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05월 26일 03시 06분



2
3
3
3

목차목차

목차

마을유래
피서3리 정착마을 - 남북통일의 염원이 새겨진 입석이 있는 마을
첨부파일(5)



첨부파일(5)

피서3리 정착마을 - 남북통일의 염원이 새겨진 입석이 있는 마을

작성일 2016.08.02

16:54

등록자 조OO 조회수 988

지역소개 역대읍면장 읍면소식

무안이야기 > 읍면소개 > 망운면 > 마을유래

 피서리 정착1.JPG 323 hit/ 7.43 MB 다운로드

 정착2.JPG 247 hit/ 5.68 MB 다운로드

 정착3.JPG 268 hit/ 2.91 MB 다운로드

 정착4.JPG 250 hit/ 4.21 MB 다운로드

 정착5.JPG 252 hit/ 8.90 MB 다운로드

마을유래

마을유래

(http://www.muan.go.kr)

/www/abountmuan
/www/abountmuan/organization
/www/abountmuan/organization/mangwoon
/www/abountmuan/organization/mangwoon/origin
/www/abountmuan/organization/mangwoon/info
/www/abountmuan/organization/mangwoon/origin
/www/abountmuan/organization/mangwoon/headman
/www/abountmuan/organization/mangwoon/news
/ybscript.io/common/file_download/586279/208472/%25ED%2594%25BC%25EC%2584%259C%25EB%25A6%25AC%2520%25EC%25A0%2595%25EC%25B0%25A91.JPG?pkey=NZw7fAnab
/ybscript.io/common/file_download/586279/208472/%25ED%2594%25BC%25EC%2584%259C%25EB%25A6%25AC%2520%25EC%25A0%2595%25EC%25B0%25A91.JPG?pkey=NZw7fAnab
/ybscript.io/common/file_download/586279/208473/%25EC%25A0%2595%25EC%25B0%25A92.JPG?pkey=NZw7fAnab
/ybscript.io/common/file_download/586279/208473/%25EC%25A0%2595%25EC%25B0%25A92.JPG?pkey=NZw7fAnab
/ybscript.io/common/file_download/586279/208474/%25EC%25A0%2595%25EC%25B0%25A93.JPG?pkey=NZw7fAnab
/ybscript.io/common/file_download/586279/208474/%25EC%25A0%2595%25EC%25B0%25A93.JPG?pkey=NZw7fAnab
/ybscript.io/common/file_download/586279/208475/%25EC%25A0%2595%25EC%25B0%25A94.JPG?pkey=NZw7fAnab
/ybscript.io/common/file_download/586279/208475/%25EC%25A0%2595%25EC%25B0%25A94.JPG?pkey=NZw7fAnab
/ybscript.io/common/file_download/586279/208476/%25EC%25A0%2595%25EC%25B0%25A95.JPG?pkey=NZw7fAnab
/ybscript.io/common/file_download/586279/208476/%25EC%25A0%2595%25EC%25B0%25A95.JPG?pkey=NZw7fAnab


(http://www.muan.go.kr)



   정착마을은 망운면소재지에서 운남 방면으로 1㎞ 쯤 가다가 좌회전해서 공항 쪽으로 가면 나오는 마을로 망운국제 공항 비행장 활주로와 병립해

서 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행정구역명은 망운면 피서3리 정착마을이다. 원래는 당산끝머리라는 이름의 마을로 정착민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세 가구

가 살았었는데 현재는 한 가구도 남아 있지 않다.  

   이 마을은 이름 그대로 피난민들이 정착한 마을이다. 한국전쟁 이후 대체로 북쪽 서해안 지역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내려와 무안을 

비롯한 진도나 목포 등 전남 각지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다 1956년 보사부의 피난민 입주 정책으로 망운면 피서리 산 69번지 98정보의 땅에 100세

대 497명이 정착하면서 건설된 마을이다. 원래 이 마을 주민들은 정착이라는 이름을 싫어해서 정착농원이라 부르던 때도 있었다.  

   당시 이곳은 일본인 산전만길랑의 땅으로 일제강점기 때 비행장을 건설하다가 해방이 되자 황무지로 버려져 있던 곳이었다. 당국에서는 1957년에

 이른바 ‘말집’이라 부르는 집을 지어 세 가구가 기거하도록 하여 분양했다. 다시 말하면 집 1채에 3 가구가 들어가 살도록 방 하나에 부엌 하나

가 딸린 구조의 집이었다. 집이 완성되자 1958년부터 주민들이 들어와 살았다. 현재도 그때 지었던 당시의 집들이 남아 있는데 기존의 구조에서 양 

옆으로 방을 늘린 구조이다.  

   현재의 정착마을은 당시에 비해서 마을의 세력이 많이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마을의 일부가 공항으로 편입되기도 하고 주민들이 연고지를 찾아 다

른 지역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공항이 들어서 있는 자리에도 정착 마을의 일부로 10여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현재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없다

. 정착세대도 두 분만 살아있다.  

   공항건설을 하면서 지금은 공항의 활주로가 된 정착 마을의 일부 지역에서 대형 가마터가 발견되었다. 1999년 목포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실시된 

지표조사와 2000년도에 실시된 시굴조사에서 철기시대 수혈과 고려시대 토광묘가 조사되었다. 또한 백자 가마 2기와 공방4기 등 전통도자의 공방 

구조와 도자제작과정을 알 수 있는 많은 자료를 발견했다. 주민들은 80년대 초까지 문화재 전문 도굴꾼들이 마을 주위를 많이 쑤시고 다녔다고 한다

.  

  이 마을은 전국 각지의 피난민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마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단합이 염려되어서 물어보았더니 ‘어느 마을보다도 주민들간에 

강한 결집력을 지녔다’고 한다. 왜냐하면 70년대 80년대 이석호 땅 사기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국세청 공무원이었던 이석호가 서류를 조작

하여 정착촌 일대를 자신의 친인척 소유로 바꿔버렸는데 그 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에서 주민들이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전부 동참하여 이겨냈다

는 것이다. 하지만 처음 이곳에 정착할 때 정부가 준 98정의 땅을 갖지 못하고 미적거린데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한편으로 씁

쓸해 했다.  

 

   한때는 배뱅이굿으로 망향의 설움을 달래기도 

   이 마을의 주민들은 초기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다. 환경의 척박함 때문이었다. 분배 받은 토지가 풀도 자라지 않은 박토여서 농작물이 자라지 않

았다. 해서 처음엔 호밀 유채 고구마 등을 심다가 차츰 땅을 기름지게 해서 다른 밭작물을 심었다. 특히 주민들은 뻘밭의 뻘을 실어다가 밭에 뿌려

서 농사 지은 것을 아픈 기억으로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기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망운 면소재지에 나가면 주민들이 수군거리며 

‘사람하고 피난민하고 다닌다’라고 할 정도로 이단시 하였다. 또한 굶주림 때문에 큰 곤란을 느꼈는데 국제난민기구인 유섬에서 원조를 받아 근

근히 생활할 수가 있었다. 

   이처럼 가난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쓰지 못한게 미안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설날에는 배뱅이굿을 하며 망향의 설움을 달래기도 

하였다. 고향의 맛을 내는 두부의 엿을 해서 나눠먹기도 했다. 해서 망향단을 이 마을에 있는 당산끝머리에 세우려고 했으나 군에서 현재의 물맞이 

공원에 부지를 마련해줘 그나마 아픔을 달래고 있다. 

  오래 전에 밭농사가 아닌 논농사를 짓기 위하여 실향민 24명이 힘을 모아 지게와 망태를 이용해 간척지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1961년 이른바 용호

지선이라는 지역의 만(灣)을 막아서 20여 정보의 농토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는 거의 묵답이 되어버렸지만 당시에는 주민들에게 대단히 소중한 식

량 공급원이었다.   

  주민들은 공항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공항이 들어서면서 마을이 공항 뒤편에 위치해 비행기 이착륙에 대한 피해를 입을까

봐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비행장 설계에서부터 건설까지의 과정을 놓고 유당농원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현재의 이 마을의 위치

는 활주로와 비교해 4-5미터에서 10미터 정도의 높이에 있다. 이 마을을 중심으로 공항 일대가 같은 높이의 지대였는데 활주로를 만든다면서 언덕

을 깎아다가 창포호를 메우는데 사용했다고 한다. 공항 건설이 유당농원을 위한 건설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마을에는 황해도 신천 반공의거 사건(1950년 10월 13일부터 장연의 15일까지)의 주인공이 살고 있었다. 전임 이북5도민 무안군 연합회장과 

마을노인회장도 겸했던 이범영 옹인데 ‘매년 5월 8일이면 지역의 실향민들과 함께 임진각의 망향단에 가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제사를 지내고 온

다’고 했다. 실향민들은 현재에도 이 마을에서만 40세대 이상이 살고 있다.  

  이 마을에는 ‘실향민들이 많이 있어서 북한식의 장례절차나 놀이문화 그리고 음식 문화 등을 개발한다면 마을의 소득원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지

역의 좋은 문화도 되어 개발하여 가꾸었으면 하는 마음’이 탐방 중에 머리를 감돌았다.  

  망운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1985년에 세운 ‘피서3리 정착촌’이라는 표지석이 있다. 그 옆에 1미터 50㎝ 정도 되는 자연석에 ‘우리의 

염원’이라는 제목 아래 “모든 것이 넉넉해도 한 가지 우리의 부족함은 화합의장, 바로 남북통일입니다”라는 입석이 세워져 있었다. 처음에 봤

을 때는 의아하게 여겼으나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나서 그들의 절절한 남북통일의 염원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마을회관 뒤에 있는 뜰을 화골이라 했으며 현재는 빈집이 많이 있으나 한때는 이 마을의 주민들이 망운면에서 세 번째로 많았었다. 해서 이곳 학생

들이 망운 면소재지에 나가면 그곳 주민들이 몰려다니며 와글와글한다 해서 ‘떼까우’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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