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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흥한다’는 장흥(長興)은 예로부터 문림

의향(文林義鄕)의 고장으로 불렸다. 문림에 대해

서는 더 이상의 이견이 없다. 인구 3만8천명의 작

은 고을에서 현역 등단 작가만 120여명에 달한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이청준, 한승원, 송기숙 등이

꼽히고 있다. 장흥은 말 그대로 한국 문학의 본향

(本鄕)이다.

의향에 대해서도 의견은 일치한다. 장흥은 189

4년, 동학농민 혁명의 최후 격전지로 동학의 숨결

이 서려있는 고장이다. 이에 앞서, 회진면에는 임

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조선수군을 재건해 명

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역사의 현장, 회령진

성이 남아 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해동사가 있는 곳이

기도 하다.

이처럼 문학의 향기와 의로운 정신이 깃든 장

흥에서 그 전통을 이어가는 마을이 있다. 바로 부

산면 용반마을이다.

◇용의 기운이 서려 있는 의로운 땅

마을을 휘감고 흐르는 탐진강변에 자리잡은 용

반리(龍蟠里)는 용의 기운이 서려있는 마을이라

는 뜻을 지니고 있다. 예로부터 지와몰이라 불렸

는데, 이는 마을에 온통 기와집이 많아 붙여진 지

명이다.

마을 앞에는 너른 들녘이 펼쳐져 있으며 저

멀리에는 기이한 형상과 절벽을 자랑하는 기악

산(장흥읍지)이 눈에 들어온다. 마을사람들은

이 산의 형태가 말을 탄 기사가 달리다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 기역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마을의 역사는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마을이 탐진강가에 자리잡고 있는터라 선사시대

부터 사람들이 생활했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

다. 용서 고인돌, 용동 고인돌 등 고인돌 군이 대

표적이며 고분도 다수 그대로 있다. 마을 주민들

은 예전에 마을 문화재 조사 때 연구진들이 고인

돌 군에서 돌칼, 돌도끼 등을 출토한 사실을 여전

히 기억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갑오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용반

접(장흥동학혁명군 3대접의 하나)이 활약했던

터전이기도 하다. 마을 출신의 지도자 이사경씨

가 동학의 접주로 활동하면서 용반접을 이끌었

다. 하지만 갑오년 12월 장흥 석대전투에서 패전

한 후 많은 주민들이 희생 당한 아픈 과거도 안고

있다.

또한 당시 용반접이 관군에게 진압되는 과정에

서 용반접에 많은 후원을 했던 마을 천석꾼이 붙

잡혀 장흥벽사역에서 처형당한 슬픈 역사도 함께

하고 있는 마을이다.

◇풍년을 기원하며 217년째 지내오는 봇제

유서 깊은 마을답게 이 곳에서는 정월대보름

전날 저녁에는 마을 들녘에 농업용수를 공급해주

는 용반보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봇제를 지내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정성껏 치르는 봇제는 217년

째 내려오고 있는 마을의 대사이다.

또한 정월대보름과 하드렛날(농사가 시작되는

날)에는 동네 각 가정을 돌며 흥겹게 지내는 풍물

놀이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설 명절 전날 저녁에는 전국 각지에서 고

향을 찾은 아들, 딸, 손자들이 마을회관에 어르신

들을 모셔놓고 절을 올리는 합동세배가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처럼 마을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마을의 대사

를 공동으로 치를 수 있은 것은 상부상조하는 마

음이 평상시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을 인

심이 유달리 좋고 협동심이 강하기에 가능한 일

이다. 마을 주민들은 어찌됐든 풍물놀이와 합동

세배, 봇제행사는 꼭 함께 하자고 다짐하고 있다.

◇효(孝)의 정자 용호정(龍湖亭)

남도의 풍류와 정신을 이야기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소재 중 하나로 정자를 꼽을 수 있다. 청아한

바람이 늘 소통하는 그 곳은 쉼과 여유를 즐기는

장소이지만, 상당수는 저항과 투쟁의 공간으로도

그 역할을 해 왔다. 물론 학문과 시문의 터전이었

음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주로 강가나 산언덕에 자

리 잡은 정자는 지금도 그 기능을 충실하게 유지

하고 있다. 장흥은 탐진강을 중심으로 강 주변에

8개의 정자가 건립돼 예부터 정자문화가 형성됐

으며, 나아가 장흥이 내세우는 문림의향의 토대

가 됐다.

이 곳 용반마을에도 빼어난 정자가 자리잡고 있

다. 탐진강 상류인 용소(龍沼)의 벼랑 위에 서 있

는 용호정인데, 이 곳은 여느 정자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대부분의 정자가 풍류를 목적으로 지어진

데 반해 이 곳은 효(孝)를 상징한다. 최규문 등 4

형제가 아버지를 위해 지은 정자이기에 그렇다.

사연은 이렇다.

최규문의 할아버지 묘는 강 건너에 있었다. 때

문에 규문의 아버지(최영택)는 비가 올 때마다

부친의 묘소를 찾아가지 못하게 됐다. 그럴 때마

다 이 곳에 서서 묘를 계속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규문이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를

위해 초정(草亭)을 짓고 부친의 효성을 기렸다.

때는 조선 순조 28년(1828년)이다. 하여 세상사

람들은 이 정자를 두고 “아버지를 뵙기 위한 정자

(望親之亭)요, 또한 아버지를 위로하는 정자(慰

親之亭)”라고 불렀다.

탐진강을 바로 눈앞에 두고 들어앉은 용호정은

정면 2칸 측면 2칸에 낮은 자연석 주초위에 세워

진 단아한 정자다. 내부에는 노사 기정진의 용호

정기(龍湖亭記)를 비롯, 이곳의 아름다움과 애뜻

한 사연 등을 시문으로 표현한 편액 20여개가 걸

려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는 예로부터 열녀가 많

이 배출돼 열녀비 5개가 현존하고 있다.

◇행복공동체 사업으로 더불어 사는 마을 창조

이처럼 의(義)와 효(孝)가 살아 숨쉬는 동네답

게 요즘은 공동체 사업으로 더불어 사는 마을을

가꾸고 있다.

2019년에는 마을행복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으

로 아짐이랑아재랑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용반마을발자국, 아짐이랑레시피,

아재랑지푸라기공예, 아짐이랑아재마을총회가

진행됐다. 2020년에는 경험을 살려 지와몰 프로

젝트를 추진했다. 지와몰 프로젝트는 마을을 스

토리텔링하고 지와몰페스티벌 등을 기획, 마을

의 협동심을 과시했다.

이에 앞서 이 마을에서는 2018년 2월부터 현재

까지 장흥군 최초로 꽃게 통발 조립 소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60세 이상의 어르신

35명이 참여하고 있다.

마을사람들은 힘을 모아 마을 진입도로개선,

가로수길 조성 등 주변 환경을 정비해 수려한 마

을경관을 조성했다. 그리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

고 주민 스스로 장기적인 마을 비전을 수립해 마

을가꾸기, 경관개선 및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

건 개조사업 공모 등을 통해 살기 좋은 행복마을

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정연우자유기고가

/장흥=노형록기자

해마다어르신께합동세배올리는효도마을

갑오 동학농민혁명 당시 용반접 활약했던 터전

정월대보름에 풍년 기원 븮봇제븯 옛 전통 그대로

짚풀공예 등 마을행복공동체 지원 사업도 활발

<12>장흥용반마을

탐진강변에자리잡은장흥군부산면용반마을은풍년을기원하며200년넘게봇제를지내는등유서깊은전통과역사를자랑하는마을이다.의(義)와효(孝)가살아숨쉬는동네답

게요즘은공동체사업으로더불어사는마을을가꾸고있다.사진아래는주민들이명인과함께짚풀공예품을만들고있는모습.

탐진강을바로눈앞에두고들어앉아있는용호정은효(孝)를대표하는정자로명성이높다.사진오른쪽은용호정의역사를말해주는다양한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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