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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여각시여
완도읍 정도리 황정주(남 60)

신혼부부가 시집을 간 판인데 저 여에 침몰되어 부렀어. 그란께 선장들이 꿈을 꾸먼 소복단장한 여자가 나타났다고 해. 그 날은 그 여에 배가 부딪치게 됐어. 암

시를 그렀게 하였던 모양이여. 그 혼백이 원한에 사무쳐 그란 모양이여. 우리 알기로만 해도 수 척이 그 여에서 부솨졌어. 소복단장한 여인이 선장 앞에 나타난

단 말이여 그라믄 그건 피하기는 늦었지. 각시여, 각시여 그렇게 불러. 그런께 그 위에 시멘트로 표적을 세워났단 말이여. 제는 안지내고 거가 물이 무지하게 굉

장히 쎄단 말이여

송대장군 이야기송대장군 이야기
완도읍 정도리 이본천(남 63)

저희들이 옛날부터 전해오는 수호신이 있는데, 원래 장좌리는 장보고당이고 여기는 송대장군이라고 해. 송대장군이야기는 저그 송대목, 송대장군 목이라는 진

을 이야기하는 송대목, 송대여, 여가바위지요. 그 다음에 그 가에 있는 장군샘, 이런 지명이 전부터 전해내려 옵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에는 송대장군이 말을

탄 발자국이다. 이런 것이 바위에 있었어요. 바위에 새겨진 자국이요. 우리마을에는 장보고 장군 이야기는 없고 송대장군이야기를 많이 해요

완도민란 이야기완도민란 이야기
완도읍 화흥리 최영삼(남 66)

내 조부가 과거에 호군 벼슬을 했어. 명은 윤자 찬자 윤찬인디 옛날 구식에 완도읍에서도 호군, 호군하고 불렀어. 지금 같으면 완도 군수를 워낙에 정치를 잘 못

하고 못살게 맨들고 그란께 완도에서 시 분이 완도 군수를 단지 걸음을 시켰어. 단지걸음이라는 것이 뭔고 하니 원님을 그냥 끄서다가 저 원동 나룻재 있는 데

다 그냥 갔다 버렸어. 단지걸음이 여그다 손을 넣고는 그냥 끄서다가 너는 가거라 하는 것이여. 너 때문에 여 백성은 살 수가 없다 그라고, 장자리 황씨 어른하

고 당인리 허사 김씨 하고 여그 우리 증조부하고 세 분이 그분들이 여그 원님을 갔다가 축출을 시켜 버렸어. 그래 갖고 인자 한양 임금이 그것을 전달 받고는 모

다 한양으로 불러 갔고는 사형시켜 버렸어. 옛날 구식이라 칼로 목쳐불고 그랬어. 글로 우리 증조부도 한양서 상해를 받아 가지고 계우 시체만 모시고 왔는디.

우리 증조가 그렇게 죽어서 조부가 호군 벼슬을 했어도 그 발휘를 못했어 그래 그 볘슬 가졌어도 지금 말하자면 역적이다 그래 가지고 맘대로 하들 못했다고 그

런 이야기를 들었어. 당인리에 허사 김씨 묘를 써 놓고 비문에 그런 일을 새겨 놓고 향교 유림에서 매년 제사를 모시고 있어.

송징장군의 죽음송징장군의 죽음
완도읍 장좌리 문장옥(남 67)

송징 장군이 힘이 세니까 나라에 죽일락고 상금하고 볘슬까지 내걸고 송징을 죽인 사람에게 준다고 방을 내거니께 즈그 딸이 그것이 탐이 나서 즈그 아버지를

죽일라고 했어. 송징 장군 딸이 즈그 남편한테, 그러니까 사위이지, 즈그 아버지를 죽이자고 하니게. 그 사위가 어디 그런 법이 있느냐고 말렸어. 그 딸이 혼자

아버지를 죽일라고 여기 장좌리로 왔어. 송징 장군이 딸을 보고 너 뭐하러 왔냐고 그라고 물은께, 그 딸이 아버님 저기로 좀 갑시다 그래. 거기가 어딘고 하니

까뚜린여라고 하는 곳이여. 그 까뚜리있어. 꿩이 암꿩을 까투리하고 하지. 그 까뜨린여에 가서 서로 앉아 있은디, 즈그 딸은 매로 변하고 송징 장군은 꿩으로 변

한께 매가 꿩을 탁 쳐서 바다에 떨어뜨려 버린께, 송징 장군이 죽었지 저-그 정도리 거그 송단여라고 하는데로 떠내려 갔다고 그래. 여그 장좌리에서는 원래 장

도섬에 있는 당에다 송징 장군을 모셨어. 청해장군 하고 같이. 두 분을 모셔 왔는디 중년에 장보고 장군이 여그 사람이라고 대학교수 몇 사람이 와서 이야기한

께 장보고 장군도 같이 모시고 있어.

명첨사 어머니 이야기명첨사 어머니 이야기
사후도 천이두(남 73)

완도읍내에 명처마 어머니가 홀로 계셨는데 겨울에 불을 아무리 많이 때드래도 방이차다고 해. 그라면 한번 불을 열란따고 명첨사가 연께 일꾼들이 저희들이

열 것인디 뭣할라고 첨사가 불을였고 있냐고 그란께 아니 불을 땃땃하니 여들여야겠다고 그래, 아침에 어머니 편히 주무셨습니껴 이라고 물은께 방이 차다고

이라거든. 아 이상한 일이다. 젊어서 혼자 되나서 이상한 일이다 그랬어. 어느 날 조각일 한사람이 왔은께 우리 집이서 상도 고차 주라고 이렇게 앉아서 이런이

약 저런이약 하고 앉아서 해가 꼼빡 질라고 해서 갈라고 한께, 아니 갈 것 없소, 우리 집이서 주무셰보소 그란께, 어디가 이런 자리서 이런 천인이 이라고 자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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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저런이약 하고 앉아서 해가 꼼빡 질라고 해서 갈라고 한께, 아니 갈 것 없소, 우리 집이서 주무셰보소 그란께, 어디가 이런 자리서 이런 천인이 이라고 자겄

냐고 이란께, 걱정마쇼. 나도 일찍이 아버님 잃어 버리고 이렇게 고독한 사람이라고 첨사가 이람시로 혼자 자지말고 우리 어버니 잔 디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이야기도 해 드리고 같이 지내라고 그랬어. 그랬는디 그 뒷날 아직에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그란께 아주 땃땃하니 잘 잤다고 그라드래.

그래서 혼자살면 아무리 따순디래도 추와 여자나 남자나 속은 다 일반이제. 이런 이야기는 우리 아부지한테 들었어. 우리 아부지 때에 이사후도로 들어왔어.

청산도 범바위에 얽힌 전설청산도 범바위에 얽힌 전설

옛날 옛적에 신선을 모시고 다니던 범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신선이 범에게 말하기를 우주의 기운이 천지를 뒤덮고 천지물간에 생긴 기운은 모이고 넘쳐 복이

덕을 이루는 남쪽의 신성한 섬, 청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 곳에 불로불사의 생명기운이 퍼지게 해야 한다면서 열 개의 영원한 생명들을 모으라고 범에게

말했습니다.

신선은 하늘을 비추는 해와 달, 해가 빚은 산, 산이 품은 물, 물질을 만드는 돌, 돌틈을 뚫고 자라는 소나무, 이 땅을 뛰어노니는 사슴, 하늘을 나는 학, 바다에서

시간을 품고 있는 거북과 마지막으로 뭇 생명들이 먹을 불로초를 불러 모으도록 하였습니다.

범은 그 길로 열 생명을 만나 신선의 말을 전하고 불로불사의 생기가 넘치는 곳, 청산으로 가도록 권하였고 그 말을 들은 열 생명은 범의 제안을 받아 들였습니

다. 그런데 범에게 한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명색이 12간지에 들어있는 자신이 빠졌다는 것에 못내 서운하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범은 신선이 내린

명을 거역하고 그 중 하나인 사슴을 해치고 애기범과 청산으로 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신선은 크게 노하여 범에게 이르기를 “달빛이 바다를 비추기 전에

떠나라. 만약 그 때가지 떠나지 않으면 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곳을 떠나기 싫었던 범은 애기범을 데리고 가는 길이 더뎌 달빛이 바다를 비

추기 전에 떠나질 못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범의 모습을 한 바위는 바람이 불 때마다 커다란 소리를 토해내고 있는데 이것은 범의 울음소리라고 전해져 옵니다. 이를 증명하듯 지금도 청산에는 십

장생 중 사슴만이 없다고 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모이고 퍼지는 청산, 그 곳에는 이루지 못한 범의 슬픈 이야기가 바위로 우뚝 서서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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