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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 한 번에도 문화재가 나온다는 도구머리마을  

안성천과 구릉성 산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드넓은 평야

지대 등 도구머리마을이 지닌 지리적 이점은 사람이 살기에 최

적의 조건을 갖추었기에 선사시대부터 주거의 공간으로 이용

되었을 터이다. 그러다 삼한시대에 이 지역은 마한의 성읍국가

를 거쳐 삼국시대 초기에는 백제의 영토에 편입된다. 이러한 

사실은 도구머리에서 집중적으로 발굴, 출토되는 유구와 유물

로 뒷받침된다. 특히 ‘환두대도(環頭大刀)’의 경우 백제의 지방

세력이 이 지방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유물이다. 

고려시대의 도구머리마을은 안성천 유역의 넓은 농경지를 

바탕으로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와 그 토지를 경작하는 

소작농의 관계로 마을이 설정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구머리마을의 문화유적 중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는 

탑산에 있는 도기동삼층석탑이다. 안성의 비봉산은 봉황의 형

상이고, 이곳 탑산은 거북의 형상이다. 풍수설에 의하면 ‘거북

이 봉황의 곁을 떠나면 주민들에게 재앙이 따른다’고 하여 도

구머리산에 탑을 세운 것이라 한다. 1

이러한 비보풍수는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관념이므로 이 석

탑이 고려 중기 이후에 건립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성이 있

다. 그렇다면 고려시대에도 도구머리마을에 비보풍수를 통해

서 자신들이 경영하는 지역을 보호해야 하는 대상, 즉 호족 세

력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도구머리마을이 또 한 번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은 조선 중기 

도기서원이 들어서면서부터이다. 도기서원은 사계서원이라고

도 하며 안성군수를 지낸 사계 김장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그를 제향하는 동시에 지역 유생들을 교육시키는 사설 교육

기관이었다. 1663년(현종 4) 김장생의 제자였던 송준길 등 지방 유

림들의 공의로 임금께 주창해 설립되었고, 1669년에 사액된다. 

도기서원이 마을에 들어서며 도구머리마을은 서원마을로 

안성시내의 농촌마을 도구머리마을 

김준기

전통마을

도구머리마을 마을입구 표석. 뒤쪽에 도구머리를 상징하는 거북이와 오른쪽의 

콜라공장의 표지판이 대조를 이룬다.

1 『안성군지』, 안성군지편찬위원회, 1990, 1476쪽.   

도구머리마을은 안성시 도기동의 원조마을이자 으뜸마을로 도

기1통에 해당한다. 6.25 동란 이전만 하더라도 도기동 지역에서 

마을이란 도구머리마을밖에는 없었고, 도기동이라는 지명조차도 

‘도구머리’에서 유래된 것이다. 

안성시내에서 안성대교를 건너 안성맞춤대로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도구머리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초입에 마을 표석이 나온다. 

이 표석 뒤쪽으로 돌거북이 눈에 띄는데, 비석의 귀부(龜趺) 부분

이다. 누가, 언제, 어디서 가져다 놓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지

만 ‘돌+거북(龜)+머리’ 즉 도구머리를 의미하므로 이 마을의 적절

한 상징물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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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잡는다. 이에 도구머리마을은 안성 토착 유림의 세력기

반이 되었는데, 한 때 도구머리마을의 세거성씨로 자리 잡았던 

전주 이씨나 경주 정씨 등이 이러한 토착 세력의 주축이었을 것

이라 판단된다.  

안성에서는 “도구머리에서 왔군.”, 혹은 “도구머리친구다.”라

는 말이 있다. 『안성기략』에는 옛날 도기리 주민이 훤쟁(喧爭 떠

들며 다투는 일)을 잘하여 대단치도 않은 일로 트집을 잡았기 때

문에 트집 잘 잡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이와 달리 이 말이 ‘트집’의 유래와 함께 도구머리의 갓수선공

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하지만 도구머리 사람들이 말싸움에서 

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하다. 옛말에 “안동에서는 논쟁

을 하지 말라.”라는 유사한 말이 있었다. 경북 안동에는 퇴계 이

황의 도산서원이 있어 말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는다는 의미이

다. 따라서 ‘도구머리친구’도 원래는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나

온 말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듯하다.     

사농공상이 혼재했던 도구머리마을

도구머리마을이 서원마을의 성격을 탈피하고 큰 변화를 겪은 

시기는 조선 후기 안성장의 번영과 맞물리면서부터이다. 이에 

따라 서원말로 기세를 떨치던 도구머리마을도 향촌의 질서가 

무너지며 새로운 모색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모색이 바로 

사농공상이 혼재하는 마을의 형태로 나타난다. 안성에서는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상업과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성에

는 본래 양반도 없고 상놈도 없다.”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나는 마을이 바로 도구머리마을이다.   

서원촌에서 성격이 변하였다고는 해도 도기서원은 엄연히 구

한말 서원이 철폐될 때까지 마을에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지역

의 유림들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었음은 당연했다. 조선 후기 농

업 생산량의 증대는 전국적으로 부농을 탄생시키는데, 마을 동

쪽으로 안성천과 계촌천 유역의 넓은 전답을 보유하고 있었던 

도구머리마을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었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안성장의 번영은 도구머리마을을 안성장 인근에 위치한 

수공업 마을로 변모시켜 다수의 공장이들이 도구머리마을에 자

리 잡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시기 도구머리마을에는 

대장간이 들어서고 갓 수선을 하는 집들도 모여 있었다. 특히 

갓 수선은 ‘트집 잡다’라는 말을 유래시킬 정도로 전국적인 명

성을 얻은 바 있었다.

도구머리마을에는 상인들도 다수 거주하였다. 안성장이 번

창했을 때는 통영에서 온 갓장수를 비롯하여 멀리 제주도에서

까지 장사꾼이 몰려들었다. 이들 중에는 장을 오고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므로 아예 집을 떠나와 도구머리마을에 눌러앉아 

장사를 하다가 종국에는 이곳에서 늙어 죽는 사람도 있었다. 이

러한 까닭에 도구머리마을에는 이름 모를 무덤들이 많이 생기

게 되었고 이를 ‘무연분묘(無緣墳墓)’라 불렀다.   

한편 안성장이 설 때면 도구머리마을에 나무전이 서고, 해장

국집과 숙박시설이 많아 북새통을 이루었다고도 하는데, 이는 

안성의 남쪽 지역에서 장터로 가려면 도구머리마을을 거쳐 안

성천을 건너야 하므로 도구머리마을이 장으로 진입하는 길목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안성의 선도적 농촌 마을이었던 도구머리마을

일제강점기 안성장의 쇠퇴 후에도 도구머리마을은 잘 나가는 

농촌마을로서의 자리는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당시 도구머리

2. 『편역 안성기략』, 김태영 원저, 안상정 편역, 새로운사람들, 2007, 62쪽. 

도구머리라 불렸던 탑산과 도기동 삼층석탑 

광여도-안성군. 사계서원(도기서원) 옆으로 탑산이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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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의 두레는 안성에서 제일이라고 정평이 나 있었다. 1918년 

7월 24일자 <매일신보>에 실린 ‘농기를 능욕하였다고 두 동리

가 큰 싸움을 하여’라는 기사를 통해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계촌리의 두레패가 도구머리 두레패의 농기에 경례를 하

지 않았다고 해서 벌어졌던 이 사건은 중상자 2명에 경상자도 

여러 명에 달했다 하는데 안성 제일이라고 자부하는 도구머리 

두레패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1943년 6월 17일자 <매일신보>의 ‘농은 천하지대본, 권

농기념일, 각지서 관민이 이앙’이라는 기사에서는 안성군읍 권

농기념일 행사가 도구머리마을 논에서 5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

데 열려 기념 이앙을 했다고 한다. 이는 일제강점기 도구머리마

을이 안성에서 가장 잘 나가는 농촌마을이었음을 단적으로 나

타내주는 기사이다. 

활발하고 씩씩한 도기 청년들 

절대 같은 팔을 모아 단을 지으니 

지난 꿈 생각 말고 분발하여서  

하루바삐 자력갱생 열매를 보세

당시 도구머리마을에는 ‘청년단가’도 있었다고 한다. 이는 당

시 도구머리마을에서 두레패의 위상을 물려받아 새로운 청년단

체를 결성하였다는 의미인데, 이 단체의 성격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는 확인하기 힘들지만 대개 농촌사회에서 두레공동체가 

사라지는 것은 해방 이후에서 6.25 동란을 전후한 시기이니, 전

통적인 농촌사회에서 근대적인 농촌사회로의 변화가 도구머리

마을에서는 조금 앞서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도구머리 청년단체의 활동은 해방 이후에도 활발하게 전개되

면서 정치적, 사회적 조직으로 확장되었던 듯하다. 특히 좌우익

의 이념 갈등이 심했던 해방정국에서 도구머리마을은 안성에서

도 우익청년단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동네로 소위 ‘반공부락’

으로 유명하였던 것이다. 

또한 도구머리마을은 농촌계몽운동단체인 4H가 1949년 안

성 최초로 조직되었던 곳이기도 했다. 이장우 씨가 4H클럽 회

장을 맡았을 때는 도구머리마을이 우수 클럽으로 선정되어 소 

한 마리를 부상으로 탔다고 한다. 마을에 있던 커다란 창고에서

는 추곡수매가 행해졌다. 수매시기가 되면 인근 마을에서 가지

고 온 쌀가마가 방앗간과 창고 사이에 있는 널찍한 공터에 산

더미처럼 쌓이곤 했다. 좋은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들뜬 마음에 

술 한 잔씩 걸치기 마련이므로 마을에는 술집도 대여섯 집이 있

었다. 색시들이 있는 술집이어서 밤늦도록 젓가락 장단을 두드

리며 노래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외부인들이 

보았을 때 도구머리마을은 상당히 드세고 어울리기 힘든 동네

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도구머리마을

은 한때 ‘텃세가 심했던 동네’, 심지어 ‘셋방도 안 들어오던 동

네’로 알려지기도 했다. 주민들은 그때를 회상하며 “지금은 순

한 양이 되었다.”라며 정체 상태에 빠진 현실에 대해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렇듯 농촌마을의 선두주자로서 도구머리마을의 위상은 적

어도 새마을운동의 끝물인 1980년대까지는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농산물의 

수입이 점차적으로 개방되면서 전국의 농촌사회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이와 더불어 밀어닥친 도시화와 산업화의 물결은 도

구머리마을의 청년들을 도시로 빼앗아 갔고 도구머리마을은 고

령화 농촌마을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발과 보존의 사이에서 혼란을 겪은 도구머리마을 

사실 도구머리마을에는 그간 마을 전체의 위상을 뒤바꿀 만

한 변화의 모멘트들이 있었다. 

2005년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 예정 지구>에 포함되면서 도

구머리마을은 그간 정체되었던 마을을 변화시킬 기회를 맞이

한다. 그러나 이 계획은 도구머리마을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추곡수매가 행해졌던 마을 창고 뉴타운으로 개발된 아양동과 개발지구에서 해제된 도구머리마을이 안성천을 

가운데 두고 마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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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쳤다. 도구머리마을은 수 세대에 걸쳐 이곳에 터를 잡고 살

아온 토박이들이 대다수였으므로 이들이 함께 다져온 지역 공

동체와 생활 터전에 대한 자긍심이 반대의 바탕에 깔려 있었다

고 판단된다. 그렇다고 도구머리마을 주민들이 무조건 개발을 

반대를 한 것은 아니었다. 단계적이고 부분적인 개발, 즉 최대한 

마을을 보존하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선정하여 개발을 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후 안성뉴타운 택지개발사업은 결국 아양

택지개발지구란 이름으로 축소되어 진행되며 도구머리마을은 

개발지구에서 해제되었다. 이는 어디까지나 시공사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도구머리마을 주민들이 

원하던 대로 된 셈이었다. 지금도 도구머리마을에는 당시 반대

시위를 할 때 사용했던 깃발들이 마을창고에 남아있는데, 지금

에 와서는 차라리 그때 마을이 뉴타운으로 개발되었으면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안성천 건너 아양동에 건

설된 고층아파트를 가리키는 주민들도 있다.  

도기산성의 사적 지정과 도구머리마을의 미래 

도구머리마을은 개발예정지구에서 벗어나자마자 정반대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2015년 도구머리마을을 감싸고 있는 

성안산에서 4~6세기경 한성백제와 고구려가 축조, 수축한 산성

이 발굴되었고, 2016년에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고구려 목책성

의 일면을 간직하고 있기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36호로 지

정되었다. 이번에는 도구머리마을이 개발제한지구로 묶이게 되

는 것이다.  

도기산성의 사적 지정과 관련해서 도구머리마을 주민들은 일

단은 긍적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이와 관련되어서 받는 주민들

의 재산권 피해는 없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

만 문화재보존지역에 포함되는 도구머리마을에 이에 따른 제약

이 없을 리는 없고, 제약은 재산권 피해를 동반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도구머리마을은 이제 원하던 원치 않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한동안 도심 속의 농촌지역으로 남아 있어야 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도구머리마을은 농촌마을로서 마을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은 떨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도구머리마을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은 농촌체험마

을과 역사문화마을밖에는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도구머리마을

은 농촌체험마을로서의 최적의 조건을 간직하고 있다. 새마을

회관, 마을의 공동우물들, 방앗간, 미곡창고, 구멍가게, 산제당 

등이 남아 있어 일부러 재현하지 않아도 1980년대 농촌의 생활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농사체험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농경지와 프로그램의 공간를 확보할 수 있으

며 안성을 대표했던 두레마을, 안성 최초로 4H클럽이 형성되었

던 마을, 추곡수매가 행해졌던 마을 등 근대 농촌마을을 선도했

던 역사가 깃들어 있는 마을이므로, 이러한 역사를 재현하거나 

전시하는 농촌문화콘텐츠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도구머리마을은 안성의 다양한 역사가 깃든 곳이다. 마

한의 성읍국가시대와 한성백제시대 유적과 유물들, 고구려의 

목책성인 도기산성, 고려시대의 석탑, 조선시대의 사계서원과 

공장이의 마을 등 도구마을의 역사는 안성의 시대적 변천을 파

노라마처럼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더욱이 도기산성이 복원되

면 다수의 관광객들이 산성을 방문하게 될 것이지만 도기산성

은 한 시간 정도면 둘러볼 정도의 규모밖에는 안 된다. 따라서 

도기산성만으로 관광지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이러한 문제

는 도기산성의 출구를 도구머리마을의 산제당 쪽으로 내서 도

구머리마을의 역사문화탐방과 연계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점을 살려 도구머리마을이 안성을 대표하는 살아

있는 박물관으로 거듭나서 예전의 당당했던 위용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  김준기

동국대학교에서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대학원에서 구비문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 민속학연구소에 근무하며 마을조사를 다니면서 살아있는 민속현상과 

그 안에 담겨있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연구하고 있다.

도기산성. 안성시청 제공

도구머리마을 산제당. 뒤쪽으로 산성과 연결되는 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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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읍 사목리에는 황희 정승이 말년에 관직을 사양하고 고

향에 돌아와 갈매기를 벗 삼아 지낸 곳으로 임진강 하류의 절

경 지역에 세워진 정자 반구정(伴鷗亭)이 있고, 바로 윗쪽에 앙

지대(仰止臺)가 있다.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반구정기(伴鷗亭

記)에는 “정자는 파주에서 서쪽으로 15리 지점에 있는 임진강 

하류에 위치하는데, 매일 조수(潮水)가 나가고 뭍이 드러나면 

하얀 갈매기들이 날아드는데 주위가 너무도 펀펀하여 광야(曠

野)도 백사장(白沙場)도 분간 할 수 없고 9월쯤 되면 철새들이 

첫 선을 보이기 시작하며 서해의 입구까지 20리가량 된다.”라

고 당시의 아름다운 풍광을 묘사해 놓았다. 그러나 현재는 분

단의 현실을 체감할 수 있는 철조망이 반구정 언덕과 임진강을 

가로막아 낙조가 들면 더없는 슬픔과 아름다움을 한꺼번에 느

끼게 해주는 곳이다. 

사목리에는 황희 선생 유적지가 잘 조성되어 있어 황희선생

의 영당(경기도 기념물 제29호), 방촌기념관, 반구정(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2호), 앙지대, 황희선생의 고손인 월헌 황맹헌(月軒 黃孟

獻,1472-1535)의 부조묘 월헌사(月軒祠)와 재직사(齋直舍), 재실, 

황희 선생의 동상 등이 잘 관리되고 있다. 황희 선생의 영당에

는 황희 선생의 영정이 모셔져 있어 매년 선생의 탄생일인 음

력 2월 10일에 제향이 올려지고 있다.

장수황씨 시조

장수황씨의 시조는 통일신라말기 인물인 황경(黃瓊)이다. 

1723년(景宗 3)에 편찬된 『장수황씨세보(長水黃氏世譜)』에 ‘시조

는 경(瓊)이며 신라에서 벼슬하여 지위가 시중(侍中)에 이르렀

고, 부인은 경주 김씨(慶州金氏)니 경순왕 부(敬順王 溥)의 딸이

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후일 대제학(大提學)과 영의정(領議政)

을 지낸 조인영(趙寅永)도 1831년 운계(雲溪) 황신구(黃信龜)의 

비문에 ‘신라 상주(尙主=부마) 경(瓊)이 비로소 득성(得姓)하였

다’라고 기록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중국사람 황락(黃洛)을 먼 시조로 주장하기도 한

다. 그가 신라 유리왕 5년에 교지국으로 사신을 가던 도중 풍랑

을 만나 지금의 울진군 평해면으로 표류하여 살면서 뿌리를 내

려 황씨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황락에게 세 아들이 있는

데, 큰 아들 황갑고(黃甲古)의 후손 황온인(黃溫仁)은 평해 황씨, 

둘째 아들 황을고(黃乙古)의 후손 황경(黃瓊)은 장수 황씨, 셋째 

황병고(黃丙古)의 후손 황충준(黃忠俊)은 창원 황씨의 시조가 되

었다고 한다. 그러나 장수황씨 측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시조 경(瓊)으로부터 8세손까지의 기록은 없다. 9세손 황공

유(黃公有)는 고려 명종(明宗) 때에 전중감(殿中監)으로 무신 

파주 사목리와 금승리의 장수황씨 세거지 

- 영의정을 19년 지낸 황희(黃喜) 집안
이진복

세거마을

반구정에서 본 기러기

반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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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방(李義方)의 난을 피해 고향인 장수로 돌아왔다가 현관들

의 물색을 피해서 가솔을 거느리고 남원으로 옮겨 자손이 세

거하였는데 지금의 남원 광한루가 옛 집터라고 한다. 이로 미

루어 고려 명종 이전부터 장수를 관향으로 삼았을 것으로 추

정된다.

15세손 황감평(黃鑑平)이 태학에 유학하여 재명으로 날렸으

나 두 번 과거에 등과하지 못하자 고향으로 낙향하여 서당을 

짓고 문적으로써 스스로 즐겨 지내니 사사한 학도들이 많았다

고 한다. 18세손인 황석부(黃石富)까지 중간 계대를 고증할 수 

없어 황석부를 1세조로 하여 세계(世系)를 이어오고 있다. 황석

부는 세종 때 19년 동안 영의정을 지낸 황희(黃喜)의 증조부로

서 사후 호조참의(戶曹參議)로 추증되었다. 

장수황씨의 대표적인 인물은 조선시대 4대 명상의 한 사람

으로 손꼽히는 황희 정승을 들 수 있다. 그는 1363년 개성에서 

판강릉부사 군서(君瑞)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27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학관(成均館 學官)이 되었다. 1392년 고려가 망

하고 조선이 개국하자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은거했으나 이

태조의 간청으로 벼슬길에 올라 태종 때에는 6조의 판서를 두

루 거쳐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으며, 세종 때 69세의 나이로 

영의정에 이르렀다. 그는 재상으로 재임했던 기간이 24년이며 

영의정으로만 19년 재임하면서 농사의 개량과 예법의 개정 등 

많은 치적을 쌓았다.  

황희 선생은 17세에 판사복시사(判司僕侍事) 최안(崔安)의 딸

과 혼인하였으나 선생이 23세 되던 해 부인은 슬하에 딸 하나

를 남기고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후 황희 선생은 26세

의 나이에 공조전서(公曹典書) 양진(楊震)의 딸과 다시 혼인하여 

치신(致身,1397-1484), 보신(保身), 수신(守身,1407-1467), 직신(直

身) 4형제를 두었다.

호안공파(胡安公派) 치신

첫째 아들 치신은 1397년(태조 6)에 태어나 1484년(성종 15)에 

졸(卒)했으며, 음보로 공안부부승(恭安府副丞)이 되었고, 1415년

(태종 15) 통례문봉례랑, 감찰, 호조좌랑을 거쳐 1432년(세종 14) 

판선공감사, 판통례문사 등을 역임했다. 1434년 동부승지를 거

쳐 이듬해 예조참의, 1437년 중추원부사, 한성부윤, 경기도관

찰사, 형조참판, 공조참판 등을 역임하고 1444년(세종 26) 호조

판서에 올랐다. 

1454년(단종 2) 중추원사로 성절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

고, 1457년(세조 3) 충청도병마절도사, 1461년 판중추원사로 제

수되었다. 같은 해 남의 노비를 빼앗은 혐의로 삭직되었다가 

1466년 동지중추부사로 복관되었으며 후에 판중추부사에 이

르렀다. 사후 우의정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호안(胡安)이다.

호안공 황치신의 묘소는 고양시 지축동 지하철 기지 부근 덕

수촌에 있다. 황치신의 신도비 비문은 김종직(金宗直)이 찬하고 

안침(安琛)이 썼다.

파주 금승리 황희선생 묘역 아래 치신의 후손들이 오랜 세월

을 거주해오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문중의 사패지 관리 때

문이다. 금승리 장수 황씨 문중의 사패지는 예전에는 장수황씨 

선영을 중심으로 50만여 평이나 되었으나 군부대가 들어와 정

부에 땅이 수용되고 현재는 10만 여평 남아 있어 종중 땅 관리

를 위해 일제 말기에 ‘장수황씨 묘하대종중회’를 조직했다고 

한다. 

장남 치신의 호안공파 후손으로 파주의 조선시대 인물로는 

황정욱(黃廷彧, 1532-1607)과 황혁(黃赫, 1551-1612)이 있다. 황정

욱은 치신의 6세손으로, 행호분위부호군(行虎賁衛副護軍) 황열

(黃悅)의 아들이다. 

황희 묘소 지천 황정욱 묘소, 신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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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년 종계변무주청사(宗系辨誣奏請使)로 명나라에 가서 사

명을 완수하고 돌아와 그 공으로 동지중추부사가 되고 이어 호

조판서로 승진하였다. 1589년(선조 22) 정여립의 모반에 연좌되

어 파직되었다가 곧 복직되었다. 이듬해 종계변무의 공으로 광

국공신(光國功臣) 1등이 되어 장계부원군(長溪府院君)에 책봉되

면서 대제학이 되었다. 이어 예조판서와 병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호소사(號召使)가 되어 

왕자 순화군(順和君)을 배종하여 관동으로 피신하였다. 그곳에

서 의병을 모집하는 격문을 돌렸으나 왜군의 진격으로 회령에 

들어갔다가 국경인(鞠景仁)의 모반에 의하여 왕자와 함께 포로

가 되어 안변의 토굴에 감금되었다. 

이때 왜장 가토 기요마사에게 선조에게 보내는 항복 권유문

을 쓰도록 강요받았다.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손자와 왕자를 죽

이겠다는 위협을 받자 아들 혁(赫)이 대신 썼다. 한편 그는 항복 

권유문이 거짓임을 밝히는 또 하나의 글을 썼으나 선조에게 전

달되지 못하였다. 

이듬해 왜군이 부산으로 철수할 때 석방되었으나 항복 권유

문을 기초한 죄로 길주에 유배되었다. 1597년(선조 30) 왕의 특

명으로 석방되었으나 복관되지 못한 채 사망했다. 문장·시·서

예에 능하였고, 저서로 『지천집(芝川集)』이 있다. 후에 신원되었

으며,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황혁은 정욱의 아들로 기대승(奇大升)의 문인이다. 우승지를 

지냈고, 1591년 정철이 건저문제로 위리안치될 때 그 일당으로 

몰려 삭직되었다. 1612년 순화군의 아들 진릉군(晉陵君)을 왕으

로 추대하려 한다는 무고를 받고 투옥되어 옥사하였다. 인조반

정 이후 복관되어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고 장천군(長川君)에 

봉하여졌다. 저서로 『독석집(獨石集)』이 있으며 이들 부자의 묘

는 탄현면 금승리에 있다. 

소윤공파(小尹公派) 보신

차남 보신은 종친부의 정4품 관직인 전첨(典籤)을 지냈으며 

경북 상주지역으로 이거해갔다. 그 이유는 『방촌선생문집(厖村

先生文集)』의 김상정(金相定)이 쓴 「중산행(中山行)」에 의하면 부

인 남양홍씨가 이모부 김자구(金自久) 장군의 재산을 상속받아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부인 남양홍씨 이모부의 재

산을 상속받은 보신은 지금의 경북 상주지역에서 뿌리를 내려 

세거하게 되었으며 사후 묘역도 이곳에 있게 되었다.

전북의 진안군 안천면 백화리에는 보신의 장자 우형(友兄)의 

증손 징(澄)이 낙향을 하여 일가를 이루었다. 진안군 화산동에

는 장수황씨 문중에서 1927년 음력 9월 10일에 건립한 화산서

원(華山書院)이 있다. 이곳에는 방촌선생을 비롯하여 황보신, 

황징 3분을 모시고 제향을 올리고 있으며 황희선생의 영정이 

황맹헌의 월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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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셔져 있다. 이 영정은 헌종 10년(1844년) 상주 옥동서원에서 

이봉한 것으로 전북 유형문화재 129호 지정되어 있다.

소윤공파 후손 중 파주지역에 다시 세거하게 인물은 소양공

(昭襄公) 황맹헌(黃孟獻)의 후손들이다. 장수황씨 사목종중에서 

펴낸 『반구정 요람(伴鷗亭要覽)』에 후손 호연(湖淵)이 쓴 내용을 

보면 대략 알 수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1615~20년쯤 황맹헌

의 증손 승지공 간(侃)이 선조의 왕비인 인목대비 유폐사건 당

시 화를 피하여 개성 송악산 근처에서 은신생활을 하다가 방

촌 황희선생의 유적지인 사목리로 옮겨와 피신 은거하다 그 후 

1623년 3월에 복권이 된 후 정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수황씨 족보에 의하면 간(侃)의 어머니 광주노씨(光州 盧氏)

와 인목대비 친아버지인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金悌男)

의 부부인(府夫人) 광주노씨는 숙질간이다. 1613년 인목대비 아

들인 영창대군은 강화에 유배되어 사사되었고, 친아버지 연흥

부원군도 사사되었다. 그리고 그 죄를 추론하여 연흥부원군은 

부관참시 당하고 친어머니 광주노씨는 제주에 유배되어 관비

가 되었다. 그리고 1618년 인목대비는 서궁에 유폐되었고, 조

정에서는 폐비론이 대두되었는데 이와 연루되어 간(侃)은 난을 

피하여 방촌의 출생지인 토산용암(兎山龍岩)으로 가서 방촌의 

부친인 판강릉부사(判江陵府事) 황군서(黃君瑞)가 살던 옛 집터 

근처에서 은거하다 방촌유적지인 반구정 마을로 옮겨 온 것으

로 보인다. 

그 후 1623년 인조반정으로 인목대비와 연흥부원군이 복권

되자, 간도 복권되어 증사복시정(贈司僕寺正)이 되고 아들 극후

(克厚)는 증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로 추

증되었으며, 이곳에 정착하여 대대손손 뿌리를 내린 것으로 보

인다.

그래서 사목리 마을에는 간과 더불어 조부 협(協)과 부친 예

원(禮元)의 묘가 자리잡고 있다. 구전에 의하면 간(侃)의 부인 

남양홍씨가 경북 상주에서 선조의 유골을 모시고 파주 사목리

에 이장하였다고 한다.

열성공파(烈成公派) 수신

방촌의 셋째 아들 수신은 1407년(태종 7)에 태어나 1467년(세

조 13)까지 살았다. 1423년(세종 5) 사마시에 응시하였다가 낙방

한 후 문음으로 종묘부승(宗廟副丞), 사헌부감찰, 좌승지를 거쳐 

1446년 조선이 세워진 후 처음으로 문과 출신이 아니면 제수

되지 못한 도승지(都承旨)에 발탁되었다. 1451년 병조참판이 되

어 수양대군을 도와 진법의 상정(詳定)에 공헌하였다.

아버지 상을 당하여 사직하였다가 1452년(단종 즉위년) 기복

되어 동지중추부사가 되고, 1455년(세조 1) 우참찬에 제수되었

다. 그해 경상도관찰사로 있을 때 작성한 경상도 웅천현(熊川

縣)의 지도를 올리면서 비방책(備防策)을 건의하고, 세조 즉위에 

끼친 공로로 좌익공신에 책록되어 남원군(南原君)에 봉해졌다. 

1457년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와 우찬성에 오르고 

1462년(세조 8) 좌찬성으로서 『경국대전』의 제2차 초안 작성에 

참여하였으며, 우의정이 되어 명나라 헌종의 등극을 축하하는 

진하사(進賀使)로 다녀왔다.

세조의 명으로 『법화경』 『묘법연화경』의 언해를 주관하였으

며 1467년에 영의정에 올랐다. 장수의 창계서원(滄溪書院)에 제

향되었고, 시호는 열성(烈成)이다. 황희 선생 묘역 맞은편 산등

성이에 묘가 있다.

수신의 열성공파 후손들은 전남 보성에 주로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수신의 묘역 아랫마을에도 후손이 두 집 정도 있고, 문

산읍 사목리에 일부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다. 

사남 직신 

직신은 오위(五衛)에 두었던 정5품 서반 무관직인 사직(司直)

을 지냈으며, 가승에 의하면 직신은 서자로서 일찍이 전남 보

성으로 옮겨가서 살았는데 인근의 대원사(大元寺)에 영당을 짓

고 황희선생의 영정을 봉안하여 병화를 피하려고 하였다고 한

다. 후손은 계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열성공의 묘소

글  이진복

성균관대학교 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중국고대사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원 졸업 후 성균관대를 비롯하여 한양대, 카이스트 등에

서 강의를 했으며, 1996년 열린사회연구소를 창립하여 현재까지 닫힌 사회가 

아닌 열린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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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는 늘씬합니다. 그리고 나름 세련되기도 했습니다. 물

론 눈에 거슬리는 점도 있습니다.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점

이 그렇고, 높이와 길이 등을 자로 잰 듯, 반듯하게 맞춰 하늘 높

은 줄 모르게 올라간 아파트나 빌딩 등도 그렇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을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건축사무소 관계자

의 올곧은 지적이 새삼스럽다. 대한민국 건축의 거장, 故 김수근 

선생이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이보다 더 뾰족한 디자인을 제시

할 수는 없을 터이다.      

물질문명은 여전히 진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담보로 잃어

버리거나 없어지거나, 심지어는 훼손되고 있는 소중한 것들도 

많다. 외형적인 진화도 중요하겠지만 내적인 진화도 이에 못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는 까닭이다. 그래서 감히 이

런 상상을 해본다. 신도시처럼 하드웨어가 다양하고 풍부한 공

간에 문학이나 음악, 미술 등과 접목된 소프트웨어를 입힐 수 

있다면 어떨까.

동탄신도시 내 반석산 주위로 조성된 노작로(露雀路)에선 이

처럼 ‘부질없는 상상’이  차근차근 구현되고 있다. 이슬이라는 

뜻의 한자 노(露)와 참새라는 뜻의 한자 작(雀)이 결합된 노작(露

雀)은 구태여 훈을 새긴다면 이슬을 맞고 있는 참새라는 뜻일 

터이다. 노작은 일제강점기 민족 시인 홍사용 선생(1900~1947)

의 호이다. 이곳은 시인의 고향이자, 시인이 유년시절을 보냈던 

고장이다. 대한민국 도시 내 거리에 이처럼 시인의 호가 붙여진 

겨레를 사랑한 시인 홍사용, 

그의 숨결이 남아있는 노작로(露雀路)
허행윤

문화지대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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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도 이곳이 유일하다. 그것도 신도시 한복판에 말이다. 

여기저기에 어른 주먹만 한 돌멩이들이 뒹굴고 있어 붙여진 

돌모루, 아궁이에 생기는 그을음처럼 숲이 짙다는 뜻으로 마을 

뒷산 기슭을 가리키는 이름인 먹실[墨室], 예로부터 훌륭한 인

물들이 많이 배출됐다는 의미로 먹실 뒤쪽을 가로 지르는 도랑

인 현량개[賢良浦]….

이 거리를 여러 토속적인 지명들을 소재로 그려본 수채화다. 

민족 시인을 배출한 고을의 정겨운 옛 지명들이 전혀 낯설지 않

다. 시인은 일제의 서슬 푸른 압제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독립에 

대한 의지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시인의 숨결은 그래서 거리 

곳곳에서 이방인들을 맞고 있는 은행나무와 미루나무, 플라타

너스 등으로 환생해 늠름하게 서있는 지도 모른다.

돌모루, 먹실, 현랑개, 그리고 반석산…

낯설지 않은 지명들

“동탄(東灘)이라는 지명도 동쪽의 여울이라는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동탄동 동쪽을 남북으로 가로 지르며 흘러가는 오산

천이 바로 그 ‘동쪽의 여울’인 셈이죠.” 이곳에서 창작활동을 하

고 있는 한 문인(40)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그래서일까. 하늘을 찌를 듯 서있는, 그 마천루(摩天樓) 같은 

고층 아파트와 빌딩 사이로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개여울을 잔

잔하게 흐르던 시냇물 소리가 들려온다. 하늘에 비구름이 잔뜩 

몰려오면 시냇물 소리는 어미 무덤이 떠내려 갈 것 같아 큰소리

로 울어대던 청개구리들의 서러운 울음소리로 치환된다.  

바쁜 일상생활 탓인지 행인들이 잰 걸음으로 발걸음을 옮기

는 이곳은 겉모습으로는 수도권의 여느 신도시들과 크게 다를 

게 없다. 하지만, 한 꺼풀만 벗겨 보면 뒤로는 뫼를 등지고 앞으

로는 개천을 둔 배산임수(背山臨水) 형세의 우리네 전통적인 풍

수를 갖췄다. 동탄 신도시가 다른 신도시와 차별화되는 첫 번째 

대목이다.

백로가 노닐었다는 현량개는 아쉽게도 반석산 그늘에 묻혀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LH 동탄사업본부 청사 뒤편을 

흐르는 오산천이 현량개를 잇고 있는지도 모른다. 쪽빛 하늘을 

받치고 있던 야트막한 능선과 옹기종기 붙어 있는 채마밭들도 

지금은 옛 흑백 사진첩에서나 찾아 볼 수 있다. 잃어버린 풍광

이 아름다운 까닭이다. 예로부터 현인(賢人)들은 추함은 아름다

움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반석산 기슭도 그렇다. 소나무를 물론 느티나무와 왕벚나무 

등 한반도 중부지방이  친정인 활엽수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

는 이 산에 오르면 그윽한 나무 냄새가 먼저 버선발로 날아와 

1.   화성시 동탄신도시 노작로 입구에 민족시인 노작 홍사

용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는 ‘홍사용문학관’을 알리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다. 이 거리에는 유난히 은행나무들

이 많이 심어져 있다.

2.  오산천 인근에 공원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알려주는 이

정표가 이방인들을 맞이하고 있다.

3.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은 고층 아파트 아래에 홍사

용 시인의 고향을 알리는 반석산이 반듯하게 앉아 있

다. 솟대를 형상화한 조형물들이 서있는 거리로 자동차

들이 질주하고 있다.

4.   노작로를 따라 늘어선 카페골목 위로 홍사용 시인의 

고향인 반석산이 보이고 있다.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느티나무와 왕벚나무들도 단풍이 제법 짙어지고 있다.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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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등병마을이 조성될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주택가. 오래 된 집들이 

파란색과 주황색 페이트 칠을 한 지붕을 얹은 채 고즈녁하게 웅크리

고 있다.

2.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광탄삼거리. 대낮인데도 많은 차량들이 거리

를 지나가고 있다.

3.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삼거리 하나로 마트 앞에 금촌과 용미리를 알

리는 이정표가 서있다.

4.  영화관이 있었던 공간에 위치한 건물.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는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군기지와 야전병원과 군부대 등이 주둔하면서 

상권이 괜찮았다고 주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5.  오산천 인근에 노작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이방

인들을 맞이하고 있다.

1 4

2

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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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인들을 맞이한다. 반석산은 동탄 신도시의 허파다. 이 산은 

야생동물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환경단체 조사 결과, 반석산

은 멸종 위기 동물 2급으로 분류된 삵을 비롯해 천연기념물 수

리부엉이, 붉은배새매 등의 서식이 확인됐던 생명의 보고(寶庫)

이기도 하다. 

오산천에서 반석산을 끼고 느린 걸음으로 걸으면, 시인의 호

를 딴 노작마을이 반석산을 배경으로 아스라하게 펼쳐진다. 아

직은 카페와 찻집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언젠가는 시인의 

문학정신을 느낄 수 있는 노작마을만의 특성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다. 노작마을 앞을 지나는 길이 바로 시인의 호를 

딴, 길이 3㎞로 이어지는 노작로(露雀路)다.

생명의 寶庫 반석산 기슭으로 펼쳐지는 

노작마을

“나는 왕(王)이로소이다 나는 왕(王)이로소이다 어머니의 가

장 어여쁜 아들, 나는 왕(王)이로소이다 가장 가난한 농군의 아

들로서……/그러나 시왕전(十王殿)에서도 쫓기어 난 눈물의 왕

이로소이다./‘맨 처음으로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이렇

게 어머니께서 물으시면은/‘맨 처음으로 어머니께 받은 것은 

사랑이었지오마는 그것은 눈물이더이다’ 하겠나이다” 노작 홍

사용의 <나는 왕이로소이다>

반석산에는 시인의 호를 딴 노작공원이 조성됐다. <나는 왕

이로소이다> 시비(詩碑)가 있는 시인의 묘역도 있다. 오산천 인

근에는 반석산을 따라 노작마을도 반듯하게 조성돼 있다. 노작

홍사용 문학관 앞을 출발해 반석산 내 근린공원까지 이어지는 

길이 3.7㎞의 둘레길도 조성됐다.  

노작 선생이 태어난 곳은 이곳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인 용인

시 기흥구 서농동 용수골마을(옛 용인군 기흥읍 농서리 151)이다. 

이곳에도 동탄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생가가 있었

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도 아파트들이 들어

서 그 자취를 찾을 수 없다. 화성시 동탄동 반석산 기슭은 수원, 

화성과 용인 등이 한곳에서 만나는 곳이다. 어렸을 적 시인은 

이곳에서 수원 읍내까지 발품을 들여 걸어 다녔다고 한다.

동탄 신도시 내 반석산 기슭에는 노작홍사용 문학관을 비롯

해 노작공원과 화성시 미디어센터, 동탄복합문화센터 등 노작 

홍사용 시인의 문학정신을 계승하는 공간들이 잇따라 나란히 

들어서 있다. 이 앞으로 지나는 길도 시인의 호를 따 노작로다. 

노작홍사용문학관 뒤편 반석산 기슭에는 그의 시비(詩碑)와 함

께 묘역도 있다. 노작로에 조성된 공간들은 시인의 올곧은 문학

혼을 일깨워주는 클러스터다. 시민들은 이 공간들을 이용하면

서 노작 홍사용 시인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을 터이다. 수도권

의 여타 신도시 시민들에 비해 동탄 신도시 시민들이 문화적으

로 행복한 이유이기도 하다. 

노작홍사용 문학관 등 시인의 반듯하면서도 올곧았던 문학정

신을 담은 공간들이 조성된 시점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

라간다. 시인의 유년시절과 청년시절 3·1운동 직후 몇 년 동안 

낙향해 은거했던 청년시절, 반석산과 반석산 기슭, 그리고 오산

천 일대 등은 그의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곳이다. 앞서, 시

인의 묘역도 반석산을 오르는 길목에 조성된 바 있다. 

문학관, 문화센터…

노작(露雀)의 문학혼 계승하는 클러스터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곽에 

중핵 역할을 하는 거점 도시를 건설, 서울의 집중형 공간 구조

를 탈피해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40만 명 규모의 동탄 신도시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신도시 조성 예정지에 대한 문화유적 등을 조사하던 중 동탄동 

반석산 기슭에 노작 홍사용 선생의 묘역이 있고, 시인의 문학적 

고향이었다는 점에 착안,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와 협의, 노자홍

사용 문학관에 이어 동탄복합문화관과 화성시 미디어센터 등을 

건립했다. 

화성시는 오산천에서 동탄복합문화관까지 반석산 기슭에 카

페와 찻집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노작마을을 조성했다. 화성시 

미디어센터도 건립됐다. 특히 화성시 미디어센터는 시인이 시

는 물론, 소설과 수필, 희곡과 연극 등에도 심취했던, 당시로선 

멀티미디어 예술가였던 점에 착안, 만들어졌다.    

노작홍사용 문학관은 시인의 문학적인 업적을 기리고 시민들

에게 문학교실, 창작교실 등을 운영하기 위해 반석산 기슭인 노

작근린공원에 건립됐다. 지난 2008년 5월 사업비 27억 원을 들

여 총 건축면적 907㎡에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됐다. 1층은 노

작의 문학적 삶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전시실과 시 낭

송회 및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홀, 다수의 창작문학 관련 

도서를 비치한 문학전문도서관 등으로 꾸몄다. 

1. 노작로 한복판에 위치한 동탄복합문화센터.

2. 홍사용문학관 옆에 노작 선생의 유작 <해 저문 나라> 詩碑가 세워져 있다.

3.  홍사용문학관 뒤편 반석산 내 노작 홍사용 선생의 묘소와 <나는 욍이로소

이다> 詩碑.

4. 노작로가 시작되는 오산천. 멀리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있다.  

5. 노작로가 시작되는 길목에서 한 시민이 발걸을을 옮기고 있다.

6.  노작 홍사용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는 홍사용문학관 뒤편으로 고층빌딩들

이 늘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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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의 문학혼 후세에 물려주는 건 

온전한 시민의 몫

허민 노작홍사용 문학관 사무국장은 “시인의 올곧은 문학정

신을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펼치고 있다. 노작문

화제와 노작홍사용 창작단막극제, 노작문화상, 문예지 <시와 희

곡> 발행 등이 그것이다. 작가를 갈망하는 시민들을 위한 문예 

강좌와 방학 청소년 문예교실, 우리 동네 작은 영화관, 문학이 

함께 하는 음악회, 시인과 함께 걷는 시숲 길, 문학현장 답사, 산

유화극장 정기 공연, 시민극단 연극동아리 등도 진행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화성시 미디어센터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갖추고 시민들에게 

쉽게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미디어 쉼터(체험, 상영, 전시 

등)를 제공하고 있는 공간이다. 사실 미디어센터는 시와 수필, 

소설 등에 이어 희곡과 연극까지 문학의 모든 장르를 섭렵했던 

노작의 문학 활동에서 영감을 받아 설립됐다. 미디어시네마 운

영을 통해 영상 문화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고, VR체험 운영을 

통해 시민의 4차 산업체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동탄복합문화센터도 노작로에 위치한 문화공간이다. 반석아

트홀과 동탄아트스페이스, 화성문예아카데미, 스포츠센터, 다목

적실 등을 갖추고 시민들에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 공간은 최대 무대시스템과 

대연습실을 갖춘 공연시설인 반석아트홀을 비롯해 각종 전시가 

이뤄지고 있는 동탄아트스페이스와 각종 문화강좌들이 진행되

는 화성문예아카데미 등을 통해 문화의 향기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탄 신도시는 서슬 푸른 일제강점기에도 굴복하지 않고, 변

절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온 몸으로 일제의 압제에 저항했던 민

족시인 노작 홍사용 선생의 문사적(文士的)이고 올곧은 조선의 

선비혼이 투영된 고장이다. 그 중에서도 반석산 기슭은 시인의 

유년시절과 창년 시절 문학혼이 절절하게 배어 있다.  

그런 곳에 노사홍사용 문학관과 노작공원, 노작로 등을 비롯

해 동탄복합문화관과 화성 미디어센터 등 문화공간들이 설립

됐다. 비록 설립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과 화성시 등 관

(官)이 주도했지만, 앞으로 이들 공간을 통해 후세들에게 시인의 

늠름한 문학정신을 물려주는 것은 온전히 현재를 살고 있는 시

민들의 몫이다. 적어도 반석산을 걸을 때, 잠깐이라도 민족시인 

노작 홍사용 선생을 기억할 수 있음은 행복한 유산이다. 마로니

에 거리가 그렇듯 말이다.

글  허행윤 

한국외대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중국문학을 전공했다. 경기일보에서 30년 동안 사회부, 정치부, 문화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발품을 들여 

경기도의 문화와 역사 등에 대해 천착했다. 은퇴 후에도 경기도와 관련된 글쓰기를 계속하고 있다. 

1

 노작로 야경. 땅거미가 지면서 이 거리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반석산 등산로로 올라 가는 길목에는 화성시 미디어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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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 구술  

포천의 토박이 최창근 어른의 삶과 우리 현대사

예인장인

평양검무 초대 보유자 이봉애, 안양에 잠들다.

인물탐방  

효와 인성 플랫폼, 통과의례 체험 예아리박물관 김보옥 회장 

외길 인생  

사라진 옛 글자 복원해야 한글의 세계화 이룰 수 있어

나무 깎는 남자, 소목장 법련 안규조 

경제개발 시절 전문직업인으로 살다, 회계사 김면기



충주최씨인 최창근 선생은 강원도 화천군 화천면 수하리 수동 비수구미

에서 1942년 4월 14일에 태어났다. 

입향조 최하손(崔河孫) 진사께서는 고려말 이조전서와 진양도호부사를 

역임하고 조선 개국에 참여하지 않고 양주 우고리로 은거하신 최자(崔澬) 

공의 차남으로 진사시(進士試)까지만 입격(入格)하고 포천 노곡리로 입향

하였다. 이동면 노곡2리에 1970년 초에 지은 근 현대식 목조 개와 벽돌조로 

지은 사당 추원재(追遠齋)가 있다. 

최창근 선생은 30여 년 동안 포천에서 공무원을 역임하면서 포천군수, 

경기도지사, 내무부장관, 건설부장관 국회부의장 그리고 대통령표창을 수

상했다. 이후 포천시행정동우회와 민주평통포천시협의회, 포천향교 사무국

장을 역임했다. 

현재 문화재전문위원으로서 포천문화원 향토사 연구소장을 역임하며 지

역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포천의 토박이 최창근 어른의 삶과 우리 현대사

이옥석 

토박이 구술

2015년 포천향교 종헌관으로 봉헌할 때의 모습

화천에서 지낸 어린 시절과 가족이야기 

포천군 이동면 노곡(蘆谷)리에서 20대 넘게 450여 년간 이어 오다가 1927년 경 부친께서 6살 

되었을 때 증조할머니(증조할아버지는 갈골에서 졸),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렇게 다섯 식구가 

강원도 화천군 화천면 비수구미로 들어갔다. 왜놈들의 수탈을 피해서 그리로 간 것으로 추측된다. 

그곳에서 고모는 경주김씨네로 시집갔고 아버지는 19세 때 밀양박씨 순복 어머니와 결혼하셨

다. 고모는 고종사촌을 낳고 바로 돌아가셔서 부친께서 데려다가 길렀다. 나보다 3살 위였는데, 

우리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다. 나는 호적과 달리 42년 음력 4월 14일에 태어났다(호적

은 43년 2월 20일). 태어났을 때 산골인데 안개가 걷히면서 올라가는 게 마치 용이 올라가는 듯 

보였다. 그래서 어른들께서 ‘시골에 태어났어도 시골 면장이라도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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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근면하고 성실하셔서 다락논 5,000평에 밭 2,000평 

그리고 화전까지 약 1만 여평을 경작하면서 소를 7마리까지 길렀다. 

6.25전쟁이 나기 전 해인 1949년에 증조모 평해 황씨가 돌아가시자 

신숙성 할머니께서 소를 잡아 장사지내라고 해서 7일장을 지내는데 

중간에 고기가 떨어져서 한 마리를 더 잡았다고 한다. 다음해에 할아

버지가 돌아가시자 6.25 전쟁 중임에도 상여꾼을 대접하느라고 또 

소를 잡아 장사를 지냈다. 당시 부친께서는 북한군의 징용으로 나간 

상태라 손자였던 내가 9살에 상주가 되어 장사를 지냈다. 

할머니는 학문은 없었는데 온유하셨다. 조선왕실 품계를 외우고 

있을 만큼 기억력도 좋았고, 친정자랑을 많이 하셨다. 중종반정으로 

몰락하였지만 연산군의 정비와 중종의 단경왕후와 영의정을 배출한 

거창 신씨의 후손이 이 곳 화천 비수구미로 내려와 살았다고 하는데 

할머니 집안이 그 후손이었다. 

해방 전까지 할머니 친정 조카가 열차로 원산의 해물과 강원도의 

장작을 서울에 공급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 어려서 서울로 수학여행

을 가면 할머니 조카님 댁인 서대문 현저동에서 잤다. 할머니 동생인 

진 외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학자였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부

고를 붓으로 일일이 다 써놓으셨다. 중학교 들어갈 때 그 할아버지

가 돌아가시자 우리 집에 부고를 갖고 오셔서 내가 그걸 다 돌렸다. 

한 동네에 갖다 주면 그 동네 사람이 그걸 다 받아서 돌렸다. 어린 학

생이 왔다고 하면서 새로 밥도 지어주고 그랬다. 진외가 분들은 우리 

집 시골에 내려올 때 자가용으로 내려왔다.

화천인민학교 수하분교에서의 학교생활

화천에서 살 때 6살에 화천인민학교 수하분교에 입학했다. 시골

에서 잘 산다고 하니까 기관 등에서 내려오면 우리 집에서 머물렀고 

닭을 잡아서 대접했다. 선생님들도 우리 집에 사시며 학교 생활을 하

셨다. 집이 드문드문 있었고 아이들도 많지 않아서 나는 학교 들어가

기 전에 선생님 따라서 학교에 가서 놀았다. 6살 되니까 선생님이 나

를 인민학교에 넣었고 반장을 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애들보다 

키도 작고, 수줍어하고 통솔력도 부족해서 못했다. 

인민학교는 엄격한 통제력을 갖추고 있었다. 한글이나 숫자 등 기

초를 가르쳐도 반 전체 학생들이 다 알게 가르쳤다. 처지는 애들이 

없이 다 알아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교육했다. 그리고 늘 발표하는 

게 많았다. 나는 발표하라면 숨고 도망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다.

3학년까지 다니다가 6.25전쟁이 일어났다. 그 사이에 증조할머니

와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 동네에서 대대로 살던 밀양

박씨 집안과 결혼해서 나와 남매를 보셨다. 1950년 11월경 유엔 연

합군의 지원으로 북진이 되자 북한 땅에 살고 있던 우리는 북한지역

으로 피란을 가던 중 금강산 근처에서 미군에 의하여 원주로 후송되

어 피난민 생활을 시작했다.  

괴산군 도안면에서의 피난생활 

미군들은 강제로 피난민들을 싣고 원주 허허발판에 내려놨다. 천

막이 쳐져 있었고 죽이나 밥을 배급으로 줬다. 우리는 이불과 냄비를 

늘 갖고 다녔다. 배급이 안 나오면 비상으로 갖고 다녔던 쌀로 죽을 

끓여 먹기도 했다. 땔 나무가 없어서 잔디를 뜯었던 기억도 있다. 

그후 며칠 있다가 다시 열차에 타라고 해서 3일 이상 타고 부산까

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괴산군 도안면에 내려줬다. 당시 열차

도 처음 봤고 타기도 처음 타봤다. 열차 타는 동안은 세수를 못해서 

온 몸이 새카맸다. 화장실은 어떻게 이용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열

차 닿는 곳에 미리 밥이 와있었고, 가는 곳마다 환영한다고 물과 함

께 주먹밥을 줬다. 

3일 만에 도착한 괴산군에 집을 하나 배정받았는데 도안면 길가 

방앗간에 딸린 방이었다. 피난 중에 동생 둘은 죽었다. 내가 9살 이

었고 동생들은 7살, 5살이었다. 전쟁이 나면 염병, 학질 등이 따라다

닌다. 나도 피난 다니면서 돌림병을 앓아서 머리도 다 빠지고 기억력

도 없었다. 

어머니가 학교에 보낸다고 나를 도안면에 있는 도안국민학교에 

데리고 갔다. 여자 선생님이 피난 나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냐며 산수

책을 내주고 1~10까지 읽어보라고 했는데, 3학년까지 인민학교에 

다녔는데도 그걸 못 읽었다. 1,2,3은 읽었는데 그 다음은 못 읽고 가

만있으니까 국어책을 펴더니 읽어보라고 했다. 국어책 중에서도 ‘이’

자와 ‘가’자 두 가지만 읽고 하나도 못 읽었다. 그러자 피난하면서 고

생해서 다 잊어버렸다며 2학년으로 다니라고 했다.

어머님 회갑 때 가족사진(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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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이 매우 근면 성실하셨다. 길 옆집이니까 장사를 하셨는

데 의외로 아주 잘됐다. 동네 어른들도 생필품을 구입하지만 동네 애

들은 엿이나 사탕을 바꿔먹으려고 집에서 쌀을 퍼왔다. 그러자 ‘저 

집은 애들이 훔쳐온 쌀을 엿이나 사탕과 바꿔 주면서 장사한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고 그 동네 어른이 아버지를 불러서 동네 풍기

가 문란해진다며 점방을 그만두라고 했다. 그 대신 동네 어른 한 분

이 마차와 소를 빌려주셨다. 그 당시 마차와 소는 상당한 재산이었

다. 아버지가 그것으로 짐을 날라줬다. 농삿짐도 거들어주고 읍내 나

갈 때도 날라다줬다. 덕분에 수입이 좋아서 다른 피난민 보다 잘 살

았다. 

2학년에 다니다가 정부에서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에 피난민 

정착촌을 만든다고 거기로 보냈다. 도착한 곳에는 집도 없는 허허벌

판이었고 미군 천막이 있었을 뿐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미국의 원

조를 받으며 살았고 미국 선교사의 여름 주일 학교에 나가는 것이 전

부였다. 피난민들은 흙벽돌을 찍어서 집을 지었고, 국가에서 얼마씩 

땅에 줄을 띄워 주면서 직접 개간해서 먹고 살라고 했다. 공부고 뭐

고 없이, 눈만 뜨면 땅을 파고 풀 뽑고 돌을 골라냈다. 

허허벌판이어서 땔나무가 귀했다. 산에는 못 들어가게 했는데 그

래도 피난민들 불쌍하다고 약간 풀어준 곳이 있어서 틈만 나면 가서 

솔잎, 풀잎을 모았는데 하루 종일 해야 한 단이나 할까 그랬다. 어려

운 생활을 할 때 부친은 남을 대신해서 군노무 징용을 나가서 받은 

월급을 보내어 그것으로 일 년 간 생활하기도 했다. 

수복과 포천에서의 학교생활

1954년도에 수복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할머니와 아버지는 포천 

이동 노곡리 선영이 있는 고향으로 먼저 돌아와 조상님이 남긴 땅도 

찾고 농지를 얻어 농사를 지으셨다. 아버지가 여섯 살 때 떠나셨다고 

해도 시제사도 있고 벌초도 있고 해서 가끔 다녔기 때문에 이동을 기

억하셨다. 

그런데 포천에 와보니 이미 수복이 되어 있었다. 먼 친척도 있었

고 아버지의 고종사촌 누나도 있어서 반갑게 맞이하며 방 하나를 내

주셨다. 1953년 초에 들어온 사람들은 군과 미군이 집을 지어주고 

배급도 주고 했지만 1년 늦게 온 우리는 그런 혜택을 못 받았다. 아버

지와 할머니는 농사를 지으시고 흙벽돌을 찍고 기둥을 세워 집을 마

련한 후 늦은 가을에 어머니와 나를 데리러 오셨다. 그 때 돌 지난 누

이동생이 있어 무척 아끼며 돌봐주었다. 

노곡리에서 20리 더 들어간 도평리에 이동국민학교가 있었고 나

는 4학년으로 편입했다. 수복하면서 도평리에 학교를 짓고, 김화군

청을 지은 것이다. 경찰서자리와 법원자리가 얼마 전까지도 있었다. 

도로망이 잘 갖춰진 도시형태의 시가지였다.

이동에서 5학년을 마쳤을 때 나는 다른 애들보다 2년이나 나이가 

많았다. 그 당시 중학교에 바로 갈 학생들은 응시하라고 해서 나도 

검정고시를 봤다. 5학년생 4명이 합격했고 1957년에 이들과 함께 이

동에서 20리 더 떨어진 일동중학교에 다니게 됐다. 학교 거리가 20

리가 넘고 비포장도로에 풀이 우거진 숲길이어서 교복은 항상 젖어 

있었다. 

그래도 겨울에는 하숙이나 자취를 하며 편하게 학교생활을 했다. 

국어, 한문, 주판, 사회를 좋아했고 우수한 성적은 아니지만 상위권

을 유지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6학년 때 나오는 가분수, 대분수를 안 

배우고 중학교에 갔더니 수학이 너무 어려웠다. 

중학교 졸업 후 포천에 있는 포천고등학교(현 일고)를 나왔다. 집

이 어렵다고 고등학교를 안 보내려고 하셔서 내가 밥을 안 먹고 농

성을 했다. 할머니가 저러다가 다 큰놈 죽이겠다며 이 학교에 데리고 

왔다. 할머니가 사정 얘기를 했더니 졸업증명서만 떼어 오라고 해서 

고등학교에 다니게 됐다. 

한 달에 쌀 다섯 말씩 주고 3년간 백석말에서 하숙을 했다. 국어와 

한문 생물에 취미가 있었다. 한문 상업 국어 등은 상위점수였으나 

일반 과목은 중간에 머물러 있었다. 글짓기 동아리 활동을 하였고 글

짓기한 것이 교실 뒤 게시판에 게첨 되기도 하였다. 국어교사이고 담

임이셨던 정동화 선생님의 열정에 국어를 열심히 하여 송강가사와 

학생들이 송충이 잡는 모습 이동초등학교 제9회 졸업기념사진 1957년 일동중학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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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석의 글을 외울 정도로 심취하였다.

하숙하는 집 사위가 학교 상업 선생님이었고 하숙집에서는 참외

를 심어서 시장까지 리어카에 실어다 팔았다. 그래서 참외를 많이 먹

었다. 하숙집 주인과 아들이 포수였다. 아들은 나보다 3년 선배였는

데 같이 사냥도 갔다. 꿩을 많이 잡을 때는 부모님 드리라며 꿩 한 마

리씩 줬다. 돼지, 노루를 잡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 피를 먹기도 했다. 

고등학교 시절 처음 한 학기는 텃세 때문에 고생을 무척했다. 수

업 끝나고 교문을 나오면 골목에서 불렀다. 안 따라가면 쫓아와서 끌

고 가서 패니까 골목으로 따라 들어갔다. 나는 싸움도 약하고 대들지

도 못했다. 한두대 맞으면 퍽 쓰러졌고 그러면 더 안 때렸다. 내가 둔

하니까 매를 덜 맞은 것이다. 

그런데 같이 하숙하던 친구는 날쌔고 상당히 똑똑했다. 한 대 때

리면 같이 때리고 응수를 하니 애들이 한 데 뭉쳐서 묵사발이 되도록 

팼다. 싸움을 피해서 하숙집에 와 있으면 이 친구가 실컷 두드려 맞

고 와서는 씩씩댔다. 

집에 찾아와서 불러내기도 했다. 개울로 끌고 다니면서 술과 빵, 

과자를 사라고 했다. 살 돈이 없어 못사는 대신에 맞으라고 했다. 그

때 내가 어디서 용기가 났었는지, “야 때려서 뭐하냐, 없는 걸 때린다

고 나오냐. 같은 반끼리 이러면 되겠냐!”고 말하니까 순순히 들어주

기도 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서에서 유도를 가르쳐준다고 해서 갔다. 배

우게 해달라고 하니까 아무 때나 오라고 해서 5월부터 방학전까지 

배웠다. 도복이 없어서 경찰서 도복을 빌려서 입다가 집에 가서 어머

님한테 얘기하니까 광목을 끊어다 만들어줬다. 적삼처럼 생겼다. 

청도관이라고 하는 태권도장이 포천 시내에 있었다. 어떤 애가 이

것도 배우라고 해서 청도관에 갔다. 부모님한테는 책 산다고 속여서 

도장비를 냈다. 그런데 나를 괴롭히던 놈들이 거기에 다 있었다. 나

를 보더니 서로 가르쳐준다고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그 후부터

는 이놈들하고 아주 친해졌다. 그래서 애들한테 매 맞는 거는 여름방

학 전에 끝날 수 있었다. 

졸업 때 국가고시가 있었다. 그걸 합격해야 대학입학자격이 주어

졌다. ‘대학입학자격 국가 고시제’였다. 입시 관련 부정과 비리로 인

해 대학입시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팽배하면서 5·16 군사정부가 대

학입학자격 국가 고시제를 도입했다가 바로 없어졌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다. 대학입학정원이 5만 명인데 합격자

가 2만 명밖에 안 나왔기 때문이다. 포천고등학교는 75명이 졸업했

는데 20명이 응시, 6명밖에 합격이 안 됐다. 국가적으로도 난리가 

났고 포천도 난리가 났다. 나중에는 커트라인을 낮춰서 추가 발표를 

했는데도 포천에는 15명뿐이었고, 전국에서도 5만 명 정원에 미달이

었다. 그래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끌어가려고 경쟁이 심했다. 

 나는 대학 갈 형편이 안돼서 장학금 주는 데를 찾아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에 지망을 했는데 2지망으로 쓴 생물학과에 합격했다고 

합격통지서가 왔다. 그 당시는 소나, 땅을 다 팔아서 대야 졸업을 할

까 말까 할 정도였다. 합격 소식을 들으신 아버님 고민이 말이 아니

었다. 건국대학교에서는 건국대학교 농장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할 

수 있으니 등록하라고 했고, 국가고시 합격자 5명만 데리고 오면 입

학금을 면제해준다고 했는데도 결국 입학을 포기했다.

 포천고를 졸업하고 아버지 농사를 돕다가 8월에 군에 입대했다. 

당시 아버님과 비닐로 온상을 만들어서 토마토 농사를 지었다. 내가 

군대 간 다음에 토마토를 따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늦게 익은 토마토

가 값이 좋았다. 6.25 전쟁 때 피난 가서 태어난 누이동생이 중학교 

다니면서 그걸 팔러 다녔다. 아버지가 버스 타는 데까지 실어다주면 

누이동생이 버스를 타고 가서 팔았다. 버스가 도착하면 살려는 사람

들이 먼저 와서 기다릴 정도였다. 

다양했던 군복무 

1964년도 8월 21일에 군에 입대 27일에 1135-3188 군번을 받았

다. 논산 2 훈련소 30연대 5중대

에서 훈련을 받았다. 군 생활을 하

면서도 내가 둔하고 어수룩해서 

그런지 딴 놈들이 자꾸 내 개인용 

군 장구를 가져갔다. 

그래도 운이 좋아서 고등학교 

때 함께 하숙하던 2년 선배가 옆 

소대 내무반장을 하고 있었다. 내

무반장은 40명 훈련병을 총책임

지고 훈련을 시키는 기간 병사이

다. 철모, 수통, 대검 달린 탄띠 등

을 잃어버렸는데, 달러로 환산하면 

차 한 대 값이고 논 다섯 마지기 값이라고 겁을 줘서 아주 속이 내려

앉았다. 

훈련 갔다 와서 내 물건이 없어지면 그 사람한테 가서 “형 나 탄띠 

누가 가져갔어”하면 옆에 걸 집어주고 그랬다. 어떤 때는 자다 일어

나보니 군번줄을 끊고 내 군번줄을 가져간 적도 있었다. 일어나보니 

군번이 쩔렁하고 떨어졌다. 얼른 형을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자기 군

번줄을 준적도 있었다. 

나는 오산 MDC 공군작전사령부로 배치되어 1주일을 있었다. 공

군들은 반짝거리는 구두에 주름 잘 잡힌 옷을 입고, 우리한테도 꼭 

존댓말을 했다. 그래서 이런 신사 부대가 다 있나 생각했다. 그 후 

부산 방공포여단 55대대에 가서 일주일 있었다. 중령이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을 하면서 “여기 어떻게 왔냐, 집안에 장군이나 국회의원 

없냐?”고 물었다. 

군대시절 최창근 선생의 모습

학생들이 송충이 잡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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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이 승진을 못하면 제대를 해야할 상황이라서 줄을 찾느냐

고 그랬던 것이다. 그런 인맥이 없다고 하니까 동래 온천장 앞에 얕

은 산이 있는 부산 55방공포단 22대대 C포대라는 곳으로 보냈다. 출

입이 자유로운 독립부대라서 아침이면 20분 거리에 있는 온천장에 

뛰어가서 세수를 하고 왔다. 

부대 옆에 금성사가 있었고 조광방적이 있었다. 부대 앞길로 여자 

직원들이 출퇴근하면 우리들이 놀리며 친해지기도 했다. 1년 정도 

그렇게 생활하다가 나이키부대가 들어오면서 부대가 해체됐다. 이

차대전 때 쓰던 방공포가 해체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춘천 보충대로 와서 열흘 정도 있었다. 보통 2~3일이면 나가

는데 꽤 오래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 군대 같이 간 허범삼이라는 고

등학교 동창이 병장도 아닌데 하사를 달고 병사를 통솔하고 있었다. 

그 친구가 PX에서 찹쌀막걸리, 빵을 사주고 하여 지루한 줄 모르고 

지냈다. 

그 후 자라난 동네 옆에 있는 5군단으로 발령을 내준다고 하더니, 

“너는 주특기가 별나다!”고 했다. 군에서는 전공이나 특기라는 게 있

다. 대공 사격재원이라고 풍향 고도 각도 날씨에 맞춰서 사격재원을 

넣어서 포반으로 보내면 어느 지점에 포탄이 떨어지게 하는 주특기

가 145였다. 사격통제요원이었다. 나는 주특기를 그것으로 받았다. 

입대할 때 아이큐 검사를 했는데 145가 나왔기 때문인 것 같다. 

발령받은 곳은 동해안 방어사령부 122대대 C포대라고 간성에 바

다와 붙어 있는 곳이었다. 바다가 출렁이면 포말이 포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바다와 가까웠다. 고등학교 졸업 할 때까지 바다를 한 두 번 

밖에 못봤는데 군대 생활하면서 바다 가까이에서 지내게 된 것이다. 

그때도 컴퓨터가 있어서 사격제원을 입력하면 고사포가 저절로 

돌아가면서 방향을 정했고 멈추면 발사했다. 사격통제병으로 근무

하면서 시간 나면 바다에서 신기한 해초와 성게 등을 따서 먹었다. 

해녀들이 못 들어오는 곳이라서 자연산이 많았다. 아침에 고깃배가 

들어왔을 때 500원을 주면 오징어를 한 양동이 씩 줬다. 그걸 취사

반에 갖다 주면 국에 넣어서 얼큰한 오징어국을 끓여 포대 대원이 먹

기도 했다. 

또 1년 후 그 부대마저 해산되자 21사단 포병사령부 측지병으로 

가게 됐다. 주특기가 145에서 144로 바뀌었다. 고사포 사격 통제요

원 일을 하다가 야전 포 측지병으로 바뀐 것이다. 야전 포 측지병이

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부대 밖의 근무가 많아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사령관이 상황병을 시키라고 했다. 사병 부처발령을 인

사계나 중대장이 내는데 사령관이 시킨 것이다. 상황병은 상황실의 

상황을 정리하는 일로,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다. 측지병은 포 앉힐 

자리를 찾는 것이고, 상황병은 관측장교, 정보장교, 기상장교가 보내

온 것을 종합해서 상황판을 정리하는 일을 했다. 

포병사령부는 155mm 포대 1개 대대, 105mm 포대 3개 대대를 

합쳐서 4개 대대를 포병사령부라고 한다. 큰 훈련이 있으면 사단

장, 포사령관, 운전병 그리고 상황병이 상황판을 들고 짚차를 탔다. 

현장에 가서 몇 대대는 어디에 있고, 적군은 어디에 있다고 상황판

을 정리했다. 

당시는 월남전에 파병을 많이 나갈 때였다. 사령관이 불러서 장교

에 응시하라고 했다. 월남 가서 장교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이었다. 6

개월만 훈련받고 오면 여기 상황 장교로 대위까지는 무난히 승진시

켜주겠다고 했다. 당시 나는 이미 군대 생활을 2년을 더 했으니 몇 

달만 있으면 제대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대하여 농

사짓겠다고 말했다가 혼이 나기도 했다.

제대와 결혼 그리고 공무원 생활의 시작

그렇게 제대를 했다. 농사도 힘들었지만 상황병은 긴장의 연속

1965년 파월장병 가족위안회 젊은 시절 자녀들과 함께 찍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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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다. 1967년 3월에 제대했고 고양군 화전에 

있는 30사단에 가서 제대 신고를 했다. 전국에 제대한 군인들이 모

두 다 여기서 제대신고를 했다. 이 곳에서 영농교육을 받고 청소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며 약 1주일간 있었다. 김신조가 나오기 전이어서 

우리가 29개월 28일로 최단기 혜택을 받았다. 

제대 후 별 계획 없이 농사를 도와드리며 살고 있었는데 동네에 

나무와 흙으로 막았던 보를 시멘트로 막는 일이 생겼다. 새마을사업 

전이었는데도 정부에서 얼마간 보조를 해줬다. 공화당 사업으로, 표

를 끌기 위해 보조를 줬다. 당시 나에게 출납을 보라고 해서 보조금 

받은 돈을 이용해서 영평천의 구세보를 잘 막고 얼마를 남겨서 공화

당 관리장 등에게 사례를 했다.

그러던 어느날, 면에 다니는 분이 “어디 자리 있으면 나갈 거냐?”

고 의중을 물었다. 고등학교 때 같이 매 맞던 친구의 형이었다. 당시 

오치성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취직을 많이 시켜줬는데 그분에게 연

결된 것 같았다. 

이력서를 냈더니 동대문우체국 집배원으로 발령이 났다. 나는 고

졸인데 정식집배원으로 발령이 나고, 같이 간 사람은 동국대학교 국

문학과를 나왔는데 임시직으로 발령이 났다. 그 사람이 안 간다고 하

는 바람에 나도 안 갔다. 포기하고 집에 와 있는데 나중에 체신청 국

제전신전화건설국 오산중계소로 발령이 나서 거기서 1년간 있었다. 

거기서 큰아들을 낳았다. 집에 다니던 어느 할머니가 중매하셔서 

가을에 선 봐서 1968년 이른 봄에 결혼했다. 결혼때 5군단 헌병대에 

있던 친구가 쓰리쿼터라는 차를 내줘서 그걸 타고 갔다. 처갓집 동네 

사람들이 신랑이 탄 차를 못가게 막아놓고 장난을 심하게 친다는 소

문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학교 선배라는 걸 알고 그렇게 심하게 하

지 않아서 순조롭게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다. 가족과 함께 잠시 살

다가 그 해에 취직이 돼서 오산으로 나갔다가 1년 만에 포천 이동면

에서 임시직 자리가 있으니까 오라고 해서 다시 올라왔다.

개간지도원이라는 임시직이 있었다. 산을 농지로 만드는 게 임무

였다. 그런데 산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며 개간허가를 안 내줘서 9개

월 만에 임시직이 없어졌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9급 공무원이 됐다. 

새마을운동을 할 때 모든 게 경쟁이었다. 쥐잡기도 경쟁, 논두렁 

콩 심기도 경쟁이었다. 시상을 걸고 잘하면 상을 줬다. 쥐잡기 할 때 

이동면은 군부대가 많아서 면장님이 군부대를 다니면서 쥐 잡아서 

꼬리 잘라서 내달라고 했다. 전날 쥐약을 놓고 꼬리 자른 걸 수집해

오니 한 가마가 됐다. 우리는 물오징어를 사다가 다리를 잘라서 짚을 

태워서 거기에 묻혀서 쥐꼬리와 섞어서 군청에 보냈다. 그래서 우리

가 1등을 했다. 상으로 자전거를 탔는데 어찌나 기분이 좋았던지 군

청에서 이동면까지 70리 거리를 점심도 안 먹고 그 자전거를 타고 

온 기억이 있다.

척박한 토양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퇴비를 생산했는데 주민들이 

공무원들의 말을 잘 들어주었다. 아침 일찍 담당 부락에 나가서 새벽 

퇴비를 만들었다. 새벽 퇴비를 만든 후 아침을 이장님 집에서 먹고, 

또 소집하면 마을 사람들이 또 나왔다. 당시는 경운기가 최고 운반수

단이었다. 산에 가서 풀을 깎아서 가득 싣고 경운기 십 여대가 줄지

어 내려오면 그 모양도 장관이었다. 

퇴비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퇴비 더미 안에 기둥을 세

우고 나무로 얽고 겉에만 퇴비를 쌓기도 했다. 그걸 만리장성퇴비라

고 불렀다. 퇴비 심사를 나온 사람이 퇴비 더미 위에 올라갔다가 빠

진 적도 있었다. 도에서 최종 퇴비 심사를 나오면 상당히 직급이 높

은 분이었는데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했느냐며 퇴비 속

에서 나와서도 아무 소리도 안했다. 허위로 부풀린 퇴비였지만 타지

역보다 월등히 생산량이 많아 내가 담당했던 연곡4리가 1등을 해서 

400만원을 받았고 그 돈으로 마을 공동 소유의 논 4천 평을 마련했

다. 하천 옆 땅 2천 평을 사고 하천을 불하받았다.

누에씨와 뽕나무도 면마다 배당이 내려왔다. 하지만 누에를 기를 

사람도 없었고 뽕나무 심을 사람도 없었다. 배당나온 것은 누에씨를 

종이에 붙인 것인데, 보통농가에서는 1~3장씩 길러서 팔거나 전업농

일 경우 5~10장 정도를 했다. 5장만 치려고 해도 잠실과 뽕나무 밭

이 별도로 있어야 했다. 

이동은 산골이니까 야생뽕잎을 이용해서 기르라고 누에씨가 나왔

던 것이다. 그러면 그걸 팔러 공무원들이 동네에 나갔지만 힘들게 누

가 누에를 기르냐며 아무도 안 샀다. 나는 기지를 발휘해서 우리 공

무원들이 얼마씩 갹출해서 누에씨 값을 대납했던 적도 있었다. 

신읍장터의 모습 농촌생활개선을 위한 공동빨래터 설치 새마을 영농교실을 운영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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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나무 묘목도 팔아야 했다. 정부보조라서 값은 쌌지만 주민들이 

안 사려고 했다. 직원들 동원해서 산비탈에 가식을 해놨는데도 못 팔

아서 묘목값을 우리 몇 명이 분담해서 내기도 했다.

하곡수매라고 보리수매도 있었다. 밭 면적에 비례하게 수매할 분

량을 정해줬다. 포천에서는 6.25전에 보리농사를 지었다는데 그 후

에는 소득이 별로 안되고 더운 여름에 타작하는 일이 힘들어서 보리 

대신 주로 잡곡이나 감자 고구마 등을 심었다. 그런데 하곡수매 분량

을 밭 면적 비율로 10가마씩 내라고 하자 어떤 직원은 이장과 함께 

전라도에 가서 사다가 내기도 했다. 옛날이니까 있을 수 있는 행정이

었다. 결국 공무원 한 사람은 없는 보리를 어떻게 내냐며 군청에 대

들었다가 징계를 받고 안양으로 전근을 가기도 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초 시멘트 334포씩 마을마다 나온 게 시작

이었다. 마을 공동 우물에 바르기, 마을 안길 포장, 소하천 정비, 보 

막기, 농로개설 등에 주로 사용했다. 

334포 가지고 150미터 농로 포장하겠다고 올리면 10% 초과달성

하라고 했다. 

당시에는 먹고살기 어려워서 점심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새마을 운동을 한다고 점심도 못먹고 부역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19

일씩 공동작업을 하기도 했다. 그럴 때 이장이 어려운 사람 사정을 

알고 가게에서 국수봉지를 외상으로 얻어주기도 했고 마음이 후한 

사람은 자기 돈 들여 사주기도 했다. 그래서 이장하면 살림이 거덜 

난다고 했다. 

새마을사업 때문에 농촌이 많이 개선됐다. 초가지붕, 울타리, 농

로, 화장실, 우물, 주택개량이 제일 잘됐다. 화장실은 돌로 담을 쌓고 

서까래 올리고 이엉을 올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재래식 화장실을 

우리들이 가서 막 헐었다. 그러면 주인이 나와서 “너희는 똥도 안 싸

냐. 새댁이 어디서 똥을 싸냐.”며 화를 내기도 했다. 우리는 명령이니

까 물불 안 가리고 하라면 했다. 

어느 마을에 영향력 있는 유지가 있었다. 그 사람 집은 함부로 못 

건드렸다. 하루는 그 집 사람들이 잔치로 집을 비우자 그날 가서 화

장실을 모두 헐어버렸다. 지붕 벗겨내고 서까래 뜯어냈다. 돌담으로 

쌓은 것은 망치로 몇 번 치면 허물어졌다. 대갓집이어도 화장실은 서

민들의 것과 큰 차이가 없었고 문짝만 나무 판재였다.

벽을 둥그렇게 쌓고 가운데 돌을 두 개 놓고 재를 앞에다 쏟아놓

고 대소변을 본 후 재로 덮어서 뒤로 밀어 쌓아놓는 방식이었다.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이 화장실 규모만 달랐지 대개 거기서 거기였다.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화장실을 3단식으로 만들라고 했다. 구덩

이를 파고 시멘트 탱크 높이가 다르게 3단으로 만들어서 숙성된 상

태에 따라 옮겨가게 만들고 마지막 탱크의 것을 퍼서 농사에 이용하

라는 것이었다. 겉은 블록으로 쌓고 문짝 달고 창문하나 내고 지붕

은 슬레이트나 슬라브로 덮었다. 시멘트 탱크는 합판으로 틀을 짰다. 

2~3미터 되는 크기였다. 1차 저장소, 2차 저장소, 3차 저장소로 만

들어 사용하였으나 주택 개량사업으로 실내로 화장실이 들어가면서 

흉물로 변했다.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인권탄압도 꽤 많았다. 하지만 

그렇게 안 했으면 새마을 운동이 이뤄질 수도 없었고 근대화를 앞당

길 수도 없는 일이었다. 

20년을 이동면에서 근무하다가 부면장으로 올라갔다. 면에는 계

가 4개뿐이었다. 호병계라고 호적과 병사를 담당하는 계장만 안 하

고 재무, 총무, 산업계장을 모두 했고 재무와 총무계장을 겸해서 한 

적도 있었다.

부면장으로 4년 정도 있었던 88년 4월에 느닷없이 군청으로 올

라오라고 발령을 냈다. 당시 처음 생긴 세무조사계장을 하라고 하여 

1년을 했다. 당시는 서울의 기업이나 공장이 포천으로 옮겨올 때였

고, 지방세에 대해서도 잘 모를 때였다.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

허세인데, 취득세 등록세는 액수가 많았다. 이걸 나가서 세무조사하

면 1억씩 세수가 확보되는 것이었다. 지방으로 내려온  공장주들은 

군민의 날 행사 60년대 포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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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안 내고 등기도 안 내고 우선 건물부터 짓고 그랬다. 그래

서 당시 세무조사를 하면서 상당한 세수를 올렸다. 

1년 정도 하다가 토지관리계장을 했다. 전 국토의 전 토지를 다 조

사할 때였다. 부동산투기를 막자고 시작한 것이다. 토지등급 가격을 

올려서 세금을 올리는 데도 목적이 있었다. 세수증대와 토지투기 억

제였다. 땅값 올리면 투기가 억제된다고 생각해서 노태우 대통령 때 

한 것이다. 건설부 주관으로 한 사업이었다. 이 일로 건설부 장관상

을 받았다. 

그 후 도시계장으로 갔다. 도시계획을 하고 시행하는 일이었다. 행

정직이다 보니 용어가 상당히 어려웠다. 1년 정도 있으니까 통계계

장을 하라고 했는데 통계계장은 일이 적고 편했다. 인구조사 할 때는 

밤새 통계 내고 그랬다. 

그 후 특별단속반이 생겨서 특별단속반을 30개월 했다. 그게 가

장 오래 한 일이다. 토지 주택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이었다. 대

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지은 후 이격 거리를 남기지 않

고 다시 합치는 경우가 많았고, 허가받은 이상으로 임야를 훼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나가서 조사하다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청

와대, 중앙정보부에 빽 없는 사람이 없었다.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들어오면 저녁에 군수께서는 밤새도록 “네가 며칠이나 그 자리에 있

으려고 그러느냐, 그 놈들 다 내보내라,..”는 등의 욕을 먹어야 했다.  

당시 군수였던 홍○○ 군수님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아침에 우

리를 불러서 가보면 밤새 청와대 비서관이나 권력이 있다는 사람들

에게 시달린 게 역력하게 나타났다. 그래도 홍○○ 군수님은 “잡으

려면 완전히 잡아버리고, 왠만한 거는 사업에 지장없도록 하라.”고 

현명하게 얘기했다.

힘들다는 특별단속반을 30개월 했다. 그 직이 끝나면 힘든 자리

에서 일했으니까 사무관 우선 승진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다. 하지만  

그 후에 나는 명예사무관(6급이면서 십만원씩 더 주는 것)을 신청했

다. 1998년도에 정식사무관은 안되고 명예사무관으로 내무과 민원

계장에서 퇴직했다.

퇴직 후에는 사회에 봉사한다고 할까, 제2의 인생을 열어간다고 

할까 폭넓은 사회생활을 했다. 행정동우회는 명칭만 있고 상근하는 

직원이 없어 유명무실하였다. 상근을 하면서 경기도와 포천시청에 

보조금 청구도 하고, 임원진도 개편하고, 정기 이사회와 읍면 지회장 

정기회의도 하고, 조기 청소를 월 1~2회 실시했다. 

춘하추동 관광유원지 정화활동과 문화유적지 제초와 주변 정비 

사업을 지원하면서 행정동우회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어 보조금 지

원액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포천시 협의회 

사무국장 재임 시에는 보조금 사업도 시행하고 자문위원 연찬과 모

든 사업에서 경기도나 전국 우수협의회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포천문화원에는 현직 때부터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그 후 전문위

원, 민속조사 대표위원, 이사, 감사, 향토사연구소장을 하면서 포천

의 지명유래, 포천의 민속, 포천문화원 30년사를 편찬하는 데 주력

하였다. 그 후 학교와 공무원 선배 되시는 분이 포천향교 전교로 취

임하면서 사무국장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셔서 4년간 전통 유학을 

공부하며 포천향교 사무국장을 맡아 일을 했다. 또한 유교 경전과 전

통 전례 봉행, 배향 인물의 연구, 향교와 서원, 사, 단, 당 등의 전통 

문화재도 공부하여 해설을 하기도 하였다. 

최창근 선생은 “지나간 것 후회되는 일도 없지 않으나 무탈하게 

공직과 사회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신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동료 선

후배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나름대로 근면하고 성실하고 남을 

속일 줄도 모르고, 남에게 앞서갈 줄도 모르며 살아 왔다고 자부하고 

싶다.”며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글  이옥석 

상명여자대학교에서 사학을 전공하고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고양신문 기자와 고양시향토문화보존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8년 명예퇴임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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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 에미나이야!”

“ 지금도 장단소리를 들으면,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사) 평양검무보존회의 장숙자 이사장은, 아직도 생생한 스승의 목소리를 떠올리

며 미소지었다.

평양여인, 안양에 잠들다.

2019년 12월3일 , 필자는 이영자 (사)평양검보전회 수원지부장의 연락을 받았다.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이며, 안양시 기타무형문화재 향토문화재로 등록지

정되어 있는 평양검무.

북한에서는 이미 사라져 버린 우리 전통춤 평양검무의 맥을 이어온 이봉애 초대 

보유자께서, 전 날 (12월 2일 저녁 9시17분 ) 97세의 나이로 별세하셨다는 소식이

었다. 

안양 메트로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길에, 하얀 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었다. 

장례식장은 엄숙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2대 정순임 보유자, 3대 임영순 보유자를 비롯한 수십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

다. 삼삼오오 모여서 돌아가신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조근조근 나누며, 오늘밤은 함

께 자며 스승을 기억하자고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뒤로 하고 일어섰다. 

그리고 7개월 여가 지난 2020년 7월 초, 한세대학교 평생교육원 연습실에서, 임

영순 보유자와 장숙자 이사장, 그리고 몇 명의 이수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2020년 전세계를 덮친 코로나19로 인해, 수 개월간 휴강하다가 잠시 잠잠해져 

처음으로 연습을 재개한 날이었다.

모인 사람들은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습에 매진하며, 오랜만에 춤을 출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와중에도, 평양검무의 맥을 이어가는데에 여

념이 없는 3대 임영순 보유자와,  남한에서 평양검무를 시작했던 1985년 초창기부

터 함께했던 장숙자 이사장을 통해 (故)이봉애 보유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

었다.

평양검무 초대 보유자 이봉애, 

안양에 잠들다.

조지영

예인장인

2003년 평상시의 모습

2015년 93세 생일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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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에 다시금 소녀의 마음을 되살리다.

1923년 음력 1월13일 평안남도 평양시 서생리 출생.

14세 때 친구의 친척이였던 40대의  평양권번 예기 출신 김학선

과 연이 닿아, 평양검무 및 교방춤을 배우기 시작했다.

1950년 6.25사변이 발발하자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강원도, 서울, 소래포구를 거쳐 안양 석수동 259-27(만안로 475,  

관악역 인근 관악아파트 부지로 흡수, 현재는 이봉애 보유자의 자취

를 찾아보기 어렵다.)에 정착했다. 

당시에는 가정이 있는 여성이 예인(藝人)의 길을 걷기가 어려웠던 

시대였다.

이봉애 보유자 역시 춤에 대한 열망을, 어린시절 추억으로 여기며 

평범한 삶을 살았다.

1980년 무렵 남편과 사별하고 딸이 호주로 이주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자, 이북5도민 모임에 나갔다가 서도소리(중요무형문화

재 제 29호) 예능보유자인 김정연 명창과 오복녀 명창을 만났다.

평양검무를 비롯한 우리 전통춤은 모두 장구의 장단이 바탕이 된

다. 그래서 춤을 배우기 위해서는 장구는 기본으로 배워야 했고, 장

구 장단을 익히다 보면 자연스레 소리 또한 배우게 되는 경우가 흔하

다. 이봉애 보유자 역시 평양에서 춤을 배우던 당시, 장구장단을 익

히며 서도소리를 함께 배웠었다. 

애끓는 발성의 서도소리를 잊지 못하고 있던 이봉애 보유자.

두 명창을 만나 어린시절에 익혔던 가,무,악(歌,舞,樂)이 생생히 떠

오른 이봉애 보유자는, 두 사람을 통해 다시금 서도소리를 시작하게 

되었다.

1913년 생으로 동갑이였던 김정연 명창과 오복녀 명창, 그리고 

1923년생이였던 이봉애 보유자 세사람은 모두 평양 출생으로 나이

를 떠나 편안한 동향(同鄕) 친구가 되었다.

남북 분단 이후로, 북한은 전통춤의 맥을 끊고 사상(思想)춤이 발

전하고 있었다.

사라져 가는 고향의 문화를 안타까워하며 어느덧 세월은 흘러 

1985년이 되었다.

이봉애 보유자는 당시 살고있던 안양시 석수동 집 근처의 새마을

금고 건물 2층에 ‘서도소리 교습소’를 열어 몇 명의 제자를 가르치고 

있었다.

6.25사변 전 까지만 해도 최고의 전통춤 중 하나였던 평양검무

의 맥이 끊어져감을 아쉬워하던 두 명창의 권유로, 이봉애 보유자는 

1985년 평양검무를 되살리기 위해 서도소리 교습소에서 평양검무

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97세의 나이로 영면할때까지 35년 외길의 첫 

발걸음이였다.

꿋꿋한 기백(氣魄) 속 봄볕같은 마음

1985년 당시, 평양검무를 아는 사람은 극히 적었다.

남한의 대표적 검무인 진주 검무와 달리 그 뿌리가 북한에 있기도 

했었고, 공업(工業)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에 주력하고 있던 시

대였던 만큼 관심도, 인지도도 낮은 분야였다.

당연히 배우러 오는 사람이 있을리 만무했다.

서도소리를 배우던 제자들에게 평양검무를 함께 배우도록 했다.

무용을 배우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포기하기 않고 앞만 보고 달렸다.

수업료도 받지 않고 제자들을 양성했다.

혼자 생활하며 수업료도 받지 않으니 여유가 있을리 없었다.

안양시 생활보호 대상자였던 이봉애 보유자는, 많지 않은 보조금

으로 생활하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무료 수업으로도 모자라, 아

끼고 아껴 검소하게 생활하는 와중에도 보조금이 나오는 날이면 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곤 했다.

“선생님은 담백한 음식을 좋아하셨어요. 북어로 만든 음식을 가장 

좋아하셨지요.”

3대 임영순 보유자가 기억하는 이봉애 초대 보유자는, 대쪽같은 

청렴함과 기백 뒤에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넘쳤던 사람이다.

“보조금이 나오는 날이면 제자들을 모두 불러 냉면을 한그릇씩 사

주시기도 하고, 어떤날은 숙주를 잔뜩 넣은 북한식 만두를 산더미처

럼 만들어서 나눠주곤 하셨어요. 손이 어찌나 크신지 혼자서 음식을 

하셔도 가득가득 만들어서 나눠주곤 하셨어요.”

2019년 11월 리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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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어요. 선생님 댁에 방문했다가 유가 

(연유맛 사탕)가 있어서 한 두 개 먹고 돌아왔는데, 다음에 뵈러 가니 

아주 큰 봉지에 가득 든 유가를  주셨어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심히 살피고, 말없이 챙기던 선생님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꿋꿋이 노력한 보람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도소리를 배우러 왔다가 무용을 시작하게 된  2대 정순임 보유자

와 동기(同期)들은 시나브로 평양검무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칼날소리 사이로 함께하는 호흡들이 점차 하나가 되어 가고 있었다.

일생의 조력자들도 만나게 된다.

사물놀이를 하던 김윤분氏, ‘우리춤보존회’ 김영애 회장과의 만남

은 이봉애 보유자에게 큰 힘이 되었다.

새마을 금고 2층에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고, 공연마다 동

행하여 무대에 오르는 제자들의 의상과 도구들을 챙겨주었던 김윤

분氏.

장숙자 이사장은 “무용을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 대가 없이 비가오나 눈이 오나 이봉애 선생

님과 함께해 주신 분.” 으로 회상했다. 

무관심과 경제적 어려움에 맞서며 고군분투하던 이봉애 보유자

는,  안양에 큰 행사가 있을때마다 전통춤으로 화려한 무대를 장식하

던 ‘우리춤보존회’의 김영애 회장을 찾아갔다. 한 무대에 100명이 넘

는 인원을 세우는 일이 조금도 어렵지 않은, 안양 최고의 한국무용가

였다.

평안북도 동림이 고향인 김영애 회장은 , 이봉애 보유자 못지 않은 

기백을 가진 이북 여인이였다.

두 사람은 대화가 잘 통했다.

이봉애 보유자는 김영애 회장에게 평양검무를 전수했고, 김영애 

회장은 연습실을 흔쾌히 공유하며 평양검무 이수자가 되었다.

넓지 않은 공간에 장판을 깐 연습실을 벗어나, 시설이 잘 갖춰진 

연습실에서 연습이 가능해지면서 평양검무는 날개를 달았다.

1992년 안양시는 평양검무를 기타무형문화재인 향토문화재로 

등록·지정했다.

(사)평양검무보존회는 그 해부터 2019년까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연말마다 안양에서 정기공연을 해 왔다. 2020년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정기공연이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지 , 꼭 치를 수 있기를 

모든 구성원들이 바라고 있다.

“2001년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기까지, 안양시가 

없었다면 이봉애 선생님께서 무용에만 매진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싶어요.” 임영순 보유자는 이봉애 초대 보유자가 안양을 얼마나 사

랑했는지 회상했다.

“선생님은 안양시에 너무나 큰 고마움을 느끼고 계셨어요. 제자들

이 점점 늘어날 때, 안양시민에게는 전액 무료로 수업을 해 주셨어

요. 정기공연은 물론 안양 시민의 날 행사, 대보름 축제,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안양시의 크고 작은 행사에, 시에서 부르면 무조건 달려

가셨어요.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병목안 공원, 삼덕공원 등 안양시

내 곳곳에서 공연을 했지요. 2016년에는 tv 프로그램 ‘6시 내고향 안

양시편’에도 출연했어요. 무료로 한 공연도 아주 많았어요. 평양검무

가 안양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를 바라셨어요. 안양의 예술

가들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서로 공연 품앗이를 하기도 했지요.  안

양시에서도 그런 선생님께 감사해 했지요. 2010년 7월14일 제 15회 

여성주간기념행사에서 ‘안양여성상’을 수상하시기도 했어요.

제8회 정기공연 당시의 이봉애 보유자 우리춤보존회 김영애 회장 2019년 11월 18회 정기공연(3대 임영순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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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검무와 안양시는 서로가 감사와 신뢰로 함께 해 오고 있어요.”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은 안양을 넘어, 2019년 수원 벚꽃

축제와 2020년 2월 수원 대보름 축제에서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무형문화재 평양검무 여민마당” 행사로 수원시민들과도 만날 수 있

었다. 

평양검무 공연을 한 후, 시민들에게 평양검무 무검을 관찰하고 직

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을 한 시민중에는 따뜻한 

커피를 선물한 이도 있었다.

이처럼 검을 통한 ‘세상과의 소통’이, 평양검무가 주는 가장 행복

한 순간이라고 3대 임영순 보유자는 말한다.

“이봉애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가신 춤과 사랑, 희생, 인내, 배

려, 겸손, 나눔. 그 가치있고 소중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저의 가

야할 길이지요.”

장숙자 이사장 역시 추억에 젖었다. “흙과 풀, 돌과 보도블럭, 아스

팔트 등  땅바닥에서 빙글빙글 돌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며 춤을 추

고 나면 무용화가 찢어지고 무릎에 멍이 들곤  했지만, 즐거운 마음

으로 어디든 달려갔지요.”

고마움과 사랑으로 안양시를 대했지만,  굽히고 들어가지는 않

았다.

“여유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굽히지 않으셨어요. 

인품이 좋은 사람이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말을 섞으셨지요. 제자

들 또한 강건한 마음과 바른 몸가짐, 교양있는 바른 말솜씨를  가지

길 바라셨어요. 한 번은 공연 하러 갔다가, 담당 공무원 중 한 사람이 

제자들에게 희롱조로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지나시다 

그 말을 들으시고, 지체없이 욕설과 함께 그 사람의 뺨을 치셨어요. 

얼마나 세게 쳤는지 안경이 멀리 날아갈 정도였지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엄하기는 매한가지였다.

무대에 오르는 무용수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늘 완벽하게 가

꿔야 한다고 가르쳤었다.

“아무리 춤을 잘 추는 고참이여도, 체중이 불어 선이 예쁘지 않다 

싶으면 바로 뒷줄로 보내셨어요. 항상 긴장하고 노력하는 원동력이 

되었었죠.”

이러한 잣대를 가장 엄격하게 들이댄 대상은 이봉애 보유자 자신

이였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흐트러진 모습을 단 한번도 보이지 않으

셨어요.”

97세 나이로 영면하던 순간에도 반지, 목걸이, 귀걸이와 더불어 

깔끔하게 단장한 모습이였다는 이봉애 보유자.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을 사랑했던 사람이였다.

“호주에 거주하는 따님이 모셔가려 했지만, “내가 가면 평양검무

는 사라진다.”라고 하시며 끝내 한국에 남으셨어요.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크셨을텐데, 평양검무는 정말 선생님 덕분에 남아있을 수 있

는거지요.”

마지막 가는 길 마저도 제자들을 생각하는 듯 했다고 회상하는 임

영순 보유자와 제자들.

“돌아가실 때 눈이 많이 와서 걱정했더니, 비가 내려 눈이 쓸려나

가더군요. 내린 비가 얼어 미끄러워질까 걱정했는데, 그 날 따라 날

이 따뜻해서 무사히 귀가했어요. 눈꽃과 함께 가셨구나 싶었지요.”

2019년 학술 세미나 ‘한반도 평화시대, 이북5도 문화재의 역할’2017년 안양시장 감사패와 2003년 부터 

사용해 온 무검

생전에 사용하던 평양검무 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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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에 담긴 사랑

평양검무의 무검은 독특하다.

손잡이를 잡고 춤을 추면 칼날이 돌아간다.

그 칼날에는 7쌍의 작은  쇳조각이 달려있고, 이를 ‘제비’라 부른다.

팔을 쭉쭉 뻗는 호쾌한 춤사위에 칼날 도는 소리가 시원하다.

첫 도입부에 칼을 바닥에 놓고 시작한다.

두 자루의 칼은 서로 교차시키고, 둥글게 휜 양 칼끝은 바깥을 바

라보는 모양이 얼핏보면 심장(Heart)모양 같이 보이기도 한다.

인원제한이 없는 평양검무는 2명이 짝을 이루지만, 사실은 4명이 

한 조가 되어 호흡을 맞추고 결국은 무대 위 모든 사람의 호흡이 하나

가 될 때 완성되는 춤이다.

느린 염불장단으로 시작해 휘몰아 도는듯한 볶음장단을 거쳐 마

지막 숨을 고르는 만장단으로 마무리 할 때 까지, 서로가 맞춰주며 

칼과 몸이, 내 몸과 짝꿍의 몸이 하나가 된 듯 움직이는 평양검무.

오랜세월 평양을 대표했지만, 이제 평양에는 없는 춤의 기록을 남

기고, 왔던 곳으로  돌아간 스승의 이야기를 들려준 임영순 보유자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함께한 이수자들이 입을 모아 말한다.

“임영순 선생님은 제자들이 초대 보유자 선생님을 기억하기를 바

라셨어요.

함께 생신날 케이크를 준비해서 파티를 하기도 하는 등, 제자들이 

이봉애 선생님을 뵐 수 있도록 해 주셨죠. 그럴 때 자연스레 보이는 

모습만으로도 두 분 사이의 애정이 느껴졌어요.

한결같은 모습을 보며 더더욱 평양검무는 ‘내가 아닌 우리’가 만들

어가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현재까지 102명의 이수자를 배출한 (사)평양검무보존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매력에 끌려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것일까?

장숙자 이사장 : 오랜세월 춤을 춰오다가 처음 만났던 평양검무는 

너무 단순하게 느껴졌었지만, 추면 출수록 어렵고 여럿이 함께 호흡

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의 희열이 엄청난 매력이지요.   

5기 은상희 : 무용 전공자로서 새로이 평양검무에 몸담게 되면서, 

개인적인 고비가 여러번 있었어요. 그 때마다 인간적으로 공감해 주

시며 ‘함께 가자’라고 해 주신 임영순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봉애 선생님께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

습을 보며, 제 자신이 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2015년 안양시립요

양원에 계실때부터 2017년에 군포 옐림요양원으로 옮기신 후에도 

늘 한결같으셨지요. 그래서 계속 하고 싶어요. 제가 느끼는 평양검무

는 ‘내리사랑’입니다.

2016년 제 5기 평양검무 이수평가회 3대 임영순 보유자와 

5기 이수자들

2019년 11월 2대 정순임 보유자와 제자들

(뒷 줄 좌측에서 네번째 )

2019년 11월 임영순 보유자 리허설 모습

2020년 7월 7일 연습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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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조지영 

수원에서 태어난 토박이. 살고있는 고장을 잘 알고 알리고자 수원시 마을 해설사, 수원문화재단 왕의 골목 해설사로 활동중이다.

6기 이승희 : 원래 재담소리 이수자였어요. 행사전에 부정굿으로 

할 수 있는 춤을 찾다가 평양검무를 배우게 되었죠.  위기가 올 때마

다 징검다리를 놓아주시고 소탈하게 대해 주신 임영순 선생님의 모

습에 ‘함께 해서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든든함에 앞으

로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7기 김금숙 : 임영순 선생님은 제자들 각각의 재능의 차이와 별개

로, 모두에게 평등하게 대해주시고 개개인에 맞게 이끌어 주세요. 평

양검무 도입부에 칼 놓는 모양에도 사랑이 들어있어요. ‘모난 부분을 

보지 말고, 둥글게 보라’는 의미가 있지요.

 선생님께 평양검무를 배우면서, 동작 하나하나가 호국정신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애국심이 고취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내 나라의 국민의 한 사람인 나 자신이, 점점 더 자랑스럽게 느껴지

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임영순 보유자에게 질문했다.

“선생님께 있어 평양검무란 무엇입니까?”

“평양검무는 나에게 삶, 그리고 느낌표! 

느낌표는 여러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예요.

지혜와 감동, 배려와 사랑, 슬픔과 고통, 환희와 행복 그 외 모든 

삶을 포함한 것이 저에겐 느낌표입니다.

제자들에게서 이러한 속마음을 처음으로 듣게 되는 기회를 만

들어 주셨네요.

이렇게 품고 있던 마음속 이야기들을 처음 들었고, 지금 이 순간

이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무심코 해 온 일을 이렇게 좋게 받아들여줘서, 제자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이봉애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모두가 잘 느끼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동했어요.

제가 선생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물려준 것 뿐인데...

평양검무가 아니였다면 이러한 감동을 느끼지 못 했을 거예요.“

“분단된 나라에서, 이북의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서, 지향

하는 바가 있으신지요?”

“남,북한을 통틀어서 춤사위만으로도, 보는 것 만으로도 전통 

문화예술의 역사를 알게 되고, 우리춤의 우수성과 조상의 얼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애국과 통일의 지름길의 원

천이 될 수 있는 춤이 되어, 소중한 문화역사의 예술로 거듭나는 

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처음으로 인정해 주신 안양시와 늘 함께 하고 싶습

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오는 길, 볶음장단에 무검 돌아가는 소리가 경

쾌하다.

1998년 9월 우리안양 

제 35호 표지

1999년 제 8회 평양검무 정기공연

 안내책자

제13회 만안문화제 안내

(우리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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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와 인성 플랫폼, 통과의례 체험 

예아리박물관 김보옥 회장

박숙현

인물탐방

음지에 있던 장례문화를 양지의 컨텐츠로 끌어올린 인물이 있다.

현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2만 여평의 부지에서 수의 및 

관 등 장례용품을 생산하는 ㈜삼포실버드림과 국내 유일의 통과의

례 체험박물관인 예아리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보옥 회장이 주

인공이다.

김 회장은 장례 관련 자문과 문헌 고증을 위해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정신문화의 뿌리를 더욱 단단하게 내리겠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지금은 작고한 남편 임준 선생과 함께 국내 최초로 장

례토탈서비스를 시도해 우리나라 장례문화 발전의 선구자로 자리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통과의례페스티벌을 국내 최초로 서울 한

옥마을에서 실시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이때 실시한 죽음의 관 체

험행사는 오늘날까지 주요 콘텐츠로 자리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전통 삼(麻) 재배의 사양화를 막기 위해 박물관 

주변에 삼 재배를 시도해 백암포(용인포)를 생산할 계획인가 하면 

한복 실크 원단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등 전통의 파수꾼 역할

을 자처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삼포실버드림이 대형 화재를 입어 오랫동안 간

직해오던 전통 삼베 대부분을 잃어버린 재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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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아리박물관, 정조대왕 국장행렬 특별전시 중

김보옥 회장 부부가 용인 백암면에 부지를 마련한 것은 1997년

이다. 2000년 12월에 장례용품 회사인 삼포실버드림을 완공, 서울

에서 이전한 데 이어 전통 상례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2001년에 

통과의례체험 박물관인 예아리박물관을 착공, 2013년에 개관했다. 

예아리박물관은 세계최초의 장례역사박물관으로 작고한 남편의 생

전의 꿈이었다.

‘예로 아름다운 울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아리박물관은 세

계 장제례유물 전시와 함께 관례, 혼례, 상례, 제례의 ‘예’ 속에 들어있

는 효와 인성 회복을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예 속에 효도, 인성도 들어있어요. 요즘 가정에서 하기 힘든 관혼

상제 예의 실천을 위해 저희 박물관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아리박물관은 현재 조선 제22대 정조대왕의 국장행렬 특별전

시회를 지난 5월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실시하고 있다.

“생전에 극진한 효를 실천했던 정조대왕의 국장행렬은 우리 예아

리박물관의 상징입니다.”

정조대왕의 장례행렬을 재현한 특별전시회는 장엄하기 이를 데 

없다.

‘정조국장도감의궤반차도’에 근거해 모든 행렬을 실제 크기의 1/8

로 축소 제작한 미니어처는 조선왕실의 장례 문화를 한눈에 보여주

고 있다. 선두에 경기감사를 시작으로 돈체사, 총호사, 제조, 곡궁인

이 배치돼 있으며 왕의 상여인 대여와 견여, 왕실의 귀중품을 실어 나

르는 채여, 제기 등을 실어 나르는 요여, 의장기물 등이 전시돼 있다.

토우 인물만 1,384명에 이르며, 말 341필, 가마 20채, 각자 착용하

고 운반하는 의상과 기물 6,000여점이 100미터에 달하는 긴 행렬

로 전시장에 전시돼 있다.

각 의상과 기물은 철저한 고증을 거쳐 교육적인 가치를 갖게 했

다. 모든 작업은 수작업을 기본으로 했다. 제작기간은 자료 조사에만 

12개월, 토우 및 한지 소품 제작에 12개월, 총 2년이 걸렸다.

작고한 남편 임준 선생 뒤 이어 박물관 완공

김보옥 회장은 당초 남편과 함께 모든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박

물관 착공 직후인 지난 2006년 남편이 과로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자 최근까지 홀로 어려운 길을 걸어오고 있다. 

처음에 그녀는 포기할까 숱한 망설임도 있었다. 그러나 남편의 유

지를 받들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다.

“남편을 잃은 다른 부인들이 슬퍼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면 나는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냈어요. 나도 일을 함께 했다고는 하지만 남편

과는 역할이 달랐고, 남편이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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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나는 도저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해낼 자신이 

없었어요. 그때 황무지처럼 잡초가 우거진 허허벌판에 박물관 두 동

만 덩그러니 지어놓은 상태였어요. 삼포실버드림 역시 영업 거래처

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매일 아침을 눈물과 기도로 시작했죠.”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뜩하다. 아침마다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시작했다.

남편이 작고했을 때 일본 아사히신문에서는 ‘한국의 스타가 떨어

지다’라는 기사로 남편의 죽음을 애도했을 정도로 장례문화에 남긴 

업적이 뚜렷했다.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막막함을 느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어

요. 남편은 제가 힘을 내서 일을 계속 추진하기를 바라실거라는 생각

을 했어요. 1년 반 동안 사업을 승계하면서 남겨 놓은 문화컨텐츠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대단한 생각으로 박물관을 

하셨던 것이죠.”

김 대표는 남편이 56세라는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100년을 넘게 

살다 간 분이었다며 애석해했다.

두 부부 장례토탈서비스 혁신, 기계대마 개발도

김 회장 부부가 장례문화에 직접 뛰어든 것은 지난 1991년이었다. 

두 부부가 시작한 ㈜삼포실버드림은 장례토탈서비스를 최초 시행

해 당시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켰다. 남편은 서울

보건대학, 동국대학교 장례지도과 겸임 교수를 지냈고, (사)한국민속

박물관회 이사를 지냈다. ‘좋은 땅 좋은 집’ ‘좋은 주택 좋은 배치’ ‘우

리들의 북망산천’ ‘가정의례 집록’ 등 다수의 저서를 남기기도 했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장례 사업은 실은 김 회장이 40년 넘게 기다

려온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마치 하늘의 계시와도 같이 운명적

으로 김 회장 부부에게 찾아왔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 친구 분이 집에 놀러와 네 생일이 며

칠이냐고 묻기에 10월 24일이에요라고 했더니 성경 잠언 31장 마지

막절인 24절을 펼치면서 너는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성경 구절에는 “그는 베로 옷을 지어 팔며”라고 쓰여 있다. 김 회

장은 “현숙한 여인이 식솔을 거느리고 수고로움으로 많은 사람을 먹

여 살리는 내용”이라며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41년을 살았다고 했다. 

41세를 넘기니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순간적으로 포기했다. 

그러던 어느날 광산과 목재상을 크게 하시던 시아버지의 목재를 

보며 무심코 신랑에게 “관 짤까”라고 했더니, 당시 대기업을 다니면

서 풍수지리를 개인적으로 연구하던 남편이 넥타이를 매다말고 “아

니, 수의를 만들어야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남편은 “타 분야는 선진문화를 추구하면서 장례문화만큼은 전통

을 답습하고 있다”며 장례문화를 바꾸고 인적 구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순간 김 회장의 눈앞에 섬광이 번뜩 흘렀다. 무릎을 꿇고 성경을 

다시 보며 대성통곡을 하고는 “어려서부터 하려했던 일인데 남편을 

통해 이 말이 나오는구나”라며 곧 동대문 시장에 가서 수의 한 벌을 

사다가 신문위에 펼쳐놓고 제작 연습에 들어갔다. 

사업은 처음 해보는 것이지만 번득이는 아이디어가 있어 당시에 

듣도 보도 못했던 ‘장례토탈서비스’를 생각해냈다. 당시 신문에 작은 

광고를 냈더니 그때부터 전화가 빗발치면서 사업이 날개를 달았다. 

삼성의료원 장례식장을 시작으로 모든 대학병원에 장례식장이 만들

어졌다. 삼성의료원에는 지금까지 매장을 갖고 있다. 농협에도 장례

용품을 납품했고, 이는 전국의 농협이 장례사업을 하는 계기가 됐다. 

삼포실버드림 초창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계대마를 처음 개

발한 것은 물론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간성 회복을 위한 문화사업

으로 세계통과의례페스티벌을 최초로 시도해 생로병사의 문화를 콘

텐츠화 시켰다.

사촌 임진택과 함께 세계통과의례페스티벌 개최

남편은 사촌인 임진택(창작 판소리꾼이자 마당극 연출가)씨에게 

세계통과의례페스티벌을 추진 할 것을 제안했고 페스티벌 후원회장

을 맡아 행사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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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펼쳐진 축제에 수만명의 관객이 몰렸

어요. 특히 관에 누워보는 죽음 체험 코너가 인기였어요. 탄생으로부

터 죽음에 이르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인간성 회복과 올바른 삶의 방

식을 제시했지요.”

처음 행사를 기획했을 때 대개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나니 통과의례에 참여하고 체험하는 남녀노소 모두 때

로는 신나하고 때로는 심각해하면서 진지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깨달아 자신의 남은 

삶을 설계하고 충전하는 게 역력했다.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이구, 김대중 대통령, 대기업 총수들의 

수의와 관 제작

삼포실버드림은 장례용품의 표준 규격화는 물론 장례용품 판매가

의 정찰제를 최초로 실시해 장례업계에 공정한 유통문화를 이루는 

데 기여했다. 

“과거의 장의업은 조악한 상품과 폭리로 얼룩져 있었어요. 이때 

삼포가 등장하면서 품질표시제, 가격표시제, 유통혁신 등을 통해 건

전한 장례문화 정착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당시만 해도 장례문화산업은 장의사를 중심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할 때였다. 김 대표는 남편과 함께 올바른 장례문화

를 정착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혁신을 주도해 나갔다. 

규격화, 정찰제화, 가격 현실화를 실시하자 당시 신문 방송 등 중

앙의 주요 언론들이 앞 다퉈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고, 소비자들로부

터 호응과 격려가 잇따르면서 93년 농협중앙회가 장제사업을 시작

하게 되자 제1호의 계약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혁신을 주도한 삼포의 발전, 고공행진은 가속화 됐고, 94년 삼성 

서울병원의 장의용품 입점 전시 판매를 시작으로 연세장례식장, 이

대목동병원, 인천 길병원, 고대 안암병원, 국립의료원, 명지병원, 경

희의료원, 한양대장례식장, 전북대학교 병원 등 우리나라의 유수의 

병원들을 삼포가 휩쓸었다. 병원은 서로 벤치마킹을 하면서 단연 삼

포를 파트너로 선택했다. 또 소비자는 삼포를 유명 브랜드로 인식했

다. 실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앙케트 조사를 한 결과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1위를 차지했다. 

“우리는 매출이 목적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질 좋은 서비스와 

우수한 품질을 제공하는 것을 추구했어요.”

뿐만 아니라 삼포는 질과 디자인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사업 시작 당시만 해도 장제용품이 많이 낙후돼 있었어요. 삼베

에 나일론이 섞여 환경오염의 원인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장제용품

을 좋은 것으로 공급해야 자연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또 장제용품은 공경의 자세로 내세에서의 새로운 탄생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사업에 뛰어

든 동기였고, 소비자로부터 공감을 얻어낸 자산이었죠.”

장례문화사업을 하나님이 준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시는 분을 

공경하고 내세의 새로운 탄생을 기원하며 정성을 다했다.

수의 및 목관의 Q마크 획득과 품질표시인증을 받았다. 또 업계최

초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우수디자인상을 수상하는 등 장례와 관

련한 문화개발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삼포실버드림은 우리나라 장례업체 가운데서 톱의 자리를 유지하

는 선두 기업답게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의 아들 이구를 

비롯해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의 수의와 관 등을 제작했다. 

정주영, 정몽헌, 변중석 여사에 이르는 현대가로부터 SK, LG, 신도

리코 등 대기업 유명 인사들의 장례를 기획부터 시행까지 총괄했음

은 물론이다.

신도리코의 영결식장 재단 장식의 경우는 회사 마크를 넣어 상징

성을 돋보이게 만들어 전통에 바탕을 두면서 현대화를 시도했다.

올해 2020년에는 대형 화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김우중 전 대우

그룹회장, 신격호 롯데그룹회장의 수의며 관 제작을 입관에 한치의 

오차 없이 수행하기도 했다. 

공장 수익금 박물관에 환원, 1만여점의 세계 유물

용인의 신축 공장에서 막 사업을 시작한 어느 날 남편이 김 회장

한테 “남에게 유익된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의 근본”이라며 “공장의 

모든 이익금은 박물관으로 환원해 사회에 이바지 하자”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금은 너무 훌륭한 일이라고 여기지만, 당시는 깊은 

뜻을 모르고서 아이들 밥도 못 챙겨 먹이고 잠도 못자면서 24시간을 

일해 왔는데 무슨 박물관이냐”며 반대했다.

남편은 그때 세계장례역사박물관을 계획했다. 

그렇게 탄생한 예아리박물관은 약 1만점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3~5세기의 옹관을 비롯해 조선시대의 장제용품, 일본에서 기증한 

1850년대의 좌식 상여를 비롯해 세계의 장제례 유물과 자료를 한눈

에 볼 수 있고 티베트의 조장 등을 통해 내세관도 엿볼 수 있다. 미니

어쳐로 제작된 조선 정조대왕의 국장 행렬은 장엄하기 이를데 없다.

김 회장은 박물관에 있는 세계의 유물들은 남편이 등짐을 져서 가

져온 물건들이라고 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며 남편의 생

전을 회상했다. 

“남편은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을 등짐을 져서 직접 구입해 왔어

요. 1970년대에 저와 함께 했는데 체류비, 구입비 등 모든 비용을 제

외한 순수 비행기 값만 1억 4000만원이 들었어요. 세무서에서 뭘 

하는 사람들이냐며 세무조사를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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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김 회장은 이집트 벼룩시장을 비롯해 아프리카, 중국 등 

세계 각지를 돌며 장례유물 수집에 나섰다. 

당시 대사관 협조 하에 자료 및 유물 정보 수집 의사를 밝혀서 수

집을 했다. 

“그때니까 가능했지 지금은 법이 만들어져서 반입 못해요.”

루브르박물관에서 비행기, 물고기 형태의 독특한 아프리카 관을 

전시한 것이 세계적 이슈가 된 적이 있지만, 예아리박물관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그같은 유물을 전시했다. 

예아리박물관 세계문화관에는 한국, 일본, 중국, 아프리카, 티벳 

등 각지의 장례 유물이 전시돼 있고, 특히 2층 한국문화관에는 정조

대왕의 국장도감의궤반차도를 미니어처로 재현해 장관을 이루고 있

다. 2년간 1400여개에 이르는 모든 토우를 수공으로 제작했다.

“그때 저는 남편한테 박물관을 포기하라고 했어요. 나이 60이 다 

돼 돈 생기면 사재 털어 유물 사 오시는데, 저는 그때 그 같은 일은 

대기업에서나 하는 일이라며 만류했어요. 남편은 돌아가시기 직전, 

자꾸 지인들을 초대해서 가개관을 하신다기에 저는 너무 성급히 하

는 게 아니냐했는데 그러고는 6개월만에 애통하게도 돌아가시고 말

았어요.”

미래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김 회장은 남편이 남겨놓은 2020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중국 운남민족박물관에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장남 임호영씨를 관장으로 불러들여 장례문화사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편의 머릿속에 있던 것을 하루아침에 다 알고 하지는 못해요. 

요즘도 자고나면 하루하루 깨닫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런 곳은 우리나라에 유일합니다. 박물관을 갖추고 자료 수집한 곳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감탄을 했어요. 우리한테 아시아의 메인이 되

어 포럼도 주최하고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참

여의지를 밝히기도 했어요.”

앞으로 박물관에서 한중일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박물관 옆에 조상에 대한 제사나 생일을 치를 수 있는 제례관도 

만들 계획이다. 고인의 살아온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 보여주면서 

가족들이 효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이웃 사랑과 형제간의 우애를 

느끼게 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내에 치유와 행복의 공간인 스마

트팜도 지어서 운영할 계획이다. 노인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 함께 하

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다. 현재 박물관 앞 수정산

을 중심으로 둘레길 조성을 마쳐놓은 상태다. 높지 않아 노인들에게 

적당한 운동 코스다. 봄이면 철쭉이 만발한 수정산에 이미 살구나무

를 100그루 심어 살구 열매가 빼곡히 열리는 곳에서 노인들이 추억

에 잠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때 경내에 유기농 딸기체험하우스를 만들어 체험프로그램을 운

영하기도 했던 김 회장은 박물관 속 박물관 같은 휴식공간인 까페 드 

아리를 꾸며 젊은 도시인들의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기도 하다. 

특히 까페의 인테리어는 유물로 이뤄져 있다.

조경까지 손수 일군 조경전문가이기도 한 그녀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경영가이자 문화 전문가다. 현재 장남 임호영씨가 박

물관장을, 이태리에서 성악을 전공한 예술경영인인 차남 임근영씨

가 삼포실버드림을 맡아 든든한 좌우 날개로 보필하고 있다.

성악가가 꿈이었던 어린 시절, 눈비비고 일어나면 꽃밭의 꽃부터 

봤던 김보옥 회장. 지금도 그 꽃밭을 기억하고 있다. 멋쟁이었던 어

머니는 철따라 옷감을 끊어다가 김 회장의 옷을 직접 만들어 입혔다. 

어린 시절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남다른 감각이 체화될 수 있었다.

보배보에 구슬옥의 이름을 쓰고 있어 수정바위가 있는 이곳과 인

연이 된 것 같다고 말하는 김회장은 향후 다양한 사업의 청사진을 머

릿속에 그리며 하나하나 이뤄나갈 꿈으로 분주하다.

글  박숙현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대 대학원에서 공공감사정책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사주당의 태교신기, 처인성 등 지역학을 연구하고 있다.

박물관 조경을 위해 새벽마다 풀을 뽑아 휘어진 손가락을 펴보이는 김보옥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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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을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

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그중 한글날은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기리고자 만들어진 국

경일로, 1926년 음력 9월 29일 '가갸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1928년에 ‘한글날’이라는 이름으로 개칭되었고, 광복 후 양력 10월 9일

로 날짜가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여주 영릉에서 개최하는 한글날 기념식 때 훈민정음 서문 낭독을 옛 

발음으로 10여 년 이상 낭독하는 이가 있다. 훈민정음연구소 반재원 소

장이다.

10월 29일 오후 6시 경기문화재단에서 40년 이상을 훈민정음 연구

에 몰두한 반재원 소장(용인시 보라동 거주)을 만났다. 인터뷰에 앞서 

반 소장은 ‘천문의 원리에 따라 초, 중성 배열한 자연의 소리 훈민정음’

이란 제목으로 7페이지에 걸친 내용의 주장을 보내왔다. 그의 주장을 바

탕으로 삶의 이력과 ‘한글의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반재원 소장은 “경북 청도군에 있는 기성반씨 집성촌(岐城潘氏集姓

村)에서 태어났다. 대구로 나와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했고, 상경해 

동양철학 전공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했다. 당시 성균관대 유학

대학 학장 유승국 교수가 ‘사서삼경(四書三經)’을 공부하고 오라 해서 

‘사서(四書)’를 서당식 한문으로 배웠다. 그러나 도중에 원하는 과가 없

어지면서 좌절되었다. 그 후 훈민정음이 동양철학과 연관이 있다는 것

을 알고 창제이론을 탐구하기 시작했다”라며 “‘훈민정음 창제원리와 동

양 천문도와의 상관성’이라는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훈민정음 기원론’, ‘한글과 천문’, ‘한글 세계화 이래도 좋은가’, ‘한글 

창제원리와 옛 글자 살려 쓰기’, ‘옛 글자를 사용한 21개 외국어 회화 표

기 예’ 등 다수의 저서가 있고, ‘한글의 기능화, 세계화’와 더불어 훈민정

음 제대로 알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천문의 원리에 따라 초, 중성 배열한 자연의 소리 훈민정음

과연 한글이 어떠한 이론을 창제 바탕으로 삼았기에 세계의 석학들

로부터 이구동성으로 최고의 찬사를 받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동양 천문도에 이론적인 바탕을 두고 창제한 천문과 자연에서 찾아낸 

문자이기 때문이다. 성어자연(成於自然) 즉 자연의 구성요소인 천지인 

3 재 원리와 음양 5행의 원리에 맞게 창제되었기 때문이다. 한글은 15세

기에 우리의 차원 높은 천문이론을 바탕으로 창제한 문자인데도 그 바

탕이 된 천문이론을 창제의 기원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19세기 후반에 

정립된 서양 언어학의 잣대로 분석하다 보니 근본 창제원리를 놓치고 

말았다. 

훈민정음 창제원리는 바로 동양 천문도에 그 해답이 들어있다. 중성

과 초성의 배열순서도 <하도 천문도>와 <낙서 천문도>라는 동양 천문

도에 이론적인 배경을 두었기 때문이며 훈민정음이 28자로 만들어진 

이유도 <28수 천문도>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다. 세종은 명나라의 하

늘에서 벗어나 ‘조선의 하늘’을 가지고자 하였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세종이 천문관측에 몰두했다는 기록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성어자연(成於自然) 즉 천문이라는 자연법칙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절로 과학적인 문자가 된 것이지 처음부터 무

슨 잣대를 들이대어 과학적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만든 것이 아니다. 

반재원

사라진 옛 글자 복원해야 
한글의 세계화 이룰 수 있어.

외길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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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금의 컴퓨터 시대를 예감하고 만든 것도 아니다. 천문과 자연의 이

치에 따라 만들다 보니 저절로 컴퓨터에도 들어맞게 된 것이다. 자연의 

이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세종은 조선의 제4대 왕(1397~1450, 재위 1418~1450)으로 1418년

에 왕세자에 책봉되고, 그해 8월에 22세의 나이로 즉위하였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세종이 천문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기록이 나온다. 우리

나라 현실과는 맞지 않는 명나라 역법(曆法)을 버리고, 우리 하늘 즉 별

자리에 관심을 둔 것이다. 천문과 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한 세종의 적극

적인 지원에 힘입어 조선의 천문학은 최고의 수준에 오르게 된다.

또한 집현전(集賢殿)을 두어 다양하고 방대한 편찬 사업을 이루었는

데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창제 외에도 농업과 과학 기술의 발전, 의약 

기술과 법제의 정리, 국토의 확장 등 수많은 사업을 통하여 민족 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다졌다. 가장 두드러진 업적을 꼽으라면 훈민정음의 창

제가 가장 빛나는 업적으로 손꼽힌다. 

반소장은 세종이 어떤 이론에 기초해 훈민정음을 창제했는지를 알

아야 한글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글은 단순히 발성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천

문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세종이 이룬 조선의 하늘, 『칠정산』의 완성

그중에서 몇 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세종은 등극 3년(1421년)부터 벌써 『천문비기(天文秘記)』를 가까이 

두고 연구하였으며 세종 13년(서기 1431년)부터 새로운 역법을 연구하

도록 명하였다. 이순지의 『제가역상집』과 『동국문헌비고』에 따르면 

세종 15년(서기 1433년)에 세종이 직접 한양의 북극고도를 표준으

로 28수의 거리와 도수, 12궁에 드나드는 별의 도수를 일일이 측정하

여, 김담, 이순지에게 명하여 그것을 석판에 새기게 하였다. 또 같은 

해에 정초, 박연, 김빈 등이 새로 만든 혼천의를 바쳤다. 

세자(문종)가 간의대에 나아가 정초, 이천, 정인지, 김빈 등과 함께 간

의와 혼천의 제도를 강문하였다. 김빈과 내시 최습에게 명하여 간의대

에서 숙직하면서 해와 달과 별들을 관찰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게 하

였다. 그 후 천문과 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한 세종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

입어 관상감의 관원을 34명에서 80여 명으로 확대하였다. 

명나라 천문 기관인 흠전감(欽典監)의 인원이 11명이었던 점을 보면 

세종이 얼마나 천문에 심혈을 쏟았는지 알 수 있다. 그 당시 조선의 천

문학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올라있었다. 

세종 24년(서기 1442년)은 『칠정산 내외편』을 완성한 뜻깊은 해이다. 

이것은 바로 천문의 자주독립을 쟁취한 혁명이었다. 이후부터 명나라 

대통 역을 ‘중국 역’으로, 우리 역을 ‘본국 역’으로 구분하여 부르도록 그 

명칭을 바꾸었다. 비로소 명나라의 하늘에서 벗어나 ‘조선의 하늘’을 가

지게 된 것이다. 

세종 30년(1448년)에 완성된 신기전(神機箭)은 오늘날 다연장 장거

리 로켓의 완성과 같은 사건이다. 세종의 수많은 치적 중에서 대표적인 

치적은 신무기로 무장한 자주국방과 조선의 하늘을 찾은 ‘칠정산의 완

성’과 ‘훈민정음 창제’다.

훈민정음의 정확한 창제 일자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 1443년 12월 기

록에 따르면 ‘이 달(月)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다’라고 나와 있

다. 구체적인 공식기록을 남길 필요를 못 느낄 정도로 지극히 세종의 사

적인 작업이었다는 증거라고 말해지는 부분이다.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

고 세종의 이름을 빌렸다는 주장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세종대왕으로 분장한 분이 반재원 훈민정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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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 배열순서는 지금의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 의 순서와 달리 

ㅗ, ㅏ, ㅜ, ㅓ, ㅛ, ㅑ, ㅠ, ㅕ 로 배열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하도 천문도

의 <중성의 배열원리>의 화살표 순서로 배열한 것이다. 

초성 배열순서를 보면 지금의 ㄱ ㄴ ㄷ ㄹ ㅁ ㅂ∼ 의 순서와 달리 

ㄱ→ㅋ→, ㄷ→ㅌ→ㄴ, ㅂ→ㅍ→ㅁ, ㅈ→→ㅅ, ㆆ→→ㅇ의 순서로 배열되

어 있다.

 이것은 바로 낙서 천문도의 <초성 5행 방위낙서>의 화살표 순서로 

배열한 것이다. 지금까지 훈민정음의 초성을 전청, 차청, 불청불탁의 

순서로 배열한 이유가 중국의 음운체계를 따랐기 때문이라는 연구는 있

으나, 왜 전청 → 차청→ 불청불탁의 순서가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어

디에도 없다. 그 열쇠가 바로 <초성 5행 방위낙서>이다.

다음 <태극 중성도>는 훈민정음 발음의 음양(밝은 소리와 어두운 소

리)을 태극의 음양 기운과 연관해 설명한 것이다. <태극 중성도>에서 

왼쪽 위 점선 테두리 영역에 자리 잡은 ㅗ, ㅑ, ㅛ, ㅏ는 밝은 소리이고, 

오른쪽 아래 빗금 테두리의 짙은 영역에 자리 잡은 ㅜ, ㅕ, ㅠ, ㅓ는 어두

운 소리이다. 

훈민정음이 모두 28자로 창제된 것은 하늘의 28 별자리를 나타낸 

<28수 천문 방각도>에 이론적인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다. 세종은 우리 

고대 천문학을 부활시킨 위대한 천문학자이다. 바로 훈민정음을 28자

로 창제한 이유이다. 

한글 국제공용화의 선행과제는 모든 외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기능성 한글>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없어진 글자와 

세종 당시의 초성의 합용 병서법을 선택적으로 원용하는 일이다. 그래

야만 외국어 발음들을 정확하게 표기해 줄 수 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동양 천문도와 초, 중성의 배열원리] 

[태극 중성도] 

[28수 동양 천문도와 훈민정음 28자] 

 하도 천문도와 중성 배열

낙서 천문도와 초성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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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사람마다 쉽게 배워 날로 쓰기 편하게 하고자 한 세종의 홍익정

신이 세계로 뻗어 나가 한글 한류 시대가 올 것이다.

아직 문자 광복은 오지 않았다.

  없어진 글자와 초성의 합용 병서법을 원용한 <기능성 한글>은 결코 

이해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작업이 아니다. 다만 처음 보는 것이라 생소

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글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판을 개량해주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이다. 

조선총독부는 한일병합 직전 1912년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을 제정

하면서 자기네 글자보다 훨씬 적은 한글 24자와 종성 10자만 사용하게 

하였다. 옛 글자와 순경음과 초성의 합용 병서법을 모두 없애버렸다. 세

계의 발음기호인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간파하고 그 기능을 축소해 자기

네 말만 표기할 수 있는 일본 문자 수준으로 격하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작업이었다. 

  그 뒤 1930년 조선총독부는 경성제국대학 교수 오꾸라 신뻬이 등 

일본인 5명과 한국인 연희전문학교 교수 최현배 등 9명이 한글 24자와 

종성 21자를 사용하는 언문 철자법을 다시 만들었다. 

  또 1933년 10월 29일 정인섭, 이극로, 이희승 등 한국인 18명이 모

여 한글 24자로 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지만, 앞의 조선총

독부 언문 철자법을 그대로 따라 ‘외국어 표기에는 옛 글자를 쓰지 아니

한다’라고 다시 대못을 박았다. 이것은 바로 훈민정음으로 외국어 발음

을 표기할 수 없도록 한 특별 조치였다. 그러자 1년 후인 1934년 7월 박

승빈을 비롯한 112여 명의 이름으로 한글 24자로는 우리 말과 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훈민정음 28자를 모두 써야 한다는 ‘한글식 신철

자법 반대성명서’를 내었다. 또 주시경, 어윤적, 지석영 등은 ‘옛 글자와 

순경음이 우리말에는 필요치 않더라도 외국어 표기에는 꼭 필요하다’라

고 순종에게 건의하였다. 그러나 그 상소는 관철되지 못하였다. 

  해방 후 1948년에 최현배, 피천득, 언더우드 등 22명이 참여하여 

‘들온말 적는 법’을 공표하였다. 그때 순경음 ㅸ, ㆄ 등 4자를 추가하였

다. 그러나 ‘외국어 표기에는 한글 24자 외의 옛 글자나 새 문자와 기호

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1933년 10월 29일에 발표한 규정을 내세워 오

꾸라 신뻬이의 수제자로 알려진 이희승 등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또 폐기되고 말았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사장된 글자와 초성의 합용 병서법은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 이 논의는 1948년 이후 70년 만에 그 불

씨를 새로 살리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일은 세계의 발음기호로 사용하

게 한 세종의 홍익정신의 뜻을 살리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시키

는 일이다. 아울러 이 작업은 일제가 반신불수로 만들어 놓은 훈민정음 

광복 운동이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가슴에 꽂아 놓고 간 일제의 비수를 

뽑지 못하고 있다.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문자 광복이 있었는가!

반소장은 영남대학교 섬유학과를 졸업하고 중등학교에서 평생 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훈민정음 연구에 매진했다. 15년 전 용인의 보라

동에 살고 있다.

한글의 제작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訓民正音)은 1962년 12월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

산에 등재되었다. 반 소장은 “없어진 글자 4개를 복원하고 합용

병서 일부를 사용하면 완벽한 세계의 문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

장했다. ‘한글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라는 것

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인 반 소장의 삶이 엿보

이는 시간이었다. 

글  이경 

1999년부터 수원에 거주하며 제2의 고향삼아 현재 e수원뉴스 시민기자, 마을해설사(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 왕의골목 해설사(수원문화재단)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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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설아

나무 깎는 남자, 

소목장 법련 안규조

외길 인생

“주위 사람들은 제가 목욕하고 나와도 어디선가 나무 냄새가 난

다고들 말해요. 제 몸에 그 향이 푹 배어있는 거겠죠.” 열여섯 어

린 나이에 목공소에 취업해 반백년 가까이 소목장(小木匠)으로 

살아 온 법련 안규조의 말이다. 나무와 함께, 나무속에서 지낸 그

의 수십 년 인생 이야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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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소 청소년 견습생, 3년 만에 최고 창호 기술자 되다 

법련 안규조는 경기무형문화재 제14호 전수조교이다. 현재 경기

도 평택시 진위면에서 ‘호연전통창호’를 운영 중이다. 45년여의 긴 

시간 동안 손에서 나무를 내려놓은 적이 단 한 순간도 없었다. 그 시

작은 열여섯, 참으로 어린 나이에 이뤄졌다. 전라남도 보성 ‘녹차 고

을’에서 태어나 중학교 졸업장을 받기 전 해인 1973년, 부산에 있는 

목공소에 취업했다.

“제가 9남매에 다섯째였어요. 봄이면 졸업하는데 그해 겨울에 더는 

부모님께 손 벌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외삼촌께서 계시는 부산으로 

일단 내려갔어요. 기술을 배워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요.”

그는 초등학생 시절 반장을 도맡아 하면서 공부도 제법 했던 아이

였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면서 궁핍한 생활 속에 부모님께 학교 육성

회비를 달라고 말하는 것이 무서워졌다. 자연스럽게 공부해야겠다는 

의욕이 떨어지고 성적도 중 이하가 됐다. 몇 달 뒤면 중학교 졸업장을 

딸 수 있었지만, 부모님도 고등학교에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스스로 

부산행을 택했다. 어떤 기술이라도 하루빨리 배워서 집에 보탬이 되겠

다는 열여섯 소년의 간절한 다짐이 만든 인생 항로였다. 외삼촌의 추

천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한 목공소의 견습생으로 

첫 사회생활에 발을 디뎠다. 전라도와 부산의 방언이 확연히 다르고, 

제 나이보다 스무살 이상 많은 어른 사이에서 기술을 배우는 것은 녹

록지 않았다. 

“전라도 친구가 부산에 가서 일하는 것은 말부터 통하지 않으니

까…. 게다가 청소년이니까, 뭐든 다 힘들었죠. 잘 알지도 못하는 작

업 과정에 도구들인데 아저씨들이 ‘가온나’하면 알아듣지 못하고 연신 

‘뭐요’ 되묻고, 그러면 대답 대신 연장이 날아오는 거에요.”

소년은 거친 대우에도 ‘배워야 살 수 있다’고 억척스럽게 매달렸다. 

그렇게 한 달을 일하고 급여 300원을 받았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부

산광역시 서면의 고급스러운 영화관 입장료가 20원이었던 시절로, 

300원은 청소년에게 꽤 큰 돈이었다. 성실하게 일하면 더 많은 월급

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지런히 일하기를 3개월. 드디어 

‘거금’ 3천원을 받는 월급쟁이 청소년이 됐다. 버는 족족 시골집에 부

쳐드리다 보니 모은 돈은 없지만, 기술력은 차곡차곡 쌓여 최고 기능

공 대우를 받았다. 그는 집에 필수 요소인 창호를 만들었다. 집 한 채

를 지으면 대게 70~80짝의 문과 창틀이 필요했다. 철, 스테인리스강, 

알루미늄 등을 재료로 만든 창틀 ‘새시’(sash)가 보편화하기 전이었다. 

새시가 등장한 직후에도 한동안 양옥집의 경우 바깥 문은 유리창, 안

쪽으로는 나무를 깎아 만든 살문에 창호지를 붙여 이중창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집에 들어갈 모든 창호는 대패와 톱을 이용해 

손으로 나무를 깎고 이어 만들었던 시대였다. 기능공 한 사람 한 사람

의 실력이 중요했고, 그만큼 대우 받던 시절이다. 어린 나이에 전혀 다

른 도시에서 버틴 그는 3년여 만에 전통 문살 국화살까지 넣어 완벽한 

창호를 만들었다. 스무 살이 되기도 전에 한 달에 급여 4만7천원을 받

는 최고 기술자로 인정받았다. 

경기도에서 가구 제작 섭렵하다

80년대 초반, 최고 기능공으로 인정받던 부산에서 경기도로 올라

온다. 삶터를 옮긴 것은 어린 나이에 떨어져 지낸 가족과 가까이 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했다. 당시 출가한 누나가 경기도 화성시 병점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3대 독자로 가족애가 남달랐던 매형의 제안에 부산

을 떠나 누나 곁으로 올라왔다. 부산에서 받던 최고 기술자 대우를 그

대로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목공소도 가까이 있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급여가 4만3천원으로 줄었다. 입구자(口) 모양의 쉽고 단조로운 

기술만 쓰는 창호를 제작하다보니 안 씨가 가진 고급 기술을 활용할 

일이 없고 그만큼의 대우를 받을 수 없던 것이다. 

“달라진 상황을 인식하고 그 목공소를 나와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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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배워보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수원시 신풍동 북문 로터리 부근

에 큰 장롱공장에 찾아가 ‘어떻게 하면 빨리 배울 수 있냐’고 물었더니 

기술자 도우며 배워보라고 하더라고요. 기술자 한 사람이 여덟 자 장

롱 10세트를 만드는데, 한 달 지켜보니까, 이 문 짰던 사람한테는 아무

것도 아니더라고요. 눈으로 보니 식은 죽 먹기였어요.”

여러 명의 기술자가 각각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가구 공장은 규모가 꽤 컸다. 그 한켠에서 기술자를 도우며 눈동냥을 

하던 그는 한 달 뒤 자신만의 독립된 개인 공간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가구 제작을 시작했다. 세트당 7천원씩 받았는데, 다른 기술자보다 손

이 빨라 짧은 시간 더 많은 세트를 제작하면서 일약 그 큰 가구 공장의 

최고 기술자로 자리 잡았다. 일이 몰리면서 조수 두 세 명을 둬야 할 

정도였다. 오래 가지 않아 가구 제작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까지 도맡

았다. 한 달에 10만원 이상의 수입이 생겼고, 많이 벌 때 15만원을 번 

기억도 있다. 이렇게 나무로 가구를 짜서 넘기면 공장의 또 다른 공간

에서 칠을 하고 대리점으로 보냈다. 몇 년 동안 가구 공장에서 화려한 

목공 기술을 자랑하며 일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고 1986년 친

구와 함께 경기도 병점에 ‘현대가구연구소’를 차렸지만 오래 가지 않

아 정리했다. 곧바로 취업한 곳이 유명 가구 브랜드 리바트였다.

“리바트에 입사 원서를 내러 갔더니 할 수 있는 일을 따져 묻더라고

요. 창호부터 가구는 무엇이든 다 짤 수 있고, 관련 기계도 뭐든지 다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랬더니 입사 내역에 ‘다기능’이라고 표시하고 최

고 기능공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개인 사업을 정리하고 용인 기흥에 있는 리바트 가구 공장에서 8년

을 내리 일한다. 86년 시급 760원을 받았는데, 공장 3천여 명 기능공 

가운데 가장 많은 월급을 수령했다. 10대 시절부터 떨어진 적 없는 나

무와 함께하는 일상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개인의 선택과 상관 없는 

위기가 찾아온다. 1997년 한국을 덮친 IMF 외환위기가 그것이다. 

기술자에서 전수자로, 교육자로 나서다

외환위기로 전국이 위태로웠던 그때, 그는 안정된 직장을 뒤로 하

고 다시 수원으로 향한다. 

“IMF 때문에 여기저기 모두 구조조정하면서 인원을 줄이는 상황이

었어요. 리바트 가구 공장의 부서장들이 붙잡았지만 후배들을 길러야 

하고, 나는 나가서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장 먼저 자진 퇴사

했죠.”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퍽퍽한 홀로서기를 마주했다. 인

테리어 사업을 하던 친구의 소개로 98년 수원에서 경기도 무형문화

재 제 14호 소목장 김순기 선생의 전수관에서 전수조교로 활동하게 

된다. 전통 창호 기술에는 잔뼈가 굵은지라, 전수 조교로서 다양한 문

화재 신복원에 참여하고 후세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익히는 등 

여전히 나무와 함께하지만 결이 다른 일상을 경험했다. 2016년 지금

의 호연 전통 창호를 설립하기까지 많은 작업을 벌였다. 

99년 원곡 최규하 대통령 생가 외 15건의 신축, 복원, 보수 작업을 

시작으로 운현궁 영로당 보수, 용주사 신축, 남산 한옥마을 국악 체험

실 신축, 북경 대사관 한옥 신축, 여운영 생가 복원, 경복궁 소주방 신

축 등이다. 나무와 흙, 돌을 이용해 지어 올리는 한옥을 완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목수 장인 소목장으로 참여해 역사와 전통을 정교하게 구

현했다. ‘상품’ 아닌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나무를 고르는 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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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을 기울인다. 직접 산에 가서 나무를 고르고 재료소에서 자르는 

방법을 일러주는 것도 그의 작업에 있어 중요한 단계다. 

“산에 가서 나무를 보면 ‘아, 이 나무는 잘 견디고 자라겠다. 아 저 

나무는 얼마 가지 않아 뒤틀리겠구나.’하고 예측하는데, 다 맞아떨어

지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나무와 함께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나무에 대

해 조금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하고, 목욕탕

에서 목욕을 하고 나와도 주변 사람들이 ‘나무 냄새 참 좋다’고 말해요.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어 있나 봐요.” 

그는 2015년 김순기 선생의 전수관을 나와 1년여 이천의 후배 공장

에서 자금을 모았다. 그리고 지금의 호연 전통 창호를 설립하고 인증

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굵직하고 다채로운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6

년 한국학중앙연구원 강학당, 서재, 누각을 신축을 시작으로 이듬해 

현재 자신의 대표작으로 꼽는 경복궁 흥복전 신축 및 복원까지 쉴 틈 

없이 달려왔다. 창호 950짝 이상을 작업해 달았다. 근대 문화 보존의 

중요성이 대두하는 요즘, 안 씨의 기술력이 필요한 곳은 늘고 있다. 그

는 현재 경복궁 옆 ‘딜쿠사’(1919년 3·1운동 독립선언서를 외신으로 

처음 보도한 미국인 앨버트 테일러(1875년∼1948년)의 가옥)의 설치 

작업을 앞두고 있다. 용문사, 수원사 등 사찰의 창호도 그의 손길을 기

다리고 있으며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들어서는 한옥 도서관에도 직접 

문을 달았다. 인터뷰 중에도 작품의 완성도는 물론 마감 설치일을 지

키며 ‘장인으로서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안 씨의 공장은 쉬

지 않고 돌아갔다. 곳곳에 나무 톱밥이 꽃잎처럼 쌓이고 진한 나무 향

이 퍼졌다. 안 씨가 잠시 눈길을 거둔 공방에는 그의 차남이 묵묵히 손

길을 더하고 있었다. 

“자식이 한다고 덤볐는데 ‘나처럼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도 들지만 

나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칠 작정이다. 아들뿐만 아니라 후대에 

기술 전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줄곧 해왔어요. 남들 인정하는 기술이

라지만 나 혼자 갖고 있다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입니까”

공유를 마음먹은 안 씨는 경기도 오산시에 전수관을 짓고 있다. 그

는 이 전수관 건립을 추진하기 전부터 전수 조교로서 경기도 무형문

화재 전수조교 작품전 등 다양한 전시와 교류에 참여해 왔다. 또 이들

과 함께 어린이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에도 애정을 쏟았다. 

그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전통 창호 조립을 체험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었고, 전통문양을 살린 나무 냄비 받침 만들기도 기획했다. 자연

스럽게 우리의 전통을 배우고 흡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토목 

공사에 돌입한 오산의 전수관이 완공되면 전시실과 교육실을 조성해 

좀 더 적극적으로 전통 창호 기술을 전수하는 동시에 그 매력을 대중

에게 알리겠다는 것이 그의 계획이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나무와 함께한 외길 인생을 후회한 적은 

없냐’고 물었다. 그의 답은 예상과 달랐다. 

“외길 인생, 나무 작업. 인연이라고 운명이라고 없어요. 고달픈 작업

에 배우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둘째 아들 녀석이 나서서 속상하기도 했

어요. 목수 치고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위험한 

일 아닌가. 하지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내가 배운 이 기술 하

나 끝까지 배우고 배워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며 살고 싶어요.”

숱한 후회를 자부심으로 지워가며 전하고 공유하는 내일을 계획하는 

안 소목장. 그의 아름다운 전수관 문을 열고 들어갈 날이 기다려진다. 

글  류설아 

수원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지식재산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았다. 

신문과 방송사에서 15년 동안 취재기자로 활동, 한국기자상을 수상하고 인간의 삶에 주목하는 다양한 저술을 펴냈다. 현재 구술사 채록 등 프리랜서 인터뷰어로 활

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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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 시절 전문직업인으로 살다

회계사 김면기

고영창

외길인생

수원에 있는 경기문화재단 2층으

로 공인회계사 김면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반갑게 맞아주시면

서 첫마디가 “집이 어디요?”다. 질

문은 내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약간은 허스키한 목소리로 요샛

말로 직구를 날리신다. 그렇다면 나

도 이리저리 잴 것 없이 바로 질문

을 드렸다.

“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세요?”

“ 공인회계사? (약간 뜸을 들인다. 아마 이렇게 바로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신 걸

까?) 음~ 회계사는 의사가 환자의 몸 상태를 진찰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해주듯이, 

회계사는 의뢰인의 회사나 기관을 대상으로 첫째, 회계에 관한 용역 업무 계획 및 관리 둘

째, 재무회계 업무 셋째, 기업의 소득세보고서 작성 업무와 마지막으로 의뢰한 기업이나 기

관에 대해 경영 컨설팅 등을 해주는 전문 직업인이라고 할 수 있지”

 또 다시 나에 대해 궁금하신 지 이것저것 물어보신다. 수원이 고향이냐? 학교는 어디를 

나왔느냐? 등등 성격이 무척 급하신 건가? 아니면 궁금한 것을 참을 수 없는 것일까? 

“ 회계사님께서는 수원이 고향이신가요?”

“ 나? 집은 원래 용인인데 초등학교를 신풍을 나왔어. 몇 년 전에 죽은 심재덕 수원시장

과 동기동창이야. 그리고 중학교는 북중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는 그 옆에 있는 수원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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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학과를 다녔어. 자네는 중학교를 어디를 다녔어? 고등학교는? ” 

 또 다시 나에게 질문세례

“저요? 북중학교를 ....” 

“ 아~ 그래 몇 회여? 내 후배네. 왜 동창회에 안 나와?” 

쉴 틈도 없이 질문을 쏟아내 인터뷰 내내 질문에 답을 하느라 꽤

나 진땀을 흘렸다. 

그는 수원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마친 후 1962년 해군에서 3

년간 복무를 하면서 야간에 시간을 내서 단국대학교 경상대학교 상

학과를 다녔다. 군 복무와 학업 두 가지를 동시에 한 것이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공인회계사가 되신 동기가 무엇인지요?”

“내가 회계사가 되기 전에 회계법인 사무소에서 잠시 일을 했어. 

근데 하는 것을 보니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시간을 이용해 공인회계사 시험을 대비하는 학원을 다녔어”

한 번은 시험에 실패하고 그 이듬해 제 4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

시하여 마침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손에 쥐게 된다. 그때가 1968년

도이었다. 

제3공화국 시절 근대화와 산업화가 지상 과제였던 경제개발 5개

년 계획이 한창 시행되던 시절이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김

면기 회계사는 한국 세무사회 감사업무, (사) 한국능률본부 기업진단 

부장, 경제기획원 행정개혁조사위원회 촉탁 사무관, 한국공인회계

사회 이사 등을 거치면서 회계사 업무를 천직으로 여겼다.

70년대 해외 건설 붐이 일자 많은 국내 건설회사가 중동으로 진

출하였다. 그리고 공사대금의 결재와 관련한 회계업무 또한 활황기

이었다. 그리고 하는 업무가 기업의 경영상태를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기에 사업성은 좋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힘들어 

하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즉시 이 회사에 주식을 투자하고 그의 예상

대로 그 회사의 주가는 폭등을 하여 그의 표현대로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쉽게 번 돈은 반드시 쉽게 나가더라고 힘주어 말한다. 그

는 천직으로 여겼던 회계사 업무를 잠시 접고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인 ‘한국 고분자 주식회사’를 세운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무 패킹

류를 제조, 생산하는 회사였다. 그러나 몇 해를 견디지 못하고 그 사

업을 접었다고 한다. 

“ 아마 1977년도일거야. 당시에 현대자동차나 대우자동차 회사들

이 한 해에 약 30만대 가량의 자동차를 생산했는데, 그 다음 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2배, 약 60만대로 늘렸어. 그러면 당연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엄청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시설

을 증설하려고 부족한 지금을 외부에서 빌렸어. 그런데 1979년 2차 

오일쇼크가 터져버렸어. 배럴 당12~13달러 하던 석유가 하루아침에 

30달러로 치솟는 거야. 그러니 자동차 회사들도 비용이 갑자기 증가

하니 계획했던 60만대 생산계획을 취소했어. 그러니 나한테는 치명

타지. (웃음)”

결국 그는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1980년 ‘한국 고분자 주식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 돈의 흐름에 가장 밝다는 회계사가 돈의 흐

름을 읽어내지 못했다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역시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가 보다. 

사업의 실패로 전 재산을 모두 잃은 그는 다시 본연의 업무인 회

계사의 길을 걷게 된다. 서울에 있는 ‘청운 회계법인’에서 책임사원

으로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한다. 그곳에서 15년 동안 일을 하면서 

1980년대와 90년대를 보내게 된다. 당시 한국은 대내적으로는 부

동산 경기 붐이 대외적으로는 경제규모가 무섭게 성장하던 경제 활

황기였다. 이에 맞춰 그는 회계감사차 중동에 있는 이라크, 사우디아

라비아, 이집트 출장업무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한국일반여행업협

회의 용역을 맡아 ‘여행업 회계 매뉴얼’이라는 교본도 만들었다. 

20여년을 서울에서 회계사로 일하던 그는 경기도청에서 공개모

집한 고문 회계사에 응시해 1996년 경기도 고문회계사로 위촉이 된

다. 고향인 수원으로 다시 돌아온 셈이다. 경기도 고문회계사로 일하

면서 매년 적자로 운영되던 경기도 의료원에 대하여 회계감사와 경

영진단을 실시하여 의료원 운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등 성실하게 

일을 한 결과 4년 동안 경기도 고문회계사로 있는 동안 그 능력을 인

정받아 경기도 결산 심사위원, 경기도 교육청 결산 검산위원, 경기문

화재단 감사, 경기도 문화의 전당 감사, 수원시 보상 심의 위원회 위

원, 경기바이오 센터 감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2년에는 그동안 

업적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장을 수상하기도 한다. 

올해로 여든을 훌쩍 넘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동안인 그는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별 것 없어 몇 년 전까지는 골

프를 즐겨 쳤어. 지금도 치고 있지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잘 안 받

는 체질이라서 그런가봐 (웃음)”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업에서 일을 하시는 비결에 

대해 ‘성실함’이라고 한 마디로 잘라 말한다. 지금도 그의 사무실에

는 가까운 친구들이 찾아와 식사도 같이 하고, 가끔 재미로 화투도 

치면서 매일 매일 즐겁게 살려고 한다고 한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

안 내내 그의 핸드폰에서는 끊임없이 벨이 울리고, 점심 식사 예약과 

약속을 잡느라 중간 중간 인터뷰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인터뷰를 마

치고 사무실 문을 열고나서는 내 등 뒤로 “ 자주 놀러와. 어려워 말고

~” 하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신다.  

글  고영창 

영남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 4년 전부터 파주 전통마을 기록화 사업

에 공동 참여 중이며, 경기도의 역사·문화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조사·연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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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여행 

수원화성의 낮과 밤, 아름다움이 적을 이긴다

산행 

한남정맥 산행 : 가현치에서 용인농촌테마공원까지

경기도의 맛 

이천쌀밥 원조, 이천돌솥밥



유승혜

수원화성의 낮과 밤
아름다움이 적을 이긴다 

휴, 여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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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은 독보적인 성곽이다. 과학, 건축, 예술, 정치, 행정, 군사 그 모든 분야들이 통섭

적으로 엮여 탄생한 조선 르네상스의 총체다. 그에 대한 감상은 멋 부린 수식을 더하기보다 그

저 ‘아름답다’는 말로 충분하다. 그러나 수원화성이 아름답다는 말의 근본은 비단 그 외형에만 

있지 않다. 우리는 이곳을 낮과 밤으로 걸을 것이다. 천천히 걷고, 또 자주 멈출 것이다. 게다가 

바이러스가 종식되기 전까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므로 숨차도록 걸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다만 ‘아름다움’을 바라볼 것이다. 

1. 수원화성 축성 때 조성한 인공연못 용연과 용연에 비친 방화수류정 야경   

2. 행궁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화성행궁. 수원화성 여행의 시작점으로 삼으면 좋다.

사람을 만나지 않지만 사람을 생각하는 여행   

조선 말, 나라에 원인 모를 역병이 돌았다. 그 당시 비록 질병관리본부는 없었지만 왕

은 병으로 고통 받는 백성들을 구제하는데 국가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을 엄명한다. 왕

은 환자와 사망자의 숫자를 매일 보고 받았고 환자를 격리하는 공간인 병막 설치와 물

자 제공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시했다. 진휼청이 왕에게 올렸던 여러 날의 보고 중 하루

를 보면 ‘병막 727곳, 환자 1600명, 사망자 454명이며 사망자에게는 포1필 돈1냥을 지급

했으며 새 병막을 짓는 데에 가마니 4191장, 장대 2103개, 그물 309장이 들었다’고 적혀 

있다. 조선 왕조에서 유례없이 구체적인 보고다. 1788년, 정조 12년의 일이다. 

원인분석도 치료법도 곤궁하기 그지없던 시절, 정조가 백성을 아꼈던 마음이 그가 받

은 보고만큼이나 구체적으로 와 닿는 일화다. 이는 정조가 의학에 관심이 많았던 사실과

는 별개의 영역이다. 정조의 애민정신은 효심과 더불어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바, 후술할 

수원화성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할 것 같다.

2020년, 원인모를 전염병 바이러스로 세상이 뒤집혔다. 백신 없는 바이러스, 코로나

19의 확산이 장기화되자 사람들의 우울함도 만성화됐다. 이른바 ‘코로나블루’다. 그러

자 해외여행은 못하지만 국내여행이라도 하면서 답답함을 해소하려는 사람들이 늘었고 

‘언택트 여행’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언택트는 접촉한다는 의미의 ‘Contact’와 이를 

부정하는 ‘Un’이 합쳐진 말로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사람 간의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여행을 한다는 의미다. 사실 바이러스 시대에 여행을 생각하는 것 자체로 조선시대와 비

교할 수 없이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다만 아무리 언택트를 외쳐도 여

행이라는 행위 그 자체가 방역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순 없다. 이 부분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와 맞물려 정부도 한때는 여행을 독려했을 만큼 의견이 분

분할 수 있다.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되 가볍게 산책하듯,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영

감을 받을 수 있는 언택트 여행지로 수원화성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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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가 말하는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산책의 시작은 오후 3~4시쯤이 좋겠고 달을 볼 수 있도록 보

름날을 맞추면 더욱 좋겠다. 장소는 화성행궁 앞 광장이다. 행

궁을 둘러볼 의사가 없다면 바로 수원천변을 걸어도 좋다. 그렇

지만 처음 방문자라면 행궁에 들러 정조대왕을 알현하자. 정조

는 부친 사도세자의 산소 융릉을 13차례나 참배했는데 그때마

다 머물렀던 곳이 화성행궁이다. 건립 당시 576칸의 정궁 형태

를 이루며 가장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행궁이었다. 행궁 내 화

령전에 할아버지 영조를 똑 닮았다고 전해지는 손자 정조의 어

진이 모셔져 있다. 지방에 어진을 모신 왕은 태조 왕건을 제외

하고 유일하다. 사람이 살지 않는 전각임에도 아궁이를 설치해 

사후에도 안락하게 모시고자 하는 뜻을 살렸고 동시에 사당 내

부에 불을 지펴 습기를 조절했다.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화성행

궁의 정문인 신풍루 앞에서 매일 2회 무예24기 공연이 열렸다. 

무예24기는 화성에 주둔했던 조선의 최정예부대인 장용영 외영 

군사들이 익혔던 24가지의 실전 무예다. 

행궁을 둘러본 후에는 천을 따라 북쪽으로 걷는다. 천변의 버

드나무길을 650m 쯤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북수문에 해당하는 

화홍문이다. 여행자들의 첫 번째 포토존이다. 화성의 무지개로 

불리는 화홍문은 실제로 수문 앞에 설치된 분수의 물줄기가 햇

빛을 받고 무지개를 만들어내곤 한다. 물길 아래로 늘어진 버드

나무 가지와 크기가 각기 다른 7개의 무지개 모양 수문, 그리고 

분수가 만든 ‘진짜’ 무지개까지 그 풍경은 화성의 하이라이트

라 할만하다. 화홍문은 광교산에서부터 흐르는 수원천을 성안 

도시로 흘려보내는 배수로 역할을 한다. 즉 천을 따라 북쪽으로 

걸으면 광교저수지까지 닿을 수 있다.   

화홍문에서 오른쪽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너도나도 수원화성

의 백미로 꼽는 방화수류정이다. 방화수류정은 화성 각루 4개 

중 하나로 동북각루로도 불린다. 용도는 군사지휘소, 초소, 휴식

처 등인데 건물의 기능을 떠나 누구의 눈에나 특별해 보이는 정

자다. 건물은 매우 입체적인 구조로 사방에서 마주하는 풍경이 

모두 다르다. 불규칙한 지붕에서 벽돌로 쌓은 기단부까지 색이 

아닌 형태 그 자체로 화려하다.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이라는 

이름의 뜻부터가 ‘꽃을 찾고 버들을 좇는 정자’다. 정자에 오르

면 아래에 보이는 연못이 용연이다. 축성 당시 만든 인공 연못

으로 정자를 받치고 있는 용머리 바위 아래 섬 하나를 두고 원

형으로 자리한다. 방화수류정과는 한 몸과 같은 존재다. 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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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수문에 해당하는 화홍문. 수문 앞에 설치된 분수와 

7개의 반원형 수문이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답다.

2. 신풍루 앞에서 매일 2회 열리는 무예24기 공연.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중단된 상태다.

3. 수원화성의 정문인 북문 장안문의 야경

4. 성곽 안 마을인 행궁동 골목 담장과 옛집 외벽에 

그려진 알록달록한 벽화 

5. 활쏘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연무대.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체험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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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에 방화수류정은 안에서 밖을 바라봐도, 밖에서 정자를 바라

봐도 시종 아름답다. 그저 아름답기 위해 지어진 건축물처럼. 

정조는 수원화성을 두고 ‘성이 튼튼하면 된 거 아니냐’는 대

신들의 말에 ‘아름다움은 능히 적을 이긴다’라고 답했다고 한

다. 정조가 말하는 아름다움은 단순히 시각적인 즐거움이 아니

다. 물론 근사한 풍경 앞에 정신을 놓는 얼빠진 적군도 있기야 

하겠지만 정조가 말하는 아름다움의 요체는 필시 ‘사람’에 닿아

있다. 

 

성곽을 걸으며 마음을 읽는다 

이제 방화수류정에서 동쪽 성곽을 따라 동장대로도 불리는 

연무대로 향한다. 연무대는 북수문인 화홍문과 동문 창룡문 사

이 언덕 위에 자리해 성 안을 살펴보기 좋은 군사요충지이자 병

사 훈련장이었던 곳이다. 200년 넘게 칼과 창, 활을 다루는 공

간이었는데 지금은 방문자들의 활쏘기 체험장이 되었다. 체험

권을 사면 1회 당 10발의 활을 쏠 수 있어 어린이, 어른 모두에게 

인기 있는 장소다. 연무대에서 벽돌 망루인 동북공심돈을 지나 

창룡문에 이르면 필히 성문 안쪽, 이름이 새겨진 벽돌을 살펴야 

한다. 감독관 김기승, 수원 부사 역임 김혁, 그리고 석수 김명한. 

벼슬아치와 석공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음이 인상적이다. 

정조는 성문 곳곳에 공사에 참여한 장인들의 이름을 새겨 그들

의 공을 치하하고 부역이 당연했던 시대에 일한만큼 보수를 지

급하도록 했다. 왕의 지시는 『화성성역의궤』에 소상히 적혀있

다. 인부들에게 임시거처를 마련해주고 여름에는 보약을, 겨울

에는 토끼털 귀마개를 제공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화성의 건축

기간이 예정된 10년에서 2년 8개월로 단축된 데에는 거중기 등 

새로운 기기의 역할도 컸지만 보장된 노동자 인권도 큰 몫을 했

으리라 본다.  

정조의 인본주의는 수원화성 건립의 첫 단추인 부친 사도세

자의 묘 이장 단계에서부터 잘 드러난다. 사도세자의 묘를 현재

의 융건릉인 화산으로 옮기면서 당시 화산 주민들에게 10만 냥

의 이주비용을 지급하고 10년간의 세금을 면제했다. 팔달산 아

래 신도시로 이주한 주민들은 이와 같은 조치를 파격적으로 느

꼈을 것이다. 융건릉 참배를 나서는 길에도 비가 쏟아지자 불만

은커녕 “비가 내리니 농사에 도움이 되겠군”이라고 했던 왕이

다. 수원화성은 신도시이기도 했지만 정조에 의해 농업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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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농업의 메카이기도 하다. 여기에 7t의 돌을 들어 올리는 거중기, 10m까

지 돌을 쌓아올리는 녹로, 2배 빠른 수레 유형거 등 다양한 근대기기로 화성을 쌓

아올린, ‘과학개혁의 군주’임은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부모에 대한 효심, 백성

을 사랑하는 애민정신, 변화를 수용하고 또한 추구하는 오픈마인드…. 수원화성을 

이야기하다보면 맥락은 자연스레 정조 찬양으로 흐른다. 한낱 과거의 건축물이 현

재에 없는 한 사람의 마음을 투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정조가 말하는 아름다움

이란 결국 ‘사람’이다.

휘영청, 성곽 위에 걸린 보름달을 향한 기도

이제 다시 발걸음을 돌려 방화수류정 쪽으로 되돌아간다. 남문인 팔달문 쪽으로 

계속 걸어도 좋지만 일몰 즈음이라면, 더욱이 성곽에 조명이 켜졌다면 화홍문과 방

화수류정의 야경을 눈에 담아야 한다. 낮 풍경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밤에 있다. 

성곽 아래로 내려가 어둠이 깔린 용연과 보랏빛, 홍시빛으로 물든 하늘을 배경으로 

고혹한 자태를 뽐내는 방화수류정을 바라봐야 한다. 물론 이 산책에 ‘꼭’이란 없다. 

어디까지나 산책자가 걷고 싶은 방향이 최고의 동선이다. 그래도 되는 곳이 수원화

성이다. 

방화수류정을 지나면 수원화성의 정문인 북문 장안문이다. 성의 정문이 남문이 

아닌 북문인 이유는 임금이 수원의 북쪽, 도읍 한양에서 내려오기 때문이다. 장안

문은 서울의 숭례문을 닮았는데 규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성문이다. 장안문 누

각에 서면 성을 방어하기 위해 쌓아올린 항아리 모양의 옹성이 한눈에 들어오고 

동시에 문 앞을 지나는 4차선 도로와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이 보인다. 과거와 현

재의 오묘한 조화다. 장안문을 지나면 정조가 화성에서 가장 좋아했던 건축물 서북

공심돈이다. 군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성벽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듬어 곡선이 주

는 아름다움을 살렸다. 북문 장안문에서 서문 화서문까지는 불과 597m로 천천히 

걸어도 10분이면 충분하다. 화서문에서 성곽을 내려와 산책을 마쳐도 좋지만 가던 

방향으로 곧장 614m를 더 걸어 서장대까지 걷길 추천한다. 

팔달산 정상을 오르는 오르막길이라 숨이 살짝 차지만 어둠이 짙어졌다면 ‘조선 

최초의 신도시’, 행궁동 일대의 야경을 볼 수 있다. 서장대 앞에 서면 성의 안팎이 

한눈에 들어옴은 물론 수원 시내가 너르게 펼쳐진다. 누각에는 이곳의 또다른 이

름, 화성장대(華城將臺)라 쓴 편액이 걸려 있다. 정조의 글씨다. 오래전 정조가 꾸었

던 반짝이는 꿈이 200년이 훌쩍 흐른 현재,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다. 태평성대

를 바란 정조의 마음으로 휘영청, 성곽 위에 걸린 보름달을 향해 기도한다. 

“아름다움은 적을 이기는 법, 다음에는 부디 마스크 없이 이곳에 올 수 있기를”

서장대를 내려올 때는 성곽길을 다시 걸을 필요 없이 일직선의 계단을 이용하면 

곧바로 화성행궁까지 닿을 수 있다. 화성행궁에서 수원통닭거리까지는 도보로 단 

3분. 통닭 한 마리 포장해 사람 없는 근처 벤치나 내게 가장 안전한 집으로 향하자. 

닭다리 하나 들고 맥주 한 잔 곁들이면 오늘의 언택트 여행은 성공이다. 

글·사진  유승혜

광운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여행작가로 활동하며 국내외 곳곳을 걷고 문장으로 적는 일을 한다. 지은 책으로 『쉼표,앙코르와트』, 『쉼표,경주』, 『쉼표,제주』, 

『같이 오길 잘했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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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궁 앞 광장에서 펼쳐지는 무예24기 공연. 무예24

기는 조선의 최정예부대인 장용영 외영 군사들이 익

혔던 24가지 실전 무예다. 

2. 화홍문의 야경. 수문마다 은은한 조명이 켜져 낭만적

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3. 북동포루에서 바라본 보름달이 뜬 수원화성. 달이 뜬 

밤의 수원화성은 유난히 더 아름답다.

4. 수원화성의 건축과정과 과학적·예술적 성취, 정조대

왕의 업적을 자세히 접할 수 있는 수원화성박물관 

5. 동장대로도 불리는 연무대는 군사요충지이자 병사훈

련장이었다. 현재는 활쏘기 체험장이 마련되어 있다. 

6. 행궁동은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거리다. 주말마

다 다양한 예술 체험 행사가 열린다.

7. 예술가들의 공방과 문화예술공간이 곳곳에 자리한 

행궁동 

8. 팔달문 주변에는 영동시장, 지동시장, 미나리광시장 

등 대형재래시장 자리한다. 

9. 수원화성 주변을 도는 화성어차. 시속 20km로 약 

5.8km를 돈다. 오디오를 통해 어차가 지나가는 곳곳

마다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승차는 화성행궁 북쪽 광

장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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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경보에 산행이라니

한 달 넘게 전국에 엄청난 비 피해를 입힌 장마가 잠시 주춤

한 사이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 비가 오지 않으니 이때다 싶어 

얼른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한다. 혹시 산행 중간에 비가 올 경

우를 대비해 이것저것 장비에 욕심을 내다보니 한층 배낭이 무

겁다.

 “어쩌겠어, 이것이 내 삶의 무게라면 받아 들여야지” 차에 올

라, 라디오를 켜니, 나오는 뉴스 대부분이 일기예보와 전국 각지

에서 벌어진 수해 소식이다. 이번 장마에 안성 지역 피해가 크

다는 소식이 남다르게 다가온다.

 오늘 답사 여행 코스는 한남정맥 용인구간에 해당한다. 이 

구간을 지나는 정맥의 서쪽은 진위천과 오산천 수계(水界)에 해

당하고, 오른쪽은 청미천과 복하천 그리고 경안천과 탄천 수계

에 속한다.

그리고 이들 수계를 연결하는 고갯길과 남북방향의 57번과 

325번 그리고 17번 도로와 동서방향의 318번 도로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 차창 밖으로 스쳐지나 보이는 산사태 흔적을 보

면서 이번 답사에 각별한 안전을 소망해본다.

특히, 정맥이 지나는 원삼면은 현재 용인시 처인구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본래 조선시대에는 죽산현과 양지현에 속해 

있었다. 1914년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죽산군 원

삼면의 9개 동리(洞里)와 원일면(遠一面)의 9개 동리 그리고 근

삼면(近三面)과 양지군 목악면(木岳面) 등의 6개 동리, 주서면(朱

西面)의 광곡리(廣谷里) 등을 합쳐 12개 리로 개편한 후 용인군 

원삼면에 편제되었다. 

최근 이 지역에 약 140만평 규모의 SK 반도체 클러스트가 조성

될 예정1인데, 주민들과 기업 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 때문인지, 

고영창

산행

한남정맥 산행 

  가현치에서 용인농촌테마공원까지

한남정맥 용인 제1구간(가현고개에서 바래기산까지) 종주 개념도

1 2019년 2월 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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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동네가 떠들썩하다. 오늘 가야할 길은 지난 번 내려온 가현

고개(일명 가현지)에서 시작하여 용인농촌테마공원까지 일단 잡

아본다. 상황에 맞춰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

다. 고개의 특성상 내려오면 올라가야 하고, 올라오면 내려가야 

하는 법이다. 첫 시작부터 낭패다. 절개지 잡목 숲을 헤치고 올

라가려다 포기한다. 아예 길이 안 보인다. 잡목 숲과 넝쿨로 담

을 쳐놓은 것 같다. 뚫고 지나가려고 몇 번 시도하다 포기하고 

다시 도로로 내려와 안성 천주교 추모공원 입구로 우회해 공원

묘지 도로를 따라가다 능선에 다시 접선하기로 한다.

오전 9시도 안되었는데 벌써 피부가 타들어갈 듯이 햇살이 

따갑다. 오늘 산행의 고생문이 열리는 순간이다.

이곳은 죽은 자들의 안식처다. 조용히 지나가야겠다. 어떤 사

연을 안고 이곳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이

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마음속으로 되뇌며 발걸음을 재촉한다.

더불어 오늘 산행의 안전도 함께 빌어본다. 이 구간의 특징은 

달기봉과 구봉산 능선을 거쳐 두창리 고개까지는 오르막 내리

막이 심해 고도에 비해 체력 소모가 심하며, 두창리 고개 이후

부터는 정맥이 한껏 몸을 낮춰, 말 그대로 ‘비산비야(非山非野)’

가현치에서 두창리 고개까지 정맥길

한남정맥과 지맥 그리고 남한강 및 안성천 수계(水界) 개념도

도로를 따라 내려가는 도중에 만난 장마로 인한 산사태 흔적

고개에서 능선으로 접속하기도 전에 잡목과 넝쿨로 인해 앞으
로 진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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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마을길인지 산길인지 구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경지나 주

택, 골프장과 공원묘지 등에 의한 훼손이 심해 정맥 찾기가 무척 어렵

다. 그래서 그런지 정맥을 따라 걷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고개를 갸우

뚱하게 한다.

추모공원과 산 능선 경계에 도착해 올라온 길을 뒤돌아보니, 한 쪽

은 죽은 자들의 안식처요, 도로 건너에는 산 자들이 건강을 위해 이

른 아침부터 열심히 골프를 즐기는 골프장이 한꺼번에 조망된다. “죽

은 자들은 말이 없고, 산 자들은 언제나 말이 많구나.” 정맥 양 옆 산기

슭은 공원묘지나 특히 골프장이 여러 곳 들어서 어느 구간보다 훼손이 

심한 것도 이 구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포장도로를 버리고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능선길이다. 오랜만에 만

나는 선답자의 표지기를 보면 왠지 이분들과 함께 걷는 착각에 빠져들

기도 한다. 아무튼 고맙고 반가울 따름이다. 

점점 폭염으로 인한 더위가 느껴지기 시작한다. 땀이 비 오듯 흘러

내린다. 이제부터 고난의 행군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몸은 점점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기 시작하고 있다. 연거푸 물을 들이킨다. “이럴 

줄 알았으면 물을 충분히 준비하는 건데...” 약간 걱정이 들지만 계속 

진행한다.

송전탑 밑으로 정맥 길이 이어진다. 당분간 송전탑을 따라 
길은 이어진다. 대형 십자가와 납골묘역이 이채롭다

저 멀리 왼쪽에 있는 봉우리가 지난 번 오른 상봉, 오른쪽이 골프존 
카운티이다. 추모공원 최상부에서 뒤돌아 내려다본 모습이다

마지막 만나게 되는 송전탑 아래에서 왼쪽으로 정맥은 진행한다. 가현고개에서 달기봉 가는 도중에 만나는 이정표

공원 포장도로를 버리고, 능선에서 처음 만나는 표지기 추모공원이 마지막으로 보이는 능선에서 뒤돌아 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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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뚜렷한 길을 따라 가다보니 거대한 송전탑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송전탑과는 작별이다. 1차 목적지인 구봉산을 향하는 길목

에 ‘달기봉’이라는 봉우리를 만나게 된다. 지도상에는 ‘달기봉’이라는 

지명은 없다. 다만 415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달기봉 가는 도중에 

만나는 용인시에서 설치한 이정표에 이 길이 영남길이라고 한다. 이해

가 잘 안 된다. 낮은 평지 길을 버리고 하필 이 길로 서울에서 영남지방

으로 오갔을까?

오르막 내리막이 끝없이 반복이 되니 점점 기운이 빠져나간다. 땅에

서 올라오는 덥고 습한 열기와 잠시라도 걸음을 멈추면 어김없이 달

려드는 모기떼에 정신줄 놓은 지 벌써 오래다. “아직 반도 가지 못했는

데, 큰일이다. 시간보다 컨디션 조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수없이 되뇌

어본다. 그래도 꾸역꾸역 한 걸음, 한 걸음 가다보니 달기봉과 만난다. 

달기봉 정상에는 잘 만들어진 이정표와 나무에 매달린 달기봉 표지가 

눈에 들어온다. 잠시 호흡을 고르고 다시 구봉산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

해본다.

이정표에서 선답자의 표지기가 붙어 있는 오른쪽으로 진행을 한다. 

처음 몇 분 동안 편안하고 평탄한 길이 계속된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이런 길이 나타나면 왠지 반가움보다 덜컥 겁이 난다. 왜냐고? 조금 

가다 악 소리 나는 오름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몸이 기억하고, 머리가 기억하기 때문이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온

다. 뒤늦은 후회도 함께. 

불길한 예감은 틀림이 없다고들 했나? 눈앞에 밧줄까지 설치가 된 

된비알 오름길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얼마를 올

랐을까? 달기봉과 구봉산 중간에 463.9봉 정상에 닿는다. 호흡이 턱

까지 차고, 땀은 비 오듯 쏟아져 내린다. 연거푸 물을 마셔댄다. 그래도 

진정이 안된다. 배낭을 내려놓고 한참을 쉰다. 

달기봉 정상 이정표. 구봉산은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오죽하면 밧줄까지 설치를 하였을까?

동네 뒷산 가벼운 옷차림으로 한 바퀴 돌고 싶을 정도의 편안한 
산길

달기봉에서 구봉산 가는 도중에 만나는 463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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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쉬었을까? 다시 길을 이어가기 위해 내려놓은 배낭을 

짊어지고, 심호흡도 한 번 길게 하면서, 발걸음을 옮겨본다. 구

봉산까지 이정표대로라면 1km도 채 안 남은 건데, 하지만 이런 

기대는 여지없이 깨어진다. 이정표에 표시된 거리는 도무지 납

득이 안 갈 정도로 정확하지 않다. 물론 내 개인 의견이라는 전

제 하에 그렇다는 말이다. 실제 거리인지 아니면 지도상의 거리

를 표시를 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실제 걸어보니 차이가 상당

하다. 산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거리 표시는 실제 거리로 표

시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 463고지에서 서북으로 

향하던 정맥이 방향을 틀어 북쪽을 향해 나아간다. 수많은 표지

기가 붙어 있는 산불 감시탑 옆으로 난 길로 들어선다. 

능선 오른쪽은 백암면 용천리와 석천리가 있으며, 석술암산

(413.1m)와 정배산(282.9m) 그리고 조비산(296.3m)이 있다. 정배

산 기슭에도 여지없이 골프장(용인 c.c)이 개장되어 있는데, 여름

철이라 나무에 가려 조망이 안 된다. 왼쪽으로는 목신리와 죽능

리가 있다. 이곳 구봉산 자락에도 골프장(블루원 용인c.c)이 개장

되어 있다. 마치 누에가 뽕잎을 갉아 먹은 것처럼 온통 산자락

이 누더기가 되어 있다.

누에가 뽕잎을 갉아 먹은 것처럼 산기슭 양쪽 모두 흉물스럽다. (작은 사진은 주변 확대 사진) 앞으로 가야할 원삼면 두창리 모습

구봉산 정상 쉼터. 주변 조망이 훌륭하다.

구봉산 정상 쉼터에서 두창리와 석술암산 삼거리 가는 도중 만나게 되는 능선 위 
소나무 군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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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이 턱 밑까지 찰 무렵 드디어 1차 목적지 구봉산 정상 쉼터

에 도착한다. 여름이 아니면 주변을 시원스럽게 조망할 수 있을 

정도로 위치가 매우 뛰어나다.

정상 쉼터에는 정상석과 함께 편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주변

의 조망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놓았다.

구봉산(九峰山,461m)은 원삼면과 백암면 그리고 안성시에 걸

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구봉산은 현의 남쪽 30리에 

있으며, 죽산현에서도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동국여지

지』 죽산현 편에는 “구봉산은 현의 서북쪽 22리에 있는데 병풍

을 비껴 세운 것 같고 꼭대기에 아홉 개의 머리가 있어 이름도 

이것에서 연유한다.”라고 하여 이름의 유래를 밝히고 있다. 아

울러 『택리지』 에는 “죽산 남쪽(아마도 서북쪽의 오기(誤記)인 듯

하다)에 있는 구봉산은 산이 고리처럼 돌아서 산성을 만들기에 

적합하고 또 경기와 호남을 오가는 길 한가운데 위치하였다”라

고 기록하고 있어 구봉산의 지리적 특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여기서 한 시간 정도 쉴 작정이다. 달아오른 몸의 열기를 식

히기 위해 신발과 양말도 벗고 맨발로 돌아다니며 이곳저곳 사

진도 찍으면서, 늦은 점심을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더위에 지친 

탓일까? 도무지 아무 것도 먹고 싶지가 않고 오로지 물만 들이

킨다. 갈 길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 물이 한참 모자랄 것 같아 걱

정이 된다. 여기 능선에는 물을 보충할 만한 곳이 없는 것 같다. 

갑자기 지리산 능선이 그립다. 높은 고지임에도 불구하고 적당

한 거리마다 시원한 약수가 사시사철 멈추지 않고 나오니 말이

다. 마치 엄마 품속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싱그럽게 산행을 한 

기억이 새롭게 떠오른다.

숨 가쁜 호흡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듯하고, 갈증과 몸의 열

기도 가라앉은 것 같아 출발 채비를 한다. “가자~, 가다보면 목

적지에 다다르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진행을 한다.

구봉산에서 두창리와 석술암산으로 갈라지는 삼거리까지 가

는 도중에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 군락지를 만난다. 지금까지 오

는 도중 대부분의 수종이 굴참나무 계통이었는데, 이 구간에는 

많은 소나무가 자라고 있다. 역시 소나무와 우리들 정서는 서로 

궁합이 맞나보다. 반갑다. 그래서 여기저기 사진을 찍어본다. 관

리만 조금 해주면 훌륭하게 자랄 수 있으리라 본다.

두창리와 석술암산 삼거리부터 정맥은 급격하게 고도를 낮

춘다. 두창리 고개가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이다. 출발하기 전

에 두창리 고개로 내려서는 길목에 차를 주차해 놓았다. 내려가

면 제일 먼저 에어컨 최고로 틀어 몸의 열기를 식히고, 가까운 

가게로 달려가 얼음물과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생각이다. 하지

만 조금 지나 이 생각은 산산이 부서져버린다. 이정표의 거리로

는 3km도 채 안남은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 평소 걸음이라면 

1시간에 4km 정도, 길이 험하면 1~2km 정도 줄어들지만 길게 

잡아 2시간 이내에 두창리 고개에 도착할 것으로 봤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체력을 오로지 걷는 것에만 집중을 한다. 그러나 

길은 가도 가도 끝이 없고, 다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고, 

내리막이 있으면 다시 오르막이 시작되는 정말 사람 혼을 쏙 빼

놓고 만다.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온다. “거리를 누가 계산한 거

야.” 언제나 고개가 가까워지면 지나는 차량들 소음이 어렴풋하

게나마 들린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한참을 온 것 같

은데 이정표에는 아직 2.3km가 남았다고 한다. 얼마 안 남은 기

운마저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다. 다시 한 번 기운을 내서 걷는다.

두창리 고개까지 2.3km 남은 지점에 ‘경대바위’라는 희한하

게 생긴 바위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다. 잠시 쉬면서 사진 여러 

장 찍어본다. 이곳에서 좀 더 가면 둥지박물관으로 내려서는 삼

거리가 나온다. 정맥은 두창저수지 방향으로 진행한다. 지금

부터는 오로지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진행을 한다. 구봉산에서 

두창리와 석술암산으로 갈라지는 삼거리 이정표

내려서는 계단에서 바라본 앞으로 가야할 두창리 마을. 극동기상연구소 대형 위
성안테나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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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오는데 고도는 상당히 낮아졌지만 오르내림이 반복되

다보니 체력이 급격하게 저하될 뿐 아니라, 양쪽 모두 꽉 막힌 

숲속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갑갑하고 바람도 한 점 불어오지 

않는다. 거기에다 모기떼와 거미줄이 상당히 성가시게 한다. 물

도 다 떨어져 갈증은 점점 심해지고, 몸의 열기는 마치 열사병

을 앓는 것처럼 온몸이 불덩이다. 게다가 땀은 비 오듯 쏟아진다.

얼마를 온 것일까? 내리막 사거리가 나온다. 설치한 지 꽤 오

래된 이정표도 세워져 있다. 오른쪽은 두창리 저수지로 가는 길

이고, 왼쪽은 독성리 마을로 가는 길이다. 그렇다면 이 고개가 

염통고개이다. 아직도 이곳에는 당시 성황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돌무더기가 있다. 푸른 이끼를 두껍게 품에 안고, 기나

긴 시간의 흔적을 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 같다. “저 다녀갑니

다.” 여운을 뒤로 한 채 다시 길을 재촉한다.

매봉재까지 0.1km 남았다는 이정표와 표지기가 보인다. 하

지만 우거진 숲과 넝쿨들로 인해 길을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엉

뚱한 방향으로 하산을 한다. ‘연미향 가족 캠핑장’, 독성리 마을

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다. 염치 불구하고 젊은 캠퍼에게 물 한 

모금 동냥을 하니 친절하게 얼음과 물을 큰 컵에 따라 준다. 내 

모습이 짠하게 보였으리라. 감사를 표한 다음 컵을 받아들고 차

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다시 걸어간다. 약 150m 떨어진 곳

두창저수지에서 독성리로 넘어가는 고개인 염통고개. 정맥과 만나는 사거리에 
돌무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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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런데 걸어갈 수가 없다.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 박동이 어마어

마하다. 할 수 없이 도로 옆에 주저앉아 얼음물을 벌컥벌컥 마신다. 그

리고 한없이 쉰다. 바로 앞에 차가 있는데 그곳까지 지금은 갈 수가 없

다. 오늘과 같은 폭염 속 산행은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다짐

을 한다.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다. 더 이상 진행은 무리다. 오늘 하루 

여기서 보내고,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진행하기로 한다. 점심으로 싸온 

김밥을 저녁으로 대신하고, 차안에 마련한 잠자리에 누워 오늘 하루를 

정리하다 깜박 잠이 든다. 몇 시가 되었을까? 시계를 보니 새벽 3시10

분. 아직 바깥은 칠흑 같은 어둠이다. 동이 틀 때까지 자리에 누워 오늘 

일정을 구상해보다 다시 잠이 든다.

다시 눈을 뜨니 아침 5시20분이다. 어제 산행의 고단함이 완전히 풀

어지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 같다. 간단히 몸을 풀어준 

다음, 두창리 고개 정면으로 나있는 포장도로를 따른다. 10분 정도 진

행하면 극동기상연구소 담이 시작된다.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 담과 

함께 한다. 이런 길은 처음이다. 정맥 안내판은 연구소 담에도 있고, 길 

위에도 있고, 굴다리 벽면에도 있다. 길 주변에는 농경지와 인삼밭 그

리고 창고 같은 공장건물들이 대부분이다. 아침부터 개가 짖어댄다. 발

걸음을 재촉한다. 포장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원삼제일교회 앞 삼거리

에 닿는다. 정맥은 좌측에 난 길로 이어진다. 간혹 나타나는 이정표를 

따라 가다보면 시멘트로 포장된 임도를 만나는데, ‘진등고개’ 2라고 한

다. 고개에서 왼쪽 포장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몇 채의 민가가 

보이고, 도로가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지점으로 나있는 능선을 따라가

면 연안 김씨 합동제단이 보인다. 이곳 앞쪽으로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나오며, 이정표에는 구봉산 정상 8.9km, 농촌테마파크 1.3km라고 표

시되어 있다. 좌측으로 원삼면사무소, 우측으로는 용담저수지가 있다. 

도로를 따라 계속 가다보면 연꽃재배단지가 보이고, 용인농촌지도소

를 지나 법륜사 고개에 도착한다. “결국 다 왔다” 저절로 한숨이 나온

다. 고개에서 왼쪽은 전원주택단지 ‘미리내 마을’ 표지석이 서있고, 오

른쪽이 이번 답사의 목적지 ‘용인 농촌테마파크’이다. 

2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와 미평리를 오가는 작은 고개

매봉재까지 0.1km 남은 지점에 세워져 있는 이정표

두창리 두창저수지에서 독성리로 넘어가는 염통고개(일명 성황당 
고개). 고개에 쌓여있는 돌무더기는 옛 성황당 터였을 것으로 추정
된다.

도로로 내려선 정맥은 이곳부터 평지와 다름없는 마을길로 접어
든다. 길 찾기가 무척 어렵다.

원삼면에서 백암면으로 가는 고개인 두창리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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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이 통과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을길로 변하
였다. 

원삼제일교회 쪽으로 난 도로를 따라간다. 거울 속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

굴다리 벽면에 적힌 정맥 길 안내 화살표극동기상연구소 담벼락. 국가보안시설이라 촬영이 불가능하다. 
담을 따라 길은 계속된다.

두창리 고개에서 용인농촌테마파크까지 정맥 개념도

66



이처럼 두창리 고개에서 용인 농촌테마공원까지는 산길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평지와 다름이 없다. 그래서 더욱 사람들에 의한 정맥 

훼손이 많이 이루어졌다. 농경지, 전원주택지, 공장용지, 농장 등으로 

마구 파헤쳐져 있다. 심지어 사유지로 되어 있는 곳이 많고, 출입 자체

가 봉쇄되어 옆길로 우회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굳이 정

맥 종주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정맥 주변의 지형이 어떻게 

변했는가가 더욱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이다. 

 나날이 발전하는 토목이나 건축기술은 예전에 감히 생각도 못하던 

가파르고 경사가 진 지역까지 파고들 정도로 발달했다. 그리고 조만간 

이 지역에 SK 반도체 클러스트가 들어선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 지형

은 더더욱 몰라보게 변할 것이다. 그나마 남아있는 마을과 농경지, 주

변에 높지는 않지만 오랜 세월 마을 주민들의 보호처가 되어주었던 산

과 들판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새겨져 전해지던 옛 이야

기들도 함께 사라져 버릴 것이다. 아침 안개 자욱한 산길, 아니 마을안

길을 걸으며 왠지 우울해지는 나를 만난다.

글  고영창

영남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 4년 전부터 파주 전통마을 기록화 사업에 공동 

참여 중이다.

『산경표』의 한남정맥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산들을 직접 탐사하고, 그 곳의 인문지리

를 공부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오늘의 목적지를 알려주는 이정표

원삼제일교회 앞 삼거리, 정맥은 왼쪽으로 이어진다.

이번 답사의 종착지 용인농촌테마공원 앞

용인 그린대학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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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쌀밥 원조, 

     이천돌솥밥

경기도의 맛

신완섭

이천(利川)을 대표하는 특산물로는 도자기와 쌀이 쌍벽을 이룬다. 특히 300여 개의 도자기 가마가 

모여있는 신둔면 일대는 도예촌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맛집이 몰려있기로 소문나 있

다. 그중 임금님에게 진상되던 이천 쌀로 한 상 차려 올리는 이천쌀밥집은 마치 수라상을 받는 느낌

을 주어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다.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천쌀밥집의 원조-『이천돌솥밥』집을 소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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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의 명칭 유래

삼국시대 초기 백제의 영지였으나 475년(장수왕 63년) 고구

려에 빼앗겼다가 551년(진흥왕 12년)에는 신라의 땅이 되었다. 

남천(南川). 남매(南買), 황무(黃武) 등으로 불리다가 이천이란 명

칭이 처음으로 등장한 때는 936년(고려 태조 19년) 때다. 『동국

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누정편에 보면 ‘왕건 부대가 후백제

군과 일전을 벌이려고 복하천(福河川)에 이르렀으나 홍수로 인

해 내를 건널 수 없었는데 서목(徐穆)이란 자가 인도하여 무사

히 건널 수 있었다. 왕건이 승리하자 이를 가상히 여겨 이섭대

천(利涉大川)이라는 글귀의 첫 자와 끝 자를 따서 이곳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온다. 한편 같은 책 고적편에는 

‘남정(南征) 길에 이천 일대에 주둔하면서 점을 쳐 보았더니 利

涉大川 점사(占辭)가 나와 역시 그렇게 명칭을 내렸다’는 일설

도 있다. ‘큰 내를 건너 이로웠다.’는 직역의 利涉大川은 『주역

(周易)』에 14번이 나오는데 ‘학문과 덕을 쌓으면 험난한 과정이

라도 이겨내어 큰 공을 세우고 온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천의 먹거리 명물

첫손가락을 꼽게 되는 도자기만큼 쌀을 비롯한 먹거리 명물

도 다양하다. 임금님표 이천쌀은 깨끗한 물과 비옥한 토질, 천

혜의 기후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다. 밥맛 좋은 추정 품

종만으로 재배하여 전국적으로 쌀 품질의 왕좌를 석권하고 있

다. 청정지역에서 키우는 임금님표 이천한우 또한 철저한 혈통

관리등록제로 관리하여 쌀에 버금가는 명성을 쌓고 있다. 도

드람산(猪鳴山)에서 이름을 딴 도드람포크는 인근 마장면 일대 

농가들이 공동생산하는 돼지고기 고유 브랜드로서 육종에서 

사료제조, 양돈, 유통을 현대화 과학화하여 국내 돈육시장을 

이끌고 있다. 백사면 3개 리(도립, 송말, 경사) 일원의 산수유는 

1519년(중종 14년) 기묘사화의 난을 피해 숨어든 여섯 선비들이 

산수유를 심은 이래 8천여 주가 봄이면 노란 꽃을 피운다. 10

월 중순 상강(霜降) 이후에 수확하는 빨간 열매는 술과 차, 한약

재로 인기가 높다.

전국 10대 한정식집 & 이천 3대 맛집

‘음식의 모든 것’을 소개하고 있는 <트래블 스푼(Travel 

Spoon)>이 2016년 12월에 선정한 전국 10대 한정식집은 전주

의 전라회관, 강릉의 서지초가뜰, 경주의 요석궁, 안동의 경당

종택, 이천의 이천돌솥밥, 보은의 경희식당, 순창의 남원집, 부

산의 예이제, 담양의 전통식당, 강진의 청자골종가집이다. 역시 

맛의 본향인 남도 음식점들이 대세를 이룬 가운데, 수도권에

서 가장 가까운 경기지역 내에선 ‘이천돌솥밥’이 유일하며, 지

자체 이름을 식당으로 내건 곳으로도 유일하다. 그만큼 맛집으

로 자신 있다는 증빙이다. 한편 이천시민이 선정한 3대 맛집(이

천돌솥밥, 삼미분식, 태극당)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관

고전통시장에 자리한 삼미식당은 닭발, 옛날통닭 등으로 유명

하고, 중앙로 문화의 거리 근방에 있는 태극당은 몽블랑페스츄

리, 양파빵 등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임금님표 이천 쌀밥의 유래

임금님표 이천 쌀밥의 유래는 1490년(성종 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주의 세종 영릉에 성묘하고 돌아가던 성종 일행이 

이천에서 수라 때를 맞았다. 궁인들은 황급히 근방에서 구한 

쌀과 찬거리로 밥을 짓고 반찬을 올렸는데, 미식가였던 성종이 

궁 안에서 맛보지 못한 찰진 쌀밥 맛에 매료되어 무슨 쌀로 지

은 밥인지 물었다. 신하의 대답인즉 이천의 ‘자채쌀’이었다. 성

종은 그 즉시 이 쌀로 지은 밥을 매일 수라상에 올리라고 명했

다고 한다. 조선 성종 때 편찬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에 ‘이천은 땅이 넓고 기름진 곳이라서 밥맛 좋은 자채쌀을 생

산하여 임금님께 진상하는 쌀의 명산지’라 했다. 1825년 편찬

된 농서 『행포지(杏浦志)』에도 ‘이천에서 생산하는 쌀이 일품’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지역 전래민요인 ‘방아타령’과 ‘자진

방아’에 보면 “여주 이천 자체방아, 금상따래기 자채방아”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금상따래기는 진상미를 재배하는 논을 말하

고 자채벼로 방아를 찧었음을 알 수 있다. 

  지하수가 풍부하고 점토 함량이 많은 마사토로 채워진 이

천의 농경지는 벼농사에 최적이었고 복하천 하류에 있던 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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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倉)을 통해 한양으로 운반하기도 용이했다. 이천쌀은 밥맛

을 좋게 하는 티아닌, 니아신, 필수아미노산, 비타민 등이 많아 

수확 후 3, 4개월이 지나도 타지역 쌀보다 밥맛이 월등히 좋다. 

그런 연유로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게 된 이천 쌀밥이 여느 쌀

보다 맛났을 것은 틀림없다. 이후 이천 쌀밥으로 9첩 수라상과 

12첩 수라상 등 수라상 메뉴를 개발하여 이천의 대표 맛으로 

선보이게 되었다.

돌솥밥의 역사적 고찰과 먹는 법

돌솥밥은 옛날 궁중에서 귀빈을 접대하기 위해 처음 지었다

는 설이 있고, 조선 시대 때 궁중에서 속리산 법주사로 불공을 

드리러 갔을 때 인근에서 구한 재료들을 돌솥에 담아 바로 밥

을 지었던 데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보다 상세한 기록으로

는 조선 숙종 때 곱돌의 특산지인 전북 장수의 최씨 문중에서 

진상품으로 올린 이래 궁중에서 왕과 왕비의 밥을 지을 때는 

참숯으로 작은 곱돌솥에 따로 밥을 지었다 한다. 큰 놋화로에 

참숯을 피워 놓고, 넓적하고 긴 쇠 두 개를 걸쳐 곱돌솥을 놓은 

뒤 물을 먼저 끓이다가 쌀을 넣어서 밥을 지었는데, 서서히 뜸

을 들여 입안에 녹는 듯 부드러운 맛을 내곤 했다고 전해진다. 

흰밥과 팥밥을 동시에 올려 골라 드시도록 했는데 분량은 딱 

두 그릇에 담을 정도로만 맞췄다고 한다. 이처럼 돌솥밥은 지극

정성을 담아 소중한 사람에게 각각 따로 대접하던 별미 밥이다.

돌솥밥 먹는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따끈한 숭

늉. 밥을 덜어내고 돌솥에 물을 부어 두면 밥을 다 먹을 때쯤 

돌솥에 남은 열에 의해 눌은밥과 물이 만나 뜨끈한 숭늉이 만

들어진다. 알맞게 불어난 누룽지에 짭짤한 젓갈이나 장아찌를 

얹어 먹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제대로 밥 한 솥을 먹은 느낌

이 든다. 숭늉은 비리지 않은 재료를 넣어야 하는데 밤, 대추, 

콩이 흔하고 때로는 수삼 뿌리를 넣어 그윽한 향기를 살리기

도 한다. 다른 하나는 양념간장으로 비벼 먹기. 부추나 달래가 

들어간 양념간장, 쫀득한 밥알에 고소한 참기름 향기가 어우러

져 그 자체만으로 별미가 된다. 주로 해물이나 버섯 등을 넣어 

밥을 짓는데, 가을에는 송이돌솥밥이, 겨울에는 무채를 가미한 

굴돌솥밥이나 홍합돌솥밥이 제격이다. 

이천쌀밥 원조, 이천돌솥밥

이천쌀밥의 원조는 <지원>이란 곳이었으나 자진해서 장어

집으로 메뉴를 변경하는 바람에 <이천돌솥밥>이 원조 타이틀

을 이어받았다. 원조의 명성에 더해 최고의 이천쌀밥 영예를 

거머쥐고 있는 속살을 들여다보기 위해 주말 식사시간이 조금 

이른 오전 11시경에 찾아갔지만 빈 자리가 없어 한참을 기다려

야 했다. 드디어 입실, 배정받은 자리에 앉자마자 한 상 가득 정

찬이 차려지기 시작한다. 더덕구이, 코다리구이, 조기조림, 갈

비찜 등 특식 메뉴 외에 간장게장, 된장찌개, 꽁치구이, 손두부, 

보쌈수육, 메밀전, 시래기무침, 멸치볶음, 열무김치, 각종 나물

과 쌈채소 등 셀 수 없을 정도의 반찬이 상을 가득 메우자, 마

지막으로 주인공 돌솥밥이 올라온다. 

돌솥뚜껑을 열자 곱슬하면서도 찰진 밥 냄새가 진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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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알에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밥을 밥공기에 덜어내고 누

룽지 돌솥에 물을 부어 숭늉으로 데워놓은 후 본격적인 식사에 

돌입한다. 평소의 버릇대로 숟가락으로 물김치, 된장찌개 맛을 

슬쩍 본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간이 잘 되었음을 확인하고 

쌀밥을 한 웅큼 집어넣는다. 구수하면서도 쫀득한 밥알들의 향

연, 생선 한 점과 나물 한 점을 첨가하자 이율배반적인 식감이 

입안에서 조화를 이루기 시작한다. 쌈채소에 보쌈수육과 쌈장, 

손두부를 싸서 깨물면 또 다른 이율배반의 연속이다. 간장게

장, 갈비찜, 더덕구이 등 서로 다른 맛들을 제압하는 힘은 시종

일관 쌀밥에서 나온다. 어떤 맛들과도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선조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했던가.

밥공기를 다 비우고 데워놓은 누룽지 숭늉으로 갈아탄다. 돌

솥은 참으로 영악하다. 열기에 눌러진 누룽지는 물기에 적당히 

불려져서 온기는 유지하되 긁어먹기가 쉬워지고 씹히는 맛이 

요란스럽지 않아 목 넘김이 좋고 속을 따뜻하게 데워준다. 역

시 한정식의 마무리는 숭늉이 최고다. 

이천돌솥밥의 몇 가지 강점

1. 좋은 식재료. 이천쌀, 이천한우와 돈육, 갖가지 친환경 채소 

등 근거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가 풍부하고 인접

한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등지에서 각종 싱싱한 해산물과 

임산물, 지역 특산물 공급이 용이하다. 한편 기본적인 장과 

소스인 된장, 고추장, 간장 및 매실액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직접 담가 양념하므로 음식의 풍미를 더해 준다. 

2. 넉넉한 인심. 이천돌솥밥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맛집일 뿐

만 아니라 이천시 착한가격업소로도 선정되어 가격 대비 만

족도가 대단히 높다. 11,000원 하는 돌솥밥의 반찬 가짓수

가 대략 11가지 이상이라면, 15,000원 하는 특돌솥밥의 반

찬 가짓수는 15가지가 넘는다. 또한 쌈채소 셀프코너를 통

해 신선한 야채를 마음껏 즐길 수 있어서 채식애호가의 선

호도가 매우 높다.

3. 뛰어난 접근성. 바로 근처에 이천이 자랑하는 신둔면 도예

촌이 있고 곤지암 일대로 연결되는 경충대로변에 있어서 행

락객의 발길이 잦다. 멀지 않은 곳에 국립이천호국원이 있

어서 유공자 가족들의 발길도 잦은 편이다. 대중교통으로는 

걸어서 5분 거리에 경강선 신둔도예촌역이 있어서 전철로 

오기로도 편하다. 

4. 맛과 멋의 교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식사 후 둘러 볼 축

제들이 사시사철 열린다. 3월에는 이천 백사 산수유축제, 

4~5월에는 이천 도자기페스티벌, 7~8월 주말 저녁마다 설

봉산별빛축제, 9월 하순에는 이천 장호원 복숭아축제, 10월

에는 이천쌀문화축제가 대표적이다. 

방문했을 때 워낙 경황이 없어 식당 대표와 간단한 인사만 

나누었다. 최고의 밥맛으로 융숭한 대접을 받았으니 그걸로 충

분했다. 글을 정리하며 독자들에게는 이천쌀문화축제 때 방문

해 보길 강력추천한다. 축제의 3대 프로그램, 즉 2천 인분 쌀밥

을 단돈 2천 원에 즐기는 ‘가마솥 이천 명 이천 원’, 쌀밥 최고

의 명인을 가리는 ‘이천쌀밥명인전’, 600m 길이의 알록달록 

‘무지개가래떡만들기’ 행사가 이천쌀밥의 맛을 더해주기 때문

이다. 

글  신완섭

경기 군포 거주. K-Geofood Academy 소장. <알아야 제 맛인 우리 먹거리>, <몸에 좋은 행복식품 다이어리> 외 다수의 식품서적 발간 

위치  경기 이천 신둔면 경충대로 3194

전화  031) 632-2300

영업  오전 10:30 ~ 오후 9:00

메뉴  돌솥밥 11,000원 / 특돌솥밥 15,000원  

          돌솥굴밥(11~2월)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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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소식 

아버지의 굽은 허리, 백제시대 다랭이논

사건과 성찰

선감학원 위령비, 시공간의 아픔을 새기다

경기도의 아이들

경기지사

임창열의 문화와 관광과의 의미있는 융합… 마이스산업으로 꽃을 피우다

책소개  

경기도의 진짜 주인공들, 『경기백성실록』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농경 중심 사회였다. 특히 논은 곡물 생

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생산터전의 하나였다. 고고학 발굴현장

에서 논이 발견된 것은 불과 30년 전인 1990년으로, 양산의 하

북정 유적에서 조선시대 논이 처음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고고

학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와 구조의 논이 발견되었다. 현재까지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시기의 논들이 고고

학 발굴조사를 통해 세상의 빛을 보았다. 그런데 중부지역에서

는 2003년 이전까지 논의 존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처음

으로 논의 존재가 확인된 것은 (재)기전문화재연구원(現 경기문

화재연구원)의 화성 석우리 먹실 유적 조사를 통해서이다. 이 유

적은 화성 동탄 신도시 중앙의 시범단지에 위치하여 현재는 흔

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후 화성 송산동 및 화성 송산동 200-61

번지, 화성 반월동, 용인 근삼리 등에서 백제시대의 논들이 확인

되었다. 특히 화성 송산동 유적에서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시설

한 보가 발견되어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이처럼 수량은 

적지만 경기도 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논과 시설들이 발견

아버지의 굽은 허리, 백제시대 다랭이논
- 경기도 최초, 백제시대 다랭이논 발굴 -

박경신

고고 소식

혜촌 김학수 화백 성화 부분(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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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석우리 먹실의 논면과 단면

용인 근삼리에서 발견된 백제시대 다랭이논

되어 당시 생활사를 복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중부지역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백제시대 논 유적인 화성 석

우리 먹실의 논은 조사지역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저습지에서 

확인되었다. 조사는 비교적 잔존 상황이 양호한 일부 지역에 한

정하여 조사되었다. 면적으로는 9m×7m의 규모였고, 논두렁이

나 수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과 동물의 발자욱이 무

수히 발견되었고, 자연과학적 분석 결과 매우 높은 밀도의 벼 

규산체가 확인되어 당시 집약적인 논농사가 이루어졌음이 밝

혀졌다.

용인 근삼리 유적에서는 경기도를 넘어 중부지역에서는 처음

으로 백제의 다랭이논이 확인되었다. 다랭이논의 사전적 의미

는 “계곡이나 구릉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계단식의 작은 논”이

다. 즉 좁은 곡간부에 정연하지 않게 늘어선 계단식의 논을 의미

한다. 발음에서도 느낄 수 있겠지만 ‘다랭이’라는 말에는 어딘지 

모르게 진한 친근감이 느껴진다. 현재 여수 묘도, 구례, 남해 다

랭이마을, 경주 비지리 등 주로 남부 지역에서 다랭이논의 원형

을 볼 수 있다. 특히 이 지역들은 이러한 다랭이논의 자연경관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농촌체험교육의 소재로도 활용하고 

있다.

용인 근삼리 유적은 용인도시공사에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241번지 일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의 진입도로램프 조성사업 일환으로 실시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발굴조사는 2020년 5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재)

서경문화재연구원이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시기를 알 수 없으나 

청동기시대로 추정되는 경작면과 한성백제 시기에 해당하는 논

이 발견되었다. 특히 발견된 논의 구조는 경사면을 따라 계단식

으로 조성된 다랭이논으로 중부지역에서는 처음 발견된 사례이

다. 단면조사를 통해 확인된 논은 위층과 아래층 각각 2개의 층

이 있었다. 그러나 위층 논은 남아 있는 상태가 불량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아래층 논만 조사하여 총 6개 면의 논을 

발견하였다. 논은 마치 타원형 랜즈와 같이 불규칙한 형태로 연

접하여 있었다.

조사 당시에는 다랭이논에서 불룩 튀어나와 있었던 두렁은 

모두 사라져 버리고, 논 사이에 물을 대기 위해 팠던 도랑[低位

水路]만이 남아 있었다. 도랑의 폭은 10㎝∼100㎝까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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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깊이는 대략 15㎝∼90㎝였다. 도랑의 깊이로 볼 때 비

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논 면

에서는 비록 수량은 많지 않지만 사람과 동물의 발자국이 발견

되기도 하였다. 동물의 발자국은 하트모양에 가깝게 가운데가 

옴폭 들어간 형태였는데 조사단에서는 소의 발굽으로 추정하

였다.

유적 설명회가 있던 날은 지리하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이었다. 당시 현장에서 고생한 연구원들은 비를 맞으며 정성스

럽게 준비한 조사 결과의 설명에 여념이 없었는데, 객이 되어 구

경을 하고 있는 필자는 한 없이 미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고고학이란 학문이 그렇다. 밀짚모자와 채찍을 든 인디아나 존

스가 떠오르고, 학교 강단에서 정장 차림에 안경을 내려 쓰고 선

사부터 고대까지의 보물들을 침을 튀겨가면서 설명하는 모습을 

상상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아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현장에서 비가오나 눈이오나 시린 손 호호 녹여가면

서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선 연구원들 덕

분이다.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논과 밭 등 경작 유구에서는 별다른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논, 밭에 일상 토기를 두고 다니지 않아

서 생긴 현상이다. 다만 깨진 토기들은 그저 자연으로 돌아가라

고 무심하게 휙 던져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버려진 우리 조

상들의 토기 조각이 현재 유적에 남아 있게 된 것이다. 용인 근

삼리 유적에서도 면적에 비해 출토된 유물의 수량은 매우 적었

다. 출토된 유물은 삼국시대 대표적인 토기인 두드림무늬토기

[打捺文土器] 몇 점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러한 토기 몇 점이 다

랭이논의 연대를 파악할 수 있는 신의 지문이 되었다. 현재 조사

단에서는 논이 만들어진 시기와 구체적인 작물의 종류에 대하

여 다양한 자연과학적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 공개 

이전에는 논이 만들어진 연대를 파악하기 위해 광루미네선스분

석(Optical Stimulated Luminescence)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삼국시대의 논에서 곡물이 생산되고 있었음이 확인되

었다.

용인 근삼리 유적 수로 단면(위), 소 발자국과 현장을 설명하는 연구원(아래)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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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대 미상으로 보고된 논은 형태가 부정확하고, 계곡을 

따라 경사진 형태로 확인되었다. 논의 윗면에서 출토된 유물을 

근거로 청동기시대 논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시기에 해당하는 다랭이논이 발견된 사

례가 없어 청동기시대로 단정할 수는 없었다. 현장을 방문한 전

문가들의 의견은 경작면이 발견된 지역의 지리적 특징으로 볼 

때, 논 위쪽의 구릉에 청동기시대 마을 유적이 있었고, 여기에서 

유물들이 계곡을 따라 흘러내린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는 해석을 내놓았다.

일제강점기까지만 하더라도 경기지역에는 많은 수의 다랭이

논이 계곡을 따라 구불구불하게 긴 몸을 누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그 원형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 까닭은 1970년

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이 진

행되었기 때문이다. 논과 더불어 정감 있는 계곡과 하천은 수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멘트를 동원하여 마치 요새처럼 잘 닦

아 놓았다. 그 결과 경기도의 다랭이논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

리고 말았다. 결국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눈에는 선사시대부

터 현재까지 논의 모양이 모두 반듯반듯하게 잘 정리된 모습이

었을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지정리작업의 결과로 

최신 기계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반듯한 논면을 누빌 수 있

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곡물의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빛과 함께 그림자의 잔재를 짙게 드리우게 되었다. 정감 

있는 시골 풍경에서 받았던 우리 마음의 치유와 푸근함은 생산

량의 증대만큼 줄어들게 된 것이다.

다랭이논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석양이 드리운 저녁 무렵

으로 황금빛으로 물든 곡선의 아름다움을 뽐낸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추억이 줄어들고, 코로나블루에 시달리는 날이 하

염없이 늘어나면서 마음 기댈 곳을 찾고 있다. 다랭이논은 우리

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우리는 그저 그 손을 잡으면 

될 것이다. 최근 이혜숙 시인이 다랭이논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

었다. 고된 노동으로 지친 아버지의 삶을 추억하는 가슴 시린 시

이다. 이 시를 통해 조금이나마 우울하고 상처난 마음에 빨간약

을 발라보자.

글  박경신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학예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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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은 모두 잠든 숙소를 소리 없이 빠져 나왔다. 

많은 시간을 이곳으로부터 탈출을 꿈꾸며 가장 쉬운 길을 살

펴왔고, 방장 형들에게 들키지 않는 시간을 생각해왔다. 며칠 전 

소년과 같은 생각을 하고 탈출했다가 빤히 보이는 대부도로 건

너갔지만 주민들의 손에 이끌려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왔고, 며

칠간 늦은 밤까지 몹시 얻어맞는 것을 보았다. 한 달 전에는 탈

출하다가 갯벌에 발이 빠지고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익사한 소

년 둘을 형들이 야산에 묻기 위해 거적으로 둘둘 마는 것을 목

격하기도 했다. 그 모습에 질려 빠져나갈 생각을 잠시 잊었었다. 

매를 맞을 때, 힘겨운 일에 내몰릴 때,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을 때 

엄마 아빠는 더 보고 싶었고, 멀건 죽이라도 밥상에서 같이 먹었

던 때가 미치도록 그리웠다. 

이 지옥 같은 곳을 빠져 나가기 위해 소년이 택한 방향은 대

부도가 아닌 제부도였다. 아이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어 

보니 제부도나 어도 쪽으로 달아난 원생들은 더러 붙잡히지 않

았다는 것이다. 특히 제부도 쪽은 갯벌이 깊은 뻘로 되어 있지 

않아 썰물 때에는 중간에 얕은 물만 건너면 걷고 뛰기에 안성맞

춤이리라 여겼다. 

 이윽고 방장 형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졌고, 다닥다닥 붙

어서 피곤함에 절어 시체처럼 자고 있는 원생들을 까치발로 이

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방문을 열었다. 방문과 복도를 아슬아

슬하게 통과하였고,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출입문을 

소리 나지 않게 조심조심 열었다. 낮에는 고된 염전 작업에 동원

되었고, 저녁밥 대신 감자 두 개만 먹었을 뿐이었다. 배는 고픈

데다가 두려움에 다리마저 후들거렸고, 식은땀은 비가 내리듯 

선감학원 위령비, 시공간의 아픔을 새기다

박희주

사건과 성찰

선감학원 위령비. 작품명 대지의 ‘대지를 넘다’. 오른쪽 위는 천 마리의 학을 접어 백 개씩 실로 꿰어 만든 이하라 히로미츠 선생의 부인이 만든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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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내렸다. 잡혀서 밤새 맞을 것을 생각하니 공포에 휩싸여서 

걸음을 떼기가 힘들었다. 

언뜻 엄마가 떠올랐다. 보고 싶은 엄마. 엄마의 냄새가 스치고 

엄마 얼굴이 떠오르니 없던 힘도 생겼다. 용수철이 튕기듯 벌떡 

일어나서 제부도 쪽으로 내달렸다. 사방에서 개구리 소리가 요

란하였다. 그 소리는 소년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함성과도 같았

다. 옷 하나 걸치지 않은 몸에 달빛조차 옅어서 소년은 밤공기에 

스며들고 있었다. 늘 다녔던 길에 삐져나와 있던 돌부리가 맨발

바닥을 찔렀지만 통증보다는 자극이 되어 더욱 내달리도록 만

들었다. 

바닷가에 이르자 시커멓게 갯벌이 다가오고 숨은 턱에 차올

랐다. 고운 흙과 작은 돌들이 섞여있어 발바닥을 내딛으니 새로

운 힘이 솟아났다. 소년이 갯가에 닿았을 때는 물이 거의 다 빠

져나가고 있었다. 막사를 빠져나오면서 졸였던 가슴은 어느 정

도 진정되었고, 숨도 거의 고르게 되었다. 다시 허벅지와 종아리

에 불끈 힘을 주고 달리기 시작했다. 먹지 못해 허기진 탓인지, 

급한 마음 탓인지 가다가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수없

이 넘어졌고, 또 넘어졌다. 물이 다 빠져나갔다고는 하지만 갯골

이 있어서 헤엄쳐 나아가야만 했다. 다시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바닷물은 입으로 코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들어왔다. 

제부도에 도착하니 온 몸에 힘이 다 빠졌다. 탈출을 막는다며 

선감학원에서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옷을 모두 벗긴 채 재웠다. 

손에 쥔 것도 발에 신은 것도 몸에 걸친 것 하나 없이 알몸으로 

내달린 탓에 농장과 수풀을 지나오고 넘어지면서 생긴 생채기가 

그제서야 쓰리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띤 민가의 부엌으로 

숨어들었다. 긴 거리를 뛰고 헤엄쳐 왔으니 소년은 곧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새벽녘에 소년을 발견한 김 씨는 새카맣게 그을

리고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는 선감학원 원생임을 직감했다. 

김 씨는 소년을 흔들어 깨우면서 대뜸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물었고, 소년은 

“김 oo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신고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온 몸이 떨렸다. 김 씨는 같은 성을 가진 어린 아이라 일

종의 유대감이 느껴졌다. 발가벗은 아이를 신고하거나 데리고 

오면 한 명당 밀가루 한 포대를 준다는 소문은 들어 알고 있었

지만, 이 김 씨 성을 가진 소년을 보니 그럴 생각이 나질 않았다. 

김 씨가 손을 이끌고 소년의 몸에 물을 끼얹으면서 몸을 씻겨주

자 소년은 조금씩 진정이 되었다. 옷을 내주어 입으니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안온함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먹을 것을 배불리 먹고

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다. 

며칠이 지난 뒤 순경과 공무원이 제부도까지 찾아와서는, 김 

씨에게 

“혹시 벌거벗은 아이 못 보았습니까? 선감학원에서 아이 몇

이 도망쳤다고 합니다.”

며 물었다. 소년은 방 한쪽에서 무릎을 가슴에 대고 쪼그리고 

앉아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귀를 쫑긋 세웠다. 

“그런 아이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아이 보면 파출소로 신고해 주시오.” 

 순경과 공무원들이 가고 난 다음에 김 씨는 소년에게 말했다. 

“넌 김 씨라서 내가 신고하지 않았다. 넌 여기서 살아라.” 

소년은 농사일도 도우면서 김 씨의 아들로 살았다. 그 소년은 

선감학원으로부터 탈출에 성공했다.

1970년대 선감학원 원생들의 모습. 마치 군인처럼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미군의 원조로 신축된 선감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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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2013년 겨울 초입의 어느 날 김훈 소설가로부터 

들었다. 일산의 자택에서 안산역에 도착하여 선감도로 가기 위

해 택시를 탔고, 택시기사가 선감도로 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라 했다. 필자가 경기창작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한 

것은 2013년 7월 1일부터였다.  당시 52명의 국내외 예술가들이 

입주하여 창작에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고, 2차 리모델링이 막 

끝난 시점이기도 했다. 

새롭게 조성되어 늘어난 공간에 신선한 숨을 불어넣고, 활력

이 넘치는 창작 공간으로, 매력적인 창의예술교육 공간으로 나

아가기 위한 방안을 찾으려고 동료들과 입주예술가들과 함께 

생각을 모으는 가운데 보름의 시간이 흐를 즈음이었다. 초로

에 들어선 낯선 두 분이 찾아왔다. 자신들은 선감학원의 ‘생존

자’(그들은 자신들을 생존자라고 소개했다. 선감학원에서 얼마

나 많은 어린 친구들이 죽어 나갔는지 모른다며, 우리들은 살아

남았으니 ‘생존자’라 했다)임을 밝혔고, 류규석 씨는 회장이고, 

김영배 씨는 총무라고 소개했다. 인천에는 선감학원 생존자들

이 제법 살고 있으며 교류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당한 이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 

2012년부터 선감학원 생존자회를 만들었다고 했다. 회원들이 

여러 명 있지만 선감학원이 있었던 곳으로 오는 것을 몹시 두려

워한다고 했고, 대부분 사는 모양새가 좋지 않아 앞으로 두 분이 

주로 방문할 것이라 했다. 그리고 덧붙여서 경기창작센터가 관

공서가 아니니만큼 자신들이 이곳에다가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저 지나는 길에 한 번씩 들르겠다고 

했다. 선감학원에 들어온 아이들은 대개 15-18세 무렵에 선감학

원으로부터 배출되었고, 그보다 더 어린 소년들은 다시 보육원

으로 가기도 하고, 나이가 되어 군대를 다녀오기도 하였는데, 많

은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

의 기반이 없어 노숙하는 사람도 있고, 굶주림과 강제노동, 그리

고 폭력에 시달렸던 후유증으로 정신병원을 들락거리는 사람들

도 많다는 것이다. 

창작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하던 날, 대부역사관을 둘러볼 때

가 생각났다. 대부역사관의 전시 중 절반 이상이 선감학원에 관

한 조사자료, 언론에 보도되었던 신문기사, 빛이 바랜 흑백사진

을 인쇄한 판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날 두 분의 생존자와 

만남 후 선감학원과 경기창작센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라는 것을 느꼈었다. 

그 두 분의 이야기는 대략 이렇다. 9살과 10살에 각각 다른 시

기 다른 곳에서 순경 한 사람과 낯선 사람들에 의해 강제로 트

럭에 실려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대부도로 왔다는 것이다. 대부

도에서 자그마한 배로 다시 갈아타고 선감도의 선감학원으로 

들어왔다고 했다. 원생복으로 갈아입는 순간 자신들을 찾아다닐 

생존자회 김영배 회장이 선감역사박물관 방문객에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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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생각이 나서 엄마를 부르고 또 부르면서 울었고, 그러자 교

사로 보이는 사람이 그들과 같은 옷을 입은, 나이가 많고 덩치가 

큰 원생들에게 몽둥이를 쥐어주고는 때리라고 시켰다고 했다. 

그러자 그들은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엄마 이야

기가 나오자 말을 잇지 못한 채 흐느낌이 시작되었고, 총무인 김

영배 씨가 다독이면서 다음에 또 오겠다며 돌아갔다.

그 후 한 달에 한 번 정도 경기창작센터를 방문했다. 올 때마

다 수십 년이 흘렀을 그때, 선감학원 원생 시절의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었다. 매번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다른 소재로 

이야기를 이어가곤 했다. 대부역사관에 전시된 전시물들로 선

감학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자신들이 겪어

냈던 짐승과 같은 삶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은 횟수가 거

듭되고 공감하는 마음이 짙어짐에 따라 깊은 아픔으로 다가왔

다.   2013년 10월의 어느 날이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방문 주

기였는데, 다녀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존자회 회장과 총무가 다

시 찾아왔다. 선감학원에서 있었던 일들 중 죽은 아이들에 대

해 집중적으로 이야기 했다. 도망가다 붙잡혀 매를 맞아 죽은 아

이, 갯벌에 갇혀 익사한 아이, 끌려온 첫날, 울지 말라는 지시를 

듣지 않고 계속 운다고 며칠간 맞다가 죽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 

등이었다. 그 아이들 중 몇몇은 직접 파묻고 온 적도 있었다며 

눈시울을 붉힌다. 그리고 자주 만나는 생존자들은 죽은 아이들

이 묻힌 곳을 매년 벌초하러 온다고 했다. 그런데 벌초하고 나서 

다들 그냥 헤어지는데, 그 죽은 아이들을 위로하면서 묵념이라

도 올리고 싶다고 했다. 창작센터가 옛날 선감학원의 학교가 있

던 자리이니 이곳에 자그마한 표석 하나라도 만들어 준다면 그

곳에서 묵념을 올리면서 명복을 빌고 가고 싶다는 것이다.

얼마 전 안산시에서 선감마을에 위령비와 추모공원을 만들

기로 하였으나, 선감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일에 대한 신

문 기사를 본 바도 있었기에, 접근하는데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는 것과 특히 선감마을 주민들과는 연결되지 않는 장소를 선택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입주해 있는 작가들과 동료들의 

생각은 어떤지도 들어보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작은 표석일

지라도, 혹은 이미 떠난 혼을 달래주기 위한 위령의 비이더라도 

만약 창작센터내의 공간에서라면 예술적인 작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2013년은 이미 저물어가

고 있어서 그 다음 해에 실행에 옮기기로 하고, 2014년을 준비

하는 예산에 그런 명분을 살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경기창

작센터에서는 개관부터 지역주민들과의 연계사업에 관심을 두

었고, 그런 일들을 적지만 꾸준히 실행해 오고 있었기에 선감학

원 생존자들의 바람을 들어줄 예산의 공간이 조금 있었다.

 해가 바뀌자 덩달아 마음도 급해졌다. 준비된 예산 상황을 다

시 점검하였고, 소액으로 그럴듯한 표석을 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거리로 남아 있었다. 함께 근무했던 이경

호 팀장에게 소개받았던, 선감도 주민인 김용현 조각가를 떠올

렸다. 그는 돌조각가로서 뿐만 아니라 중국과 사업도 진행하고 

있던 사업가이기도 해서 혹 좋은 방안이 없을까 하고 종종 만났

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용현 조각가가 공모전에서 특선을 했던 

자신의 돌조각 작품이 실린 도록을 보여주면서, 이 작품으로 하

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방패연 형상의 추상작품이었다. 높이 또

한 150센티미터 남짓이어서 지나치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

한 크기였다. 그 작품을 보자 수십 년 전에 죽은 어린 영혼들이 

방패연을 타고 날아가 각자의 엄마에게 돌아가라는 의미를 담

을 수도 있었고, 영혼들이 하늘 높이 날아가 굶주림도 없고, 강

제노동도 없고, 폭력도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살았으면 하는 바

람을 담아보기에도 적절할 것 같았다. 그 작품의 사진을 가지고 

류규석 씨와 김영배 씨를 만났다. 그 작품으로 선감학원에서 

선감역사박물관 전경. 사진 출처-경기만에코뮤지엄 현재 경기창작센터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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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냈던 사람들과 어린 나이에 죽은 영혼을 기리는 표석으로 삼

았을 때 작품이 가질 수 있는 의미와 크기를 설명하니 두 사람 

모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하는 것이었다. 

그 작품으로 정했으면 한다고 김용현 조각가에게 전했더니, 

창작센터가 진행하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작품을 

기증하겠다고 했다. 작품이 위령비로서 활용되기 위해 추가로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작업을 할 장을봉 조각가(현 충북미술협

회 이사장)를 소개해 주었다. 위령비 제작에 필요한 추가 작업에 

소요되는 돌의 종류나 디자인 등 모든 것은 장을봉 조작가에게 

일임하였던 셈이다. 조각작품과 아울러 위령비로 제작할 암석을 

오석(烏石)으로 정하고, 오석을 전문적으로 가공하는 충남 태안

의 태양석재 이교희 대표를 참여시켜 작업 전반에 대한 일이 진

행되었다. 이교희 대표도 선감학원과 선감학원에서 희생된 어린 

영혼들을 위로하게 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재료와 가공

에 드는 모든 비용을 기부하겠다고 밝혀왔다. 너무나도 고마웠

다. 이렇게 신속하게 위령비를 제작할 수 있게 작품을 기증해주

고, 기획해준 김용현 조각가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다. 선감학원에서 희생당한 어린 생

명들의 넋을 위로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어야하기에 의미에 맞

는 시를 한 수 새겨 넣었으면 좋겠다 싶었다. 평소 흙, 농부, 농

촌을 소재로 시를 써왔던 여주에 살고 있는 홍일선 시인에게 자

초지종을 설명하고, 시를 한 편 써 주십사 청했다. 열흘 정도 지

나 선감학원의 어린 영혼들에게 역사의 잘못에 대해 사죄하면

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위로해주는 감동적인 시를 받게 되었다. 

한 역사

어둠 속 섬에도

동트는 새벽이 있었으련만

아주 오랜 날 유폐된 섬 속에

소년들이 있어야만 했으니

저물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이 정녕 역사일진대

삼가 오늘 무릎 꿇어

그대들 이름 호명하나니

선감도 소년들이시여

어머니 기다리시는 집으로

밀물치듯 어희 돌아들 가소서

이 비루한 역사 용서하소서

선감학원 생존자회의 회장과 총무에게 연락하여 창작센터에

서 만나 이런 상황을 전하면서 위령비를 세울 장소와 제막일을 

정해달라고 했다. 두 분 표정이 환해지면서 이제 비빌 언덕이 생

겼다며 연신 고마움을 드러냈다. 당시 선감학원의 학교 교사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며, 경기창작센터의 창작스튜디오2동 

왼쪽에 위령비를 설치해 주기를 원했고, 위령비 제막일은 선감

학원 개교기념일인 5월 29일로 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미 선감

학원 생존자들끼리 그렇게 정했다는 것이다.

그즈음 안산지역사연구소 정진각 소장께 연락을 하여 지금까

지 진행되고 있었던 일에 대해 알려드렸다. 정진각 소장은 선감

학원에 대한 거의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해 두었고, 그 자

료를 바탕으로 창작센터에서 대부도역사관을 만들 수 있었음을 

들었던 터였다. 어린 영혼들을 위로할 위령비 제막식 날짜를 알

려드리니, 일본에 살고 있는 이하라 히로미츠 선생께 연락하여 

위령비 제막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다. 이하라 히로미

츠 선생은 1935년 원산에서 태어나 선감학원 부원장인 부친을 

따라 선감도에 들어왔다. 같은 또래의 조선 어린이들이 이곳으

로 끌려와 짐승과도 같은 삶을 견디어 내는 모습과 어린 죽음들

을 목격하였던 것이다. 일본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와 다를 

바 없는 참상을 당한 조선의 아이들에게 늘 죄책감을 가지고 속

죄하는 마음으로 한평생을 살아 왔다는 것이다. 그런 속죄의 마

음으로 ‘아! 선감도’라는 소설을 발표하면서 선감학원에 대한 진

실들을 처음으로 드러낸 작가이기도 했다. 선감학원과 관련된 

일이라면 언제든 응했고, 그런 일로 한국을 자주 방문하였다.

이제 남은 일은 제막식 당일의 행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

인가 하는 것이었다. 어린 아이로서 선감학원에서의 삶은 도저

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었고,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삶이

었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폭력적인 힘에 의해 끌려왔고, 

혹독하다 못해 잔혹하기까지 한 상황을 몸으로 받아내다가 끝

내 숨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절망 앞에 

선 아이들을 생각해 보았다. 생존하여 어렵지만 사회생활을 영

위하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았다. 비참하게 죽은 어린 영혼들을 

위로하는 시간인 만큼 생존자들이 제대로 격식을 갖춘 제사를 

지낸 다음, 제막식을 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일제 때

인 1942년부터 시작된 이 비극은 70년이 지나도록 어떤 형식으

로든 호명되어 위로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런 생

각에 미치자 전통 제례 전문가인 윤여빈 팀장에게 지금까지 진

행된 맥락을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2014년 5월 29일이 다가왔다. 5월이라는 계절을 두고 흔히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한다. 그날따라 유난히 아름다운 날씨였

다. 구름도 뭉게뭉게 피어난 파란 하늘을 선물해준 것 같은 날씨

였다. 이하라 히로미츠 선생의 부인께서는 천마리의 학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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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의 어린 생명들의 주검들이 묻힌 장소. 2016년 5월 29일 처음으로 열린 

선감학원 위령제에서 아이들의 혼을 상징하는 종이로 만든 인형들이 꽂혀 있다.

접고 실로 100개씩을 묶어 어린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 정성

을 가득 담아 만들어서 가져 왔다. 남편이 일본을 대신하여 평생

을 참회하고 고뇌하면서 어려운 삶을 사는 모습을 지켜 보아왔

던, 팔순을 앞둔 고령의 나이에 한 마리 한 마리 학을 접으면서 

조선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 바쳤을 그 정성과 마음을 생각하니 

작품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위령비를 제막하는 조촐한 행사를 치룬 2년 뒤인 2016년 5월 

29일에는 어린 아이들이 묻힌 곳과 경기창작센터 일원에서 처

음으로 ‘선감학원 위령제’가 개최되었고, 매년 5월 29일에 선감

문화제가 개최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선감학원에서 희생당한 어린 영혼을 기리기 위령의 염원을 

담은 조각작품의 제목은 ‘대지를 넘다’이며, 그 의미를 이렇게 

새기고 있다. 본 조형물은 유년시절 놀이기구의 하나인 방패연 이

미지를 차용하여 구상한 작품으로 방패연, 얼레, 꽃잎으로 구성

되어 있다. 방패연은 자자를 갈망하는 마음, 얼레는 연이 날 수 있

도록 바람을 일으킴과 동시에 연을 묶어두는 양면적 상황으로서

의 상징성을 부여하였고, 꽃잎은 어린아이의 고귀함과 순수를 은

유한다. 이는 자유롭지 못한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속적인 자유를 

염원하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다 

이 글의 처음에 이야기했던 탈출한 소년의 상황은 당시 겪어

야 했던 일들 중 극히 일부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

어졌을까? 선감학원의 숱한 비극의 시발은 한층 강화된 감화정

책을 펴기 위해 ‘조선소년령’을 발표하면서 1942년 5월 선감학

원이 문을 열면서 부터였다1

1930년대부터 일제의 농업정책의 실패로 탈농현상이 가속화

되어 경성(서울)으로 인구의 이동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움으로 지은 집(土幕)들이 경성시내에도 들어서고, 유

리걸식하는 아이들이 늘어나자, 거리의 부랑 소년들을 교화시

켜 떳떳한 황국신민으로 길러내겠다는 표면적인 목적을 내세

우면서 말이다. 조선의 소년들에게 어릴 때부터 군사훈련을 시

켜 절대복종하는 황군으로 만들어 전쟁에 투입하고자 하는 목

적은 숨겼던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붙잡혀온 소년들은 물

자 조달과 식량 자급을 위해서 강제노동이 부과 되었고, 일본군 

양성을 위한 군사훈련을 받아야만 했다. 부모도 없는 하찮은 조

선의 소년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었을 리 만무하였고, 구타

가 횡행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해방을 맞고 일본

이 남기고 간 선감학원은 한국전쟁 때 전략적 요충지였기에 미

군이 선감도를 점령하였다. 종전 후 주한미군의 원조사업으로 

사무실, 교사(校舍), 아동 숙소, 직원관사 등 41동의 건물을 신축

하였고, 미군 철수 후 경기도에서 수용시설로 운영하였다 2 5·16 

군사쿠데타 후 군사정부는 부랑아를 거리에서 내몰아 한군데에 

수용함으로써 사회를 정화한다는 명분을 살리면서 쿠데타에 호

응을 얻기 위한 방책으로 활용했을 것이었다. 60년대를 관통하

면서 부랑아뿐만 아니라 연고자가 명확한 아이들까지 납치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넓은 토지를 일구고 염전을 만들어 소금을 생

산하는데 동원되었다. 그러니 선감학원으로 끌려온 아이들은 강

제노동과 매질에 노출되었고, 결국 일제 때 선감학원의 운영방

식을 답습하면서 수많은 희생자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선감학원이 있었던 이곳은 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성격의 흔

적과 기억들로 섞여있다.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선감학원으

로 운영이 되었고, 1995년부터 2008년까지는 산업인력을 양성

하기 위하여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였다. 2008년에는 

폐교가 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 건물과 부지에 대해 경기도

미술관에서 제안한, 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창작활

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경기창작센터로 설립하여 지금까지 운

영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선감도에서 각각의 시기

에 공통의 공간을 점유하면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공공의 기

관들이 역사를 이루어 왔고, 선감도 주민들은 같은 지역에서 상

이한 성격의 공간들을 공유하여온 셈이다. 

1 ‘그것이 알고 싶다’ 선감도 선감학원...어린 소년들 독립의지 말살과 전쟁 소모품으로 이용!, 『내외통신』 2020. 8.16자 참조.

2 안산지역사연구소 편, 『자취 감춘 부랑아 』, ( 선감역사자료 소책자), 선감역사박물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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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어린 아이들의 꿈과 생명을 앗아간 선감학원의 비극

이 시작된 선감도의 그 공간. 청년들의 꿈을 이루어주고 한국 산

업발전의 초석이 될 수많은 산업인력을 양성한 곳이었고, 현재

는 전도양양한 예술가들이 입주하여 작업공간으로, 교류공간으

로, 주민들과의 소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비록 비극의 세월

은 끝이 났다고 하지만. 그 비극이 남겨둔 현재는 생존자들에게 

여전히 암울하기만 하다. 그 세월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오류

였고, 그 오류를 바로잡는 걸음은 계속되어야 한다. 오늘의 그 

장소는 예술가들의 열정으로 숨을 쉬는 장소로 변모한 만큼, 서

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으로써 아픈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한

다. 그리고 새로운 그 무엇을 추구하는 장소로 선감도와 경기창

작센터가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란다.

주) 선감학원의 생존자들은 어린 나이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아이들을 추념할 수 있는 조그마한 ‘비석’ 또는 ‘표석’이라도 자그

맣게 설치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일이 진행되면서 의미를 담고, 

시를 새기면서 ‘위령의 역할’을 하는 예술작품으로 탄생한 것이다.

선감학원 위령비 제막식의 복사와 제주, 그리고 조각가. 왼쪽부터 이경호 팀장, 김기량 씨, 김영배 생존자회장, 생존자 정병훈 씨, 류규석 전임회장, 

김용현 조각가(작품 기증자)

글  박희주

경기문화재단 박물관건립추진단, 경기창작센터 등 근무. 경기창작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선감학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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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사건과 성찰

경기도의 아이들

글쓰기를 위해 경기도 사건사고 목록을 살폈다. 세상이 좋아

져 검색창에 '경기도 사건'만 쳐도 연도별로 사건의 이름이 줄줄

이 정리된 목록을 찾을 수 있었다. 사건 이름을 찬찬히 살펴보는

데, 요즘에 가까워올수록 유독 눈에 많이 띄는 사건들이 있었다. 

‘초등학생’ ‘유아’ ‘살인’ ‘학대’ ‘사고’... 이렇게 많았나 싶을만큼 

아이들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경기도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났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해석하기엔, 그 

수와 정도가 심하다. 

실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사회부 기자로 일하는 것이 곤혹

스러울 때가 많았다. 사회의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이면을 눈으

로 확인해야 했고, 잔혹성을 띤 인간의 이중성을 인정해야 할 때

가 많아서다. 특히 아동이 피해자가 되는 사건들은 좀처럼 손을 

대지 못했다. 살짝 화면만 ‘터치’만 하면 사건내막을 알 수 있는 

지금 같은 세상에 손도 대지 못할 때가 많았다. 너무 마음이 아

파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하지만 경기도 사건사고를 살펴보며 아동 피해자를 그냥 지

나칠 수 없었다. 숱한 사건사고 중 굳이 아동을 주제로 한 사건

사고를 기록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데는 어른들의 이기와 무지함

으로 아이들의 작은 일상조차 지키지 못하는 일을 현재에도 빈

번히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만 해도 안산의 한 유치

원에선 얼마 되지 않는 운영비를 아끼려고 영양사도 없는 급식

실에 부실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먹은 아이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려 장기가 망가져 평생 추적관찰을 해야 하는 치명

상을 입는 사건을 취재했다. 

이뿐일까. 부모가 자녀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방임하다 죽음에 

이르는 일은 근래에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모니터 너머 잔혹한 사건을 바라본다. 아이의 엄마로 절망했

고 어른으로 부끄럽고, 기자로서 죄책감이 들었다.

최악의 화재사고, 씨랜드 화재참사

‘아이들의 시체는 불길을 피하려는듯 창가에 집단으로 몰려 

한데 어우러진채 발견됐다는 소방관의 말은 듣는 순간 죽음에 

몰린 18명 아이들의 긴박한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1999

년 7월 1일 경인일보에 실린 ‘수련원 참사 아비규환의 현장르포’

의 일부분이다.

이 한 문장으로 그 날의 참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화재현장의 그을음 하나, 기사 문장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현

장이 눈에 선할 만큼 잔인하다. ‘전국에서 몰려든 취재진과 아이

의 죽음이 믿기지 않은 듯 이곳저곳을 헤매며 미친 듯 울부짓는 

부모들,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환자를 수송하는 구급차, 상황

씨랜드 화재사건을 다룬 매일경제 1999년 7월 1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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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제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 경찰, 씨랜드는 한

마디로 폭격을 맞은 전쟁터 바로 그곳이었다'

화재가 처음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 301호실은 컨테이너건물

로 지어졌다. 스티로폼과 합판으로 제작된, 가건물 정도밖에 되

지 않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가 커진 이유를 단박에 알 

수 있다. 

벌써 21년이 지난 이 날의 사건, 바로 ‘씨랜드 화재참사’다. 

1999년 6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화성군 서신면 궁평리 씨랜

드 청소년수련원 3층 건물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날 씨랜드에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포함해 모두 5백20

여명이 투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의 핵심은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다. 지금 기준에서 

본다면, 말도 안되는 수준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씨랜드 참

사에선 무시됐다.   

특히 피해가 컸던 것은 유치원생들이다. 발화점이 유치원생

들의 숙소였고 지도교사가 함께 있지 않아 피해는 더 컸다. 당시 

기사에는 ‘소망유치원 일부 교사는 다른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

었고 일부는 운동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애들 생각은 뒷전

으로 미뤘다. 아이들이 집단으로 숙식하면 형식적으로라도 둬

야하는 야간순시나 불침번도 없어 교사들이 사고대비에 얼마나 

안일했었는지를 보여줬다’고 기록했다. 

게다가 씨랜드는 화재를 진압할 만한 주변환경조차 조성되

지 않았다. ‘사고가 난 씨랜드는 오산소방서와는 70㎞ 남양파출

소와는 30㎞ 이상 떨어져 있다. 도로 역시 씨랜드 입구 2~3㎞가 

차량 한대가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비좁은데다 비포장이

어서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당시 기자가 아이들이 묵는 수련원에 불이 났다는 소

식을 듣고 부리나케 차를 몰아 현장에 도착했는데, 화성시청(당

시는 군청)에서 출발해도 1시간을 달려야 도착할 만큼 먼 거리

였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얼마나 외진 곳에 아동놀이시설을 마

련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당시의 준공 허가기준에도 부합하

지 않는 씨랜드의 시설이 사업자와 공무원의 유착으로 허가됐

다는 것이다. 소방시설이 없는 것은 둘째치고 스티로폼, 합판 등 

가연성이 높아 화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여기에 불법 

용도변경 등이 버젓이 자행되는데도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아직도 ‘씨랜드’가 우리 뇌리에 각인돼있을 만큼 당시 사회에 

준 충격은 어마했지만, 이후로도 어린이수련원 시설의 구조는 

씨랜드 때와 같이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도 무방했다. 결국 더 

많은 화재사고로 인명이 파리목숨처럼 사라진 뒤에야 내장재가 

난연재로 바뀌었다. 아이들의 죽음으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

었다.

안양 초등학생 납치살인, 정성현 사건

정성현 사건이 생소한가. ‘혜진·예슬이’를 떠올린다면 단박에 

이 사건을 기억해낼 것이다. 이 사건은 이른바 '혜진이 예슬이 

사건'으로 불린 안양 초등학생 납치살인 사건이다. 

200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이 사라졌다. 친구

들과 아파트 놀이터에서 함께 놀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다. 아

이들이 실종되는 일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실종된 지 7일째 되

는 날은 언론도 주목을 시작했다. 부모의 미귀가신고 이후 경찰

은 아이들의 행적을 쫓았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어 공개수사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2008년 1월 1일 새해 첫 날, 경인일보는 키 

132cm, 몸무게 30kg의 예슬이와 140cm, 40kg의 혜진이의 실

종 당시 옷차림과 신체적 특징을 열거하며 ‘이들을 본 사람은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로 연락달라’는 간곡

한 메세지를 전달했다.

이후 아이들을 찾기 위한 노력은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해 대대

적으로 전해졌다. 480여명의 전경이 투입됐고 전단지 2만8천장

이 배포됐으며 안양일대 임시반상회와 통·반장회의 등을 통해 

실종아동 찾기에 나섰다.

하지만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수원의 

한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된 지 79일 만이다.

실종 아동 혜진과 예승를 찾는 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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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지 이틀 뒤 3월 16일, 용의

자가 검거됐다. 두 어린이의 집에서 불과 130여m 떨어진 주택

에 혼자 살고 있던 ‘이웃집 아저씨’였다.

참혹한 비극적 결말의 뒷 이야기는 더 씁쓸하다. 범인 정성현

은 “두 어린이를 성추행한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질까봐 살해

했다”고 자백했다.

또 현장검증하는 당시의 상황은 가슴이 아프다. 2008년 3월 

29일 경인일보에는 “정씨가 집안에서 훼손된 두 아이의 시신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나오는 순간 이양의 어머니와 친척들이 

달려와 ‘얼굴만이라도 공개하라’고 오열했고 정씨가 경찰의 보

호 속에 자리를 떠나자 300여m를 뒤쫓아가다 길바닥에 쓰러져 

주민들과 취재진을 안타깝게 했다”고 쓰여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

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법이 대책으로 마련

되는 등 제도적 변화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못했고 

아동 범죄는 더욱 잔혹해졌다.

조두순 사건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으레 ‘술을 먹어 기억이 나지 않는

다, 혹은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심신미약상의 이유로 법을 교묘

히 빠져나갔다. 비교적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 유형이라 사회의 

공분을 살 만큼 화제에 오르기도 쉽지 않다. 특히 아동 성범죄는 

모두가 쉬쉬하며 덮어두기에 급급해 더욱 그렇다. 피해자들만 

조용히 고통 속에서 숨죽여 울어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조두순 사건은 그야말로 아동 성폭력 범죄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 됐다.

조두순 사건 역시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는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다. kbs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등장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불과한 피해아동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을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됐다.

조두순 사건이 알려진 후 경인일보가 쓴 사설(2009년 10월 7

일)의 첫 문장도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고 죄 많은 어른이다”였

다. 이어 “어린 여아를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겪는 사회적 소동이 부끄럽고 그러한 소동을 반복하면서도 인

면수심의 범죄를 막지 못하고 있으니 희생당한 어린 영혼들에

게 이만큼 큰 죄가 없다”고 반성했다.

더구나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점에 대해서 “과연 단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공분이 일고 있다”고 당시 분위기를 기록했다. 

그 이전에 벌어진 안양 초등생 납치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3세 미만 어린

이에 대한 성폭행범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했지만, 법원

과 검찰이 심신미약이라는 감형사유를 들어 피해자는 물론, 일

반 시민들도 납득하기 힘든 형벌을 내렸기 때문이다. 조두순 사

건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화제가 됐다. 조두순이 출소할 날이 

가까워진 최근에는 더욱 여론이 시끄러워졌다. 조두순이 출소 

이후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것이 

알려지면서다. 주민은 물론, 어린 아이가 있는 부모들의 불안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 

하지만 당시의 미흡했던 법은 아직까지도 사건의 발목을 잡

고 있다. 법의 죄값을 모두 치뤘기 때문에 그를 ‘보호감찰’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는 것.  

조두순사건으로 더 이상 피해자의 이름을 본따 사건을 부르

는 행태도 개선되고, 아동 성범죄의 권고형향의 상한선이 ‘무기

징역’까지 상향됐다. 하지만 여전히 비슷한 사건은 발생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리 사회의 습관은 현재진행형이다.

조두순 사건을 다른 영화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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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여중생, 평택 원영이 사건

‘실종신고된 여중생이 부천에서 이불에 덮인 채 미이라 상태

로 발견됐다’ 

2016년 2월 3일, 현직 목사인 여중생의 아버지가 딸을 죽인 

후 작은 방에 이불로 덮어 1년가량 방치했다 경찰에 붙잡혔다. 

발견 당시 딸은 백골상태였는데, 아버지는 악취를 숨기기 위해 

방향제를 사용했다.

범행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한 아버지는 경찰에 직접 미귀가

(가출)신고까지 했고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서를 직접 찾아

와 ‘가출한 딸을 잘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오겠다’며 거짓말까지 

일삼았다.

아버지가 경찰에 직접 찾아온 것도 2016년 초 같은 지역서 부

모가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가 벌어지자 정부가 초·중학생 장기결석자 전

수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장기미귀가자 부모상담을 위해 가정

방문 요청을 받자 “직접 경찰서에 가서 설명하겠다”고 온 것은 

피해자 여중생의 아버지다.

하지만 경찰은 숨진 여중생의 친구가 “누구에게 맞은 것처럼 

자주 얼굴과 몸이 멍들어 다녔다”는 진술을 확보해 아동학대 정

황을 포착했고 집을 압수수색한 끝에 작은 방에 방치된 학생을 

찾아냈다.

이 사건으로 장기결석생을 부실관리하는 학교 실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유 없이 1년 가까이 결석을 했지만 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중학교 입학 

직후부터 결석해 3차례나 보호자에게 출석독촉 경고장을 보냈

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는데도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동안, 아이는 결국 자신의 집에서 희

생돼야 했다.

부천 여중생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같은 해 3월 평택

에선 7살 신원영 군이 부모에게 잔혹한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원영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숨지기 직전까지 좁은 화

장실에서 갇혀 지내며 고문에 가까운 가학행위를 당했다는 사

실이 드러나서다.

특히 부모는 원영이의 작은 몸 위에 강력 살균제인 락스를 뿌

렸다. 매일 굶주림에 시달렸으며 화장실에 감금당한 채 한겨울 

냉수를 퍼붓는 일이 다반사였다.

더구나 원영이는 초등학교 입학통지서를 받았지만 학교에 가

지 못했다. “왜 학교에 오지 않을까” 단 한 명의 어른이라도 의

문을 품었다면, 원영이가 생지옥과 다름없는 집에서 살아서 걸

어 나오지 않았을까. 

원영이 사건으로 비로소 어른들은 장기결석자나 초등학교 입

학통지서를 받고도 오지 않는 아이들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다. 

매년 전국시도교육청은 2월부터 3월까지 초등학교 입학통지

를 받고 오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아이들을 몇 차례에 걸

쳐 연락하고 조사한다. 또 학대, 방임 등이 의심되거나 아이의 

소재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를 통해 

아이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의 한 구청 공무원이 출생신고를 한 뒤 예방

접종 기록이 없고 아동수당 등을 전혀 신청하지 않은 아이를 수

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일이 있었다. 사건의 내막을 들

여다보니, 아이의 엄마가 생후 한 달이 되던 때 아기에게 수면제

를 먹여 살해한 뒤 집에 방치해 온 것을 4년 뒤인 올해 8월에 발

견했다. 

여전히 아동 학대사건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특히 신종코

로나바이러스로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학대 

신고율은 급증하고 있다. 

괜한 주제를 잡았나 싶다. 글을 쓰는 내내 떨리는 마음과 손을 

주체하지 못했다. 피해입은 아이가 수면 위로 드러나야만 아동

범죄를 근절하자고 부르짖는 우리들이 부끄럽다. 할 수 있는 것

이 고작 펜으로 끄적이는 것이라는 게 서글프다. 무뎌지지 않기 

위해 더 치밀하고 날카롭게 그들을 지켜봐야 겠다.

글  공지영

유년을 보낸 경기도에 돌아와 경인일보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사회부, 경제부, 문화부 등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도의 숨은 이면과 매력을 동시에 발굴하며 도민에게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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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 제30대 경기지사. 그는 밀레니엄시대를 여는 ‘경기호’의 첫 선장이었다. 

임 지사는 재직기간(1998~2002년) 동안 경기도정에 어떤 결을 남겼을까. 

이 같은 물음에 대한 정답은 킨텍스와 백남준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그의 이름을 쳐도 이 

두 단어가 연관 검색어로 뜬다. 역대 어떤 민선 도지사보다도 문화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의 섬세하고도 

근사한 결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그는 IMF 외환위기를 수습한 ‘경제통’으로만 알려져 있다.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평생을 경

제관료로 잔뼈가 굵었기 때문일까. 경기지사가 되지 않았다면 그런 명제는 지금까지 유효했을 터이다. 

국민들은 아직도 김영삼 정부 후반기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TV에 나와 IMF와의 협상 타결을 알리던 기자

회견을 잊지 않고 있다. 그때의 기억이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의 기억에 잔상으로 남아있다. 

임창열의 문화와 관광과의 의미있는 융합…

마이스산업으로 꽃을 피우다

허행윤

경기지사

밀레니엄시대를 여는 ‘경기호’의 첫 선장이었던 임창열 경기지사는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도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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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료 이미지에서 문화 도지사로…

마이스산업의 태동

임창열 지사는 과연 경제관료 출신답게 올곧게 경제에만 올

인했던 도백이었을까. 도정도 경제에만 초점이 맞춰졌을까. 이

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이다. 임 지사가 펼쳤던 도정의 결은 문

화적인 측면이 더 짙었기 때문이다.  

임 지사가 펼쳤던 도정의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킨텍스다. 

킨텍스를 말하기 전에 마이스산업부터 먼저 살펴봐야 한다. 

마이스산업은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첫 주자이다. 도시브랜드 

각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굴뚝 없

는 황금산업’으로 불린다.

임 지사는 취임 초반기부터 문화와 관광의 접목을 구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수 예술의 영역은 차치하더라도 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실용적으로 행정의 영역으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

는 관광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

지 않았다. 

문화와 관광의 융합, 그렇게 탄생된 임 지사의 첫 번째 성과

물이 마이스산업이다. 마이스산업은 킨텍스로 구체화됐다. 

사실 마이스산업은 1990년대 아시아에서도 이미 싱가포르와 

홍콩 등이 주도하고 있었다. 임 지사의 도정은 바로 이 대목에 

주목했다. 당시 일본이나 중국 등도 마이스산업에는 별다른 관

심을 보이지 않았다. 임 지사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킨텍스는 마이스산업의 필요성을 간과하지 않은 임 지사의 

행정적인 감각이 문화를 개념적인 영역에서 실용적인 영역으로 

끌어 올린 사회과학적인 응용력과 만나 맺어진 결실이다.  

        

세계적인 비디오 아트의 거장 백남준, 

경기도정과 만나다 

임 지사표 도정의 두 번째 성과물은 백남준 콘텐츠다. 

백남준이라는 예술가는 세계적인 거목이었다. 지금도 물론이

지만 당시 국내에서 생소했던 비디오 아트라는 장르의 개척자

이자 완결자이기도 했다. 전위 음악가 존 케이지(John Cage)를 

만나 자신의 인생과 예술세계에도 일대 반전과 전환 등을 일으

켰다. 뒤셀도르프의 갤러리 22에서 데뷔작인 ‘존 케이지에 대한 

오마주 Homage a John Cage’를 초연하며 바이올린을 내리쳐 

부수는 해프닝을 보여줬다. 몇 마디 문장으로는 그의 작품세계

를 제대로 설명하기 힘든, 한국이 낳은 거장이다.

‘피아노포르테를 위한 습작(Etude for Pianoforte)’을 통해선 

피아노 2대를 파괴하고 관람객의 넥타이와 셔츠를 잘라냈으며, 

머리를 샴푸시키는 격렬한 행동주의 양식을 펼쳤다. ‘TV 정원

(TV Garden)’은 수많은 모니터의 사용을 통해 비디오 설치라는 

개념을 도입, 설치 미술 가능성을 제시했다. 

1979년부터 뒤셀도르프 아카데미의 교수로 재직하며 여전

히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쳤다. 1982년에는 뉴욕 휘트니 미술

관에서 첫 회고전이 열렸고, 1984년 뉴욕과 파리, 베를린, 서울

을 연결하는 최초의 위성중계 작품 ‘굿모닝 미스터 오웰(Good 

Morning, Mr. Orwell)’을 발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1986

년 제2편 ‘바이 바이 키플링(Bye Bye Kipling)’과 1988년 제3편 

‘손에 손 잡고(Wrap around the World)’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단 몇 줄의 문장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백남준의 이력이

다. 물론 임 지사가 없었다면 백남준의 예술이 녹여진 아트센터 

건립은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2008년 

10월 용인에 백남준 아트센터가 공식 개관했다. 그 밑그림을 그

린 이가 임 지사였다. 

비디오 아트의 메카 백남준 아트센터 

경기도에 둥지를 틀다

경기도립박물관 인근에 세워진 백남준 아트센터는 부지 3만

3천58㎡에 지하 2층, 지상 3층 등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여러 

겹의 거울로 이뤄진 이 건물은 지난 2003년 국제현상설계공모

를 통해 뽑힌 독일인 크리스텐 쉐멜(Kirsten Schmel)의 ‘매트릭

스(the Matrix)’라는 작품을 기반으로 마리나 스탄코빅(Marina 

Stancovic)이 설계했다. 외형은 그랜드 피아노를 본떠 만들었다. 

백남준 아트센터 전경. 비디오 아트의 세계적인 거장의 예술혼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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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 작가의 대표작인 ‘다다익선(多多益善)’이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전시되고 있다. 

1959년 백남준이 ‘존 케이지에게 바침’이라는 제목의 퍼포먼스

에서 피아노를 부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백남준 아트센터에는 그가 1963년 독일 부퍼달에서 열었던 

첫 전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작품들이 시대별로 잘 정리

돼 전시됐다. 이곳에 오면 늘 백남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

시관 10곳에서 펼쳐지는 백남준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여행

도 가능하다.  

우선 제3전시실에선 백남준의 2001년 작품들인 ‘슈베르트’와 

‘햄릿’, ‘찰리 채플린’, ‘세종대왕’ 등을 만날 수 있다. 이 작품들

은 1986년부터 로봇을 소재로 꾸준히 만들어진 그의 로봇 시리

즈들이다. 이외에도 이 전시실에선 ‘스위스 시계’와 ‘비디오 코

뮨’ 등의 설치미술도 감상할 수 있다. 제6전시실에선 ‘달은 가장 

오래된 TV’, ‘tv 부처’, ‘실제 물고기’, ‘생방송 물고기’  등 재미

있고 역동적이면서 화려하고 기술과 사람의 조화에 대해 생각

해 볼 수 있는 작품들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제7전시실

에 가면 1984년 파리, 뉴욕, 한국, 일본, 독일 등지를 인공위성으

로 연결해 각지에서 펼쳐진 공연과 행위를 비디오 예술로 보여 

주었던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만날 수 있다.

백남준 아트센터의 산파는 임 지사다. 그의 열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2001년 11월 백남준과의 논의를 거쳐 건립기본계

획을 수립했고, 2006년 8월 착공, 2008년 4월30일 완공됐으며 

같은 해 10월8일 문을 열었다.

마이스산업의 결정체, 킨텍스…

아시아를 넘어서다 

임 지사의 또 다른 성과물인 킨텍스의 기획자도 임 지사다. 

그는 전시컨벤션산업 국제화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와 경기도, 고양시 등과의 공동 출자를 통해 지난 2002

년 한국국제전시장㈜ 법인을 설립했다. 이로써 아시아 4번째 

전시면적을 확보했고 대한민국 전시산업의 국제화도 달성했다. 

제1전시장은 지난 2003년 5월 착공돼 지난 2005년 4월29일 

실내 전시면적 5만3천975㎡를 갖췄다. 2007년 사명이 ㈜킨

텍스로 바뀌었다.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 등 전시장 2곳을 

갖췄다. 

2011년 9월에는 킨텍스 제2전시장으로 실내전시면적 10만8

천483㎡이 추가됐다. 국내 전시시설 12곳 총면적의 41%를 차지

한다. 킨텍스 제2전시장의 개장으로 킨텍스는 대한민국 유일의 

대규모 국제순회전시가 가능한 전시장으로 거듭 나게 됐다. 아

시아에서 네 번째로 10만㎡ 이상의 단일 전시장을 갖춘 전시 강

국이 됐다. 

 임창열 지사의 문화와 관광과의 융합의 성과물은 킨텍스로 구체화됐다. 고양시 일산에 조성된 킨텍스의 

야경이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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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대한민국 3대 국책항만으로 거듭나다

임 지사는 하나의 정책을 입안할 때 적어도 1~2년에 그치지 

않고 멀리 내다본다는 점이 다른 도백들과 차별화된다. 이런 마

인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그가 재임기간 동

안 펼쳤던 정책들을 분석하면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어느 

한 분야에만 치중되지 않고 여러 분야와 결합되거나 융합된다

는 점이다. 평택항 개발도 그 가운데 하나다.

그는 당시 중국이 대한민국 제1의 무역상대국이 될 것을 예측

했었다. 그래서 대(對)중국 수출 전략기지 육성이 시급한 과제였

다. 그래서 시작됐고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평택항 개발에 집

중했다. 평택항은 컨테이너도 들어올 수 없는 이름뿐인 항구였

다. 하지만 임 지사 재임 기간에 대한민국 3대 국책항만으로 발

전시켰다. 

평택항은 아산만을 사이로 평택시 포승읍에서 충청남도 당

진시 송산면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무역항이다. 항내 수면적 

94.990㎢, 수심 11∼18m 등으로 동부두와 서부두, 송악부두, 고

대부두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여객부두와 모래부두, 돌핀부두 

등도 있다.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입지를 갖춘 평택

항은 3대 국책항만과 5대 국책개발사업 등에 선정돼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왔다. 이 결과 2020년 기준으로 선석 64개를 운영

하고 있다.

평택항은 최단 기간 내 세계적인 규모의 항만으로 성장했다. 

그 이면에는 2000년대 들어 급성장한 중국의 고도성장의 수혜

를 직·간접적으로 받기도 했지만 임창열 지사의 혜안이 없었다

면 불가능했다.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임창열 지사를 흔히 경제통으로만 

알고 있지만,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개념의 실용적인 영역 성

과물인 킨텍스와 세계적인 비디오 아트의 거장 백남기의 예술

을 국내에 도입하고 소개한 도정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고 말했다.

임창열호의 경기도정은 한마디로 융합으로 특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융합은 예측 가능한 미래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내다

보는 마인드가 필수적이다. 임 지사의 실험은 그래서 아직도 현

재 진행형이다.             

글  허행윤 

한국외대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중국문학을 전공했다. 경기일보에서 30년 동안 사회부, 정치부, 문화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발품을 들여 경기도의 

문화와 역사 등에 대해 천착했다. 은퇴 후에도 경기도와 관련된 글쓰기를 계속하고 있다. 

평택항 전경. 임창열 지사는 컨테이너도 들어올 수 없었던 이름 뿐인 평택항을 대한민국 3대 국책항만으로 성장시켰다. 

92



경기도의 진짜 주인공들 
『경기백성실록 -일하고 생산하고 노래하다-』

이재범

책소개

역사의 주인공들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늘 있었다. 이 책 『경기백성실록』은 제목

에서부터 그 대답을 명확하게 한다. 실록이란 ‘역대 제왕의 재위기간의 일을 날짜 순

서에 따라 적은 기록’이라는 것이 사전적 표현이다. 그렇다면 『경기백성실록』은 ‘경기 

백성’이라는 왕들의 일을 기록한 책이다. 그들은 농부, 목자, 어부, 수공업 장인, 상인, 

노비, 광대 등이다. 

이 책은 1~3장은 농부, 4장은 목자, 5장은 어부, 6~7장은 수공업 장인, 8~9장은 상

인, 10~11장은 노비, 12장은 광대의 실록으로 구성되었다.   

도박을 선택한 개척자, 경기 농부 

조선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기치를 내건 농업국가였다. 많은 농업 권장 서적들

이 발간되었다. 태종 15년(1415)에 발간한 『농상집요』, 세종 11년(1429)의 『농사직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농업장려책의 이면에 있는 억압과 수탈이라는 

구조를 떠올린다. 당시 수취체제 아래서 생산량의 증대는 조세 착취 대상이 되거나 지

주의 수탈물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토를 확대하고 농법을 개선한 개

척자였다. 가뭄으로 갈라진 논에 물을 대고 뙤약볕에서 잡초를 뽑아 내며 땀 흘려 생

산하였다. 저자는 이들을 전정한 ‘경기도의 주인’이라고 하였다.

특히 경기 농부는 모내기를 경기도 이북 지역으로 확대시킨 공로자라고 한다. 본래 

모내기는 물이 많은 삼남지방에서 행하던 농법이었다. 물이 풍부하지 않은 경기도 이

북의 지역에서는 직파가 일반적이었다. 조세 징수자나 지주들이 모내기를 할 경우에 

가뭄 때의 수확량이  저하될 것을 걱정하여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모내기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계층은 경기도의 하층농민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

동이 착취될 것을 알고도 모내기를 실시하여 생산량을 높였다. 그리고 그들은 수리시

설 등을 확장하여 이모작이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었다. 경기도에서의 모내기는 일종

의 모험이자 도박이었다. 모내기라는 도박의 최대 수혜자는 상층부라는 사실을 알면

서도 이를 수용한 경기 농민을 저자는 ‘진정한 개척자’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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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그러진 ‘카우보이’, 경기 목자(牧子)

카우보이 또는 목동이라고 하면 자유롭고 용감하고 정의로운 

남성상을 떠올릴 것이다. 혹은 알퐁스 도데의 단편 「별」에서 하

늘의 별자리를 자상하게 설명하던 그 목동을 그릴 수도 있을 것

이다. 경기의 ‘카우보이’라고 할 수 있는 목자(牧子)는 달랐다. 목

자가 하는 일과 ‘카우보이’가 하는 일은 비슷하다. 말(소도 포함)

을 기르고, 승마할 수 있더럭 길을 들이고, 말을 위한 마조제(馬

祖祭), 승마신(乘馬神) 등의 제사를 지낸다. 

그러나 목자는 자유로운 ‘카우보이’는 아니었다. 목자는 사복

시에 예속된 천인 신분이었다. 목자는 건초를 장만하고, 초지를 

관리하고 마굿간을 수리하였다. 목마군에 편성되어 도적을 막

고 맹수를 포획하였다. 근무평가가 나쁘거나 말이 다치면 태(笞) 

50에서 장(長) 100에 해당하는 체벌을 당했다. 말을 잃어버리면 

돈으로 물어냈다.

목자는 거주 이전을 할 수 없었고, 전직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신분은 자손에게 세습되어 도망가는 목자들이 많아졌다. 말을 

몰래 팔거나 건강한 말과 허약한 말을 바꾸어 남은 돈을 갖는 

불법 행위를 하지 않으면 생존이 힘들었다. 여기에 감목관(監牧

官)의 부정과 가혹한 착취도 뒤따랐다. 불법적인 밀도살도 살아

남기 위한 목자들의 방편이었다. 

저자는 이러한 비참한 실상의 주인공인 목자를 『경기백성실

록』에 수록하였다. 말을 기르는 목자가 아닌 착취 당하는 인간

으로 말이다. 

어부가 없는 ‘어부사시사’의 꿈, 경기 어부

  『경기백성실록』의 세 번째 주인공은 어부다. 저자는 먼저 

우리나라 고전문학의 백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현보

의 ‘어부사’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를 인용한다.

고운 볕 쬐는데 물결이 기름 같다.

배 저어라 배 저어라

그물을 던져둘까 낚싯대를 놓으리까

삐그덕 삐그덕 어기여차

탁영가에 흥이 나니 고기도 잊겠도다.        

 <어부사시사 춘사 제5수>    

위 작품에서의 어부는 어부가 아니라고 저자는 잘라 말한다. 

오직 사대부의 ‘관념상의 어부’로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

자의 어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존재이다. 

김포 백성 오을마대 등 7명이 물고기를 잡다 익사했다. 

- 세종실록 42, 10년(1428) 12월 6일 -

강화에서 고깃배가 전복되어 죽은 어부가 14명이었다.  

- 현종실록 18, 11년(1670) 7월 29일 -

수원지역 바닷가에 거주하는 남녀 백성 60여 명이 고기잡이하다

가 풍랑을 만나 익사했다.  

- 숙종실록 6, 3년(1677) 12월 25일 -

어업은 힘든 생산활동이었다. 당시 어부들은 어업과 농업 혹

은 염전과 병행하였다. 농업에 비하여 어업은 힘들었다. 어부는 

‘칠성판을 등에 지고 일을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힘들었

다. 어부 가운데 일부는 염전을 하여 어염세를 납부하였다. 어염

세는 가혹하였고, 지방 관리들이 자주 작복하여 어부들은 자주 

변상도 했다. 

게다가 한양과 가까운 경기도 어부의 고통은 더욱 심했다. 잦

은 진상품 징발은 물론이고, 외국 사신 접대시 특별 공납도 있

었다. 비록 균역법과 대동법 등이 시행되면서 법제적으로 개선

되었다고는 하지만 허울뿐이었다. 규정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많지 않았다. 경기 어부들에 대하여 저자는 ‘경기 어부들 또한 

매운 강바람과 거친 풍랑을 맞으며 조선 사회의 밑바닥을 떠받

치고 있었다.’라고 평가하였다. 경기 어부들이 떠받친 것은 상류

층의 뱃놀이나 유흥에 소비되는 쾌락의 일부였다. 그럼에도 저

자는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된 경기 어부에 대한 연민이 있

었던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저자보다 좀 더 심각하다. 언젠가 보길도 세연정

에 갔었던 때가 생각나서이다.  당시 안내자가 “고산 선생님은 

이곳에서 술과 음식, 그리고 무희들과 풍류를 즐기셨다고 합니

다.”라는 말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다. 

『경기백성실록』의 어부편을 읽으면서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

다. ‘어부사시사’에는 어부가 없다.‘라는 생각이 .....

유명해지면 망한다, 경기 수공업 장인

‘유명해지면 망한다’. 이 명제는 안성 유기장들 사이에 떠돌

든 유행어였다. 역설적 의미의 이 말은 유기장이 유명해지면 그

럴수록 관리나 권세가들의 착취가 심해졌다는 의미를 내포한

다. 경기도는 위치상으로 수도 한양과 가까워 다른 지역에 비

하여 수공업 수요가 많았다. 안성 유기 이외에도 궁중이나 권

세가, 부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치품과 같은 물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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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강화도 교동의 초립(草笠)과 다리(加髢) 

등이 었다.  

경기 장인을 대표하는 분야가 도공(사기장)이다. 고려에서 조

선으로 이행하면서 청자보다 백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는

데, 그 욕구 충족의 대책이 광주 일대의 분원 자기소 설치였다. 

소박하고 단아한 백자는 사대부의 취향에도 맞았고, 질 좋은 백

토(白土)와 풍부한 땔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한양이 가깝고 

한강의 수운을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도 충족되었다.

당시 분원 도공들의 수준은 세계적이었다. 그러나 지급되는 

급료는 낮았다. 1년에 포 4필과 삭료 7석이 책정되었지만, 실제 

지급액은 그보다 낮았고 제때 지급되지 않았으며 중간에서 떼

먹기도 하고, 흉년이나 전염병과 같은 재난시에는 아주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관영만이 아닌 민간에서 도공들의 수준 높

은 생산품이 나왔다. 그러나 이 생산품은 자본을 가진 상인의 

몫이었다. 도공들은 상인의 요구에 맞는 생산을 하는 도구가 되

었다. 자신의 생산품으로부터 배제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경기 수공업 장인들은 솜씨가 좋아서는 안된다. 유명

해져서도 안된다. 솜씨가 좋을수록 자신의 생산품에서 멀어지

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산을 중단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경기 수공업 장인에 대하여 저자는 ‘호모 파베르(Homo 

Faber)의 거침없는 후예’라고 말한다.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 한다, 경기 상인 

『경기백성실록』의 아주 중요한 주인공의 하나가 상인이다. 

조선시대에는 상업을 말리(末利)라고 하여 천한 행동으로 취급

하였다. 따라서 말리를 추구하는 상인은 ‘사농공상’이라 하여 

일반인 가운데서 가장 천한 존재였다. 

그러나 조선에서도 상인을 천시하기는 했지만, 필요한 존재

로서 이용을 하였다. 왕실이나 관료들이 사용할 물품이나 필요

한 금전을 융통하는 데 있어서 상인의 존재는 절대적이었다. 한

편 상인을 통하여 부정한 재화나 금전을 교환하였는데, 요즈음

의 돈세탁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하여 국가에서는 어용상인인 시전 상인들을 활용하였다. 

시전 상인들에게는 ‘금난전권’이라 하여 시전 상인들의 구역에

서 상업 활동을 하는 다른 상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다. 상업을 천시하는 조선사회에서 상인의 일정한 역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예외가 있었다. 송방이라고도 하는 개

성상인과 한강의 하운(河運)을 이용하여 성장한 경강상인이었

다. 이들은 모두 경기 상인으로 시전 상인을 능가하는 자본력을 

갖추었던 존재들이다. 저자는 개성상인 김중재와 경강상인 손

도강의 예를 들어 경기 상인의 위상을 드러낸다.

개성상인 김중재는 중개무역을 하면서 개성에서부터 울진까

지를 오가는 대상이었다. 여러 위험을 겪어가면서 자신이 벌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벌고자 했다. 사람만 빼고 모든 것을 사고 팔

았다. 김중재를 통하여 개성상인들의 활동 범위가 개성 중심의 

주변 지역이 아니라 해운을 이용하여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한 해상 운송력은 중국이나 일본과의 관련성도 배

제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였다.

경강상인 손도강은 내륙에서 한강의 하운이나 육로를 이용하

는 대규모 행상단이었다. 손도강 행상단의 범위는 함경도에까

지 미쳐 원산 일대의 어물을 사들여 경기 지역으로 끌어들여 난

매를 하기도 하였다. 시전 상인들은 손도강을 난전이라 하여 

처벌하려 하였고, 이에 대하여 손도강은 난전이 아니라 행상

이라고 하며 버티기도 하였다. 심지어 이들 간에는 폭력 사태

를 빚어 시전 어물전 상인들이 손도강 일행에게 매를 맞은 적

도 있었다.

저자는 이렇게 거대한 상업 세력인 사상도고(私商都賈)로 성

장한 경기 상인을 ‘상업 천시 풍조와 규제와 통제라는 상업 정

채가 아래서도 경기 상업의 진전’을 이루어 낸 존재로 평가하고 

있다. 경기 상인이 자본을 축적하기 위하여 보여 주었던 ‘상품

을 매점 매석하고, 관료와 결탁하고, 폭력도 행사’하였던 불법적 

행태의 이중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나는 사람이로소이다, 노비와 광대

『경기백성실록』의 마지막 주인공은 천민들이다. 고대 유럽에

서는 노예(slavery)를 ‘말하는 도구’라고 불렀다. 이와 비슷한 존

재가 노비라고 하여 동양에도 있었다. 

노비는 역사상 언제나 사람이 되고자 했던 존재들이다. 이들

에게는 철저하게 신분 상승의 기회가 봉쇄되어 있었다. ‘아버지

나 어머니 가운데 하나가 천인이면 천인이다(若父若母一賤則賤)’

이라는 법제가 적용되었다. 노비는 재물로 인정되어 매매의 대

상이었다. 선물로 줄 수도 있었다. 이들에게는 먹을 것도 많이 

주지 않았다. 기운이 센 노비는 주인에게 덤벼들 것을 염려해서

였다. 노비에게는 성(姓)이 없었다. 그 밖에도 많은 제약이 따랐

다. 노비의 가장 큰 소망은 ‘나도 사람이로소이다.’라고 외치고 

싶은 욕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력으로 그런 기회는 오지 않

았다. 법제적으로 갑오경장때 해방되지만, 빈곤한 경제력 등으

로 주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노래하는 도구인 광대도 노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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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재범 

성균관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였다. 경기대 사학과 교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문화재청 사적분과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후삼국시대 궁예정권 연구』, 

『슬픈 궁예』 『나의 일본 여행』 등이 있다.  

물건으로 취급을 받지는 않았으나, 어디까지나 완상물(玩賞物)

에 지나지 않았다. 지배계층의 흥을 돋구어주는 존재들이었다. 

자신이 노는 것이 아니라 놀아주는 존재였다. 양주와 송파의 산

대놀이나 안성 사당패의 초라니굿, 탈춤 등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노래하고 춤을 출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을 위

한 흥이었지만, 거기에 자신들의 울분을 토하였다. 하층민을 대

신하여 양반에 대한 저항을 하였다. 이들은 경기 백성의 대변자

였다. 이들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퇴폐적인 악마로 취급되었다. 

여성들은 관람 불가였다. 저자는 광대를 ‘조선 사회의 이중성에 

대한 그늘’이라고 표현하였다. 표면으로는 ‘인·의·예·지’를 해

치는 좀이지만, 언제나 필요한 소모적 존재였다. 탈을 두고 이편

과 저편이 다른 광대의 삶은 조선 사회의 빛과 그늘이라는 저자

의 지적은 참 그럴싸하다. 경기 백성들의 울분을 노래와 춤으로 

풀어 낸 주인공. 그들이 『경기백성실록』의 가장 아래에 위치하

고 있다. 

『경기백성실록』이 말하고 싶은 것

  이 책의 부제는 ‘일하고 생산하고 노래하다’이다. 저자의 ‘일

하고 생산하고 노래하는’ 존재는 ‘자신이 일하는 현장에서, 자

신이 생산한 물품으로부터, 자신들의 굿판에서’ 모두 쫓겨난 존

재들이다. 저자는 바로 이 빼앗긴 존재로서의 백성을 역사의 주

인공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억울한 실록을 저술하였다. 

『경기백성실록』은 진정한 경기 주인공들의 실상을 알고자 하는 

경기인이라면 꼭 읽어 보기를 권한다.

[저자: 조윤민, 경기문화재단, 2019]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모멸의 조선사. 

조윤민 글, 글항아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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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역사

학교, 근대가 태어나 자라난 공간

역사지식 

병자호란과 서흔남

기전의 고문서 

용인시 모현 오산리 해주오씨 고문서

경기도의 민속 

고고민속학의 현장, 이천시 수하리 고인돌의 연결형 군집성혈 암각

연구노트 

경기도 소재 성종 자녀 태실의 태주 검토

학예연구사 코너 

남양주에 전하는 참다운 우정, 이덕형과 이항복

지질공원의 역할과 실천사례

논고 

삼한시대의 핫 플레이스, 경기 북부 지역



학교, 근대가 태어나 자라난 공간

양훈도

코로나19 시대의 질문, 학교란 무엇인가

2020년 8월말 현재 코로나19로 대부분 학교에서 웃음소리가 

끊겼다. 머잖아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리라는 한 달 전 한 가닥 

희망은 2차 대유행 조짐이 드러나면서 지금으로서는 기대 난망

이다. 최장 3년은 이 상태가 지속되리라는 암울한 예언조차 들

린다.

한국에 근대 학교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 맞는 사태다. 한

국전쟁 때도 학교는 피란지에서 천막을 치고 문을 열었다. 

1950~60년대 전염병이 도는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휴교를 한 

적은 있어도, 전국 학교가 동시에 거의 멈춰 서다시피 한 적은 

없다.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난감한 사태다. 도대체 학교란 

무엇인가. 코로나19 시대가 던진, 잊고 살아온 화두다.

  

근대 이전 조선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양반 계급 남성의 

전유물이었다. 1894년 갑오개혁에 이르러서야 신분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896년 을미개혁에 따른 소

학교령은 근대 학교제도의 첫걸음이었다. 고종 황제는 학교 설

립을 독려했고, 전국 곳곳의 지역 유지들이 호응하고 나섰다. 

경기도에서도 학교 설립이 잇따랐다. 각 시군의 역사를 들여

다보면, 1890년대부터 통감부에 의해 학교제도 정비가 이뤄지

기까지 생겨났던 수많은 학교를 찾아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오

늘날까지 맥이 이어지는 학교들도 있다. 예컨대, 수원의 신풍학

교(1896년·현 신풍초등학교), 양주공립 소학교(1896년·현 의정부중

앙초등학교), 안산군공립 소학교(1899년·현 안산초등학교), 광주부

공립 소학교(1901년·현 남한산초등학교), 사립 광명학교(1906년·과

천초등학교), 운양의숙(1908년·광명 서면초등학교) 등이 그러하다.

사립학교의 또 한 축은 미션 스쿨이다. 기독교 선교사들은 전

도 목적으로 여러 곳에 학교를 세웠다. 경기도내 최초의 여자

학교인 무지내여학교는 이화학당 설립자 메리 스크랜턴(Marry 

Scranton)에 의해 1901년 현 시흥시 과림동에서 문을 열었다. 수

원의 매일학교도 여자 매일학교가 1902년에 먼저 설립됐고, 남

자 학교는 이듬해 시작됐다. 수원 여자매일학교의 맥은 삼일여

학교-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로 이어져 내려온다. 이천시의 이천 

매일학교도 1903년 개교했고, 현재는 양정여자고등학교로 발

전했다.

여자 매일학교는 각별히 주목된다. 당시 권력과 지식층은 근

대 학교 교육을 자강(自强)에 이르는 중요한 수단이고 인식했으

나, 여성까지 교육 대상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선교사들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았다. 여성이 주요 전도 대상이라는 점도 작용했

지만, 신분과 성별에 관계없이 교육 받을 권리라는 근대의 원칙

에 충실했던 것이다. 봉건적 질곡에 이중삼중으로 갇혀 살던 여

성들은 그렇게 근대 학교에 발을 디딜 수 있게 되었다.

2등 황국 신민을 기르던 일제강점기 학교

  

근대 학교는 봉건적 계급 타파, 신분철폐를 실감하게 하는 제

도 공간인 동시에 새로운 사회질서를 규정하는 근본 기제로 등

장했다. 어느 학교를 어느 단계까지 다녔느냐에 따라 기회와 지

위가 달라졌다. 식민 당국은 통감부를 설치한 이래 여러 차례 

학교 제도를 바꾸었는데, 다양한 핑계를 댔으나 조선인들의 교

육 정도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조선인은 ‘충직한 황국 신민’으로서, 통치자의 명령을 이해할 

수준 정도만 교육 받으면 된다는 게 조선총독부의 판단이었다. 

조선인이 다니는 초등교육 기관은 기본이 3~4년제였다. 농촌 

지역에는 문맹을 겨우 면할 정도의 1~2년제 간이학교도 많았다. 

반면 일본인은 6년제 학교에 다녔다. 중학교 진학 자격은 6년제

를 졸업해야 주어졌다. 중학교 숫자도 매우 적었다. 일제강점기 

중반에 조선총독부는 1개면에 1개 중학교 설립을 추진했지만, 

현실은 더디기만 했다. 조선인들은 당연히 반발했다. 시흥의 사

례를 보자.

1924년 당시 시흥시 군자면 면민들은 군자공립 보통학교

공간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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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군자초등학교)의 학년 연장 운동을 시작했다. 군자공립 보통

학교는 당시 시흥 지역의 유일한 조선인 보통학교였는데, 4년

제였다. 면민들은 자발적으로 의연금을 모으고, 경기도에 학년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일본인 경기도지사는 이렇게 대

응했다. “조선인은 2년제 교육이면 충분하다. 6학년으로 연장

하느니, 학교 없는 곳에 2~4년제 보통학교를 더 세우겠다.” 면

민들은 이에 반발해 의연금을 더 많이 모으고, 여론에 호소하는 

한편 청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학년 연장 운동은 1924

년부터 1933년까지 거의 10년 간 계속되었다. 하지만 경기도

는 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자공립 보통학교가 6년제

가 된 시점은 학년 연장 운동 10년을 채우고도, 3년 여 더 지난 

1937년이다.

식민지 시절 학교가 ‘황국신민 교육’ 공간으로 어떻게 작동했

는지를 보여주는 일화도 있다. 1932년 4월 소래공립 보통학교

에서 ‘교육칙어’ 등본이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칙어’

란 일본 왕이 반포했다는 교육헌장이다. 당시 학교 안에는 ‘봉

안전’이라는 공간을 두고, 원본도 아니고 등본에 불과한 ‘교육

칙어’를 신주 모시듯 했다. 학교 행사 때마다 이를 꺼내 낭송하

고, 학생들에게 황국신민이 될 것을 다짐하게 하는 용도였다.

등본 하나 사라졌는데도 당시 관할 경찰서인 인천서에서 순

사들이 떼로 나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결국 이 학교 젊은 

교사가 일본인 교장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교육칙어’ 등본을 

감추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교사는 처벌됐다. 소래공립 보통학

교에서는 1930년대 말에도 ‘교육칙어’ 등본이 분실되는 사건이 

또 한 차례 일어났다. 수사 결과 교사 한 사람과 급사가 꺼내 학

교 축사에 버린 것으로 결론 났다. 해당 교사는 헌병대에 끌려

갔다고 한다.

소극적 저항이 아니라 적극적 저항의 공간으로 작동했던 학

교들도 많다. 식민지 뒤틀린 근대는 학교에서 배우는 근대의 

이상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포천시의 포천공립 보통학교

(1911년 설립·현 포천초등학교)나 사립 영창학교(1907년)로 시작해 

1910년 공립 영평보통학교가 된 영평초등학교는 포천 3·1운동

의 시작점이었다. 앞서 언급한 수원 매일학교의 후신 삼일학교

는 수원 3·1운동의 중심인물들이 교사와 학생으로 재직했다.

일제강점기 동안 저항의 방식으로 동맹휴학을 택한 학교

는 부지기수다. 대표적인 사례만 들어도, 광주시 광주초등학교

(1918년 설립), 남양주시 장현초등학교(1922년 설립), 오산 성호초

등학교(1913년 설립), 이천 이천제일고등학교(당시는 이천공립농업

보습학교)가 떠오른다. 1918년 설립된 수원고등농림학교에서는 

강점기 말까지 학교 내 비밀 항일단체가 끊임없이 조직되었다. 

이천 매일학교의 후신 양정여학교(현 이천 양정여자고등학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1938년 강제 폐교되기도 했다.

해방으로 억눌렸던 교육열이 터지다

해방이 되자 억눌렸던 교육열이 폭발했다. 학교를 세워달라

는 요구가 각지에서 빗발쳤다. 미군정과 신생 한국 정부는 교육

수요에 최대한 부응하려고 했지만 세계 최빈국 상황에서 학교 

증설은 곧 한계에 부딪쳤다. 당국이 못 해주니 지역주민과 독지

가들이 직접 나섰다. 용인 백봉초등학교가 그런 경우다. 김용풍 

씨가 자기 집 사랑방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해종 씨가 기

부한 땅에다 학교를 짓고 개교했다. 안성 명륜여자중학교도 독

립운동가 정동수 선생이 과수원을 팔아 설립한 학교에서 시작

됐다. 시흥 군자중학교 또한 시흥 교육의 선구자인 최긍렬 선생

이 1950년 전 재산을 털어 세웠다.

한국전쟁으로 학교도 큰 피해를 입었다. 전쟁의 불길이 가라

앉자, 학교를 재건하려는 노력과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려는 노

력이 여러 지역에서 펼쳐졌다. 가평고등학교는 가평군수와 지

역유지들이 합심하여, 미 2사단의 도움으로 1951년 세운 학교

다. 포천 관인고등학교도 1953년 미군 보병사단의 설계와 지원

으로 설립됐다. 동두천고등학교의 전신인 이담고등공민학교 또

한 1954년 미 7사단 지원을 받아 설립됐다. 평택 안중중학교는 

성공회 안중교회 박병무 신부와 태화정미소 박재필 씨가 힘을 

합해 1953년 문을 연 학교다.

학교는 끊임없이 변화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학년이 바뀌면 

신입생이 들어오고, 졸업생이 나간다. 학생들은 진급하고, 교사

들도 근무기한을 채우면 다른 학교로 옮겨간다. 사립학교에서

만 일부 교사들이 한 학교에 오래 봉직할 뿐이다. 학교 건물도 

세월이 지나면 낡고 비좁아진다. 결국 옛 건물을 헐고 새 건물

을 지어야 한다. 연륜과 추억이 쌓인 학교 건물은 거의 남아 있

지 않게 된다. 그런데, 고양고등학교 석조 강당은 1950년대 지

어진 학교 건물 가운데 드물게 현존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고양고등학교 돌 강당.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송추계곡의 자갈을 학생들이 

직접 지고 날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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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고등학교는 원래 일제강점기인 1938년 고양공립 채소 실

습학교로 출발했다. 해방 후인 1947년 4년제 고양공립 초급중학

교가 되었고, 1952년 고양농업고등학교로 개편됐다. 그러나 제대

로 된 교실이 없었다. 당시 김종욱 교장은 학교 건물을 직접 설계

했으나, 예산이 없어 짓는 일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 

인근에 주둔한 미군 공병 여단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

전교생이 학교 신축 공사에 나섰다. 송추 사기막골 계곡에서 

돌을 이고 지고 날랐다. 주말도 없었다. 미군이 지원한 시멘트 

700여 포대도 학생들이 직접 하역했다. 그렇게 해서 1954년 10

여 칸의 돌 교실 건물과 교무실, 강당까지 3개 건물이 완성됐다. 

강자갈을 쌓아 세운 당시 건물 가운데 석조 강당만 현재 남아 

있다. 돌 교실과 교무실 건물은 1990년대 초 모두 사라졌다. 새

로운 교사(校舍)가 지어졌기 때문이다. 고양고등학교 돌 강당은 

학교의 역사가 응축된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경기 교육사, 한국 

교육사의 한 페이지를 실증해주는 학교 건물로 가치가 높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학교 건물이 남아 있는 귀한 사례도 있

다. 수원 삼일중학교의 아담스 기념관이다. 수원 매일학교로 시

작한 이 학교는 소학당으로 불리다가 1909년 공식 인가를 받았

다. 1923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후 미국 아담스 교회의 성금

을 지원 받아 학교 본관 건물을 지었다. 이 건물이 아담스 기념관

이다. 1926년 붉은 벽돌 2층 건물로 지어진 아담스 기념관은 당

시 수원에서 몇 안 되는 서양식 건물이었다. 아담스 기념관은 한

국전쟁 때도 손상되지 않고 보존되었다. 2001년 경기도기념물 제 

175호로 지정된 아담스 기념관은 수원의 옛 도심 산책의 필수 코

스로 꼽힌다. 고양고등학교 돌 강당, 아담스 기념관을 생각할 때

마다 좀 더 많은 학교 건물들이 보존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history와 History가 직조되는 공간

지금까지 살펴본 학교들은 주로 정규학교로 발전한 경우였

다. 그 그늘에는 제도권 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품었던 수많

은 학교들이 있다. 예를 들어, 파주 덕성재건중학교는 1958년 

미군부대 주변에 천막교실을 마련하고, 미군부대 주변에서 맴

돌던 소년들(쇼리)을 모아 가르치던 곳이다. 지금은 터만 남았

다. 평택 태삼재건중학교 터(평택시 안중읍 안중믿음길 32) 역시 박

삼동 할머니가 45년 간 삯바느질로 모은 돈으로 설립했던 학교

가 있었던 자리다.

오늘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에 해당하므로, 

취학연령이 되면 자동으로 입학통지서가 발부되고, 당연히 학

교에 가는 걸로 돼 있다. 하지만 1970년대까지는 초등학교에 입

학하지 못하는 아동도 적지 않았다. 공민학교(초등학교 과정), 고등

공민학교(중학교 과정), 전수학교(고등학교 과정)는 이런 아동과 청

소년 상당수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였다. 물론 이마저도 

가정형편 상 다니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이 많았다. 수많았던 야

학은 뒤늦게라도 배우고자 하는 청소년과 성인들이 눈을 비비며 

공부하던 공간이었다. 아쉽게도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전수학

교, 야학 등 제도권 밖 학교 가운데 극소수만 역사가 전해진다.

하남의 동성학교처럼 특수한 사례도 있기는 하다. 하남시 광

암동 산63번지 46만㎡가 넘는 땅을 학교 부지로 사용하는 이 

학교는 지금도 중학과정 비정규학교다. 학교는 드넓은데 학생

은 한 학년 전체가 고작 40명에 불과하다. 학생들은 공부도 공

부지만, 땀 흘리며 농사를 직접 짓는 노작교육과 1인 1악기 연주

가 가능할 수준으로 예체능 교육을 받는다. 학교 설립자(오정섭)

의 뜻을 받아 학교재단(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이 견지하는 교

육방침이다. 동성학교를 둘러보고 나면, 종교를 떠나 교육의 본

질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미루나무 따라 큰길 따라/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 따라/ 시

냇물을 따라 한참을 가면/ 어려서 내가 다니던 우리학교…” 가

수 양희은이 부른 ‘우리 학교’의 첫 머리다. 추억 속의 학교는 대

체로 푸근하게 소환된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학교는 국영수 잘 

하는 학생만 우대하던, 친구들의 따돌림에 악몽 같은 기억만 가

득한 공간으로 기억될 수도 있다. 학교는 그렇게 소문자 역사와 

대문자 역사가 얽히면서 직조되는 공간이다.

학교 가기 지긋지긋해 하던 학생도 코로나19가 몇 달간 지속되

면서 몹시 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다. 학교는 역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 학과 공부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배우는 공간. 학교는 그런 곳이고, 그런 곳이어야 마땅하다.

글  양훈도

경인일보에 24년 간 재직했다. 기자 생활 그만두고 늦깎이로 북한학을 전공했으나, 기자 시절 경기도를 돌아다니며 지역 르포를 쓴 경험 덕분에 경기도 생활사에 관

심이 많다. 근대문화 흔적들이 품은 이야기를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 삼일중학교의 아담스 기념관. 1926년 당시 삼일학교의 본관으로 지어졌다. 

경기도기념물 제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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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호란과 서흔남

김세민

역사지식

서흔남은 『하남시사』나 『백제구도 남한비사』(1956) 등에서 

설화처럼 전해지는 인물이다. 병자호란을 당해 인조가 남한산

성으로 들어갈 때 서흔남이 인조를 업고 올라갔다는 등의 설화

가 그것이다. 이는 설화일 뿐 기록에는 없는 내용이다. 노비 신

분으로 종횡무진 공을 세우고 종2품 품계인 가의대부(嘉義大

夫)에까지 올랐으니 드라마틱한 그의 삶이 설화처럼 보였을 

것이다. 

남한산성 지수당 인근 화단에는 서흔남(徐欣男, ?∼1667)의 묘

비 두 기가 나란히 서있는데, 1667년에 세워진 한 기는 완전하

지만, 다른 하나는 깨어진 상태로 남아 있다. 완전한 비에는 ‘가

의대부동지중추부사서공지묘(嘉義大夫同知中樞府事徐公之墓)’라

고 쓰여 있고, 깨어진 비석에는 ‘한씨부좌□□대부동지중추□

서공흔남지묘(韓氏□左□□大夫同知中樞府□□徐公欣男之墓)’라고 

쓰여 있다. 완전한 비의 명문으로 보아 깨어진 비석의 앞부분 

□□는 ‘가의(嘉義)’, 뒷부분 □는 ‘사(事)’였을 것이다. 가의대부

(嘉義大夫)는 조선시대 종2품의 품계로 경기도 관찰사와 같은 

등급에 해당한다. 서흔남의 비석에는 부인 한씨(韓氏)를 합장했

다는 내용이 새겨 있어 부인 사후에 세운 비석임을 알 수 있다. 

원래 이 묘비는 남한산성 동문 밖 검복리 병풍산 묘소에 있었

는데, 그 후손이 화장을 하면서 묘역이 없어졌고, 1998년 현재

의 위치로 옮겨온 것으로 전해진다. 

서흔남은 김훈의 소설을 영화화한 ‘남한산성’에서 고수가 역

할을 한 ‘서날쇠’의 실제 인물이다. 영화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을 당해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1636년 12월 14일부터 

다음해 1월 30일까지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설화 속의 서흔남

서흔남에 대해서는 전해오는 설화가 있다. 『하남시사』(2001) 

실려 있는 『서흔남의 곤룡포』가 그것이다. “병자호란이 발발

하고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들어갈 때 너무 지친 나머지 길가

에 주저앉아 있었다. 이때 마침 나무를 한 짐 지고 산을 내려오

는 나무꾼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아무 영문을 모르는 나무

꾼은 호종하는 신하들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었다. 나무꾼은 자

청하여 도울 것을 결심하고 자기가 인조를 업고 산성으로 올라

가겠다고 나섰다. 인조는 다급한 상황이라 나무꾼 서흔남의 등

에 업혀 남한산성으로 올라갔다. 산길이 험하고 잡목이 우거져 

올라가는 길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다가 눈이 내려 빙판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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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여간 힘겨운 산행이 아니었다. 나무꾼의 신발이래야 고작 

짚신이었으니 맨발이나 다를 바 없었고 빙판을 올라가자니 미

끄러지기 일쑤였다. 산행은 늦어지고 지친 상태에서 발에서는 

피가 낭자하여 빙판에 얼어붙었다. 남한산성에 무사히 도착하

자 인조가 그의 공을 가상히 여기고 ‘너의 소원이 무었이냐?’고 

물으니, 서흔남은 인조가 입고 있는 곤룡포를 갖고 싶다고 하

였다. 신하들은 어처구니가 없어 서흔남을 몹시 꾸짖었다. 그

러나 인조는 조금도 언짢은 기색 없이 그에게 곤룡포를 하사하

였다. 집으로 돌아간 서흔남은 평생 이 곤룡포를 소중히 하였

다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자 자식들에게 유언하기를 “내

가 죽거든 곤룡포를 관속에 넣어 함께 묻어 달라”하였다. 그

가 죽은 후 유언에 따라 자식들은 곤룡포를 그의 무덤 속에 

묻어주었다. 그 무덤을 ‘곤룡포 무덤’이라 하였고, 그 무덤 앞

에는 하마비를 세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에서 내리게 했

다고 한다.” 

1956년에 쓰여진 『백제구도 남한비사(百濟舊都 南漢祕史)』에

는 서한남(徐漢男)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서한남은 남한산성 서문 밖 ‘늘문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병자호란에 인조가 캄캄한 밤중에 산성 남문으로 가는 길을 잘

못 들어 산성 서문 밖 산중에서 헤매다가 서한남을 만나 한남

의 등에 업혀 무사히 산성에 들어갔다. 그 후에 칸의 군사가 산

성을 철통같이 에워싸 산성의 내외 교통이 끊어졌는데 서한남

은 임금의 본부를 받들고 혹은 걸인 행세를 하고 혹은 적군을 

가장하고 혹은 미친 체하여 천신만고를 겪으면서 무사히 적 진

중을 통과하여 영남 각지에 여러 차례 서로 통신을 연락하였다. 

그 공으로 후에 통정대부가 되었다 한다.”  

그러나 이 내용은 반은 설화이고 반은 역사적 사실이다. 

1998년 10월 23일에 세운 『서흔남의 공적 및 묘비 내력』에는 

서흔남이 남한산성 서문 밖 ‘널무니’에서 태어난 천민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가 널무니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백제구도 

남한비사』에서만 나오는 내용이므로 그 책의 영향을 받은 것

으로 보인다. 널무니는 현재 하남시 감이동 남한산성 산성골프

장 아래 있는 마을로 여흥 민씨의 사패지였다고 한다. 골프장 

내에 있는 민경호의 묘비에는 광문리(廣門里)라고 쓰여 있는데, 

광진(廣津 광나루)을 ‘넓은 나루’가 아니라 ‘광주로 가는 나루’라

고 해석한다면, 광문(廣門)은 아마 광주(관아)로 가는 관문이라

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지리적으로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실존 인물 서흔남

『중정남한지』에 수록된 서흔남 관련 내용은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부분이 많다. 『중정남한지』에 의하면, “서흔남은 아병

(牙兵)의 사노(私奴)로 기와 잇기와 대장장이로 살았는데. 무뢰

하고 교활하여 속임수가 많으며 방탕하여 행동에 검속(檢束)이 

없고 때로는 무당도 하고 때로는 장사도 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두 그를 천하게 여겼다. 

병자난에 남한이 포위되었을 때 내외의 소식이 끊겨 체부(體

府)에서 사람을 모았으나 응하는 자가 없었다. 서흔남이 자원하

여 유서(諭書)를 가지고 성 밖으로 나갔는데, 누덕누덕 기운 옷

을 걸치고 유지(諭旨)를 찢어 그 차례를 표시한 다음 끈을 꼬아

서 옷과 바지를 얽어매고, 봉두구면에 깨어진 쪽박을 들고 성

을 넘어갔다. 적진에 들어가서는 병든 사람처럼 엉금엉금 기어 

다니며 구걸을 했다. 한 사람이 큰 황산(黃傘)을 받치고 철판 위

에 앉아 있는데, 밑에는 숯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보니 필시 우두머리(汗)였을 것이다. 그가 구걸하는 것을 가엾

이 여겨 먹을 것을 던져주니 서흔남은 손을 쓰지 않고 입으로 

먹었으며, 그 자리에서 변을 보아 적이 의심하지 않았다. 얼마

를 무릎으로 나아가다가 적진을 벗어나자 살같이 달려가 임금

의 유지를 삼남과 강원도에 전하고, 돌아올 때에도 그와 같이 

하였다. 

울타리를 넘어 성에 들어오자 적도 비로소 의심하여 진을 삼

전포로 옮겼다 이로부터 여러 차례 명을 전하러 자주 적진에 

들어가 허실을 탐지하였다. 조정이 그 공을 훌륭히 여겨 면천

하여 훈련주부를 제수하고 통정대부의 품계를 주었다.”

그렇다면 『중정남한지』의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 다른 

기록들을 통해 확인해보자. 『중정남한지』에는 먼저 서흔남의 

신분이 아병의 사노이고, 직업은 기와 잇기와 대장장이, 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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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꾼 등이며 그의 성품은 무뢰하고 교활하여 속임수가 많으

며 방탕하여 행동에 검속(檢束)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모두 그

를 천하게 여겼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서흔남은 여러 차례 명

을 전하러 성을 나갔고, 적진에 들어가 허실을 탐지했으며, 그 

공으로 면천 및 훈련주부에 제수되고 통정대부의 품계를 받았

다는 것이다.  

노비 출신 서흔남

서흔남의 신분이 사노라는 것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나 

『일성록』 등에서도 확인된다. 즉 『승정원일기』 인조 14년(1636) 

12월 26일자에는 이경증이 도체찰사의 뜻을 아뢰기를, “수어

사 아병(牙兵)의 사노(私奴) 서흔남은 사람됨이 영리하고 건장

하고 용맹스러운데, 낮에는 종군하여 출전하고 밤에는 틈을 타

서 나가 정탐을 하였으니 공로가 매우 가상합니다. 면천(免賤)

시키도록 허락해 주기를 감히 아룁니다.” 하니 인조가 아뢴 대

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일성록』 정조 3년(1779) 8월 7일에도 

“서흔남(徐欣男)은 사노(私奴)에 불과했는데 청나라 병사가 세 

겹으로 에워쌌을 때 단신으로 빠져나가 삼남(三南)의 각 도에 

명을 전하였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서흔남의 신분이 노비였

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의 직업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 인조 14년(1636) 12월 

26일자에 대신들이 입시하여 군사들의 출병 문제 등을 논의하

는 과정에서 김류가 아뢰기를, “신경진이 정병 800명을 뽑아 

출전하려 하는데, 헌릉에 다녀온 와장(瓦匠) 서흔남이란 자가 

일찍이 적진에 들어갔다가 장수(將帥)가 있는 곳을 멀리서 보

았다.”고 하면서 그의 직업을 와장이라고 했지만, 그 외 대장장

이, 무당, 장사꾼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서흔남의 성품에 대해서 『승정원일기』에는 서흔남

은 사람됨이 영리하고 건장하고 용맹스러운데, 낮에는 종군하

여 출전하고 밤에는 틈을 타서 나가 정탐을 하였으니 공로가 

매우 가상하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중정남한지』는 서흔남

이 성을 나갈 때 누덕누덕 기운 옷을 걸치고 유지(諭旨)를 찢어 

끈을 꼬아서 옷과 바지를 얽어매고, 봉두구면에 깨어진 쪽박을 

들었으며, 적진에서는 병든 사람처럼 엉금엉금 기어 다니며 구

걸을 했다거나, 먹을 것을 던져주니 서흔남은 손을 쓰지 않고 

입으로 먹었으며, 그 자리에 변을 보아 적이 의심하지 않게 했

다는 것을 무뢰하고 교활하여 속임수가 많으며 방탕하여 행동

에 검속(檢束)이 없다고 서술하였다. 『승정원일기』에서는 영리

하고 용맹스럽다고 표현한 것을 『중정남한지』는 교활하고 속임

수가 많으며 방탕하여 행동에 검속(檢束)이 없다고 표현한 것이

다. 『중정남한지』의 이러한 표현은 원래 서흔남의 신분이 노비

였다는 것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승정원일기』 인조 15년(1637) 1월 27일자에는 세 차례 성을 

출입하며 안팎의 소식을 잘 전했으니 그의 공이 매우 많다고 

하였으며, 『중정남한지』에는 서흔남이 명을 전하러 여러 차례 

적진에 들어가 허실을 탐지했다고 하였다. 실제로 『인조실록』, 

『병자록』, 『속잡록』, 『택당집』등 여러 자료에는 그와 같은 내용

을 전하고 있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서흔남은 1636년(인조 14) 12월 26

일 남한산성을 첫 번 출입했던 공로로 면천(免賤)이 되었으며, 

1637년(인조 15) 1월 7일에는 6품직에 제수되었다. 1월 27일에

는 도체찰사가 “훈련원 주부 서흔남이 세 차례 성을 출입하며 

안팎의 소식을 잘 전하였으니 그의 공로가 매우 많습니다. 각

별히 논상하여 격려하는 뜻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니, 인조가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훈련원 주부(종6품)의 벼슬은 1

월 7일 6품직에 제수될 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2월 22일에

는 부사용(副司勇)이 되었다가 12월 25일에는 서북만호(西北萬

戶)에 제수되었다. 1642년(인조 20) 5월 1일에는 인조가 훈융첨

사(訓戎僉使) 서흔남에게 궁시(弓矢)를 내리기도 했다.

글  김세민

강원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강원대, 

건국대, 이화여대, 공주대 등에서 강의하였으며, 하남역사박물관 관장 및 세종

대학교 역사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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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모현읍(慕賢邑)은 

조선 초 포은 정몽주 선생의 유해를 

개성으로부터 이곳에 모신 이후 선

생의 충절을 추모한다는 뜻을 담아 

이름 지어진 이래 지금까지 그 명칭

을 유지하고 있다. 모현읍에는 조선

시대 이래 지금까지도 영일정씨, 연

안이씨 등 여러 성씨들이 대를 이어 

살고 있는데, 조선 중기 이래 해주오

씨도 이곳으로 들어와 지금에 이르

렀다. 특히 모현읍 오산리(吳山里)는 

‘오씨 종산’으로 풀이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해주오씨의 선영, 사당, 

종가가 자리한 곳이다. 그리고 오산

리에 있는 해주오씨 종가에는 조선

중기 이래로 형성된 500여 점 이상

의 고문서가 전래되고 있다.

용인시 모현 오산리 해주오씨 고문서

박성호

기전의 고문서

1784년 조길진이 오서방댁 앞으로 용인 모현촌 소재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 문서

1891년 용인현에서 모현면 오산리에 사는 

오상묵에게 발급한 호적 문서

모현촌 오산리 해주오씨

‘모현(慕賢)’은 성현을 추모한다는 뜻이다. 고려 말 기울어가는 나라에 끝까지 충절을 

지킨 포은 정몽주 선생의 유해를 개성으로부터 고향 경상도 영천으로 운구하던 중 용인 

풍덕천 일대를 지나다가 바람에 날려간 명정이 떨어진 곳에 선생의 묘를 쓰게 되었다는 

일화가 전한다. 포은 선생의 묘가 조성된 것을 계기로 이곳의 지명을 모현이라 칭하게 되

었고, 현재까지도 모현읍은 용인시 북부에 자리한 행정구역으로 유지되고 있다.

원래 용인의 해주오씨는 원삼면 일대를 중심으로 정착했는데, 오희문(吳希文, 

1539~1613)이 부인 연안이씨(이정수의 딸)와 혼인을 하면서 모현으로 이거한 이후 그 자손 

중에 벼슬과 학문으로 이름난 인물이 많이 배출되어 명망을 얻게 되었다. 특히 오희문의 

장남 추탄 오윤겸(吳允謙, 1559~1636)은 인조 대에 영의정에 올랐다. 오산리 해주오씨 종가

는 바로 추탄 오윤겸의 불천위(不遷位)를 모시는 종가로서 추탄공파 종가로 불린다. 추탄

의 자손 중에는 병자호란 때 삼학사의 한 사람인 오달제, 대제학을 지낸 오도일, 우의정에 

오른 오명항 등이 연이어 배출되었다.

이렇듯 용인 모현에는 포은 선생의 묘가 조성되면서 그 후손인 영일정씨가 정착하게 

되었고, 이어서 영일정씨 집안의 사위가 된 연안이씨 집안이 대를 이어 명성을 떨쳤고, 또 

연안이씨 집안의 사위가 되어 모현으로 이거해 온 해주오씨 집안도 조선 중·후기의 대

표적인 명문가의 반열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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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겸을 비롯한 추탄공파 종가 자손들은 연이은 관직 생활 

때문에 한성부 내에 있는 집과 모현을 왕래하는 생활을 하다가 

18세기 이후 노론의 정치적 위상이 강고해지면서 점차 선영과 

전답이 있는 용인현 모현면 오산리를 주근거지로 하여 일상을 

향유하게 되었다. 종가에 전하는 고문서 가운데에 조선시대 ‘용

인 모현촌(慕賢村)’의 전답을 사들일 때 작성한 매매 문서와 ‘용

인현 모현면 오산리’를 주거지로 한 호적 문서가 남아있어 조선

후기 모현 일대를 근거지로 대를 이어온 해주오씨 집안의 연혁

을 더듬어 볼 수 있다.

오희문이 적은 임진란의 생생한 기록, 쇄미록

국립진주박물관에는 보물 제1096호로 지정된 『쇄미록(瑣尾

錄)』이라는 조선시대 일기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이 일기는 오

희문이 1591년(선조 24) 11월부터 1601년(선조 34) 2월 사이에 거

의 매일 그날의 일을 붓으로 기록한 것이다. 저자 오희문은 임

진란이 발발하기 전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를 다니면서 친척을 

방문하고 자신의 노비들을 살피던 중 갑자기 전란을 맞이하게 

되었다. 홀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발발한 전란으로 인해 멀리 

있는 가족들의 생사를 몰라 애태웠던 심경을 비롯하여 전란 중

의 배고픔, 추위, 질병, 죽음 등 몸소 겪은 전란의 생생한 실상을 

꼼꼼히 기록해 놓아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전란의 실상 외에도 양반가의 규범, 노비 경영, 소송, 인

적 교유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어 

이미 여러 연구 방면에서 활발하게 인용되었다. 이 일기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구축한 기록유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누구나 원

본 전체를 열람할 수 있고, 최근에는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상세

한 주석을 부가한 번역서를 발간하여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인들도 일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영의정 오윤겸과 조선의 마지막 공신 오명항

추탄 오윤겸은 1582년(선조 15) 진사시에 합격했고, 임진왜란 

때 양호체찰사 정철의 종사관에 발탁된 뒤 1595년(선조28) 평강

현감에 제수되었다. 1597년(선조 30) 문과 별시에 급제하면서부

터 경외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고, 일본과 명에 사신으로 다녀

오기도 했다. 인조대에 이르러 ‘일인지하(一人之下) 만인지상(萬

人之上)’이라 일컫는 영의정에 제수되었다. 추탄공파 종가에서

는 오윤겸이 진사시에 합격한 때로부터 영의정에 이르기까지 

관료생활을 하면서 받은 공문서를 한데 모아 첩(帖) 형태로 만

들어 잘 보존해 왔다.

오명항(吳命恒, 1673~1728)은 추탄 오윤겸의 현손(고손)으로서 

아버지 오수량에 이어 형, 동생과 더불어 삼형제가 모두 문과에 

급제했다. 종손 오명구와는 육촌지간이다. 1705년(숙종 31) 문

과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경유하여 외방으로는 관찰사에, 

중앙으로는 판서에 이르렀다. 1728년(영조 4) 무신년에 일어난 

1582년 오윤겸 진사시 합격문서 

오희문의 일기 『쇄미록』,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1628년 오윤겸을 영의정에 제수한 임명 문서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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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좌의 난에 사로도순무사(四路都巡撫使)가 되어 난을 

진압함으로써 분무공신 1등에 녹훈되었다. 분무공신은 

개국공신 이래로 28차례 시행된 조선시대 공신 가운데 

마지막 공신이었다. 오명항은 바로 조선의 마지막 공신 

가운데 한 명에게만 주어진 일등공신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경기도박물관에는 당시 오명항에게 내려진 비단 장

정의 공신교서 원본이 소장되어 있다.

1728년 영조가 오명항에게 내린 공신교서, 경기도박물관 소장

공신 명단 부분 확대 : 1등 오명항, 2등 박찬신 등 7인, 3등 이수량 등 7인

모현촌 선영을 둘러싼 타 성씨와의 갈등

1830년(순조 30) 종손 오태영(吳泰榮, 1778~1830)이 별세

하자 아들 오정수(吳貞秀, 1804~1874)는 선영 내에 선친의 

묫자리를 정하고 장례를 준비하였다. 그런데 예기치 않

게 갈월(葛月)에 살고 있던 정씨 집안 사람으로부터 피소

되었다. 피소의 요지는 오정수가 새로 조성하고 있는 선

친의 묘소가 정씨 집안의 선영에서 볼 때 시야에 들어오

기 때문에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오정수는 선친의 묫자리는 수백 년 동안 오씨 집

안에서 관리해 온 선영의 국내(局內)에 위치해 있고, 정씨 

집안의 묘와는 걸음수로 봐도 천 보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반론을 제기

하였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을 접수한 관아에서는 현장 

조사를 한 뒤 오정수의 반론에 손을 들어주면서 이 송사

는 일단락되었다. 

이 외에도 서울에 사는 오송화댁 묘지기 은철이 정씨 

집안 묘지기 최재대가 오씨 집안 선영의 나무를 함부로 

베어간 사건에 대해 관아에 문제를 제기한 문서도 남아 

있다. 오송화는 송화현감을 지낸 오명구(1718~1797)를 가

리킨다. 오명구가 송화현감을 지낸 이후 서울에 있던 추

탄공파 종가는 오송화댁으로 불렸다.

1830년 5월에 오정수가 관아에 올린 문서 1830년 오송화댁 묘지기 은철이 관아에 올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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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 명단 부분 확대 : 1등 오명항, 2등 박찬신 등 7인, 3등 이수량 등 7인

1756년 오명구가 죽은 부인을 애도하며 지은 제문

이와 같이 모현에 자리한 오씨 선영은 현지에서 오랜 세월 살

아온 정씨 집안과 크고 작은 송사를 겪었다. 전통시대에는 산지

에 대한 소유권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조선후기로 가면서 

집안별로 선영, 종산 개념이 확대되면서 산지와 관계된 개인 간, 

집안 간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모현 지역 내에서도 조선후

기 이후 정산(정씨 종산), 오산(오씨 종산)으로 지칭할 만큼 성씨별 

산지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먼저 떠난 가족을 향한 절절한 애도의 글

종가에 전래된 문서 가운데는 제문(祭文)도 몇 점 남아 있다. 

옛 사람들은 죽은 이를 애도하면서 망자에게 고하는 제문을 지

었다. 문집을 남긴 인물의 경우 그가 생전에 지은 제문을 별도

로 모아 정리해 두기도 할 정도였다.

앞서 언급한 송화현감을 지낸 종손 오명구는 38세에 부인 완

산최씨와 사별하였다. 1755년(영조 31)에 완산최씨는 어린 2남 1

녀를 둔 채 병으로 사망하였다. 둘째 아들 언소는 첫 돌을 맞이

하기도 전이었다. 1756년(영조 32) 오명구는 고인이 된 완산최씨

의 생일을 맞으면서 가로로 3미터가 넘는 종이에 자신의 절절

한 심정을 토로한 제문을 지었다.

오명구는 생전에 보여준 부인의 어진 성품을 그리워하면서 

상대적으로 부덕하고 고집스러웠던 자신을 탓하였다. 또한 양

가 어른들의 비통함과 어린 자녀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자신의 

두서없는 심정을 제문에 토로하였다. 다만, 부인을 묻은 곳이 친

정 선대의 묘가 있는 곳이고 앞서 요절한 딸아이를 묻은 곳이니 

그곳에서 혼백끼리라도 만나 모녀의 못다 한 인연을 이으라는 

말을 더하였다. 한 남자의 아내, 종가의 며느리, 아이들의 어머

니였던 완산최씨의 부재를 붓에 의지하여 절절한 문장으로 적

어 내렸다.

다른 하나는 1886년(고종 23) 종손 오상묵(吳商黙, 1829~1895)

이 37세에 유명을 달리한 장남 우선(愚善)의 영구 앞에 곡을 하

며 올린 제문이다. 종가를 이어 갈 장남이었고, 부모에게 효성이 

극진했던 아들이 병이 들어 갑자기 세상을 뜨자 아들의 불운했

던 생애를 안타까워하면서 모든 일을 죄 많은 아비의 탓으로 돌

렸다. 엄하기만 하고 속으로만 꽁꽁 숨겼던 아버지의 정을 아들

이 죽은 후에서야 글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후회와 원망의 마음

을 읽을 수 있다. 

성현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모현촌 한 기슭에 해주오씨가 들

어와 큰 가문을 이루었다. 고관을 배출하고, 충신과 효자를 낳

았다. 과거의 오산리는 오씨들의 생활 근거지라기보다는 선조

들이 잠들어 있는 제향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컸지만, 시간이 흐

르면서 오산리는 해주오씨 추탄공파 자손들의 근원지로 인식되

었다. 지금 오산리는 시조로부터 현 세대에 이르기까지 해주오

씨 자손들을 결속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종가와 종원

들의 열의로 일찍이 종가에 전래된 고문서가 박물관과 연구기

관에 맡겨졌고, 이를 통해 누구나 관심을 가진다면 어렵지 않게 

수백 년 세월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집안 고문서의 사연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글  박성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한국고문서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동대학원 고문헌관리학 전공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문서의 양식, 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공부해 왔고, 최근에는 문서에 담긴 여러 정보를 토대로 사람들의 인식과 관습 변화 등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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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민속학의 현장, 

이천시 수하리 고인돌의 연결형 군집성혈 암각

장장식

선사인 또는 고대인은 무엇을 꿈꾸고, 어떻게 실천하며 살았

을까? 이 말은 선사인의 민속은 어떠했을까로 치환된다. 이름하

여 고고민속학의 영역인데, 유적지에서 수집되고 정리된 자료

들을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유물이나 유구 속에 숨어있는 시

간의 변화와 공간의 차이를 구별하는 한편 인간의 다양한 행위

를 재구성해 나간다. 고고학적 지식을 준거로 하되 민속학적 연

구방법이 절실한 분야이다. 유물을 대상으로 당대의 생활사를 

추적한다는 것인데, 상상의 제한이 있기는 하나 이 역시 ‘인간’

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으로서의 인간학’이니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이다. 그리고 고고미술사학은 널리 알려진 울주 대곡

리 반구대암각화(국보 제285호)나 울주 천전리 각석(국보 제147호)

과 같은 조형예술(plastic art)을 대상으로 당대의 역사, 사회, 정

치, 문화 등의 다양한 맥락에서 접근한다. 모두가 인문학의 한 

영역에서 나름의 연구방법론을 동원한 고고민속학의 지평이 아

닐 수 없다.

이천시 수하리 고인돌공원을 찾다

유물 유적으로 볼 때,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는 약 

70만 년 전인 구석기시대이다. 그리고 기원전 1000년 무렵

에 이르면 원시 농업 경제 사회 단계의 청동기 시대가 시작된

다. 구리를 주원료로 주석이나 아연을 섞어 만든 청동기를 도구

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청동기 시대에는 농경

의 발달로 인한 잉여 생산이 생기면서 사회집단 내부에는 다스

림을 받는 자와 다스리는 자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청동기를 사

용하는 우세한 지위를 가진 권력자도 나선다. 그 결과의 하나가 

고인돌이다.

고인돌은 전세계적인 유산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견된다. 그 가운데 우리나

라는 실로 ‘고인돌 왕국’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많은 수의 고인

돌을 소장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약 3만 여 기, 북한에서 약 1만 

경기도의 민속

경기도 이천시 수하리 고인돌공원 전경(201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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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1만 5천 기에 가까운 고인돌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는 

세계 고인돌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이다. 가히 우리나

라 선사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 아닐 수 없고, 그만

큼 고인돌은 선사인의 생활사를 담보하고 있는 실증적인 유산

이라 하겠다.

이러한 고인돌 가운데 예사롭지 않은 고인돌이 적지 않다. 덮

개돌에 수많은 바위구멍을 밀집해서 갈아 팠거나 ‘다수의 바

위구멍들을 선각으로 연결한’ 고인돌이 바로 그렇다. 바위구멍

은 흔히 성혈(性穴)이나 Cup-mark로 불리는 암면(岩面)의 홈

구멍을 가리키고, 민속현장에서는 ‘알구멍ㆍ알터ㆍ알바위ㆍ알

미ㆍ알뫼’ 등으로 불린다. 고인돌의 덮개돌에 한두 개의 성혈이 

발견되기 일쑤인데, 이와는 달리 전체가 바위구멍으로 채워져 

있고, 때로는 나주시 부덕동 고인돌처럼 덮개돌 중심부에 다수

의 바위구멍을 새기고 가장자리에 수십 개의 바위구멍을 연주

문(連珠文)처럼 둘러 테두리를 삼기도 한다. 이런 바위구멍의 양

상을 본다면 바위구멍이 군집한 고인돌에서부터 구멍을 연결한 

형태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고, 이

것은 당대 생활사의 중요한 모티프로 작동한 의례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하리 746-2에 전하는 고인돌 3기는 

고고민속을 가늠할 수 있는 유형유산이다. 수하리에는 모두 5기

의 고인돌이 이전ㆍ복원되어 있는데, 전시되고 있는 고인돌 중

에서 1기는 원래 이곳에 있던 것으로 그대로 옛 지명을 따서 ‘지

석리 고인돌’로 지칭되고 있다. 그 외에는 2010년 7월 안평-송

갈 간의 도로확포장구간에 있던 주미리 고인돌 2기를 이곳으로 

옮겨 온 것과 함께, 원 위치를 알 수 없는 또 다른 2기의 고인돌

로 구성되고 있다. 이천시는 이를 향토유적 제4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필자는 2019년 9월 27일에 이하우 교수, 유현주 박사와 함

께 수하리를 답사하고 도면을 뜨는 데 미미한 힘을 보탰고, 이하우 

교수는 수하리 고인돌을 포함하여 『한국의 바위구멍 암각화』

(2020)를 출판한 바 있다. 수하리 고인돌의 선각바위구멍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참고할 만하다.

수하리에 모인 5기의 고인돌 중 3기에서 여러 점의 바위구멍

과 함께 특정한 의도를 구현하려는 듯 이들을 곡선으로 연결한 

형식을 찾을 수 있다. 주미리에서 옮겨온 2기(수하리1ㆍ2)에는 헤

아리기 벅찰 정도의 바위구멍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멍과 구멍

을 연결한 선각이 새겨져 있다.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원 

위치가 밝혀지지 않은 1기(수하리3)에도 양상은 비슷하다.

무수한 바위구멍과 이를 연결한 선각

수하리1이라 부른 이 고인돌은 원래 고인돌공원에서 남쪽 

11km정도 떨어진 주미리에 있던 것이다. 주미리 고인돌이라 불

러야 마땅한데, 현재의 사정으로 본디의 이름을 잃은 셈이다. 현

재 고인돌공원(N37°18′968″ E127°25′216″, 해발 63m)에 위치한다. 

남북장축으로 있는 276×163×67cm(길이×넓이×높이) 규모의 이 

고인돌은 유선형에 가까운 장방형으로 무수한 바위구멍이 있

고, 이를 선각으로 연결한 조형성이 매우 특별하다. 바위구멍만 

새겨져 있다면 흔히 말하듯 별자리로 해석할 수 있지만 바위구

멍의 대다수가 선각으로 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당대에 행한 

특정 의례의 결과물로 봐야 옳은 것 같다.

수하리 고인돌2 역시 주미리에서 지금의 자리(N37°18′970″ 

E127°25′211″, 해발 72m)로 이전ㆍ복원된 것이다. 수하리1처럼 주

미리 고인돌로 불러야 마땅하나 떠도는 삶이 고되듯 수하리 고

인돌공원에 있다는 현재성에서 수하리2로 부를 수밖에 없다. 이 

고인돌은 294×163×40cm(길이×넓이×높이) 규모의 화강암 재질

의 바위이다. 유선형에 가까운 방형의 상단부는 이미 상당한 

박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암면 곳곳에 시멘트 등으로 

수하리 고인돌1a 수하리 고인돌1b 수하리 고인돌1 실측도(이하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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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한 흔적이 있다. 그 편평한 상부에 비교적 복잡한 선각구성

의 바위구멍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모두 하나로 연

결되고 있는 선각 바위구멍이다. 쪼기 후 갈기를 반복한 전형적

인 기법으로 만든 당대의 조형물이다. 비록 구체적인 양상은 수

하리1과는 다르지만 바위구멍과 이를 연결한 선각이 주요 모티

프라는 점에서 ‘주미리’ 나름의 문화적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수하리3은 본래의 자리를 알 수 없지만 고인돌공원(N37°18′

978″ E127°25′216″, 해발 72m)의 현 위치로 옮겨온 것이다. 원 위

치를 알 수 있다면 ‘**리 고인돌’이라는 별칭을 부여할 수도 있

지만 그마저 알 수 없는 불행한 고인돌이다. 수하리3은 남북장

축으로 배치된 276×203×79cm(길이×넓이×높이) 규모의 불규칙

하게 굴곡져 있는 화강암이고, 그 위에 분포하는 바위구멍 등의 

암각은 주로 북쪽 암면 위에 집중되어 있다. 단순한 구성의 바

위구멍은 대체로 서로 연결된 2개의 바위구멍이 반복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런 점에서 수하리1ㆍ2와 같은 방식을 일부 수용

하되 다른 양태의 고인돌이라 하겠다. 오히려 바위구멍을 집중

적으로 새긴 기본 양식에서 연결형으로 발전하는 중간 단계의 

형태이기도 하다.

유수형(流水形) 암각화

얼마 전에 유현주(2017)는 『한반도 중남부의 연결형 다공군집 

성혈 및 유수형(流水形) 암각 고찰』(한국암각화학회)이라는 논문

을 발표한 바 있다. 물론 자연암반 2곳(경주 서악동 암각, 강화 고

구리 암각)과 고인돌 4기(포항 임천마을 고인돌, 포항 상두들 고인돌, 

의성 용천리 고인돌, 제주도 광령리 고인돌)의 양상을 다룬 글이지만 

수하리 고인돌을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바위구멍(성혈, cup-mark)을 연결한 홈줄

이 곡선형태의 선각을 갖고, 이러한 곡선은 구멍과 구멍만을 연

결한 것이 아니라 바위 가장자리까지 확장된 열린 선의 형태가 

주를 이룬다. 이 점은 수하리1~2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양상

수하리 고인돌2

수하리 고인돌3

수하리 고인돌2 실측도(이하우 작성)

수하리 고인돌3 실측도(이하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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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를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다른 지역의 사례가 함안군 동

촌리 고인돌이다. 수많은 바위구멍들이 밀집하고 일부의 바위

구멍들이 선각으로 연결된 고인돌인데, 가장자리로 빠져나가는 

선각이 마치 수직 낙하하듯 밖[고인돌 덮개돌의 수직면]으로 확

장되고 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두 번째로 이러한 곡선의 연결선은 중심에서 가장자리로의 

확장성을 갖는다. 이를테면 중심부를 특정하고 특정의 중심에

서 상하좌우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수하리 고인돌 역시 마찬가

지이다.

세 번째로 바위의 형상을 그대로 활용하여 디자인되었기 때

문에 실제 비가 내리거나 물이나 희생동물의 피와 같은 액체를 

인위적으로 붓는다면 흘러내리는 액체의 흐름이 극대화되어 보

일 수 있다. 포항시 용천리 고인돌의 사례는 이와 같은 액체의 

흐름을 인식하고 일정한 의도로 제작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형태적 요소들에 주목하여 유현주는 ‘유수형(流水形) 

암각화’라 이름한 것인데, 이름 붙이기에 나름의 명징성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의 바위그림이 앞으로도 계속 발견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유형으로 봐도 무방하다.

현재의 분포지로 볼 때, 유수형 암각화는 한반도 남부에 분포

하고, 자연암석의 경우 강화군 교동의 화개산 중턱에 있는 암각

화가 최북단이다. 북한 지역을 열외한 상황에서 주로 한반도의 

남부에 분포한다는 경향성을 지닌다. 이는 후기 청동기에서 초

기철기에 이르는 선사시대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들 유적은 농업 경제 사회 단

계의 청동기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선사시대 농경유

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이다. 특히 청동기시대를 중심

으로 하는 선사시대 수리시설이 한반도 중남부에 집중되어 발

굴ㆍ조사되고 있다는 점도 유수형 암각화와 농경문화집단의 관

련성을 읽을 수 있다.

기후의례의 제단으로서 기능

농경문화와 가장 관련된 의례가 기후의례(氣候儀禮, Climatic 

ritual)이다. 최종성(2007)에 따르면, 기후의례는 ‘자연적인 기후

조건에 대한 의례적인 반응양식’이다. 기우제(祈雨祭)와 기청제

(祈晴祭, 입추가 지나도 장마가 그치지 않을 때 날이 개기를 비는 의례)

는 물론 기설제(祈雪祭, 납일 이전에 눈이 오지 않을 때 눈이 오기를 

비는 의례)와 같은 의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우제와 기설제

가 물이나 눈의 부족으로 인해 빚어진 인간의 고통을 해소하

려는 행동양식의 의례라면 기청제는 물의 과다로 인한 상황에 

반응하는 의례이다. 이들은 자연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상황과 

그에 수반되는 사건을 대면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거행한 기고

의례(祈告儀禮)이며, 현실적 재앙을 의례적으로 극복하려 한다는 

점에서 기양의례(祈禳儀禮)이다. 이는 만물의 모태로서의 물이 지

닌 정화, 재생, 새로운 탄생의 힘에 대한 의례적 반응양식이다.

고인돌이 고대 무덤의 한 양식임이 분명한데, 제단(祭壇)으로

서의 성격 역시 부정할 수 없다. 무수한 바위구멍과 이들은 연

결한 유수형 선각은 특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성소(聖所)의 

조형물이다. 지역적 사고의 하나로서 인식되는, ‘동심원을 각화

(刻畫)한 고령 장기리 암각화 유적(보물 제605호)’처럼 물과 관련

된 의례를 함의하고 있는 성소이다. 특히 청동기시대부터 확산

되어 온 농경에 있어서 절대적인 물에 대한 관심이 암각화 조성 

당시부터 후대에 이르기까지 두루 적용된 것이다. 그러므로 수

하리 고인돌의 바위구멍과 선각은 한해의 기양을 원하는 신년

의례와 같은 정기의례부터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응하고자 

하는 비정기적 의례를 행한 집단의례의 제단이 아닐까 추정한

다. 규모와 소재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현존하는 암각화의 성소

적 개념과 일치하는 성격의 유적이다. 이는 곧 물에 대한 공포

적 체험이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한 보편적인 심성을 형성했고 그

것이 결과적으로 반영된 조형물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비록 

선사인의 무형유산인 민속은 소멸되고 ‘바위구멍 고인돌’이라

는 유형의 조형물로 남아 있지만 나름의 추론을 통해 조심스럽

게 접근해 본다. 고인돌 덮개돌에 바위구멍을 갈아 파면서 무엇

을 갈망했을까?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것은 욕망 달성의 꿈을 

실현하려는 치열한 몸짓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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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에서 관심과 보존에 힘쓰고 있는 문화재 중 태

실(胎室)이 있다. 태실이란 한자 뜻 그대로 탯줄을 의미하는 태

(胎)와 집을 의미하는 실(室)로, 태를 봉안한 장소라는 의미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탯줄 역시 생명력이 있는 것으로 봤기에 

태를 소중하게 다루었다. 이러한 태실의 조성과 관련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 김유신 전의 기록으로 확인되는데, 만노군

(신라 때 진주(鎭州), 현 충북 진천)에 있는 태령산 정상에 김유신

의 태실이 있다고 적고 있다. 또한 태장경(胎藏經)의 과거시험 

과목이었다는 점과 『고려사』의 기록을 통해 고려 때도 왕의 태

실을 조성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태실 조성이 조선에만 국

한된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하지만 조선시대 이전 태실의 경

우 그 형태나 석물 등이 남아 있지 않아 실증 사례로 언급하기

는 다소 부적절하다. 태실과 관련한 유의미한 흔적이 확인되는 

경우는 조선 왕실의 태실로, 외형상의 형태나 석물 등의 발전 

양상이 확인된다.

우리나라의 장태 풍습은 이웃한 중국과 일본과는 비교된다. 

우선 중국의 경우 『선조수정실록』의 기록처럼 “태경(胎經)의 

설이 시작된 것은 신라(新羅)·고려(高麗) 사이이고 중국에 예로

부터 있었던 일은 아니다”1 라고 적고 있어, 태실이 중국과는 

관련이 없음을 적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천황 2의 태실을 비

롯해 미나모토노 요시츠네(源義経) 등 무장들의 태실 등을 어렵

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즉 조선과 일본의 경우 장태 풍습이 있

고, 태실을 조성한 것은 동일하다. 또한 태실과 관련한 기록이 

잘 남아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볼 지점이다. 다만 조선의 태실

은 조성 과정에서 풍수지리가 중요하게 인식된 반면 일본의 태

실은 음양도(陰陽道)가 중심이 된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철학

적 기반 이외에 조선의 태실은 태실비와 태함, 가봉 태실 등 석

물의 형태가 일정하고, 발전되는 양상이 뚜렷한 반면 일본의 

태실은 그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점 역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1. 『선조수정실록』 권4, 선조 3년 2월 1일 ‘성태를 임천에 묻다’ 기사 참고 

2 천황(天皇): 우리나라에서는 일왕으로 불리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천황 혹은 덴노(てんのう)라 불린다. 

김희태

연구노트

경기도 소재 성종 자녀 태실의 태주 검토

충북 진천 태령산 정상에 있는 김유신의 태실, 김유신의 태실이 진천에 있는 

이유는 아버지 김서현이 만노군 태수로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닌토쿠 천황(仁徳天皇)의 태실, 

사진 제공 : 전인혁

일본 고카쿠 천황(光格天皇)의 태실, 

사진 제공 : 전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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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조수정실록』 권4, 선조 3년 2월 1일 ‘성태를 임천에 묻다’ 기사 참고 

4. 서울 월산대군 이정 태실(서울특별시 기념물 제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694번지

5. 양평 제안대군 태실비: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 1번지와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산 8번지가 만나는 산의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6  세조는 대군 시절인 1428년 6월 16일 세종으로부터 대광보국 진평대군에 봉해졌으며, 1433년 7월 1일 진양대군으로 봉해졌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양대군의 경우 1455년 2월 11

일에 고쳐 불렀기에 '수양대군=세조'로 인식되는 것이다.

태실은 태주의 신분에 따라 형태와 규모가 달랐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태실을 종합해보면 태실은 왕의 자녀 혹은 세자의 

아들, 공주·옹주 등에 한해 세워졌다. 물론 여기에도 일정한 규

칙이 있는데, 『태봉등록』을 보면 태실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구분된다. 여기서 1등급은 왕 혹은 왕비의 태실로, 태실을 중심

으로 3백보의 금표 지역이 설정되었다. 또한 태실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수직(守直)을 두었으며, 왕의 태실은 별도의 태실 

가봉(加封)을 거쳐, 가봉태실비와 장태 석물을 세웠다. 보통 원

자 혹은 원손 등 차기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왕자 태실의 

경우, 태실의 조성 과정에서 가봉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반면 2등급의 경우 왕비 소생의 왕자, 즉 대군으로, 이 경우 

태실을 중심으로 2백보의 금표 지역이 설정되었다. 3등급의 경

우 왕비 소생의 공주를 포함해 후궁 소생의 군과 옹주로, 1백보

의 금표 지역이 설정되었으며, 2등급과 3등급 태실의 경우 별

도의 수직(守直)은 두지 않았다. 한편 궁궐을 떠난 왕자나 공주, 

옹주의 자손 및 사대부의 경우 별도의 태실을 조성하지 않고, 

탯줄을 땅에 묻는 매태 방식으로 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

제 『선조수정실록』을 보면 “잠저(潛邸)를 뒤져 정원 북쪽 소나

무 숲 사이에서 찾아내었다”3고 언급, 왕위에 오르기 전 선조의 

태(胎)가 잠저에 묻었음을 알 수 있다. 선조의 사례에서 보듯 최

초 태실이 조성되지는 않았지만, 훗날 왕위에 오르면서 잠저에 

있던 태(胎)를 찾아 별도의 가봉 태실을 조성했음을 알 수 있다. 

1) 세조 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경기도의 태실

조선의 태실은 세조(재위 1455~1468) 이전까지만 해도 하삼

도(下三道)라 부르는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일대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세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경기도에 

태실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이 무렵 세조의 맏아들인 덕종(의

경세자, 1438~1457)과 소혜왕후 한씨 사이에서 태어난 월산대군

(1454~1488)4과 자을산군(성종, 재위 1469~1494), 예종과 안순왕

후 한씨 사이에서 태어난 제안대군(1466~1525)5의 태실 모두 경

기도에 조성되었다. 이는 세조 때부터 이미 태실의 조성을 하

삼도가 아닌 경기도에서 찾는 노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

한 배경이 있었기에 훗날 성종은 전교를 내려 태실지를 경기도

에서 찾도록 독려했던 것이다.  

본래 세조의 대군6 시절 아기씨 태실은 성주 선석산, 현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에 있었다. 세종의 맏아들이자 차기 왕위에 오

를 문종의 태실이 예천에 조성된 것을 제외하면, 다른 왕자들

의 태실은 모두 성주 선석산에 집장되었다. 원손인 단종의 아

기씨 태실 역시 세종대왕자 태실에 조성되었지만, 단종이 왕위

에 오르면서 성주 법림산(法林山)으로 옮긴 뒤 가봉 태실로 조

성되었다. 조선 왕실의 경우 장자 계승이 원칙이었기에, 종법 

질서를 따르자면 수양대군은 애초에 왕위에 오를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수양대군은 계유정난(1453)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 이

후 조카인 단종을 밀어내며 왕위를 찬탈했다. 앞선 문종이나 

단종의 사례에서 보듯 왕이 될 경우 태실을 가봉하는 것이 관

례였고, 세조의 태실은 다른 왕자들의 태실과 집장된 상태였기

에 단종의 사례처럼 세조의 태실을 다른 장소로 이봉해 가봉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였다. 그랬기에 예조에서도 이 같은 관

례를 언급하며 세조의 태실을 옮긴 뒤 가봉할 것을 주청했던 

보은 순조 태실의 금표, 뒷면에 서(西)가 새겨져 있어 태실을 중심으로 사면에 금

표비를 세웠음을 알 수 있다.

<표-1> 태실의 신분에 따른 규모

금표(禁標) 수직(守直) 가봉(加封)

1등급(왕) 300보 ○ ○

2등급(대군) 200보 X X

3등급(공주, 군, 옹주) 100보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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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조실록』 권29, 세조8년 9월 14일, “성주에 있는 어태실의 의물 설치를 불허하고 비만 세우다. 비문의 내

용” 참고

8.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6, 홍천현의 기록 중 ‘공작산(孔雀山) 현의 동쪽 25리에 있는데, 정희왕후(貞熹王后)

의 태를 봉안하였다.’ 참고

9. 『성종실록』 권155, 성종14년 6월 12일, “대행 왕후를 광릉에 장사지내다” 참고 

10  홍성익, 2015, 『조선전기 王妃 加封胎室에 관한 연구』, 292P 참고, 반면 『조선의 태실』에서는 수타사 뒷산을 

태실지로 비정하고 있다.

11  『예종실록』 권1, 예종즉위년 9월 17일, “능에 석곽은 쓰지 않고 석실과 석난간만 쓰는 문제를 의논하다” 참고

서울 월산대군 이정 태실, 

태실이 조성될 당시만 해도 경기도에 속했다.

양평 제안대군 태실비, 태실비의 명문을 통해 제안대군의 태실인 것을 

알 수 있다.

세조의 태실 가봉비,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에서 만날 수 있다.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세조는 예조의 이 같은 주청을 물리치고, 선석산에 있

는 태실을 그대로 두는 대신 기존의 표석을 없애고, 이를 대신할 가봉 태실비

를 세우도록 했다.

“...조종(祖宗)의 고사(故事)에 의하여 따로 자리를 보아 어태(御胎)를 이안하

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형제가 태(胎)를 같이하였는데 

어찌 고칠 필요가 있겠는가?’ 하시고, 의물(儀物)을 설치하기를 청하여도 역시 

윤허하지 아니하시며 다만 표석을 없애고 비(碑)를 세워 기록할 것을 명하여 힘

써 일을 덜게 하셨다.”7

실제 세조 당대의 태실 조성을 보면 기존의 관례와 벗어난 경우가 많았다. 

가령 왕비 태실의 경우 세종의 왕비인 소헌왕후 심씨(1395~1446)와 성종의 왕

비였던 폐비 윤씨(1445~1482)의 태실이 가봉 태실로 조성된 반면, 세조의 왕비

인 정희왕후 윤씨의 태실의 경우 가봉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신증동국여

지승람』의 기록을 보면 정희왕후의 태실은 홍천 공작산8 에 있고, 『성종실록』

의 교차 검증을 통해 정희왕후가 홍천의 공아(公衙)에서 태어난 것이 확인된

다.9 그럼에도 정희왕후의 태실지로 추정되는 태능산 일대에서 가봉 태실과 관

련한 석물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태실지의 모습은 정희왕후의 태실이 최초 매

태 방식으로 조성된 이후 별도의 가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10

세조는 자신의 능과 관련해 “죽으면 속히 썩어야 하니, 석실(石室)과 석곽(石

槨)을 마련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11 이는 왕릉 공사에 동원되는 백성들

의 부역을 경감해주기 위한 것으로, 이는 태실의 조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주 소헌왕후 태실지, 태실의 장태 석물 중 우전석이다.

예천 용문사에 있는 폐비 윤씨의 태실 가봉비

정희왕후의 태실지로 추정되는 태능산의 정상, 장태 석

물의 흔적은 찾기가 어렵다.

부여 선조 태실지, 최초 선조의 태는 잠저에 묻었으나, 왕

이 된 뒤 춘천에 태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분묘가 나와 

임천군으로 옮겨 조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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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종실록』 권30, 중종 12년 11월 23일 “유용근 등이 혼인의 풍속, 증고사의 일에 관해 아뢰다.” 참고

13  『연려실기술』 별집 제2권 사전전고(祀典典故) 장태(藏胎) 중

14  『논객닷컴』, 2020,06.29, “창덕궁 후원에 태실이 있었다고?” 재인용 

15  『성종실록』 권73, 성종7년 11월 28일, “전교하여 종전에 하삼도에만 행하던 안태(安胎)를 경기에서 택하여 하도록 하다” 참고

백성들의 고충을 헤아린 결과였다. 실제 태실을 바라보는 백성

들의 시각이 결코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다. 『중종실록』을 보면 

장령 권필이 원자(인종)의 태실을 조성할 안태지를 찾기 위해 

경산으로 내려갔는데, 이 소식을 들은 안태지 주변, 집과 밭을 

가진 백성들이 울부짖었다고 한다.12 왜 이런 표현이 나왔냐 하

면 태실이 조성될 경우 집이나 밭 모두 철거를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태실의 조성과 수개 과정에서 백성들이 부역에 

동원되었고, 석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논과 밭이 손상

되는 사례도 있었다. 때문에 조정에서도 백성들의 불만이 높아

지지 않게 금전적인 보상 혹은 부역을 면해주는 방식으로 무

마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은 비단 백성뿐만이 아닌 관리들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연려실기술』은 율곡 이이의 『석담

일기』를 인용, 민생을 도외시한 채 태실 공사에만 매달리는 행

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이 흉년에 민생이 도탄 중에 있는 때를 당하여 대신과 대간

들이 임금을 도와 백성을 구제하는 데 급급하지 아니하고, 바

르지 못한 말에 미혹해서 여러 번 성태(聖胎)를 옮겨서 3도의 

민력(民力)을 다하고도 구휼하지 않음은 무엇 때문인가. 산릉의 

자리를 가려서 정하는 것이 태를 묻는 것보다 중한데도 오히려 

고장(古藏)을 피하지 않고 남의 분묘(墳墓)까지 파내는데, 태를 

묻는 데는 오히려 옛 자리를 피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또 국

내의 산은 다만 정한 수가 있고 역대는 무궁하니 한 번 쓴 곳은 

다시 쓰지 못한다면 다른 나라에 구할 것인가. 그것을 계속할 

도리가 없음이 명백하다.”13

기록에 등장하는 성태(聖胎)는 선조의 태실로, 선조가 왕위

에 오른 뒤 최초 잠저(潛邸, 임금이 되기 전에 살던 집)에 있던 태

를 찾아 춘천에 태실을 조성하려고 했다. 그런데 태실의 조성 

과정에서 분묘가 확인되어 결국 공사는 중단되고, 결국 임천군

(林川郡, 현 부여)으로 옮겨 태실을 조성했다. 이이가 문제를 제

기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가뜩이나 나라의 흉년이 들어 민

생은 도탄에 빠졌는데, 조성 중이던 태실에서 분묘가 나왔다는 

이유로 공사를 취소하고 임천군으로 새로 옮겨 조성한 것에 대

한 문제 제기였다. 즉 태실 공사에 공력이 집중되어 정작 백성

들의 구휼에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14

 이처럼 태실의 조성 역시 왕릉과 마찬가지로 국책사업에 속

했고, 이러한 백성들의 고충을 경감시키기 위한 세조의 이 같

은 인식이 관례와 어긋난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배경

에서 태실지 역시 기존 하삼도에서 찾던 관행을 버리고, 한양

에서 가까운 곳에서 찾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월산대

군과 자을산군(성종), 제안대군의 태실 등이 경기도에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2) 경기도 소재 성종 자녀 태실의 태주 검토 

세조 때부터 경기도에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태실은 

성종 때 이르러 변곡점을 맞는데, 성종은 전교를 내려 태실지

를 경기도에서 찾도록 했다.

“... ‘일반 사람은 반드시 모두들 가산(家山)에다가 태(胎)를 묻

는데, 근래에는 나라에서 땅을 가리는 것이 비록 정결(精潔)하

기는 하나, 대길(大吉)한 응험(應驗)이 없으니, 풍수(風水)의 설

(說)은 허탄(虛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였으니, 그 <안태(安胎)

할>만한 땅을 경기(京畿)에서 고르도록 하라.”15

실제 성종의 전교 이후 경기도에 조성된 태실의 수가 늘어나

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경기도 소재 성종 자녀

의 태실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된다. 

위의 표는 경기도에 있는 성종의 자녀 태실 가운데 누구의 

태실인지 확실한 경우 속한다. 첫 번째 사례인 중종 태실의 경

우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산 112번지의 태봉산 정상에 

순번 이름 모 출생연도 태실지

1 진성대군(중종) 정현왕후 윤씨 1488년 경기도 가평군

2 정혜옹주 귀인 정씨 1490년 경기도 양주시

3 공신옹주 귀인 엄씨 1481년 경기도 광주시

4 영산군 숙용 심씨 1490년 경기도 파주시

5 봉안군 귀인 정씨 1482년 경기도 남양주시

<표-2> 경기도 소재 성종 자녀 태실

세조의 태실 가봉비,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에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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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현재 남아 있는 중종 태실의 석물 가운데 가봉 태실비의 

경우 비신의 훼손이 심한 편이다. 가봉 태실비의 앞면에는 주

□□□태실(主□□□胎藏)이, 뒷면에 정(正)이 판독된다. 또한 태

지석이 출토되어 출생일과 장태 날짜를 알 수 있는데, 출생일

은 홍치 원년인 1488년(성종 19년) 3월 초5일이며, 장태 날짜는 

홍치 5년인 1492년(성종 23년) 9월 초7일로 확인된다. 이와 함

께 아기씨 태실비의 경우 앞면의 명문은 인위적인 훼손의 흔적

이 있어 판독의 어려움이 있으며, 뒷면의 경우 홍치오년구월초

칠일해시입(弘治五年九月初七日亥時立)이 새겨져 있다. 

두 번째 사례인 정혜옹주 태실은 경기도 양주시 남면 황방

리 87-1번지인 태봉산 정상에 있었다. 전주이씨대동종약원에

서 발행한 『조선의 태실(1999)』에는 비록 훼손되기는 했지만, 

태실비의 상단 부분과 태함 등의 사진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태봉산 전체가 훼손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태실비와 태

함의 개석 등은 행방을 알 수가 없는 상태다. 현재 태함의 함신 

부분만 남았는데, 얼마 전까지 양주 회암사지 박물관에 있었으

나, 지금은 강화문화재연구소로 옮겨진 상태다. 한편 태실비의 

명문과 태지석을 교차 분석해보면 해당 태실의 태주는 왕녀 승

복(承福)으로 확인되며, 홍치 3년(1490년, 성종 21년) 3월 초6일

에 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장태일은 홍치 5년(1492

년, 성종 23년) 7월 17일로 확인된다. 해당 출생일을 『선원계보

도』와 비교해보면 왕녀 승복은 성종과 귀인 정씨 소생의 정혜

옹주(1490~1507)인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사례인 공신옹주 태실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

리 산 11-1번지로, 원당리 마을회관 뒤에 있는 산의 정상에 있

다. 해당 태실지에는 2기의 태실이 조성되었는데, 이 중 1기의 

태실이 공신옹주의 태실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태실비는 정상

에 못 미쳐 쓰러진 채 방치되고 있다. 해당 태실비의 명문은 다

음과 같다.

A. 왕녀태실(王女胎室)

‘성화십칠년칠월이십일일입석(成化十七年七月二十一日立石)’16

B. 왕녀태실(王女胎室)

‘성화십칠년칠월이십사일입석(成化十七年七月二十四日立石)’ 17

여기서 성화(成化)는 명나라 황제인 헌종(성화제)의 연호로, 

성화 17년을 환산해보면 1481년(성종 12년)에 태실을 조성한 것

을 알 수 있다. 즉 해당 태실의 태주는 1481년 이전에 태어난 

성종의 왕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B왕녀태실의 경우 

태지석의 교차 분석을 통해 태주의 특정이 가능하다. 현재 이

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 중인 태지석을 보면 왕녀의 출생

일이 성화 17년 3월 11일로 확인되며, 장태는 성화 17년 7월 24

일로 B왕녀태실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심현용은 해당 태실을 

공신옹주로 비정한 바 있다. 한편 『선원계보도』 상 1481년 이

전에 태어난 왕녀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 신숙공주의 경우 밀양 조선 성종 왕녀 태실(구 성

화 17년 왕녀 태실) 중 하나로 추정된다. 『밀주구지』에 따르면 해

당 태실은 당성공주의 태실로 전해지는데, 성종의 자녀 중 당

성공주는 없다. 이 경우 공주의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밀

양 조선 성종 왕녀 태실의 경우 2기 중 1기는 신숙공주로 추정

된다. 다른 1기의 경우 『선원계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 왕녀

일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 『성종실록』을 보면 성종과 정현왕후 

가평 중종대왕 태봉 광주 원당리 성종 왕녀 태실(B), 

공신옹주의 태실이다.

정혜공주 태함의 함신, 양주 황방리 왕녀 

승복 태실로 불리기도 했다.

광주 원당리 성종 왕녀 태실(A), 휘숙옹주

의 태실로 추정된다.

순번 이름 모 출생연도 태실지

1 신숙공주 정현왕후 윤씨 1481년 -

2 정혜옹주 귀인 정씨 1480년 경기도 양주시

3 혜숙옹주 귀인 엄씨 1478년 서울시 광진구

4 공신옹주 숙용 심씨 1481년 경기도 광주시

<표-3> 『선원계보도』 상 1481년 이전에 출생한 성종 왕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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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소생의 순숙공주(1478~1488)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만, 『선

원계보도』에는 없다. 또한 세종과 신빈 김씨의 경우 『선원계보

도』에서는 6남으로 기록된 반면 『세종실록』에서는 6남 2녀라

고 하는 등 『선원계보도』에는 없는 왕자, 왕녀의 존재가 확인

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정혜옹주의 

경우 앞서 소개한 것처럼 양주 황방리 왕녀 승복 태실인 것이 

확인되었고, 혜숙옹주 태실의 경우 서울 광진구로 알려져 있

다. 이 경우 광주 원당리에서 확인된 성종 왕녀 태실 중 A왕녀

태실은 『선원계보도』 상 휘숙옹주로 추정되는데, 휘숙옹주의 

경우 출생일은 확인되지 않지만 1483년생인 경숙옹주의 언니

라는 점에서 1481년에 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선원계

보도』 상 휘숙옹주 외에는 A왕녀태실로 비정할 수 있는 왕녀

는 없다.

네 번째 사례인 영산군 태실의 경우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산 78번지에 있었다. 과거에는 객현리 태실로도 불렸

는데, 지금은 서삼릉 경내로 옮겨져 있다. 서삼릉으로 옮겨진 

영산군 태실 앞에 화강암으로 세운 비석의 앞면을 보면 영산군

태실(寧山君胎室)이, 뒷면에는 □□□년육월이십육일/자연천군

적성면이장(□□□年六月二十六日/自漣川郡積城面移藏)이 새겨져 

있다. 마지막 사례인 봉안군 태실의 경우 최초 경기도 양주군 

진접면(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면 내각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서

삼릉 경내로 옮겨졌다. 화강암으로 된 비석의 앞면을 보면 왕

자수장태실(王子壽長胎室)이, 뒷면에는 □□□년오년/자경기도

양주군진접면이장(□□□年五月/自京畿道楊州郡榛接面移藏)이 새

겨져 있다. 또한 태지석을 통해 성화 18년 2월 23일에 출생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성화 18년을 환산해보면 1482년(성종 13년)

이다. 이 해에 태어난 왕자는 봉안군과 견성군이 있는데, 견성

군 태실은 최초 양양군 강현면 하복리 산 1번지에 있었으나, 일

제강점기 당시 서삼릉으로 이봉되었다. 따라서 왕자 수장의 태

실은 봉안군의 태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밖에 아직 태주가 밝혀지지 않은 태실 가운데 경기도에서 

확인된 입비 연대가 동일한 왕자 태실 3기가 확인되어 눈길을 

끄는데, 바로 ▶양주군 광전리 태실 ▶안성 배태리 태실 ▶파

주 정자리 태실이다. 첫 번째로 양주군 광전리(현 경기도 남양주

시 별내면 광전리)에 있었다는 해당 태실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

어진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태실비 

사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실물이 남아 있지 않다. 해당 태

실비의 경우 태주는 왕자 금수(金壽)로, 입비한 날짜는 홍치 6

년 5월 초사일로 확인되고 있다.18

밀양 조선 성종 왕녀 태실, 두 기의 태실 중 1기를 신숙공주의 태실로 추정, 

다른 1기는 『선원계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 왕녀로 추정된다. 

영산군 태실, 본래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에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당시 현 서삼릉으로 옮겨졌다.

봉안군 태실, 왕자 수장 태실로 알려져 있으며, 

최초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에 있었다.

안성 배태리 태실, 판독 결과 홍치 6년명 성종 왕자 

태실로 확인되었다.

18.  홍성익, 2015, 『조선시대 胎室의 역사고고학적 연구』 중 16P,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1942, 51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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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산 46번지에 위치한 안성 배태리 태실은 

삼태봉 중 중태봉의 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실비의 앞면에 왕자□□아지씨태실

(王子□□阿只氏胎室)이, 뒷면에는 □(치)육년십월□□일자시입(□(治)六年十月□□日

子時立)이 새겨져 있다.19 세 번째로 최근 확인된 파주 정자리 태실의 경우 앞면에는 

□□왕자(옥랑)아지씨태실(□□王子(玉浪)阿只氏胎室), 뒷면에는 □(치)육□초팔일입

(□(治)六□初八日立)이 확인된다.20

위의 태실들의 공통점은 홍치 6년명 태실이라는 점으로, 홍치(弘治)는 명나라의 황

제인 효종(홍치제)의 연호다. 홍치 6년을 환산해보면 1493년(성종 24년)에 태실 조성

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기의 태실 모두 태지석이 출토되지 않았기에 

태주의 정확한 출생일은 알 수 없다. 다만 성종 자녀의 출생일과 태실 입비시기를 분

석해보면, 대략적인 윤곽은 그려볼 수 있다. 가령 울산 경숙옹주 태실의 사례에서 출

생연도는 성화 19년(1483년, 성종 14년)인 반면 태실의 조성은 성화 21년(1485년, 성종 

16년)으로 2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순천 학구리에 있는 계성군 태실의 경우 

출생연도는 성화 14년(1478년, 성종 9년)인 반면 태실의 조성은 성화 17년(1481년, 성종 

12년)으로 3년의 차이가 확인된다. 물론 연산군 원자 금돌이 태실(홍치 10년/홍치 14년)

과 광주 원당리 연산군 왕자 돈수 태실(홍치 14년/홍치 18년)의 사례처럼 출생일과 입

비 시기가 4년의 차이를 보인 사례도 있기에 최대 하한선을 4년으로 잡고, 성종 때의 

자녀 태실이 3년 이상의 차이를 보인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

준으로, 『선원계보도』를 보면 우선 입비 연도인 1493년에 태어난 왕자는 없다. 따라

서 자연스럽게 위에서 언급한 3기의 태실은 1493년 이전에 태어난 왕자 가운데서 찾

아야하는데, 이 경우 하한선인 4년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순번 이름 모 출생연도 태실지

1 경명군 숙의홍씨 1489년 -

2 이성군 숙용심씨 1489년 -

3 운천군 숙의 홍씨 1490년 -

4 영산군 숙용 심씨 1490년 경기도 파주시

5 전성군 귀인 권씨 1490년 -

6 무산군 명빈 김씨 1490년 -

7 양원군 숙의 홍씨 1492년 강원도 원주시(△)

파주 정자리 태실, 판독 결과 홍치 6년명 

성종 왕자 태실로 확인되었다. 

사진 제공 : 차문성, 『파주민통선, 문화유적

보고서』, 파주문화원

<표-4> 홍치 6년, 왕자 태실비의 태주 검토, 추정:(△)

19.   안성 배태리 태실은 기존 자료에서 언급되지 않은 태실로, 두 번의 방문 조사를 통해 태실비의 명문 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왕자□□아지씨태실(王子□□阿只

氏胎室)/□(치)육년십월□□일자시입(□(治)六年十月□□日子時立)’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연호 부분의 앞부분은 알아볼 수가 없고, 뒷부분은 남아 있는 부분과 

필획을 통해 치(治)로 판단, 홍치 6년으로 판독했다. 

20    차문성, 2020, 『파주민통선, 문화유적보고서』, 파주문화원 중 “전면에는 “□□王子 王(主 혹은 玉)浪?□① 阿只氏② 胎室③” 후면에는 “□治六년④ □□初八日 立

⑤” 전면글자 ①에서 '王' 혹은 ‘主’자는 3-4번째 글로 확인되며, 그 다음 글자가 일반적으로 子 혹은 女로 추정하지만 여기서는 ‘王浪’, ‘主浪, ‘玉浪’으로 보이기도 한

다. ③에서 ‘室’이 확인되어 “阿只氏胎室”이 분명하다. 후면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④의 두 번째 글자가 ‘治’로 판단되어 다음의 ‘六’과 결합하면 ‘弘治’일 가능성이 있

다. 글자 전체를 연결하면 “□治六년 □□初八日 立”인 바 ‘弘治6년’으로 추정 가능하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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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일곱 명의 왕자 가운데, 영산군의 태실은 최초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태봉에 있었고, 지금은 서삼릉 경내로 옮겨졌

기에 제외된다. 또한 양원군의 태실은21 원주 대덕리 태실로 추

정되는데, 태실비의 앞면에 왕자(王子)22, 뒷면에는 홍치칠년팔

월이십이일묘시입(弘治七年八月二十二日卯時立)의 명문이 확인

된 바 있다. 홍치 7년을 환산해보면 1494년(성종 25년)으로, 이 

경우 1492년에 태어난 양원군의 태실로 추정된다. 이 경우 앞

서 성종의 자녀 태실이 3년 이상의 차이를 보인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주군 광전리 태실 ▶안성 배태리 태실 ▶

파주 정자리 태실의 태주는 1490년생인 운천군과 전성군, 무

산군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편 고양 효자동 태묘에서 확인된 태실비를 보면 앞면에 왕

녀태실(王女胎室)이, 뒷면에는 성화십삼년십구일입석(成化十三

年十九日立石)이 새겨져 있다. 성화 13년을 환산해보면 1477년

(성종 8년)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선원계보도』 상 1477년 이전

에 태어난 왕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효자동 태묘

의 태주는 『선원계보도』에 등록되지 않은 왕녀의 태실로 볼 수 

있다. 

3) 결론 

안성 배태리 태실의 경우 『조선의 태실(1999)』에서 “삼국시

대 어느 왕자의 태를 묻었다는 전설이 있다”라고 했으며, 중태

봉의 정상에 태실이 있다고 적고 있다.23  또한 지역신문 등에 

해당 태실에 관해 언급이 된 적은 있지만, 태실비에 관한 연구

는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따라서 안성 배태리 태실에 대

한 두 차례의 방문 조사를 통해 태실비의 명문을 판독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그 결과 성종의 왕자 태실이라는 사실과 입비 

시기인 홍치 6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언론

을 통해 발견 사실이 확인된 파주 정자리 태실의 외형은 서울 

월산대군 이정 태실과 양평 제안대군 태실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조선 초기의 태실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안

성 배태리 배실과 원주 대덕리 태실 형태 역시 성종 시기 태실

비의 외형 변화에 있는 과도기적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경기도 소재 성종 자녀 태실의 검토를 통해 태주

가 명확하게 밝혀진 사례는 ▶중종 ▶정혜옹주 ▶공신옹주 ▶

영산군 ▶봉안군 등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이번 검토를 통해 

▶양주군 광전리 태실 ▶안성 배태리 태실 ▶파주 정자리 태실 

등의 태주가 성종의 왕자 중 운천군과 전성군, 무산군일 가능

성이 높다는 점과 고양 효자동 태묘의 태주가 『선원계보도』에

는 없는 왕녀 태실이라는 사실을 고증할 수 있었다. 이번에 검

토한 성종의 자녀 태실 이외에도 경기도 관내에 많은 태실들이 

남아 있기에 이 부분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 과제로 검토해보고

자 한다.

글  김희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문화교양학과를 전공했다. 현재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와 문화재 

속에 담긴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쉽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주 대덕리 태실, 홍치 7년명 성종 왕자 태실로, 

양원군의 태실로 추정된다.

고양 효자동 태묘의 태실비. 

(사진 제공 : 고양시청)

21   원주 대덕리 태실 원주 대덕리 태실: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대덕리 410-2번지

22    홍성익, 2015, 『조선시대 胎室의 역사고고학적 연구』 중 16P, 태실비의 앞면 

‘왕자…실(王子…室)’새겨져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마멸이 진행되어 왕(王) 정

도만 판독이 가능하다.

23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조선의 태실3』, 2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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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동북부의 거점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남양주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옛부터 역사문화의 명향으로 손꼽힌다. 역사

적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를 읽다보면 남양주의 인물들은 라이

벌 관계로 많이 등장한다. 고려 말 역성혁명기 이성계(李成桂)와 

변안열(邊安烈)처럼, 16세기 훈구파(勳舊派)와 사림파(士林派)의 

갈등에서 나타난 홍경주(洪景舟)와 김식(金湜)처럼 때로는 긴장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서로서로 도움을 주며 힘

을 모아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그 대

표적인 인물이 이덕형과 이항복이다. 

이덕형과 이항복은 옛이야기에 많이 등장한다. ‘오성과 한음’

으로 불리며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 ‘진정한 우정’의 표상으

로 읽히기도 한다. 전하는 것과 달리, 두 사람은 성년이 되어서 

과거 합격 이후에 만났다. 같은 해에 각각 과거에 합격해서 만

나 서로를 인정하면서 친우가 되었다. 나이도 이항복이 이덕형

보다 많다. 

남양주는 이 두 사람에게 뜻깊은 장소라 할 수 있다. 이덕형

이 광해군의 패륜적 정치에 반기를 들다가 삭탈관직 당하고 낙

향하여 별서를 짓고 지내다 일생을 마감한 곳이 수종산 아래(현 

남양주 조안면 송촌리)이다. 이항복 역시 광해군의 폭정에 맞써다 

부패한 관료들의 모함을 받아 관직을 그만두고 낙향해 살고자 

찾은 곳이 독음(禿音, 현 남양주 다산동)이었다. 이항복은 그곳에

서 잡혀 북청으로 유배가서 얼마후 죽었다. 

1) 아이들이 노래한 사제리(沙提里) 어른, 

    한음(漢陰) 이덕형(李德馨) 

한음(漢陰) 이덕형(李德馨)이 죽은 이후 그의 문집이 완성되자 

허균은 자신의 감정을 시로 표현하였다. 

남양주에 전하는 참다운 우정, 이덕형과 이항복

김형섭

학예연구사 코너

1 ' 오성과 한음'으로 일컬어지며 이항복과 우정을 꽃피운 이덕형의 초상화, 

 경기도박물관 소장

2 이항복영정. 원주박물관 소장

3 이항복의 시문을 모아 편찬한 '백사선생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4 이항복부터 아래로 6대에 걸친 인물의 편지를 모아놓은 [월성육세유묵(月成六世

 遺墨)]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5 [월성육세유묵(月成六世遺墨)]에 전하는 이항복의 필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6 노사영언. 공자의 춘추 정신을 규명하고자 한 이항복의 저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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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십 삼 년을 글쓰기에 전력했더니   

四十三年攻翰墨

부질없는 마음 노고 천금의 폐추로세  

千金弊帚枉勞心

열 권의 시와 문을 겨우 써서 다 마치니   

詩文十卷方書了

성옹은 이제부터 다시 읊지 않으리라   

從此惺翁不復吟

(허균, 「문집이 완성되어 한음의 운을 쓰다」,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중에서) 

허균은 43년 동안 문학에 전력을 다했지만 부질없다 느꼈다. 

조선 중기 최고의 문인 허균은 이덕형의 죽음 이후 다시는 시를 

쓰지 않겠다고 절필을 선언하며 이덕형을 그리워했다. 10권의 

시문이 완성되었는데, 자신이 존경하는 한음은 세상을 떠난 비

애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덕형은 1561년(명종 17) 2월 12일 이민성(李民聖)과 문화 류

씨(文化柳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18세에 생원, 진사시에 합

격하고, 1580년(선조 13) 20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승문원 권지부

정자(權知副正字)를 지냈다. 이항복도 함께 승문원에 임명되었는

데, 이때부터 두 사람은 30년 간 막역지우로 우정을 나누었다. 

이덕형은 유성룡(柳成龍)의 후임으로 31세에 홍문관대제학(弘

文館大提學)에 올랐다. 그의 문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당대 

대문장가로 알려진 허균이 “귀찮더라도 읽어보시고 몇 마디 말

로 그 끝에 발(跋)을 달아주신다면, 죽은 이도 은혜를 받음이 많

을 것입니다”라며 이덕형에게 자신의 형의 문집 발문을 부탁할 

정도였다. 

보통 사람들을 놓고 본다면 국가에 일이 있을 때, 부형

으로서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공명(功名)을 세우는 것

일텐데, 공은 오직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닦고 학문을 

부지런히 하고 집을 다스리는 일을 간곡하게 부탁하

였으니, 이는 본말(本末)과 선후(先後)의 도리를 대단

히 잘 살핀 것이다.

(안정복, 『제한음리문익공훈자손서후(題漢陰李文翼公

訓子孫書後)』, 『순암집(順菴集)』 중에서)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나라가 혼란한 정국에 자식에게 당부하

는 내용에서 이덕형의 성품을 엿볼 수 있다. 안정복이 감탄하였

듯이 보통 나라가 어지러우면 자식들에게 공명을 세우기를 바

라지만, 이덕형은 몸과 마음을 닦고 학문에 정진하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이덕형이 죽고 200여 년이 지나 석실 마을에 머

물고 있던 대산(臺山) 김매순(金邁淳)은 “군자가 힘써 밝혀야 하

는 것은 의(義)와 이(利)보다 더 큰 것이 없다” (···) ‘신하로서

의 의리는 당연히 한음이 옳았다’(김매순의 「한음(漢陰)과 백사

(白沙) 두 공[二公]의 일을 논함」 중에서)라고 그의 행실을 칭송

했다. 군왕의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목숨 걸고 바로잡고자 했던 

그의 모습은 후대의 귀감이 되었다. 

이덕형은 임진왜란 당시 명군의 동향, 강화회담의 진행 상황 

등을 임금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맡았다. 1597년에는 명나라 장

수인 경리 양호(楊鎬)와 제독 유정(劉綎)의 접반사가 되어 명군의 

파병, 시시각각의 전쟁 상황, 명군과 일본군 사이의 화친 교섭, 

둔전 경작을 통한 경비 조달, 군사 배치 등 각종 상황을 조선정

부에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외교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 다음해에 병조판서로써 유성룡과 함께 선조에게 

일본의 공격에 대비하여 수군을 강화하고 군량을 확보해야 한

다고 보고하였다. 

선조는 광해군을 임진왜란 발발하면서 세자로 책봉했지만, 

명나라는 임해군 생존을 이유로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덕형이 명나라 사신단을 영접하는 접반사로 광해군의 왕위 

정당성을 항변하고 임해군의 대면 조사를 무마시켰다. 그리고 

곧이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광해군 등극을 승인받아 돌

아왔다. 이덕형은 광해군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외교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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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을 안정시켰다.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자신의 왕권 안정을 위하여 인목대비

(仁穆大妃)를 서궁(西宮)에 유폐시키고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살해

하였다. 그러자 1613년(광해 5) 이덕형은 이를 적극 저지하였다. 

광해군은 이덕형을 삭탈관직하고 방외송출하였다. 이덕형은 사

제리(남양주 송촌리)로 내려와 은거하다 1613년 10월 9일 53세 

일기로 죽었다.

‘사람됨이 간솔하고 까다롭지 않으며 부드러우면서도 

능히 곧았다. 또한 당론(黨論)을 좋아하지 않아…자주 

소인(小人)들에게 곤욕을 당하였다. 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원근(遠近)의 사람들이 모두 슬퍼하고 애

석해 하였다.’(이덕형의 졸기 중에서)

이덕형은 역사의 평가처럼 유연하였지만, 당론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인배들에 곤욕을 당했다. 용주(龍洲) 조경(趙絅)

은 “한음은 나라가 있는 줄만 알았지, 자신의 몸이 있는지를 몰

랐다.”라고 평가하였다. 이덕형은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의 미래

를 더 걱정하며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의 죽음은 모든 이의 슬

픔을 자아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히 남게 된 이유이다. 

“상국의 명성은 일찍부터 알려져  相國聲華早

아동들도 한음이라 외고 다녔지    兒童誦漢陰

(이정구, 「한음상공만사」 중에서)

월사(月沙) 이정구(李廷龜)는 한음을 추억하면서 아동들도 ‘한

음! 한음!’ 한다며 용진 나루 앞에서 시를 지어 애도하였다. 이항

복의 11대 후손인 귤산(橘山) 이유원(李裕元)은 특별히 이덕형의 

재실을 찾아 그의 초상화을 보고 ‘백성과 나라를 위한 걱정이 

온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유원의 「한음(漢陰)의 화상(畫像)」, 『임

하필기(林下筆記)』 중에서) 같다며 한음의 뜻을 기렸다. 

2) 독음(禿音)의 농사짓는 노인, 

    백사(白沙) 이항복(李恒福)

이항복(李恒福, 1556~1618)의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자상(子

常), 호는 백사(白沙)·필운(弼雲)·청화진인(淸化眞人) 동강(東岡)·

소운(素雲)이다. 이항복은 이몽량(李夢亮)의 아들이며 권율(權慄)

의 사위로, 17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한가운데 있었던 역사

적 인물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이항복은 ‘해학을 잘하고 익살스러

웠으며 세상을 가볍게 여기며 즐기는 사람’(「선조실록」 참조)이라

며 비난 아닌 비난을 받기도 했다. 관직 생활 26년 동안 병조판

서만 5번 역임하였고, 43세 때 우의정에 오른 이후 20여 년을 

정승 자리에 있었다. 

이항복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를 따라 의주로 

갔다. 그 이후 병조판서가 되어 명나라 군대의 파견을 요청하는 

한편 국왕의 근위병을 모집하는 데 주력하였다. 

일본이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리겠다는 논리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이 때 명나라 정응태는 조선이 왜병을 끌어들여 명 

나라를 침범하려 한다고 명나라 황제에게 무고하였다. 조선은 

긴장했으나 이를 누구도 해결하기 어려워했다. 이항복은 진주

사(陳奏使)가 되어 명 나라에 건너가 황제를 설득하였고, 조선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항복은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이 즉위한 후에도 정승의 자

리에 있었으나, 대북파(大北派)들과는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였

다. 1613년 신흠(申欽), 박동량(朴東亮) 등이 영창대군을 옹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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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 했다며 축출된 계축옥사와 연루시켜 이이첨 등이 공격을 

하자, 이항복은 관직을 버리고 불암산 아래(현 남양주 별내)에 내

려와서 ‘동강정사(東岡精舍)’를 짓고 지냈다. 곧이어 병이 깊어지

자 한 강에서 5리 쯤 떨어진 독음촌(禿音村: 현재 남양주 다산동 

일대)으로 다시 옮겨와 집을 짓고 살았다. 이곳도 동강정사로 

명명했다. 

이항복은 동강정사 주변의 풍경을 매우 좋아하였다. 젊은 시

절부터 강가를 좋아했다. 이항복은 늙어 자연에서 평화롭게 지

낼 수 있는 곳을 찾았고(「동강에 집이 완성되어 장난삼아 짓는

다」 참조), 동쪽 하늘 아래 오랜 세월 강물에 꽂혀있는 듯한 운

길산(이덕형이 생전에 지내던 곳)을 볼 수 있는 것이 좋아 독음

을 좋아했다.(「아침에 일어나 운길봉을 바라보며 짓다」 참조). 

이항복은 지금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영의정을 지냈지만, 

‘이제 높은 지위에서 받던 봉록을 받을 수 없으니 농사를 짓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나?’라며 무의도식하는 선비들을 비판

하고, 직접 노동을 중시했다. ‘농사 짓는 양반’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지위가 높고 낮음을 두고 수치스러워 하지만, 

이항복은 쉽게 주저앉고 아첨하고 아부하며 비굴하게 야합해

서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는 것을 수치로 여겼다(「치욕잠(恥辱

箴)」 참조). 

그는 관리들이 ‘성심(誠心)’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아침

마다 경계했다(「계조잠(誡朝箴)」 참조). 저녁마다 헛되이 세월을 

보내지 않기 위해 자신의 나태함을 경계하며 독서하며 자신을 

돌아보았다(「경석잠(警夕箴)」 참조). 이항복이 말하는 성심은 ‘새

벽부터 일어나 선행을 하는 사람’의 ‘공심(公心, 공평한 마음)’이

었다. 이항복은 이런 사람들이 백성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고 판단하였다(『광해군일기』 권15 기사 참조). 지금도 우리는 이

에 공명하게 된다. 

수종산(남양주 조안면)은 남양주의 남동쪽 끝에 있고, 독음(남

양주 다산동)은 남양주의 서남쪽 끝에 있어 서로 마주보고 있으

며 한강으로 연결된다. 두 곳은 라이벌로서 모두에게 존경하는 

인물이었다는 공통점을 가진 한음과 오성 두 사람을 기억해야 할 

곳이다. ‘경기도 우정’의 명소를 찾는다면 바로 그곳이 아닐까. 

글  김형섭

성균관대에서 한국한문학을 전공하여, 실학파 문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

았다.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실학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일했고, 

현재 남양주시립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약용 등 실학자와 남양주 지

역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다산이오』’(산처

럼)·『국역 남한등록』 등 다수의 저역서가 있다. 

4 5

6

1  수종사. 삭탈관직 당한 이항복은 매일 수종사에 올라와 어머니의 묘소를 

바라보며 세상 시름을 달랬다고 한다. 남양주시립박물관 제공

2  이덕형 묘소. 생전에 그리워하던 어머니 묘 앞에 묻혔다. 묘역은 양평군 양

서면 부용리에 있음. 남양주시립박물관 제공

3  운길산 아래 남양주 조안면 송촌리에 있는 이덕형 별서 '대아당'터. 이덕형

은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남양주시립박물관 제공

4  이덕형 신도비. 이덕형의 신도비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버려져 하

천에 묻혀있었다고 한다. 남양주시립박물관 제공

5  이덕형 영정각. 이덕형 묘역 입구에 재실과 함께 있다. 남양주시립박물관 

제공

6  이항복이 무임강으로 명명했던 왕숙천 하류는 지금 공원화가 이루어져 있

어 시민들의 문화 공간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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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질공원의 개념과 기능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UNESCO Global Geopark)이란 유네스

코가 운영하는 3대 보호프로그램 중 하나로, 전 세계의 문화유

산과 자연유산을 다루는 세계유산(World Heritage), 생태계의 다

양성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

과 함께 지질·지형 자원과 그 안의 다양한 자연적·문화적 자

원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2015년 유네스코 공식 프로그램

이 되었다. 세가지 프로그램 모두 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 가치를 후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질공

원이 앞선 두 개의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차별점은 프로그램 인

증으로 인한 별도의 행위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세계유산과 생

물권보전지역은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을 통해서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는 반면에 지질공원의 지질명소는 별도의 행위 제한이 

없다. 필요하다면 자국의 문화재 보존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지질공원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유럽에서 1990년대 중

반에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유럽지질공원 

네크워크(EGN)가 결성되었고, 2001년 유네스코와 유럽지질공

원의 협력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후 2004년 유럽과 중국의 지

질공원이 모여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GN)가 결성되었다. 

2015년 제3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네스코 공식 프로그램으

로 승인되었으며 2020년 기준 전 세계 44개국 161개소의 공원

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다. 우리나라에는 한탄

강 지질공원을 비롯하여 제주도, 청송, 무등산권 4개의 세계지

질공원이 있으며,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13개의 국가지질공원이 

있다.

지질공원에 대한 유네스코의 정의는, “세계적으로 그 지질

학적 중요성이 인정된 곳으로 보존과 교육,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의 총체적 관점(holistic concept)에서 

운영되는 단일의 지리적(single, unified geographical areas) 영역” 
1 으로 나타난다. 한편 세계지질공원에 모티브를 둔 우리나라 국

가지질공원에 대한 정의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 관광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자연공원법 제2조)”을 의미한다.

지질공원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념은 ‘지속가능한 발

전’, ‘총체적 관점’, ‘단일의 지리적 영역’ 이라고 볼 수 있다. 보

존 혹은 개발만의 논리가 아닌 보존과 동시에 개발을 통해서 지

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며, 분산된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영역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지질자원, 생태, 동·식물, 사

람의 활동 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지질공원의 개념을 지질·지형 자원을 중심으로 생

태, 고고, 역사, 문화자원을 종합적으로 보전과 연구, 교육, 관광 

등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2

이렇게 보존과 연구, 교육과 관광 등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이끌어 내는 선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지속가능

한 발전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질공원의 역할과 실천사례
- ‘한탄강에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중심으로 - 

계영진

학예연구사 코너

1 IGGP, 2015「Statutes of the international geoscience and geoparks programme」

2  국가지질공원 홈페이지 재정리(https://www.koreageoparks.kr/)

3 제주지질공원 홈페이지(http://www.jeju.go.kr/geopark/park/world.htm)

지질공원 개념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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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공원을 이해하기 위한 또 하나의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

는 지질공원은 상향식(bottom-up) 제도라는 것이다. 지질공원

이 처음 정비된 유럽에서는 처음부터 관 주도로 시스템을 만들

고 정비한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지질자원을 포함한 지역의 

여러 자연적·문화적 자원들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알리기 위

한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질공원’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질공원의 바탕은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하향식(top-down)방식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위로의(bottom-up) 

방식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지역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질공원

의 보존과 활용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우리나라 등

지에서는 지질공원 시스템이 관 주도로 정비되다 보니 상향식 

보다는 하향식의 성격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현재 국내

의 각 지질공원에서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고 지역민들의 참여

를 이끌어 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한탄강 지질공원에

서도 이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질공원의 운영 목표를 한

마디로 정의하면 하나의 생태계(자연적·문화적) 권역을 종합적

으로 이해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

안으로 지역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bottom-up) 제

도가 핵심이라고 하겠다. 지질공원의 상향식 제도의 사례로서 

‘한탄강에서 소곤소곤’ 동화이야기가 나오게 된 과정을 살펴보

고자 한다.

2) 한탄강 지질공원

한탄강 지질공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질공원으로 북한의 강원도 평강군에서 발원한 한탄강과 그 

하류에 위치한 임진강 합수부를 포함한 지역이다. 지금의 한탄

강과 임진강 일부 지역은 약54~12만년 전 화산폭발로 인해 형

성되었으며, 그 당시 흐른 용암으로 인해 현무암 절벽, 주상절리

와 폭포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지형과 경관을 갖게 되었다. 한

탄강 지질공원은 시대적으로 선캄브리아기, 고생대, 중생대, 신

생대 제4기를 대상으로하며 그 지질학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2015년 12월 31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다. 2020년 7월 

10일에는 국내에서는 네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

증받았으며, 국가·세계지질공원 모두 4년을 주기로 재인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한탄강과 지질공원을 주제로 한 지

질·생태 박물관으로서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는 2019년 비둘

기낭 폭포 인근 영북면 대회산리에 개관하였다. 2014년 ‘next

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전 은상에 당선된 것을 계기로 센터를 건

립하게 되었으며, 2017~2018년도에 공사를 하고 2019년 4월 18

일에 정식 개관하게 되었다. 센터는 기획전시실 포함하여 4개

의 전시실과 강당, 다목적실, 야외전시장 및 카페테리아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센터의 올해 기획전시는 ‘한탄강에서 소곤소곤’이라는 제목

으로 한탄강에 대한 창작동화를 전시로 연출한 것이다. 우선 한

탄강의 캐릭터인 탄이, 진이, 천이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만들

어졌고,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역의 학생들이 미술작품으로 

동화장면을 만들었으며, 이야기와 장면을 엮어 ‘한탄강에서 소

곤소곤’ 동화책을 정식 발간하게 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만든 

이야기 장면을 중심으로 ‘한탄강에서 소곤소곤’ 동명의 전시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한탄강에 대한 창작이야기가 나오

고, 이를 바탕으로 센터에서 전시가 개막되기까지 지질공원 운

영 관계자뿐 아니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역할과 노력이 있었

기에 이를 지질공원 역할의 작은 실천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3) 한탄강에서 소곤소곤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 전경

비둘기낭 폭포 앞의 탄이, 진이, 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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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동화 이야기는 포천 왕방초등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임미현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창작하여 만든 스토리이다. 임미

현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만들게 된 계기는, 지역의 문화진흥 

프로그램인 <신나는 예술여행>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서 시작

되었다.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신나는 예술여행>을 운영하는데 2018년 

포천에서는 “누가 우리 동네 이야기를 가져갔을까”라는 제목으

로 지역에 관한 자유로운 글쓰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전문적인 

창작극단에서 무대공연으로 연출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

다. 임미현 선생님은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여기에서 우연히 한탄강 지질공원을 접하게 

된 것이다. 임미현 선생님이 처음으로 비둘기낭 폭포에 오게 되

었을 때, 입구에 서 있는 탄이, 진이, 천이 캐릭터를 보면서 ‘하

루종일 팔을 들고 서 있으니 참 힘들겠구나.’라는 상상을 통해

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지질공원해설사 선생님으

로부터 듣게된 지질명소의 특성과 유래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버무리고 그 위에 상상력을 더하여 ‘한탄강에서 소곤소곤’, ‘비

둘기낭 선녀님’, ‘화적연 신령님’ 세 가지 동화가 나오게 된 것이

다. 이것을 극단에서 무대공연으로 꾸며주면서 임미현 선생님

은 큰 뿌듯함을 느끼며 이야기에 삽화 장면을 더해 동화를 만들

면 멋질 거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후 동화 삽화를 만들고자 지역의 교육 커뮤니티 단체인 ‘한

사랑교육공동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윤수정 작가를 찾아가게 

되었고, 이 이야기를 듣게 된 한사랑교육공동체의 오은경 대표

는 오히려 지역 학생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겠냐고 제

안을 했다. 당시 한사랑교육공동체에서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인 ‘꿈의학교’에서 융·복합 미술프로그램 <드림

스케치>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페인팅, 한지공예, 클레이, 가죽

공예, 핑거니팅, 캘리그라피 등 여러 미술분야를 융합하여 학생

학생들의 동화장면 제작과정

발간된 한탄강에서 소곤소곤 동화책  한탄강에서 소곤소곤 기획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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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에 참

여한 학생들은 처음에 동화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여 한탄강 현

장답사를 하고, 내용에 관해 토론도 하고 여러 미술 선생님들의

지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동화 장면을 만들어나갔다.

 

이 <경기 꿈의학교 드림스케치> 프로그램의 입학식과 견학

을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에서 하게 되면서 한사랑교육공동체는 

본 센터와 한탄강 지질공원을 운영하는 포천시 한탄강사업소와 

교류를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이후 정식 동화책 발간과 기

획전시까지 논의하게 된 것이다. 이후 포천시에서는 공식 발간

물로서 ‘한탄강에서 소곤소곤’ 동화책을 제작하였고, 올해 8월

에 동명의 기획전시를 개최하게 되었다. 

4) 지질공원의 역할과 실천사례

이렇게 처음 동화이야기 제작에서부터 기획전시가 개최되

기까지 많은 과정과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가 있었다. 이 과정

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단체를 나열하여 보면, 먼저 관 성격

의 기관으로 경기도, 포천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있으며, 지

역 커뮤니티로는 한사랑교육공동체와 지질공원해설사, 창작극

단이 있다. 그리고 개인적 참여로는 처음 이야기를 만든 임미현 

선생님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

정이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 아니며, 각자의 활동 속에서 한탄

강 지질공원을 매개로 하여 연결이 된 것이다. 지질공원 운영팀

에서는 오히려 나중에 참여하게 되어 지역단체를 지원하고, 그 

컨텐츠를 바탕으로 전시를 하게 된 것이다. ‘한탄강에서 소곤소

곤’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계기가 관 주도가 아닌 지역단체의 주

도였으며, 작지만 상향식(bottom-up)의 사례로서 그 과정이 의

미 있다고 생각한다. 이 활동을 계기로 현재 한사랑교육공동체

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후속 이야기를 만들고, 관련 상품을 

제작하는 지속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탄강 지질공원

을 운영하는 포천시 한탄강사업소에서는 지역의 기업 및 단체

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질공원 관련 상품과 프로그램 개발을 

준비 중에 있다.

  지질공원은 사실 매우 광의의 개념이다. 한탄강 지질공원

의 면적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1,165㎢로 서울 면적의 두 배

에 해당하며, 그 안의 지질자원뿐만 아니라 생태, 고고, 역사, 문

화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이루

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질공원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그 

운영조직만이 해야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역단

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며 지질공원 운영

조직은 오히려 그 기반을 다지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과정에서 지질공원이 더욱 해야 할 역할이라고 느낀 것은 해

당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홍보와 가치 전달을 하는 것이다. 지역

민들이 오히려 지역의 문화재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범위에 지

질공원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더불어 지질공원에 관심이 

있고 노력하는 단체를 발굴한다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 중인 ‘한탄강에서 소곤소곤’ 이야기

를 통해서 앞으로 더욱 지질공원의 역할이 늘어나기를 기대

한다.

글  계영진

고고학을 전공하였고 고고유산 활용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  

문화재 활용과 함께 박물관 운영과 교육에 관한 연구·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포천시 한탄강지질공원센터에서 학예사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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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한에 대한 개념 정리

삼한(三韓)의 역사를 연구하는 1차 사료는 서진(西晋)의 진수

(陳壽, 233~297년)가 지은 『삼국지(三國志)』와 유송(劉宋)의 범엽

(范曄, 398~445년)이 지은 『후한서(後漢書)』이다. 두 사서의 동이

전에 똑같이 삼한에 대한 조항이 편재되어 있다. 그것에 근거

하여 삼한의 기본적인 역사 및 개념을 잠시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삼한의 범위는 황해도 지역에 있었던 대방군(帶方郡)의 남

쪽이라 하였으니,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을 포함한 그 남쪽 지

역 전체이다. 대체적으로 오늘날의 남한[대한민국] 영토와 같

다. 삼한 중 마한은 가장 크며 서쪽이라 하였으므로, 대개 오늘

날 경기도·충청도·전라도 지역으로 판단된다. 진한은 마한의 

동쪽이라 하였는데, 경상북도 지역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고, 

그곳과 더불어 소백산맥 이북의 충청북도·강원도 지역까지 확

장하여 보는 소수의 견해도 있다. 변한은 진한의 남쪽이라 하

였으므로, 오늘날 경상남도 지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삼한의 역사를 이해할 때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마

한·진한·변한이 각각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는 점이다. 마한에

는 50개가 넘는 나라가 있었고, 진한과 변한에는 각각 12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한다. 기록되지 않은 나라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는 그보다 더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나라가 일어났

다가 없어지고 또 다시 생기는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었다.

그 나라들은 신석기시대부터 장구한 시간 동안 이 땅에 살았

던 사람들의 무리가 점점 커지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형성되었

다. 더하여 이웃 지역에서 옮겨온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도 조

금씩 섞여 들어갔을 것이다. 특히 북쪽의 고조선에서 내려온 

주민과 그 문화는 삼한이 형성·발전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외

부적 요인이었다고 평가된다. 여러 문헌 기록과 청동기·철기 

문화의 계통성에서 고조선 주민이 삼한 지역으로 옮겨오는 역

사적 흐름이 확인된다.

그렇게 형성된 삼한의 나라들은 그 안에서 크고 작은 규모

의 차이가 있었고, 그에 따라 수장의 권위와 호칭도 달랐다. 진

왕(辰王), 신지(臣智), 번예(樊濊), 살해(殺奚) 등 권위에 따른 여러 

수장의 호칭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러한 수장과

는 다르게 천군(天君)이라 불린 이가 있었는데, 그는 제사를 주

관하는 제사장이며 종교적 지도자였다. 제사는 소도(蘇塗)라 불

리는 신성한 공간에서 농사가 시작하고 끝나는 봄과 가을에 주

로 이루어졌다. 하늘님께 한 해 농사의 풍년을 빌고 감사함을 전

하는 제사였으므로, 농경 중심의 사회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경상남도 창원시 다호리에서 조사된 삼한 시대의 무덤

에서는 붓이 발견되었다. 이는 그 시대 사람들이 문자를 사용

하고 기록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가가 들어서고 정

치적 수장과 종교적 제사장이 각각 존재하며 문자를 사용한 것

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삼한 시대에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높

은 수준의 문명 사회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삼한의 여러 나라는 전쟁을 통해 이웃 나라를 복속하거나, 

평화적인 협력을 통해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기도 하였다. 그러

면서 점차 나라 수가 줄고 하나의 큰 나라를 중심으로 통합되

어 갔다. 그러한 삼한의 역사 속에서 최후의 승자가 백제와 신

라이다. 백제는 마한 50여 개 나라 중 하나인 백제국(伯濟國)이

었고, 신라는 진한 12개 나라 중 하나인 사로국(斯盧國)에서 출

발하였다.

하지만 변한 12개 나라들 안에서 이웃 나라를 정복하거나 통

합하면서 고대 영역 국가로 성장한 나라는 끝내 나오지 않았

다. 물론 김해 지역에 있었던 구야국(狗邪國)이나 함안에 있었

던 안야국(安邪國)과 같이 큰 나라가 있었지만, 그 나라를 중심

으로 통합되지는 못했다. 변한은 한국 사서에 등장하는 가야와 

같은 존재이다. 가야 또한 금관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성산

가야, 대가야, 소가야 등 여러 나라로 전해지는데 변한의 역사

와 겹치면서도 더 후대의 역사이다.

삼한시대의 핫 플레이스, 경기 북부 지역

전진국

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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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한시대’의 용어와 시기 설정

 

삼한의 역사를 한국사 전체의 큰 틀 안에 적용할 때에 짚고 넘

어가야 할 사항은 시기 설정과 그 시기에 대한 용어의 문제이다. 

『삼국지』와 『후한서』 한전의 연대기 기사 중 가장 앞 시기

의 것은 서기전 190년경을 배경으로 하는 준왕 남천 전승이다. 

“고조선의 준왕이 위만에게 패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남쪽 한지

(韓地)에 가서 한왕(韓王)이 되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또 진

한 노인들의 말을 빌려 “옛적 진한 사람들은 진(秦)의 고역을 

피해 한국으로 왔고 마한이 동쪽 땅을 떼어 주었다”고 하는 이

야기도 있다. 진의 고역이라 함은 서기전 221년 진의 6국 병합 

이후 이루어진 장성 쌓기, 아방궁·여산릉 만들기 등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말한다. 두 전승의 사실 여부 및 고증에 대해서는 

차치해 두고 전승의 맥락 및 서술의 측면만을 놓고 본다면, 『삼

국지』 찬자는 서기전 3세기 이전부터 ‘한’·‘마한’의 존재를 상

정하였다.

물질문화의 변동을 살펴 삼한의 성립을 설정하는 고고학계

의 논의 또한 서기전 3세기에 주목하는 견해가 다수이다. 기원

전 3세기에 이르러 청동기 문화가 삼한 지역 곳곳으로 확장된

다고 하거나, 의기(儀器)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청동기 문화가 

유입되어 확산하는 점, 삼한 전기의 대표적 토기인 점토대토기 

문화가 그때에 유입되어 퍼져나간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위와 같은 문헌 기록의 맥락과 고고학계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삼한 역사의 시작은 서기전 3세기로 보는 다수의 견해가 역

시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 삼한의 종점이라 하면 삼한 70여 개의 나라 대부분이 

백제·신라에 통합·흡수되어 사라지고 삼국시대가 시작되는 시

기를 말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와 신라가 건국되고 얼

마 지나지 않아 삼한은 곧 없어진다. 마한은 온조왕 27년(서기 

9년)에 백제에 멸망되고, 변한은 혁거세 19년(서기전 39년)에 신

라에 항복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진한은 곧 신라의 전신으로, 

신라가 건국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맥락이다. 그러나 『삼

국지』 한전에는 240년대까지 삼한의 나라들이 낙랑·대방군과 

전쟁 또는 교류하는 기사가 실려있다. 더하여 당(唐) 태종 정관

(貞觀) 18~20년(644~646) 사이에 편찬된 『진서』에는 280년대

에 마한과 진한의 역사 그리고 마한 신미제국(新彌諸國)의 구체

적인 교류 기록까지 수록되어 있다. 즉 중국 문헌에 따르면 삼

한은 3세기 후반까지 존속하였다. 『삼국사기』는 고구려·백제·

신라 삼국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서이다. 삼한은 어디까지나 삼

국의 전사이며 객체로 등장한다. 그러므로 삼한에 대한 역사는 

소략하며 왜곡된 측면이 적지 않다. 

문헌을 통해 삼한의 종점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반대로 삼국

시대의 시작점을 살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삼국

시대의 시작은 삼국이 건국된 시점보다 삼국이 고대 영역 국가

로 성장하여 그 삼국 중심으로 한반도의 역사가 전개되는 시대

를 말한다. 삼한시대에서 삼국시대로의 전환기를 설정하는 문

제에서 중시할 점은 저물어가는 삼한의 나라들보다 새롭게 도

래하는 삼국에 주목해야 한다는 명분에서도 유효한 방법이다.

『삼국사기』에서 백제와 신라는 기원전 1세기에 건국된 뒤 3

세기 후반 즈음에 월등히 성장하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중국 사서에서도 3세기가 끝나고 4세기 이후로 가서는 더 이

상 삼한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백제의 경우 

고이왕 때의 체제 정비, 풍납토성의 축성과 백제식 토기 문화

의 확산 등을 통해 3세기 후반 때의 성장이 논의된다. 3세기 후

반 경기도 지역 마한 나라 중 월등한 나라가 되어 4세기 때에

는 고대 영역 국가로 성장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신라의 경우 2~3세기 여러 이웃 나라 복속 기사, 첨해니사금 3

년(249년) 남당(南堂)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정치를 하였다는 기록 

등이 주목된다. 고고학에서는 3세기 후반 경주 지역의 특징적인 

널무덤(同穴墓壙主副槨式)이 이웃 지역으로 확산되고, 그 무덤에

서 도질토기, 철제갑옷, 곡옥 등의 발달 된 부장품이 확인되는 사

항을 통해 그 시기 신라의 급격한 성장을 논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3세기 후반은 많은 삼한의 나라

들이 소멸하고 백제와 신라가 고대 영역 국가로 성장하는 전환

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삼한시대의 종점 또한 3세기 후반으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검토한 삼한의 형성 및 시작 

시점을 함께 접목해 보면, 서기전 3세기부터 서기 3세기까지를 

‘삼한시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학계에서 ‘삼한시대’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삼한시대 역시 삼국시대와 똑같이 철기시대

이자 역사시대에 해당하며, 같은 시기에 공존한 부여·고구려·

옥저·동예 등 북방의 나라를 삼한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이유

로 한국사의 시대구분 용어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삼국의 원초기 또는 원사 단계

의 삼국시대라는 의미에서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라는 용어

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고고학계에서 제안하여 오늘날에

도 주로 고고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삼한시

대 연구가 문헌 사학보다 고고학계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현실 또한 ‘원삼국시대’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는 이

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원삼국시대의 표식적 유물로 거론되었던 김해식토기

가 진·변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출토되는 와질토기(瓦質土器)

로 판명되었다. 전반적인 고대사 인식의 틀에서도 부여·고구려 

등의 북방 나라를 삼한과 함께 같은 원삼국으로 단순화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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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백제와 신라를 제외한 삼한 여러 나라와 그들의 다양한 

문화를 ‘원삼국’이라는 용어로 담아낼 수 없다는 점에서도 ‘원

삼국시대’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그에 따

라 ‘삼국전기’, ‘삼국형성기’, 또는 삼국시대의 ‘전사’와 같은 용

어 및 시대구분이 제안되었지만, 많은 이의 지지를 받아 널리 쓰

이는 용어는 없다. 고고학계에서는 서기전 3세기부터 서기 3세

기까지를 여전히 ‘원삼국시대’라는 용어로 일컫는 경향이다.

‘삼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고구려·백제·신라 삼

국이 한국 고대사의 주축인 점도 있지만, 『삼국사기』와 『삼국

유사』의 주요 문헌에 근거한 바가 크다. 그러나 삼국 외에도 많

은 나라가 존속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삼국으로 정립(鼎立)된 

시기 또한 562년 대가야 멸망 이후부터 660년 백제 멸망까지 

채 100년도 되지 않는다. 그러한 사정에서 ‘사국시대’라는 용

어를 제안하는 연구자도 있다. 그러한 마당에 삼국이 역사의 

전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이전부터 ‘삼국’의 용어로 그 시대

를 통칭하는 것은 더욱 적절치 못하다. 더하여 오늘날 쓰이고 

있는 ‘원삼국시대’라는 용어에는 비록 ‘삼국’이라는 말이 들어

가 있지만, 초기의 고구려를 포함하거나 지칭하는 경우는 찾아

보기 어렵다. 실상은 임진강 이남의 삼한 지역을 일컫는 것과 

다름이 없다. 

여러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3세기 후반은 백제와 신라가 

고대 영역 국가로 성장하는 뚜렷한 모습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앞 시대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백제와 신라의 시작은 그 앞 시

대라는 점에서 삼국시대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백제 신라 역시 삼한의 많은 나라 중 하나였다고 보는 시각이 

그 시대의 전반적인 이해에 부합한다.

삼한에 대한 역사는 비록 중국 문헌이 1차 사료이지만 한국

사에서 일찍부터 삼국 이전의 자국사로 중요하게 여겨왔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지은이부터 마한과 진한을 백제와 

신라의 전사로 기술하였고, 최치원부터 삼한과 삼국을 일대일

로 대응하여 연결되는 역사로 파악하였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고·기자)조선 – 삼한 –삼국’의 계통 및 정통론으로 자국의 역

사를 이해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역사는 고조선 주민의 확산과 

문화의 전파가 삼한 사회 형성의 촉매가 되고, 삼한 여러 나라의 

주민과 기층문화에서 삼국이 성장하는 실체의 역사와 통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삼한은 고조선과 삼국을 잇는 매개체라 할 

수 있으며, 한국사의 큰 틀에서 하나의 시대 용어로 삼기에 충

분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서기전 3세기부터 서기 3세기까지

의 한반도 역사를 ‘삼한시대’라 하겠다.

3. 마한 50여국

삼한시대 오늘날의 경기도 지역은 마한에 해당한다. 마한에

는 50개가 넘는 나라가 있었다 하는데, 『삼국지』 한전에는 그 

50여 개의 나라 이름이 열거되어 있다. 나라 이름과 몇몇 연구

자의 위치 비정을 함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마한 54국의 위치 비정

국 명 정인보 1 이병도 2 천관우 3 박순발 4

1 爰襄國 경기도 장단 화성시 남양읍 파주·연천 황해도 금천

2 牟水國 수원 수원 양주 파주 파평, 인천

3 桑外國 황해도 봉산 화성 장안·우정 파주·연천 경기 삭녕현

4 小石索國 전북 순창 경기도 서해의 어느 섬 강화 교동

5 大石索國 임실 小石索國 부근 강화도

6 優休牟涿國 황해도 재령 부천 춘천 인천 계양구

7 臣濆沽國 순천 낙안 안성 가평 강화도

8 伯濟國 경기도 광주 경기도 광주 서울 강남 서울 송파구

9 速盧不斯國 나주 반남 김포(通津) 김포(通津) 개성 판문

10 日華國 장단 임진 양평·지평 서울 금천구

11 古誕者國 김제 금구 양평·지평 경기 양평

12 古離國 정읍 고부 남양주(豊壤) 여주 남양주 진접

13 怒藍國 경기도 이천 이천(陰竹) 이천 이천 장호원읍 

14 月支國 서울 평택 성환 ~ 천안 직산 인천 천안 목천

15 咨離牟盧國 천안 목천 이천 서산 지곡 보령

16 素謂乾國 홍성 보령 곡성 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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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古爰國 청양 당진 광양

18 莫盧國 전남 장흥 회령
예산 덕산 광양

19 卑離國 군산 회미 군산

20 占離卑國 卑離國의 중복 정읍(高阜) 홍성

21 臣釁國 군산 임피 대전~계룡 아산 온양

22 支侵國 예산 대흥 예산 예산 대흥 예산 대흥

23 狗盧國 홍성 청양 청양

24 卑彌國 천안 직산 서천(庇仁縣) 서천

25 監奚卑離國 파주 홍성 공주 영암 시종

26 古蒲國 경북 경산 고포 부여

27 致利鞠國 전남 화순 서산 지곡면 서천 한산 여수 돌산

28 冉路國 진안 익산 함열 화순 능주

29 兒林國 익산 여산 서천 서천 서천

30 駟盧國 군산 옥구 홍성 장곡면 논산 은진 홍성 장곡, 청양 비봉

31 內卑離國 부여 대전 대덕 유성 대전 유성

32 感奚國 안성 익산 함열 익산 천안 풍세, 익산 함열

33 萬盧國 충북 진천 보령 군산 옥구 군산 옥구

34 辟卑離國 전남 보성 김제 / 보성 김제 김제

35 臼斯烏旦國 장성 장성군 진원면 금제 금구 장성 진원

36 一離國 화순 능주 부안 태인 ? 익산 낭산

37 不彌國 충북 단양 나주 부안 태인 ? 공주 신풍

38 支半國 전북 부안 부안 태인 ? 완주 화산

39 狗素國 담양 잘못된 표기 정읍 고부 정읍 고부

40 捷盧國 충북 옥천 정읍 순천

41 牟盧卑離國 전북 고창 고창 고창 고창

42 臣蘇塗國 태안 태안 고창 흥덕 태안

43 莫盧國 잘못된 표기 영광

44 古臘國 황해도 백천 남원 장성 신안(島嶼)

45 臨素半國 전남 무안 군산(沃溝) 광주, 나주 ? 임실

46 臣雲新國 나주 충남 천안 광주, 나주 ?

47 如來卑離國 논산 은진 익산 여산 화순 능주 곡성

48 楚山塗卑離國 정읍 정읍 진도 군내면 담양

49 一難國 고창 영암 영암?

50 狗奚國 狗素國의 중복 강진 해남 마산 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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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에 대한 위치 비정은 주로 후대의 지리지에서 표기와 발

음이 비슷하고 상관성이 있는 지명을 찾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다. 더하여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 중에서 유물이 풍부하게 

발견되어 괄목해 볼 수 있는 지역을 주목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연구자들 간에 견해가 일치하

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근래 위치 비정의 공통적 특징이며 여러 연구자

가 공감하는 바는 『삼국지』 한전의 국명 기재는 대체로 북쪽에

서 남쪽의 순으로, 즉 황해도 및 경기도 북부 지역부터 시작하

여 전라도 지역에 이르기까지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는 순서로 

기재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실재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엮여 앞뒤로 나란히 기재되었다는 추정도 가

능하다.

표에 열거된 나라 중 그나마 위치 비정이 명확한 나라가 백

제국(伯濟國)이다. 백제국은 삼국 중 하나인 백제(百濟)이다. 백

제가 오늘날 서울 송파구 일대에 있었던 것만큼은 명확한 사실

이다. 그 백제가 8번째에 기재되어 있는 것 역시 북쪽에서 남

쪽의 순서로 열거되었다는 가설에 하나의 방증이다. 따라서 <

표 1>의 국명 기재 중 백제국 앞 뒤에 있는 몇몇 나라들, 대략 

1~15번 사이에 있는 나라들이 삼한시대 오늘날 경기도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이었다고 조심스레 추측해 볼 수 있겠다.

4. 경기 북부 마한 나라들과 낙랑·대방군

『삼국지』와 『후한서』 한전은 낙랑·대방군이 삼한의 나라들

을 경험하거나 그에 대해 채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

다. 때문에 기사 대부분이 낙랑·대방군의 관점에서 쓰이고 중

국 중심의 역사관으로 윤색되었다. 그럼에도 낙랑·대방군이 그

들과 가까이 붙어 있던 나라들과 직접 교류하거나 다툰 기사는 

당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며, 중국 문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낙랑·대방군과 가까이 붙어 있었던 

삼한의 나라들이라 하면 임진강 유역과 한강 하류 유역, 즉 경

기 북북 지역에 해당한다. 그 기사를 대상으로 삼한시대 경기 

지역 역사의 한 단면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가-1> 환제(桓帝)와 영제(靈帝) 연간(147~188년) 말년에 한

(韓)과 예(濊)가 강성하였는데, 군현이 능히 제어하

지 못하니, 백성이 한국(韓國)으로 많이 유입되었다. 

건안(建安) 연간(196~220년)에 공손강(公孫康)이 둔유

현(屯有縣) 이남의 황무지를 나누어 대방군(帶方郡)

으로 하고, 공손모(公孫模)와 장창(張敞) 등을 보내 

유민을 모으며, 군사를 일으켜 한과 예를 치니 옛 

백성이 점차 드러났다. 그 뒤 왜(倭)와 한이 마침내 

대방에 속하였다.

<가-2> 영제 말년에 한과 예가 함께 왕성하였는데 군현이 

능히 제어하지 못하니, 백성들이 고난스러웠고 한

으로 유망하여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

위의 사료는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 2세기 중반 한반도 중부 

지역 토착세력의 성장부터 3세기 전반 대방군 설치 뒤 안정화

까지 많은 사정을 담고 있다. 

먼저 살펴보아야 할 부분 사건의 주체인 ‘한과 예’의 표기와 

그들의 존재 양상이다. 원문에서 한과 예는 ‘한예(韓濊)’로 연칭

되었다. 그 점에서 보면 ‘한예’는 통상 한반도 중부 지역의 주

민을 일컫는 하나의 범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사실을 

쓰고 있는 사료 <가-2>의 『후한서』에는 “한과 예가 함께 왕성

하였다(韓濊並盛)”고 하여, 한과 예가 별개이며 어느 정도 구분

된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사료 <가-1>의 뒷부분에서 군현의 

유민이 유입된 곳을 ‘한국’ 또는 ‘한’이라 하였으며, 최종 결과 

대방에 속하게 된 대상 또한 ‘한’으로만 나타난다.

『삼국지』에서 한은 낙랑군 남쪽의 삼한을 말하면서도, 고조

선의 준왕을 비롯하여 그 유민이 주로 옮겨간 지역이다. 예는 

낙랑군 당시 그 동쪽의 동예를 말하면서도, 고조선 그 자체 그

중에서도 고조선의 동쪽 영역에 해당했던 지역이다. 한과 예는 

생업이나 묘제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종족적으로 구분되

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두 족속 및 문화권의 접경

지대라 할 수 있는 황해도,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지역 일대에서 

섞이게 되었고, 더 지나서는 함께 백제의 주민이 되어 갔다.

‘한예’의 표기와 실재의 양상은 <광개토왕비>의 ‘신래한예’ 

수묘호 부분에서도 확인된다. <광개토왕비>의 신래한예 수묘

호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 시기에도 한족과 예족은 구분되었

고 부락을 달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위의 사료에

서도 한과 예는 비록 연칭되어 그 일대의 주민과 여러 국가를 

통칭하는 표기로 쓰였지만, 실질적으로 한과 예는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구분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본론적인 문제로 들어가 먼저 위 기사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다. 사료에서는 “환제와 영제 연간(147~188년)의 말년” 

또는 “영제 말년”이라 하여 시기가 명확히 제시되었다. 이 시기 

후한(後漢)은 외척과 환관의 전횡이 계속되고 황건의 난(184) 이

후 각지의 무장이 궐기하는 등 왕조 말기의 혼란한 시기로 이

어지고 있었다. 그때 요동 지역에서는 고구려가 점차 성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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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한을 공격해 들어가고 있었다. 또 그와는 별개로 189년 공손

탁이 요동 태수로 부임한 뒤 공손씨가 그곳에서 독자적인 세력

을 형성하였다. 그로 인해 낙랑군은 한(漢)의 직접적인 지배 및 

원활한 통치에서 점차 멀어지고 고립되며 위축되어 갔다.

『삼국지』 고구려 전에서 “순제와 환제 때에 고구려가 자주 

요동을 침범하며 부임해 가는 대방령을 죽이고 낙랑 태수의 처

자를 사로잡았다.” 함은 이 시기 낙랑군 운영이 고구려에게 방

해 받았음을 보여준다. 『삼국지』 양무(涼茂) 전에서 조조(曹操)

가 임명한 낙랑 태수 양무를 공손탁이 잡아 두고 보내지 않은 

사건도 이 시기 낙랑군의 약화 및 고립을 짐작케 한다. 위의 사

료에서 “군현이 한예의 강성함을 능히 제어하지 못했다” 함은 

그와 같은 낙랑군의 사정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이어 “한과 예가 강성하였다”는 부분을 보겠다. 중국 측의 

사료이다 보니 낙랑군과 대방군을 주체로 하여 군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한과 예는 객체이며 피상적으로 기술되어 있

다. 그러한 이유로 한과 예가 강성하게 된 계기 및 그 실상에 

대해서는 기록 자체가 없다. 단지 한예의 강성을 군현이 제어

하지 못했다는 내용뿐이다.

“한예의 강성”이라 함은 그 나라들이 소소하게 낙랑군을 직

접적으로 공격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사료 <

가-2>의 『후한서』에서 “(낙랑군의) 백생들이 고난스러웠다”는 

구절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제 소소한 전쟁이 지속적으

로 이어졌고, 군현에서는 이를 능숙히 대처하지 못하여, 그로 

인해 백성이 고난스러웠다는 문맥으로 보아야 하겠다. 따라서 

“한예의 강성”은 단순히 군현에 이웃한 토착세력의 성장만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군현을 침략한 사정이 내포되어 있다.

다음으로 건안 연간(196~220년)에 공손강이 둔유현 이남의 

땅을 대방군으로 하였다고 하는 부분을 보겠다. 요동의 공손씨 

정권은 대방군의 설치 이전에 먼저 낙랑군을 접수하였다. 『삼

국지』 동이전 서문에 의하면 후한 정부는 요동에 공손씨 정권

이 들어서자 만주와 한반도 지역을 “멀리 떨어진 곳(絶域)이라 

하여 방치하고 공손씨에게 위임했다”고 한다. 이 구절을 통해 

명목상 후한의 군현으로 존속하던 낙랑군이 공손씨의 세력권 

아래로 들어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낙랑군을 접수한 공손씨 

세력은 한예의 공격과 많은 주민의 이탈로 인해 황무지가 된 

낙랑군 내의 남쪽 지역을 대방군으로 하여 새롭게 재편하며 활

성화 한 것이다.

대방군을 설치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둔유현 이남이라 하였

다. 둔유현은 황해도 황주로 비정되고, 그 남쪽에 자비령이 있

어 자연적으로 경계를 이룬다. 자비령의 바로 남쪽은 봉산군

으로, 그곳에는 지탑리토성이 있고, 그 토성에서 서북쪽으로 

5km 떨어진 곳에서 대형 벽돌무덤(磚室墓)과 ‘대방태수장무이

(帶方太守張撫夷)’라는 글귀가 새겨진 벽돌이 발견되어, 그 일대

가 대방군의 군치로 비정된다. 『진서』 지리지에 기재된 대방군

의 속현을 보면 남신(南新)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현(帶方, 列

口, 長岑, 提奚, 含資, 海冥)은 모두 『한서』 지리지에 기재된 낙랑

군의 속현이므로 낙랑군 남부도위 관할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손강이 대방군을 설치한 시기에 대해서는 건안 중(196~220

년)이라 하였다. 이를 좀 더 좁혀 추정해보자면, 공손강이 정권

을 승계한 시기가 204년이고 207년 조조(155~220년)가 요서의 

유성(柳城)을 공격하여 요동의 공손씨를 위협하기 이전에 있었

던 일로 보아야 하므로, 204년에서 207년 사이에 대방군이 처

음 설치되었다고 판단된다.5

대방 지역으로 새로이 세력을 넓히고 군을 두는 과정은 “공

손모와 장창을 보내 유민을 수집하고 군대를 일으켜 한예를 치

니 옛 군현의 백성이 점차 드러났다”고 하는 구절로 서술되어 

있다. 군대를 일으켜 한예를 쳤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앞

서 환영지말에 낙랑군을 공격했던 한과 예를 20년 정도 뒤에 

공손씨가 반격했던 맥락이다.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시기 황해도 남부와 경기 북부 지역에서 토착 세력과 중국의 

군현 그리고 그 군현을 새로이 접수한 요동의 공손씨 세력 사

이에서 소소한 전쟁이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공손씨가 이 시기 대방군을 설치한 이유는 요동의 안정적인 

지배와 한반도의 여러 세력(나라)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낙랑군은 고구려와 그 배후기지라 할 수 

있는 동옥저·동예 방면에 대한 대응에 주력하고, 대방군을 새

로 두어 한(韓)에 대한 대응력 강화와 倭까지 이어지는 남쪽의 

교역을 담당하게 한 것이었다고 추정된다.

이후 한반도 중부 이남의 나라들은 대방군의 견제를 받거나 

그를 통해 중국과 교류한다. 이는 “그 뒤 왜와 한이 마침내 대

방군에 속했다”고 하는 마지막 구절에 나타난다. 삼한과 대방

군의 관계에 대해서는 ‘속(屬)’으로 표현되었다. ‘속’의 표면적 

의미는 내속(內屬), 신속(臣屬)과 같이 ‘지배-종속’의 관계일 것

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관계를 고찰하고, ‘속’의 여러 의미를 살

펴보면 단순히 ‘지배-종속’ 또는 내속의 관계로 볼 수 없다. 

이 경우와 더불어 『삼국지』 동이전에 쓰인 ‘속’의 사례를 살

펴보면, ‘변군(邊郡) 소관의 소속’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즉 입

공(入貢)과 그에 대한 반사(頒賜) 등을 관할하는 창구를 의미한

 5. 요동의 공손씨 세력과 대방군에 대해서는 다음은 연구가 참고된다. 權五重, 2011, 『요동 공손씨정권의 대방군 설치와 그 의미』, 『대구사학』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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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실질적인 정황은 정해진 교섭의 창구를 말하는 것으로, 

대방군이 설치된 뒤로 그 이남에 있는 한과 왜의 교류는 대방

군이 담당하였으며, 그 나라들 또한 황해도 봉산군에 있는 대방

군에 와서 중국과 교류하는 정황을 기술한 문구라 할 수 있다.

대방군이 새로운 교류 및 무역의 중심지가 되면서 그 남쪽

에 인접한 경기 북부 지역은 남쪽의 삼한 여러 나라 및 왜가 대

방군으로 올라오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으로 활용되었

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히 그 속에서 교류의 중간 거점으로 활

성화되고 경제적인 이득을 갖는 나라도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신분고국이 그에 해당하는 대표

적인 나라였다고 추정된다. 

5. 240년대의 정세와 백제의 성장

후한(後漢) 멸망 이후 조위(曹魏)가 중원 지역을 장악하자, 낙

랑군과 대방군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먼저 조위 정부는 236

년 관구검(毌丘儉, ? ~ 255년)을 유주 자사에 임명한 뒤부터 요동

의 공손씨 세력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 한다. 238년에는 중앙의 

사마의(司馬懿, 179~251)가 관구검의 유주군과 합세하여 공손씨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여세를 몰아 곧이어 낙랑·대방군마저 

접수한다. 그에 대한 정황은 다음의 사료에서 확인된다.

<나-1> 경초(景初) 연간(237~239년)에 명제(明帝)가 몰래 대

방 태수 유흔(劉昕)과 낙랑태수 선우사(鮮于嗣)를 파

견하여 바다를 건너 두 군을 평정하였다. 그리고 여

러 한국의 신지(臣智)에게는 읍군의 인수를 더해 주

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읍장의 벼슬을 주었다. [한

족의] 풍속은 의책을 입기를 좋아하여, 하호들도 군

에 가서 조알할 적에는 모두 의책(衣幘)을 빌려 입

어, 인수를 차고 의책을 착용하는 사람이 1천여 명

이나 된다.

이 사료는 앞 장에서 살펴본 대방군 설치 기사 뒤에 바로 이

어지는 기사이다. 이에 의하면 230년대 조위는 요동의 공손씨 

세력을 멸망시킨 뒤, 곧이어 낙랑군과 대방군의 태수를 임명하

고 두 군을 접수하였음을 볼 수 있다. 낙랑·대방군을 접수한 조

위의 군 태수는 삼한의 수장들에게 인수를 내려주고 읍장의 벼

슬을 더해 준다. 이는 삼한의 수장들을 대대적으로 포섭하는 

유화책이며, 군현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알린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그 뒤 의책 입기를 좋아하여, 하호들 또한 조알할 적에는 모

두 의책을 입는다고 하였다. 이는 삼한의 수장들뿐만 아니라 

하호로 지칭되는 사람들 또한 수장과 같이 복장을 차려입고 낙

랑·대방군에 들어갔음을 전한다. 그리고 그렇게 의책을 입고 

군현을 드나드는 사람이 1천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1천명에 이

르는 하호는 권위를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장층이라 

하기보다, 군현에 들어가 장사를 하기 위한 상인층이라 봄이 

타당하다. 조알은 군현에 들어가기 위한 명분 또는 사가의 수

식이고 실상은 상업적 교역이며, 의책은 군현에서 그들이 장사

를 할 수 있는 신분을 보장받기 위해 입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천여 인’이라는 수치는 과장의 표현이 들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삼한이 여러 나라로 나누어져 있고 군현과 교류가 활

발하였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이 삼

한 전시기에 걸쳐 유지된 일반적인 경향이었는가 하는 점에 대

해서는 의문이다. 사료 <나-1>에서만 확인되고, 이는 3세기 전

반 조위의 낙랑·대방군 진출과 적극적인 포섭 정책에 따른 일

시적 현상이었다. 시기에 따라 부침이 있었겠지만, 적어도 위

의 사료에 의하면 230년대 후반기 조위가 낙랑·대방군을 접수

한 뒤 240년 전반기까지는 평화적인 분위기 안에서 교류가 빈

번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정세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240년대 중반에 들어 경기 북부 지역

은 다시 혼란과 전쟁의 소용돌이가 몰아친다. 『삼국지』 안에서 

그러한 시대상을 유추할 수 있는 기사를 모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1> 정시 6년(245) 낙랑태수 유무(劉茂)와 대방태수 궁준

(弓遵)은 영동예가 [고]구려에 속해있어, 군대를 일

으켜 쳤다. 불내후(不耐侯) 등이 읍락을 들어 항복하

였다.

<다-2> [정시] 7년(246) 봄 2월 유주자사 관구검이 고구려

를 토벌하였다. 여름 5월 예맥(穢貊)을 쳐서 모두 깨

뜨렸다. 한나해(韓那奚) 등 수십 국이 각각 종락(種

落)을 거느리고 항복하였다.

<다-3> 부종사 오림은 낙랑이 본래 한국을 통치했다는 이

유로 진한 8국을 분할하여 낙랑에 넣으려고 하였

다. 그때 통역하는 관리가 말을 옮기면서 틀리게 설

명하는 부분이 있어, 신분고한(臣憤沽韓)이 격분하여 

대방군의 기리영(崎離營)을 공격하였다. 이때 [대방]

태수 궁준과 낙랑태수 유무가 군사를 일으켜 이들

을 정벌하였다. [궁]준은 전사하였지만 두 군은 마

침내 한(韓)을 전멸시켰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위는 요동의 공손씨 세력을 무너트

리고 낙랑·대방군을 접수한다(237~239년). 요동과 낙랑·대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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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장악한 조위는 240대 들어 요동 지역을 먼저 공격해 온 고

구려를 되받아친 뒤 대대적인 정벌을 단행한다. 공손씨 토벌에 

이어 고구려 전쟁을 담당한 유주자사 관구검은 요동 방면에서 

고구려를 공격해 들어가며, 또 한편으로 남쪽의 낙랑·대방군으

로 하여금 동예 지역으로 나아가 고구려의 배후를 공격하게 한

다. 사료 <다-1>은 그와 같은 낙랑·대방군의 출정을 전한다.

낙랑·대방군의 동예 출정은 단순히 고구려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군현 가까이에 있거나 출정의 길목에 있는 삼한의 나

라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정확한 실상은 알 수 없

지만, 사료 <다-2>에서 “한나해 등 수십국이 종락을 거느리고 

투항하였다”는 것은 그와 같은 정황을 전한다.

사료 <다-3> 역시 조위의 고구려 공격과 관련된다. 부종사 

오림은 유주자사 관구검의 대리인 격이다. 그는 남쪽의 낙랑·

대방군이 동예 방면으로 진격하여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 군사력 증강과 함께 파견된 인물이었다. 진한 8

국의 교역권을 분할하여 낙랑군에 붙인다는 강압적인 조치 또

한 그와 같은 군사력 증강에 바탕한 것이라 추정한다. 그러나 일

이 잘못되어 신분고한이 군현을 공격하는 전쟁으로 이어진다. 

신분고한은 앞의 <표 1>에 제시된 마한의 신분고국을 말하

는 것으로 판단되고, 최근에는 철제 무기류가 많이 출토된 김

포 운양동 유적을 중심으로 한 한강 하류 유역에 비정하기도 

한다.6 아마도 대방군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삼한과 왜의 교역

에서 이권을 누리고 있던 신분고국이 교역권 조정으로 인해 그 

이권에 손실이 생기자 그에 항의·반대하는 차원에서 대방군 

기리영을 공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리영은 황해도 평산군 

기산면에 기린리(麒麟里)라는 지명이 있어 그 일대로 비정된다. 

위치상 주요 길목이며, 영(營)이라 한 것을 볼 때 군사를 배치해 

둔 군영이었다고 판단된다. 남쪽 삼한의 나라들을 견제하고 압

박을 가하는 군현의 군사 기지를 공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쟁은 낙랑·대방 두 군의 태수가 모두 참전하며, 그 와중에 

대방 태수가 죽고, 마침내 한을 전멸시켰다고 하는 내용을 통

해서 보면, 신분고국만이 아니라 그에 이웃한 마한의 여러 나

라가 함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황해도 남쪽부터 경기도 

북쪽에 걸치는 넓은 지역에서 벌어진 큰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의 경과는 신분고국이 대방 태수 궁준을 전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멸한(滅韓)’이라 한 것을 통해서 보면 결국 

마한의 나라들이 패하고 이후 신분고국은 쇠퇴의 길을 걸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승리한 군현의 요구에 따라 교역권 

또한 조정되어 진한 8국은 내륙 교통로를 이용하여 낙랑군과 

교류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상의 전반적인 상황을 정리해 보면, 240년대 중반 경기 북

부 지역은 조위와 고구려의 전쟁에 따른 파동, 한나해 등 수십

국이 낙랑군에 투항한 사건, 신분고국이 대방군 기리영을 공격

하면서 시작된 전쟁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큰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었다. 2세기 후반 한과 예의 나라들이 낙랑군을 공

격한 사건부터 시작하여 이 시기까지, 중국 측의 정세 변화 및 

고구려에서 있었던 전쟁까지 연동되어 경기 북부 지역 역시 긴

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246년경에 있었던 기리영전쟁 이후 『삼국지』 한전 안에서 

삼한의 사정을 보여주는 연대기 기사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

다. 아마도 이후 경기 지역의 정세는 백제의 건국 및 성장이 대

세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 사료에는 그에 대한 정황이 좀처럼 

확인되지 않는다. 5세기 유송(劉宋)의 범엽(范曄, 398 ~ 445)이 

쓴 『후한서』에 이르러서야 마한 중 백제가 주요 국가로 특별

히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의 경우 백제의 건국 및 성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전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마한 안에서 또는 

마한의 한 나라로써 백제가 성장하는 모습은 왜곡되어 있다. 

백제가 온조왕 27년(9)에 마한을 멸망시켰다고 하거나, 당시 

한강 하류 유역의 일대 사건이었던 신분고국과 낙랑·대방군의 

전쟁 기사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고이왕 13년(246)년 낙

랑·대방군이 고구려를 공격하는 틈을 이용하여 낙랑 변방 주

민을 습격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사료 <다-1>과 통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그 기사 안에서도 백제와 낙랑·대방군 사이에 마

한의 다른 나라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마한은 온조왕 때

에 이미 멸망하였다는 설정을 견지한 것이다.

그러나 3세기 후반에 이르러 흑색마연토기 재질의 한성백제 

토기 양식의 등장이라던가, 풍납토성의 축조 등과 같은 물질문

화의 변동을 통해서 보면 그 시기 한강 유역에서 백제가 이웃

한 마한의 나라들과 다르게 고대 영역 국가로 성립되어 가는 

모습이 뚜렷이 확인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 시기 백제

는 고이왕 때(234~286년)로 대방과 혼인 관계 형성, 좌장(左將) 

설치, 개간 사업, 그리고 6좌평 16관등으로 대표되는 체제정비 

등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6좌평 16관등의 체제 정비가 고이

왕 때 완성되었다고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지만, 그와 같은 기

사가 고이왕 때에 몰려 있는 것은 백제사의 전개 과정에서 왕

권 강화 및 영토 확장 등의 성장이 두드러진 시기였음을 반영

한다.

240년대 중반은 관구검의 고구려 공격, 한나해 등 수십국의 

낙랑 투항, 기리영전쟁, 진한 8국 교역체제 변경 등과 같이 여

러 사건이 중첩되었던 혼란기였다. 그 뒤의 한반도 중부 지역

6. 김길식, 2014, 『2~3世紀 漢江 下流域 鐵製武器의 系統과 武器의 集中流入 背景』, 『백제문화』 50,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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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백제의 성장이 대세인 흐름으로 전개된다. 기리영 전쟁에서 

패한 신분고국의 쇠퇴는 한강 유역에서 백제가 유일하게 마한

의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호기가 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

서 240년대 중반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 벌어진 한차례의 파동

과 그에 따른 이후의 결과는 백제가 고대 영역 국가로 성장하

는 외부적인 계기이며 기회가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6. 맺음말

낙랑·대방군 중심의 중국 기록은 한편으로 삼한 중 유독 그

에 이웃한 경기 북부 지역 나라들과 관련된 실제의 기록을 생

성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본문에서는 그 기록을 대상으로 2

세기 후반부터 3세기 전반에 이르는 경기 북부 지역의 시대상

을 살펴보았다.     

『삼국지』와 『후한서』 한전에서 낙랑군에 이웃한 토착 세력 

및 그 족속은 ‘韓濊’로 쓰였다. ‘한예’의 표기는 연칭되어 그 일

대의 주민 집단을 일컫는 통칭과 같지만, 전후의 문맥과 여타 

다른 사료에 비추어 보면 한과 예 각각의 족속 및 다른 나라였

다고 판단된다. 황해도와 경기 북부 지역에 있었던 그들 나라

는 2세기 후반 들어 낙랑군을 소소하게 공격한다. 마침 그 시기 

낙랑군은 한(漢) 본국의 쇠퇴와 고구려의 성장 그리고 공손씨 

정권이 요동을 장악함에 따라 고립되어 그 공격을 막아내지 못

한다. 낙랑군의 주민들은 그 혼란을 피해 ‘한국(韓國)’으로 옮겨 

갔다고 하는데, 그곳은 가평·춘천 일대의 북한강 유역으로 추

정된다.

이어 204년 즈음 요동의 공손씨 세력은 낙랑군에 진출한 뒤 

한예의 공격과 주민의 이탈로 인해 폐허가 된 낙랑군의 남쪽 

지역을 대방군으로 하여, 삼한 그리고 멀리 왜의 나라들과 교

역하는 창구로 활용한다. 공손씨가 낙랑군을 접수하고 대방군

을 두는 과정에서 앞서 낙랑군을 공격했던 한·예 나라들을 다

시 되받아치고 낙랑군의 주민을 모으는 군사 활동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후 삼한 나라들은 대방군을 통해 낙랑·중국과 교

류하고, 한동안 충돌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240년대 들어 중국 대륙의 강자로 새롭게 등장한 조

위가 요동의 공손씨 정권을 무너트리고 고구려를 공격해 오자, 

그 파동은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미친다. 조위는 고구려를 배

후에서 공격하는 전진 기지로 낙랑·대방군을 활용하기 위해 

그곳에 군사력을 증강시킨다. 그 군사력 증강을 바탕으로 삼한

에 대해서도 강압적으로 교역권을 조정하려 하였고, 그로 인해 

교역의 이권에 잃게 된 마한의 신분고국이 군현의 군사 기지인 

기리영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진다. 전쟁은 경기 북부 지역에 

있던 마한 여러 나라가 참여하고 대방 태수가 전사할 만큼 대

규모였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결과는 마한 나라들의 패배였고 

이후 그 나라들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면서, 이후 그 일대에서

는 안정적인 정세 속에서 백제가 고대 영역 국가로 성장한다.

황해도와 경기 북부 지역은 삼한시대 낙랑·대방군과 삼한의 

접경지대였다. 그러므로 유일하게 두 세력의 분쟁이 나타나는 

곳으로, 혼란기에는 치열한 전장이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 세력 및 문화권이 만나는 교류의 장이며 교통의 요지였다. 

삼한시대 그 어느 곳보다 뜨거웠던 역사의 중심지가 경기 북부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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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인용한 사료 원문)

<표 1. 마한 50여국> 
『三國志』 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 “馬韓在西. 其民土著, 種植, 知蠶桑, 作綿布. 各有長帥, 大者自名爲臣
智, 其次爲邑借. 散在山海間, 無城郭. 有爰襄國·牟水國·桑外國·小石索國·大石索國·優休牟涿國·臣濆沽國·伯濟國·速
盧不斯國·日華國·古誕者國·古離國·怒藍國·月支國·咨離牟盧國·素謂乾國·古爰國·莫盧國·卑離國·占離卑國·臣釁國·支
侵國·狗盧國·卑彌國·監奚卑離國·古蒲國·致利鞠國·冉路國·兒林國·駟盧國·內卑離國·感奚國·萬盧國·辟卑離國·臼斯烏
旦國·一離國·不彌國·支半國·狗素國·捷盧國·牟盧卑離國·臣蘇塗國·莫盧國·古臘國·臨素半國·臣雲新國·如來卑離國·楚
山塗卑離國·一難國·狗奚國·不雲國·不斯濆邪國·爰池國·乾馬國·楚離國, 凡五十餘國. 大國萬餘家, 小國數千家, 總十餘
萬戶. 辰王治月支國. 臣智或加優呼臣雲遣支報安邪踧支濆臣離兒不例拘邪秦支廉之號. 其官有魏率善·邑君·歸義侯·
中郎將·都尉·伯長.” 

<가-1>
『三國志』 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 “桓靈之末, 韓濊彊盛, 郡縣不能制, 民多流入韓國. 建安中, 公孫康分屯
有縣以南荒地爲帶方郡, 遣公孫模張敞等, 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是後倭韓遂屬帶方.”

<가-2>
『後漢書』  卷85 東夷列傳 第75 韓, “靈帝末, 韓濊並盛, 郡縣不能制, 百姓苦亂, 多流亡入韓者.”

<나-1>
『三國志』  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第30, “景初中, 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樂浪太守鮮于嗣越海定二郡. 諸韓國臣
智加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

<다-1>
『三國志』 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 第30 濊, “正始六年, 樂浪太守劉茂帶方太守弓遵以領東濊屬句麗, 興師伐之, 不耐
侯等舉邑降.”

<다-2>
『三國志』 卷4 魏書 三少帝紀 第4 齊王, “七年春二月, 幽州刺史毋丘儉討高句驪, 夏五月, 討濊貊, 皆破之. 韓那奚等數
十國各率種落降.”

<다-3>
『三國志』 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 “部從事吳林以樂浪本統韓國, 分割辰韓八國以與樂浪. 吏譯轉有異同, 
臣憤沽韓忿, 攻帶方郡崎離營. 時太守弓遵樂浪太守劉茂興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

글  전진(82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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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age & history

안성시내의 농촌마을 도구머리마을	

파주 사목리와 금승리의 장수황씨 세거지

겨레를 사랑한 시인 홍사용, 그의 숨결이 남아있는 노작로(露雀路)

People & life

포천의 토박이 최창근 어른의 삶과 우리 현대사	

평양검무 초대 보유자 이봉애, 안양에 잠들다.

효와 인성 플랫폼, 통과의례 체험 예아리박물관 김보옥 회장	

사라진 옛 글자 복원해야 한글의 세계화 이룰 수 있어	

나무 깎는 남자, 소목장 법련 안규조	

경제개발 시절 전문직업인으로 살다, 회계사 김면기	

Trip & healing

수원화성의 낮과 밤, 아름다움이 적을 이긴다	

한남정맥 산행 : 가현치에서 용인농촌테마공원까지	 	

이천쌀밥 원조, 이천돌솥밥

Information & news

아버지의 굽은 허리, 백제시대 다랭이논

선감학원 위령비, 시공간의 아픔을 새기다	

경기도의 아이들	

경기지사 : 임창열의 문화와 관광과의 의미있는 융합	

경기도의 진짜 주인공들, 『경기백성실록』	

Research & study

학교, 근대가 태어나 자라난 공간

병자호란과 서흔남

용인시 모현읍 오산리 해주오씨 고문서

고고민속학의 현장, 이천시 수하리 고인돌의 연결형 군집성혈 암각

경기도 소재 성종 자녀 태실의 태주 검토

남양주에 전하는 참다운 우정, 이덕형과 이항복

지질공원의 역할과 실천사례

삼한시대의 핫 플레이스, 경기 북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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