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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령  >  오 운 마 을 의  유 래 와  옛 모 습 을  간 직 한  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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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스러움이 그대로 살아있는 오운마을

오운마을은 낙서면 소재지에서 남서쪽에 있다. 본래 오오니라고 부르고 한자로는 오은(烏

隱)으로 썼는데 이는 마을 남쪽에 있는 까막재(烏嶺, 오령)와 관련이 있다. 마을 옆으로 저 

멀리 낙동강이 흐르고 뒤에는 대덕산이 있어서 안개와 구름이 자주 끼기 때문에 구름실, 

굼실, 운곡(雲谷)으로 표현했던 적도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오운(五雲)으로 개명한 것이

다. 의령군에서 소개한 지명유래에 따르면 당시 마을에 칠천 석 부자 일곱 형제가 살고 있

었는데 형제들의 항렬자가 구름 운(雲)자였다. 그런데 일곱 형제 중에 두 명의 이복형제가 

있었고 두 명의 이복형제를 빼고 다섯 명 형제이름을 딴 오운(五雲)으로 동네이름을 지었

다고 한다. 다른 자료에는 경산 김씨, 선산 김씨, 벽진 이씨, 담양 전씨, 경주 최씨의 다섯 

성씨가 구름처럼 모여들어 정착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마

을에는 전씨 22가구, 이씨 14가구, 최씨 4가구, 구·강·성·김씨가 두 가구씩으로 50세

대 안팎이 살고 있다. 그렇게 보면 의령군에서 주장한 칠형제설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종목 등록문화재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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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마을에서 옛 것의 향기를 느끼다 - 옛 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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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에는 지금 부자 형제가 

살던 일곱 채 중 다섯 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문중 

재실도 네 채가 있는데 운곡

재와 칠우정, 산사재는 벽진 

이씨 재실이고 경모재는 담

양 전씨 재실이다. 오운마을

은 밖에서 보면 산으로 둘러

싸여 잘 보이지 않지만 돌담

과 토석담, 탱자울타리 등이 

마을의 한옥과 재실, 정자, 

노거수와 어우러져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옛날 방식으로 

짓이긴 흙 위에 돌을 놓으며 쌓아올린 담장을 따라가는 골목길은 조상 전래의 우리 전통이 

가지는 빼어난 아름다움과 함께 향토색이 물씬 풍기는 서정성을 간직하고 있어 어른들에

게는 향수를, 작가들에게는 새로운 영감을 전해준다. 500년 이상이 됐음직한 느티나무와 

참나무가 마을 곳곳에 서 있는데 그 우람한 그늘 아래서 옛 정취를 자아내는 담장과 잘 가

꾸어진 논밭을 바라보는 운치는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감동을 느끼게 한다. 

주류를 이루는 토석담은 높이 1.5~2m, 폭 40~60cm 정도로 길이 20~40cm 방형의 막돌

과 진흙을 전통적인 축조방식에 따라 쌓았다. 돌담은 주로 막돌을 높이 1.5m 안팎으로 쌓

았다. 골목과 접하지 않은 옆집과의 경계에 담이나 축대를 만들 때 많이 사용했다. 오운마

을 전체에 조성되어 있는 1,000m에 달하는 토석담 및 돌담과 200m에 이르는 탱자울타리

의 아름다운 경관을 잘 살려서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2007년 11월 의령 오운

마을 옛 담장을 등록문화재 제365호로 지정해 두고 있다. 

운곡재·의동정·칠우정

오운마을에는 옛 담장 외에도 2010년 12월 9일 세 채의 건물이 나란히 문화재로 지정되었

다. 벽진 이씨의 종중건물로 전통가옥의 형태를 잘 보존하고 있다. 

운곡재(雲谷齋)는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520호로 참의공 이천민과 그의 아들 통정대부 

이결, 훈도를 지낸 이중광공을 모시는 종중재실로 1856년에 건립되었으며, 1927년에 중창

오운마을 옛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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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건축물로서 여러 차례의 보수공사로 인

하여 부분적으로 변형된 부분이 있지만 전

통건축양식 잘 보존되어 있고 입지성이 좋

아 역사적, 관광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

물이다.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519호인 의동정(宜

東亭)은 건물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인공적

으로 정원을 조성한 흔적이 있는 등 근대 부

농계층의 다양한 건축형태와 건축관을 탐구

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벽진이씨 문중

의 정사로서 이동원의 강학소로 사용되었다.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518호인 칠우정(七

友亭)은 건물의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의장

수법 및 구조가 20세기 초의 지방부호의 건

축 양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운봉

현감을 지낸 이장성의 14대손 이운수가 형

제들 여섯 명(운학, 운택, 운조, 운모, 운태, 

운한)과 함께 1914년 건립한 정사이다.

오운마을에 전해지는 이야기 

오운마을에는 재미있는 이름도 많다. 까막

재 아래에 있는 가락골에는 이름난 약샘이 

있는데 사철 약물이 솟아나면서 팔다리나 

얼굴, 목 등의 근육이 갑자기 굳어버려 움

직이지 못하고 감각이 없어지는 마목병도 고칠 수 있다고 한다. 마을 어귀의 부무골은 옛

날부터 대장간이 있어 풀무를 돌리던 곳이다. 동살미란 골짜기는 옛날 임씨 장자가 살았던 

곳으로 임장자터라고 부른다. 대덕산 중턱의 벼락덤, 강가의 두꺼비여울 등도 재미있는 이

름이다. 

오운마을에 먼저 들어온 사람은 강씨와 전씨였는데 그 뒤 벽진 이씨가 들어와서 크게 번성

운곡재

의동정

칠우정



했으며 그에 따라 한때는 벽리만석이란 말까지 생겼다 한다. 오운마을에서 낙서면사무소

를 지나 창녕 부곡으로 가는 길에 낙서면 내제리가 있는데 여기에도 문화재로 지정된 벽진 

이씨 문중건물이 있다. 소강재(昭岡齋)는 1908년에 건축된 근대기 재실건축으로 당시의 

원형을 잘 보전하고 있는데 구조형식과 창호에는 의식주의 변화와 시공의 용이성, 장식성

을 강조하는 세부수법이 반영되어 있는 재실건축이라는 점에서 건축사적·문화재적 가치

가 있는 자료이다. 내제리 소산 아래에 있고 몽헌 이동주를 배향하기 위해 벽진 이씨들이 

건립한 재실이다. 한편 내제리를 돌아나가 낙동강을 따라가면 낙서면 여의마을이 나온다. 

이 마을에도 재미있는 전설이 전하므로 낙동강도 구경할 겸 둘러볼만한 곳이다.

옛날에 낙서면 여의마을 양반들의 세도가 대단했는데 마을 앞은 버드나무가 울창했고 또 

연못이 있었다. 다른 마을사람들이 말을 타고 지나갈 때면 그대로 가지 못하고 반드시 말

에서 내려 갓을 벗고 말은 몰고 가게 했다고 전한다. 어느 날 한 도사가 마을 앞을 지나면

서 풍수지리를 보고 말하기를 이 마을은 앵이(물의 역류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도구)설

이니 앵이 앞에 나무가 많아 고기가 들어올 수 없고 그래서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는 것이

라고 했다. 마을사람들이 도사의 말을 믿고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 마을 앞 나무를 모두 베

어내고 연못을 메워 논으로 사용했는데 그 후로는 마을에 재앙과 나쁜 일이 생겨 훌륭한 

인물이 나지 않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또 한 가지 옛날 마을 안쪽에 산이 있었는데 

이 산은 샘물의 고기가 세차게 뛰어오르므로 마을에 언제나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여 신

성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밀양 박씨가 마을에 들어와서 살다가 떠나면서 산허리를 밧줄로 

잘라버렸기 때문에 마을이 잘되지 않는다는 전설도 있다.

관련문화재  오운마을의 옛 담장/ 의령 전화리 의동정(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519호)/ 의령 전화리 운곡재(경상남

도 문화재자료 제520호)/ 의령 전화리 칠우정(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518호)

관련이야기 소스  오운마을의 유래, 여의마을의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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