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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개요

  1) 조 사 명 : 부산시 모라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2) 조사경위 : 조사 상지역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1140번지 일원은 모

라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에서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 

상지로서 문화재 보호법 제62조와 제91조에 의해 사업예정지에 한 사전 지표조사

를 실시하여 구역 내 문화재 분포여부를 파악하고 조사구역의 성격과 상태에 따른 

기록을 유지하며 사업 시행 시 유적의 보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3) 조사지역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1140번지 일원

  4) 조사면적 : 111,412㎡

  5) 조사기간 : 2008년 06월 20일 ~ 07월 19일

   

  6) 사업시행자 : 모라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7) 조사기관: (재)한국문물연구원 

  8) 조사단 구성

          조  사  단  장 : 정 의 도(한국문물연구원 원장)

책 임 조 사 원 : 장 윤 정(한국문물연구원 지표조사과장)

조    사    원 : 마 경 희(한국문물연구원 학예연구원)

조 사 보 조 원 : 강 아 진(한국문물연구원 학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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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지역의 주변 환경

  1) 자연ㆍ지리적 환경1)

  부산광역시는 759.86㎢의 면적에 남쪽은 바다에 면하고 서쪽은 김해시 장유면과 

진해시, 북쪽은 양산시 물금면과 김해시 동면, 동쪽은 울산광역시 서생면ㆍ온양

면에 접하며 2001년을 기준으로 한 현재 1군 15구로 이루어져 있다. 

  부산광역시의 자연환경을 살펴보면 태백산맥의 餘脈이 남해에 침강한 말단부에 

위치하여 구릉지가 비교적 많은 편이며 북서쪽의 금정산(802m), 백양산(642m), 엄

광산(504m), 구봉산(408m), 구덕산(565m), 천마산(332m) 등 높이 300~600m 의 연봉

이 병풍구실을 한다. 북동부 수영강 연안과 낙동강 동안에 비교적 넓은 평야가 분

포하여 낙동강 하구의 광활한 삼각주가 市域에 들어 있다. 수영강 연안에는 장산

(634m), 황령산(428m), 금련산(427m) 등의 지맥이 뻗어 해안평야의 발달이 미약하

고 동래 일 는 분지상의 평지를 이룬다. 시가지는 금정산에서 복병산을 지나 용두

산에 이르는 구릉에 의해 동서로 양분된다.

  금정산과 상계봉을 비롯한 북동부 산지가 고원견산, 시약산, 승학산 등의 남서부 

산지에 비해 높다. 그리고 前者는 삭박작용에 비교적 저항이 약한 화강암류로 되어 

있고 후자는 안산암질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산광역시의 지질은 하부에 송도층이 있고 이를 덮거나 혹은 관입ㆍ접촉하는 안

산암질화산각력암 안산암질암, 그리고 불국사산성화성암류에 속하는 규장질화산암

류와 마지막에 관입하는 심성암류로 구성된다.

  부산의 산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척량산맥인 태백산맥의 말단에 해당되며 

이 말단부가 신생  제3기 중신세부터 일어났던 북동-남서방향의 축으로 이루어진 

언양단층, 양산단층, 울산단층 등 일련의 단층운동에 의해 포항부근에서 세 갈래로 

분기되면서 남서방향으로 달리다가 부산에서 한 단계 고도를 낮추면서 한해협에 

몰입한다. 따라서 부산의 산지를 이루는 산정들은 이러한 방향에 따라 배열ㆍ분포

하고 이는 이들 산지가 단층운동에 지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갈래의 산지는 첫째 양산의 원효산에서 시작하여 금정산(796m)→ 상계봉

(638m)→ 백양산(638m)→ 고원견산(503m)→ 구덕산(562m)→ 시약산(590m)→ 승학산

(495m)로 이어지다가 마지막에는 다 포의 몰운 에서 한해협에 몰입하는 이른바 

부산의 척량산맥인 금정산맥이고 둘째는 양산군 일광면의 달음산(586m)에서 시작하

여 장산(634m)→ 금련산(415m)→ 황령산(427m)→ 영도의 봉래산(394m)으로 이어지

는 이른바 금련산맥이다. 이들 두 갈래의 산맥은 북동-남서 방향의 양산단층과 울

산단층에 각각 지배된 단층산지로, 후자는 전자에 비해 고도가 한단계 낮고 산지의 

경사가 보다 완만한 것이 특징이다. 셋째는 양산시 원동면의 토곡산(855m)에서 시

1) 釜山直轄市史編纂委員會,『釜山市史』(第一卷), 19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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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여 김해군의 신어산(630m)→ 계봉(393m)→ 용지봉(750m)→ 불모산(802m)→ 보

개산(479m)→ 가덕도의 연 봉(495m)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신어산맥이다. 

  조사 상지역의 배후산인 백양산은 해발 642m로 금정산맥의 주봉 중 하나이다. 

부산진구와 사상구, 북구 사이에 위치하며 산정은 체로 평탄하다. 안산암질의 암

석으로 구성된 백양산은 산록이 가파른 것이 특징이고 산정 가까이에는 기계적 풍

화작용에 의해 파쇄된 잔자갈들이 깔려 애추를 이루고 있다. 백양산이란 밝은 산, 

즉 광명한 산이라는 데서 비롯되었으며 운수산(雲水山), 선암산(仙岩山)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부산의 하천은 부분이 단층선에 지배된 適從河川이며 한해협으로 흘러 들어

가는 해양유역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낙동강을 제외하면 모두 유로가 짧고 거의 

직선상을 이루고 있다. 북서산지의 서쪽으로 서남방향으로 흐르는 낙동강은 남해로 

유입하면서 양안에 사상 및 사하지역과 김해지역의 넓은 평야를 이루고 지류인 죽

림강은 김해시 동면에서 녹산쪽으로 흐르면서 넓은 삼각주평야를 형성한다. 동래

분지를 흐르는 수영강은 장산과 황령산 사이를 흘러 수영만에 유입하기까지 침식분

지를 이루고 있다. 백양산에서 발원한 동천은 남쪽으로 흐르다가 범내로타리에 이

르러서는 수정산에서 발원하는 감내천(甘勿川)과 합류하여 부산만에 유입된다. 상

류는 급류성 계류이나 하류는 하상의 경사가 완만한 것이 특징이며 하구 부근은 비

교적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한다. 서면 일 를 관통하여 흐르는 이 하천은 상류와 

하구를 제외하면 거의 복개되어 유수를 볼 수 없다. 

  부산의 해안은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에 지배된 태백산맥의 지맥인 금정산맥과 금

련산맥, 그리고 신어산맥의 말단부가 한해협으로 몰입하여 형성된 해안으로 해안

선의 출입이 심한 리아스식 해안의 특색을 나타낸다. 특히, 북동-남서 방향의 양산

단층과 울산단층의 구조곡과 이에 사교하는 북서-남동 방향의 미세한 구조선이 크

고 작은 만입 및 하곡사이에도 작은 반도와 곶(串: 頭角地), 도서가 분포하여 전체

적으로 해안선이 복잡한 침수해안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해안에는 적기

ㆍ암남ㆍ장군ㆍ다 반도가 돌출하였고 그 사이로 수영만ㆍ부산만ㆍ감천만ㆍ다 만 

등을 이루고 있다. 해안선 가까이 산지가 임박하여 부분 수심이 깊고 해안침식이 

왕성하다. 따라서 태종 의 암석해안에는 해식애ㆍ해식  등의 해안지형이 잘 발달

하였고 반도나 곶에는 자갈해안ㆍ사빈해안 등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의 기후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로 연평균기온이 14.0℃이며 1월 평균기온은 

0.9℃, 8월 평균기온은 25.4℃로 연중 0℃ 이하의 평균일수는 10일 미만이다. 연강

수량은 1,466㎜이고 4~9월에 약 78%가 집중된다. 바람은 겨울에 북서풍, 여름에 남

서풍과 해륙풍이 심하며 연중 바람이 많은 것이 특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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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고ㆍ역사적 환경2)

  

  부산지역은 낙동강과 넓은 해안선을 끼고 있는 지리적 조건과 따뜻한 기후 등 사

람들이 생활하기에 알맞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선사시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각종 유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먼저 부산지역에서는 강서구 지사동과 해운  청사포ㆍ좌동 신시가지에서 구석기

시  후기에 해당하는 함북 웅기군 굴포리의 석기와 유사한 니암제 박편 및 원판형 

석기들이 수습되어 구석기시 부터 이곳 주변에는 인류 활동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3) 

  현재까지 알려진 부산지역의 신석기시  유적은 영도구 동삼동, 조도, 서구 암남

동, 다 동, 강서구 범방동 등 부분이 해안과 강변에 위치한 패총이 많다. 부산

지역의 신석기문화는 지금으로부터 5,000년~6,000년 전에 시작되어 B.C. 1,000년 

전을 전후한 시기에 소멸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기간에 부산지역에서는 영도 동삼

동과 강서 범방동에서 가장 먼저 사람이 살게 되었고 뒤이어 조도ㆍ영선동ㆍ다 동 

등과 함께 암남동, 금곡동 등에서도 생활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주로 석기를 비롯

하여 빗살무늬토기 등 생활용구와 함께 조개, 동물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주로 어

로 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B.C. 1,000년 전을 전후한 시기는 신석기시 가 끝나고 청동기시 인데 부산지역

은 한반도의 최남단이라는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청동기시 가 조금 늦게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서동ㆍ온천동의 금강공원, 장전동, 금사동, 거제동, 사직

동, 수영동, 부곡동, 낙민동, 신동, 괴정 1동, 괴정 2동, 감전동 등 부산의 부

분 지역에서 청동기시 의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서면, 영도, 

동래, 신동, 감천동, 괴정동 등지의 무문토기 산포지, 지석묘, 석관묘 유적과 이

들 유적에서 출토된 각종 마제석기와 토기들이 부분이다. 그러나 동래의 수영강 

유역, 서면의 범천 유역, 신동의 보수천 유역은 청동기시 의 농경지와 주거지, 

묘지 등 당시의 유적이 어느 정도 분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4) 신석기시

에 비해 유적 수가 훨씬 많고 종류도 다양하며 위치도 바닷가에서 떨어진 내륙 구

릉지 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본격적인 철기문화가 시작되는 삼한시 로 

전환되면서 역사시 로 접어들게 된다. 부산지역의 삼한시  유적으로는 패총과 고

분이 있다. 패총은 조도, 영선동 패총 위층, 다 동 패총 위층, 괴정동 패총, 동래 

패총 등이 있다. 고분은 오륜 , 괴정동, 화명동, 금사동, 복천동 등지에 주로 분

2) 釜山直轄市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1989.

3) 부산광역시립박물관,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지역내 좌동ㆍ우동 구석기유적』, 2001.

   경남문화재연구원, 『부산 용호동 공동주택건설부지 내 시굴조사 결과보고』, 2005.

4) 都東烈, 『加羅領域에 대한 考察』,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72.

   釜山直轄市史編纂委員會, 『釜山市史』(第四卷), 1991.

   부산직할시립박물관, 『伽耶文化圈遺蹟精密調査報告書』, 1991.

   부산광역시, 『부산지역 매장문화재 분포자료집』,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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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고 있다. 부산지역 고분에서는 타 지방과 달리 철기유물이 월등히 많이 나타나

고 있다. 동래 패총에서 쇠를 제련하는 야철지가 발견되어 이 지방이 옛날부터 철 

생산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산지역과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생산된 철은 농업 생산력을 증 시켜 이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현재 부산지역의 복천동, 연산동, 반여동 등 동

래지역 일 에는 삼국시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큰 규모의 고분군이 밀집

하고 있어 부산의 삼국시  문화가 동래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것임에 틀림없다.

  동래지역은 삼한시 의 유력한 부족국가 중의 하나인 居柒山國이 있었던 곳으로 

신라 및 김해지방의 가야연맹체와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강한 나라로 성장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신라 세력에 일

찍부터 흡수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三國史記』 列傳 탈해 이사금 (57~79

년)에 居道가 계략으로 于尸山國(지금의 울산)과 居漆山國(지금의 동래)을 쳐서 빼

앗았다는 기록5)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삼국시 의 신라는 흡수한 지역을 효율적으

로 통치하기 위하여 군현 개편을 시도하였는데 『三國史記』권34, 지리1, 동래군조

에 동래군은 본래 거칠산국으로 경덕왕이 개칭한 것인데 지금도 그 로 부른다. 이 

군에 속한 현이 둘로서 원래 동평현은 증현, 기장현은 갑화양곡현이었으나 모두 

신라 경덕왕 때 개명한 것이다. 이와 함께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동래는 

옛 萇山國 또는 萊山國으로 신라가 이를 빼앗아 거칠산군으로 했다가 경덕왕 16년

(757)에 동래군으로 개칭하고 동평현과 기장현을 영현6)으로 하였다고 한다. 이 때 

주, 군, 현의 이름을 중국식으로 고쳤으니 9주 중 하나가 양주이다. 양주에 12군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동래군이며 여기에는 동평현과 기장현의 두 현이 딸렸으나 

사상은 구포, 주례, 개금으로 이어진 지역으로 동평현에 속했다.

  통일신라시 가 되면 거칠산군은 동래군으로 개칭되고 증현은 동래군의 영현 

가운데 하나인 동평현으로 바뀐다. 사상구 역시 동평현에 속하게 되며 동래군의 속

현이기 때문에 지방관은 파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략상 중요한 이점을 가진 지역

으로 통일신라 말기에는 신라와 후백제가 서로 이 지역을 지배하려고 다투었고 한 

때 후백제의 지배하에 놓이기도 하였다.

  나말여초의 혼란기를 수습한 고려는 각 지방에 존재하는 호족세력을 통제하기 위

해 지방제도를 정비함과 아울러 행정구역도 새롭게 재편하였다. 『高麗史』권57,지

리2, 울주조와 양주조에 의하면 통일신라시 의 동래군은 동래현으로 강등되면서 

울주군에 영속되고 영현이던 동평현은 양주군(지금의 양산)의 지배를 받게 된다.7) 

동래현은 고려 후기에 다시 지방관이 파견되었으나 동평현은 계속 양주군의 지배를 

받았다. 그리고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왜구의 노략질이 상당히 빈번해졌는데 동평현

5) 『三國史記』 卷第44 列傳 第4 居道條「居道…時 于尸山國 居柒山國 介居鄰境 頗爲國患 居道爲邊官 潜壞幷吞
之志每年一度集羣馬於張吐之野 使兵士騎之 馳走以爲戱樂 時人稱爲馬叔 兩國人 習見之 以爲新羅常事 不以爲怪 

於是 起兵馬 擊其不意 以滅二國」.

6) 조정에서 수령을 직접으로 임명하지 않는 속현을 말한다.

7) 『新增東國輿地勝覽』卷23 東萊縣條「古萇山國或云萊山國新羅取之置居漆山郡景德王改今名高麗顯宗屬蔚州後置

縣令本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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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우왕 2년(1376)과 조선 태조 5년(1396)에는 병선 120척을 이끈 왜구의 규모 

침략을 받아 동평ㆍ동래ㆍ양산까지 심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고려 후기에는 각 지

역에 존재하는 성을 개축ㆍ정비하였고 동평성도 왜구의 침략을 방비하기 위해 보수

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왜구의 침략이 거세어지자 동래현이 동래군으로 승격되고 이제까지 양주에 

속했던 동평현이 동래군에 이속되었다. 그러나 태종 9년(1409)에 다시 동평현은 양

주(양산)에 영속되었다. 세종 5년(1423)에는 부산포를 개항하여 왜관을 설치하였고 

세종 10년(1428)에 동평현이 동래현 소속으로 복귀하였다.8) 그러면서 왜구의 침략 

등을 고려하여 군사적 요새지로서 禦侮將軍(정삼품 당하무관)을 동평현에 파견하여 

관할하도록 하였다. 중종 5년(1510)에는 삼포왜란으로 왜관을 폐쇄하였다가 명종 2

년(1547)에 다시 개관하였고 이 때 동래현을 도호부로 승격시켰다. 이 때 동평현은 

군사적 요새지로서의 기능을 상실되고 행정 단위기관으로 변모한다. 선조 25년

(1592)은 울산 개운포에 있던 경상좌수사영을 수영(지금의 남구 수영동)으로 옮겼

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부산첨사 정발은 부산진성을, 동래부사 송상현과 양산군수 

조영규는 동래성을, 다 포첨사 윤흥신은 다 포성을 사수하다가 장렬하게 순국하

였다. 당시 동래성이 함락된 뒤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선조 32년(1599)에 다시 도호

부로 승격하였다. 선조 40년(1607)에는 두모포에 왜관을 다시 설치하였고 효종 6년

(1655)에는 동래부에 독진을 설치되었다. 숙종 16년(1690)에 부사가 방어사를 겸하

였다가 2년 뒤에 방어사가 폐지되었다.

  영조 16년(1740) 편찬된 동래부지에 의하여 동래부 관할 행정구역은 읍내면, 동

면, 남촌면, 동평면, 사천면, 서면, 북면의 7개면으로 되어 있으며 사상지역은 사

천면에 속해 있었다. 또한 동래부 사천면 상단지역에는 주례리, 모라리, 괘내리, 

덕포리, 장문리, 엄광리 등 6개리가 있다. 사천면은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되었고 

그 뒤 상단은 사상면, 하단은 사하면으로 불렀다. 사상면에는 냉정촌, 주례촌, 감

동촌, 괘내촌, 덕포촌, 모라촌 등 6개촌이 기록되어 있는데 면사무소는 괘내리 괘

내마을에 있었다.

  근 인 고종 13년(1876)에 병자수호조약 체결에 따라 부산포가 개항장이 되었다. 

그 이듬해인 고종 14년(1877) 부산에 租界가 설치되어 일본, 청국, 영국의 영사관

이 설치되었다. 고종 20년(1883) 개항에 따른 항만관리, 외교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감리를 두어 동래부사가 이를 겸임하였으며 부산해관(부산세관)을 설치하였다. 고

종 27년(1890)에는 동래감리서를 설치하였고 고종 32년(1895)에 지방관제 개정으로 

동래부는 경상남도에 소속되었다.

  1903년에는 동래군으로 강등되었다가 1906년에 다시 부로 승격하였고 1914년의 

군면통폐합시에 동래부가 동래군으로 동래부 부산면이 부산부로 개편되었다. 이 때 

동래군 사상면이 되었으며 1963년 1월 1일 부산직할시 승격시 면사무소가 폐지되고 

8) 『新增東國輿地勝覽』卷23 東萊縣條「世宗朝改稱僉節制史後移鎭于屬縣東平未幾環舊治後改縣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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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사상출장소가 되었다가 1975년 10월 1일 시 직할 북부출장소, 1978년 2월

15일 북구가 설치되었으며 1995년 3월 1일 북구 관할에 있던 삼락동, 모라동, 덕포

동, 괘법동, 감전동, 주례동, 학장동, 엄궁동 지역을 분할하여 사상구로 발족하게 

되었다.

3. 조사내용

  1)문헌조사

  조사 상지역은 사상구 모라동 1140번지 일원이다. 조사 상지역이 속한 부산지

역에 해당되는 거칠산국은 신라에 통합된 후 居柒山郡으로 편제되었고 일부 지역에

는 증현이 설치되었다. 조사 상지역이 위치한 사상구는 증현에 속하였으며 통

일신라시 가 되면 증현은 동래군의 영현 가운데 하나인 동평현으로 바뀐다.9) 

동평현은 『慶尙道地理志』에서 「四方界域 東距東萊縣境餠橋六里 南距大多浦二十

七里 西北距梁山郡境沙川十六里」로 기술되어 있고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현의 남쪽 10리 떨어진 곳에 있다10)고 하였다. 또한 『與地圖書』 경상도 동래조에

서는 「屬縣東平縣在府南十里本新羅大甑縣景德王改今名爲東萊郡領縣高麗顯宗屬梁州

本朝世宗復來屬新增今爲東平面」으로 기록하고 있다.

  조선 말 고종(高宗) 5년(1868)에 이르기 전에 동평면에 속하는 동ㆍ리의 일부를 

분리시켜 부산면(釜山面)으로 하였다. 동평면은 동쪽으로 남촌면, 서쪽으로 사천

면, 북쪽으로 서면, 남쪽으로 바다에 각각 접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사천면(沙川

面)은 다시 상단(上端)과 하단(下端)으로 나누어 사상면(沙上面)과 사하면(沙下面)

으로 개편하였다. 사상면(沙上面)에는 주례리(周禮里), 모라리(毛羅里), 괘내리(掛

內里), 덕포리(德浦里), 장문리(場門里), 엄광리(嚴光里)가 속하고 사하면(沙下面)

에는 신초량리(新草梁里), 구초량리(舊草梁里), 치리(大峙里), 목장리(牧場里), 

감천리(甘川里), 독지리(禿旨里), 장림리(長林里), 다 리(多大里)가 해당된다. 이 

가운데 조사 상지역이 위치한 모라동 관련의 명칭 유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1)

  모라의 지명은 조선시  『동래부지』에 사천면 상단 모라리와 뒤에 사상면 모라

촌으로 나와 있다. 모라의 저지 는 모래로서 물이 고인 웅덩이와 미나리를 재배하

던 논, 갈 밭이 형성되어 1935년 낙동강 제방을 쌓기 전에는 인가가 없던 곳이었

다. 「모라」는 마을이라는 우리말의 고 어이다. 특히 이병도(李丙燾)에 의하

9) 『慶尙道地理志』東平縣條 「古之大甑縣 新羅時改東平縣屬東萊郡任內」. 여기서 대증현의 甑의 왼쪽에 氵(水)

가 있는 「증」으로 표현하고 있다. 

10) 東平縣在縣南十里本新羅大甑縣景德王改今名爲東萊郡領縣高麗顯宗屬梁州本朝

11) 釜山廣域市 沙上區, 2005, 『沙上區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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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고 사회 집회소의 명칭이 「마을」이며 이것이 촌락의 명칭과 함께 사용되었다

는 것이다. 

  중국의 『양서(梁書)』제이전(諸夷傳) 중 신라전(新羅傳)에 의하면其俗呼城曰

讌健牟羅라고 적혀 있다. 그 풍속에 성(城)을 일러 「건모라(健牟羅)」라고 한다

는 것이다. 여기서 「건모라(健牟羅)」는 「큰 모르」, 「큰 몰」혹은 「큰 마을」

의 사음(寫音)이며 그 뜻은 촌(大村), 읍(大邑)이다. 

  또한 「모라」는 「몰개」「모래개」에서 유래하며 넓은 땅의 지명에 붙은 

「라」와 함께 모래로 된 땅으로 「모라」가 되었다는 풀이도 있다. 그리고 모라동

에는 「운수사」라는 고찰(古刹)이 있어 그 뒷산을 「운수산」, 여기에서 흘러내리

는 하천을 「운수천」이라고 부른다. 

  운수사(雲水寺)로 올라가는 골짜기를 절골(寺谷)이라고 하는데 큰골(大谷), 

장골(長谷), 장안골(長安谷)이라고도 한다. 운수사(雲水寺)12)는 모라동 모라주공아

파트 북쪽의 운수골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 가면 위치하고 있다. 운수사의 

건립연대에 관해서는 삼국시대 때 창건되었다는 설도 있으나 운수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660년 조선시대 현종 임진왜란 때 소실된 운수사를 중건했다는 것이다. 

또한 18세기 이전까지 운수사는 신수암(新水菴)으로 불렸다고도 하며 『輿地圖書』 

경상도 동래조에서 「在府南三十里仙巖山」이라 하였고 『輿地集成』 東萊府邑誌 

山川條에는 「仙岩山在府西南十五里 自金井山來有仙庵寺」라고 하였고 同志 佛宇條

에는 「雲水寺在府南三十里仙巖山」로 기록되어 있다. 운수사의 대웅전은 정면 3

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이며 공포양식은 주심포이다. 또한 대웅전은 높은 주초석 

위에 짧은 나무기둥을 세운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범어사 일주문의 양식과 비

슷하다고 한다. 대웅전을 제외한 운수사의 경내 건물들은 모두 근래에 지어진 것으

로 추정된다.

  모라동에서 산을 넘어 구포동(龜浦洞)의 시랑골(侍郞谷)에 이르는 어부랑고개는 

경사가 급하고 산길이 험해 소를 몰고 이 고개를 넘다가는 소가 굴러버린다고 한

다. 고개가 험하여 혼자 넘기는 무서우므로 몇 사람이 어울려 넘어야 하는 고개라

서 어부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모라동에 나루터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옛날 낙동강 감동포(甘同浦, 현 구포)

의 상류지점에 있던 모래섬 사이로 낙동강이 크게 세 줄기로 나뉘어 흘러 바다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삼차수(三叉水) 또는 삼분수(三分水) 중 한줄기는 구포 앞을 

지나 모라동의 북서쪽으로 흘러 소요저도(所要渚島)와 유도(柳島)의 동쪽을 돌아 

바다에 연결되는데 이 강물을 따라 나루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라동

의 서북쪽에는 속칭 시찌메라는 지명이 있는데 일곱 채의 집이 있어 일본어로 

시찌메라고 불렸다고 한다. 시찌메란 수참(水站)이 변음(變音)된 것으로 

집 일곱 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주막마을을 의미하며 이곳이 나루터였을 가능성

이 높다고 하였다. 17세기 초부터 이곳 사천면(沙川面)에서는 신구부사(新舊府使)

12)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0,『釜山地名總覽』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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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송행사(迎送行事)를 시행하게 되어 이곳 나루터에서 영접사(迎接使)로 동래관

아에서 예방(禮房), 이방(吏房) 등 관속들과 향청(鄕廳)의 별감(別監), 사천면의 

풍헌(風憲), 약정(約定)들과 부역군을 동하여 배로 밀양 삼랑진 작원(鵲院)에 도

착하여 새로 부임하는 사또(府使)일행을 영접하여 모셔오고 물러가는 사또를 모라

진에서 삼랑진으로 송별회하는 행사를 약 1세기 동안 시행했다고 하는 기록이 사상 

고문서에 언급되고 있다. 

  야시고개는 모라동에서 구포 새 동네로 넘어가는 곳이다. 모라동 사람들이 이 고

개를 넘어 남창장으로, 감동진(현 구포나루)으로 가는 유일한 고개였다. 그런데 일

제강점기 때 조선묘지령(朝鮮墓地令)으로 고개 옆에 공동묘지가 생기고 밤이면 여

우들이 이곳에 출몰하여 그때부터 이 고개를 야시(여우)고개로 불렀다고 한다.

  한편, 고지도(嶺南圖, 18세기 중엽)를 보면 雲水寺 근처에 남-북방향의 낙동강에

서 동-서방향의 지류를 표현하고 「毛羅川」이라고 적혀있다. 이 모라천에 한 기

록이나 지명유래는 명확하지 않으나 백양산에서 발원하여 운수골과 모라초등학교를 

통과하여 낙동강으로 흘러가던 하천이 복개되었다는 전언을 참고하면 지금의 고가

도로가 형성된 골짜기를 따라 강이 흘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동여지도(1861년)를 살펴보면 동래와 「雲水寺」를 연결하는 길이 현재 

백양산 구릉 말단부를 감싸고 있는 경부철도선의 형태와 유사하여 舊 도로의 경계

로 짐작된다.

  2)주변유적13)

  (1) 구포왜성지(龜浦倭城址)14)

  구포왜성은 임진왜란 때의 일본식 성이다. 성곽의 일부는 1972년에 부산시 지방

문화재 기념물 제 6호로 지정되었다. 임진왜란 때 왜장 코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

川隆景), 다찌바나 무네시게(立花宗茂) 등이 김해와 양산 사이의 연락을 위하여 쌓

은 것으로, 죽도왜성의 지성이다. 일명 의성(義城), 감동포성(甘同浦城)이라고 하며 

구법곡(九法谷)의 진이라고도 부른다. 남해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북부산 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가 만나는 교차점에 있는 해발 75.7m의 소구릉에 위치하여 면적은 약 

1,800여 평에 달한다. 서쪽으로는 낙동강을 끼고 있어 선박이 정박할 수 있다. 왜

성은 북쪽으로 건호를 설치하여 금정산 쪽의 능선을 차단하고, 구포 쪽과 낙동강 

서쪽으로 뻗은 능선은 북부산 고속도로로, 지성으로 연결된 서쪽은 현재 양산으로 

통하는 국도로 인하여 단절된 상태이다. 산의 정상부에는 주곽(主槨)을 중심으로 남

동쪽과 서북쪽, 그리고 북쪽을 석벽으로 두른 주곽부와 외곽선으로 연결된 정상 아

래의 외곽부로 크게 나뉜다. 임진왜란 때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가 이끄는 왜

13) 부산광역시, 부산대학교, 2006, 『문화유적분포지도-2 부산광역시』

14) 釜山廣域市 北區, 1998, 『釜山北區鄕土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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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주둔하 다고 한다.

  (2) 부산 덕천동 유적(釜山 德川洞 遺蹟)15)

  구포왜성의 남측인 덕천 근린공원 일대에 북구 문화빙상센터 건립부지를 대상으

로 2002년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하 다. 구포왜성의 지성으로 추정

되는 이 유적은 남-북방향으로 해발 36m의 비교적 길고 평탄한 구릉 위에 분포하

고 있다. 이 유적에서는 왜성과 관련된 구상유구(構狀遺構)와 굴립주 건물지 뿐만 

아니라 유구내부와 주변에서 삼한시대 목곽묘를 비롯하여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무

덤들이 확인되어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유적임이 밝혀졌다. 굴립주 건물에 구상

유구가 부가된 것은 이 유적이 전투를 목적으로 축조된 본성이 아니라 본성에 물자

를 공급하는 행성 역할을 담당한 곳으로 판단된다. 또 여기서 출토된 각종 도자기

류는 일본, 중국 도자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16세기 후반 동북아시아지역 문

화교류를 파악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

  (3) 통정대부김준옥묘명(通政大夫金俊玉墓銘)

  모라주공아파트 3단지의 남서쪽 산복도로에 있는 김녕 김씨 유두문중 제실에서 

등산로를 따라 약 300m 올라가면 경사면에 군집을 이룬 분묘를 찾을 수 있으며 분

묘군의 중앙 지점에 위치한다. 이 묘명은 삼락동의 옛 지명인 유두리 출신인 통정

대부 김준옥의 공덕을 후대의 양산군수 류인목이 찬양하기 위해 건립한 것이다. 양

산군지 산천조(山川條)에 의하면 ‘유도(柳島)는 강 가운데 있으며 섬사람들이 해마

다 가뭄의 피해가 많아 이를 큰 걱정으로 여겼는데 김준옥은 제방을 쌓고 나무를 

심어 물 피해를 막았다. 후세 사람들은 여기에 심은 정자나무가 사람을 살렸으므로 

활인수(活人樹)라 하 다고 전하고 있다. 묘명의 좌측으로 9개의 무덤이 경사면을 

따라 배치되며 모두 원형의 봉분이다.

  (4) 부사이공경일축제혜민비(府使李公敬一築堤惠民碑)

  덕포동 상강선대 입구에서 우측으로 난 소로 끝에 도로와 인접하여 모셔져 있는 

4기의 비석군 중 하나이다. 이 비석은 정조11년(1787) 2월 동래부사에 도임하여 

정조12년(1788) 9월에 퇴임한 부사 이경일의 축제 혜민비이다. 건립연대는 1788년

이며 비석의 크기는 높이 191cm, 폭 51cm, 두께 10cm이다. 비신의 1/3지점에 갈

라진 비신을 시멘트로 보수한 흔적이 보인다. 전면의 비문에 붉은 칠이 되어 있으

며 후면에는 축제의 필요성과 동원 인원수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5) 효자구주성지려(孝子具周星之閭)

  덕포동 상강선대 입구에서 우측으로 난 소로 끝에 도로와 인접하여 모셔져 있는 

4기의 비석군 중 하나이다. 이 비석은 조선시대 이 지역 출신의 구주성의 효성을 

15) 東亞大學校 博物館, 2002, 『釜山 德川洞 遺蹟 發掘調査 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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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리는 효자비이다. <동래부지>효자 효녀조에 의하면 구주성은 아버지가 장질부사

에 생명이 위독하자 손가락을 끊어 피를 마시게 하여 아버지의 목숨을 살렸는데 경

술년 광해군 2년(1610)에 이 사실이 관에 알려져 그에게 정려가 내려졌다고 전해

진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숙종 41년(1715)에 효자비를 세웠다. 비

석의 크기는 높이 78cm, 폭 29cm, 두께 9cm이며 전면의 비문은 음각하여 안에 

붉은 칠이 되어 있다. 

  (6) 부사이공명적축제혜민비(府使李公明迪築堤惠民碑)

  덕포동 상강선대 입구에서 우측으로 난 소로 끝에 도로와 인접하여 모셔져 있는 

4기의 비석군 중 하나이다. 이 비석은 헌종5년(1839) 1월 동래부사에 도임하여 

1840년 6월에 퇴임한 부사 이명적의 축제혜민비이다. 비석의 크기는 높이 184cm, 

폭 47cm, 두께 16cm이며 비문의 전면에는 붉은 칠이 되어 있다. 뒷면에는 축제의 

필요성과 함께 읍정(邑丁) 2,600명, 본읍(本邑) 5,000명 등 동원 인원수가 기록되어 

있다. 

  (7) 부사박공제명축제혜민비(府使朴公齊明築堤惠民碑)

  덕포동 상강선대 입구에서 우측으로 난 소로 끝에 도로와 인접하여 모셔져 있는 

4기의 비석군 중 하나이다. 이 비석은 순조31년(1831) 2월 동래부사에 도임하여 

순조33년(1833) 6월에 퇴임한 부사 박제명의 축제혜민비이다. 비석의 크기는 높이 

135cm, 폭 56cm, 두께 11cm이며 이수 없이 상단이 둥글게 다듬어져 있는 비신만 

세워져 있다. 전면의 비문에는 붉은 칠이 되어 있으며 후면에는 이 지방의 입지조

건 및 둑을 쌓는 필요성, 축제 시 동원된 인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3)현장조사

  조사 상지역은 행정구역상 사상구 모라동 186번지 일원에 해당된다. 조사 상지

역은, 왼쪽으로는 화명동 부근에서 남류하던 낙동강 본류와 김해 동방향에서 동

류하던 낙동강이 합쳐지면서 남서류하다가 다시 남해방향으로 직진 남류하게 되는 

낙동강이 위치하며 오른쪽에는 북쪽에서부터 금정산성의 북문이 위치한 상학봉

(638.3m), 부산진구 초읍동ㆍ부암 일 와 조사 상지역 사이에 위치한 백양산

(641.7m), 백양산 남쪽에 위치한 엄광산(503.9m) 등이 위치한다. 이들 3개의 산은 

왼쪽의 낙동강에 닿아 있지만 낙동강에 이르기까지 단위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으

며 각각의 산 사이에 형성된 침식계곡에는 덕천동, 주례동, 개금동이 위치하고 있

다.

  조사 상지역은 백양산에서 운수골을 따라 형성된 유로가 서쪽으로 흘러내려 낙

동강으로 합류하고 있는 유역에 위치한다. 즉, 구포일 에서 남류하다가 지형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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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남서류하게 되는 낙동강이 상류에서 싣고 내려온 퇴적물을 내려놓게 되는 지점

에 해당되며 지금도 조사 상지역 인근 삼락동일 에는 충적 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체육공원과 비닐하우스가 조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조사 상지역은 백양산의 서쪽사면에 위치하며 운수골을 따라 형성된 

유로의 서쪽에 해당하는 지리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므로 이 일 는 운수천 또는 낙

동강의 퇴적에 의하여 형성된 충적 지의 일부에 포함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조사 상지역의 북쪽은 고가도로가 동-서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서쪽은 

낙동강을 건너 중앙고속도로와 동쪽은 신모라 사거리를 지나 백양터널과 연결되고 

있다. 또한 남-북방향으로 지하철 2호선이 고가도로와 거의 수직방향으로 조성되어 

있다. 남쪽에는 모라교회 등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다. 서쪽에는 모라초등학교와 사

상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으며 동쪽에는 경부선 철도길이 지하철 2호선과 병행되

게 만들어져 있다.

  조사방법은 도보와 육안관찰에 의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해당지역의 지형과 

실태파악 및 유적 잔존유무와 유물 분포여부를 확인하였다.

  조사 상지역의 전체적인 평면 형태는 종이비행기와 유사하여 북쪽이 삼각형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남쪽은 T자형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현재 주차장, 상가,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골목길과 도로 부분은 시멘트

로 포장되어 있다. 건물이나 도로의 조성을 살펴보면 조사 상지역의 서쪽과 남쪽 

일부(사상로의 서쪽), 북쪽 일부(모라초등학교 주변)는 계획성 있게 조성되었으나 

나머지는 규칙성을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로폭도 한 한사람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것에서 차들의 왕래가 자유로운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다.

  조사 상지역의 지형은 북쪽과 남쪽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이지만 서쪽보다는 

동쪽이 높다. 해발고도는 전체적으로 약 10m내외이다. 조사 상지역을 벗어나 동쪽

으로 갈수록 해발고도는 높아져 백양산과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조성

된 주택지를 보면 L자형으로 굴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된 결과 원지형이 많이 

훼손된 상태이다. 그러나 조사 상지역의 동쪽 경계에 만들어진 텃밭에서 조선후기

로 추정되는 백자편이 수습되었다. 텃밭은 기존이 있던 주택을 철거하고 난 공터를 

이용하고 있어 객토가 복토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모라동에 패총이 알려져 있는데 운수산에서 낙동강 쪽으로 뻗어 나온 산줄

기 끝의 언덕에 위치하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주택건축으로 많은 부분이 훼

손되었으며 김해식토기편이 여러 개 수습되었다고 하여 삼한시 로 전해진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조사 상지역은 낙동강 동안에 형성된 범람원으로 

낙동강의 유로 변화로 인한 속도 감속에서 오는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충적지에 해

당된다. 모라지역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논 혹은 미나리재

배지로 활용되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고지도(嶺南圖)에서 확인되는 毛羅川은 조사 상지역을 인접해서 통과하였

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여지도에 나타난 구포에서 양산으로 이르는 도로와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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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으로 교통의 이점이 탁월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쪽에 구포왜성이 입지

하고 있는 점, 모라동에 나루터가 있었다는 점 등에서 유적입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사시행 전에 1일 정도의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존재여

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조사결과 및 조사단 의견

  조사 상지역은 행정구역상 사상구 모라동 1140번지 일원으로 동쪽의 백양산

(641.7m)의 구릉 말단부에 형성된 시가지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에는 백양터널로 

연결되는 고가도로, 이에 수직되는 지하철 2호선과 경부선 철도가 병행되게 설치되

어 있다. 서쪽에는 낙동강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남쪽에는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

다. 현재 부분은 주택과 상가, 도로, 골목길로 형성되어 있으며 골목길과 도로는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었는데 상가와 주택 조성 시 구릉을 계단식으로 굴착한 결과  

원지형은 부분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지표조사에서 동쪽 경계에서 기존의 주택이 철거된 후 생성된 공터를 이용

한 텃밭에서 조선후기로 추정되는 백자편이 수습되었다. 텃밭은 조성 시 다른 곳에

서 가져온 복토도 예상되지만 구릉 형태가 약간 남아있는 조사 상지역의 동쪽경계

에서 확인된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 이와 함께 조사 상지역은 낙동강의 범람으로 

인한 충적지에 해당되는 점, 조사 상지역의 북쪽에 구포왜성이 입지하고 있는 점, 

모라동에 나루터가 있었다는 점 등에서 생활유적이나 마을 유적의 입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사시행 전에 1일 정도의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   도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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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조사대상지역 북쪽 경계도로에서

사진2. 모라 그린 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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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1027-3번지 도로

사진4. 한양 하이츠 빌라 3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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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 모라초등학교 앞

사진6. 북서쪽의 공장 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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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7. 658-13번지 주변

사진8. 658-4번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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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9. 시장 골목과 은빛 빌라

사진10. 661-5번지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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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1. 조사대상지역 서쪽 경계

사진12. 모들 2길 미도여관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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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3. 686-16번지 일대

사진14. 755번지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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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5. 797번지 일대

사진16. 701-3번지



- 35 -

사진17. 금성슈퍼 앞에서

사진18. 조사대상지역 남쪽 경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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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9. 784번지 일대

사진20. 1090-2번지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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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1. 1141-7번지 일대에서 본 모라빌라

사진22. 1130번지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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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3. 한림 고물상 앞에서

사진24. 오륙도 낙지식당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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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5. 1100번지 주차장

사진26. 1087번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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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7. 새마을금고 앞에서

사진28. 1057번지 이화하이츠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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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9. 모라약국과 모라이용원 주변

사진30. 834-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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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1. 조사대상지역 동쪽 경계에서(남→북)

사진32. 조사대상지역 동쪽 경계에서(남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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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3. 915-3번지 도로일대

사진34. 855-2번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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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5. 923-5번지 북쪽에 조성된 텃밭

사진36. 텃밭에서 수습된 백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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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7. 829-1번지 주변

사진38. 조사대상지역 남쪽 경계에서(동쪽으로)



Ⅱ. 민속학 분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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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지역 개관16)

모라동(毛羅洞)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상지역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넓은 산지

와 들판을 함께 가진 마을이고 인구도 많은 동네이다. 산답(山畓)이 많고 들판의 전

답이 비교적 높은 지대에 있었기에 해마다 연중행사처럼 찾아오는 수해의 피해가 

다른 마을보다 적은 편이었다. 모라동은 백양산(白楊山)과 운수산(雲水山)을 등지고 

세 개의 골짜기로 서쪽을 향해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북쪽의 골짜기는 모라동에서 

마을이 처음 생긴 곳으로서 ‘고동바위’라고 하 으며 패총이 있던 지역이다. 고동바

위 밑에 맑은 샘물이 솟아 나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곳에 큰 산고동이 살고 있

다고 예사롭지 않게 여겨 제사를 지내기도 하 다. 가운데 골짜기를 ‘절골(寺谷)’이

라 하고 남쪽의 골짜기를 ‘서당골(書堂谷)’ 또는 ‘원동골(院谷)’이라 한다.  

모라동의 동쪽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서쪽은 낙동강의 소여저도(所要楮島), 유

도(柳島와 삼락동)와 경계를 이룬다. 남쪽은 주을산(住乙山)과 주을천(住乙川)을 가

운데 두고 덕포동과, 북쪽은 양산 땅과 경계를 하고 있다. 모라동 운수천의 남쪽 지

역에는 나루가 있었으며 17세기에 동래부사(東萊府使) 송행사(迎送行事)를 원활

히 수행하기 위해 괘내리에 있는 사천면상단(沙川面上端)치소를 모라동으로 이설하

다가 송행사가 동래부 북면(北面)으로 이관되자 치소도 괘내리로 환원하 다고 

한다. 또한 모라동에도 향사당(鄕射堂)이 있어 많은 선비들이 찾았다고 한다.

모라동의 운수산은 ‘운수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이는데, 좌수 지 병고

조에 보면 운수산을 ‘병고’라고 하 다. 이는 운수산이 곧 봉산이었음을 의미하는데, 

봉산이란 수군의 군선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목재를 얻기 위하여 민간인이 나무를 

베어 쓰지 못하도록 금한 산을 말한다. 운수산은 높이 642m의 높은 산으로 본래의 

산 이름은 ‘금용산’이었다. 그런데 그 일부에 ‘백양사’가 있었다고 해서 ‘백양산’이라

는 이름이 붙기도 하고, 운수사가 있었다고 해서 운수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선암사’가 있다하여 ‘선암산’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 이를 크게 구별해서 동쪽은 

금용산, 서쪽은 운수산, 남쪽은 선암산, 북쪽은 백양산으로 부를 수 있겠다. 

모라동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도 꾸준히 동래군에 속해 있었다. 동래

군 중에서도 낙동강변에 위치하 으므로 한 때 ‘사천면’이라고 하 으며 면소는 모

라리에 있은 듯하다. 이후 고종 5년(1868)에 편찬된 『동래부사례』에 의하면 사천

면이 사상면과 사하면으로 갈라지면서 사상면 모라리가 되었다고 전한다.

1876년 개항 이후 일본이 한반도에 진출하면서 많은 일본인이 부산을 비롯한 

그 주변에 이주해 왔다. 그러나 모라동만은 일본인이 자리를 잡고 살지 못했는데 

이것이 모라동민들의 자랑이었다. 게다가 해안지대나 강변 마을에 거주하던 무당들 

역시 모라동에 살지 못하 다고 한다. 이는 모라동 주민의 기질과 단결심을 보여주

는 한 예가 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생긴 마을로서 보수적인 경향이 짙은 면을 생

각해 볼 수 도 있다.

16) 본문의 내용 중 일부는 『사상구지』-모라동편 (2005년)을 참고하여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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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동의 도로가 처음으로 포장된 것은 1954년 부산에서 마산에 이르는 폭 8m

의 도로공사가 이루어졌을 때이다. 1968년 부산시에서 사상지구의 저습지대를 개

발하여 공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공사가 착공되면서부터 모라동은 정겨운 농촌의 

면모를 탈피하고 부산의 도시권에 뛰어들게 되었다. 사상지구가 공업단지로 탈바꿈

되고 낙동강 변에 낙동로가 신설되고 여러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모라동에서도 

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이제까지 서부경남으로 통하는 대동맥 역할을 

수행하던 폭 8m의 구도로가 1972년에는 폭 25m에 길이 17.3km로 확장되어 현대

식으로 정비되는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에 모라동의 이정표와도 같이 인

식되어왔던 일제강점기에 가설된 초라한 모라교 역시 헐려버리고 폭 35m의 현대식 

교량이 가설되었다. 개발과 함께 지가가 앙등하고 인구가 급증하며 오늘도 모라동

의 발전은 쉬지 않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도로 동쪽의 재래식 주택 촌과 도로연변의 상가와 주택 등 현대

식 건물이 서 있는 지대와, 그 서쪽의 공장지대로 구별되는데, 공장지대는 크게 매

립되었으나 저지대여서 배수처리가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이밖에 모라초등학교

를 비롯한 주택가에 대한 공장지대의 공해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모

라동의 동반인 국도위쪽은 주택가로 변모하여 경부선철도를 따라 산 쪽으로 아파트 

대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모라동의 오랜 가문으로는 ‘김녕 김씨’와 ‘ 양 박씨’, ‘달성 서씨’ 등 세 성씨를 

들 수 있다. 이 가문들은 임진왜란 이전 이 마을에 정착한 성씨로 보고 있으며, 그 

외 ‘경주 이씨’, ‘김해 배씨’, ‘김해 김씨’, ‘경주 최씨’, ‘진주 강씨’ 등이 이 마을에 

살았다. 

사진1. 모라 1동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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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1동 연혁

․1896년 : 동래군 사상면에서 부산부로 편입.

․1914년 : 부산 사상면 모라리(毛羅里).

․1963년 : 부산 진구 모라동(毛羅洞).

․1978년 : 부산 북구로 편입.

․1991년 9월 15일 : 모라동이 모라 1, 2동으로 분동.

․1995년 3월  1일 : 부산 사상구 편입.

2. 조사개요

모라 1동은 모라동을 포함하여 사상구에서도 그 규모가 크고 인구도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다. 넓은 산지와 들판이 있었던 지역이고 비교적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수해의 피해가 적었고 500여 호가 거주했던 만큼 다양한 민속 문화가 남

아있을 것이라 기대하 다. 그러나 1986년 토지구획정리와 함께 철도 구간이 들어

서면서 많은 농지가 사라지고 급속한 도시화를 겪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민속 문화

가 약화되고 소멸되었다. 

‘모라’라는 지명으로 알 수 있듯이 삼한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깊은 역사를 

지닌 마을이지만 오랫동안 거주하던 주민들은 이미 사망하 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

한 상태로 과거의 현상을 되짚어 보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주민들도 장기간 동안 단절되었던 기억을 되짚어 보며 먼 옛날이라고 떠 올릴 만큼 

기억력이 많이 감퇴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특성과 혼합되는 등 민속현

상의 쇠퇴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시대변화의 흐름에 어쩔 수 없이 편승

해야 함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민속현상에 대한 재해석과 분석보다는 어떠

한 풍속들이 행해졌는지에 대한 표면적인 부분으로 한정된 조사결과에 많은 아쉬움

이 남는다. 

이러한 연유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공동체신앙인 당산제를 중심으로 현재의 

전승과정을 기술하 고 상대적으로 단절의 기간이 길었던 가정신앙, 세시풍속에 대

해서는 개괄적으로 언급하 다. 또한 일생의례는 혼례로 국한하여 전통사회의 단면

을 살펴보았다. 사회조직으로는 현재 당산제와 노인회의 운 을 담당하고 있는 ‘모

라새마을복지회’와 가장 최근까지 그 명맥을 이어왔던 ‘상포계’를 조사하 다. 마지

막으로 민속문학 분야는 민요로 국한되었다. 과거 농업이 성행하 던 지역이지만 

토지구획정리로 인해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민속문화가 급속도로 단절되었

고, 농사를 생업으로 삼았던 토착민의 부재는 조사에 많은 애로점을 남겼다. 선행연

구 자료에 기술된 지명유래 및 설화에 대해서도 현재 거주민들이 제대로 인지를 하

지 못하고 있는 점도 현 거주민의 거주기간이 그리 길지 못함과 동시에 고령의 토

착민이 이미 사망하 거나 이주한 탓이라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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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에 도움을 주신 분들

성   명 성 별 연 령 제 보 장 소 비   고
제 보 자

사진번호
고국칠 남 76 새마을 금고 現 모라새마을복지회 회장 10
이윤혁 남 77 모라 1동 경로당 ․ 11
정용조 남 84 모라 1동 경로당 ․ 12
윤형식 남 84 모라 1동 경로당 모라1동 노인회장 13
전복전 여 80 모라 1동 노인정 ․ 14
이말임 여 80 모라 1동 노인정 ․ 15
신경자 여 82 모라 1동 노인정 ․ 16
노월선 여 82 모라 1동 노인정 ․ 17
문금자 여 81 모라 1동 노인정 ․ 18
이월선 여 55 모라 1동 자택 나라장군보살 19
강명도 남 56 모라 1동 자택 이월선 씨의 남편 20
신태관 남 71 모라 1동 자택 現 모라새마을복지회 총무 ․
김명수 남 75 김명수 대서소 김명수 공인중개소 운 ․

 3. 모라동(毛羅洞) 주요 지명과 유래

1) 모라동 지명의 유래

모라동의 지명인 ‘모라’는 우리말의 고대어로 ‘마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마을지명이 고대의 ‘마을’이라는 뜻을 지녔다면 그 역사는 매우 깊다고 하겠

다. 결국 동명(同名)을 고찰해 볼 때 모라동은 고대로부터 형성된 마을이라고 짐작

할 수 있다.

2) 절골과 고동바위골

모라동은 그 역사가 깊은 만큼 골짜기마다 여러 가지 지명이 붙어있다. 운수사로 

올라가는 골짜기를 ‘절골’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골이라 하여 ‘큰골’이라고도 하며 

‘장골’ 또는 ‘장안골’이라는 속칭을 갖고 있기도 하다. 또한 못이 있는 골짜기는 ‘못

골(묵골 이라고 변음됨)’, 그 옆에는 ‘딴솔배기’라는 곳이 있다. 그리고 사당 너머는 

‘새당넘어(사당넘어의 변음)’라고 부른다. 범방산의 미맥이 뻗은 곳에는 풍수설에 의

하여 ‘용둥골(용두골의 변음)’이란 이름이 붙었고 유명한 ‘고동바위골’은 이를 약칭

하여 ‘고동바위’로 통칭된다. 

고동바위라는 이름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바위 밑에서 맑은 물이 솟아 나오고 

거기에 큰 산고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며, 이 산고동은 주민들이 신성

시하고 여기에 제를 지냈다고 전한다. 큰 산고동이 신성시 되는 예는 특히 해변 가

까운 지역에서 더러 볼 수 있는 일이다. 모라동에 처음 마을이 생긴 곳은 모라동 

패총이 있는 곳과 고동 바윗골, 그리고 운수천 하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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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라진(毛羅津)과 시찌메

모라동에 ‘모라진’ 즉 ‘모라나루터’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옛날 낙동강 감동포

의 상류 지점에 있던 모래섬 사이로 낙동강이 크게 세 줄기로 나뉘어 흘러 바다로 

들어가게 되었다. 낙동강이 세 줄기로 나눠지는 곳의 이름을 ‘삼차수’ 또는 ‘삼분수’

라 하 다. 이 가운데 한줄기는 감동포 앞을 지나 모라동의 북서쪽으로 흘러 유도

와 소요도의 동쪽을 돌아 바다로 들어갔다. 이 강물을 따라 모라동에 나루터가 생

긴 것으로 생각된다. 모라동의 서북쪽에 속칭 ‘시찌메’라는 지명이 있었다. 마을원로

들의 말에 의하면 그곳에 집 일곱 채가 있어서 일본말로 시찌메라고 불렀다고 한

다. 시찌메란 수참이 변음된 것으로 금곡동의 동원을 위시하여 여러 강변과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어원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가 모두 비슷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 일곱 채의 건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주막거리 즉 주막마을을 말

한다. 그렇다면 수참이 있던 곳을 모라진이라 했을 것이다. 이 모라진은 조선후기까

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주막거리의 집들이 일제강점기 초기까지도 그곳에 있었

다. 일본사람들이 갈대 속의 집들을 보고 시찌메라 하여 이 말이 전해진 것으로 보

여 진다. 

4) 야시고개(여우고개)

모라동에서 구포 새 동네를 넘어가는 고개를 ‘야시고개’라 하 다. 야시고개란 

근래에 붙여진 이름이고 옛날에 이 고개를 무엇이라 불렀는지 알 수 없다. 야시고

개는 모라동 사람들이 남창장과 감동진으로 가는 유일한 고개 다. 그런데 일제강

점기에 조선묘지령으로 인해 고개 옆에 공동묘지가 조성되고 밤이면 여우들이 이곳

에 출몰하니 그때부터 이 고개를 야시(여우)고개라 불렀다. 

5) 그 외 지명유래 

․동리(東里) : 모라천 하류 동쪽, 먼저 사람이 살았던 곳.

․윗각단 : 철도 위 동쪽, 운수천의 동북쪽 동네

․아래각단 : 철도 아래 서쪽 동네

․절골 : 저로 올라가는 골짜기

․안골 : 운수천 계곡 안쪽 골짜기

․잿골 : 운수천 계곡 좌측 골짜기

․서당골 : 현 주공아파트 위쪽, 서당너머 골짜기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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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동골 : 범방산의 미맥(尾脈) 골짜기

․삼밭골 : 삼(蔘)이 많았다는 골짜기

․챙이골 : 챙이처럼 생긴 골짜기

․못골 : 못이 있는 골짜기로서 그 옆은 ‘땃솔배기’라고 부른다. 

․넙적 바위 : 수리재 밑의 넓적하고 큰 바위, ‘흔들바위’라고도 했다. 

․어부랑 고개 : 시랑 골로 넘어가는 경사가 급한 산길로, 소를 몰고 가면 소가 발

을 헛딛고 굴러 떨어지는 일이 다반사 다고 한다. 이 고개가 험하여 혼자 넘기가 

무서우므로 몇 사람이 어울려 넘어가는 고개라고 하여 ‘어부랑 고개’라 하 다.

4. 민속신앙 

1) 공동체신앙 - 당산제

모라동의 공동체신앙은 ‘당산제’라는 명칭으로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현재 

두 개의 당산을 모시고 있는데, 하나는 ‘할매당산’이며, 다른 하나는 ‘할배당산’이

다. 행정구역상 두 당산의 위치가 모라 2동에 속하지만, 그 믿음은 두 갈래로 나누

어져 있다. 할매당산은 모라 2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할배당산은 모라 1동 사람들

이 중심이 되어 그 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원래 당산제는 각 동회에서 준비하 는

데, 1986년부터는 ‘모라새마을복지회’가 두 당산제를 모두 주관하고 있다. 두 곳 

모두 조사구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할배당산의 경우에 그 제의의 주체가 모라 1

동 주민이다 보니, 이곳을 중심으로 공동체신앙을 조사를 실시하 다.

(1) 제의의 역사와 성격

모라 1동에서 당산제가 언제부터 행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사상구지』에 따르면 1500년경 조선 연산조에 신화적인 국조 단군신령을 

모신 신당을 세워 마을의 재난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 다는 민가의 속전(俗傳)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정확한 문헌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모

라새마을복지회 회장인 고국칠17) 씨의 “당산제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지내왔다”는 제보를 통해 당산제의 전통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7) 고국칠(남, 76세), 현 모라새마을복지회 회장, 모라동 출생으로 현재 모라 2동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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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전설에 의하면 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 사상구에서 우리는 단군을 모셨다

는 것이요. 단군을 모시다가 인자 언젠가 부터는 산신령을 모신거야 유일하게 모라당

산만 단군을 모셨다는 거지. 기록은 없는데 전해 내려오는 말로 그렇지18)

사진2. 모라 1동 할배당산(상당)

모라 1동의 당산은 행정구역상 모라동 산38번지 모라 2동 체육공원 내 위치하

고 있다. 원래 이곳 당산제는 단군을 모셨다고 전하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주산신령

(主山神靈)으로 그 신격이 바뀌면서 ‘할배당산’이라 칭하고 있다. 

할배당산의 정확한 명칭은 ‘할배․할매당산’이다. 음식의 진설에서도 나타나듯이 

밥과 나물을 두 그릇씩 올리고 술도 두 잔씩 올리는데, 그 이유는 할배와 할매를 

함께 모시기 때문이다. 즉, 할배당산이라는 명칭은 주민들이 모라 2동의 할매당산

과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편의상 부르는 것이며, 할배당산과 할매당산 간의 연관성

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할배당산의 신격은 당산제의 제물을 장만하고 있는 무속인 이월선 씨의 제보를 

통해 대략이나마 알아 볼 수 있다. 그의 제보에 따르면 주신령인 할배당산은 제주

도 ‘고씨’ 성을 가진 선비 고, 그의 부인의 성은 ‘김씨’ 다고 한다. 생전에 제주도

에서 육지로 나와 선비가 되었지만 자식이 없던 탓에 사후에 그 한을 마을사람들을 

보살펴 주는 것으로 달래기 위해 모라동에 정착했다고 한다. 이후 마을사람들을 자

식처럼 여겨 실제로 모라 1동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타 지역사람들도 

18) 고국칠(남, 76세), 2008년 6월 20일, 제보자의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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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배당산의 가호 아래 많은 부(富)를 축척할 수 있었다고 한다. 

모라새마을복지회가 당산제를 주관하기 이전에는 마을의 유지들이 모여 일 년 

동안 무탈하고 부정이 없는 사람을 제관으로 선출하 다. 제의에 필요한 비용은 마

을 소유의 제답과 마을유지들의 찬조금으로 마련했다. 주민들이 마을제답을 경작하

여 수확한 곡물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금과 마을 유지들의 찬조금을 보태 제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했다. 이후 1986년 모라새마을복지회가 결성되어 당산제를 일

임하면서부터 제의절차와 방식이 점차 변화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제의 날짜이다. 

1986년 이전의 할배당산은 1동의 주민들이 주관하고, 할매당산은 모라 2동 사람들

이 맡아 당산제를 따로 지냈지만, 복지회가 두 곳의 당산제를 모두 일임하게 되자 

제의 날짜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002년도까지는 3월 보름에 모라 2동의 

할매당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9월 보름에 할배당산에서 제사를 지냈지만 2003년부

터는 9월 보름에 두 곳의 당산에서 한꺼번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제의 날짜는 동

일하지만 오전 10시에 할매당산부터 당산제를 지낸 후 12시에 할배당산에서 당산

제를 지낸다. 그러나 제사상의 진설은 할배당산부터 먼저 한다. 3월에 지내던 당산

제는 한 해 농사에 풍년이 들게 해 달라는 풍농 기원적 성격을 지녔고, 9월에 제의

를 지낼 때는 추수를 마치고 무탈하게 수확을 하게 해준 할배당산에게 대한 추수감

사제의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1년에 두 번을 지내던 당산제는 동일한 날짜로 합쳐

지게 되는데, 이는 무속인 이월선 씨에 의해서 다. 이월선 씨는 자신의 주신으로부

터 받은 공수내용을 당시 모라새마을위원회의 부회장이었던 신태관 씨에게 전했고, 

모라새마을복지회는 정기 총회에서 회의를 통해 이를 받아들여 이듬해인 2003년부

터 같은 날에 당산제를 지내게 되었던 것이다. 

할매당산 거기는 모라 2동에서 2동 할매당산을 받들었는 기고, 여기는 모라 

1동에서 받들은 당산할배․할매고 이랬는데, 요 할매 당산에는 3월 15일 날 지내

고 여게(모라 1동)는 9월 15일 날 지내더라고. 내가 딱 분부를 받으니 께네 당

산할배가 한날 함께 하라더라고. 내가 처음에 인자 이 당산제를 지내라 그라고 

난 그 날 저녁에 분부를 받으러 갔다 안하덥니까 하니까“제자야 상자야 9월 보

름날 함께 지네라”하더라고. 그런데 이 동네당산이 되어나 놓으니까 내 맘대로 

못하거든 예. 그래서 유지 급들이 회장, 총무, 부회장 신태관 씨 이렇게 왔더라

고. 내가 함 그랬어. “9월 보름날 같이 지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함 던져 

봤어. “이렇게 분부를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안하고 내가 함 말을 던져봤다카

이. 그러니까 모라 2동 사람이 함께 지내면은 따로 지내다가 함께 지낼라 카믄 

동네가 시끄럽고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안 된다 하더라고 “아이고 그라믄 그리 

하이소 3월 보름날 지내고 9월 보름날 지내도록 그리 하이소 ” 1년을 딱 따로

따로 지내고 2년 딱 되는 해에 함께 지내 달라 하더라고 자기네들이. 그래 내 

분부가 떨어진 대로 맞은 거잖아요 할배 하는 말씀대로 그래 그대로 맞아 들어

가 뿌더라고.19) 

19) 이월선(여, 55세, 무속인), 현제 당산제의 제물장만을 담당하고 있음. 2008년 6월 22일, 제보자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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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배당산은 제의공간인 상당과 제의를 준비하던 하당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

러나 1986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할배당산의 하당이 소멸되어 지금은 상당만 

남아있다.20) 평소 당산의 관리는 무속인 이월선 씨의 남편인 강명도(56)씨가 도맡

고 있다. 할배당산의 상당에는 수호당목인 소나무가 있었으나 몇 해 전 벼락으로 

인해 고사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모라새마을복지회에서는 2008년도에 새로운 

수호당목으로 느티나무를 옮겨와 심었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이 담장을 세

워 당집을 보존하고 있다. 

(2) 제의 절차와 준비과정

① 제의 준비

제물의 준비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무속인 이월선 씨가 맡고 있다. 제물을 마

련하기 위한 비용은 ‘모라새마을복지회’에서 매년 13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복지

회 자금 이외에도 지역 유지(동장, 시장, 구장 등)들로부터 찬조금을 받거나 부녀회

에서 지신밟기를 통해 제비를 충당하기도 한다. 제물은 부전동 부전시장에서 장만

하며 제물을 살 때는 가격흥정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2002년부터는 제상에 올리

던 돼지머리를 소머리로 바꾸어 제를 지낸다. 

당산을 관리하고 있는 강명도씨는 당산제를 지내기 닷새 전부터 목욕재계를 하

고 당산에 올라가서 그 주위에 황토를 뿌리고 금줄을 친다. 이는 제의를 지내는 곳

의 부정을 막고 신성한 공간을 조성하여 동티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금줄은 새끼줄이 아닌 일반 노끈을 사용한다.

진설을 하기에 앞서 초를 밝히고 향을 피운다. 그 다음에 대추와 밤 그리고 참외

가 함께 담긴 제기를 상 위에 올린다. 맨 앞줄에는 대추 오른쪽으로 배, 수박, 사

과, 감, 귤 순으로 놓는다. 일반적으로 홍동백서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두 번째 줄

에는 삶은 문어를 올리며, 명태포를 두고, 그 옆으로 유과와 탕국이 놓인다. 오른쪽

에는 소머리를 놓는데 머리 방향은 오른쪽으로 둔다.   

위로 세 번째 줄에는 가장 왼쪽에 떡을 놓는다. 떡은 일반적으로 백시루를 가장 

많이 올리며 백설기나 절편 등도 올린다. 전은 네 접시가 올라가며, 가운데에는 조

기와 민어, 돔을 올린다. 조기를 올리는 것은 “동네가 조으(좋으)라”는 뜻이며, 민어

는 “동네 주민들이 서로 어주길 바란다”는 의미이며, 돔은 “도와주며 살아가자”

는 것을 염원하는 것이라고 한다. 

제사상에 진설하는 제물은 두 당산이 거의 비슷하다. 단지 할배당산에는 두 분을 

모시기 때문에 밥과 나물을 두 그릇씩 올리고, 술도 두 잔을 올린다. 제주는 정종을 

쓰기도 하고 막걸리를 쓰기도 한다. 음식을 준비할 때는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과 

함께 100여 명의 참석자들이 모두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수육과 돼지고기 등의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한다.

20) 현재 할배당산은 상당만 남아있지만, 모라 2동의 할매당산은 상당과 하당이 모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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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할배당산제 진설도 

② 제의 절차

먼저 제의를 지내기 위해서는 제관이 1명, 헌관 3명, 축관 1명, 집사 1명이 필요

하다. 제관은 앞서 말했듯이 마을에서 그 해 부정이 없는 깨끗한 사람을 가려 마을 

유지들에 의해 선출하던 방식이 오랜 관행이었지만, 지금은 모라새마을복지회 회장

이 제관을 맡는다. 헌관은 모라 1동․2동․3동의 동장이 각각 돌아가며 초헌, 아헌, 종

헌을 맡는다. 축관과 집사는 모두 복지회 회원들 가운데서 뽑히게 되는데, 대체로 

임원진이 맡는다. 일단 제관으로 뽑히게 되면 적어도 일주일동안은 부정한 것을 보

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부정한 곳에도 가지 않도록 노력한다. 

집사는 부회장도 하고 지역에 아는 분들도 하고. 이것도 아무나 못하는 게 하기 

전에 미리 통보를 해가지고 최소한도 옛날에는 뭐 한달 이상했지만은 요즘은 한 일주

일정도는 깨끗하게 험한 것도 안 봐야 되고. 좀 거한데는 또 안 가야되고 자기가 그

리해야 되거든 그것도 집사는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 직원들 중에서 깨끗한 분 추천을 

해 가지고 하지21)

진설이 끝나면 제관에 의해 독축고사(讀祝告祀)의 형태로 제의가 시작된다. 절차

21) 고국칠(남, 76세) 2008년 6월 20일, 제보자의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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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1. 강신 - 제주는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분향하고 우집사는 술을 잔에 차지 않

게 조금 부어 제주에게 건네주면 제주는 잔을 받아 모사위에 세 번 나누어 붓고 빈 잔

을 우집사에게 주고 일어나서 절을 두 번 함

2. 참신 - 제주 이하 모든 참석자가 두 번 절을 함

3. 초헌 - 제주는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분향하면 좌집사는 잔을 제주에게 우집

사는 잔에 술을 가득히 부어 제주에게 주고 제주는 오른손으로 잔을 들어 모사에 세 

번 기울여 부운 뒤에 양손으로 받들어 집사에게 주고 집사는 잔을 받아 올리면 수저를 

고른 뒤에 두 번 절함

4. 독축 - 제주 이하 전참석자는 꿇어앉고 축관은 엄숙한 목소리로 천천히 크게 읽음. 

축문이 끝나면 일동은 두 번 절함

5. 아헌 - 초헌과 동일

6. 종헌 - 초헌과 동일

7. 첨작 - 초헌자 즉 제주가 다시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고 우집사는 다른 술잔에 

술을 조금 부어 제주에게 잔을 받아 종헌자가 채우지 않은 잔에 세 번으로 채우고 두 

번 절함.

8. 계반삽시 - 메 그릇의 뚜껑을 열어 놓고 수저 바닥이 동쪽으로 향하게 꽂음.

9. 합문 - 참사자 전원이 3-4분간 조용히 엎드려 있다가 세 번 기침하고 일어섬.

10. 헌다 - 숭늉을 국과 바꾸어 올리고 메를 세 번 떠서 말아놓고 수저를 숭늉 그릇에 

고르고 참사자 전원이 2-3분간 독념 후 고개를 듬.

11. 철시복판 - 숭늉 그릇에 놓인 수저를 거두고 메그릇에 뚜껑을 덮음.

12. 사신 - 참사자 전원이 두 번 절하고 지방과 축문은 불살아 숭늉 그릇에 재를 넣

음.

13. 소지올리기 - 동의 안녕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소지를 올린다. 

14. 철상 - 모든 제수는 뒤에서부터 물림

15. 음복 - 신위께서 물려주는 복된 음식을 참사자 전원이 모여서 먹음.

<표 1> 모라 1동 할배당산 제의 절차

축문은 모라동의 안녕과 마을수호를 비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지는 제의 전에 

각자가 써서 모아두었다가, 철상을 하기 전에 한꺼번에 태운다. 음복을 할 때에는 

제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먼저 먹고, 경로당에서 나머지 음식을 어른들에게 대접한

다.

제기는 할배당산의 상당에 보관하고 있다. 할매당의 경우에는 하당 안에 제기를 

보관하지만, 할배당의 경우에는 하당이 없기 때문에 상당에 제기를 보관하고 있다. 

제기와 함께 제의에 사용되는 두루마기, 고무신, 댕기, 갓 등도 함께 보관한다. 제

기의 정리까지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면 비로소 제의를 마치고 마을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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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신신앙 - 삼신

현재 모라 1동에서 가신신앙의 명맥을 이어가는 가정은 거의 없다. 새마을운동

이 활발하던 1970년대부터 가신신앙의 전승력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1986년 모라

동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며 가신신앙은 점차 소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새마

을운동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옥구조가 대부분 현대식으로 바뀌며 가신신앙의 중요 

제의장소 던 부엌이 개량되어 신체를 모실 장소가 없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

전부터 받들고 모시던 세존단지와 성주와 같은 신체들도 전통가옥과 함께 땅속에 

묻히게 되었다. 

 (1) 삼신으로 살펴보는 가신신앙

삼신은 아이를 점지하고 보호하며, 아이들의 건강과 육성을 관장하는 가신으로서 

일반적으로 ‘삼신할머니'라고 불린다. 모라 1동에서는 ‘삼신할매’라 통칭하며 별도의 

신체가 없는 건궁 또는 허궁의 형태로 삼신을 모시는 가정이 대부분이었다. 삼신을 

직접 모셨던 제보자들은 아직까지도 삼신에 대한 험함을 가슴 깊이 담고는 있지

만 과거에 비해 삼신에 대한 믿음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이다. 

1960년대의 모라 1동 주민들의 산속(産俗)을 살펴보면, 출산하기 한 달 전부터 

장독대에 물을 떠놓고 삼신에게 치성을 드렸다. 그 치성의 정도에 따라 아들과 딸

이 결정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다.

새벽에 한 네다섯 시 되모 저 우물에 가가지고 물을 떠 오는 기라. 나가 갈 때도 

있고 우리 시어마이가 새벽에 인자 가가지고 떠 올 때도 있고, 인자 그 물을 바가지

에 부어가지고 장독대 위에 떠 놓고 안비나. 아들 낳게 해주이소 하고. 그기 다 정성

이라22)  

출산 이후 산모에게는 일정기간 산후조리가 필요하지만, 전복전 씨는 고작 3일

간 산후조리를 한 후 바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아침에 애 낳고 오후에 

밭일을 하러 나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여인네들에게 부과된 잡무와 노

동력의 부재는 간절한 기자의 바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모라 1동의 노인여성들은 출산을 도와주고 아이를 받아주는 사람을 ‘산파’라고 

부르는데, 모라 1동에는 산파가 별도로 있지 않았다고 한다. 신경자 씨의 경우는 

시어머니가 직접 산파역할을 했고, 전복전 씨는 산파 없이 혼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

애 받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었나, 나는 시어머이도 안 받아줬다. 시어머이는 아를 

낳는다 카믄 방에 들어 오도 안했다. 내가 배가 아파서 문을 이래 디다 보모 내가 사

람 같은 거 잡을라고 이래 하믄 지 잡을까 싶어서 저 티 나가삐는데 우짜꼬 그래 문

짝 저래 저걸 잡고, 아 놓고 나면 나는 내가 다 했지, 옆에 가세(가위) 딱 놔 놓고, 

22) 신경자(여, 82세), 2008년 6월 20일, 모라동 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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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에 놓겠다 싶으모 실하고 가세(가위)하고 두디기(포대기)하나 놔 놓고 아를 

낳으모 탯줄도 얼라 다리에 무릎까지 이래 맞춰가지고 실로 갖고 뭉끈다꼬, 위에 뭉

끄고(묶고) 밑에 뭉까가지고, 고래가 가세로 가지고 딱 끊는 기라. 두 번 끊는다. 그

래 배꾸멍에 딱 다 감아가지고, 해 놔 놓으면 석회 그걸 딱 붙이놔 놓으면 일주일 만

에 막 그기 딱 떨어 진다꼬.23)

출산 이후 탯줄의 처리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 다. 모라 1동 전복전 씨는 스스

로 탯줄을 잘랐는데, 그렇게 잘려진 태는 시아버지가 다음날 짚에 돌돌 말아 감고 

양 끝은 실로 묶어 인근의 낙동강에 돌을 매달아 버렸다. 아이의 첫 목욕은 아이가 

울음을 터트리고 난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함지박 같은 곳에 미지근한 물을 받

아 두었다가 헝겊에 물을 적셔 아이의 몸을 닦고 나서 포대기에 감쌌다. 

모라 1동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대문이나 집 앞에 금줄(왼새끼)을 쳐서 성별을 

알렸다. 사내아이일 경우 새끼줄 사이에 고추와 숯을 매달았으며, 여자아이일 경우

에는 미역을 꽂아 걸어두었다. 산실에는 49일 동안 금줄을 쳐 두고 남성의 출입을 

금했고 7일 동안에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을 금했다. 불을 지피게 되면 태어난 

아이의 얼굴에 수포가 생기거나 뾰루지가 나는 등의 피부에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

난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출산 후에는 아무런 탈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삼신할매’를 

대접하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잔병치레 없이 잘 보살펴 달라는 의미로 ‘제왕

판’이라 부르는 제물상을 산실 한 구석에 차려 놓는다. 출산일로부터 한이레, 두이

레, 세이레 되는 날, 즉 출산을 하고 49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총 일곱 번 상을 

차린다. 상은 짚으로 짠 자리를 쓰고, 그 위에 미역과 물 한 사발, 그리고 쌀 한 그

릇을 올린다. 차려진 제물은 제왕판의 음식을 갈아줄 때 산모가 먹는다.  

〈그림 2〉제왕판 상차림 

23) 전복전(여, 80세), 2008년 6월 20일, 모라 1동 노인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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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속신앙

임진왜란당시 사상지역에 일본인의 거주가 활성화 되던 시절에도 모라동에서 만

큼은 일본인이 정착하기 힘들었다.24) 모라 1동의 대왜감정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보수적인 성향이 짙은 마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탓인지 빼어난 산세와 바닷가와 접한 지역임에도 무당을 비롯한 무속인이 

정착하기도 힘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백양산 줄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기를 받고

자 많은 무속인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으며, 1960년대 중반부터는 소수의 무속

인들이 모라동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이 시기 ‘모라동의 무당들이 용하다’고 하

여 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25) 

“(그 점쟁이 집 앞은)남포동 골목 같다고 했다고. 용하다고 소문이 나니까. 골목 

밖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그랬다니깐. 지금은 그 사람 없어. 사람 많

은 사상으로 나가지 여기 사람들이 많아야 점집도 해먹을 거 아이가.”26)

모라동의 무당들이 1970년대 초반까지 엄청난 수로 늘어났지만, 그들도 새마을

운동의 향으로 미신으로 치부되어 쇠퇴기를 겪었다. 이후 토지구획정리가 이루어

지고 공단이 조성되면서 점차 사상지역으로 이주하는 무당이 늘어나게 되었다. 하

지만 백양산의 정기 때문에 무당들은 다시 모라동을 찾고 있으며, 모라 1동에만 현

재 수 십 여명의 무당들이 무업을 하고 있다. 

사진3. 모라 1동에 분포되어 있는 무속 상호

 

24) 김명수(남, 75세), 2008년 6월 20일, 김명수 대서소.

25) 이월선(여, 55세, 무속인), 2008년 6월 22일, 제보자 자택.

26) 신경자(여, 82세), 2008년 6월 21일, 모라1동 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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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조직

1) 모라새마을복지회 

모라새마을복지회는 1986년 모라동택지개발사업과 연관이 깊다. 마을 공동소유

의 토지인 당산부지의 존속문제와 보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결성되었기 때문

이다. 1983년 12월 17일 창립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1984년 1월 20일 창립총회

를 통해 초대회장으로 김의환 씨가 선출되었다. 이후 모라새마을복지회는 1984년 

7월 28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당산수용 보상금을 수령하 다. 그리고 소유자가 명

확하지 않아 보상 문제에 대해 불투명했던 새마을회관 토지를 복지회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마을의 공동재산으로 등재하 다. 이로써 모라새마을복지회가 당산제 및 

노인회의 운 도 일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모라새마을복지회는 모라동 주민들을 

대표하는 자체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회에서는 모라초등학교에 장학금을 전달

하거나, 효부상을 주기도 한다. 복지회의 운 자금은 회비와 복지회 이사들의 찬조

금, 그리고 복지회관 임대를 통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 총무 각각 1명으로 총 3명이며, 임기는 3년이다. 그리고 

사정에 따라 연임도 가능하다. 현재 모라새마을복지회의 회장은 고국칠(76)씨가 맡

고 있는데 2008년으로 임기는 끝이 난다. 

모라새마을복지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당산제’를 총괄․지원하는 것이다. 당산

제에서 제관은 회장이, 축관과 집사는 부회장이나 총무, 또는 회원이 맡는 등 모라

복지회를 중심으로 당산제가 전승되고 있다. 2008년도에는 당집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당신목을 새로 심는 등 대대적으로 보수사업을 실시하 다. 

복지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실시한다. 정기총회는 1년을 주

기로 10월에 개최되며, 그 외 총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실시한다. 정기

총회에서는 연간사업의 결산과 다음 해의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그 외에도 올해사

업의 성과 및 미흡한 점에 대해 토론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해 사업에 

반 하기도 한다. 

2) 상포계 

상포계는 1973년에 계원의 가족이 상(喪)이 났을 때 상여를 운반하거나 장례의 

전반에 걸친 일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해 결성된 조직이다. 모라 1동의 상포계 

회원이 거주지를 옮겨도 그 자격은 유지된다. 상포계가 처음 결성된 당시의 회원은 

모두 남성이었다. 이는 상여를 메거나 매장을 할 때 땅을 파는 등 노동력이 필요했

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6년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상여 대신 장례차를 이

용하게 되었다. 상여를 사용하지 않게 되자 상여를 보관하던 당집도 사라지고 그 

속에 보관하던 장례물품들도 모두 폐기되고 말았다. 상여가 없어지자 자연히 소리

꾼의 역할도 사라지게 되었다. 소리꾼은 계원 중에서 도맡아 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10년 전에 별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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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계를 발족할 당시의 인원은 총 37명이었다. 그러다가 2008년에는 계원들이 

대부분 사망하고, 현재 상포계에 남아 있는 계원의 수는 10명으로 남성 4명, 여성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이 구성원으로 속하게 된 것은 사망한 남편의 회원자

격을 승계했기 때문이다. 원래는 임원진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하고 있었으나, 계원의 수가 줄어들며 현재는 회장 1명과 총무 1명으

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상포계에서는 장례비용으로 3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를 ‘상포 탄다’고 한

다. 상포를 타는 것은 한번이며, 이중으로 지원하지는 않는다. 회비는 2만원이며, 

현금 대신 그에 해당하는 쌀을 내기도 한다. 회비가 많이 모이거나 해당연도에 상

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관광을 가기도 한다. 

사진4. 마을의 상포계 부부동반 여행(1966년도)

3) 잊혀진 사회조직 

이 외에도 마을에는 여성들로 구성된 친목계가 있었다. 전국의 명소를 찾아 관광을 다니

거나 모임을 가졌지만, 구성원들이 연로하여 거동을 하지 못하거나 작고하는 분들이 생기자 

자연히 소멸되었다. 이후 현재 이 친목계의 회원이었던 할머니 10명이 한 달에 1만원씩을 

회비로 걷어 별도의 마실 공간을 마련하 고, 이곳에서 낮잠을 자거나 담소를 나누는 등 여

가를 즐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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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 마을의 친목계 경주 석굴암 관광(1961. 5. 23) 

사진6. 마을 친목계 진해 벚꽃놀이(196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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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생의례 - 혼례

혼례는 ‘인륜지대사’라고 할 만큼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다. 모라 

1동의 1940년대 평균 결혼 연령은 대략 19세 정도 다. 중매에 의한 결혼이 대부

분이었으며, 조혼이 성행했다. 모라 1동에서는 중매를 서는 것을 ‘중신한다’라고 한

다. 중신은 대체로 마을 내 가까운 친척을 통해 이루어졌다. 중신이 이루어지면 2

달에 걸쳐 궁합을 보고 사주단지가 오가며 집안 어른끼리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등 

혼례를 위한 준비를 한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

니면 젊은 남녀는 서로의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하고 혼례를 치루는 것이 일반적이었

다. 

노: 한마을에 있어도 얼굴도 못 봤어. 식할 때도 올케 못 쳐다봤어. 이래 가지고 

첫날밤에도 올케 보도 못했지머 

전: 첫날밤에도 못 본다. 사람을 똑바로 못 봐 가지고

문: 부끄러봐서 못 쳐다봐

전: 요새 같으면 쳐다보고도 즐기고도 남지. 

이: 옛날에는 처녀 총각 결혼해서 얼굴 맞대 보도 안하고 함 만나지도 안하고, 이

야기도 안하고 이제 부모들이 그리 시집가라하모 고마 가는기지27)

혼례식은 신부의 집 마당에서 행한다. 교위 상에는 암탉과 수탉, 떡, 밤, 술 등을 

차려놓는다. 주례는 동네 사람 중에 집안 어른과 교분이 있는 사람을 초빙해서 그 

분에게 맡긴다. 모라 1동에서는 주례 보는 사람을 ‘홀 부르는 사람’이라고 칭한다. 

혼례식을 마치고 그 날 밤에는 친정 식구들 중에서 장가를 아직 가지 않은 남성들

이 신랑의 발을 묶어놓고 발바닥을 명태로 내려치는 ‘동상제’를 실시한다. 

인제 그 다음날에는 동상제 한다꼬 인제 색시 들고 간다꼬 집에서 신랑을 막 다리

를 묶까 놓고  방맹이 갖고 뚜드리고 그리 논다꼬. 그걸 동상제라 칸다. 인제 그 가

문에 총각들이그라제. 아이고 인제 뭐 가온나 뭐 가온나 장물을 좀 가져오면 그걸 풀

어주는데 옛날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주는기라. 그래 갖다 줬는데 그 또 작다꼬 

또 패는기라 그리 장난을 치는기라  그래 또 우짜라 카모 색시가 나와서 빌어라 안카

나 그래 나는 비는 걸 그런 거 못하겠다했다꼬 그라면 신랑보고 풀어주면 각시 업고 

나갈 자신 있나 하더라꼬 그래 있겠다꼬 내 업고 하겠다고 그랑께 풀어주는데 그래 

업으로 오는데 그만 문을 집어 던지뿌고 어데 이렇게 사람을 패는 데가 어딧냐고 이

래 실룩거리더라꼬 너무 무릴 했어요.28) 

신행은 혼례를 치르고 3일 후에 이루어진다. 1940년대 중후반의 신행 시 이동수

27) 전복전(여, 80세), 노월선(여, 82세), 문금자(여, 81세), 이말임(여, 80세) 2008년 6월 20일, 모라 1동 노인

회관.

28) 전복전(여, 80세), 2008년 6월 20일, 모라 1동 노인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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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가마, 택시, 버스 등 매우 다양한 편이었다. 이동수단은 주로 신행의 거리에 

의해서 정해진다. 노월선 씨의 경우는 모라동에서 태어나 시집도 동네 사람끼리 했

기 때문에 가마를 타고 신행을 하 다. 신행 때 동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대개 남

자의 경우 친정아버지가 따라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삼촌이 되기도 하고 친오빠

가 되기도 한다. 또한 친정올케나 친누이 등 여자도 한 명이 따라서 신행을 동참한

다. 이 때 신행에 따라오는 남성을 ‘상각’, 여성을 ‘웃각시’라고 부른다. 

그래도 인자 아버지가 오는 게 원칙인데 우리는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삼촌이 왔다

고29)

폐백은 신행에서 돌아온 날에 이루어진다. 먼저 조상에게 인사를 드리고, 그 다

음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린다. 현대에는 이러한 전통혼례보다는 예식장에서 결혼식

을 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혼속도 1960년대를 기점으로 점점 바뀌

어져, 갈수록 전통 혼례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 졌다. <사진 7>는 신경자30)씨가 

부산 금정동에서 모라 1동으로 시집오던 17세 때의 전통혼례사진이며 <사진 8>은 

신경자씨의 딸이 결혼한 1968년도의 결혼사진이다. 이 두 사진을 통해서도 혼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7. 1943년도 전통혼례 사진8. 1968년도 현대혼례 

29) 전복전(여, 80세), 2008년 6월 20일, 모라 1동 노인회관.

30) 신경자(여, 82세), 2008년 6월 21일, 제보자의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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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속문학

1) 민요

사진9. 모라 1동의 민요를 들려주시는 노인정의 할머니들(2008. 6. 21)  

 (1) 개나리 처녀

 이 노래는 시집와서 동네 아낙들과 함께 놀면서 부르던 노래이다.

개나리 우물가에 사랑 찾는 개나리 처녀 

종달새가 울어 울어 이팔청순 봄이 다 가네 

에헤야 얼씨구 타는 간장 여듬 해 봄바람아

늘어진 버들가지 잡고서 탄식해도 

낭군님 아니 오고 서산에 해가 지네31) 

 (2) 당신이 나를 버리고 - 한탄가

 전복전 씨는 32세가 되는 해에 남편과 사별하 다. 일찍 부군을 여의고 혹독한 

시집살이를 겪었던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했다. 그러고는 이 노래를 “가슴에 

맺힌 노래”라며 불렀다. 자신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 버린 남편에 대한 야속한 마음

이 잘 드러나는 노래이다. 

31) 전복전(여, 80세), 2008년 6월 20일, 모라 1동 노인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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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나를 버리고 말없이 떠나갈 때 

이 몸은 돌아서서 피 눈물을 흘렸다. 

어차피 가실 바에 정마저 가져가야지 

정만은 남겨두고 어이 홀로 떠나갑니까32)

 (3) 바람이 불어와도 - 이별가

 

바람이 불어와도 생각이 나고 

구름이 쉬어가도 생각이 난다 

기약도 없이 소식도 없이 떠나버린 야속한 님아 

사랑이 머물던 자리 그리움이 머물던 자리 

그 님은 어디가고 어디가고 돌아올 줄 모르나33) 

 (4) 모심기 노래

 모심기의 노래에 깃든 염원은 무엇보다도 농작물이 크게 잘 자라라는 의미가 

담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묘사가 심한 내용의 가사도 지역에 따라서는 더러 

나타난다. 전복전 씨가 불러준 모심기 노래에서는 모를 의인화하여 얼른 얼른 커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갈 수 있도록 무럭무럭 자라라고 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 보태

어 “금빛 얼키가 알을 놓아"라든지 “씨종지(씨종자) 찾으러 내가 간다” 등의 표현

을 통해 내년 농사를 위해 종자를 많이 수확하고 싶은 마음도 가사 속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퐁당 퐁당 찰수재비 사우야(사위야) 판에 다 올랐네

할멈은 어데 가고 딸이야 동장34)을 시켰던고

모야 모야 노랑 모야 니 언제 커스르 시집갈래

이 달 크고 훗달 크고 내 훗달에 시집가지 

해 다지고 저문 날에 우연한 행상이 떠나가노 

이태백이 본처 두고 이별 행상이 떠나간다

유자꽃은 장가를 가고 성노꽃은 시집을 가네 

만 인간아 웃지마라 씨종지 찾으러 내가 간다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빛 얼키가 알을 놓아

그 알 하나 주었더면 금년 가게를 내 할그로

이미 죽어 연자가 되어 청실 끝에다 집을 지어 

날면 보면 들면 보면 임인 줄을 왜 몰랐네 

위후후후후~~~ 워후후후후후~~~35)

32) 전복전(여, 80세), 2008년 6월 20일, 모라 1동 노인회관.

33) 전복전(여, 80세), 2008년 6월 20일, 모라 1동 노인회관.

34) "동장을 시켰던고" 는 상을 차리거나 수발을 들거나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모라 1동에 있는 할머니들의 마

실 공간에서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이 마실 공간은 모라 1동에 사는 할머니 열 명이서 한 달에 만원씩 모아 

방세를 내면서 마련한 장소이다. 평소에는 이곳에서 낮잠도 자고 모여서 회의도 하고 담소도 나눈다. 

35) 전복전(여, 80세), 2008년 6월 20일, 모라 1동 노인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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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시풍속

   

모라 1동의 세시풍속은 제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살펴 본 결과, 다른 지역과 

유사한 형태로 전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세시풍속이 단절

되어 왔던 점과 제보자의 기억력 감퇴를 감안하여 선행 연구 자료를 토대로 비교․정
리하 다. 

   정월 초하루 모라에서는 정월 초하루 설날에는 정초차례를 지낸다. 섣달 그믐날 

자정에 밥을 올린 기제사를 지내고, 정월 초하루 1시경에 떡국제사를 지냈다. 과일, 

어물, 육류 등의 제물과 강정, 떡, 식혜 등은 미리 준비해 놓았으나 현재는 모라재

래시장에서 구입한다. 강정을 만들 때에는 먼저 쌀로 고두밥을 만든 후, 모래에 섞

어 체로 걸러내어 입자를 고르고 단술로 엿을 만들어 솥에 넣고 쪄서 만들었다. 정

월 보름에는 팥, 쌀, 수시(수수), 보리, 찹쌀 등의 잡곡을 넣은 오곡밥을 지어먹는

다. 열 나흗날 저녁과 보름날 저녁에는 ‘보름 밥을 얻어먹는다’하여 동네 아이들이 

집집마다 보름 밥을 얻으러 다녔다. 열 나흗날 저녁부터는 마을 청년들이 집집마다 

마당이나 집 앞에 복조리를 던져두었다가 보름날 아침부터 복조리 값을 받으러 다

녔는데 그 값은 일정치가 않아 집안의 형편에 따라 각각 다르게 셈을 치렀다. 보름

날 저녁에는 당산이 있는 곳에 마을 청년들이 그네를 매어 주면 마을 처녀들이 그

네를 뛰었다.

   이월 초하루는 동할매가 내려오는 날로서 집안의 최고 어른인 시어머니가 주

관하여 등을 모신다.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오색기를 달아 놓은 후 20일 

동할매가 올라가는 날까지 새벽까지 치성을 드리고 동할매를 송한다. 

   우물가에 독아지((장독)에 스무날 내내 모셨다. 초이틀부터 20일까지 집안에 제일

어른 여자가 모셔. 시어머니 살아계시면 시어마이가 지내고 돌아가셨으면 그 밑에 최

고 나이 많은 며느리가 지내고 그랬어.36)

   동할매가 내려오는 초하룻날은 날씨점을 보는데 이날 비가 내리면 그 해 풍년

이 들고 바람이 불면 흉년이 진다고 한다. 

   비오는 날을 물 동이라 카고, 바람 불면 바람 동 내린다 하거든. 근데 바람이 

불면 ( 동)할매가 딸을 데려오고 비가 오면 며느리를 데리고 온대. 그기 바람이 불

면 치마가 나풀거려서 이뿌니까 딸을 데려오는 거고 비오면 치마가 젖고 안 지저분

36) 전복전(여, 80세) 2008년 6월 20일, 모라 1동 노인회관.



- 69 -

해지나. 며느리 엿 멕일라고 그런 날은 며느리 데리고 온다 카데. 옛날 어른들이 그

랬어.37)

   삼월 삼짇날에는 화전놀이를 가는 대신 한 집에 모여 파전을 부쳐 먹고 놀았다. 

모라에서는 꽃잎을 먹는 것을 꺼리며 화전이 파전으로 잘못 인식되어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계원들끼리 모여 관광을 가거나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고 

한다. 

   사월 초파일은 석가탄신일이라 절에 가서 등을 달고 공양 밥을 먹고 불공을 드

린다. 

 

   오월 단오에는 부녀자들이 전날 밤 이슬을 맞춰 널어놓은 창포나 약쑥 등을 삶

은 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윤기가 나고 머리가 잘 내린다고 한다. 아침에는 

궁궁이를 머리에 꽂고 다니기도 하며, 마을 청년들이 걸어 준 그네를 뛰기도 했다. 

모라 1동에서는 당산이 있는 인근에 큰 나무가 많아 그 곳에서 그네를 많이 뛰었다

고 한다. 

   유월 삼복은 여름철의 가장 더운 기간으로 시절 식으로는 개장국이나 보신탕, 

혹은 쌍화탕 등을 먹어 기력을 보충해 긴 여름을 보냈다. 특히 유월은 액달이라 하

여 문병을 가면 자신에게 병마가 옮는다고 여겨 환자가 있는 집에는 가지 않았다. 

여름이라는 계절의 특성상 쉽게 부패하고 전염이 쉬운 현상을 막기 위한 일종의 경

험으로 체득한 세시로 몸가짐을 조심하기 위한 일종의 주술적인 믿음인 것으로 보

인다. 

   칠월 칠석은 모라 1동에서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견우와 직녀의 만남이 이루어진 

날로 여기며 그 날은 꼭 물(비)이 내린다고 기억한다. 모라 1동 전복전 씨는 이 날 

물을 맞으면 좋다고 하여 친구들과 함께 인근의 폭포 밑에 가서 목욕을 했다고 하

는데 이를 ‘약물맞이’라 불렀다고 한다. 약물맞이를 하던 자리는 현재 아파트 단지

가 들어서며 사라졌다고 한다. 

   팔월 추석은 설과 더불어 연중 가장 큰 명절중의 하나이다. 송편, 절편, 인절미 

등의 떡이나 시절 식을 해먹으며 성묘를 가서 차례를 지낸다. 하지만 모라 1동은 

사상구 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농사도 번성하 으나 줄당기기나 강강술래 같은 대동

놀이가 성행하지 않았다 한다. 제한된 제보자들의 이야기로는 정확한 조사가 어려

37) 전복전(여, 80세) 2008년 6월 20일, 모라 1동 노인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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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으로 이후 다양한 제보자와의 면담을 통해 모라지역의 대동놀이에 대해서도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구월 중구에는 객지에서 객사한 사람들의 제사를 지내주며 시월에는 시사, 묘사 

등 집안의 제사를 모신다. 십일월 동지에는 팥죽을 쑤어 먹는다. 보통 애기동지가 

들면 팥죽을 하지 않는데 이는 아이들에게 나쁜 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섣달 그믐날에는 새해를 맞이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데 이 날 잠을 자면 

눈썹에 샌 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설을 맞이하기 위하여 섣달 중순부터는 설

빔을 준비하고 이불빨래를 하는 등 아녀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고 한다.   

   윤달은 손 없는 달, 공달이라고 하여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 꺼려했던 일을 해

도 탈이 없다고 여겨 집을 짓거나 혹은 집수리, 담벼락을 고치는 등 조심스러운 일

들을 할 수 있는 달이다. 귀신이 없는 달이기 때문에 묘를 손보거나 이장을 할 수 

있으며, 수의를 장만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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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질개관

1. 1 광역 지질개관 

 

  경상남북도에 발달되어 있는 중생대 백악기 지층인 경상누층군으로 대략적인 층

후가 8,000 내지 10,000 m에 해당된다. 경상누층군의 구성암석은 역암, 사암, 셰일 

및 이암 등의 쇄설성 퇴적암이 주를 이루며, 간헐적으로 이회암과 석회암이 협재되

고 상부에는 화산암류가 발달되어 있다(엄상호외, 1983). 이 지층은 Koto (1903)에 

의해 경상층으로 명명된 이래 Tateiwa (1929), Chang (1975) 등에 의하여 지층구

분이 이루어졌다. Chang (1975)은 경상분지 내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

는 암석층서구분을 시도하 다. Chang(1975)은 화산활동 및 심성활동과 관련하여 

경상분지의 발달과정을 선화산활동 퇴적기, 화산활동 동시퇴적기, 화산활동 절정기 

및 화강암 관입기로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되는 지층단위들을 신동층군, 하양층군, 

유천층군 및 불국사 관입암류로 명명하 다. 

  경상누층군의 최하부층군인 신동층군은 두께가 2,000 내지 3,000m 로서 사암, 

셰일, 역암, 이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층의 석탄층이 하부에 협재되어 있다. 

신동층군은 붉은색층의 협재 유무를 바탕으로 하부로부터 낙동층, 하산동층, 진주층

으로 나누어진다. 

  하양층군은 셰일, 이암, 사암, 이회암 및 소량의 역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헐

적으로 화산암류를 협재한다. 대체적인 층후는 1,000 내지 5,000 m 로서 지역에 

따라 변화하며, 신동층군과는 달리 지역적으로 지층의 발달양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지층구분이 다르게 이루어져 있다. 경상분지의 남서부에 해당하는 지

역은 하부로부터 칠곡층, 신라역암층, 함안층, 진동층으로 나누어진다. 

  경상누층군의 최상부층군인 유천층군은 경상분지에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

던 시기에 이루어진 지층으로서, 두께는 2,000에서 3,000 m에 달한다. 구성암석은 

안산암, 유문암질석 안산암, 유문암 및 석 안산암, 응회암 등의 화산암류와 화산

쇄설물을 주로 하는 퇴적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천층군은 화산암류의 빈번한 협

재와 이에 따른 복잡한 층서로 인하여 통일된 지층구분이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

다. 

  한편, 경상누층군의 대체적인 지질시대는 산출화석(연체동물, 화분과 윤조류 등의 

식물화석)과 분출 및 관입암의 절대연령측정치 및 지자기층서대비를 바탕으로 중생

대 백악기초에서 말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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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조사지역 주변의 지질개관

  부산지역은 경상누층군이 분포하는 양지괴에 속하며 경상누층군 내 유천층군과 

불국사화강암류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상누층군의 최상부에 놓인 유천

층군은 백악기말 많은 화산활동이 있었던 시기에 형성된 것이다. 

  부산-가덕 지역에서 유천층군은 하부로부터 다대포층, 안산암질 화산각력암, 안

산암류, 암회색의 응회질퇴적암, 유문석 안산암질 화산각력암, 유문석 안산암, 유

문암질암으로 구분된다(장태우 외, 1983). 장태우 등(1983)에 따르면 최하부를 이

루는 다대포층은 구성암질을 바탕으로 충무지역에서 뚜렷한 부정합의 발달 없이 진

동층을 덮고 있는 고성층에 대비되고, 김인수(1988)는 고지자기 특성을 바탕으로 

다대포층을 하양층군에 대비시켰다. 한편 김진섭과 윤성효(1993)는 상위에 놓여 있

는 암회색의 응회질퇴적암층을 주변 화산암체와의 관입접촉을 근거로 하위의 다대

포층에 포함시켜 송도층으로 명명한 바가 있다. 

  부산 일대에 분포하는 중생대 백악기 퇴적층인 다대포층에서는 공룡화석편(신종

주, 1997)과 규화목편(이유대, 1975)등의 화석이 보고된 바 있고, 지질시대 환경해

석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자연사 기록으로 토양기원 캘크리트 복합층(백인성 외, 

1997)과 최근에는 공룡알화석이 발견되었다. 한편 부산의 황령산 지역 유천층군 퇴

적층에서는 증발잔류광물기원의 건열구조, 흔적화석 등과 같은 자연사기록 등이 보

고되었다(백인성 외, 1996). 

  조사 지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에 위치한 곳으로 1:50,000 지질도 김해

도폭에 속하며 충적층 내에 위치하고 있다. 지질도폭(1:50,000) 및 설명서(이하 , 

김상구, 1964)에 따르면 조사지역 인근에 위치한 구포와 모라동의 백양산에는 불국

사화강암류에 해당하는 흑운모화강암류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그림 1). 백

양산 지역은 기반암이 백악기 퇴적암류이고 이를 중성-산성 화산암류가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있으며 마그마 활동 후, 마지막 단계에 화강반암, 규장암, 흑운모화강암이 

관입한 일련의 화산-심성활동의 양상을 나타낸다 (김향수 외, 2003). 

  조사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충적층은 남해안으로 유입되는 낙동강의 주변에 넓게 

발달하고 있는데, 주로 점토와 세립 모래로 이루어져 비옥한 농토를 형성하고 있다

(이하 , 김상구, 1964). 뿐만 아니라 충적층은 지형적 저지(底地)를 이루는 흑운모

화강암의 저반(底盤)위와 하곡의 연변을 따라 여러 곳에 협재한다. 충적퇴적물들은 

역, 모래, 점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하 , 김상욱, 1964; 손치무 외,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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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조사지역의 지질도(이하 , 김상구, 1964; 손치무 외, 1978)

<표 1> 조사지역의 지질계통표 (이하 , 김상욱, 1964)

제4기 제4계
충적층

테일러스

---- 부 정 합 ----

백악기 경상누층군

불국사화강암류

유천층군

규장반암

도대동안산반암

주산안산암질암

녹색각력암

팔용산응회암
응회질사암층

각력쇄설암층

하양층군 진동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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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지역에서 보고된 주요 자연사 기록

  부산 일대에는 경상누층군의 상부 지층에 해당하는 중생대 백악기말 유천층군 퇴

적층이 분포한다. 최근 들어 부산의 태종대 지역에서 공룡발자국과 다대포 지역에

서 공룡알화석 등이 새로이 발견된 바가 있어 부산지역은 백악기말 한반도 자연환

경의 이해를 돕는 귀중한 자연사 기록들의 산출이 예상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지

금까지 부산의 유천층군 퇴적층에서 보고된 주요 자연사 기록들의 산출특성은 다음

과 같다. 

<부산 다대포-두송반도 일대의 다대포층>

(1) 캘크리트복합층 

  호소퇴적층이 부분적으로 발달된 충적평야 퇴적층인 다대포층에서는 두께 15m에 

달하는 캘크리트복합층이 산출되었다. 이 복합층 내의 캘크리트층은 대체로 단괴상

-미크라이트질 괴상, 단괴상-이회질 괴상, 엽층상, 단괴상, 이회질 괴상 캘크리트로 

구분된다. 이들 캘크리트층에서는 토양기원임을 지시하는 환상 및 굴곡상 균열구조, 

앨비올라구조, 맞물림 경계를 갖는 펠로이드, 실뿌리기원의 관형의 공극구조, 티피

구조 등이 관찰된다. 이러한 캘크리트 복합층은 건조한 기후조건이 유지되는 가운

데 습윤한 기후가 반복되어 발달한 것으로 충적평야의 저지대 내지 호소연변부 환

경에서 호수의 확장과 축소의 반복에 따라 퇴적 및 토양화 작용이 반복되어 형성된 

것이다. 

(2) 공룡알화석

  부산 사하구 다대동의 두송반도 해안 절벽에서 떨어진 전석들에서 공룡알화석이 

발견되었다. 이 지역은 경상누층군 유천층군의 하부층인 다대포층에 해당하며 충적

선상지에서 충적평원에 이르는 환경의 퇴적층이다. 공룡알은 붉은색을 띠는 세립사

암 또는 사질 이암으로 이루어진 범람원 기원 퇴적층에서 주로 발견되며, 이 알화

석층에는 캘크리트 단괴들이 흔히 수반되어 있다. 공룡알은 둥지상태의 것들은 확

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암석에서는 알껍데기 파편들이 산재되어 나타난다. 이 지역

에서 확인된 공룡알의 크기는 직경 80mm에서 110mm정도이며, 공룡알의 형태는 

수직단면상 반구형 형태로 나타난다. 알껍데기의 두께는 1,0mm에서 1.3mm정도이

다. 



- 85 -

<부산 황령산지역 유천층군 퇴적층>

(1) 증발잔류광물기원의 건열구조 

  부산 황령산지역 유천층군 퇴적층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암상인 엽층 내지 얇

은 층이 발달한 사암과 이암의 호층암상의 이질의 퇴적물에 독특한 모양의 건열구

조가 발달되어 있다. 표면에서 관찰되는 건열구조의 형태는 대체로 불완전한 형태

로서 대부분이 렌즈상으로 방향성 없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다. 일부는 약간 곡

선형을 보이며 마름모꼴이나 양추형이 관찰된다. 또한 드물게 양끝이 갈라진 제비

꼬리 모양의 석고결정형과 이것이 약간 변형된 모양도 관찰된다. 때때로 사질로 채

워진 정사각형의 소금결정의 캐스트도 관찰된다. 단면에서 건열구조는 대부분이 구

불구불한 모양을 보이며 옆으로 볼록하면서 고립되어 있는 형태를 보인다. 고립된 

형태가 간혹 마름모꼴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독특한 모양의 건열구조는 호수 가장자리 이질대 환경에서 건조한 기후 

하에서 증발이 일어나면서 점차 호수의 염도가 높아져 석고결정이 퇴적층 내에서 

성장하거나 퇴적층 표면에서 결정화되기 시작하 고, 지속적인 건기로 퇴적층이 공

기 중에 노출되었을 때 석고결정을 핵으로 건열이 일어나서 형성된 것이다. 

(2) 생흔화석 

  부산 황령산지역의 유천층군 퇴적층에서 생흔화석은 쳐트질의 얇은 층 내지 두꺼

운 층으로 발달한 점이적인 사암층에서 흔히 발견된다. 쳐트질의 점이적인 사암층

의 내부에는 탈수구조, 수평층리나 사엽층리가 발달되어 있고 파랑의 향을 받아 

형성된 대칭적인 연흔구조가 관찰되기도 한다. 생흔화석은 이러한 사암층의 최상부

에 발달되어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수직적인 형태로 크기도 작고 

무리지어 나타나는 Skolithos 이다. 또한 크기도 비교적 크며 수직적인 형태로써 

무리지어 나타나지 않고 고립되어 나타나는 Tigillite와 수평적이고 기울어진 형태

의 Planolites 와 덮개(spreite)가 있는 Diplocraterion이 나타난다. 

  생흔화석이 산출되는 암상은 전반적으로 응회질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이 암상이 화산활동이 있었던 습윤한 기후의 담수호 환경에서 형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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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지역의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지구 자체를 보전하려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근간으로 하여 자연환경의 기반이 되고 생명체의 서식처인 지형, 지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지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이수재 

외, 2003). 이러한 연구는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안전하

고 완전한 지질유산을 향유하고 이를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자원임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질유산을 보존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점차 요구

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지형, 지질 중 보전가치가 높은 것을 판별하는 기

준이 설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보존대상의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한다. 

  유네스코는 세계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지정하여 이를 유지 보호하려고 노력

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 가운데 지형 및 지질에서 지구역사의 주요변화단계를 대

표하는 걸출한 사례장소를 판별기준으로 보고 여기에는 생명의 기록(화석), 현재 진

행되고 있는 중요한 지질적 과정으로 생긴 지형, 중요한 지형적 혹은 지문적 형태

가 포함된다. 최근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우리나라도 지질유산을 보유

하고 있는 국가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과 민속자료 

등의 문화재를 보고, 관리하고 있는데, 기념물 중에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

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 등 지형, 지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다. 뿐만 아니라 경승지 중에서 지형, 지질, 동식물상, 경관 등의 관

점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것을 명승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지형, 지질 분야의 천연기념물은 2003년 11월 기준으로 총 38개인데, 그 중 동

물과 고생물이 각각 13개, 11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암석 및 광물은 4개를 차지

한다. 이는 화석과 같은 자연사 유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암석과 광물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있어서 아직 부족함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에 현재 부산지역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 지질들을 정리하 으

며, 이는 다음과 같다. 

<부산 금정산 암괴류>

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계곡 내

내용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금강암에서 금정산 최고봉인 고당봉으로 

이어지는 골짜기에 원마도가 매우 높은 화강암 거력이 집 분포하여 독특한 지형

을 이루고 있다. 화강암 거력의 크기는 최대 2.5m×6m에 이르는 것도 있으나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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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이 0.5m-6m인 것들이 골짜기를 메우고 있다.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가면서 거

력의 크기가 점점 굵어지는데 이는 근원지에서 멀어지면서 퇴적물의 입자가 작아지

는 일반적인 하천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들 화강암의 암괴들은 일반적으로 산사면

에서 발달하는 각이 진 암괴로 구성되는 테일러스와는 달리, 원마도가 좋은 둥근 

또는 타원형의 암괴이다. 이들은 기계적 풍화작용에 의하여 파괴되고 부서진 암석

의 조각들로서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아래로 움직이는 암석포행 즉, 중력에 의해 

비탈진 사면을 따라 암석 덩어리들이 암괴류의 형태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암괴류는 풍화작용과 고기후 즉, 주빙하기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

어 학술적 가치가 크다. 이는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의 후보대상지이다. 

<부산 전포동 구상반려암>

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산 12

내용 : 구상이란 공처럼 둥근 구조로 조기에 정출된 부분이나 외부의 포획암편을 

중심으로 유색광물과 무색광물이 서로 띠를 이루면서 만든 동심원상의 구조를 보이

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것은 주로 화강암이나 섬록암과 같은 완정질 암석에서 발

달하는데 전포동의 반려암에서 구상체가 나타나는 것으로 아시에서는 유일하게 기

록된 것이다. 구상체의 지름은 작게는 1cm이하에서 크게는 5-10cm인 것도 있다. 

색깔은 암록회색 내지는 연한 회색이다. 부산 전포동의 구상 반려암은 암석의 생성

과정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할 뿐 만 아니라, 매우 희귀하고 특수한 암석으로서 

지질학적 연구가치가 크므로 1980년에 천연기념물 제267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부산 태종대>

위치 : 부산광역시 도구 동삼2동

내용 : 부산 태종대는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류로 구성된 대형 파식 해안절벽으로 

수평층리가 잘 발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이룬다. 태종대 해안은 해식, 해식동, 파

식대 등 해안침식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2년 부산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되었

고 2005년 10월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부산 오륙도>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36-941

내용: 오륙도는 안개가 끼는 날이나 물일 때 섬이 6개로 보 다가, 썰물이거나 

맑은 날은 5개로 보인다하여 유래한 이름이다. 이 바위섬들은 육지쪽에 가까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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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우삭도, 수리섬, 송곳섬, 굴섬, 등대섬으로 나누는데, 이 중에서 우삭도는 물 

때 솔섬과 방패섬이라는 2개의 섬으로 분리되다가 썰물 때 하나의 섬이 된다. 제일 

큰 섬인 굴섬에는 해식동이 있다. 1972년 시도기념물 제22호(부산)으로 지정되었고 

2007년 10월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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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지역의 지형 및 지질 특성(자연사기록 포함)

  조사대상지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에 위치한 곳으로 (그림 2), 현재 주택

가가 자리하고 있으며(그림 3) 조사대상지역의 서측에 산지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

이다(그림 4). 이로 인해 조사지역 내에서는 노출된 암반이 산출되지 않았다. 

  그림 1의 지질도에 따르면 조사대상지역에는 충적층이 분포되어 있으며, 인근 백

양산지역에 흑운모화강암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림2. 조사대상지역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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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조사대상지역의 야외현황사진

  조사대상지역은 현재 지형적으로 낙동강 삼각주의 상부 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류춘길 외, 2005; 오건환, 1994; 권혁재, 1973), 서측에는 백양산이 자리하고 있

다(그림 4). 

  모라동은 삼한시대부터 마을이 있었던 오랜 동네이고 사람이 살았던 지역은 현재

의 철도 동쪽 윗각당과 철도 서쪽 아래각당이었다. 모라동의 저지대는 모래펄로서 

물이 고인 웅덩이와 미나리깡, 갈밭으로 형성되어 1935년 낙동강 제방을 쌓기 전

에는 인가가 없던 곳이었다(출처. 사상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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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9년-1959년도 지형도(그림 5)를 살펴보면, 현재의 사상공단 유수로가 위치한 

곳으로 여겨지는 곳에 훨씬 넓은 낙동강의 지류가 자리하고 있었다. 또한 이 지류

와 낙동강의 사이에 하중도인 유두도(柳斗島)가 발달되어 있었다. 이 하천 지류와 

유두도(柳斗島)는 지금의 지형도와 위성사진(그림 4)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그림 5에서 조사지역의 남측에 위치한 백양산 끝자락에만 인가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4. 조사대상지역의 인공위성사진(Googl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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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조사대상지역의 1929-1959년도 지형도(수로국, 부산항 부근)

  오건환(1994)는 낙동강 삼각주 북부지역인 김해시 대동면 예안천부근의 고환경 

연구에서 지금으로부터 4,100년전에 일어난 급속한 해진에 의해 바닷물로 침수되

었고, 그 결과 이 지역의 하성층 위에 실트질 내지 점토질의 해성층이 퇴적되었으

며, 약 1,700년전 이후 지반의 융기로 인해 지금의 삼각주 지형면보다 1m 정도 높

은 융기고사구가 나타났고, 이때 낙동강으로부터 운반된 하성퇴적물에 의해 점차 

하성으로 변모한 것으로 해석하 다. 조사지역은 이 연구지역보다 남쪽에 위치한다. 

4,100년 전의 해수의 상승으로 김해시 대동면 인근까지 해침이 일어났다면 조사지

역 역시 해수의 향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후 하성퇴적의 향을 받아 현

재의 충적층으로 발달하 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이 지역은 모두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어, 이 지역 충적층

의 지질자연사적 특성을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지표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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