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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당숲(팽나무, 소나무, 당사 등)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당

숲에는 수령 약 5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노거수 팽나무가 있다. 이 팽나무는 부산에 있는 

노거수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생장을 보이며, 줄기 아래쪽에서 나온 돌기와 여러 갈래로 

뻗은 가지가 어우러져 웅장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구포 대리마을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 팽나무를 마을 수호신인 당산나무로 모시고 매해 정

월 대보름날 마을 공동제의인 당산제를 지내오고 있다. 팽나무를 당산나무로 모시게 낸 내

력에는 두 남녀의 애틋한 사랑과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원한이 부른 재앙에 대한 이야기

가 깃들어 있다.

죽어서도 한 몸이 된 두 남녀의 애절한 사랑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이다. 구포 대리마을에 사는 김초시의 딸과 이웃에서 홀어머

니를 모시고 사는 젊은 선비가 부모 몰래 혼약을 하였다. 이들은 부모의 눈을 피해 은밀히 

죽음을 넘어 선 사랑의 나무, 수호신으로 

거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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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 그들만의 사랑을 키워 나갔다. 가진 것이 없었던 젊은 선비는 과거에 급제하기만을 

기다렸다. 과거에 급제만 한다면 처녀의 부모에게 당당히 나설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과거가 다가와 젊은 선비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가게 되었다. 선비가 떠

나는 날 처녀는 자신의 이름을 수놓은 손수건을 선비에게 사랑의 징표로 주었다. 처녀가 

건넨 손수건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선비는 자신이 들고 있던 팽나무 지팡이를 그 자리에 

꽂으며 처녀에게 말했다. 

“이 팽나무 지팡이가 다시 살아나면 내가 과거에 급제해 돌아오는 뜻이니 그때까지 부디 

아무 탈 없이 나를 기다려 주시오. 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 돌아오리라.”

처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고갯길까지 선비를 배웅했다. 선비는 과거에 꼭 급

제하리라는 비장한 마음을 되새기며 길을 재촉했다. 그런데 갑자기 선비 앞에 복면을 한 

사내가 나타나 선비에게 칼을 겨누었다. 놀란 선비가 자신을 헤치려는 이유를 사내에게 묻

자, 사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칼을 들어 선비를 내리치고는 달아났다. 선비는 그 자리

에 힘없이 쓰러져 처녀의 이름을 부르다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처녀와 한 마을에 사는 무당이 이웃의 부잣집 아들이 평소 처녀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

실을 알아채고 두 사람을 맺어주고 한몫 챙기려는 심산으로 자객을 시켜 선비를 죽였던 것

이다.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처녀는 선비가 땅에 꽂아 놓은 팽나무 지팡이를 찾아 지팡

이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처녀의 간절한 기원이 하늘에 닿

은 것인지 지팡이가 다시 살아나 새순이 돋고 잎이 피기 시작했다. 선비가 과거에 급제하

부산 구포동 팽나무는 수령 500년 정도로 추정된다. 부산 구포동 팽나무의 줄기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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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돌아 올 것으로 확신한 처녀는 매일 팽나무에 물을 주며 보살폈다. 그러나 삼년 동안 하

루도 빠지지 않고 팽나무를 보살폈지만 선비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처녀는 구포 감동진 장터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손수건을 지닌 선비가 

삼년 전 자객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처녀는 팽나

무에 힘없이 기대 앉은 채 식음을 전폐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비의 죽음을 한탄하던 

처녀는 그 자리에서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였다. 

그런데 처녀가 죽은 후 기이하게도 처녀가 죽은 자리에서 또 하나의 팽나무가 자라났다. 

원팽나무에 붙어 자라나더니 마침내 한 그루로 된 쌍나무가 되었다. 또한 처녀가 죽은 후 

그 한이 가시지 않은 탓인지 마을에 내리 3년간 가뭄과 홍수, 화재와 병마가 동네를 휩쓸었

다. 마을 사람들은 재앙이 처녀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여겨 처녀가 죽게 된 사연을 

밝히기 시작하였고, 모든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마을 사람들은 인근의 큰 무당을 청

해 억울하게 죽은 처녀와 선비의 혼을 청해 영혼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망자 혼사굿을 베풀

었다. 그리고는 선비와 처녀의 애절한 사랑과 못다 이룬 원한이 서려있는 팽나무를 당산나

무로 정하여 매해 정월 대보름날 마을주민들이 함께 모여 당산제를 지내게 되었다. 당산제

를 지낸 후로 계속되던 마을의 재앙이 모두 사라졌다 한다.

대리마을 당산제의 제주(祭酒)를 빚는 팽나무

구포 대리마을에는 마을 수호신을 모시는 제당으로 산신당과 고당할매당이 있다. 산신당 

뒤로 당산나무인 팽나무가 있다. 당산제는 정월 대보름 전날인 정월 14일 자정 무렵에 지

낸다. 당산제의 제의 순서는 산신제, 고당할미제, 목신제(팽나무) 순이다. 제를 지내는 방

식이나 제물의 종류는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당

산제에 올리는 술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데, 당산제를 지내는 날 아침에 고두밥에 누룩을 

비벼 단지에 넣은 팽나무 아래의 움푹 파인 곳에 두면 저녁에 술이 익는다 한다. 술이 익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대리마을의 경우 팽나무의 신력으로 한 나절이면 술이 

다 익는다는 것이다.

신대를 잡아 제주를 선정하는 대리마을

구포 대리마을에서는 당산제를 주관하는 제주를 정초 대를 잡아 정한다. 정월 초이튿날이

면 마을 주민들은 그해 당산제를 모실 제주를 선정하기 위해 부산하다. 동네 청년들은 꽹



과리와 징을 울리며 큰 대를 앞세워 고당할매당으로 열을 지어 향한다. 풍물을 울리며 고

당할매당을 찾은 청년들은 제당 문을 열고 절을 하며 외친다.

“고당할매가 올해 편히 계실 곳을 정해 주셔야겠습니다.”

청년들의 외침이 끝나면 서서히 대가 떨리기 시작한다. 고당할매신이 대에 내리는 것이다. 

대 위에서부터 시작된 떨림이 점차 아래로 내려오면 청년들이 다시 소리친다.

“고당할매가 앞에 서서 가르쳐 주십시오.”

다시 대가 떨리기 시작한다.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흔들리던 대 끝이 마을로 향한다. 고당

할매신이 제를 모실 제주를 정하기 위해 대에 내려 앉아 마을을 향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 

청년들은 재빨리 움직이는 대를 따라 마을을 돈다. 그러다 한 집에 이르러 대 끝이 휘어진

다. 고당할매가 선택한 집이다. 청년들은 대가 이끈 집으로 들어간다. 고당할매가 선택한 

집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당할매신을 맞이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고당

할매신이 노해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분주하다. 상에 촛불을 켜고 정화수 세 그릇을 올리며 먼저 절을 올린다.

“고당할매 오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방안으로 들어가서 좌정하십시오.”

고당할매를 방안으로 모시면, 대를 물린다. 이제 고당할매신은 대를 떠나 그 집 방안에 드

신 것이다. 고당할매를 모시는 의식이 끝나면 대를 잡았고 풍물을 쳤던 청년들은 자리를 

뜬다. 고당할매를 모신 집에서는 금줄을 대문에 건다. 신을 모신 곳이기에 부정한 사람은 

들어 올 수 없다. 그리고 부정한 곳으로 갈 수 없다. 금줄을 사이에 두고 신과 인간의 세계

가 함께 공존하게 된다. 신과 인간을 잇는 제주는 그 날로부터 엄격한 금기 생활에 들어간

다. 남의 혼사나 초상은 물론 출산도 가린다. 동물의 사체를 보거나 동물을 죽여서도 안 된

다. 술은 물론 비린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된다. 부부 합방은 물론 타인과의 대화도 기피한

다. 그렇게 속된 것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거쳐야 신을 만날 수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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