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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서로의 힘이 되어 주었던 의좋은 형제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말은 50여 년간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의좋은 형제’ 이야기

를 소재로 만들었기에 낯설지 않다. 1956∼2000년까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의좋

은 형제’ 이야기의 현장이 바로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의 대흥 관아 앞에 위치한

다. 충남유형문화재 제102호로 지정된 이성만 형제효제비가 바로 그것이다. 이성만 형제

효제비에는 우애가 깊은 형제의 이야기가 나온다. 

고려 말 우애가 깊은 형제가 살았다. 어느 해 추수가 끝나고 형제는 볏단을 나누어 가졌

다. 그런데 그날 밤 형은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동생은 새 살림을 시작했으니 필요한 게 많을 텐데…. ”

동생은 또 이렇게 생각했다. 

“형님은 식구도 많고 제사도 지내야 하는데….”

동생은 형이 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밤에 몰래 벼 한 섬을 형의 집에 갖다놓고 왔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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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역시 동생에게 볏섬을 준다 해도 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밤에 살며시 갖다 놓고 왔

다. 그런데 이들 형제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잠만 자고 나면 줄어 있어야 할 볏섬이 그

대로 다시 늘어나 있는 것이었다. 어느 날 어두운 밤길에 마침내 형제가 서로 마주치게 되

었다. 그제야 서로 볏섬이 밤마다 느는 까닭을 알게 되었다. 

“네가 우리 집 볏단을 쌓아 주었구나.”

“형님이 우리 집에 볏단을 보태주었군요.”

서로에게 양식을 보태주기 위해 밤중에 자신의 볏단을 몰래 나르다 마주친 형제는 감격한

나머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갑자기 나타난 달이 부둥켜안은 두 형제를 밝게 비추었다.

형님은 훗날 대홍촌장이 되는 이성만이고 동생은 이순이라는 인물이었다. 

효행을 중시하는 조선시대 들어 연산군은 이성만 이순 형제의 우애를 기리기 위해 형제가

마주쳤던 대흥면의 개뱅이다리(佳芳橋) 옆에 비를 세워 오늘에 전하고 있다. 

한 몸처럼 모든 것을 나눈 두 사람 

‘의좋은 형제’ 이야기는 『세종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기록되어 민간에 전설처럼

구전되어 왔다. 

가령,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0 대흥현 조에 보면, 대흥호장 이성만과 이순 형제가 모두

의좋은 형제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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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한 효성으로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맛있

는 음식으로 봉양하고 봄·가을에는 술과 떡

을 하여 드리고 친척들과 기쁘게 나누어 먹었

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성만은 어머니의 분

묘를 지키고, 순은 아버지의 분묘를 지켰다.

3년의 복제를 마치고 아침에는 형이 아우 집

으로 가고, 저녁에는 아우가 형의 집을 찾았

으며, 한 가지 음식이 생겨도 서로 만나지 않으면 먹지 않을 정도로 효심과 우애가 깊었다

고 한다. 

이에 조정에서는 1497년(연산군 3) 지신사 하연의 주청에 의해 대흥면 상중리 개뱅이다리

(佳芳橋) 옆에 비를 세웠는데, 모두 173자가 기록되어 있다. 비문의 내용은 대체로 이성

만·이순 형제가 부모를 생시에 봉양한 효제와 사후에도 유택을 정성스레 지키고 제사를 받

들었으며, 더욱이 형제간의 우애도 지극히 돈독함을 밝혀 이러한 모범적인 효제를 후세에

기리도록 정려비를 세운다는 것이다. 

해방 직후 정려비는 예당저수지 축조 후에 침수되면서 매몰되었다가 가뭄을 맞아 발견되

어 대흥동헌 앞 공터로 옮겨 세운 것이다. 크기는 높이 203㎝, 폭 43.5㎝, 두께 25㎝이다.

개편되기 전 초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은 실제 비문의 내용과는 다르게 윤색되었다.  

현재 대흥면사무소 효제비 옆에는 의좋은 형제상이 서 있다. 두 형제가 볏단을 나르다 도

중에서 만나는 장면을 실물보다 1.5배 큰 2.5m의 높이로 만들어 놓았다.  

형제비와 동상이 서 있는 곳은 옛 대흥동헌 앞이다. 대흥동헌은 조선 초 1407년(태종 7)에

창건되었고, 1914년에 대흥면 사무소로 개조하여 사용되다가 1979년 해체 복원 정비되었

다. 대흥동헌은 기본 구조가 잘 남아 있고, 예산 지역에 현존하고 있는 유일한 관아 건물

이며 1405년에 건립된 대흥향교와 함께 대흥 지역의 역사를 증명하는 건축물로서 역사적,

건축학적 보존 가치가 높다. 대흥군의 관아는 조선시대 대흥군의 현청으로 객사에는 정청

3칸, 동대청 12칸, 은사정 14칸, 서헌방 16칸, 하마대 4칸이 있었다. 그러나 이 관아 내에

는 동헌과 그 앞에 임성아문의 현판이 걸린 아문만이 남아있다. 동헌은 1981년에 해체 복

원하여 옛 모습을 찾았다. 대흥동헌 및 아문은 시도 유형문화재 제174호(예산군)이다. 

이성만 형제효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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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의좋은 형제 장터’

예산군에서는 이성만 형제효제비가 있는 곳을 ‘의좋은 형제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그리고

슬로시티로 지정되면서 약 40년 만에 ‘의좋은형제 장터’라는 이름으로 대흥장을 재개하였

다. 이곳에서는 감자, 옥수수, 마늘, 고추 등 대흥면 17개 마을 주민들이 정성껏 키우고 수

확한 제철 농산물들이 선보인다. 장터를 찾은 대도시 방문객들에게 산지가격으로 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의심 없이 살 수 있는 색다른 재미를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된장, 고추

장, 장아찌 등 대흥면 주민들의 오래된 손맛이 배어있는 슬로푸드 먹거리도 판매된다.

특히, ‘의좋은 형제 장터’에서는 대흥초등학교를 비롯한 예산군 관내 초·중학생들이 운영

하는 ‘어린이 재활용코너’도 마련하였다. 쓰고 남은 학용품, 옷가지, 운동화 등 아직 사용

할 수 있으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장터로 가져와 장터 방문객들에게 손수 매

긴 가격에 판매하는 ‘어린이 재활용코너’는 아껴쓰고 다시쓰는, 환경과 자원의 지속보존과

활용에 대해 의미를 되새겨보는 교육의 장 역할도 한다. 

이밖에도 용도가 다한 물건들을 활용한 ‘폐품재활용공예’, ‘바느질공예’, ‘볏짚공예’ 등 예산

의 명인들이 운영하는 다채로운 체험행사와 마을주민들과 방문객들이 흥겹게 한마음이 되

는 ‘장터 노래자랑’과 쉬지 않고 터지는 뻥튀기, 추억의 아이스케키, 엿장수의 가위소리도

대흥장 축제의 재미를 한껏 더한다.

의좋은 형제 공원 의좋은 형제 장터 대흥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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