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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부랑 할머니와 무안마을

옛날 한 장수가 큰 말을 타고 힘차게 달리고 있었다. 그 말 뒤로 산맥들이 줄줄이 따랐다. 

산맥들을 이끈 말은 태극모양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는데 그 말발굽 소리가 천지

를 진동시킬 정도였다.

마침 그때 무안 마을 옆에 흐르는 개울가에 나이가 아주 많은 꼬부랑 할머니가 빨래를 하

고 있었다. 빨래 방망이를 들고 톡탁톡탁 내리치고 있던 꼬부랑 할머니는 하늘에서 큰 말

이 빙글빙글 돌고 그 말발굽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자 머리가 어지러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참다못한 꼬부랑 할머니가 소리쳤다.

“야! 이놈들아. 내가 시끄럽고 어지러워 도저히 안 되겠다. 저리 좀 물러가라.”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던 빨래 방망이로 말 옆구리를 찔러 버렸다. 그러자 그만 말이 그 자

리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때 말이 앉은 자리가 지금의 무안마을이 되었다.  

지금도 무안마을에 가면  꼬부랑 할머니가 빨래 방망이로 찌른 곳에는 산이 허물어져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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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가 있고, 말을 몰았던 장수가 주저앉은 곳에는 작은 산이 있다. 그리고 말을 뒤따르던 

산맥들도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마치 태극모양같이 둥그렇게 생기게 되었다.

후세 사람들은 그 당시 꼬부랑 할머니가 빨래 방망이로 말을 찌르지 않고 가만히 놔두었더

라면 지금과 달리 더 넓고 좋은 마을이 되었을 것이라 안타까워했다 한다. 

용호놀이 여섯마당

용과 호랑이의 싸움을 놀이화한 무안 용호놀이는 무안 지역의 대표적인 정월대보름 민속

놀이다. 용마을(동부)와 호랑이마을(서부)가 서로 용맹함을 겨누는 무안 용호놀이는 지신

밟기, 놀림마당, 부름마당, 빌마당, 싸움마당, 열림마당 등 모두 6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동놀이이자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대동제의라 할 수 있다.  

첫째 마당은 앞마당이라 하여 대보름 전날인 14일에 집집마다 지신밟기를 하여 악귀를 쫓

고 복을 빌어준다. 둘째 마당은 대보름 아침에 농악을 울리며 상대 마을을 찾아가 놀림말

로 마을 사람들을 놀리고, 상대방의 준비상황을 둘러보고 돌아온다. 셋째 마당은 전투에 

앞서 열을 정돈하고 전의를 돋우며 서로 어른다. 줄머리 위에는 대장이 영기를 붙잡고 오

르는데 각 상대의 용과 호랑이가 좋아하는 금양과 신의주를 상징하는 사람이 함께 오른다. 

넷째 마당은 고전의식의 하나로 양편의 용과 호랑이가 일어나 서너번 머리를 굽혀 하늘에 

큰절을 한다. 다섯째 마당은 서로 다투다가 기회를 보던 금양과 신의주가 상대의 머리로 

올라가 대장이 들고 있는 깃대를 빼앗아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면 승부는 끝이 난다. 여섯

째 마당은 이긴 편을 선두로 양편이 다 줄을 메고 농악에 맞추어 한바탕 논다.1) 

용호놀이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오랫동안 전승되어 오던 줄당기기

의 전통에서 출발하였을 것이라 보기도 한다.  

줄당기기와 원혼이 된 뻑쇠의 울음

한때 무안의 줄당기기는 문경 새재 이남에서 모두들 구경 올 정도로 유명했다 한다. 옛날 

무안의 줄당기기가 이후 큰 줄당기기가 아니라 작은 줄을 당기며 놀던 시절이었다. 줄다

리기 할 때는 마을을 동부와 서부 두 패로 갈라 서로 줄을 당기는데, 서부에서 줄을 당기는 

데 참가하기로 한 사람이 있었다. 

줄당기기를 하기로 한 날 아침이었다. 사람들이 모여 승리를 다짐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

다. 그때 뻑쇠라는 사람이 술자리로 와 술을 청했다. 모여 있던 사람들이 술잔에 술을 따라 

1)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인용.



건넸다. 그런데 뻑쇠가 술을 마시기 위해 술잔을 들자 그의 손힘이 얼마나 셌던지 그만 술

잔이 깨어지고 말았다. 술자리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수근

대기 시작했다. 그때 한 사람이 뻑쇠가 아침에 술잔을 깨었으니 분명 부정한 일이 분명하

다며 뻑쇠를 줄당기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하자 주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였다. 

뻑쇠가 저항하자 사람들은 뻑쇠를 강제로 방에 가두어 버렸다.

그리고 줄당기기가 시작되었다. 암줄과 숫줄이 이어지고 그 고 사이로 큰 장대로 만든 비

녀목이 찔러졌다. 풍악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그 사이로 비녀목이 당기

는 줄 힘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쳤다. 

방에 갇힌 뻑쇠는 흥겨운 꽹과리 소리와 사람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자 자신도 줄당기기에 

참여하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다. 뻑쇠가 방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두 손으로 온 힘을 다해 

벽을 치자 그만 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

밖으로 나온 뻑쇠는 줄당기기 현장으로 한걸음에 달려갔다. 구름떼같이 사람들이 모여들

어 서로 줄을 당기고 있었다. 자리를 잡을 수 없었던 뻑쇠는 비녀목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비녀목을 안고 땡기다 그만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되었다. 

줄당기기를 하다 사람이 죽게 되자 마을에서는 한 동안 줄당기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 그

런데 이상하게도 줄당기기를 하지 않으면 무안들에서 뻑쇠의 혼이 애절히 우는 울음소리

가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뻑쇠의 혼을 달래기 위해 이후 적어도 삼 년에 한 번 

줄을 당기는 삼 년 걸이로 줄당기기를 하게 되었다 한다.

관련문화재  용호놀이

관련이야기 소스  무안지역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

좌·우) 용호놀이는 수백 년간 이어온 민속놀이로 마을의 평화와 풍년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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