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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근현대 건축 박물관 목포와 유달산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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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면/삼학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부두의 새 아씨 아롱 젖은 옷자락/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설움

삼백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 임 자취 완연하다 애달픈 정조/

유달산 바람도 영산강을 안으니/임 그려 우는 마음 목포의 사랑



0 8 2



0 8 3



0 8 4



0 8 5



0 8 6



0 8 7



0 8 8



0 8 9

‘나는 이순신이라는 조선의 장수를 몰랐다. 단지 해전에서 몇 번 이긴 그저 그런 다른 조

선 장수 정도였을 거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내가 겪은 그 한번의 이순신 그는 여느 조선의

장수와는 달랐다. 나는 그 두려움에 떨려 음식을 몇 날 동안 먹을 수 없었으며 앞으로의 전

쟁에 임해야하는 장수로서 나의 직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갔다. 그래서 내가 제

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순신이며 가장 미운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흠숭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 역시 이순신이며 가

장 차를 함께 하고 싶은 이도 바로 이순신이다.’

- <아시아 역사를 바꾼 이순신>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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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있는 남도 백성들아 짐의 말을 들을지어다.…생각하여 보니 지난 기축년(己丑年)

의 역변(정여립의 모반 사건) 이후에 도내에 걸출한 인물들도 오랫동안 뽑아 쓰지 아니하

여 그윽한 난초가 산골짜기에 외롭게 홀로 향기를 품고 있으며, 아름다운 옥이 형산에 광

채를 감추게 되었도다.…(이제야 난을 당하여 널리 인재를 구하고자 하니) 부끄러움에 얼

굴이 뜨겁도다.” - <난중잡록(亂中雜錄)> 정유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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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임자도 전장포에 사는 한 어부가 꽃다운 18살 아내를 맞았다. 부부 금슬이 어찌나

좋던지 이들 부부는 해마다 아이를 낳았고 그 수가 무려 16명에 이르렀다.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인데다 가난한 형편이라 자식들을 배불리 먹일 수 없게 돼자 남편은

맏사위와 함께 목돈을 만질 수 있는 홍어잡이를 위해 흑산도로 떠났다. 운이 좋아 배를 가

득 채울 정도로 홍어 만선을 했는데 그만 돌아오는 길에 폭풍을 만나 배가 침몰하여 둘다

익사하고 말았다.

뱃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들은 모녀는 그래도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

지 않았다. 어머니는 한쪽 다리가 성치 않은 딸을 대신해 노적봉 옆 언덕에 서서 어선들이

들어오는 고하도 쪽 바다를 살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남편과 사위를 기다리던 어머니는 결국 굶어 죽고

말았고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 기괴한 여인의 형상을 한 여한목(어미목)이 생겨났다.

어머니가 감감 무소식이 되자 딸은 아픈 다리를 이끌고 길을 떠나 노적봉을 찾았다. 여한

목에 이르러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된 딸은 삶에 대한 모든 의욕을 잃

고 슬픔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미목의 뿌리에서 나무 한 그루가 자라더니 여성의 자궁 형상을 지닌

다산목(多産木)이 되었다.

- 목포 구전 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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