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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마을 다랑이 논

남해군 남면 가천 마을은 다랑이 논으로 유명한 곳이다. 가천 다랑이 논은 바다로 내리 지

르는 비탈에 일군 108개의 계단과 680여 개의 계단식 다랑이 논이 해안 경치와 조화를 이

루며 아름다운 장관을 이룬다. 농

지를 한 뼘이라도 더 넓히기 위해 

산비탈을 깎아 만든 계단식 다랭이 

논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최고의 

예술품으로, 이곳 사람들의 지혜와 

근면성을 보여준다. 

남해 가천마을의 유래에 대한 자료

는 전하는 바가 없다. 그러나 대대

로 마을에서 살아온 김해 김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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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조씨 집안에 전해오는 자료에 따르면, 이 마을에 사람들이 처음 살았던 시기는 신라 신

문왕 때로 추정된다. 미륵 전설이 전해오는 마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분명 고려시대 이

전에 사람들의 삶이 시작되었고, 400여 년 전에 일어난 임진왜란 때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

는 설흘산 봉수대(烽燧臺)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 전부터 가천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거

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1)

암수바위 이야기 하나

남해 해안에서 북쪽으로 100m 거리에 자리한 가천 마을에는 가장 아래쪽 밭 모서리에 한 

쌍의 암수바위가 5m 간격으로 서 있다. 이곳에서는 ‘미륵불’이라 하여 각각 암미륵, 숫미륵

이라 부르고 있다. 암미륵은 높이 3.9m, 둘레길이 2.3m의 크기로, 여인이 잉태하여 만삭

이 된 모습을 한 채 비스듬히 누워 있다. 숫미륵은 높이 5.8m, 둘레길이 2.5m 크기로, 남

성의 성기 형상으로 서 있다.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들이 아무도 모르게 숫미륵 밑

에서 기도를 하면 득남한다고 하여 이 고장의 여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많은 사

람들이 다녀간다고 전해진다. 

이 암수바위에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영조 27년(1751) 당시 남해 현령이었

던 조광징의 꿈에 백발을 휘날리며 한 노인이 나타나 “내가 가천에 묻혀 있는데 소와 말의 

통행이 잦아 일신이 

불편해 견디기가 어

려우니 나를 일으켜 

주면 필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

했다. 남해 현령이 

관원을 모아 가천으

로 가 꿈에 본 것과 

똑 같은 지세가 있어 

땅을 파자 남자의 성

기를 닮은 형상인 거

1) 필자 의견.

좌·우) 가천 암수바위(좌:암바위, 우:수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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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숫바위와 아기를 밴 배부른 여인의 형상인 암바위가 나왔다. 

남해 현령은 암바위는 누운 그대로 두고 숫바위는 일으켜 세워 미륵불로 봉안하고 제사를 

올렸다. 이때부터 주민들은 미륵불이 발견된 음력 10월 23일 자정이면 생선이나 육고기 

없이 과일만 차려 불교식 제사를 올리며 마을의 안녕을 빌고 있다.

매년 10월 23일 밤 12시에 행하는 제사준비는 제관을 선정하는 일에서 시작한다. 예전에 

제관은 연장자 중에서 부정이 없고 생기복덕한 사람을 골라 15일전부터 날마다 목욕재계

하고 근신하도록 하였으나 지금은 3일전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리며 미륵불 상부에 한

지로 감아 신성화 한다. 이를 위해 미륵계까지 형성된 것으로 보아,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미륵계는 없어지고 이를 기록한 문서도 1960년대에 훼손되

었다고 한다. 제물로 예전에는 과일과 산나물, 술, 흰떡, 그리고 소의 무릎 뼈를 썼다. 이 

소뼈는 숫미륵의 허리에 감아두었다고 한다. 지금은 고기나 생선은 일체 쓰지 않고 과일, 

나물, 밥, 떡 정도만을 차려서 유교식으로 지낸다. 

김종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장은2) 가천의 암수바위는 아들 낳기를 기원하는 기자

바위로서의 기능과 함께 병에 걸렸을 경우에도 치료가 가능한 능력이 있다고 한다. 바위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면 손이 썩는다는 속신까지도 만들어질 정도였다. 또한 바위 주변에 퇴

비를 뿌리거나 소변을 보게 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병에 걸리거나 불구가 

되었다고 한다. 

암수바위 이야기 둘

암수바위에는 어부를 구해주었다고 하는 전설도 있다. 통영 사람이 연평도로 조기잡이를 

가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돛을 달고 다니는 풍선이었는데, 그

것이 뒤집혀 어부들은 그 위에 올라앉아 있었다. 며칠 동안 표류하여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 한 어부의 꿈에 누군가가 나타났다. 

“나는 가천의 미륵이다. 너희들이 죽는 것을 볼 수 없구나.”

이 말만 남기고 사라져 버린 후 신기하게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았다. 날이 밝아서 보니 멀

리 육지가 보였다. 뱃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질러 겨우 구조되었는데, 그 자리가 바

로 가천 앞바다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로 통영 사람들은 미륵을 위해 만든 제

2) 세계일보, 2004년 10월 20일자에 실린 글.



사의 계원이 되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마다 통영에서 달려와 꼭 함께하였다. 이때뿐

만 아니라 가천 근처에 와서 고기를 잡으면 잡은 물고기 중에서 가장 큰 것을 가져 와 제사

를 올렸다고 한다. 이러한 치성은 일제강점기 내내 행해지다 해방 이후에 중단되었다고 한다. 

남해 설흘산 봉수대

설흘산 봉수대는 가천 암수바위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설흘산 봉수대는 남해군 남면의 남

단 해안가에 위치한 설흘산(490m)의 정상에 축조되어 있다. 자연 암반을 기반으로 하여 

쌓았는데, 평면 형태는 원형이나 일부분은 각이 져 있다. 동쪽 부분은 비교적 완전하게 남

아 있으나 서쪽 벽은 붕괴가 심한 편이다. 무너진 부분은 후대에 일부 개축되어 전체적인 

구조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 봉수대는 동쪽에 위치한 남해 금산 봉수를 받아 내

륙의 망운산, 혹은 순천 돌산도 봉수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소흘산(所訖山) 봉수’라는 기록으로 남아 있으나 지금은 설흘산(雪屹山)으로 불려지고 있

다. 설흘산(488m)은 망산(406m)과 인접해 있다. 설흘산에서 내려다 보면 깊숙하게 들어온 

앵강만이 한눈에 들어오고 서포 김만중의 유배지인 노도가 아늑하게 내려다 보인다. 인접

하고 있는 전남 해안지역 뿐 만 아니라 한려수도의 아기자기한 작은 섬들도 조망할 수 있

는 곳이다. 그래서 남면 구미지역과 응봉산으로 오르는 등산로는 바다와 기암괴석, 그리고 

다랑이 마을의 풍경을 모두 조망할 수 있어 산행코스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문화재  가천 암수바위

관련이야기 소스  암수바위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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