

을 볼 수 있다. 마고할아버지나 안산할아버지는 할머니들보다 힘은 세지

만 놀다가 내기에서 지자, 진 것에 대한 분노로 탑의 모서리를 무너뜨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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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로 인해 마고할미가 멋있게 완성했던 탑이 부서진 채 존재하게 된 

유래를 서술하는 설화군이다. 

자료 20번은 �화성군사�와 �화성의 얼�에 정리된 자료이다. 자료 16

번과 자료 17번이 합쳐진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송산면 독지리에

서 조사된 자료 12번의 <똥섬>은 마고할미의 대변으로 만들어진 섬이라

는 것은 전승되지만, 이전과 다르게 대부도 근처라고 구연자가 말하기도 

할 정도로, 그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랭이

섬’의 이름은 존재하지만, 현재는 마고할미와 연결된 증거물로 서사가 전

승되지 않고 있었다.

   

IV. 쌍봉산, 형도에 형상화된 마고할미 전승의 의미

마고할미에 대한 연구는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원초적인 여성신, 대

모신으로서 마고할미의 신적권능과 정체성에 대한 논의와 마고할미의 창

조신적 기능이 희화화되거나 징치의 대상이 된 변이를 통해 그 이유를 가

늠해 보고자 하는 논의로 이루어졌다. 그중 거인할머니의 창조신적 면모

에 관한 연구는 제주도 설문대할망의 전설을 통해 그 성격과 기능을 보여

주는 것으로 주로 논의되어왔다. 화성의 마고할미는 수호신적 기능이 표

층적으로 보이지 않아 그동안 연구에서 조명되지는 않았지만, 화성의 

산, 바위, 섬, 탑의 자연물에 얽힌 유래를 말해주는 전설로 기능하면서

도, 쌍봉산의 지형을 형성시키는 창조행위도 있고, 형도에서는 키재기 

모티프와 대변으로 섬을 만드는 창조신적 면모 역시 전승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쌍봉산만이 아니라 여러 마고할미가 남산, 보금산과 형도의 

바닷가 등에 살면서 힘겨루기 경쟁도 하고, 돌아다니며 여러 바위나 섬 

등에 흔적을 남긴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화성의 신기하고 기이

한 거인 할머니인 마고할미가 가진 창조적 면모와 화성의 산, 바위, 섬, 

탑을 형성했다고 증명하는 전설로의 기능이 현재에 어떤 의미자질을 생

성하며 전승되는지 화소와 대립자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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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동성을 통한 풍요의 자질 생성

쌍봉산은 마고할미가 산을 지고 가다가 쉬어서 생긴 산인데, 쌀을 지게

에 질 때처럼 멜빵 자국이 골을 형성해서 세 봉우리 혹은 두 봉우리가 된 

산의 내력을 말해주는 간략한 전설임에도 산을 메고 다니는 ‘거인 화소’와 

‘움직이는 산’ 화소로 마고할미의 거인형상과 창조신의 특징을 잘 보여주

며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화성의 마고할미 전설은 다른 지역의 마고할

미 전설에서 볼 수 없는 쌍봉산의 특이하고 인상적인 지표성으로 각인되

는 특징이 있다. 바로 쌀가마니를 지게에 짊어졌을 때의 멜빵 자국으로 

형성된 봉우리가 증거물로 실재하는 것이다. ‘쌀가마니로 만들어진 산’은 

신이하고 경이로운 발상의 이야기요소(화소, 話素)다. 마고할미가 짊어

진 것이 쌀이 아니라 산이라고 전승되는 각편도 마찬가지다. 산이 쌀가

마니처럼 멜빵으로 인해 움푹 팰 수 있다는 것도 역동적인 발상이다. 고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은 움직이고 변형되고, 반대로 변형되기 쉬운 쌀

가마니는 고정되어 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산의 고정성’과 ‘쌀의 

변형성’ 등으로 이어지는 언어기호의 의미망을 상투적이지 않고 새로운 

시야로 보게 한다. 여기에 더해 ‘쌀가마니로 만들어진 산’의 상징성은 조

암리를 풍요로운 대지로 인식하게 하는 의미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고할미의 전설은 산, 바위 등 지형의 ‘움직임’에서 시작된다. 거인인 

마고할미를 통해 커다란 산이 움직이게 된 것이다. 쌍봉산 형성에서 주

목하게 되는 것은 움직였다가 멈췄다는 점이다. 마고할미는 산 혹은 쌀

을 짊어지고 남쪽에서 왔다고 하기도 하고, 금강산을 만들 때 못 가고 강

원도에서 돌아서 오기도 했다. 우정면 보금산에서 똑같은 서사로 전승되

는 마고할미는 속리산에서 산을 짊어지고 왔다고 한다. 산을 움직이는데 

어떤 특별한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움직이다가 무거워서 쉬게 되

는 곳에서 산이 우발적으로 생긴다는 점에 주목해 볼 수 있다. 형도의 마

고할미도 탑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다 잠시 쉰 곳이 ‘쉬섬’이 된다. 열심히 

움직이는 때가 아니라, 우연히 멈추고 쉬는 자리에서 특징적인 산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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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다. 마고할미는 고정된 정착점을 가지고 움직이기보다 유목하듯이 움

직이고 쉬고 배설을 한다. 이는 마고할미가 의도하지 않은 행위다. 이런 

마고할미의 행위는 우발적이기에 다른 마고할미 전설에서도 평평한 논 

한가운데 뜬금없이 커다란 바위가 생기게도 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발

자국으로 인상적인 봉우리의 산을 형성하기도 하는 것이다. 

마고할미가 짊어지고 오다가 쉬어서 만들어진 쌍봉산 전설의 특징에

서 생성되는 대립자질을 의미화해 보면, ‘움직임 : 쉼(멈춤)’, ‘이동 : 정

지’, ‘목적 : 우연’, ‘의도성 : 우발성’, ‘고정 : 변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마고할미로 생성된 자연물의 대립자질은 자연에 대한 관념을 돌아보게 

한다. 창조신격에게 인간이 바라는 것은 인간에게 이로운 방향의 목적이 

있고 의도적인 지형형성일 수 있지만, 마고할미를 통해 형성된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발성과 역동성 그 자체로 존재한다. 

‘인간을 위한 자연 : 우발적으로 생긴 자연’에 대한 자연의 대립적 의미가 

마고할미 행위로 생성되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사유가 확장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사유의 대립은 ‘힘겨루기’ 화소

의 전설에서도 이어진다. 쌍봉산과 남산의 마고할미들이나 장사들의 힘

겨루기로 인해 쌍봉산에는 돌이 없고, 남산에는 돌이 많다는 것이 증거

물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남산이 있는 장안면 어은리보

다 쌍봉산이 있는 우정면 조암리의 땅이 더 농사가 짓기 좋은 땅임을 은

연중에 드러내기도 한다. 두 마고할미의 역동적인 힘내기로 ‘풍요 : 척박’

의 의미자질이 생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쌍봉산 마고할미 전설은 

마고할미로 대변되는 자연의 역동성을 통해 풍요로움의 자질을 생성해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2. 우발성의 긍정을 통한 포스트휴먼의 담론 생성

화성의 마고설화에서 주목되는 재밌는 지점은 쌍봉산만이 아니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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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남산과 형도를 중심으로 한 서해바다까지 마고할미가 살았다는 점

이다. 자연 안에 인간이 아닌 ‘비-인간적인 존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는 발상이다. 1980년대에 채록된 자료 1에서는 창조여신의 행위를 하는 

거인할미의 형상이었는데, 현대에는 점점 휴먼의 의미에 가까워진 남성 

장사로 바뀌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화성 마고할미 전

설의 특징적인 부분은 여러 산에 마고할미가 살면서 그들의 ‘힘겨루기’ 

이야기가 전승된다는 점이다. <형도의 탑> 전설에서도 마고할미와 마고

할아버지의 힘겨루기가 <오뉘 힘내기>처럼 전승된다. 

여기서 마고할미 전설을 형상화하고 자꾸 구연하게 궁금증을 유발하

는 증거물은 ‘논 한가운데 떡 하니 박혀 있는 커다란 바위’와 ‘한쪽이 무

너진 탑’일 것이다. 최근에 필자가 조사한 다음의 구연 자료에서도 바위

에 대한 호기심이 이 전설을 전승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9> 힘겨루기 전설과 바위 증거물의 위치

우리 마을 한가운데 논에 큰 바위가 하나 

배겨 있었거든. 

일 할 적마다 응, 우리들한테, 

“이 바위가 왜 여가 있냐?”고, “좀 이상하

다.”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냥 우리 호기심에서.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마귀 할머니가 아니

고 쌍봉산 장사하고, 남산 장사하고, 돌 던지

기 내기를 했는데, 쌍봉산 장사는 힘이 좋아서 

쌍봉산에 있는 돌을 전부 남산에 던져 가지고, 

지금도 남산에 가면 돌이 많아. 그리고 남산 

장사는 던지다 힘이 모자라 가지고 중간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어른들이 얘기해 주더

라고. 

(중략) 지금은 돌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의심이 없지. 그전에 있었어요. 

요기. 가운데 가서 큰 바위가.

-자료 14 <쌍봉산 마고할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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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가 논 한가운데에 박혀 있는 커다란 바위를 보고 의문을 가지고 

어른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커다란 바위만 아니면 모두 논일 텐데, 특이

하게 평평한 논 한가운데 저 바위가 떡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유추해보게 한다. 결국 두 산의 장사들이 돌 

던지기로 힘내기를 하다가 남산 장사의 힘이 모자라서 논 한가운데 우발

적으로 바위가 자리하게 된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논 한가운데 떡 하

니 자리 잡은 작은 산이나 커다란 바위는 마고할미가 던졌거나, <걸어온 

산> 전설에서 새벽에 밥하러 나온 부지깽이 든 여성이 걸어오는 산을 보

거나 때려서 멈춘 것으로 전승되는 경우가 많다. 떡하니 논에 자리하고 

있는 바위가 사람들에게 왜 그런 바위가 이 자리에 생겼을까 하는 궁금증

을 가지게 하여, 마고할미 혹은 장사 전설이 어르신들에서 젊은 사람들

에게 전승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구연자는 마지막 줄에 ‘지금은 돌이 없

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왜냐면 그 바위 자리에 인간을 위한 아파트가 세

워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보자는 더 이상 남산 장사가 던진 커다란 바

위는 전설의 증거물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었음을 함께 전승

하고 있는 모습도 주목해 볼 수 있다.

형도의 전설에 관해 이야기할 때도, 자료 11번과 13번에서 제보자들은 

서해의 시화호 간척지를 만들 때, 갯벌을 메울 돌들을 형도에서 가져가

면서, 탑의 돌들도 훼손되어 전설의 증거물이 될 수 있는 탑은 현재 존재

하지 않는 상황임을 함께 전승했다. 전설에서 증거물은 서사를 작동하게 

하는 중요한 화소인데, 탑의 소실로 앞으로 <형도의 탑과 오리섬>의 전

설은 더욱 단편적으로 변이될 가능성이 있다. <형도의 탑> 전설에서 마

고할미가 만든 탑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마고할아버지다. 화가 나서 탑을 

무너뜨린 마고할아버지의 역할을 현재는 바다를 간척지로 만드는 인간이 

하고 있다.

과거에는 마고할미가 자연물들을 우발적 흐름으로 만들거나 변형했다

면, 현재는 인간이 마고할미가 했던 자연을 변형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

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생긴 자연물을 인간의 의도대로 변형하고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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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자연은 오히려 조금씩 지워졌다. 힘겨루기의 증거물인 커다란 바위가 

사라지고, 형도의 돌들도 사라지고 있다. 형도 마고할미에 대한 최근 채

록들에서 마고할미 전설의 서사가 점점 완결적으로 전승되지 않는 이유 

역시 증거물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탈휴머니즘을 지향하는 포스트

휴먼의 담론22)과 화성의 마고할미 전설이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은 여기에 

있다. 구연자들이 포스트휴먼을 의식하고 있지 않지만, ‘인간과 자연’,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방향의 사유와 인식을 확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성/남성/서구/인간/과학’을 대변하는 자유주의 휴머니즘으

로23) 마고할미가 만든 자연물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상을 재고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에 전승되는 마고할미 전설의 해석에는 현대인의 인식이 반

영된다. 전설을 채록하러 다닐 때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마고할미 

22) 포스트휴먼의 논의는 인공지능 즉, ‘생각하는 기계’의 등장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

를 지니며 인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종래

의 인간과 구별되는 새로운 인간이 주목받게 된 것이다. 현재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포

스트휴먼이라는 주제의식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연구자들의 연구소와 강좌가 신설되

는 상황이다.(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 한국포스트휴먼학회 편,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

먼�, 아카넷, 2015, 14-15쪽.) 포스트휴먼의 담론은 미래의 기술발전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통적인 인간과의 관계뿐 아니라 지금까지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했거나 혹은 새롭게 출현할 인간/비인간 주체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 맺을 것

인가를 상상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신상규 외, �포스트휴먼이 몰려온다�, 아카넷, 2020, 

22쪽) 포스트휴먼의 담론은 인간을 초월한 인간에 관한 관심으로 고전문학의 이인, 신

선, 인어, 원귀 등을 포스트휴먼의 관점에서 논의한 바가 있다. 본 논의에서 주목한 대

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오세정, ｢<탄금대 신립> 설화의 여성주인공 연구-포스트휴먼 관점에서 본 설화 연구

의 가능성｣, �구비문학연구� 제51권, 한국구비문학회, 2018; 강민경, ｢포스트 휴먼 시

대 동아시아 인어 서사의 스토리텔링 방향｣, �국어국문학� 제193권, 국어국문학회, 

2020; 신상필, ｢고전적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신선·이인 서사와 그 의미｣, �국어국문

학� 제193권, 국어국문학회, 2020; 오세정, ｢포스트휴먼 담론과 고전서사의 인물론 

연구-서사주체로서의 ‘원귀’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56권, 한국고전연구학

회, 2021.

23) 김재희는 자유주의 휴머니즘을 해체하는 것은 인간 주체의 범주 바깥으로 배제된 타자

들에 대한 재성찰로, 종 바깥에서 비인간으로 다루어졌던 다른 생명체와 기계들까지 

포함하여, 이 타자들과 ‘공존/공생/공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성의 발명이 촉구된

다고 논한 바 있다. (김재희,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철

학연구� 제106권, 철학연구회, 2014, 216-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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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줌 바위가 어디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 혹은 ‘할머니 발자국이 바위

에 있었는데 이젠 없어.’, ‘장사 손자국이 난 바위가 논에 있었는데 지금

은 사라졌지’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텍스트화된 구술자료에서도 이런 말

들을 종종 보게 된다. 인간을 위한 지형의 변형은 마고할미가 만든 자연

물들을 사라지게 하고 있어서, 자연물이 증거물이 되어 서사를 각인하게 

하는 마고할미 전설 역시, 조금씩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며 더욱 

파편화될 수도 있다.

마고할미 전설은 많은 변이를 겪은 이야기군 중에 하나이다. 과거에는 

전설을 향유하는 사람들의 현실 의식, 성 의식이 전설에 반영되어 마고

할미가 한 행위가 할아버지가 한 행위로 바뀌기도 하고, 더 변형되어 남

자 장사가 한 행위가 되기도 하며, 다른 지역의 마고전설은 산이 혼자서 

움직이다가 새벽에 부지깽이를 들고나온 여성의 말 때문에 멈춘 것으로 

변이되기도 했다. 가부장제를 겪으며 여성신의 역할을 힘센 남성 인간이 

하게 되고, 자연과 소통했던 여성신의 권능은 징치되거나 자연의 움직임

을 방해하는 존재로 형상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에 마고할미 설화 

연구들이 변이의 원인을 밝히며, 거인여성 형상의 마고할미의 원형에 주

목하게 된 이유는 마고할미라는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가 인간 중심으로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새로운 성찰을 유도하기 때문일 것이다.

표층적으로만 보기에 화성의 마고할미 전설은 짤막하게 전승되고, 남

자 장사로 바뀐 변이본으로 인해, 연구자들이나 작가들이 기대하는 심층

적인 대모신의 치유력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바로 소통되기에는 난해할 

수 있다. 그러나 화성의 마고할미가 만든 자연물들은 논바닥에 있는 돌

이나 아무도 살지 않는 작은 섬에도 사연이 있음을 알려주고, 모서리가 

깨져서 완전하지 않은 상태의 탑에도 내력이 있음을 전해준다. 현재 채

록되는 마고할미 전설들은 ‘지금은 돌이 없다’라는 구연자들의 마지막 말

들로 ‘인간을 위한 목적 있는 자연의 변형’으로 깎이는 바위, 탑, 섬에 대

해 생각해 보게 하는 기능을 한다. 다른 지역 마고전설과 다르게 쌍봉산 

전설은 조금 더 나아가 마고할미가 쌀을 짊어지고 가다가 무거워 쉬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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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산이 된 쌍봉산을 훼손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결국 풍요로 상징되는 

쌀까지 사라지게 하는 일로 그 의미를 확장해 보게도 한다. 쌀이 산이 되

는 역동적 발상은 쌀과 산을 하나로 연결하게 하며, 자연을 인간의 필요

로 규정하는 사유를 되돌아보게 한다. 마고할미의 우발적이고 신이한 행

동을 통해 자연과 인간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너른 시야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지점들이 포스트휴먼의 담론형성으로 이어지면서, 화성의 

산과 바다에 사는 마고할미 전설은 근대 이전의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지 

않았던 태고적 사유를 전승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대에 마고할미가 만든 

상징적 자연물들이 왜 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짐으로써, 근대

중심의 자연관을 의심하게 하며, 훼손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V. 결론

본 논의에서는 연구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화성시의 민속자료를 

통해, 기왕의 연구에서 �한국구비문학대계� 1-5의 2편으로 주로 연구되

었던 화성지역 마고할미 자료를 20편을 확장하여, 화성에서 현재까지 전

승되는 전설의 양상을 유형화하여 살필 수 있었다.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는 쌀을 지고 다닌 마고할미로 인해 생긴 쌍봉

산이라는 대표적인 지형 전설이 전승되어 풍요의 의미를 생성한다. 또한 

남산 마고할미보다 쌍봉산 마고할미가 더 힘이 세서 조암리 마을의 땅에

는 돌이 없어서 더욱 농사짓기 좋은 땅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하며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을 것이다. 송산면 형도 탑

은 현재 부서졌지만, 사람의 힘으로 만들기 어려웠을 것 같은 웅대함을 

상상하게 하는 동시에 전승 지역주민들의 자부심과 인간에 의해 훼손되

어 지속되지 못한 안타까움을 전승한다. 현대에 마고할미가 우발적으로 

만든 상징적 자연물들이 왜 사라졌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자연을 

대하는 삶의 태도를 의심하게 하는 포스트휴먼의 담론을 생성하는 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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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다. 보금산, 형도 주변의 오리섬, 쉬섬을 만든 유래는 마고할미가 만

든 우발적 자연 형상의 이미지로 인간의 가치가 잣대가 아닌 자연이 생성

하는 자연의 의미자질 자체에 주목해 보게 한다. 

화성문화원에서 출간한 �경기도 화성시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조사집 

2 ․ 우정읍 편�(2006년)의 표지에는 쌍봉산을 짊어지고 있는 마고할미 모

습이 담긴 그림이 있다. 쌍봉산의 유래에 대한 쌍봉산 입구의 안내판에

는 화성군의 �화성군사�와 �화성의 얼�에 나온 자료 19의 자료를 요약해

서 만들어진 설명이 있다. 마귀할멈의 악행과 징치되었던 이야기는 마귀

할멈을 하늘에서 쫓아내고자 했던 참진기라는 섬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나

오고, 마귀할멈이 남쪽에서 와서 한양으로 가고자 했던 내용이 개연성 

있게 잘 정리되어 있으며, 마귀할멈의 행실에 대한 하늘의 분노도 길게 

잘 표현되어 있다. 

그럼에도 1980년대 �한국구비문학대계�, 경희대중앙박물관과 화성문

화원에서 1989년에 정리한 �화성군의 역사와 민속�, 2006년에 화성문화

원에서 출간한 �경기도 화성시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조사집 2 ․ 우정읍편�, 

2021년 가을에 연구자가 조사한 설화에서도 마귀할멈이 징치된 이야기

는 지역주민에게서 구술되지 않았다. 보금산 전설에서는 마고할미에 대

한 경외심이 표현되기도 했다. 쌍봉산의 전설에서 마고할미의 형상은 악

행이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쌀자루 같은 산을 짊어지고 있는 경이로운 

형상의 마고할미로 각인되면서, 그 이미지를 지표로 이야기를 기억하고 

구연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쌍봉산을 설명하는 문화콘텐

츠에는 마고할미로 인해 생긴 자연창조의 에너지가 쌍봉산의 유래를 설

명하는 데 더 녹아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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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ypes and Transmission Meanings of “Mago 

halmi” tales in the Hwaseong Region 

- Focusing on the dynamism and 

contingency of Mago Halmi -

Kim, Jungeun

This study finds the data that records the folktales of Mago Halmi that 

have been handed down with vitality in Hwaseong region to this day and 

folktales handed down in various ways in Hwaseong-gun’s local data 

collections that have not been known until now, and about 20 pieces of data 

were used to reveal its types and variations, and to discuss the meaning of 

its transmission with indexicality of the region as legends. There were 

folktales of Mago Halmi in Ssanbongsan Mountain, Bogeumsan Mountain, 

Namsan Mountain, Hyeongdo Island, Oriseom Island, and Shuseom Island 

in Hwaseong, and the story about the terrain formed by the accidental 

actions of Mago Halmi is being handed down.

This study aims to extract the meaning of opposition features created in 

legends such as Ssangbongsan Mountain, which was created while the Mago 

Halmi was taking a break when she was carrying sack of rice, Shuseom 

Island where the Mago Halmi of Bogeumsan Mountain and Hyeongdo Island 

took a break, and the rock thrown with strength competition with Mago 

Halmi of Namsan Mountain. These opposition features can be expressed as 

‘moving: resting (stop)’, ‘movement: stop’, ‘purpose: chance’, ‘inten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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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gency’, and ‘fixation: transformation’. The opposition features of natural 

objects created by the Mago Halmi makes us look back on our notions of 

nature. What humans want from the Creator God is the purposeful and 

intentional formation of topography in a direction beneficial to humans, but 

the nature formed through the Mago Halmi does not exist for humans, but 

exists as contingency and dynamism itself.

The legend of Hyeongdo Island’s tower and Joam-ri’s rock, which were 

formed by the motif of strength competition, explains why the topography 

created by the Mago Halmi are disappearing. Through this, the Mago Halmi’s 

action of creating the ancient nature and the action of modern humans which 

is erasing nature are opposed to each other, and the meaning of ‘nature for 

humans: nature made accidentally’ is created. These opposite features appearing 

in folktale Mago contribute to create a discourse of post-human that raises 

doubts about the human-centered attitude toward nature in modern times, 

and play a role in healing the damaged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s.

Key Words : Mago Halmi, Ssangbongsan Mountain, A Sack of Rice, 

Contingency, Dynamism, A Strength Competition, 

A Man of Great Strength, Hyeongdo Island, Bogeumsan 

Mountain, Post-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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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쌍봉산 마고할미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21.10.31.(일) 오후 4시

조사장소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1리 (제보자 자택)

제 보 자 : 윤정학 [남, 1937년생, 85세]

조 사 자 : 김정은, 윤하영

【구연상황】

제보자는 조사자의 이모부인데, 조사자가 10년 전에 쌍봉산 마귀할미

와 남산의 마귀할미에 대해 제보자에게 들은 적이 있어서 조사하게 되었

다. 이번 조사에서는 마귀할미가 아니라 장사였다고 말씀하시며 구연하

셨다. 

【본문】 

[조사자 : 마고 할미가 쌍봉산을 짊어지고 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 들었어. [조사자 : 그럼 혹시 그 쌍봉산 마고 할머니 

전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게 뭐, 그렇게 긴 전설이 아니고. 어

른들 말씀이. 

쌍봉산에는 양쪽 봉우리가 크게 있고 가운데 조그만 봉우리가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짜국이(양쪽 손으로 멜빵처럼 타원을 그리며) 되어 있거

든. 그게 멜빵 자국이래요, 마귀 할머니가 몰러,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짊어지고 가다가, 무거워서 내려놓고 쌍봉산이 됐다, 그러고 어

른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웃으며) 하나의 전설이지.

[조사자 : 네 그러고. 그러면 실제로 그 마고 할미가 쌍봉산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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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믿으세요?] 

믿긴 뭘 믿어. 그게 이(웃음),

[조사자 : 남산 할미하고 싸운 이야기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들어보셨어

요?] 

네, 그거는 그게, 우리 마을 한가운데 논에 큰 바위가 하나 배겨 있었

거든. 

일 할 적마다 응, 우리들한테, 

“이 바위가 왜 여가 있냐?”고, 

“좀 이상하다.”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냥 우리 호기심에서.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마귀 할머니가 아니고 쌍봉산 장사하고, 남산 

장사하고, 돌 던지기 내기를 했는데, 쌍봉산 장사는 힘이 좋아서 쌍봉산

에 있는 돌을 전부 남산에 던져 가지고, 지금도 남산에 가면 돌이 많아. 

그리고 남산 장사는 던지다 힘이 모자라 가지고 중간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어른들이 얘기해 주더라고. 그것밖에 몰라.

[조사자 : 그러면 이런 전설들을 누구한테 들으신 거예요?] 누구하라고 

지금. 기억을 못하지만 그전에는, 품앗이하면서 이 집 저 집을 댕기면서 

같이 일을 하잖아. 이러다 보면 어느 분이 얘기했는지도 몰라. 누가 얘기

했는지 그 어떻게 기 알아요, 지금. 그런 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는데, 지

금은 돌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의심이 없지. 그전에 있

었어요. 요기. 가운데 가서 큰 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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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봉산 장사와 남산 장사의 힘겨루기

【구연정보】

조사일시 : 2021.10.31(일) 오후

조사장소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1리 (제보자 자택)

제 보 자 : 윤정학 [남, 1937년생, 85세]

조 사 자 : 김정은, 윤하영

【구연상황】

제보자가 <쌍봉산 마고할미> 이야기를 마치고 뒷부분에 덧붙인 논 한

가운데 있었던 커다란 돌 이야기에 대해 다시 말씀하시겠다고 하였다. 

제보자의 요청으로 <쌍봉산 장사와 남산 장사의 힘겨루기> 이야기를 이

어갔다.

【본문】 

남산하고 쌍봉산에 대한 얘기는 우리 마을 중간에 논에 큰 바위가 하

나 있었어. 거기서 일을 하면서 어른들한테,  

“왜 바위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어른들 말씀이. 지금은 비발디 아파트 터가 돼 있잖아. 

남산은 여기 인근 장안면 어은리에 있고. 쌍봉산은 우정면 조암리에 

있고. 인근에 마주보고 있잖아, 근데 쌍봉산 장사하고 거 남산 장사하고 

돌 던지기 내기를 했대. 그래서 내기를 하는데 쌍봉산에 있는 장사는 기

운이 세가지고 남산으로 던져서 많이 던져가지고 남산에는 돌이 많이 쌓

이고. 쌍봉산에는 돌이 없어.

남산에서 장사가 덩치다가 힘이 모자라서 떨어진 게 논바닥에 있는 거

래요. 

그렇게들 보내면서 노인들이 얘기해 주더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