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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 마을은 송현4리에 속하는 마을로 조금나루길을 사이에 두고 성동과 유종동 두 마을로 나뉘어져 있다. 儒宗洞은 조금나루길 오른쪽에 있

는 마을로 뒤에 서해바다를 등지고 형성되었다. 선비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마을이라 하여 선비 儒자를 쓰는 마을 이름이다. 실지로 이 마을은 학

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이 마을에 처음 들어온 성씨는 금성나씨로 300여년 전에 들어왔다. 마을이 분지형으로 물의 흐름이 마을을 안고 돌아가며 마을 앞에 소류지가 있

다. 마을 뒤의 능선은 중구등이라 하는데 망운면에서는 가장 높은 지대다. 그곳에 커다란 당산나무가 있었으나 태풍에 고사되었다. 동쪽으로 새골이

라는 골짜기가 있다. 1789년의 호구총수에는 儒宗洞으로 나오고 1912년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과 1917년의 조선면리동일람에는 儒宗里로 나온

다.  

   星洞 마을은 조금나루길 왼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바다를 앞에 두고 있다. 마을의 형성은 유종동 마을보다 늦었다. 최초의 입향조는 김해김씨

로 250여년 전에 들어왔다. 원래의 마을 이름은 풍수적 지형을 바탕으로 鼠隱洞이라 하였는데 마을의 지형이 쥐가 숨어있는 형국에서 비롯된 이름

이다. 실지로 맞은편 마을인 운남면 하묘1리 두곡 마을이 고양이 형국(족제비형국이라고도 한다)으로 상극을 이루고 있다. 이런 이름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에 의해서 부르기 좋게 현재의 이름으로 바뀐 것이다. 실지로 1912년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서 처음으로 星洞이란 지명이 나온다. 

   성동 마을에서는 한때 우환이 계속적으로 발생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 이유는 마을의 풍수적 지형에서 비롯된다. 즉 주민들은 고양이가 노

려보는 형국의 지형적인 약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을 앞 공유지 백호등이라 부르는 곳에 소나무로 조성된 비보 숲을 조성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

나면서 공유지가 개인 소유로 바뀌고, 이후 소유자가 경지정리를 이유로 비보 숲을 베어버리고 농지로 만들자 그때부터 마을에 우환이 끊이질 않았

던 것이다. 실지로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성동 출신 마을 이장들이 어려운 일을 겪었다. 해서 지금까지 송현4리의 이장은 유종동에서 맡는다고 한

다. 

   1997년에 폐교된 망운 서초등학교 입구에 ‘문랫등(文來燈)’ 또는 물렛등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현재는 교회가 들어서 있지만 과거에는 밭

이었다. 물레는 솜이나 털 따위의 섬유를 자아서 실을 만드는 수공업적인 도구로 시골에서는 중요한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文來라는 

지명대로 학교가 들어왔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 물렛등에는 고인돌로 여겨지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물렛(문랫)돌이라 하는 것으로서 한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그러나 마을에 우환이 연이어 일어나고서 부터는 신성시 여기는 돌이 되었다. 물렛돌은 물레가 돌아가면서 내는 소

리와 물렛틀이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가롯대 위에 놓여지는 넓적한 돌이다.   

 

   문랫등의 전설이 있었다  

   어느날 밭을 경작하기 위하여 밭주인이 그 바위를 서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옮겨버렸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마을에서는 알 수 없는 우환이 네 차례나 

계속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 즈음에 길을 지나가던 스님이 물렛등을 보고 ‘이곳에는 바위가 있어야 하는데 왜 없을꼬. 없으면 마을에 안 좋은 일

이 일어 날 텐데’ 하며 혼자말로 하는 소리를 주민이 들었다. 그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주민들은 밭 주인을 설득해 바위를 원 상태로 돌려놨다. 그러

자 그 이후부터는 마을에 우환이 없어졌다고 한다. 현재 물렛돌은 크기가 1/3로 줄어들어 교회 앞에 조성되어 있는 잔디밭에 놓여 있다.  

   이어 주민들 중 한사람이 이 물렛돌에 매년 정월 보름 제를 지내면서 마을에 우환이 수그러들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마을에 교회가 들어서면서 지

금은 지내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물레가 돌아가면서 내는 소리를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내는 소리라 생각해 地名의 지혜로움을 알게 되었다고 한

다. 실지로 망운서초등학교 졸업생들은 다른 학교의 학생들보다 재능과 지혜가 훨씬 뛰어났다고 한다. 

   마을의 지형이 구릉지대이다 보니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라 추정된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5-60년대에는 수많은 도굴꾼들이 마을

을 헤집고 다녔다고 한다. 특히 선도의 광산김씨 묘가 있는 선도맷갓이라 부르는 곳은 도굴꾼들이 집중적으로 파헤쳤던 곳이다. 실지로 마을 주변 

곳곳에 고총들이 많은데 주민들 대부분이 자기나 생활용품을 한두 점씩은 보관하고 있다. 또한 이장집 근처에서도 청자로 추정되는 밥사발과 분청

접시를 발견하여 이장이 보존하고 있었다. 

   이 마을을 중심으로 망운면에는 자랑할만한 곰솔이 세군데 있었다. 조금나루와 구랫들 그리고 현재의 두모 마을의 곰솔이 그것인데 조금나루와 구

랫들의 곰솔은 어른들 네 아름이 넘는 크기의 소나무였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송진 채취를 위해 베어버린 것이다. 당시에 주민들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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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나무를 벨 때 소나무에서 핏물이 흘렀다고 한다. 현재 남아있는 두모 곰솔은 당시에 크기나 두께가 두 나무에 비해 작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는 것이다.  

   예전에 성동 마을 앞에 조그마한 양식장이 있었다. 이 양식장을 두고 운남의 두곡 마을과 송현 마을이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 이 다툼이 표면화 된 

것은 한국전쟁 때였다. 하지만 주민들의 현명한 대처로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마을 주민들은 드물게 해제의 태원간척지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태원간척지가 막히기 전까지는 마을 앞에서 상쾡이를 볼 수 있을 뿐 아니

라 탄도만 주변의 각종 어류와 메생이 등 물길과 질 좋은 갯벌에서만 생산될 수 있는 수산물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다. 해서 무안의 장래를 위해서는 태원 제방을 터서 예전의 물길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갯벌에 펼쳐져 있는 무궁무진한 자원은 인력만 미친다면 얼마든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수십 명이 채취하던 

석화 밭이 요즈음엔 두세 사람이 전부 채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백 명이 관리하던 어장이 지금은 5-6명이 관리하고 있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이 순하고 화합이 잘되는 마을이다. 두 마을이 합해졌지만 마을일에 서로 언성을 높이거나 얼굴을 붉힌 일이 없었다고 한다. 또한 주민

들 중에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내일처럼 서로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마을 앞에 절이 있었다는 봉사불이라는 지명이 있다. 또한 잔등밭, 안산, 구랫들 

등의 지명이 남아있다. 마을에는 보건진료소와 망운서초등학교 자리에 세워진 요양원 그리고 원송현 마을에서 옮겨 온 송현교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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