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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시민헌강

우리는 영원한 시간과 광활한 우주 속에서 같은 시대 같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막중한 인연의 공동운명체이다. 이에 우리는 민주시민으 

로서 건실한 기풍진작은 물론 영광스러운 내 고장의 발전을 위해 오 

롯한 정성과 신념을 모아야 할 시대적 사명을 절감하고 여기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생활의 좌표로 삼는다.

첫째, 하늘 뜻이 펼쳐 낸 복된 고장의 시민임을 자각하며 높고 푸 

른 희망과 긍지를 키워간다.

둘째, 민족의 혈맥같은 이 곳 한강의 역사를 헤아리며 올바른 전 

통과 투철한 주인의식을 확립해 간다.

셋째, 새시대를 향도할 자율적 시민정신과 원대한 세계인식으로 

민주적 의식의 지평과 슬기로운 삶의 대도를 개척해 간다.

넷째, 아차산의 햇살같은 따뜻한 인정과 왕숙천의 서기（端氣）같은 

아름다운 마음씨로 화목하고 정겨운 시민사회를 이룩해 간다.

다섯째, 동구릉 솔바람의 영묘한 숨결 위에 찬연하고 독창적인 지 

방문화와 향토예술을 꽃피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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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문화일의냘」어언문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복된 고장의 시민임을 자부하며 영광스러운 내 고장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주역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선조의 지혜롭고 아름다운 문화와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여 우리 후세에 삶의 지표;} 

되도록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첫째, 지역 고유문화의 발굴 - 보전 • 전승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

둘째, 문화예술을 아끼고 정겨운 문화풍토를 조성하여 슬기로운 삶의 토대를 만든다.

셋째, 항시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폭넓은 지식 • 정보의 습득을 위하여 연구 및 연수에 

노력을경주한다. ■ .

넷째,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적극 펼친다.



발 간 사

구리문화원 원장

김문 경

구리시 문화시민 •여러분,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흑룡（黑龍）의 

해 임진년（王辰年）을 보내고 계사년（發E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문화원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문 

화원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다른 해보다 향토사, 예절, 무용, 연극, 문화학교 등 문 

화원의 모든 부문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해였습니다. 특히 구리시 

를 넘어 전국적인 행사에 초청을 받을 정도로 능력과 명성을 인정

받고 있는 건원취타대, 태백시에서 열린 전국합창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구리문화원 예다 

미합창단은 우리 구리시의 자랑거 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개최된 구리문화원 문화학교 발표회는 발표수준과 공연수준이 매년 향 

상되어 이제는 수준급이 되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인도 한국문화원 연합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전국에 구리문화원의 활동상을 알리게 

되었으며 그 결과 많은 문화원에서 활동시스템을 배우러 오게 되었고 더불어 구리문화원 

과 구리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문화원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향토문화 창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시장님, 의회 의장님 그리 

고 의원님들의 성원과 구리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입니다.

문화사업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향토문화에 대한 소양과 희생정신, 봉사정신을 

•가지신 분들이 힘을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묵묵히 봉사하시는 문화원 이사님 여러분 

들이야말로 문화원 발전의 숨은 공로자이십 니다.

계사년에도 구리문화원은 문화보국（文化保國）의 사명감을 가지고 향토문화 발전에 노 

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앞으로 구리문화원 사업에 문화가족과 구리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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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문화월 10대실서덕목

1. 편견의 언행을 삼가고

2. 예의를 지켜 상호존중하며

3. 남을 비난하지 않고

4. 칭찬에 인색하지 않으며

5. 어떠한 경우라도 성을 내지 않고

6. 공적활동에 사리를 취하지 않으며

7. 봉사와 베풂에는 티를 내지 않고

8. 자신을 위한 거짓을 자제하며

9. 과오에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10. 회원은 책무와 분수를 지킨다.



문화 활동 이호거호

정기총회 회의진행 （2012년 2월 29일）

임원 연수 - 태안 박 2일 （10월 18일 〜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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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활동 이호거보

한국문화원 연합회 창립50주년 기념식 참가 

잠실올림픽체조경기장 （8월 30일）

아차산시루봉 복원 （6월 14일）

한국문화원 연합회총회 구리문화원 취타대 공연（8월 30일）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구리여중생 공연 장면 

화성시 실내체육관 （9월 20일）
경기도청소년 민속예술제 구리여자중학교 학생 참가 

（9월 20일）

민속제술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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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활동 이보거보

'■동구릉안내」책자 발간 기념회 （9월 10일）

동구릉문화제 - 어가행렬 재현 （5월 19일）

성년례 선서 （7월 6일）

mwcro Jil»癌•화유신

성년례 - 구리여자중학교 （7월 6일）

UNESCO 셔PI 운허유산

「동구릉 안내. 책자 발간기념회

「동구릉안내」책자 발간기념회 원장 인사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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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활동 이호거보

도당굿 한 장면 （3월 23일）

유채꽃축제 취타대 공연 모습 （5월 5일〜8일）유채꽃축제 취타대 참가- 구리한강시민공원 （5월 5일〜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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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활동 이호거호

노은 김규식 선생 추모식 - 구리시청 대강당 （4월 13일）

노은 김규식 선생 추모제 （4월 13일）

tofc ■'母.‘

韻*고구a대형 온달장군 추모제향
나 - ,.!2. >0.8f li 시 計 수 ’ 애창가하료t오이네｝

온달장군 추모제 - 아차산 고구려대장간마을 （10월 8일）

온달장군 추모제 - 북놀이반 공연 （10월 8일）

구리시민백일장 - 동구릉 원릉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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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활동 이호기보

건원취타대 환구대제 행사 참가 （10월 12일） 、 서울 덕수궁 — 시청 광장 공연

코스모스축제 （10월 4일〜7일） 향토사 내고장 체험 - 동구릉역사박물관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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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적답사 이호거보

문화유적답사 - 경기 고양 서삼릉, 서오릉 （6월 7일）

문화유적답사 - 충북 진천 보탑사, 농다리 （10월 31일）、

문화유적답사 - 서오릉, 서삼릉 （6월 7일）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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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학교 발표회

가야금반 경기민요반

색소폰반 마술반 북놀이1반 북놀이2반

•문인화반 예다미중창단 일본어 반

진도북춤반 취타대 통기타반

판소리남도민요반 풍물기초 중급반 풍물 전문반 드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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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문화유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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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지정

- 구리시 동구릉 정자각

구리 동구릉 건원릉 정자각 （九里 東九俊 健元陸 丁字®

- 지정종별 및 번호 : 보물 제1741호

- 수량 : 1동 （240nf）

- 소재지 : 경 기 구리시 인창동 66-10

- 소유자（관리자） : 문화재청（동구릉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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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가치 : 건원릉 정자각은 태종 8년（1408）에 건원릉과 같이 건립되었고 그 후 몇 

차례의 중수가 있었지만『국조오례의』길례 단묘도설과 비교해 볼 때 초창 

기의 기본적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조선 1대 태조의 능인 건원릉의 

정자각이라는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조선의 능침제도에서 정자각의 

표준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건물이다.

구리 동구릉 숭릉 정자각 （九里 東九陸 崇陸 丁字閣）

- 지정종별 및 번호 : 보물 제1742호

- 수량 : 1동 （386iif）

- 소재지 : 경 기 구리시 인창동 66-25

- 소유자（관리자） : 문화재청（동구릉관리소）

- 지정가치 : 숭릉 정자각은 영릉（學（1）의 제도를 따라서 정전 5칸, 배위청 3칸의 전체 

8칸으로 지어진 건물이며 유일하게 팔작지붕인 정자각이다. 또한 이러 

한 규모나 지붕 형식은 창건된 1674년의 형태를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 

고 있음을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건물은 17세기 정자각의 

다양한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사례라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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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동구릉 목릉 정자각 （九里 東九陸 穆陸 丁字閣）

- 지정종별 및 번호지정 : 보물 제1743호

- 수량 : 1동 （238iif）

- 소재지 : 경 기 구리시 인창동 66-6

- 소유지（관리자） : 문화재청（동구릉관리소）

- 지정가치 : 목릉 정자각은 초창시의 모습과 이건한 모습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현 

재의 모습은 인조 8년（1630）에 이건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조선왕릉 정자각 가운데 유일한 다포형식의 건물로 살미의 

형태나 구조가 장식화되기 이전의 전기적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크다.



、

/丁 三

.三' ' 

丁'’ '八 .、-丁

조선왕실 의궤（儀軸）와 도서 환수（還破）

구리문화원 0| 병 탁

I . 특별전（特別展）

2. 전시

일본 궁내청에 소장되었던 조선왕조 의궤와 환수 도서 특별전이 2011년 12월 27일부 

터 2012년 2월 5일까지（10일간） 국립고궁박물관 2층 왕실생활실에서 전시되었는데 그 

간 보관상태가 매우 깨끗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회가 깊었다.

3. 의궤와 도서의 해외 반출（般出）

조선왕실 의궤와 도서는 한 • 일합병（韓 • 0合伊） 조약의 강제체결（1910년）을 전후하여 

보관 • 관리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기증” 등의 형식으로 

불법적 해외반출이 된 것이다.

4. 환수（還收）

- 1866년（고종3년） 병인양요（WM洋S）때 프랑스군이 강화도로 쳐들어와 외규장각에 

보관하고 있던 수많은 의궤를 약탈하여 가져가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1991년 정부와 학계의 반환요청으로 협상이 계속되어 2011년 4〜5월에 모두 반환되었다.

- 일본은 1965년 한 • 일협정에 따라 1966년에 도서의 일부인 11종 90책이 이미 반환 

되었고 1922년 5월 조선총독부가 일본 궁내청에 이관했던 80종 163책과 궁내청이 구입 

한 1종 4책, 그리고 의궤를 제외한 기타 왕실도서 66종 938책과 그 외「증보문헌비고」 

등 3종 100책 등이 2011년 100여년만에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의궤와 도서는 총 150 

종 1,205책에 이른다.

이렇게 조선왕실 의궤와 도서가 환수되었으며 더욱이 이토 히로부미가 불법으로 반출 

했다가 반환하지 않고 궁내청에 보관했던 도서들도 환수됨에 따라 그 의미는 매우 크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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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조선왕실 의궤

1. 의궤란?

의궤란 “의식（儀式）의 모범이 되는 책”이다.

의궤는 선조들의 철저한 기록정신을 바탕으로 제작된 조선왕실의 행사보고서이며, 국 

왕이 직접 보았던 어람용（御覽用）책은 그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하고도 위대한 우리 

의 문화유산이다.

내용의 규모가 방대하고 소상하며 행차（行次）모습 등 그림으로 표현해야 하는 부분이 

많았다.

특히 왕실의 결혼, 세자책봉, 흉사（凶事）, 장례（葬禮）, 부묘0附廟）, 건축, 잔치, 편찬（編 

호）등 국가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진행과정과 업무의 분장, 동원된 인원 물자 및 비품, 조 

달배정 경비의 수입과 지출, 건물의 설계 및 제작, 담당 관리와 동원된 인물, 행사 유공 

자의 포상 등 사실관계를 그림으로 기록하고 반차도（班次圖）와 같은 의례행렬（儀禮行列） 

은 화려한 천연색으로 채색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세밀하게 기록하여 국왕 

및 관련부서에 보고하고 후세（後世）의 유사한 행사에 참고로 활용하기 위한 보관용 자료였다.

의궤는 조선초기（朝鮮初期）부터 작성되었으나 임진왜란（1592〜1598）때 모두 소실되고 

조선중기 이후 제작된 현존 의궤는 1601년（선조34년） 의인왕후（선조의 비） 장례때에 만 

들어진 의궤가 가장 오래된 것이며 19세기까지 내려올수록 종류도 다양해지고 질적 수 

준도 높아졌다.

정조（조선22대）가 즉위（1776년）하면서 규장각을 국가기관으로 발족해서 조선왕조의 

왕실도서관 겸 학술연구기관으로 삼아 출판과 정책 연구의 특별기구로 지정하였고 

1782년（정조7년） 강화도에 규장각을 완공하고 어람용 의궤를 옮겨와 안전하게 보관되 

도록 하였는데 분소（分所）의 성격을 띠게 되어 외규장각이라 부르게 되었다.

외규장각에는 어보（御寶）, 교명（敎命）, 어책（御冊）, 어필（御筆）, 의궤（儀W, 지도（地圖）등 

이 보관되었는데 25대 철종（哲宗）때에는 소장（所藏）되었던 도서가 약 6천 권 정도에 이 

브렀다.

의궤는 대체로 5〜8부（部）로 제작되는데 어람용（御覽用:임금이 살펴볼 책） 1부는 특별 

히 고급 초주지（草注紙）에 정성껏 글을 쓰고 천연원료로 그린 후 고급비단과 놋쇠물림으 

로 만들어 당대 최고의 도서수준과 예술적 품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하기 위한 분상용（分上用）으로 일반 닥종이에 무쇠로 철하여 제작하였다. 각 

책의 제목은「가례도감의궤」와 같이 해당 행사를 주관한 관서의 명칭을 표시하였다.

제작된 의궤는 ① 의정부춘추관（議政府春秋館） ② 무주적상산（芮朱赤호山） ③ 평창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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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平昌五臺山） ④ 강화도정족산（江華島罪^足山） ⑤ 예조（禮1）등 관련부서와 봉화태백산 

（奉化太버 山）등의 사고（史庫）에 나뉘어져 보관토록 하였다.

1866년（고종3년） 병인양요（內黃洋揚）때 프랑스군이 강화도로 쳐들어와 외규장각에 보 

관되어 있던 수많은 의궤를 약탈하여 가져가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것을 

1991년 정부와 학계의 반환요청으로 협상이 계속되어 오다가 2011년 4〜5월에 모두 반 

환되 었다.

2. 왕실의 길례（吉禮）

왕이나 왕세자가 왕비（王如） 또는 세자빈（世子婚）을 맞이하는 혼례는 왕실의 중요한 의 

식（儀式）중의 하나였다.

혼례식을 위해 가례도감（喜禮都監）이란 관청이 임시로 설치되었으며 행사가 끝난 이후 

가례도감의궤（壽禮都監儀W에 혼례의식의 모든 절차와 진행과정을 기록하였다.

금번 환수된 의궤 중에서 1866년（고종3） 고종（高宗）혼례와 1906년 순종（純宗）의 혼례 

의궤가 있는데 순종의 혼례의궤는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 거행된 유일의 왕실 

혼례로 제후국에서 황제국 의례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 왕과 왕비의 

생신, 세자의 탄생과 세자책봉, 외국사신의 영접 등 경사스러운 날에는 화려하고 웅장한 

경축 잔치를 베풀었는데 궁중잔치를 연향（宴卓）이라 하며 규모에 따라서 진연（進宴）, 진 

찬（進饌）, 진작（進衛）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행사가 끝난 뒤 그 과정을 의궤에 기록하 

였다.

3. 왕실의 흉례（凶禮）

왕과 왕비의 장례（葬禮）는 국장（國葬）, 세자와 세자빈의 장례는 예장（禮葬）이라 하여 명 

칭도 달랐다.

왕이나 왕비가 승하（昇뗘）하면 임시관청인 삼도감（三都監:빈전도감, 국장도감, 산릉도 

감）이 설치되었다.

빈전도감（痛殿）은 시신을 수습하여 빈전을 설치하고 염（驗）, 습（襲）과 상복을 준비하는 

일, 국장도감（國葬都監）은 장례를 총괄하고 재궁（#宮）을 왕릉에 모시는 일, 산릉도감（山 

廢都監）은 능을 조성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장례를 치르는 후에는 신주（神主）를 모시고 

삼년상을 치르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국장은 약 5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부묘도감0附廟都監）에서 3년상을 치른 후 신주 

를 종묘（宗廟）에 모시는 의식을 끝내면 국장절차가 모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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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릉 산릉제례（山It祭禮）

향토사연구소소장 박 명 섭

1. 전향축례（傳香祝禮）

찬의는 초헌관을 안내하여 북쪽에 좌정하게하고 찬의는 서쪽에서 동쪽을 보고 궤（꿇어 

앉음）하고 대축은 초헌관 앞에 궤한다.

대축은 축문을 초헌관에게 돌려서 건네주면 초헌관은 축문에 서명을 하고 돌려서 대축 

에게 주고 대축은 축함에 축문을 넣고 황보로 싸서 확인을 하고 초헌관에게 축함을 오른 

쪽으로 돌려서 건네준다. 초헌관은 확인하고 돌려서 대축에게 주면 대축은 돌려서 찬의 

에게 주고 찬의는 임금을 앞으로 가게해서 들고 걸어서 나간다.

순서는 축함을 들은 찬의 좌우에 봉등이 서고 찬의 뒤에 대축, 초헌관, 아헌관, 종헌 

관, 감제, 집례, 좌전, 우전, 내봉, 외봉, 집준관 순서로 나아가며 모든 참반원은 그 뒤에 

선다.

2. 奉審（봉심）

봉심을 하는데 먼저 大;i（대가）가 住停所（주정소）에 이르면 왕이 내려서 與（여）에 옮겨 

타고 大次（재실 또는 재궁） 앞에 이르게 된다.

좌우 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대차로 들어가서 翼善冠（익선관）에 惑砲（참포）와 鳥昆帶 

（오서대）를 갖추어 입는다.

찬의는 倍從百官（배종백관）에게 재실 내로 가서 淡淡服（천담복）과 鳥紋帽（오사모）에 黑 

角帶（흑각대）를 갖추어 입도록 하여 전하의 뒤를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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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께서 제례를 모 

시러 오시면 홍살문 동쪽 

에 있는 판위에서 국궁사 

배를 올리시고 능상에 오 

르시어 능상을 살피시는 

것을 봉심이 라고 한다.

이때 배종백관은 천담

복에 흑각대와 오사모를 쓰고 국궁사배를 올린다.

금천교를 건너 홍살문을 지나 어도를 따라가다 헌관은 헌관석으로 가서 서향립하고 제 

관은 제관석에 가서 북향립하여 선다. 축함을 모신 찬의와 봉등은 신계로 올라가 좌로 

돌아 정침 앞으로 가는데 봉등 두 사람은 배위청 안에까지 축함을 호위하고 정침 앞에서 

돌아나와 밖의 기둥에 봉등을 걸고 축함을 모신 찬의는, 동계로 올라 동문으로 들어간 

대축에게 가운데 문을 통해 축함을 건네 주면 대축은 축함을 받아 축상 위에 놓고 서문 

에서 기다리는 찬의를 따라 나오고 대기하고 있던 봉등 두사람과 다시 동계로 내려와 제 

관석에 가서 제자리에 선다.

창홀 없이 집례와 찬의는 대축의 국궁 구령에 맞춰 국궁사배하고 집례는 홀기 책을 가 

지고 월대 아래 서쪽의 집례석으로 간다.

집례의 홀기에 맞춰 찬의는 모든 제관에게 국궁 

사배를 시키고 관세위로 나아가 손을 씻고 동계로 

올라 동문으로 들어가 복무할 자리에 선다. 찬례는 

초헌관을 소차로 들어가도록 안내하고 아헌관과 종 

헌관은 서쪽을 향해 서도록 하고 참반원도 북쪽을 

향해 서게 한다. 찬례는 초헌관에게 제사 시작을 

알리고 초헌관이 소차에서 나와 관세위에서 손을 씻고 동계 

로 올라가 서쪽을 향해 국궁사배를 하고 일어서게 한다.

찬의는 아헌관 종헌관에게 국궁사배를 하고 일어서게 하고 

참반원도 국궁사배를 하고 일어선다.

대축진선 홀기에 맞춰 대축관은 준상과 젯상에 쌓아놓은 

sr호 복지를모두벗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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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행초헌례: 초헌례를 행합니다.

찬례는 초헌관을 준소에 나아가 서향해 서도록 하고 집준관이 제주를 작에 따르는 것 

을 살피시고 동문으로 들어가 영좌전에 꿇어 앉도록 한다.

초헌관은 향합의 향을 세 번에 집어 향로에 넣고 초헌관은 내봉에게서 작을 받아 눈높 

이 만큼 올려 향불 위에 댓다가 좌전에 주면 좌전은 영좌전에 놓는다.

찬례는 초헌관께 부복했다가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 꿇어 앉도록 청하고 대축은 

제수의 덮개를 열어 놓으시고 찬례는 초헌관에게 부복하도록 청한다.

아헌관, 종헌관 모든 집사 및 참반원은 부복하고 축관은 동쪽을 향하여 꿇어 앉아서 

축문을 읽는다. 독축이 끝나면 모든 헌관 및 집사; 참반원은 일어서고 찬례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서문으로 나가 소차로 들어가시 게 한다.

b 행아헌례, 행종헌례: 아헌례, 종헌례는 초헌례와 같으나 삼상향과 독축만 없다. 종 

헌관이 서문으로 나와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간다.

찬례는 초헌관이 소차에서 나와 동계로 올라가 판위에 서향해서 4번 절하게 하고 아헌 

관, 종헌관, 참반원도 4번 절하고 대축이 제수의 덮개를 덮으면 제사는 끝이 난다.

o 행망료례 : 망료례를 행합니다.

찬례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망료위에 이르러 동향하여 서고 

대축관은 축을 받들고 서문을 나와 서계로 내려가 찬례 앞에 

서서 대축판을 초헌관에게 보여주면 초헌관은 축을 태우라고 

한다.

대축관과 찬례는 예감에 가서 축문을 태우고 돌아와 좌측에 

서서 예를 마쳤음을 고한다.

찬례는 초헌관을 소차로 인도하고 제집사는 찬의 

의 안내를 받아 절할 자리로 가서 4번 절한다.

모든 예를 마쳤음을 고하고 집례와 찬의는 절할 

자리로 가서 대축의 구령（배,흥）에 맞춰 4번 절한 

다.

예가 끝난 후 찬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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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물（象設物）

1. 금천교（禁川橋）

성역의 진입공간이고 이름이 세가지다. 

능의 주인이신 왕의 혼백이 지나가면 신로 

교라하고 대행대왕께서 祭禮時（제례시） 건 

너시면 御橋（어교）라 하며 옛날에는 일반인 

이나 잡인은 이 다리를 건널 수 없다 하여 

금천교라 했다고 합니다.

금천교를 건너신 왕께서는 좌통례의 안내를 받아 홍살문 옆의 판위에 오르시게 됩니다. 

중종 32년 （1537） 3월 10일 條

명종 16년 （1561） 4월 8일 條 錦川橋（금천교）로 표시되었다.

광해군 10년 （1618） 윤 4월 11일 條 

숙종원년 （1675） 4월 9일 條

2. 홍전문（紅篇門）

홍살문（紅筋門）은 인간이 사는 세계와 신이 사는 

세계의 경계입니다. 신성한 지역에 들어 가는데 사 

악한 무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종 5년（1474）에 편찬한「국조오례의」길례 배릉 

의 조에 神門（신문）이라고 부르다가 영조 20년 

（1744）「국조속오례의」길례 幸俊儀（행릉의）에는 홍 

문이라고 불렀으며 그후 紅筋門（홍전문）으로 불렀다.

신문은 글자 그대로 임금의 神靈（신령）이 들어가는 門（문）이다. 붉은 칠을 한 까닭은 예 

기 잡기 하편에 보면 종묘의 문과 협실에 수탉을 잡아 그 피를 발라 상서롭지 못한 것을 

몰아 내어 부정을 제거하고 틈을 메꿔서 단단하게 만드는 의식을 행했다.

3. 판위（板位）

영조 33년（1757） 7월 11일 條

fill禮（알릉례）, 辭俊禮（사릉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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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흐'조거 1757년 7월 11일 무더위가 한창인 여름 영조 임금님은 인 

원왕후의 국상 발인 때 몸소 이곳 俊까지 오십니다.

일반적으로 발인 때 임금님은 능에 오시지 않고 궁궐에서 
혜 능을 향해 예를 올리는 망곡례를 행하지만 인원왕후는 영조 

임금에게는 어머님이신 숙빈 최씨 못지 않게 소중하고 고마

O 우신분이셨습니다•
세제시절 여러 번 목숨을 구해주셨고 오늘의 영조 임금님

을 있게 하셨던 분 중의 하나였죠. 그때 영조 임금님의 춘추

는 64세로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걱정하셨지만 능에 도착 

해 이곳 홍살문 안쪽의 판위에서 사배를 올려 알릉례를 행하시고 무사히 국장을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다시 이곳 판위（배위）에서 사릉례를 올리십니다.

4. 신도（神道）

신도는 신이 다니시는 길이다. 신도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제관 

중에 축함을 모신 찬의만이 갈 수 있다.

5. 어도（御道）

임금님과 제관이 가는길

6. 신계, 어층계, 제신목계（諸臣木階）

세종의 英廢과 효종의 學俊은 정자각의 동쪽에 오르는 계단이 세 곳에 설치되어 있다.

그 밖의 능은 정자각의 동쪽으로 오르는 계단이 두 곳으로, 신이 오르는 신계 북쪽에는 

제관을 위한 동계가 있다. 그런데 왜 이 곳의 정자각은 동쪽의 계단을 세 곳에 설치했을 

까.

추존왕 진종의 永陸, 영조의 원비인 정성왕후의 私II, 숙종의 명릉, 철종의 예릉, 이 

네 곳의 능지를 보면 임금이 친히 제사를 지내는 경우의 ‘친향배제위차도’와 친행이 아 

닌 경우의 ‘제관위차도’가 있다. ‘제관위차도’에는 정자각의 동쪽에 계단이 둘인데 ‘친 

향배제위차도’ 에는 셋으로, 신계의 남쪽에 나무로 만든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諸臣 

木階’ 로 기록되어 있다. 신계의 북쪽 계단의 이름은 동계가 아닌 ‘御層階’ 로 부르고 있 

다.「선정릉지」의 능행규식에도 ‘上께서 오르내릴 때는 향제석（신계） 우편에 있는 층계 

를 이용하고, 여러 신하들은 좌편의 보계를 이용한다.’고 하였으며,「광릉지」에도 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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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계를 설치한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친행시에는 신계의 남쪽에 임시로 계단을 설치하여 제관이 사용하고, 신계 

의 북쪽 계단은 왕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영릉의 경우에는 신계 양쪽의 

계단을 상시로 설치하여 북쪽은 왕이, 남쪽은 제관들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7. 정자각(丁字閣)

1. 세종2년(1420) 9월 16일 條

현궁에 입궁 직전까지 왕의 시신을 모시는 곳으로 처음으로 정자각이란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2. 정조 13년(1789) 7월 22일 條

‘오늘 날씨가 좋은데 정자각 터 닦는 일은 과연 시작했는가 정자각을 오른쪽으로 옮겨 

세우는 것이 지극히 온당하다.’

그러나 정자각이라는 명칭 설명은 어떤 책을 찾아 보아도 없다.

정자각은 정조 임금님께서 말한 대로 왕릉 봉분에서 보면 약간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 

다. 정남쪽에서 약간 오른쪽이 정자방향(丁字方向)에 속한다. 남향한 왕릉만이 정자방향 

에 정자각이 배치된 것은 아니다. 동향한 왕릉이든 서향한 왕릉이든 곡장 설명에 적용되 

는 상대향 시각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곡장 터진 쪽은 언제나 상대향으로 남쪽에 해당되 

기에 오른쪽으로 밀린 정자각은 어떤 왕릉이건 정자 방향에 자리하고 있는 정자각이 되 

는 것이다. 이렇게 상대향 정자 방향에 지어놓은 제각이 정자각이다. 이것이 정자각 명 

칭 유래다.〈장영훈 선생〉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발간한『조선왕릉』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정청과 배위청이 만난 모습이 고무래 ‘정(丁)’ 자를 닮았다 해서 ‘정자각’ 이라고 한다.

3. 정자각의 익실제도(翼室制度)

인조실록 인조 17년 (1639) 8월 10일 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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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It 세종대왕릉의 정자각을 줄여서 개수해야 한다는 예조의 건의에 따라 익실을 없앰.

4. 영조실록 4년（1728） 11월 26일 條

“근래의 익실 규례를 쓸 필요가 없으니 한결같이 구제대로 하라.”현종 임금님의 숭릉, 

경종 임금님의 의릉, 인조 임금님의 계비 장렬왕후 조씨의 휘릉, 인경왕후 김씨의 익릉 

4곳에 익랑이 있음.

8. 수복방（守候房）

세종 20년（1438년 3월 3일） ： 고려의 상소를 수복이라고 고침.

［경국대전 병전 잡류조］에 보면 수릉군 70명이 능침 청소와 땔나무 채취를 금지하기 

위해 지은 집을 수복방, 수직방이라고도 한다.

정자각 동쪽편에 3간의 집이 있고 능에는 능을 지키는 능군이 조선조 초기에는 100명 

이 있었다고 한다. 그 능군들이 숙직도 하고 업무도 보던 곳이라고 한다.

9. 수라간（水刺間）

「국조오례의」길례수가간「단묘도설」에 의하면 神麻（신주） 라고 한다.

궁궐에서처럼 왕께서 수라를 드시던 곳이 아니라 제례시 제물을 임시 보관했다가 정자 

각으로 옮긴다든지 식은 음식을 데우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10. 소전대（燒錢臺）

태조의 건원릉, 태종의 헌릉과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의 정릉에만 소전대가 설치 되어 

있다.「세종오례의」이전에는 왕릉을 조성할 때 산릉 

제도에 의하여 소전대를 능상에 하나 정자각 서북쪽 

에 하나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소전대의 사용처에 대 

해서 효종8년（1657） 1월 23일 예조에서 올린 다음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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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릉에는 축문을 묻는 구덩 이가 없고 매양 제사 뒤에 불에 태우니 다른 능의 예와 다 

릅니다.”고 하자 영돈녕 부사 김육이 말하기를 “다른 능은 모두 축문을 묻는 구덩이가 

있는데 이 능에만 없는 것은 그릇됨을 그대로 답습하여 예를 잃은 듯하니 친히 제사를 

행한 때에 새로 만들어서 축문을 태우지 말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고문준「향 

토 서울」조선왕릉의 능역과 성속의 구분）

• 태종16년（1416년 7월 17일）

또한 태종이 축문을 종이에 써서 판에 붙이고 제사가 끝나면 그 종이만 불태우라고 한 

내용으로 보아 소전대는 축문을 태우는 곳임을 알 수 있다.

11. 예감 （a素次）

국조오례의 길례에서 각 제향 절차에 따르면 천신에게 지 

내는 제사는 축문을 태우고, 도랑, 강, 바다의 신에게 제사 

지낸 축문은 물에 넣고 지신과 인신에게 지낸 제사 축문은 

묻는다고 했으나 영조 33년（1757） 5월 26일에 임금이 말하 

기를 명나라「대명집례」에서는 축문을 망료하였는데「오례의』에서는 망예한다고 하였 

으니 축문과 폐를 오래 쌓아 두는 것이 불결하므로 망료하는 의식을 정하고 정성왕후의 

혼전인 휘령전과 인원왕후의 혼전인 효소전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제향의 축문과 폐는 

예감 위에서 태우고 재를 묻도록 하였다.

영조 33년 1757년 10월 6일, 10월 10일 條

12. 산신석（山神石）

정자각 북동쪽에 있다.

［국조오례의 상례보편］ 권2 치장조에

石床 - 俗名 山神石 設於 丁字閣東北所以 三年內 2a店土者

석상 속명 산신석 설어 정자각동북소이 삼년내 사후토자

상석-속명 산신석은 정자각 동북쪽에 설치하고 3년간 후토신에게 제사한다 하고

［인릉산릉도감의궤］ 정자각 배설도에

山神石在東過三年撤退

산신 석 재동과삼년 철퇴

산신석은 동쪽에 있는데 3년이 지나면 철거한다. 하였다.

위의 글로 보아 산신석은 喪葬時（상장시）에 설치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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禪祭（담제）가 지나고 부묘하면 철거하는 것이다.

13. 왕릉의 신도비（神道碑）와 표석（表石）

비각에는 왕의 공적을 적은 신도비나 능에 모신 왕 또는 왕비의 표석이 있다.

태조의 건원릉, 태종의 헌릉, 세종의 영릉에는 신도비를 세웠다. 우리나라에 귀부이수 

신도비가 도입된 것은 661년 통일신라 태종 무열왕때 처음 들어왔으며 태종무열왕릉 이 

후의 신라 왕릉의 몇 곳에 현재 귀부이수만 남았고 비신은 없다.

이렇게 도입된 신도비는 고려조를 거쳐 조선조 태조대왕 건원릉에 처음 세웠고 세종의 

영릉은 예종 원년 1469년 3월 6일 여주로 천장하면서 묻혀 있던 것을 1975년 김구진 박 

사 발굴팀에 의해 발굴되어 현재 청량리 홍릉 세종대왕기념관 정문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다. 현재 능에 신도비가 있는 곳은 태조의 건원릉과 태종의 헌릉 두 곳에만 있다.

• 세조 2년 1456년 1월 25일 條

문종의 경우는 신도비를 만들었으나 세우지는 않았다.

세조 2년 1456년 1월 25일 문종의 현릉에 비석을 세우는 일을 논의 했는데 영의정 정 

인지는 문종께서는 나라를 다스림이 오래지 않아 별달리 기록할 만한 일이 없으니 비석 

을 세우는 것이 필요치 않다고 하고 좌의정 한확 등은 현릉의 비석은 이미 만들었으니 

세우자고 하였다. 결국 세조의 명으로 세우지 않아 문종 이후 신도비가 없다

14. 왕릉의 표석（表石）

세종의 신도비 이후 약 220년이 지난「현종 개수실록」27권 현 

종14년（1673） 8월 18일 송시열이 명선공주의 지석과 효종대왕 비 

석 건립에 관하여 논의하다.

「개수실록」27권 현종14년（1673） 9월 11일

현종은 김수흥의 주청을 받아 學陸（영릉）을 비롯한 기타의 능에 

표석을 세우기로 하였다.

모든 능의 표석은 영조대에 와서 건립이 완성된다.

表石 碑石의 朱漆

표석 비석 주칠

〔승정원일기］ 숙종3년（1677） 3월 2일 條 

禮會正郞鄭 民獸 포F&表石 朱紅改進去 

예 조정 랑정 민헌 영름표석 주홍개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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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3년 1677년 3월 2일 조에 예조정랑 정민헌이 효종의 영릉 표석에 붉은색을 칠한 

것이 오래되어 다시 칠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것으로 보아 표석이나 신도비에 주칠을 한 

것같다.

15. 잡상（雜像）의 종류

윤홍로 선생의『궁전건물 잡상』에는 다음과 같이

대당사부, 손행자, 저팔계, 사화상, 이귀박, 이귀룡, 마화상, 삼살보살. 천상갑, 나두토 

（상와도에 그림이 없음）가 있다.

윤홍로 선생의 해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당사부（손행자/선인） : 대당사부는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를 가리킨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봉황을 타고 천하를 주유하는 모습이다. 둘 다 

먼길을 보통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갔다온 사람이다. 삿 

갓을 쓰고 있다.

2） 손행자（손행자매/용） : 손행자는 온갖 조화를 부린다는 돌원숭이 손오공인데 중국 

의 경우 원숭이를 제일 뒤에 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에는 불교의 색채가 물신 나는 대당사부나 혹은 도교의 냄새 

가 나는 선인을 제끼고 손행자 즉 손오공을 앞세웠을 것으로 

추정해 본다. 그러나 조선말 잡상의 숫자가 많아지자 어 쩔수 

없이 손행자 즉 손오공 뒤에 손행자매를 하나 더 올렸을 것 

이다. 삿갓을 쓰고 있는 모습이 손오공과 자매를 이루고 있 

음을 한 번 보아 알 수 있다.

3） 저팔계（준견 - 웅크리고 앉은 개/봉） : 모양은 돼지 형상이고 삿갓을 쓰고 앉는다.

4） 사화상（준구 - 사자） ： 얼굴 모습은 사자 모습을 

하고 삿갓을 쓰지 않는 

다. 원래는 옥황상제를 

모시고 궁전에서 수렴지 

기를 했던 괴물이다.

5） 이귀박（줄개-천마） ： 생김새는 머리의 앞과 뒤에 뿔이 난 짐승이다.

6） 이구룡（악구-해마） ： 머리에 두 개의 귀가 있고, 입이 두 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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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화상（마룡-산예） ： 말의 형상을 한 서유기의 혼세마왕이다 이 모든 귀신들이 삼장 

법사에게 귀의했다.

8） 삼살보살（산화승-압어） : 삼살보살이란 재앙을 막아주는 보살이라는 의미로서 대당 

사부와 같이 인물상으로 표현된다. 두 손을 합장하고 무릎 

위에 팔꿈치를 받치며 허리를 구부려 앉은 모습이다.

9） 천산갑（해치） ： 머리 뒤통수에 뿔이 돋았고 등이 다른 잡상보다 울퉁불퉁 튀어 나왔다.

10） 나토두 （두우） : 그림（상와도）에 나와 있지 않으나 낙타의 다른 표현으로 보며 작은 

용의 얼굴 형상 또는 검붉은 곰의 형상이라고 한다.

11） 행십-원숭이 : 상화도에도 나와 있지 않고 중국의 명칭에만 나오는데 윤홍로 선생 

의 주장은 이것이 선인의 자리로 갔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자 

리에는 대신 새로운 잡상이 나타나지만 이것까지는 아직 이름이 밝 

혀지지 않았다.

渴 명칭차례 ［상와도 수리도감의궤］ 중국청대

- 궁중건물의 잡상 현황을 보면 （윤홍로 1993년도 P.170）-

잡상이 11좌 들어가는 것은 경회루 한 건물 뿐이고 잡상이좌인 건물은 덕수궁 중화 

전이다. 잡상이 9좌인 건물은 인정전과 남대문과 동대문뿐이며 잡상이 7좌인 건물은 근 

정전, 근정문, 인정문, 돈화문, 중화문, 함령전, 종묘정전, 장안문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건물에는 7좌의 잡상을, 보통은 5좌의 잡상을 올렸으며 특수한 경우에 

만 9좌나 刀좌의 잡상을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잡상을 3좌 올린 것은 규모가 작은 

것이다. 즉 왕이 행차하는 중요한 건물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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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仏 니니버리 M
배*』구리시, 개발 예정지역 향토조사 활동

구리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조사대상 지역 개관

3개 동의 개관을 언급하기 전에 구리시라는 명칭의 유래부터 살펴보자. 우선 ‘구리’ 라 

는 명칭은 1914년 3월 1일 부 • 군 • 면 폐합 때 부령（府令） 제111호로 당시 양주군 망우 

리면（忘憂里面）과 구지면（九旨面） 그리고 노해면의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구리면의 ‘구’ 

자와 망우리면의 ‘리’ 자를 합하여 구리면（九里面）이라 한데서 유래한다.

현 구리시의 옛 명칭은 구지（鎬旨 • 九旨）였다. 그 구지（鎬旨）라는 명칭이 처음 나타나 

는 문헌은 조선시대 지리서인『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興地勝覽）」이다. 이 책이 만 

들어진 시기는 조선 중기인 1530년인데 그 이전의 책에서는 구지라는 명칭을 찾을 수 

없다. 한편 18기년 간행된『경기읍지』의 지도에는 구지 ‘（九旨）’라 표기되어 있다. 즉 

‘구지’ 의 한자 표기는 ‘구지（a旨）’ 가 일반적이었지만 ‘구지（九旨）’ 라는 표기도 아울러 

사용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구지’ 의 어원을 살펴보면 육지가 강이나 바다로 돌출한 

지 역을 ‘곶’ 이라 하는데 구리지 역은 한강과 왕산내로 둘러싸인 곶으로 볼 수 있다. 곶이 

고지로, 고지가 구지로 변하여 이에 해당하는 소리를 한자로 ‘구지（鎬旨）’, ‘구지（九旨）’ 

라 표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 갈매동

구리시 갈매동은 지리적으로 경기도 구리시의 서북단에 위치한 곳으로 북쪽으로는 남 

양주시 퇴계원면, 남쪽으로는 서울특별시 신내동과 접하는 지역이다. 경 • 위도상의 위 

치로는 북위 37° 39' 50" 동경 127。08' 30"이다.

본 지역은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시와 접경을 이루고 있으면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 

로와도 인접하여 있다. 또한 최근 8차선으로 확장된 47번 국도가 남북방향으로 통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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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생활권역내 교통이 편리한 상태이다.

갈매동은 서울시 신내동에서 망우사거리와 능산 지하차도를 지나 47번 국도로 진입해 

서 보현사를 지나 갈매교 오른편에 자리하고 있다. 마을의 취락은 동구릉으로 이어지는

검암산을 배경으로 하여 구릉을 따라 펼쳐져 있으며, 그 중 마을 가장 오른편에 나지막 

한 도당산이 마을을 굽어보고 있는 모습이다. 갈매동의 앞으로는 갈매천이 흐르는데, 이 

것은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에서 발원하여 광주산맥 서측에 있는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흐르다가 토평동에서 한강으로 흘러드는 왕숙천의 한 지류로 약 2.5km, 폭31n의 작은 

하천이다. 따라서 갈매동 인근은 저수지나 보를 형성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해 과거에 

천수답으로 농사를 지어야만 했다.

본 지역의 지형은 완만한 구릉지대인 동시에 평지를 이루는 소규모의 분지 형태이며

서쪽 방향에서 동쪽 방향을 따라 점차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구리시 서 

북부의 산지는 태백산맥의 금강산 부 

근에서 시작하여 서울까지 이어지는 

광주산맥의 가장자리에 해당된다. 그 

중 갈매동의 동쪽을 감싸는 검암산은 

구리시의 산지 중에서도 가장 낮은 

177.8m로 아차산에서 수리봉으로 이 

어지는 능선에 위치한다.

갈매동을 비롯하여 사로동 • 인창동의 구리시 북부지역은 40〜 100m에 달하는 구릉지 

가 형성되어 있다. 구릉지는 언덕땅이라는 뜻으로, 배수가 양호하고 토양층이 두꺼워 과 

수원 등 밭으로 이용되고 저지대는 논으로 개간된다. 갈매동은 화강암이 기반을 이루는 

불암산 완사면의 일부로, 논보다는 주로 밭과 과수원 등의 농토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다.

구리지역은 1960년대 이래 서울이 팽창함에 따라 서울로 편입되지 못한 인구가 유입 

되면서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1991년에 택지개발이 시작된 이후로는 인구증가 

율이 전국과 경기도 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갈매동 

은 검암산을 사이에 두고 구리 시내와 떨어진 지역으로서 1990년대에 들어서는 인구감 

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구리지역의 각 동별 연령 구성을 살펴보아도 교문동 • 수택 

동 • 수평동이 0〜9세, 30〜39세의 연령층이 가장 많은 반면 갈매동과 동구동은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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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상의 고령층이 많다. 이는 교문동과 수택동이 주택지역으로 집중 개발된 반면 갈매 

동과 동구동은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노령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노령화 현상은 갈매동의 총 면적 3.95knf 중 3.36krf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것과도 관련이 있다. 구리시의 기타 지역들이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화과정을 겪고 있는 

것에 반해 갈매동은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채소농업과 창고임대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 

며 주민편익시설도 부족한 편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갈매동 일대는 구리 

시에 자리 잡은 작은 농촌마을이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농사를 주 생업으로 하여 각종 

농산물을 재배하면서 자급자족의 생활형 때문에 논농사와 벼농사 그리고 배 ' 사과나무 

재배를 주로 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자 정부는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과 자연환경 보 

존을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 3.36krf가 그린벨트로 지정되면서 현재까지도 구리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 주요생업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아도 논과 밭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편이다.

현재 마을의 경제수준은 높은 편으로 부촌에 속하며, 인근에서 기와집이 많은 마을로 

예로부터 소문난 곳이다. 더욱이 도시와 근접하여 편리한 교통을 바탕으로 구리 시내를 

비롯하여 남양주시 퇴계원면과 서울시 신내동 • 망우동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다.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때는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구리 내의 시장을 비롯하여 서울의 경동 

시장, 망우동 우림시장, 동대문 시장 등 목적에 따라 여러 시장을 다양하게 이용한다. 학 

교로는 47번 국도에서 갈매교를 건너 동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갈매동 내의 유일한 공식 

교육기관인 갈매초등학교가 위치한다. 이 학교는 1945년 설립되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한 학년당 1학급씩 편성되어 있다. 그 밖에 시립갈매어린이집과 우체국, 농협 2 

개소, 보건소, 갈매동 주민센터가 갈 

매동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갈매동의 행정구역은 9통 37반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특징 

적인 것은 갈매동 주민들은 갈매동을 

크게 1〜5통과 6〜9통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1〜5 

통은 자연지명이 도촌•안말•아랫 

말 • 정촌말 등으로 다시 나뉘어지지 

만 하나의 공동체（마을）로 인식되며,
〈갈매동 자연마을 지도 ②〉

36



6〜9통은 자연지명을 따라 담터라는 다른 하나의 공동체（마을）로 인식된다. 갈매동의 큰 

두 마을은 각기 따로 도당굿을 지내는데, 이 책에서 조사대상으로 삼은 경기도 무형문화 

재 제15호 갈매동 도당굿은 1〜5통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당굿을 일컫는다. 따라서 이후 

갈매동이라 지칭할 때는 1〜5통 지역에 한정되는 것임을 미리 밝힌다.

조사지 역인 갈매동은 마을 주위의 산의 모습이 칡과 매화와 같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갈매동 북북서 방향에 불암산이 있고 북동쪽 방향에는 진접의 테미산이 있다. 풍수지 

리적인 해설에 의하면 목마른 말이 화접리에 있는 샘말의 물을 먹는 형국인 ‘갈마음수’ 

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갈마가 갈매로 바뀐 것이라는 설도 있다.

자연 지명인 담터는 삼화농장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갈매동 6 • 7 • 8 • 9통 지역을 말 

하며 북쪽과 서쪽으로 둘러싼 작은 야산들이 마치 마을을 담으로 둘러싼 듯하여 붙은 이 

름이다. 범데미 혹은 범더미란 지명은 갈매초등하교 서쪽에 있는 마을로 갈매동 4,5통 

지역을 말한다. 옛날 서울로 넘어가는 고개에 범이 자주 나타났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에서 남양주시 퇴계원으로 가는 길가에 있다. 1950년대 

에는 길을 경계로 남쪽에는 2〜3채의 집밖에 없었으나 지금은 구리농협 갈매지소를 비 

롯하여 약 40여 호가 들어 서 있다.

섬말 （도촌, 島村）은 갈매초등하교에서 남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검암산에서 흘러내린 

냇물이 마을을 좌우로 둘러싸고 흘러 마치 섬과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가운데 섬 

말이라고도 하며 약 30〜40호가 모여 산다. 섬말（도촌）의 바로 위쪽부터 갈매1경로당 오 

른편까지는 과거에 정씨 일가가 모여 살았다 하여 정촌（鄭村） 또는 정촌말이라 한다.

그 외에 갈매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여 남쪽으로는 안말（양지말）, 북쪽으로는 아랫말, 

왼편 47번국도 쪽으로는 너 머말이라 부른다. 안말（양지말）은 안쪽에 위치하면서 양지바 

른 곳이고 아랫말은 아래쪽에 위치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너머말 역시 말 

그대로 저 너머에 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지금으로 보면 너머말의 위치는 마을의 

진입로 쪽이지만 과거에는 마을의 입구를 갈매1경로당과 갈매동 주민센터 사이에 위치 

한 큰 사거 리 부근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구리시 갈매동 도당굿」（2010, 조사보고서, 중앙대학교, 민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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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택동

수택동은 면적 11.54W, 인구 79,167명（2010년）이다. 왕숙천이 한강으로 흘러드는 낮 

고 평평한 지대에 자리하며, 남부에는 농경지가 많다.

수택이라는 명칭은 예부터 왕숙천이 범람하면서 만들어진 여러 개의 늪이 있어 수누 

피, 수늪이라 불리었다. 수택동지역은 구리시의 중심 번화가로 옛 마을로는 수누피, 검 

배, 이촌 등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형태를 찾을 수 없고 현대식 상가와 주거지로 변하였다.

1914년 양주군 구지면 수택리 • 인장리 - 평촌리 각 일부, 미음면 수변리 일부를 병합, 

수택리라 하여 구리면에 편제되었다. 해방 직후인 1945년 일제총독부의 지방관제를 그 

대로 계승하였다가, 대통령령으로 1973년 구리면이 구리읍으로 승격되자 수택리 명칭 

그대로 구리읍에 소속되었다가, 1979년 군 조례로 수택 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80년 

양주군에서 분리되어 남양주군 구리읍 수택리로 관할구역이 바뀌었다. 1986년 구리읍 

이 구리시로 승격되자 수택동이 되었다. 이 후 1996년 수택동이 수택1동으로 명칭이 바 

뀌고, 수평동（水t平洞）은 수택동, 교문동 일부가 수택2동, 그 외의 수택동 전 지 역과 토평 

동이 수택3동으로 분동되 었다.

수택1동은 교문동 동쪽과 토평동 북쪽에 있는 구리시 8개 행정동 가운데 하나로 예로 

부터 왕숙천이 범람하면서 만들어진 여러 개의 늪이 있어 수누피, 수늪이라 불려 왔다. 

북쪽으로는 남양주시로 가는 8차선 도로가 나 있고 동쪽으로는 왕숙천이 흐르고 있으 

며, 옛 마을로는 수누피, 검배, 이촌 등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형태를 찾을 수 없고 현대 

식 상가와 주거지로 변하였다. 수택1동은 구리시 최초의 상권이 시작된 ‘구리재래시장’ 

이 위치한 구리시의 상업 중심지로 최초의 택지개발이 시작된 곳이나 이 후 개발이 다소 

늦어 단독이나 연립주택이 주된 가옥형태를 띠고 있으며 뉴타운 지정에 따른 논쟁이 심 

한곳이다.

2010년 현재 면적은 1.58krf로人1 면적의 4.7%를 차지한다, 33통 220개 반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인구는 1만 825세대 약 25,298명이다. 망우리에서 돌다리를 지나 흐르던 

옛 물길이 왕숙천으로 나가는 관문인 수택배수펌프장이 있고, 구리초등학교와 수택고등 

학교가 있으며, 14개 소의 경로당이 있다. 짜투리땅을 이용한 쌈지공원 16개소를 조성, 

관리 중이며 자체 양묘장을 운영, 수택동 돌다리공원 등 4계절 쌈지 공원 및 가로화분의 

화초를 자체 공급한다.

수택2동은 구리시 승격 이후 급격한 도시화로 주택건설과 더불어 인구 유입이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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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 전형적인 일반 상업 및 주거지역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최근 도시 노후화와 주차공 

간 협소 및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지역으로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이 많아 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며, 생활의 영세성이 두드러져 사회복 

지서비스 수요가 크다. 뉴타운사업의 추진으로 복잡하고 낡은 도시의 이미지를 탈피하 

여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중이다.

2010년 현재 면적은 0.62W이며, 43통 249반으로 인구는 1,690시］대 29,079명이다.

학교는 없으며 15개소의 경로당이 있다. 

짜투리땅을 이용한 쌈지공원이 14개소 

있다.

수택3동은 토평동과 수택동 일부지역 

으로 구성되어 남쪽으로는 한강을 경계 

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길동과 인접 

해 있고, 동쪽으로는 왕숙천을 경계로 

남양주시 수석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음. 

특히 수택 3동은 1-2 택지개발('90)
〈수택동 자연마을 지도①〉

및 토평택지개발C 96)로 형성된 수도권 배후 주거도시로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지리 

적 여건 및 서울의 진입관문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인하여 서울 근교 최고의 주 

거지역으로 각광 받고 있다.

2010년 현재 면적은 9.34W이며, 33 

통 203반으로 인구는 9,362세대 약 

24,790명이다. 구리시환경사업소, 구 

리자원회수시설, 수택3동 배수펌프장, 

토평 배수펌프장, 토평 정수장등의 환경 

관리시설과 부양초, 토평초, 수택초와 

구리중, 토평중, 구리여중과 구리고, 

토평고, 구리여고 등의 학교와 장애인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과 15개의 경 

로당이 있다. 게다가 자체 양묘장을 활 

용하고 있으며, 쌈지공원 13개소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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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공원, 토평공원, 개맥이공원, 장자호수공원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3） 인창동

인창동은 구리시를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 북쪽에 있는 동으로 양주군 구지면 인장리에

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동창리（東倉里）와 인장리（仁章里）의 각 일부를 합쳐, 인장리 

의 ‘인’ 자와 동창리의 ‘창’ 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1973년 7월 1일 구리읍 인창리로 승격되었으며, 1980년 4월 1일 양주군 인창리에서 

남양주군 인창리로 편입되었고, 1986년 1월 1일 구리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인창리 일부 

와 교문리 일부를 통합하여 인창동으로 행정개편하였다. 그러나 법정 동은 인창동이지

만 일부가 동구동과 교문동으로 포함되 었다. 

12회의 통 • 반 개정에 따라 현재 40통 260 

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9,609세대 20,615 

명이 거주하는 인창동은 면적은 2.02krf로 

시 면적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기관 

및 시설현황은 수도시설 2곳과 배수펌프장 1 

곳이며 교육시설로는 초등학교 2개교와 경 

로당 23곳이 있다.（2010년 기준「시정백서』 

참고）

인창동의 특징은 첫째, 동구동과 인창중앙

헤마9）

에힙I

n

〈인창동 자연마을 지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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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을 사이에 두고 서울시계 및 남양주시계와 인접한 동일생활권을 유지하고 있다. 둘

째, 인창로의 개통으로 구리시 관문의 역 

할과 기존의 경춘대로, 건원대로를 통해 

교통의 요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셋째, 아름마을아파트 지역의 형성으 

로 지역공동체 성격이 강하고 기존 자연 

마을은 이웃을 배려하는 상부상조의 정 

신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뉴타운사업의 

추진으로 복잡하고 낡은 도시의 이미지 

를 탈피하여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계획 

을수립중에 있다. 〈인창동 자연마을 지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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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후기

〈갈 매 1조〉

구리시민이면서 서울특별시민으로 살아가는 마을이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담터 

마을 사람들이다. 이들은 그 옛날 중랑천 너머 땅들이 구리였을 때부터 아니 그 전 

부터 할아버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살아오신 분들이 아직도 살아 계신다.

지금의 구리시와는 많이 달랐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구리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전 

락한 지역의 한심함에 안쓰러워한다. 몇 년 후면 들어설 갈매동 보금자리 주택에 논 

과 밭을 빼앗길 것이다. 이젠 그들이 살던 집들마저도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순간 똑같은 아파트로 변할지 모를 처지에 놓여있다.

생의 전환점에서 몇 달만 살아보자고 보따리를 풀지 않았는데, 고생하며 지나온 

그 시절이 이제는 정이 들고 자식들의 고향이 되어서, 떠날 수 없다고 하신다.

마을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만난 엄경성 어르신의 수줍은 듯 미소지으며 말씀하시 

던 모습 속에서 담터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신작로인 봉대미 입구에서 별내면으로 

들어가는 큰 사거리로 난 길 때문에 그동안 농사지으며 오갔던 자신의 밭과 논이 적 

은 금액의 보상을 받고 허무해 하시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신내동에서부터 넘어오는 옛길을 따라 걸어오면서 새로 난 신작로와는 너무도 많 

이 달랐다. 우연히 발길을 따라 걷다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낯선 길에 접어들었는 

데 과거로 30년 세월을 점프한 마을이었다. 언덕아래 주인 없이 방치된 쇠락한 가 

옥, 1970년대 구리농협 갈매지점이 처음 시작된 점방이 옛 얼굴을 그대로 하고 창 

고로 사용되고 있었다. 높은 계단 위에 자리한 빨간 우체통의 지역우체국, 중간에 

나앉아버 린 느티나무, 길옆으로 죽 늘어선 작고 작은 가게들이 과거로 시간을 돌리 

고 있었다.

담터 술막길을 따라 들어서면 위풍당당한 조선 기와집들을 몇 채 볼 수 있다. 그 

옆에는 붉은 벽돌을 한 새집이 들어서 주인의 관심에서 벗어난 기왓골을 더욱 안쓰 

럽게 한다. 예전의 정미소건물, 담터농협 앞의 삼거리는 그 옛날의 영광을 잊고 싶 

지 않은 듯 아직도 당당하게 서있다. 두 명의 외국인 근로자는 버스를 기다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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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장에 서 있다.

구리시에서 20여 년을 살아오면서 갈매동이 예전에는 잘사는 마을이었다는 이야 

기만 들었지, 지금도 그 모습을 간직한 채 놀랍도록 발전한 구리시의 이름에 섞여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내게 2011년은 충분히 신선한 충 

격을 안겨 주었다. 주변이 아파트촌으로 변하여 담터가 그 안에 섬이 되어 버리는 

날이 멀지 않아 보여 속상하다. 위풍당당한 조선기와집이 그대로 이십 년, 삼십 년, 

백 년의 세월을 버티어 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본다.

- 오일순（조장）, 이미자, 황성희, 김준정 -

〈갈매 2조〉

핑크빛 벚꽃과 흰빛의 배꽃이 뭉게구름 아래 펼쳐져 갈매동을 더욱 멋지게 합니 

다. 마을조사를 위해 정남선, 조영숙, 정경일 선생님과 함께 갈매 2조라는 이름으로 

파이팅을 외쳐 봅니다.

갈매동은 갈매수목원과 갈매도당굿, 고택조사를 위해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 

다. 맨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3월 23일 맑은 날 두꺼운 외투를 걸치 

고 박명섭 향토사연구소 소장님의 도움을 받아 마을 어르신들의 사랑방인 갈매노인 

정에서 정영화, 안성봉 어르신을 뵈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을의 변화를 이야기하시는 어르신들에게서 추억과 아쉬움이 묻 

어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를 간직한 마을이 새로운 변모를 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안타까움으로 다가온 마을의 이야기가 갈매동 이영수 동장 

님, 조영기 주사님, 김재순 선생님, 윤헌이 어르신, 방원길 선생님, 이한진 선생님, 

진건고 서정훈선생님, 협동마을의 최복희, 최만식선생님의 추억과 삶의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불암산이 보이는 시베리아 초원 같았던 아름다운 설경이 펼쳐진 갈 

매동의 겨울을 이야기하시고, 어떤 어르신은 넉넉한 인심과 협동이 잘 되는 마을주 

민들의 정을 이야기하시고, 어떤 어르신은 황금들녘이 펼쳐진 기름진 농토를 가진 

갈매동을 이 야기 하시 기 도 하였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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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골목골목 사연을 간직한 갈매동에서 아이들의 군것질거리를 팔았을 추억의 

전방과 지형을 거슬리지 않은 낮은 흙돌담, 시멘트 벽면에 아름다운 수채화 한 폭을 

그려놓은 담벼락,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로를 씻어주며, 동네 아낙들의 넋두리를 간 

직한 빨래터의 발견은 갈매동을 조사하는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라져가는 흔적을 찾아 부족한 저희가 “안타깝다” “안타깝다”하면서 마을의 기 

록을 남기기 위해 역할을 다해 봅니다.

더위에 카메라 메시고 열심히 촬영하신 조영숙 작가님, 멋진 애마로 우리의 발이 

되어 갈매동을 누빌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정남선 회장님, 녹취기를 귀에 꽂고 갈매 

동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정리하신 정경일 샘이 있어 갈매 2조의 마을조사는 더욱 

빛이 납니다.

오래도록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한 폭의 그림으로 담겨져 갈매동을 회상하며 이야 

기보따리를 풀 수 있는 날을 기약해 봅니다.

아! 언제 다시 쪽빛 하늘 아래 펼쳐진 갈매동을 그려볼 수 있을까?

- 이형옥（조장）, 정남선, 조영숙, 정경일 -

〈수택 1조〉

구리시의 향토역사는 마을 곳곳에,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롯이 녹아 있었다. 

길가의 작은 시냇물이 모여 강물이 되고, 강물이 나아가 바다를 이루고 이 넓은 세 

상을 만들어 가듯이, 한 사람의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 마을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 

야기들은 한 도시의 독특한 문화와 어우러져 향토의 고유한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

어르신들이 들려주는 구리시의 옛이야기들은 마치 ‘조각그림 맞추기’ 처럼 하나하 

나씩 제자리를 찾아나가는 재미가 있었다. 어르신마다 서로 비슷한 이야기가 각기 

다른 사적인 경험에 빗대어 다른 이야기로 번져가는 과정이 흥미진진하기까지 하였 

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잊혀져가는 수많은 옛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도시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마을들은 옛 모 

습을 점차 잃어가고,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겠지만, 그 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훈훈 

한 이야기는 우리가 소중히 가꾸어 가는 한 사라지지 않고 더 긴긴 이야기로 이어져 

갈 것이다.

— 이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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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살았던 예전 사람들의 삶의 애환이 지난 이야기 속 은은한 커피향처럼 스 

치고 남을 이번 활동이 정해진 조사일정을 마쳤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제부터 시작인 것 같다. 전 시장님의 이야기도, 전 시의원님의 이야기도, 전 문화원 

사무국장님의 이야기도, 비록 인터뷰를 거절하셨던 어르신의 이야기들도 그들 삶의 

일부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금 그 모습이 되기까지 수많은 여정 속의 한 

부분이며, 그러므로 현재의 모습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기회가 되었다.

— 이해안 -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지 몹시도 막막하기도 했지만. 나 서태숙이 인 

터뷰 대상자의 섭외와 녹취를, 이해안 선생님이 지도표시와 녹취를, 이미나 선생님 

이 사진을 찍고 정리하고 김남신 선생님이 동영상과 내용 정리를 했다. 모두 열심히 

하셨다. 구리에 산 지 십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시내 지리도 잘 모르고 헤맸는데 

이번 기회에 많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구리의 과거를 많이 알게 되어 보 

람되고 좀 더 일찍 이런 활동을 했더라면. 우리의 선조들이 가지신 고귀한 옛 문화 

를 더 많이 보전할 수 있고, 또 후손들에게 알릴 수 있고, 또 물려줄 수 있었을 텐 

데…….

그리고 좀 더 여유롭게 긴 시간을 갖고, 많은 분을 찾아 뵙고 많은 이야기와 자료 

를 수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함께 하신 선생님들 수고하셨고 이런 기회 

를 주신 문화원에도 감사드린다.

— 서태숙 -

향토조사활동으로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모래와 자갈의 불모지, 이무기가 나온다 

던 습지가 어느 날 택지개발로 도로가 생기고 인공제방을 쌓아 대규모 아파트단지 

들이 들어서게 되는, 현재의 모습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살아있는 추억의 이야기 

들을 생생한 증언들로 기록할 수 있었다.

계획된 활동기간은 마치게 되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로 인하여 

구리지역 향토자료 조사의 중요성을 더 알게 되었다. 지속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하 

며, 계속 내용이 추가되어 사라져가는 우리 지역의 옛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아 보 

전되기를 기대한다.

- 김남신（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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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택 2조〉

수택 2조에 속한 조사원이 구성되고 처음 박명섭 소장님과 조사지역을 돌며 대략 

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향토사 2년차인 나로선 매우 흥미로운 마음으로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긴장이 

되기도 했다. 조원들에게 각자 맡아야 할 일들이 정해지고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을 돌며 우선 부동산중개사사무실에 들러 지역의 지도를 부탁했는데 민감한 반 

응을 보였다.

뉴타운 지역으로 공시된 마을주민들께서 찬성하는 쪽과 그 반대 입장으로 주민들 

의 의견도 양분되어 있는 듯했으며 향토조사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 

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냉담하였다. 조사대상자이신 주종 

태님과 상록회관 수늪（수택동의 옛 이름）향우회 사무실에서 만남을 가졌다. 수택동 

아랫마을은 장마철이면 어김없이 물에 잠겨 벌말은 섬이 되고 헬기가 동원되어 고 

립된 주민들을 구조했다는 이야기 등 수택동의 유래와 지난 과거사를 풀어 내셨다.

지금까지 수늪 향우회에서는 지역에 내려오는 문화유산을 지켜내려 애쓰는 모습 

이 감동적이었으며, 수택동에도 원주민은 많지 않았다.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 도 

당굿이며 산치성을 반대하는 주민 탓에 간소화되어 매년 음력 10월 1일 저녁7시〜9 

시 30분경까지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 외 이춘식님, 한철수님, 맹귀남님, 이완석님과의 만남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 

을 수 있었다.

특히 이완석님의 개인사가 무척 흥미로웠다. 젊은 시절 구리시에 터 잡고 사시며 

1968년 광복절에 고 박정희대통령이 제창한 새마을운동으로 1969년 10월에 초대 

새마을지도자로 임명된 후 그분의 활약상은 대단하신 듯하다. 지난 세월의 이야기 

들을 일기장에 모두 기록해 두셨고 곧 책을 엮어 세상에 선보일 계획이라며 초고를 

끝낸 원고를 보여주시기도 했다.

조원 5명과의 향토조사활동은 나에게도 뜻 깊고 보람되었으며 내가 살고 있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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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대한 역사와 야사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전해져 내려오는 이 

야기들을 알아가는 재미 또한 컸다.

전문성을 가진 역사학자들의 눈에는 우리의 활동이 수박 겉핥기 정도의 미미한 조 

사였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역 향토조사활동 참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본다.

- 김명희（조장）, 송기범, 손미례, 박금자, 이정화 -

〈인창 1조〉

향토자료조사를 하면서 우리 고장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여러 어르신을 만나 뵙고 

직접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리시와 살고계신 마을의 변화 과정을 들을 수 

있어 무척 좋았다.

구리의 발전을 이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갖 

게 되었으며 6 • 25전쟁의 이야기 중에서도 9 • 28 수복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했다.

특히 전홍선 어르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구리시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심에 감탄을 

했고 구리에서 대학 다닌 분들 중 어르신의 도움을 받은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와 형 

편이 어려워 장례를 못치를 경우 그분 댁 앞에 시신을 두면 장례를 치러주었다는 이 

야기에 그 어르신의 공덕에 감탄하면서 전홍선 어르신의 생애사를 적지 못함이 매 

우 아쉬웠다.

인터뷰를 하신 어르신（전홍선님, 최태식님, 김학운님）께서는 구리 전체에 대한 이 

야기와 중랑천 이주민과 왕숙천 이주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다. 그중에서도 서울 

중랑천 범람으로 이주해 오신 분을 길에서 우연히 인터뷰하게 되어 이주연도와 이 

주하게 된 이유, 정착한 마을이 새마을로 불리게 된 사연을 듣게 되어 조원들의 기 

쁨은 최고였고, 이것이 향토조사의 보람임을 직접 알게 되어 매우 좋았다.

그러나 아직도 동구릉의 소유지에 거주하는 분들은 인터뷰를 꺼리며 경계하는 모 

습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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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지（九里市誌）에 딸기원이 한 줄로 기술되어 있었으나 이야기가 많은 곳임을 

알 수 있었고 지금은 재개발을 위하여 3개의 추진위원회가 간판을 달고 있어 추진 

위원들 간의 신경전으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주민들도 분열되고 지분 쪼 

개기까지 하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 아팠다.

딸기원의 모습은 아직도 좁은 골목에 산비탈을 따라 예전에 지어진 집들로 마을 

이 형성되어 있어 1970〜1980년대로 돌아 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시간이 지나면 

마을은 예전 모습은 없어지고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선다. 인창동의 주택은 이젠 

마을 뒤에서나 볼 수 있고 이야기가 있던 길이나 고개, 마을은 모두 사라지고 있다.

이번 향토조사를 통하여 구리의 변천사를 알게 되었고 지명의 유래와 더불어 구 

성원들도 알게 되어 보람이 있었으나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어디로 이주하실까’ 

하는 안타까움과 좀 더 정비가 된 깨끗한（?） 구리를 생각해 본다.

- 이면옥（조장）, 김순희, 신윤아, 임정연 -

〈인창 2조〉

2011년 사업으로 향토지명유래 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무엇부터 시작하여야 할지 

막막하였다. 그러나 주혁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방향을 잡고 조사할 지역을 정하면 

서 조원들이 구성되었다. 조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열심히 조사하고 보니 보 

람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인창초등학교 주차장에서 김종경씨를 만나서 이곳이 조선 19대 숙종의 후궁인 귀 

인 김씨의 묘가 있던 곳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서삼릉에 태실을 모아 둔 곳 옆에는 

전국에서 모아둔 왕실 비석과 묘가 있다. 그 중에 구리시에서 온 것이 있다는 이야 

기를 듣고 찾아보며 신기해 하였는데, 그 비석에 주인이 있던 묘자리를 보니 감회 

가 새로왔다. 김종경씨가 묘를 천장할 때의 모습을 회고하며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 

셨다. 지금 문화재청에 가면 그때의 자료를 찾을 수 있다고 하셨다.

박소장님과 인창동을 다니며 들은 얘기로는 옛 물길은 그 주변에 살던 분들이 묵 

을 만들어 팔면서 물빛이 빨강색이었다고 한다. 첫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며 희망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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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살았던 모습이 가슴 뭉클하게 하였다. 물길을 따라 걷다보니 응달말에 도착하 

였다. 옛날에는 한양대 병원 뒤 응달말에는 공동묘지가 있었고 후에 갈매동으로 이 

장되었다고 하셨다. 미역고개로 가는 길은 재개발반대 시위를 하는 글귀가 적혀 있 

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지금 인창동 주공아파트 자리가 석바대라고 불리던 곳으로 

돌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배탈고개를 지나며 이곳이 미나리밭이어서 질척댔다는 

말과 함께 양지 말을 둘러 보았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김범창씨와의 만남을 통해 최촌마을이 간촌이라고 불리었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간촌향우회가 있다며 수첩까지 주셨다. 동구릉에 나무하러 

다니시던 소로길의 이름을 알려 주시고 함께 답사도 다니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동구릉의 새로운 모습을 알려 주셨다.

양지말에서 사셨던 손명렬씨는 구리시 향우회 사무실에서 만나 향우회에 관련된 

사업을 듣게 되었고 자신이 일하던 극장에 관한 것과 고래실논을 알려 주셨다. 구 

리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다.

인터뷰를 하고 나니 구리시의 지명유래만이 아닌 이곳에서 사셨던 지역 주민들의 

삶을 알아가는 기쁨을 느꼈고 지역의 발전과 보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인터뷰에 미숙한 우리들에게 끝까지 이야기를 

해 주시던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 이정원（조장）, 김미숙, 김지희, 최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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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아차산3층석탑 파

計'斗뇨6=

사진 김응주

劇a—  ■ 

아지 정 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05호

⑨ 소재지

경기도 구리시 아찬동 산54 임（林）

아연 혁

- 2007.09.03.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05호로 지정되었다.

- 가람의 일부로 존재한다기보다 석탑 자체가 독립적으로 별도의 장소에 자리하고 있 

다. 모양과 제작수법으로 볼 때, 고려 전기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일시 

적으로 성행한 백제계 석탑이다.

- 1952년 무렵 무너졌다고 전해지며, 1996년에 복원하였다.〈이하의 내용은 1996년 

아차산삼층석탑 복원공사의 설계서에 수록된 내용임〉

-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탑이 무너진 시기는 1952년 쯤으로, 그 당시 이 탑 밑에서 

자기로 만들어진 탑지석（塔誌石）이 발견되었으나 지금은 그 내용과 행방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다고 한다.

⑩ 주변현황

- 해발 175미터에 위치하며, 너럭바위 위에 존재하여 배수는 원활한 편이며, 지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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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양호한 편이다.

- 절터로 추정되는 장소로부터 동쪽으로 약 20〜30미터쯤 떨어진 나지막한 바위산 

정상에 위치해 있는 이 탑은 현재 도괴된 채 탑 부재들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점과 아차산 능선 사이에 낮게 솟은 바위산 정상인 이 곳은, 어 

느 지점에서도 우뚝 솟아오른 탑을 조망할 수 있다.

- 동쪽으로는 한강방향으로 시계가 탁 트여있어 통풍과 일조량이 좋으며, 남쪽으로는 

등산로상의 주 출입구에 해당되며, 아차산 능선과 연결된 계곡부와 연결되지만, 계 

곡은 대부분의 시기 동안 건천으로 머물러 있어 습기의 영향은 비교적 적음. 단, 서 

쪽과 북쪽은 나무가 빼곡한 숲과 연결되어 있어 석탑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 석탑의 남쪽 측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⑨ 대상 현황

- 구조 : 단층의 기단 위에 세워진 3층 석탑이다. 기단은 한 개의 돌로만 구성되어 있 

고, 두터운 기단 뚜껑은 2단의 괴임대로 몸돌을 받치고 있다.

- 몸돌과 지붕돌로 이루어진 탑신부가 3증이며, 지붕받침이 2〜3단이다. 2증 지붕돌 

의 아랫면은 2층 몸돌을 끼워 맞출 수 있도록 면석 표면에 홈을 파두었다.

- 각 지붕돌 네 귀퉁이 전각에는 작은 구멍이 있어 이곳에 풍경을 달았을 것으로 짐작 

된다.

〈이하의 내용은 1996년 아차산삼층석탑 복원공사의 설계서에 수록된 내용임〉

- 현재 이 석탑은 완전히 무너져버려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지만, 남아있는 탑 부재 

로 보아 3층석탑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여러 석탑 부재 가운데 유일하게 원래의 자리에 놓여있다고 생각되는 지대석은 가 

로 155cm, 세로 150cm 크기로 거의 정방형에 가까우며, 거칠게 다듬어져 있다. 두 

께가 23cm에 달하는 지대석은 들추어진 채 돌로 괴어 놓았는데, 밑부분의 바위면 

에 T자 모양의 구덩이가 파여있는 것으로 보아서 탑지석과 기타 장치들을 이곳에 

봉안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실제로 탑지석 역시 이 곳에서 발견되었다 함은 이 

를 잘 입증해 준다. 따라서 이 지대석은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처음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하겠다.

- 지대석에서 동쪽 아래로 굴러 내려가 있는 기단갑석은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145cm인 정방형으로 변의 일부만 깨어져 나갔을 뿐 완전한 형태이다. 완만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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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낙수면 처리에 1단의 턱과 탑신괴임을 마련하였는데, 탑신괴임은 가로86cm, 세 

로 85cm이다.

- 그리고 이들 부재 외에도 바위 오른쪽으로 굴러서 흩어져 있는 것들로는 옥개석 3 

개와 탑신석 1개, 기단 중대석 모서리로 추정되는 ‘寸 자 모양의 석재가 1개 있다.

- 이들 가운데 1층 옥개석으로 추정되는 지붕돌은 60cm 두께의 한 장 돌로 만들었으 

며, 가로와 세로 모두 140cm로 정방형을 이루고 있다. 지붕의 낙수면이 완만하고 

네 모서리가 약간 치켜 올라가 경쾌한 맛을 풍겨주는 지붕돌의 옥개받침은 3단으로 

나머지 옥개석에 비해 다소 육중한 편이다.

- 이에 비하여 두께가 37cm로 얇아진 2개의 옥개석은 각각 옥개받침의 수가 2단으로 

줄어들고, 옥개석의 크기 또한 작아진 것으로 보아 2층과 3층의 지붕돌로 판단된다.

- 지붕돌 역시 전체적인 형태는 1층 옥개석과 같이 한 돌로 만들었으며, 낙수면의 경 

사가 완만하여 다소 납작해졌지만 모서리의 반전으로 경쾌함은 잃지 않고 있다.

- 3층 지붕돌로 간주되는 또 하나의 옥개석은 심하게 깨어지고 형태를 잃어버려 정확 

한 크기는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2층 옥개석과 마찬가지로 37cm의 두께에 2단 

의 옥개받침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수면의 경사나 네 모서리의 반전처리 또한 

같아서 전체적으로는 경쾌함을 유지하고 있다.

- 이들 부재와 함께 유일하게 남아있는 탑신석은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각각 56cm로 

정방형을 이루고 있으며, 탑신의 네 모서리에는 각기 모서리 기둥이 모각（돋을새김） 

되어 있다. 이 탑신석은 한 변의 길이가 56cm로 옥개받침의 한 변이 60cm를 이루 

고 있는 2층 지붕돌과 거의 근사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탑신 

석은 2층 탑신석이 아닐까 생각된다.

- 한편 1층 옥개석 옆에는 ‘-1’자 모양의 석재편이 놓여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형태상 

으로 미루어 보아 이 부재는 아마도 두 장의 돌 또는 네 장의 돌로 이루어진 기단부 

중대석의 모서리 부분이 아닌가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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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 민속문화（民俗文化）

아幻종 우I기내대종己사

조사 : 2002년

보관 ； 국회 전자도서관

우미 내마을은 지도상으로는 아천동으로 되어있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교문 1동으로 

되어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4년에 양주군 구지면 지역을 구지면의 이문동과 백교리 전부, 인장리 일부를 병합 

하여 교문리라 하고, 아치울과 우미천리 전부, 토막리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아천리라는 

지명으로 구리면에 편제하였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3호로 구리면이 구리읍으로 승격되었고, 1980년 4월 

1일 법률 제3169호로 양주군 구리읍이 남양주군 구리읍으로 분리되었다. 1986년 1월 1 

일 구리읍 교문리가 구리시 교문동으로 승격되었고, 1995년 3월 13일 구리시 교문동이 

지금의 교문1동과 교문2동으로 분리되었다.

법정동으로는 교문동이고, 교문2동은 행정동이다. 1986년 1월 1일 구리읍에서 구리시 

로 승격에 따라 아천리와 교문리가 합쳐져 행정동 교문동이 되었으나, 1995년 3월 13일 

교문동 일부와 아천동 전 지역이 교문1동으로, 그 외의 지역은 교문2동으로 개편되었다.

현재 우미내마을의 입구에서 마을의 명칭 기원을 알 수 있는 비석을 발견하였다. 그 

비석에는 “우미내마을은 마을 주위의 산이 바위산임에도 불구하고 소나무가 잘 자라고 

베어내도 움이 잘 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온다. 또한 우미내 계곡이 소의 

꼬리처럼 가느다란 모양을 하고 있어 한편 우미천（牛尾川）이라 하였다고 한다.

1912년에 발행된「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우미천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라 

고 쓰여 있다. 우미내에는 지금까지 마을에서 모시는 공동체 신앙으로서 서낭당이 존재 

하고 있으며, 여기에 ‘장자못설화’까지 결부되어 있어 전형어'^버넝신앙의 양상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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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다.

1） 제명

서낭제

2） 당명 및 형태

서낭당이라 하며, 우미내마을 입구에서 검문소를 바로 지나, 구리시에서 워커힐 쪽으 

로 가는 비냥고개（혹은 서낭고개라고도 부른다）를 넘어가는 도로 오른쪽 녹지에 조그만 

당집이 있다. 서낭당 위로는 금줄이 처져 있고 금줄 사이사이에는 지전（紙錢）이 꽂혀 있 

다. 당집 위 부분에는 적색 • 백색 • 녹색 • 황색 깃발이 꽂혀 있는데, 황색 깃발은 깃대가 

꺾여 있었다. 검정색 깃발은 보이지 않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깃발 색깔로 보아 오방색 

（五方色） 깃발을 모두 갖추어 꽂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신격 및 신제

상반신만 있는 여자의 흉상（胸像）으로, 본래 있던 것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들에 의하여 

한강에 버려졌으며, 현재의 것은 10여 년 전에 새로 만들어 모신 것이다. 현재 당집을 

짓고 그 안에 석상을 모셔 두었다. 여자의 흉상은 이곳에 있는 장자못의 설화에 나오는 

부잣집 며느리의 상으로 전해지고 있다.

4） 제일

마을 ‘대동고사’는 매년 음력 10월 초사흘 안에 벌어진다. 혹 마을에서 초상이 나거나 

부정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한 달을 연기해서 음력 11월에 한다. 날짜를 정하는 것은 음 

력 섣달 그믐께쯤 잡아둔다.

5） 제주

제일 5일 전에 생기복덕（生氣福德）을 보아서 깨끗한 사람으로 제주（祭主）를 정하고, 제 

주를 중심으로 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도와주면서 대동고사를 드린 

다. 지금은 보통 마을 통장이 제주를 겸하고 있다. 보통 대동3^마을 토박이들중심

Z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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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치러지고 있는데, 제주를 비롯하여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 

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만은 참여가 허가되지 않는다. 일단 제주로 선정되면 개고기를 

먹지 않으며, 상갓집에도 가지 않는다. 제일 전에 출산이 예정된 여자는 마을 밖에 나가 

서 출산을 해야 한다. 현재에는 대동고사의 전통이 많이 약화되었으나, 금기만은 엄격하 

게 지키는 편이다.

6） 제비（祭費）

각자 정성껏 낸다. 적게는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내며, 외지인들도 참여하고 

있으나, 동네에 살더라도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일체 참여하지 않는다.

7） 제차（祭次）

옛 장영자 별장 앞 오른쪽 산비탈에 있는 도당나무에 치성을 드리고 난 후, 서낭당으 

로 옮겨서 서낭제가 치러진다. 축（祝）은 따로 읽지 않고, 먼저 대동소지를 올리고 그 다 

음에 집집마다 개인소지를 올린다. 소지 올리기가 끝나면 보통 제주의 집에 모여서 올렸 

던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마을 일에 대하여 논의를 한다.

이때 제주를 비롯하여 서낭제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부정 

한 사람은 스스로 불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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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 열정으로 내일의 꿈을 가꾸는’ 

구리시 인창초등학교를 찾아서

교장 신 재 옥

인창초등학교는 구리 인창동 546-9번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1921년 5월 17일 개교 

하여 9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바르게 슬기롭게 튼튼하게’ 라는 교훈아래 2012년 10 

월 현재 660여 명의 학생과 60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91년 오랜 전통과 역사 위에 훌륭한 동문이 많이 배출되었으며 구리시 관내는 물론 전 

국적으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예술분야에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을 위한 활약이 

대단하다. 그 동안 학교의 주변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이 많이 떠나고 환경적

되었다.

으로 아직 정비되지 않아 어수선하여 신시가지의 새 

로 지은 학교와 대비되는 가운데 약간의 침체기를 거 

1= 치는 동안 과거의 지역 명문 학교로서의 위상이 떨어 

진 것이 사실이다. 인창초등학교는 이에 새로운 교육 

죠€뿨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학교의 전통을 되찾기 위한 자 

구책으로 전교직원이 합심하여 혁신학교를 택하게

2010년 시작된 혁신학교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 속에 지역 유지는 물론 또한 학부모들 

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약 10： 1의 경쟁을 뚫고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혁신학교로 지 

정받게 되었다. 또한 학교시설이 너무나 노후 * 

되어 지난 1년 반 동안 가사실, 법교육실, 음악 스 ； 

실 등을 신설하고 본관 화장실 신축, 체육관 ： -, 

리모델링 그리고 숙원이던 급식실 및 다목적 ‘ /；■ 

용 식당을 이번에 예산지원을 받음으로써 거 \

의 대부분의 시설이 이제 다른 학교 못지 않은 UH 
현대식 시설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

이제 인창교육은 과거의 ‘한줄세우기 교육’ 으로 인한 지나친 경쟁교육의 부작용을 타 

파하고 배움의 의욕이 학생들 가운데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배움중심 수업으로의 변화 

와 교사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학교문화의 변화는 지금 인창초등학교의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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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으며 학교에 오는 것을 행복해 하는 교육으로 변화되고 있 

다. 교사들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받기에 과거 교장 1인 권위주의로부터 해방되어 교 

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위임 받아 자기 책임속에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전교생이 저마다 꿈을 키워 갈 수 있는 소 

양과 자긍심을 갖추도록 돕는 일에 힘을 쏟고 있으며, 자기 주도학습 공책 '스터디 플래 

너’를 통해 성장을 확인하고, 보충할 점을 찾도록 이끈다. 또 중간놀이 시간 활용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고 우정을 쌓아 가도록 뒷받침한다. 여기에 동아리 활동, 주제통합 교육과 

정 운영, 책 읽어주기와 아침 20분 독서하기 등 알맹이가 꽉 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더불어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인창초등학교의 교 

육 활동을 좀더 자세히 소개한다.

〈'스터디 플래너'와 '달적이', '늘품적이-〉

인창초등학교 전교생은 꼭 해야 할 일, 내가 

읽은 책 기록하기, 알림장, 건강 줄넘기 등을 

아우른 '스터디 플래너 (Study Planner)’를 늘 

활용한다. 이 '생각의 씨앗’ 노트는 저 ' 중 ' 고 

학년별로 내용이 약간 다르다. 3〜4학년의 경 

우는 책 읽기, 플래너 쓰기, 학습계획 등 하루 

동안 꼭 실천해야 할 공부와 목표를 꼼꼼히 세

워 기록한 다음에 차분히 실천으로 옮긴다. 1〜2학년은 건강 줄넘기 실천 여부, 선생님 

이 읽어 준 책 제목과 떠오르는 말 한 줄로 표현해 보기 등을 차곡차곡 기록한다.

이렇게 목표 달성을 위해 날마다 해야 할 일을 적어, 이에 맞춰 생활하며 실천력과 자 

기 관리능력을 키운다. 수준에 맞는 계획을 세워, 자신의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계 

획의 실천 여부는 담임교사와 학부모에게 점검 받는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는 자녀의 성적표 '달적이'를 월 1회 받는다. 이 성적표는 단순히 점 

수를 기록한 데에 그치지 않고 국어와 수학 등 교과의 단원 및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가 

꼼꼼하게 적혀 있다. 계절학교 결과물, 자유탐구활동 결과, 어린이의 특기사항도 빠짐없 

이 안내된다.

학부모들은 이를 읽고, 담임교사에게 감사 및 부탁의 말을 적어 보낸다. 연 2회 주어지 

는 '늘품적이'에도 개인의 교과학습 발달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결과와 종합의견이 나타 

나,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린이가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구실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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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놀이 30분에 학력 • 체력 '쑥쑥’〉

인창초등학교의 특색 가운데 하나는 80분 수업에 30분 휴식으로 이뤄진 '블록수업제’ 

이다. 이 제도는 40분 수업에 10분 휴식이란 기존의 틀을 깨고, 수업목표에 따라 과제를

풀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주고, 쉬는 시간까지 교육 

적으로 알차게 쓸 수 있게 운영에 여유를 둔 것이다. 

이런 결과 서로 밝게 어울리고 뛰노는 가운데 양보심 

과 배려심, 공동체의식을 갖게 되고 인성까지 달라졌 

다고 한다.

이 수업제가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오전에는 

국어와 수학 등 주지교과 중심, 오후에는 미술 등 예 

체능 활동영역 중심으로 시간표를 배정하고 있다.

〈학교문화와 교육과정, 업무시스템 바꾸기〉

"어린이들에게 경쟁보다는 협력과 창의의 가치를 가르친다."

인창초등학교는 작년 3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혁신학교로 지정된 뒤, 크게 세 가지 

를 바꿨다. A학교문화 A교육과정 八업무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모든 교사가 자율권 

을 가지면서 어 린이들을 가르치는데 보람 있어 하고 행복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데 초점 

을 맞췄다.

첫째, 수업중심의 학교문화 갖추기. 이제까지 모든 교사가 나눠 맡았던 행정업무를 전 

담자가 맡도록 해 오로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했다. 또 안에서만 거의 이뤄지는 교 

실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밖에서 하는 문화체험활동을 많이 펼치게 돕고 있다. 이렇게 

1년 동안 실시해 탄생한 결과물도 여럿이다.

스몰스쿨（Small School） 제도가 그 하나로, 바른스쿨（1〜2학년） - 슬기스쿨（3〜4학 

년） • 튼튼스쿨（5〜6학년）로 나눠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단순히 학년만 구분해 놓은 

게 아니라, 주제별로 통합교육이 수시 

로 또 알차게 이뤄진다.

둘째, 창의지성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변화를 들 수 있다. 인창교육과정 

은 교과서 중심에서 탈피하여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범교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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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예로 작년, 5학년은 사회과 ‘일제 36년 강점기’ 단원의 

내용을 연극수업화하여 연극강사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이 스스로 대본을 쓰고 역할을 

나눈 후 연습을 하고 구리시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회관을 대여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7개 반 모두 연극을 공연 

하였다. 또한 금년 5월에는 1,2학년이 

전래동화를 소재로 뮤지컬화하여 이 역 

시 연극강사들의 도움으로 대본쓰기, 역 

할정하기, 연습하기, 공연하기의 순으로 

많은 학부모를 초대하여 공연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수업의 변화는 학생들에 

게 직접 체험하는 수업을 통하여 오랫동

안 머리와 가슴에 남아있는 교육이 되었으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도 또한 남겨 주었다 

고 본다. 혁신교육은 야간 체험교육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만큼 교사들의 자발적인 열 

정이 넘쳐난다. 별자리와 달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 야간에 운동장에서 학부모와 학 

생들이 돗자리 수업을 하였다. 힐링캠프를 기획하여 4학년 전체와 6학년이 1박2일로 학 

교에서 하룻밤을 교사와 지내며 혹시라도 닫혔던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리고 

교사와의 좀더 가까운 레포형성을 위한 수업을 금년 9월과 10월에 각각 3회 실시하여 

학부모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스스로 체험하고 깨닫는 교육을 위해 농사 체험을 하 

고 있으며, 쓰레기재활용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가서 그쪽 직원들과 같이 쓰레기 분리수거 체험을 하는가 하 

면, 우리 마을의 유래를 알고 마을의 실태를 파악한 후 우리 마을과 학교와의 동질성을 

인식하여 마을의 교육장화, 학교의 울타리 벗 

어나기를 위해 마을 프로젝트를 구리시청으로 

부터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아 지금 운영하고 있 

다. 11월 중순에는 문화운동회（가칭）를 통해 전 

교생들이 그동안 마을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결 

과물을 전시하고 발표하고 공유하는 문화의 장 

으로 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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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힘, 보이는 동아리 활동과 다모임〉 fw드

인창초등학교는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도전적이며 열정적으로 소질과 

적성을 계발함에 노력하도록 교사가 이끌어 주는 데 

힘을 쏟는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동아리활동

’5020’이다. 20명씩 50개의 동아리가 활동한다는 뜻으로, 이 시간에는 댄스, 난타, 축 

구, 탭댄스, 저글링, 합주, 합창, 밴드 등의 동아리가 저마다의 색깔에 맞춰 소질과 적성 

계발에 힘을 쏟는다.

특히 작년 10월 15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인창 90년, 거 인의 꿈’을 주제로 

동아리활동 자랑의 시간인 어울림 축제를 개최해 학교 안팎에서 큰 박수를 받았다.

'다모임'도 인창이 자랑하는 어린이 자치활동 프로그램이라 할 만하다. 학급별로 한 주 

에 1회씩 이뤄지는데, 잘된 점을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 복도에서 뛰는 것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포스터와 피 

켓을 제작해, 복도에서 조용히 하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학부모들도 학년별로 '다모임’ 행사를 정기적으로 갖고 자녀의 자기 주도 학습, 

자존감 높이기, 교육과정 평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더 나은 학교교육에 힘을 보태 

고 있다.

〈어린이들보다 더 공부하는 교사들〉

"교육의 중심은 교사가 되어야 하며, 혼자보다는 여럿이 힘을 모을 때 더 다양하고 새 

로운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다." 는 생각으로 인창초등학교 교원 모두는 교사의 제1 덕목

인 최고의 수업을 위해, 교직의 전문성을 높이 

기 위해 연중 끊임없이 노력하고 스스로를 채 

찍 질한다.

여기에는 좋은 수업기술로 창의성이 뛰어난 

인재로 키우고, 바르고 건강하게 키우는 것까 

지 두루 포함한다. 이를 위해 인창초등학교는 

교과연구회 조직, 수행평가 위주의 평가, 수업 

컨설턴트 채용 등 색다른 교육 프로그램과 연수를 연중 실시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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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는 게 '교사 나눔의 날'이다. 교사들은 매주 화요일 오후 바른 • 슬기 • 튼튼스쿨의 선생 

님들끼리 한 자리에 모인다. 여기서는 다음 주 가르칠 교과 내용과 앞선 수업의 문제점, 

해야 할 일, 평가방법 등에 대해 오랜 시간 진지하게 협의한다.

1〜2학년（바른 스쿨） 담임 교사들은 매일 아침 8시 40분부터 어린이들에게 그림책과 

동화 등을 읽어 준다. 이때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책을 읽게 

한 다음 글쓰기, 놀이체험 등으로 이끌어가는 활동도 하여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 밖에 방과 후 기초 학력이 모자라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1 대 1 지도를 통하여 수학 

과 읽기 등의 기초를 다져 주고 정해진 목표점수에 도달하도록 온갖 정성을 쏟는다.

신재옥 교장의 교육관（敎育觀）

인창초등학교는 2011년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혁신 학 

교로 지정된 뒤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여러 노력 

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전교생을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키우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학교가 행복한 곳이라는 생각을 어린이들이 

갖도록 하여 꿈을 크게 키워 주는 데 역점을 둡니다.

우리 인창 교원은 혁신교육의 완성을 위해 새로운 창의지 

성 교육과정을 꾸미고, 최고의 수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역시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양보와 배려, 이해의 

마음을 갖추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린이는 행복을, 학부 

모는 희망을, 교사는 보람을 갖게 되고, 마침내 인창초등학교는 배우는 즐거움이 가득한 

꿈동산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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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사진 인생〉
O

r 。

魏

사진작기 김응주 선셍＞

으

- 중1, 15세에 카메라 선물 받고 사진찍기 시작

- 구리시, 문화역사현장의 산 증인...32년 간 기록사진 찍어

- 선생의 지도로 사진작가 된 이가 300명이 넘어

사진은 세계인이 함께 읽고 보고 향유하는 언어이 

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사진을 통해 느끼고 감 

동하는 징검다리이다. 사진은 작가의 자유로운 행동 

에 따라 인생이나 사건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사진은 

타인이 희망이나 절망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 

리고 인류의 인간성, 비 인간성의 목격자이 기도 하다.

김응주 선생은 올해로 86人게이다. 중학교 1학년 큰형 

으로부터 독일제 미녹스 카메라를 선물 받아 지금까 

지 앵글을 잡고 있다. 1979년 구리시에 들어와 자연, 

환경, 정치는 물론 문화, 예술, 역사의 현장에서 기록 

을 정리하는 역사학자이다.

개구리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 절 

기, 추웠다기보다 매서웠던 겨울의 기운이 한 

풀 꺽인 이른 봄날, 70년을 넘게 한 길로 사진 

을 찍어온 김응주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구리 

문화원 사진자료실을 찾았다. 선생은 50권이 

넘는 슬라이드 필름철을 마치 아이를 다루듯 

쓰다듬고 새 바람을 불어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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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실로 매일 출근 생명력을 넣어

“매일 문화원에 출근합니다. 특별히 할 일은 없지만 필름이 상하지 않게 매일 새로운 

공기와 바람을 넣어 주어야 생명력을 유지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틈나는 대로 자신을 

봐 주고 관심을 가져야 자기 색을 냅니다.”

86세의 나이를 뛰어 넘어 아직 청년이며, 아직 

까지 사진에 대해 배울 일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김응주 선생. 선생은 1925년 평양의 다복한 가정 

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1학년 재학 중 일본 명치 

（明治）대에 다니던 장형（長兄）이 독일제 미녹스카 

메라를 선물했다. 그 일을 계기로 셔터를 누른 지 

72년이 된다.

“왜정시대 당시 평양은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 

였습니다. 카메라 보급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 

지만 외국인 선교사가 아마 서울보다 많았을 겁 

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우리의 일상을 찍었던 모 

습들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그들이 늘 부러웠던 

시절이었지요. 형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카메라는 

제게는 행운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달걀을 찍었 

습니다. 햇빛의 방향에 따라, 날씨에 따라, 시간

에 따라 변화무쌍한 조도와 명도를 잡기 위해서였지요. 수 백 번을 반복하니 검은 천위

에 흰색이 보이더군요. 물상을 카메라에 담는 일은 행복이었습니다.”

1979년 구리시에 들어와 사진강좌와 기록사진을 남기기 시작

선생에게는 남한에 친척이 많지가 않았다. 20년을 넘게 인천과 강화도에서 석재 사업 

을 했다. 사업을 하면서도 틈틈이 강화도의 절경을 인화지로 옮겼고, ‘강화’ 라는 주제로 

개인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다 고종사촌형（중앙웨딩홀 사장이었던 고 전영덕 님의 

부친） 권유로 1979년 구리시 수택동에 거주하게 된다. 왕숙천, 장자못이 선생의 눈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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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오고 한 장씩 렌즈에 담고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다.

“구리시에 처음 이사왔을 때에는 왕숙천에 물을 가두어 만든 스케이트장이 있었습니 

다. 당시 구리 사람들은 물론 인근의 도시와 농촌에서 그곳에 찾아와 얼음놀이를 즐길 

때입니다. 우연히 구리읍노인회 김응배회장님을 만났지요.”

김응배 노인회장은 김응주 선생에게 사진강좌를 요청했고, 선생은 구리와 사진과의 첫 

인연을 맺는다. 80년대 초, 먹고 사는 일에 바쁜 시절이었지만 첫 사진학교에 30여명이 

몰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그때 놀랐습니다. 20대 젊은 청년에서 환갑을 넘은 노인까지 남녀노소 구별이 없이 

사진을 배우겠노라하니...새삼 감회로왔습니다. 그들과 동구릉을 찾아 왕릉도 찍고, 지 

방을 떠돌며 앵글을 잡았지요. 저와 연배가 비슷한 건축사 윤전씨와는 깊은 우정을 쌓기 

도 했지요. “

60대를 넘어 구리문화원과 인연...본격적인 기록 사진을 남겨

10여 년을 사진 초년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진작가의 위치보다는 사진작가의 스승 

으로 명성을 날린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선생이 배출한 제자가 300명이 넘는다. 김응주 

선생은 문화예술의 불모지에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잠재되어 있던 예술가들의 혼을 

깨우고 단련시키는 큰 스승으로 남는다.

“칠십이 가까워지는 시기에 구리문화원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1991년 구리문화원이 

출범을 했으니 올해로 20년이 되지요. 이 인연은 이전의 예술사진보다는 기록사진에 전 

념 했습니다.”

선생은 사진을 통해 구리시의 역사와 문화, 예술 전반은 물론 각종 행사까지도 기록으 

로 남기는 작업을 시작한다. 일 년 365일을 쉬지 않고 모든 행사장의 현장에 있었고, 선 

생이 참여하지 않은 문화역사예술행사는 없을 정도다. 그렇게 찍은 사진이 3만여 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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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역사사진전만 20회에 달해...사진으로 살아있는 역사를 써

구리 문화원에 적을 두고는 동구릉과 아차산유물발굴사진을 중심으로 구리시의 전반적 

인 사진을 선별하여 상설전시를 시작했다. 구리시를 찾는 이에게 구리시의 역사적 배경 

과 문화예술의 우월함을 자랑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첫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지요. 갈매동도당굿, 벌말다리밟기, 사 

로동상여놀이, 갈매동회다지가 재현되었을 때는 늘 긴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이 

루어지는 구나. 비록 내 자신이 민속학자나 향토사학자는 아니지만 기록의 현장에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김응주 선생은 유형의 문화재는 물론 무형의 문화재를 고루 섭렵하였고, 구리시가 고 

구려의 도시로 거듭나는데 사진을 통해 큰 역사를 쓰고 있다. 박명섭（구리시향토사연구 

소장）, 김민수（향토사학자）, 구지옛생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아차산 구 

석구석을 찾아 헤맸고, 첫 결과물인 ‘아차산지표조사（1994） 보고서’ 에 첫 기록사진을 남 

긴다. 그 후로 방대한 구리시의 역사를 정립한 ‘구리시지（九里市誌）’ 의 모든 현장사진이 

김응주 선생의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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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전시를 주도했지만 1995년 ‘광복50주년 구리문화역사사진전’ 입니다. 제가 찍 

은 사진도 중요했지만 흑백사진 속에 남아있었던 구리시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가 

장 기억에 남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펼치는 갈매동도당굿은 1990년 이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함께 할 때마다 새로운 장면이 연출되기 때문에 놓칠 수 없지요.”

선생은 매년 1〜2회 구리시역사문화사진전을 열어 그동안 20여 회에 달한다.

고구려대장간 마을에 아차산자료 118점 기증

선생은 3년 전 큰 결심을 한다. 20년 가까이 아차산에서 찍은 사진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아차산 유적이 구리시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우기 위해 소장하고 있었던 

작품 118점을 흔쾌히 내놓았다.

“아차산은 구리시 역사의 숨결이 아닙니까? 동북공정이라는 중국의 역사왜곡에 우리 

나라 국민의 가슴에 역사의식을 불을 지르게 한 것이 아차산에서 발굴된 고구려의 유물 

과 유구가 아닙 니까? 이제는 함께 나누어야지요.”

사진은 현장이다. 모든 예술가에게는 자신 

의 소산물에 대해 자부심과 자긍심을 지니고 

있지만 사진은 현장에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기록을 남길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예술의 세 

계이다. 아무리 현장에 있었다 해도 꼭꼭 숨 

겨놓으면 역사가 되지 않는 숨은 역사라는 것 

을 선생은 일반인에게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었다.

“대장간 마을은 배용준이 출연한 태왕사신 

기를 통해 한류열풍을 타고 일본인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왜정시대 임나일본설을 주장 

하며, 우리의 역사를 자기네 역사에 꿰맞추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구리시라 

는 작은 도시에서 1500년 전 고구려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은 구리시는 물론 우리나라의 

큰 자긍심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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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색을 띠는 사진을 남기는 것이 마지막 소원

“구리문화원 사진자료실에는 그동안 찍고 정리한 사진이 3천여 점이나 있습니다. 엄 

선한 것이지요. 현역 이사 자리를 떠나고 명예이사가 된 후 그 녀석들을 보러 매일 출근 

합니다. 어느 정도 디지털작업은 했지만 아직은 소원（疏遠）합니다. 내 나이 86살이니 언 

제 하늘이 부를지 모르지요. 어떠한 방식이든 후대에 제색이 나는 사진을 남기고 싶은 

것이 마지막 남은 욕심입니다.”

선생의 욕심은 과하지 않다. 70년을 넘게 카메라와 함께 해 온 세월도 유구하지만 선 

생의 역사의식과 문화예술에 대한 철학과 사랑은 아직 진행 중이다.

“사진은 독백이고 작가와의 대화입니다. 사진은 현장 속에서 발견된 자신의 무의식이 

만들어 낸 산물이고 작가 자신의 영상입니다. 사진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무아지 

경에 있을 때 사물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행위예술입니다.”

9순을 바라보는 노（老） 작가는 말한다. 사진은 현실과의 관계를 초월하고 현실을 뒤덮 

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예술행위이며, 하나의 시를 짓는 마음으로 셔터를 

•누-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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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나 시■■合^ ■■■广:」'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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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소 겨울철의 걱정거리, 정전기

서울삼성내과병원

원장 이 병 삼

지금 나는 수필가로서 의료현장에서 느낀 바를 적으려고 한다. 때로는 대체의학적 의 

견도 피력할 것이므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년이 지나면 겨울철에 이래저래 걱정이 많다. 여기저기 넘어져 골절이 되지 않을까, 

찬바람에 중풍에 걸리지 않을까, 사회가 무시하거나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중년에게 쉽게 지나쳐 버리지만 소중한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일전에 변비가 아주 심한 중년의 환자가 내원하여 많 jg、 

은 약을 먹고 관장해도 잘 안 된다며 괴로움을 토로하 己斤츠 '、즈 

였다. 그래서 투약과 함께 비데를 사용하여 처음부터 三厂冬才 杉 

잘 마사지하라고 권해주었더니 좀 나아졌다는 소식이 >

다. 진화된 비데는 변비뿐 아니라 정전기 방전효과도
있는데 몸에서 끊임없이 생산되는 정전기에 대해 한 = ' "

번 관심을 가져보자.

찌리릭, 정전기 스파크가 일자 지인이 말하기를 ‘오우 나른한 오후에 나를 깨워주는 

고마운 것들이군’ 이라고 농을 섞어 말을 하였다. 과연 지인의 말처럼 정전기는 고마운 

것만 있을까?

정전기란 건전지나 콘센트에서 나오는 동전기의 반대개념이다. 서로 다른 두 물체가 

마찰하면 음전하와 양전하 물체가 되는데 이때 전하가 흐르지 못하고 한 곳에 정지되어 

있는 전기를 정전기라 이른다.

일반적으로 인구의 1/4 정도가 정전기로 불쾌감을 겪는데, 그럼에도 ‘정전기는 피부 

염, 당뇨병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인체에 해가 없다’ 고 많은 의사들은 말하는데, 이 역 

시 확실히 증명된 것은 아니다.

나는 정전기는 인체에 해롭고 병을 일으키므로 적극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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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중 한 사람이다.

체내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는 적혈구와 백혈구 그리고 적혈구와 혈관벽 등이 마 

찰운동으로 정전기가 발생하고 이에 지질 등이 대전하게 된다. 체내에 정전기가 축적되 

면 적혈구 룰루형성(Rouleax formation), 지질의 대전에 의한 동맥경화, 비정상적인 

세포막 이온통로 등 악영향을 끼친다. 적혈구 룰루형성과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 아스피 

린 등 항혈소판제제를 처방하지만, 이는 정전기 방전으로 이런 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는 뇌에서는 정전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스트레스로 

정전기가 뇌에 가득차면 ‘멘붕되기 직전’이라고 표현하듯이 정신적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머리카락에까지 미치면 탈모가 진행될 수 있다.

체외 정전기는 우리가 걷고, 뛰고, 웃는 생활속에서 옷과 몸의 마찰운동이 일어나 발 

생한다. 이 정전기는 충분히 축적되고 난 뒤 금속 등 전도체를 만나면 순식간에 방전쇼 

크가 일어나며 이 때 수천에서 수만 볼트의 전압이 발생하는데 순간적이라 감전의 위험 

은 거의 없다. 방전쇼크는 여자가 더 민감하여 2,500볼트이상부터 느끼는 반면, 남자는 

4,000볼트가 되어야 느낀다. 잦은 방전쇼크로 불쾌한 경험이 반복되면 이것이 큰 정신 

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므로 정전기는 생길 때마다 조금씩 빠져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또 방전쇼크는 우리 몸의 자기장 체계에 악영향을 미치 

는데 이는 마치 지구가 태양풍의 공격을 받듯이, 인체 자기장층에 상처를 주는 것이다.

합성섬유 옷을 입었을 때 방전되면 2만 볼트 정도의 전압이 발생되는데 이때 유증기와 

만나면 폭발할 수도 있으므로 셀프주유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한다.

정전기해결의 대원칙은 축적되지 않게 하는 것과 축적되었더라도 서서히 방전되게 하 

는 것이다.

습도가 60% 이상이면 공기중의 미세물방울을 통해 수시로 정전기가 방전되는데, 겨 

울철에 측정 습도가 낮으면 가습기를 가동해 정전기가 공기중으로 방전되도록 한다.

의류는 세탁 후 섬유린스로 중화시켜야하고 가능한 한 수분을 잘 흡수하는 면제품을 

입고 바깥에서 정전기가 많이 생긴 옷은 습도가 높은 욕실 등에 30분간 걸어두거나 접 

지된 곳에 두면 정전기가 방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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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는 실내난방과 피지, 땀의 분비 감 ⑫ _ 幻
소로 인해,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 피부를 통 急호必^

한 정전기 방전이 절감한다. 따라서 피부 보
습을 위해 목욕 후에는 반드시 손발과 몸에 여€义

바디로션을 발라 피부의 수분증발을 막아야 

한다.

머리카락은 린스겸용 샴푸를 사용한 후 중성 헤어트리트먼트로 마무리를 하고, 말릴 

때는 차가운 바람이나 수건으로 하는 것이 좋다. 얼굴 역시 충분히 보습하는 것이 좋으 

며 달걀 노른자팩을 하는 것도 한 방법 이다.

정전기 방전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맨발을 흙길에 접지하는 것이 좋은데 요즈음 

건강휴양시설의 프로그램에 많이 도입되고 있다. 이것은 정원사나 농부가 그리워지는 

대목일 터이다. 또 물을 통해 접지하는 방법은 ‘자주 손씻기’ 이다.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호흡기 감염인데도 불구하고 손씻기를 매우 강조를 했었는데 그 이듬해에 

는 A형간염, 세균성장염, 감기 등 감염병 환자가 많이 감소한 것을 진료현장에서 느꼈 

는데 위생적인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전기의 효과적인 방전으로 인체면역력이 

증강된 이유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만성피로증과 두통으로 웬만한 검사는 다 해보았으나 진단되지 않는 사람에게 정전기 

접지방식을 시행한 후 호전되는 것을 보았기에, 특히 중년이 되어 하나둘 질병이 찾아 

올 즈음, 정전기에 대한 관심을 좀더 가져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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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안의왕릉과 궁궐을 찾아서xgs춰斗

글 : 황진영（구리시문화관광해설사）

사진 : 김남신, 이미나（구리시문화관광해설사）

2012년 5월 22일 아침 6시 서안 답사단 10명은 출발 집결지인 시청광장에 모두 시간 

에 맞춰 모였다. 이른 새벽인데도 답사단의 출발을 배웅하기 위하여 나오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청국장, 문화홍보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6시 15분에 미니버 

스로 출발, 7시 2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여행사에서 나온 직원의 안내를 받아 출국 

수속을 마치고 9시 45분에 서 안행 아시아나 항공에 몸을 실었다.

기내식 아침식사가 왜 이리 맛있는지, 대한항공의 비빔밥, 아시아나항공의 해물밥은 

세계적으로도 일품이란다. 우리들 중 대부분은 해물밥을 주문하여 먹었다. 해외여행을 

해 보아도 아름답고 친절하기는 우리나라 여승무원이 세계 최고인 것 같다.

〈함양국제공항〉 〈함양국제공항 내〉

1 2시 5분에 서안함양공항에 도착하였다. 서안의 함양공항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공 

항이라 하는데, 우리나라 인천공항보다도 규모가 작아 보였다. 중국 14개 왕조의 수도 

였던 서안, 실크로드의 출발지 인 서안, 진시황의 병마총이 있는 서안, 서안 공항에 도착 

하면서부터 왜 이리 가슴이 설레이는지 모르겠다.

서안이 있는 섬서성은 중국 중서부에 위치하여 있으며 면적과 인구가 우리나라 남북한 

크기이다. 섬서성의 성도인 서안은 수 • 당에 걸쳐 14개 왕조가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중 

국의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였다. 서안에만 100여명이 넘는 중국황제의 무덤이 있 

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왕릉의 도시요 박물관의 도시이기도 하다. 당나라 시대에는 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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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불리다가 당나라 중기 이후 五代까지 많은 전쟁을 겪어서 명나라 시대에는 서쪽이 

평안해지라고 西安으로 개명하였다. 서안은 消水를 중심으로 분지로 되어 있는데 보통 

관중분지로 불리며 사방이 무관, 산관, 동관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토지가 비옥하고 관개 

가 발달하여 각 왕조들이 수도로 삼았다.

〈공항내 식당〉 〈전용버스〉

우리는 공항 식당에서 현지식으로 식사를 하였다. 여기는 중국 남방지방이 아니라서 

그런지 음식이 우리 입맛에도 맞았다. 모두 열심히 답사하고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안회 

장님께서 ‘건강답사!’라고 건배를 제의하셨다.

현지 여행사 가이드인 장영철씨는 마른 체격이었지만, 얼굴은 우리나라 영화배우 지진 

희와 같고 목소리는 크며 베이스 바리톤으로 또렸했다. 가이드의 3요소가 지식, 해설능 

력, 목소리인데 장영철씨는 그 모든 것을 갖춘 조선족 가이드였다. 더구나 할아버님이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하니 더욱 호감이 갔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다고 하는데 

엉뚱한 방향인 가이드를 하고 있기에 이상해서 물어보니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한다. 상 

주인구 800여 만인 서안에만 대학이 80개라 하는 가이드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이제 

중국도 대학졸업 실업자가 많다고 한다. 서안은 강수량이 부족하여 태어날 때, 결혼할 

때, 죽을 때, 평생 3번 목욕한다는 재미있는 이야기에 한바탕 웃었다. 게다가 공장이 많 

아 안개가 낀 것처럼 뿌연 날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서안시 정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단다. 모든 오토바이는 전기로만 운행하게 했다고 한다. 차창으로 보니 정말 모두가 

전기오토바이였다. 도로가에는 플라타나스가 많이 심어져 있었으며 아파트도 많았다. 

서 안은 관광의 도시 , 교육의 도시 , 과학의 도시 라 한다.

- 말만 듣던 아방궁（阿房宮）을 향하여

점심 식사 후 우리는 35분 정도 이동하여 아방궁（阿房宮）에 도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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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방궁 入場 전에 단체기념사진을 찍고 입장을 하였는데 애석하게도 여기 아방궁은 진 

짜 아방궁이 아니었다.

〈아방궁의 대궁문〉 〈진시황의 치적을 그린 그림 벽〉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하고 ‘三皇五帝’ 에서 이름을 따서 ‘황제’ 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그리고 황제에 걸맞게 토목공사를 벌였는데 위수의 남쪽에 흥락궁, 阿房宮이라는 궁전 

을 지었다. 가장 아름답고 편안한 궁전이라는 뜻이란다. 지금도 섬서성의 사투리 가운데 

는 아름답다, 편안하다는 것을 ‘阿世 라고 한단다. 또 일설에는 ‘阿房 은 진시황의 첩의 

이름이 라고도 한다.

아방궁을 위수의 남쪽에 세운 또 하나의 목적은 위수의 북쪽에 효공이 세운 함양궁이 

협소해서란다. 위수를 사이에 둔 아방궁과 함양궁은 위수에 다리를 놓아서 서로 통하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의 아방궁은 항우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두 잿더미로 만들고 

말았다 한다.

〈아방궁 前殿〉 〈아방궁 전전 앞 진시황제 상〉

사마천의「사기」에 의하면 규모가 동서로 3,000척, 남북이 500척에 이르렀다고 한다. 

실제 아방궁 옛터는 서안시 서쪽의 대고촌과 조가보 사이에 있다. 지금은 폐허로 변하여 

궁전터로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아방궁은 考 

證에 의하여 서안의 서북쪽에 영화세트장으로 축소하여 지었다고 한다. 2000년 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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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되었으며 복원된 건물로는 아방궁, 대궁문, 전전, 난지궁, 육궁궁실, 장랑, 와교, 자 

석문, 상천대, 제지단, 하천 등 12개나 된다.

아방궁전의 높이는 32.85m이고 동 • 서 107m, 남 • 북 67.7m이다.

아방궁 동서의 길이는 원래의 길이인 693m의 1/6이며, 남북의 길이는 원래 길이인 

115.5m의 1/2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실제의 아방궁을 상상하여 보았다. 상상을 초월하 

는 어마어마한 크기 였으리라.

조금은 실망이지만 가짜 아방궁을 통하여 진짜 아방궁을 상상하여 볼 수밖에…….

나는 우리나라 경복궁과의 크기를 머리에 그려 보았다.

경복궁 : 동서-500m, 남북-700m

아방궁 : 동서-693m, 남북-115.5m

자금성 : 동서-760m, 남북-960m

수치로 살펴보니 실제의 아방궁은 경복궁보다 큰 궁전임을 알 수 있겠다.

- 진시황릉（秦始皇陸）을 찾아서

답사 2일째인 5월23일 오후에 우리는 진시황릉을 찾았다.

진시황릉은 서안 시내에서 동북쪽으로 30kin 거리에 위치한 임동현 11山（여산）에 있다. 

진시황은 BC 247년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능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다. 생전에 만든 자 

신의 능을 수릉（壽II）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장수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내포되어 

있다.

먼저 진시황릉 능역 안에 있는 지하궁전을 관람하였다. 우리가 본 이 지하궁전은 사마 

천의「사기」에 기록된 내용을 考證하여 재현하여 놓은 것이다. 실내가 어둑어둑하여 사 

진촬영이 잘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지하궁전은 화려하며 다채롭다. 두 명의 궁녀가 지키고 서 있는 관의 높이는 

궁녀의 어깨 높이로 거대한 관 안에 진시황이 누워 있다. 수은이 흐르는 강, 쇠뇌 등「사 

기」와「진시황본기」에 언급된 내용을 충실히 재현하여 놓았다. 생매장된 비빈들과 기술 

자들이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실제의 지하궁전을 상상해 보기에 충분했다.

「秦始皇本紀」에는 ‘지하수를 세 번 지날 만큼 깊이 팠고 구리를 녹인 물을 붓고 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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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궁전 입구〉 〈지하궁전 모형〉

안치했다. 능을 도굴하려는 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발사되는 쇠뇌를 

만들어 설치했다. 매장품을 오래 보존하고 접근하는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은으로 

하천과 강, 바다를 만들어 기계장치를 통하여 서로 수은이 흐르게 했다. 부장품을 모두 

매장하고 묻은 기술자들도 지상으로 못 나오게 모든 지하궁전의 문을 폐쇄하였기에 살 

아나오는 자가 없었다.’

저승에 가서도 영원히 장수하려는 인간의 헛된 믿음이 죄 없는 백성들의 생명을 앗아 

갔다.

많은 부장품과 기술자들이 생매장된 진시황릉은 아직 발굴이 되지 않았는데 발굴유물 

을 온전히 보존하는 과학적 유물보존기술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한다.

여산의 진시황릉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7,500m에 달하고 봉분은 동서가 350m, 남북 

355m, 봉분의 둘레 합계가 1,410m이다.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이며 상판부는 정사각형 

에 가까운 평지로 되어 있다. 사마천의「사기」에는 진시황릉의 둘레는 5리, 높이는 50 

여 장（120미터 정도）이라고 한다.

〈진시황릉 입구에서〉 〈진시황릉 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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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집안에서 본 고구려 장수왕릉은 장방형으로 돌을 쌓고 상단부층에 현실을 만들 

고 관을 안치했었고, 안악3호분으로 불리는 미천왕릉으로 추정되는 고구려 왕릉에서는 

방대한 토분 안에 현실, 측실, 전실, 주실을 만들고 벽에는 풍속화, 초상화, 행진, 악대, 

소 외양간, 푸줏간, 주방, 우물, 마굿간를 그렸으며 고구려인들의 생활상, 왕의 행차도 

와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고 천정에는 해, 달, 당초, 연화, 떠다니는 구름 등을 그렸으나 

규모가 아주 작다. 조선 왕릉은 얕은 언덕에 능을 조성하되 5대 문종까지는 석실을 만들 

고 석실 벽에 사신도를 그렸으며, 안에 관을 안치하고 296가지 작은 명기를 부장품으로 

매장하고 둥글게 봉분을 만들었다.

진시황릉의 특징은 여산 전체가 하나의 능이며 여산 지하에 지하궁전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우리 답사단은 석류나무가 우거진 광대한 ,11山（여산）만 보고 이 산 전체가 진시황릉이 

구나. 언젠가 발굴되면 다시 올 기회가 있겠지 하는 기대감만 안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발길을 돌리 면서 나는 다음과 같이 읊조려 보았다.

진시황 욕심 많아 아방궁 높이 짓고

오래살 욕심으로 불로초 찾았었네.

여산의 진시황릉에는 잡초만이 무성하네.

〈진시황릉과 병마용갱 셔틀버스〉 〈진시황 병마용 박물관〉

우리 답사단은 셔틀버스로 약 5분간 이동하여 그 유명한 병마용을 보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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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가슴으로 병마용（兵馬傾）을 보러 간다

진시황릉에서 1.5bi 동쪽에 있는 병마용 박물관에 도착하였다. 박물관에는 많은 국내 

외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진시황의 명령으로 능을 지키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1974년 서양촌의 한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병마용을 발견하였고, 휴가차 그 지 

역에 와 있던 신화사의 신문기자에 의하여 알려지게 되어, 지금은 세계적 관광명소가 되 

었다. 병마용은 서안시내에서 동쪽으로 35킬로미터 떨어졌으며 진시황릉의 동편에 위 

치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상 섬서성 임동현 안채향에 속한다. 병마용은 1974년,1976년, 

1980년 세 번에 걸쳐 발굴되었는데 발굴순서에 따라 1호갱, 2호갱, 3호갱으로 이름을 

붙였다.

1 호갱, 2호갱, 3호갱 모두 한꺼번에 독일 기술자에 의하여 돔으로 씌워져 있어서 눈, 

비에 보호되어 있었다. 가늠하여 보니 축구장 정도의 크기에 해당될 것 같다.

군데군데 公安（공안）이 지키고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유물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발 

굴된 도용은 8,000여점, 도마는 수백 필, 목제전차는 100여 대, 그리고 많은 청동병기 

들이 발굴되었다. 진시황은 내세에도 군사들이 자신을 지켜 주리라 굳게 믿었던 것이다. 

발굴된 청동제의 극（12）에 三年相邦呂不韋造寺:디□’라는 명문（銘文）이 새겨져 있어서 

진（秦） 왕정 3년 （BC244）에 여불위가 만들었고 제조한 장인은 사공（寺:L）소속의 ‘구 

（□）’ 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병마용이 진시황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다.

1호갱은 동서가 

230m, 남북이 

62m이며 총면적 

이 14,260m2 이 

다. 깊이 5미터 

정도의 갱내에는 

동서로 격리된 담 
〈병마용 1호갱 안에서〉 〈1호갱의 청동보검〉

을 쌓고 그 사이 통로에 병마용과 수레가 배치되어 있다. 보병과 거병（車兵）을 배치하였 

는데 약 180cm의 키에 각종 병기를 든 6,000명 정도의 병사•，수레를 끌고 있는 말이 160 

필, 전차가 40기 정도 된다. 그런데 병마용의 얼굴들이 모두 달랐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 

처럼 생동감이 있어서 놀랐다. 부위마다 색이 다르게 토용을 구워낼 정도로 기술이 뛰어 

났음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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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갱에서 발굴된 청동검은 길이가 91.3cm, 너비가 3.2cm가 되는 진나라의 보검인데 

검신 표면에 10〜15마이크로미크론의 크롬화합물로 도금을 하여 지금도 방금 제조한 것 

처럼 보였다. 진나라시대의 청동기제조기술과 도금기술에 새삼 감탄을 하게 된다.

1호갱에서 동북방향으로 20m 정도 떨어진 곳에 

제 2호갱이 있다.

1호갱과 2호갱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독립 

된 갱이었다. 1호갱이 직사각형 형태라면 2호갱 

은 자 형태의 갱이다. 2호갱의 길이는 동서 

가 96미터, 남북이 84미터, 깊이가 5미터이며 면 

적은 6,000m2로서 1호갱의 1/2이 조금 못된다. 

89대의 각종 전차（戰車）가 배치되어서 가히 강력 

한 기 계화사단이라 할만하다.

세로가 8열이며 가로가 8열인데 기병들의 갑옷 

은 1호갱의 보병들의 갑옷과 달리 몸체만 주로 가 

린 가벼운 갑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3호갱은 1976년 5월 제1호갱에서 서북방향으로 

〈2호갱 앞〉

〈2호갱의 활쏘는 무人目

25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3호갱은 도용과 도마의 머릿부분이 대부분 사라졌다. 

학자들의 견해로는, 이곳은 지휘부의 인물들을 배치한 곳이라고 한다.

왜 항우가 쳐들어와서 무자비하게 불을 지르고 병마용을 파손시키고 무기들을 탈취해 

갔을까?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로는 秦帝國의 군대가 항우의 할아버지 항연（項燕）, 숙부 

항량（項梁）을 살해하였기에 복수심을 불태웠던 항우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불을 지르고 

약탈했다고 한다.

「 滑水注」의 기록에 의하면 ‘항우가 장안에 들어와 진시황릉을 약탈하였는데 30만 명 

이 30일 동안 재물을 옮겼으나 모두 옮기 지 못했다.’ 고 한다.

조선왕릉에서는 부장품으로 명기（明器）라 해서 왕의 능에는 296개의 명기를 넣고 왕비 

릉에는 278개의 명기를 넣었는데 유교국가라 검소하게 아기의 주먹정도 크기의 그릇, 

악공 등을 만들어 넣었다. 금은보화를 넣지 않았기에 도굴을 당하지 않았다고 본다. 진 

나라에서는 지하궁전에 금은보화를 넣고 순장까지 하였으며, 주변의 지하에 능을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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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병마용을 만들어 군대까지 배치한 것이 특이했다.

진시황제는 능의 건설을 위하여 많은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나 지금은 병마용이 중 

국의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한다. “서안은 1남1녀의 효자효녀가 있는데 아들이 ‘병마용’이요 

딸이 양귀비와 당현종이 사랑을 나눈 ‘화청지’ 이다.”라 한다.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적인 관광유적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며, 부러 

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리 면서 읊조려 보았다.

포악한 진시황이 백성에게 고통주고

수많은 순장자가 한을 품고 죽었지만

지금은 세계인들이 감탄하는 병마용

- 한（漢）나라 미앙궁터를 답사하다

漢의 長安城에는 명광궁, 장락궁, 미앙궁의 세 궁전과 부속 궁전인 계궁, 북궁이 있었

고 西市와 東市가 있었으며, 12개의 궁궐 출입문이 있었다.

〈미앙궁 입구〉 〈미앙궁 터〉

우리 답사단은 서안시 서북쪽에 위치한 미앙궁 터 입구에서 하차하였다. 비포장 도로 

한 편에는 잡화를 파는 허름한 상점이 하나 있고 그 뒤편으로는 농촌마을집들이 20여 

채가 있다. 마을 앞 도로 건너편은 사과밭과 잡초가 무성한 평지가 펼쳐져 있다. 우리는 

마을 건너편에 나 있는, 마차가 겨우 다닐만한 작은 길을 따라 걷고 있다. 뭐 이런데 궁 

전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걷는데 걸은 지 5분도 안 되어 온통 나무판자로 덮은 

야외무대가 하나 나타났다. 무대 앞에는 1961년에 건립한 ‘漢長安城遺나未夫宮前殿’ 이 

라고 쓴 비석이 우리를 맞았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무대 밑이 미앙궁터인데 보호하 

기 위하여 이렇게 나무판으로 씌워 놓았다고 한다. 주변은 평지인데 미앙궁터만 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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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란다.

미앙궁에서 황제는 신하들의 조배를 받았다. 한 고조 유방이 이곳에 수도를 정했을 때 

는 장안성의 동남쪽에는 장락궁밖에 없었다. 미앙궁은 진나라의 이궁（離宮）이었던 흥락 

궁（興樂宮）을 한고조 때 재차 건축하여, 한 고조 7년（BC200）에 완공하였는데 장락궁의 

서쪽에 있다하여 西宮이라 불렀고 자궁이라고도 불렀다 한다. 유방은 장락궁에서 사망 

하였다. 미앙궁은 남북의 길이가 2,150m, 동서가 2,250m의 정사각형 궁전인데 우리가 

본 궁전터는 미앙궁의 전전（前殿-먼저의 궁궐）터로 남북이 350m, 동서가 200m, 높이 

가 15m 정도이다.

미앙궁은 어느 정도 규모일까? 우리나라 경복궁과 비교하여 보았다.

미앙궁 : 동서 2,250m, 남북 2,150m

경복궁 : 동서 500m, 남북 700m

자금성 : 동서 760m, 남북 960m

미앙궁이 경복궁보다 월등히 컸다. 중국은 땅이 넓으니 뭐든지 넓고 큰 것 같다.

우리는 비석을 배경으로 하여 출석부 삼아 한 컷을 찍고 다시 도로가로 걸어 나와 버 

스를 탔다. 사과나무, 옥수수, 잡초들이 우리를 보고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한다. 버 

스가 꼭 우리 집 같다. 여행이란 은근히 피곤하다. 버스의 내 자리에 앉으니 왜 이리 편 

안한지...

우리가 탄 버스가 출발한다. 異國에서의 나그네, 속으로 읊조려 본다.

한나라 미앙궁에 호기심에 달려왔네.

그 옛날 漢高祖는 어 디 가서 안 보이나 

인생은 허무한지고 이국（異國）에서 눈물짓네.

- 시골 아낙네 같은 소릉박물관

답사 3일차인 5월24일 오전 우리 답사단은 소릉박물관을 찾았다.

소릉은 당태종의 능으로 섬서성 예천현의 동북쪽 22.5kjn에 위치한 구종산（해발1,180 

미터）에 있다. 소릉박물관에서 11km 떨어져 있다.

소릉과 소릉박물관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당태종 이세민은 18세에 아버지 당고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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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 설득해서 태원에서 거병하여 실제로 당제국을 창건한 인물이다. 당고조 이 연에게 

는 4형제가 있었는데 장남이 건성이고 차남이 세민이고 3남이 현패, 4남이 원길 인데 3 

남은 어려서 죽었다. 당태종은 차남이라 황제의 자리를 계승할 수 없었으나 형인 건성과 

동생 원길을 죽이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당태종이 잠든 구종산 아래에는 당태 

종을 모셨던 많은 신하들의 倍葬墓가 있는데 배장된 신하 이적의 묘 앞에 소릉박물관이 

있다. 소릉을 이적의 능으로 오해하는 관람객이 있을 수 있다. 唐代의 능은 자연의 산 전 

체를 그대로 능으로 삼았다. 구종산이 바로 당태종의 능이다.

중국 황제 중 배장묘가 가장 많은 곳이 소릉이다. 배장묘는 모두 187기이며, 면적은 

약 90krf에 이른다고 한다.

소릉의 배장묘 중 유명한 것은 위징과 이적의 무덤이다. 황족의 배장묘는 주로 산기슭 

에 있고 신하들은 산 아래 평원에 있다. 그러나 당태종이 아꼈던 신하 위징의 묘만은 산 

기슭이 아니라 당태종 바로 아래 봉황산을 독차지하여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왕릉 

근처에 신하들의 배장묘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소릉박물관의 한쪽 건물에는 각종 배장묘에 세워졌던 비석을 옮겨서 전시하고 있었고 

맞은편 건물에서는 무덤의 벽화를 재현하여 보여주고 있었다. 그림의 내용은 주로 무장, 

수레 , 飛天상, 여 인상등이 었다.

소릉에서는 현지 안내원의 설명을 가이드가 통역하는 방식으로 해설을 들었다. 안내원 

아가씨는 방에서 금방 나온 것처럼 복장을 차리지 않았다. 안내원 아가씨가 이름표도 달 

고 박물관답게 복장을 멋지게 차렸으면 어떨까도 생각해 보았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라고 하는 말이 있다시피 이를 거울삼아, 돌아가면 관람객을 위하여 좀 더 복장에 신경 

을 써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여행에서는 화장실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 소릉화장실은 변 

기 청소도 안 되어 있고 세면대의 물도 안 나왔다. 다행히 화장실 건물 밖 마당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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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에서는 물이 나왔다. 지저분한 화장실 때문에 찝찝한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다. 여기 

에 비하면 아차산 대장간마을이나 동구릉의 화장실 관리 상태는 최고수준이다.

- 도굴이 안 된 건릉（乾陸）을 찾아서

우리는 40여 분을 달려서 건릉박물관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건릉박물관 입구〉 〈건릉박물관〉

- 영태공주묘

건릉박물관 구역 안에 영태공주묘가 있으며 그 주변에 의덕태자묘와 장회태자의 묘가 

있는데, 우리는 영태공주묘와 의덕태자묘를 관람하였다. 19세에 죽은 의덕태자 이중윤 

과 17세에 죽은 영태공주 이선혜는 唐의 중종의 부인 위황후가 낳은 남매인데 측천무후 

의 노여움을 사서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들이다.

영태공주묘는 지하로 80.7m의 묘도가 나 있는데 천정에 5개의 별자리가 그려져 있고 

생활용품 등의 부장품이 있으며 묘도의 벽화에는 여인상, 시녀 등이 그려져 있다. 현실 

에는 36개의 청석으로 조립된 관이 있으며 관의 지붕은 기와집의 지붕처럼 되어 있으며 

관 벽 에는 원앙새가 그려 져 있다.

〈지하묘도의 도굴구멍 막은 것〉 〈지하 무덤 내 묘실 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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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덕태자의 묘

17개 발굴 묘 중 최고지위자로 묘도가 100.8m이며 묘도의 높이는 3.8m에 이른다.

7개의 천정 밑을 지나 현실에 이르게 된다. 부장품으로는 기마용, 마용 등이 있으며 

36개의 청석조각으로 된 관이 현실 안에 놓여 있다.

〈의덕태자묘 입구〉 〈의덕태자 묘도〉

조선 왕릉은 석실로 만들고 위에 봉분을 조성하였는데 5대 문종 이후부터 회격실로 조 

성하고 봉분을 조성하였으며 석실의 경우는 석실 안 벽에 사신도를 그린 것으로 되어 있 

다. 그리고 조선 왕릉은 연도가 없다. 그러나 배장묘인 영태공주의 묘와 의덕태자의 묘 

는 묘도가 매우 긴 것이 특징이다. 조선 왕릉에는 벽화도 없고 부장품도 판이하게 다르다.

이제 당고종과 그 유명한 측천무후의 乾II을 볼 순서이다.

乾酸은 당태종의 아들 고종과 부인 측천무후의 합장릉이다.

건릉은 양산（梁山-해발 1,048m）의 주봉에서부터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 있는 두 개의 

봉우리까지로 능역이 구성되어 있다.

〈500m의 참도〉 〈뒤에 흐리게 보이는 산이 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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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릉 역시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주봉인 양산 밑을 향하여 가면서 남쪽 봉우리에 궐문이 1개씩 대칭을 이루어 서 있고 

도로 양 옆에는 낙타 1쌍, 천마 1쌍, 타조 1쌍, 석마 5쌍, 사자 1쌍, 옹중상 10쌍, 61人｝ 

절상, 화표주 1쌍, 석비 2기가 서 있고 양산 주봉을 향하여 중국의 근대 대문호인 곽말 

악＜1 쓴 乾俊 이 란 능표비가 우뚝 서 있다.

건릉 능표비로 가기 전에 길 양쪽으로 한쪽에는 ‘무자비’ （無字碑）가 서 있고 한쪽에는 

당고종의 업적을 기린 ‘술성기비’ （述聖記碑）가 서 있다. 술성기비의 비문은 측천무후가 

지은 것이며 글씨는 중종 이현（李顯）이 썼다.

‘무자비’ 는 측천무후를 위한 비석인데 측천무후가 자신의 비에는 글자를 쓰지 말라고 

했다 한다. 그런데 송나라때, 비석에 글자를 써서 지금은 有字碑가 되어 버렸다. 이수에 

는 용 네 마리가 조각되어 있고 비신에는 용무늬, 비신 중간에는 금나라 문자가 기록되 

어 있어서 연구가치가 매우 크다고 한다. 높이가 8.5m나 되는 큰 비석이다.

양 도로 편에 서 있는 石物은 모두 진품이다. 건릉 

은 도굴이 안 되어 지하궁전의 크기와 매장유물에 대 

하여 추측만 무성하다고 한다.

측천무후는 너무 아름다워서 14세에 당태종의 후궁 

으로 뽑혔다 한다. 649년 당태종이 죽자 당고종이 황 

제에 올랐고, 태자 때부터 좋아했던 아버지의 후궁인 

측천무후를 후궁으로 삼았다. 권모술수에 능한 측천 

무후는 고종이 후궁인 소숙비를 좋아하자, 황후였던 

왕씨에게 접근하여 소숙비를 모함하여 죽이고, 나중 

에는 황후인 왕씨도 폐위시키고 자신이 황후가 되었 

다. 674년 남편인 고종을 천황대제, 자신은 天括라 

칭하고 황후섭정체제를 구축하였다. 675년에는 태자 

인 私을 폐위시키고 독살하여 왕위계승자인 아들들 

〈무자비〉

〈참도의 석상〉

을 제 거 했다. 690년 9월 측천무후는 성신황제라 칭하고 국호를 ‘周’ 로 개 명 했다. 소숙 

비의 수족을 자르고 몸뚱이를 술독에 넣은 잔혹한 측천무후는 70세가 넘자 후계자 문제 

가 떠올랐고 705년 병상에 눕자 장간지 등이 반란을 일으켜 측천무후의 周 정권은 15년 

만에 끝이 나고 당나라는 다시 부활했다. 690년 측천무후의 즉위에 의하여 황사（皇a） 

로 격하된 예종이 20년 만에 복위되었고 이융기가 태자가 되었으니 이 사람이 바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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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당현종이다.

건릉의 석물들은 동구릉의 석물과 많이 달랐다.

왕릉인 동구릉에는 문인석, 무인석, 마석이 있고 봉분 주변에 양석과 호석이 있으나 

낙타, 타조, 사자 등은 없다.

반면 황제릉인 홍유릉에는 해치, 기린, 낙타, 코끼리, 사자 상이 있어서 황제능의 석물 

은 당나라, 명나라의 석물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답사단은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서안 시내에 도착하였다. 서안의 큰 건물은 거의 

당나라 기와건물의 지붕을 하고 있었다. 전통을 살리려고 서안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도 한국적 전통을 살리려고 노력을 더 해야 할 것 같다.

온통 도시가 현대식 건물이라면 외국인들에게 흥미가 없을 것이다.

가장 우리나라적인 것을 보여 주어야 외국인들이 찾아올 것이다.

- 한양릉박물관（漢陽陸博物館）을 찾아서

한양릉에는 서한 왕조 4위의 황제가 모셔져 있으며 피라밑 형태의 능 아래에 72기의 

배장무덤이 있다. 여기서 나온 유물들이 한양릉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었다. 배장묘 부 

장품으로는 개, 돼지, 사람 등의 토용과 물소, 황소, 항아리, 내시, 궁녀, 주방용 기구, 

양, 염소, 황제의 행사용 4필 마차, 사냥개, 똥개, 면양 등이었다.

（한양릉박물관〉 〈한양릉〉

박물관의 전시물을 보면 조선 왕릉에서 발굴된 부장품과는 크기와 종류가 판이함을 알 

수 있었다. 전시관 관람을 끝내고 우리는 지하 1층에 있는 50명 정도 수용 가능한 영상 

물시청실로 들어갔다. 그래픽상의 가공인물이 해설자가 되어 20분 정도 漢代의 역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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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아차산과 동구릉에도 이런 영상물 시청각실을 마련하면 효 

율적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보았다.

- 귀국을 준비하며

오전의 한양릉박물관 견학을 끝으로 우리의 답사일정은 끝났다. 오늘이 5월 26일 귀 

국일이다. 오전 11시 15분에 버스에 몸을 싣고 서안 공항으로 달렸다. 지난 4박5일 동안 

우리 답사단은 오로지 왕릉, 박물관, 성곽, 병마용 등을 발바닥이 아프도록 둘러보았다. 

시청의 답사단 인솔책임자인 한수연 학예사의 인솔과 안영기 해설사회장님의 일사 분란 

한 지휘로 안전하고 보람 있게 답사일정을 마쳤다. 그 동안 어깨가 아픈 분, 무릎이 아픈 

분이 계셨는데 동료애를 발휘하여 파스를 붙여 주신 분, 버스 안에서 먹거리를 준비하여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신 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비행기에 탑승한 지 3시간도 안 되어 인천공항이다.

시청문화홍보과 강동호 팀장님이 버스를 대기시켜 놓고 우리 일행을 기다렸다. 언제나 

고마우신 분, 성 실한 구리 시 민의 公饌이시다.

오후 6시 30분 경 우리는 출발했던 구리시청광장에 다시 돌아와 서로에게 감사하며 

해산했다.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배운 답사여행이 었다. 그 동안 보고 배운 것을 바탕으 

로 구리시 문화유적지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멋지게 해설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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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새대가 함께하는 구리 문화기행

아차산문화관광해설사 김 명 희

구리시는 오랜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그윽한 고장으로 1980년대의 개발화 속에 발전 

된 도시로, 서쪽으로는 아차산 • 망우산을 경계로 서울시 노원 • 중랑 • 광진구와 동쪽과 

북쪽으로는 왕숙천을 경계로 남양주시와 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그 너 

머에 서울시 강동구 • 송파구 그리고 하남시가 있는, 삼면이 서울과 인접한, 작지만 보석 

같은 도심 속의 생태도시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산과 강을 끼고 비옥한 토지와 온화한 기후를 자랑하는 이곳은 선사 

시대 이래 우리 역사의 중심지역 중의 하나였다. 삼국시대에는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백제, 고구려, 신라가 각축을 하기도 하였으며 마한과 백제, 고구려의 땅이 되었다가 다 

시 백제, 신라로 이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아차산 일원에서 발굴된 고구려의 유적 

과 유물 외에 조선조의 역대 왕릉을 비롯하여 많은 역사유적과 설화 등이 전해내려 오고 

있는 고장이다.

구리시에는 구리9경（景）이 있다.

구리시를 탐방하려면 9경을 시대별로 잘 조화하여 답사를 계획하여야 자연을 만끽하 

며 과거 선조들의 세상을 엿볼 수 있는 시간여행을 하며 하루를 알차고 멋지게 보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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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강을 함께 보고 걷는 아차산을 중심으로 삼국시대의 고구려 역사문화기행이 있 

다. 500년 신들의 정원인 동구릉 숲과 왕숙천을 경유하는 조선의 역사생태기행, 망우묘 

역에서는 누구라고 하면 다 알만한 교과서에 등장하는 근현대사의 위인, 문학가, 화가들 

을 즐비하게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산과 강을 품고 있어 그냥 휴식하는 기분으로 자연을 그대로 만끽하고 맛집 에서 

맛나게 음식을 먹고 일탈을 꿈꾸며 하루를 보내는 생태투어도 일품이다.

장자호수공원을 시작으로 흙냄새, 풀냄새, 물소리, 새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도 있고 

자전거로 바람을 가르며 한강둔치를 통해 왕숙천에서 환경타운의 전망대에 올라가 구 

리, 남양주시와 한강을 굽어보며 편안하게 자신을 보듬어 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져 

도 좋다.

역사의 흔적을 찾아가는 시간여행 - 고구려와 조선

산과 강을 함께 보고 걷는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기행

서울과 구리시에 걸쳐 있는 아차산은 해발 285m 남짓 되는 야트막한 산으로 산세가 

험하지 않아 구리와 인근 시민들이 가벼운 산행을 위해 자주 찾는 곳이다.

〈아차산전경〉 〈시루봉보루〉 〈아차산 4보루〉

30분 정도 완만하고 아기자기한 등산로를 오르면 한강과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이 일품이다. 새해 해돋이 명소이기도 하다.

이 일대에는 삼국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보루가 20여 개가 있는데, 발굴조사 결 

과 고구려 군사유적으로서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2004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 

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아차산 4보루와 시루봉보루가 있다.

고구려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여 당시의 축성 모습도 볼 수 있고, 시루봉 가는 길은 

완만한 오솔길에 참나무 숲으로 우거져 나무 사이로 반짝이는 햇빛을 보며 그늘 속에서 

명상을 하며 산책하는 기분으로 산을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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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루봉 보루에서 확 트인 한강을 바라보며 숨을 가볍게 고르고 나면 법사, 보살님 노 

부부가 높이 쌓은 불가사의한 관룡탑을 보고, 계곡에서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숲 

속에서 풀내음과 흙냄새를 코끝으로 음미하며 야트막한 계곡에 발을 담그면 한순간에 

더위를 날리며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산에서 내려오면 두부집, 돼지갈비집 등 부침개에 동동주 한 잔하며 서민적인 가격으 

로 맛깔난 음식을 먹으며 착한 여행의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아차산 ‘고구려 대장간 마을’

꼭! 들러 보세요〜!!

한민족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한 고구려의 국 

가발전과 성장의 동력이었 

던 철기문화가, 고구려유적 

지인 구리시 아차산자락에 

들어 선 ‘고구려 대장간마 

을’ 에서 부활하고 있어요.

고구려 대장간마을은 대장 

간과 마구간, 담덕（談德 • 광 

개토대왕의 이름） 집과 촌장

（村長） 집, 거믈촌, 우물가 등을 갖추고 있다.

지름 7m의 대형 물레방아와 화덕 등이 설치돼 있어, 쇠를 녹이고 담금질해서 철제 무 

기를 생산해내는 모든 공정을 재현하는 모양의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곳에서는광개토대왕의 일대기를 그린 TV 드라마 ‘태왕사신기’ 촬영과 ‘선덕여왕’ , 

‘쾌도 홍길동’, ‘바람의 나라’, ‘탐라는 도다’ 등 수많은 사극을 촬영한 곳이다.

유적전시관 2층에서는 1500년 전 고구려의 철기와, 시루와 구절판, 동이, 장항아리 등 

의 그릇과 농기구, 보루의 모형을 통해 고구려의 삶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한국을 왜 ‘코 

리아’ 라고 부르는지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관람 후 역사기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4보루까지 답사를 위해 2시간 정도 아차산4보루 

와 연계된 산행을 하지만 가벼운 나들이를 한다면 한강둔치로 와서 산책을 하며 아이들 

은 강바람에 연을 날리고 원두막에서 시원한 강바람을 쐬며 한낮의 오수를 즐겨도 좋고 

가벼운 독서와 수다를 떨며 주중의 스트레스를 확 날려 버릴 수 있다. 주변의 즐비한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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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식사로 입호강까지 하면 완벽한 하루의 마무리.

500년 신들의 정원 동구릉과 왕이 머물다 간 왕숙천

동구릉은 원래의 왕릉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제사의식이 거행되어 왔으며 

풍수사상에 의거 왕릉이 조성된 것이 세계에 

유래가 없어 2009년 6월에 세계문화유산으 

로 등재되었다. 조선왕조 500년 능제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조선 최대의 왕릉군으로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의 능인 건원릉을 

비롯하여 왕과 왕비 17위가 잠드신 9기 능이 

조성되어 있으며, 15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 

는 오백여 년간의 조선왕조 왕릉의 형태를 고루 갖춘 중요한 사적지이기도 하다.

잔디 대신 억새풀로 봉분을 덮은 건원릉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시간 속에 녹아들은 수 

많은 왕실의 이야기와 역사의 비밀을 음미하며,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경외심을 느끼면 

서 문화의 향기를 맘껏 향유할 수 있다.

동구릉의 아름다운 숲에서 왕실과 충분한 대화로 교감을 하였다면 다음의 방향은 왕숙 

천 한강지류를 따라 강바람 타고 산책을 하며 겨울에도 나비와 곤충들을 볼 수 있는 환 

경타운의 곤충생태관에서 호기심 많은 아이들과 곤충 관련 체험을 하고, 자원회수시설 

의 소각장 굴뚝인 지상 100m 높이의 전망대에서 한강과 주변을 둘러보고, 신재생에너 

지관에서 지구온난화 관련 신재생에너지는 무엇인지, 놀이와 체험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공부할 수 있다.

사람.. 자연과 만나는 자연생태학습장 '장자호수공원' 과 한강둔치

한 때 오폐수로 악취가 나던 장자호수공원은 장자못의 전설과 아름다은 선을 이룬 장 

자못의 물길 따라 산책로로 조성된 하천의 제방변에 수목을 심는 등 자연과 공존하는 생 

태환경을 가꾼 결과 2005년 2월 환경부로부터 ‘자연생태복원 우수사례’ 지역으로 지정 

되면서 많은 지자체와 해외 환경단체가 벤치마킹을 위해 탐방하는 곳이 되었다.

약 3만 2천평의 면적에 3.6km의 산책로가 있어 가벼운 운동과 나들이를 즐기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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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많이 찾는다. 호수 주변의 호안 잔디에 돗자리를 깔고 삼삼오오 가족이 또는 연 

인들이 모여 앉은 모습은 외국 영화 속 공원의 풍경을 연상시킨다.

〈장자호수공원〉 〈한강둔치〉

생태체험학습장에서는 그 곳에서 서식하는 곤충과 식물, 조류, 양서류들에 대해 3D영 

상을 볼 수 있고 생태해설사의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주말에는 야외무대에서 각종 음악회, 전시회 등이 상설로 열린다.

장자호수 물길을 따라 산책하다 보면 한강둔치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한강을 바라보며 시원한 강바람에 자아를 맡기고 무념무상으로 일탈을 꿈꾸며 걸어보 

는 것도 좋다.

망우산묘역과 근현대사 위인들

봄이면 벚꽃으로 만개한 산책로, 여름에는 우거진 나무가 산책로에 그늘을 만들어 가 

벼운 등산을 즐기기 위해 찾는 망우산은 묘역이라기보다 시민들의 쉼터로 실상 어떤 분 

이 잠들어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역사의 기록에 큰 발자국을 뚜렷이 남긴 근현대사 위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3 • 1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33인을 대표하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만해 한용운, 독립 

운동가이면서 서예가이고 언론가이신 위창 오세창, 아동문학가이면서 어린이 날을 만드 

신 소파 방정환, 국어학자이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종두법을 시행한 송촌 지석영, ‘소’ 의 

그림으로 친숙한 화가 이중섭, 30살 젊은 나이에 요절한 ‘목마와 숙녀’ 의 시인 박인환 

등.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장하기 전 묘지도 당초 이곳 망우산에 있었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근현대사의 위 인, 문학가, 화가들을 무수히 만나 볼 수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과 근대사 위인들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는 역사의 산 

교육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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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리기념관 으걱답사가상문 合 져오
0 하 스'뿐’“-

< 어록셔T%의전령사처럼애국으로
人 C
김명 숙

선언문!!!

2만원을 들여 사들고 온 도록의 겉표지가 참으로 고급스럽고 우아하기까지 하다. 말

끔하면서도 세련된, 하얀 표지위에 “선언문”이라 새겨져 있다. 대한의 염원처럼 한 글 

자 한 글자가 서럽도록, “선언문”이라는 가슴 설레는 단어가 다섯손가락을 타고 전율로 

전해진다. 민족대표 33인의 명의로 조국독립과 민족자주를 선언한 3 • 1독립선언서다. 

여고시절 어렵게 외워서 시험을 치렀던 기억이 있어 늘 애국자처럼 살았던 것도 선언문 

덕이었나보다.

여느 봄꽃들의 향연보다 더 힘찬 3 • 1운동의 함성이 울린 듯한 이곳으로 나를 이끌었 

음은 2012년 참으로 다행스럽고 의미있는 중년의 탁월한 선택이다. 우연히도 1919년

기미년에 태어나신 나의 시어머니를 떠오르며 나라를 위한 그 분들을 만나리다.

기 념관의 손님맞이 대 명사, 깨끗한 하 

늘 아래 우뚝 솟아있는 탑이 첫눈에 들 

어온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겨레탑이다. 

민족의 비상을 표현하고 있는 겨레의 탑 

은 막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 오르 

는 새의 날개 같기도 하고, 기도하는 양 

손과 같기도 한 탑이란다. 전, 후면에 

무궁화와 태극의 약동하는 부조가 있 

고, 탑 내부에는 청룡 • 백호 • 주작 • 현
〈겨레의 집〉

무의 4신도를 상징화한 모자이크 조각이 4면을 장식하고 있다. 바닥에는 화강석으로

국토가 그려져 있고, 황동주물관에다 24괘로 방향을 표시하였다. 높이가 51m인 대형 

조형물이다보니 근자에 봐왔던 여느 탑도 여기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또 하나의 상징물이 있다. 겨레의 집이다.

독립 기 념관의 중심 기 념홀의 역할을 하는 건물이다. 길이 126m, 폭 68m의 축구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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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크기로 높이는 15층 높이(45m)에 이르는 동양최대의 기와집이다. 고려시대 건축물

인 수덕사 대웅전을 본떠 설계한 한식 맞배지붕 건물이며, 북경의 천안문보다 더 크다.

그러고 보니 중국에 비해 우리 건축물 중에 중국보

다 더 큰 게 없기에 반갑기 이를 데 없다.

겨레마당을 지나 탑을 바라보며 겨레의 집을 향 

해 걷다 보면 오른편에 통일염원의 동산과 세상 여 

느 벚꽃보다 화사한 태극기 815개가 나란히 줄을 

지어 서 있는 태극기 한마당과 광개토태왕릉비, 안 

중근 의사의 뤼순감옥, 독립문의 모형이 있다. 그 

중에 동산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고 그 의 

지를 후세에 길이 전할 역사교육장으로 조성되었 

다. 상징조형물은 원뿔형 무지개 모양으로 그 중심 
〈통일염원의 동산〉

에 종을 설치하여 남과 북이 합일된 

통일실현의 의지를 종의 울림을 통 

하여 상징적으로 표출시키고자 하 

였으며, 또한 국민들의 통일염원을 

벽돌에 새겨 후세에 영구히 보존하 

고자 국민참여의 장이 마련되어 있 

다.

지난해 중국 상해의 홍커우 공원 

에서 만난 매헌 윤봉길 의사의 도시
〈태극기 한마당〉

락폭탄 투척장소에서 나는 이미 애국자를 자처했던 일이 다시 떠올려진다. 그래서 가슴

이 벅찼고 뜨거웠던 사실을 잊지 못할 것만 같은데...,

투척장소에, 역사현장에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또한, 상해 임시정부종합청사에 발을 

〈광개토대왕릉비〉 〈안중근의사의 뤼순 감옥〉 〈독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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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딛던 순간의 부풀었던 기운을 여기 기념관의 겨레탑을 지나면서 태극기 한마당에 내 

려놓고 싶다.

사형장을 다시 보고 싶다며 졸라대던 

아들의 성화로 서대문 형무소를 여러 

차례 다녀온 일, 독립문을 보고 사진 속 

에 담기 바빴던 일, 내가 사는 고장에 

고종, 순종, 명성황후가 계신다는 사연 〈윤봉길의사 의거 장소〉 〈매헌 윤봉길 기념관〉

을 이미 문화재청 답사기에 응모했던 일들이 자랑스럽게 여러 편린으로 남아 있다. 또는 

마지막 황손 이구의 장례식에서 장지까지 악착같이 따라 올라가 TV화면을 장식했던 

일, 감히 북녘땅도 마다하지 않고 다녀온 것을 두고 개성에서 봤던, 그래서 4월이면 조 

팝나무꽃도 더 슬퍼보이는지 모르겠다.

〈불굴의 한국인상〉

온 땅으로 외세에 저항했던 강화도를 샅샅 

히 알고자 찾았고 척화비를 만지며 안타까워 

했던 일, 개항에 몸부림을 쳤던 흥선대원군의 

묘를 찾아간 일, 개항에 관련된 나라들, 러시 

아,영국,프랑스,네델란드,중국,일본을 찾았던 

기억과 다짐으로 오늘 기념관에 오니 이 모두 

가 주마등처럼 스치는 이유는 뭘까?

독립기념관은 선사시대부터 1945년 광복 즈음까지 독립의 순간이 기록된 자료를 볼 

수 있는 곳이다. 1982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을 계기로 국민성금 모금과 역사자 

료 기증 운동이 국내외 각지에서 뜨겁게 일어나 1987년 8월 15일 역사적인 개관을 이루 

어낸 곳이다. 겨레의 뒤로 있는 7개의 전시관에는 5천 년의 우리 겨레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

겨레의 집 처마 밑 대형홀 중앙에서는 “불굴의 한국인상”을 마치 피렌체의 다비드상처 

럼 거대하게 혹은 신비하게 맞이할 수 있다. 애국애족의 정이 솟아오르게 하는 기념관 

상징조형물로서 불굴의 독립정신과 강인한 한국인상을 상징한다. 1개당 무게가 3〜4톤 

나가는 화강암 274개를 적석하여 하나의 군상을 이루는 환조이다. 뒷면에는 백두산 천 

지가 부조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조각상이 연결되어 용솟음치듯 창공을 향해 전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백두산 정기를 받은 우리 민족의 자주와 독립, 인류평화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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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향해 쉼없이 표출되었던 불굴의 기상을 표상한 것이다. 뒷면 양쪽에 억압의 사슬을 

〈북관대첩비〉 〈4월 독립운동가〉

4 설혁 ■스커

끊고 자유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나아가는 독립투쟁의 용사상이 부조되어 있다. 8명의 

어른이 1명의 어린이를 받치고 있는 모습으로 어른은 8개의 道（=8도）를 어린이 1명은 

미래를 상징한다고 해설사는 힘주어 전달한다.

전시관을 가기 위해 뒷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막 피기 시작한 

앵도나무는 사치스럽지 않은 듯 부끄 

러운 듯 조용히 이곳의 성격에 맞게 

맞이할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또한 

이 달의 독립운동가 “김대지”선생을 

기 리자는 포스터와 함께 보게된 것은 

북관대첩비 ［北關大據碑］ 복제본이 

다.

‘임진왜란（1592년 〜 1598년） 당시 북평사 정문부가 이끄는 의병들이 왜장 가토 기요마사의 왜 

군들을 격파한 것을 기념해 숙종 때 세워진 대표적인 국난극복의 승전비이다. 그러나 러 • 일 전쟁 

（1904〜5년） 당시 북관대첩비를 일제가 강탈했으며 지난 100년 간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되 

었으나 우리나라의 끈질긴 요구로 2005년 10월 20일 반환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북관대 

첩비 원비는 2006년 3월 1일 북한 함경북도 김책시 림명리（옛 이름 길주）로 반환되었고, 2기가 복 

제되어 그 중 1기가 독립기념관에 세워진 것이다. 복제비는 원래의 비신과 유사한 충남 보령 웅천 

산 애석을 사용하였고, 머릿돌과 받침돌은 황해도 해주에서 난 화강석으로 만들었다 높이는 

2.75m이며 의병단의 활약상을 담은 1,500여자의 한문이 새겨져 있다’라는 긴 설명을 뒤로 국 

사 교과서에서 배우고 보았던 귀중한 자료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흔른 

다. 7개 전시관을 두루 보기에는 장장 8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 내가 가장 관심을 

둔 제2관 겨레의 시련관을 둘러 보고자 한다. 개인이나 국가가 시련을 겪고나면 더욱 단 

단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처럼 다가온다. 현재 이 시각에도 변화는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개항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의 주제라서 더욱 관심이 가진다. 익히 잘 아는 내용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과거를 되새기는, 혹은 더 단단해진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은 본능으로 보고 싶어졌다.

제1관 ‘겨레의 뿌리관’은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우리 민족의 뛰어난 문화유산 

과 국난극복사를 주제로 하고 있다. 우리 겨레는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독자 

적인 문화를 형성하여 발전시켰고 외부의 침략에 맞서 수많은 전투를 치르며 이 땅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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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왔다. 자랑스러운 민족문화의 전통이 국난극복과 항일독립운동의 저력임을 알 수 있다.

2
겨레의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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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겨레의 뿌리〉 〈제2관 겨레의 시련〉

제2관 ‘겨레의 시련관’은 1860년대부터 1940년대, 즉 개항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를 

주제로 하고 있다. 변화의 물결이 들이닥쳤던 개항기와 근대적인 자주독립국가로 발전 

하기 위한 개혁기를 지나 우리 민족의 긴 역사가 일제의 침략으로 단절되고 국권을 상실 

한 일제강점기 당시의 시련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주변국의 

역사 왜곡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

〈제4관 겨레의 함성〉 〈제6관 새나라 세우기〉 〈제7관 함께하는 독립운동〉

제3관 ‘나라지키기관’은 의병전쟁과 애국계몽운동으로 대표되는 구한말의 국권회복 

운동을 주제로 전시하고 있다. 일제에 항거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양반 유생을 중심으로 

전개된 전기와 중기, 후기 의병전쟁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안중근 의사 의거를 비롯하 

여 을사늑약 이후 국권회복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매국노와 침략자들을 처단 

하는 의사와 열사들의 투쟁과정을 볼 수 있다.

제4관 ‘겨레의 함성’은 우리 민족 최대의 항일독립운동인 3 • 1운동을 주제로 전시하 

고 있다. 3 • 1운동은 일제의 무자비한 식민통치에 맞서 우리나라가 독립국이고 우리 민 

족이 자주민임을 평화적인 만세운동으로 선언한 비폭력 저항운동이다. 3 • 1운동의 배경 

부터 진행과정, 일제의 탄압과 3 • 1운동이 세계적으로 미친 영향까지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제5관 ‘나라되찾기관’은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국내외 각지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을 주제로 전시하고 있다. 만주지역을 근거로 일제와 무장투쟁을 

벌인 독립군의 활동과 개인 또는 단체를 이루어 일제의 침략기관과 주요 인물을 처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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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 척화 상소문해천추범: 저자, 민영환 

동경대전 / 저자, 최제우

서유견문 일동기유 : 1878년 일본 수신사 김기수）

조선책략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장정

의열투쟁, 그리고 중국 관내에서 조 

직되어 활동한 조선의용대와 한국 

광복군의 활동 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제6관 ‘새나라세우기관’은 일제강 

점기 민족문화 수호운동과 민중의 

항일운동,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정 

부의 활동을 주제로 전시하고 있다.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 맞서 전개 

된 국학수호운동, 민족교육 등과 학 

생 ' 여성 ' 노동자'농민 등 다양한 

세력이 주체로 참여한 민족독립운동 , 독립운동의 중추기관이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모습을 만날 수 있다.

제7관 ‘함께하 

는 독립운동관’은 

일제강점기에 조 

국광복을 위해 국 

내외에서 전개된 

다양한 항일독립 

운동을 주제로 한 

체험전시관이 다. 

이곳에서 관람객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조영통상조약,조청 통상조약 한국시정연보 / 한일협약（정미7조약）

은 직접 독립운동 

가가 되어, 독립 

만세를 부르고 임 

시정부에서 활동 

하며 항일무장투 

쟁과 다양한 문화 

운동 등에 자유롭 

을사늑약의 전문 을M5적-을사늑약의 연출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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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참여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합쳐 조국광복을 맞이했고 그 원동력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음을 체험 

해 볼수 있어 이채롭다.

특히 제2관 ‘겨레의 시련관’ 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교과서에서 죽도록 외웠던 문서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다.

그 중에서 홍영식 선생의 간찰과 관련하여 기증식이 있었던 보도내용을 소개해 본다.

수원시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조선말기 갑신정변의 주역이자 우정국을 설립한 홍영식의 후손 

인 홍석호 선생이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던 유물 234점의 기증식을 개최했다.

홍석호 선생과 가족,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참석한 기증식에서 시는 홍 선생에게 기증서와 감사 

패를 전달해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유물은 수원화성박물관에 보관할 예정이다

이날 기증된 유물로는 조선말기 및 대한제국기 상황을 기록한 홍영식 부친 홍순목의 문집 25점 

을 비롯해 교지 93점, 홍영식 가문 간찰 100여 점, 갑신년에 가족에게 보낸 홍영식 편지 등으로 

/g세기 후반의 정치 문화 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대표적인 유물로는 이번에 첫 공개된 홍영식의 부친 홍순목(1816〜1884)의 문집인「기당고』가 있다

「기당고』는 홍순목의 연보와 시문을 망라하는 /5책의 필사본으로 /9세기 말 당시의 정치와 문화 

를 보여주고 있다.

또 대한제국 시기인 1910년 6월29일에 순종이 홍영식을 규장각대제학으로 추증하고 연이어 시 

호교지를 내린 뒤 그 다음날인 30일 충민이란 시호와 함께 교지를 내렸는데 이때의 시호 칙명이 

다수 포함돼 주목을 끌고 있다

아울러 홍영식이 강화도조약 이후부터 갑신정변 이전까지 만난 일본 사신과의 대화기록을 정리 

해 둔 자료인 ‘왜사공간록’, 홍영식이 거사를 앞둔 1884년 9월18일에 아버지에게 보낸 안부편지 

등도 눈에 띈다.

특히 당시 홍씨 즙'안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한 가지 있다

당시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영의정을 지냈던 아버지 홍순독은 며느리와 어린 손자를 안고 

자결한다. 형 홍만식은 몸을 보존해 집안을 지키라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남았으나 1905년 을 

사조약이 체결되자 비통해 하며 자결, 아버지의 뒤를 따른다. 이 소식을 듣고 애통해 하던 고종은 

1906년 홍만식에게 충정이란 시호를 내렸고 갑오경장으로 신원된 홍순목 홍영식 부자는 1910년 

대한제국의 마지막 시호교지를 받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고교 5학년이 돼서 처음 알게 된 홍석호 선생은 우정박물관장을 역임하며 우정 

국을 설립한 할아버지의 뜻을 0/어받아 우체국의 역사를 수집해 정리하고 집안의 흔적을 찾는데 

평생을 바쳤다

갑신정변으로 집안이 풍비박산나며 뿔뿔이 흩어져 버린 유물을 하나하나 찾아다니길 수십 년, 그 

렇게 모은 자료를 이번에 수원화성박물관에 선뜻 기증한 것이다

이렇게 기증된 유물은 조선후기에서 그대로 넘어가는 격동기를 고스란히 닥고 있어 앞으로 수원 

시민/과 방문자들에게 생생한 개혁의 현장을 전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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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기증식을 통해 ‘3일 천하’로 끝나버렸던 갑신정변의 꾸이 수원에서 다시 살 

아 숨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2011. 2. 25）

〈홍영식 간찰〉 〈홍영식 후손 소장물 기증식〉 〈제중워〉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떠올리면 지루하다고까지 표현이 되지만 이제는 이미 애국자를 

자처하며 어떠한 역사자료나 유적답사가 반갑고 흥겨워졌다. 그리고 숙연해지기까지 하 

는 단계가 되었다. 흐뭇하다. 기념관의 곳곳에 써 있는 어록이나 문구들이 하나도 놓치 

면 안 되는 것처 럼 소중한 대한의 밑거름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다.

봄의 전령사인 여느 꽃에 비하면 결코 화려하지 않지만 눈길은 당연히 기념관의 조형 

물과 기타 전시물에 더욱 관심이 가지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니고 이제는 학부형 

으로서 교육의 관심자로서 애국시민으로서의 도리 인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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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易단이 챨기

한’ 허의 끝에서/ 홍 재 인 

모자람의 행복/곽병 수 

에덴을 T구다/ 김 백 경

나의 선생님/장정희



한 하/희 끝에서

홍 재 인

갈대로 서걱이는 시간들이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세모（歲募）

벙어리가 되고 싶은 날에

거 리 의 나팔 수 가 되 면

내 못 다한 언어들 대신 불어줄까

긴 호흡 짧은 가락이 멋으면

나와 상관없는 탈을 쓰고

너울너울 뒤뚱뒤뚱

북소리 징소리 에 어우러져 춤을 추고 싶은

한해는 또 그렇 게

여러 가지 소리로 저물어 가고 있나보다



모자람의 행복

곽 병수

인생이 여

완벽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똑똑한 아내보단

어리석은 아내가 편안하듯이

속을 비워라 그러면 강히］ 지 고 

속 비운 대나무는 단단하고 

강한 쇠는 부러지는 법

칼로 물을 베지는 못하지만

달구는 쇠는 물에 넣으면 강해지고 

넘치는 것보다 모자라는 것이 낫듯이 

넘치는 것은 흘러 버리지만 

모자라는 것은 새우 면 되 고

틈새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구나 

틈새가 없는 도로는 물이 흘러 버리지만 

맨땅에는 물이 스며들 수 있고 

물이 스며들 틈새가 있으면 

만물이 소생하고 생동감이 흐르네

삶이 여

틈새를 얼어놓고

자연의 순리에 막추어 정을 나누며 

서로 돕고 함께하며 살자꾸나 

지는 것이 먼 훗날엔 이기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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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을 궁구다

김 백경

삼겹살 육수를 토하는

도심의 하수구 앞에서

구역질이 나고야 말았다 
I 5， C» 사*

말로는

한강의 수새히■를 그리면서

수챗구멍 하나 간수 못하는구나

푸른 숲과 맑은 물을 노래하며

꿈꾸는 양심이라면

예쁜 입술과 냄새 나는 항문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똑같이 대우해 주어야만 하는 것을

겉과 속이 다른 우리들의 현실 앞에서

문득, 발가벗고 살았다던 에덴동산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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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면 반드시 헤어진다는 회자정리（會者定離）. 일상의 편린（片廳）들이 옷감의 날줄 

과 씨줄이 되어 내 50년을 올올이 엮어오는 동안 내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대부분 

은 의식, 무의식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 헤어졌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요? 

그래도 추억이라는 게 모아져 가슴 한 귀퉁이가 따뜻해지기도 하고, 알싸하게 저려오기 

도 하니 참 다행입니다. 이제, 그 중 제일 소중한 기억하나 꺼내어 풀어 보렵니다. 초 

등학교 3 학년, 그림을 곧잘 그리던 나는 다른 11명의 학생들과 함께 홍익대학교에서 주 

최하는 사생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하필 그날은 병을 앓던 남동생의 수술날짜가 

잡힌 날이었지요. 위로 딸 셋을 두고 어렵게 얻은 아들의 커다란 수술이었으니 부모님의 

황망함이 어떠했을까요. 일찍 철이 든 나는 어수선한 그 날 아침 차마 도시락을 싸 달라 

는 말도, 어머니가 함께 가야 한다는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게다가 새 크레파스는 한 발 앞서 나간 큰언니가 가지고 갔는지 서랍 안에는 작은 양 

철갑에 엉망으로 뒤섞인 몽땅 크레파스뿐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걸 가방 안에 넣 

고 학교에 가니 운동장엔 대절한 버스가 한 대 서 있더군요.

보호자도 없이 도시락을 지참도 못하고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선생님을 따라 버 

스에 올랐습니다.

사생대회, 그날의 그림주제는 충무공 이순신장군 그리기였습니다. 나는 풀밭에 앉 

아 할아버지 선생님이 나눠주신 도화지를 합판위에 올려놓고 가방에서 양철갑 크레파스 

를 꺼내 그림을 그렸습니다. 몽땅 크레파스가 뒤섞여 담겨진 양철갑에는 분홍색 크레파 

스도, 노란색 크레파스도 검정색을 묻힌 채 제 색깔을 감추고 뒤섞여 있었지요. 하지만 

난 용케도 색깔을 찾아내어 새파란 바다를 그렸고 거북선을 그렸고 큰 칼을 높이 쳐들고 

고함치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도 그려나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부지런히 양철갑을 뒤 

지며 그림을 그리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곤 하셨습니다. 아마도 내게서 엿보인 쓸쓸 

함과 창피함을 위로하며 열심히 그림을 그리라는 격려 같았습니다. 그림을 제출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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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발표는 점심식사 후에 한다고 했습니다. 학교별로 둥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학생 

들과 동행한 할머니, 어머니들이 제각각 도시락을 펼치더군요. 그 도시락들의 화려한 색 

상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먹을 도시락이 없는 내가 슬그머니 일어서자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선생님께서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얘, 난 김밥은 뻑뻑해서 안 좋아한다. 이거 먹으렴." 어느 어머니께 

서 선생님 몫으로 준비한 도시락인가 봅니다. 억지로 내 손에 쥐어준 젓가락으로 한 개 

한 개 김밥을 집어 먹었습니다. 진땀을 흘리며 간신히 점심을 먹은 후 나무 뒤에 한참을 

숨어 있었지요.

"장 정희! 장 정희 어디 있어?" 다급한 선생님의 목소리는 내가 우리학교 학생 12명 

중 유일한 수상자임을 알려주셨습니 다. '은상'이 었습니다.

상장과 상품을 들고 학교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선생님은 상을 탄 나보다 더욱 기 

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곤 선생님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 주셨지요. 가난한 시골 농사 

군의 맏아들로 태어난 선생님. 공부가 좋아 나무를 하러 산에 가서도, 밭일을 하면서도 

책을 읽으셨다는 선생님. 하지만 선생님의 아버님은 "온 식구를 먹여 살려야 할 놈이 공 

부는 무슨 공부냐!"고 선생님의 책 보는 모습만 보면 지게막대기로 사정없이 두들겨 패 

셨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 어느 날 밤, 책 보따리를 챙겨 집을 떠나오는 

데 깜깜한 밤길을 누가 자꾸 쫓아 오더랍니다. 누군가 했더니 선생님의 어머님이셨습니 

다. 선생님 손에 찹쌀 한 자루를 쥐어주시며 말없이 우셨다는 선생님의 어머님. 어머님 

이야기를 하실 때 떨리던 선생님의 목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서울에 올라오 

셔서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 고생을 한 끝에 마침내 선생님이 되셨다는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 선생님. "장 정희,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 ’’네 

마음이다.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단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이것 쯤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네 마음한테 얘기 해 보렴. 넌 네 마음을 믿지?" 나는 수줍어서 아무 말 

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낡아서 아슬아슬하게 닳은 선생님의 양복 소매 끝 

을 오래오래 바라보기만 했지요. 아버지의 건재상이 문을 닫고 병으로 쓰러지셨을 때 

도, 결혼 후에 남편의 주식실패로 모든 걸 잃고 변두리로 이사를 했을 때도 나는 울지 않 

았습니다.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정희야, 넌 주저앉지 않아!’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초등학교 3학년, 열 살 나 

이인 내 가슴에 심어주신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선생님. 어찌 선생님을 잊을 수 있을까 

요? 소매 끝이 아슬아슬하게 닳은, 머리가 하얀 선생님의 모습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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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민 백일장

일시 : 2011년 5월 28일

2012년 5월 19일

장소 : 동구릉（원릉）, 문화원（강당）

. 그리기 . 사 진 CHB



제21회 시민백일장 최우수상 - 그 리기부문

장자초 2학년 박준서

동구초 6학년 박찬민

구리여고 1학년 유진영

인창중 2학년 금찬 일반부 차춘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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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시민백일장 최우수상 - 사진부문

구리여중 2학년 박민경

토평고 1학년 신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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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시만#힐장 최우수장- 서예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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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 김영식구리고 2학년 정지훈토평중 3학년 최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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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민 백일장

일시 : 2012년 5월 19일 

장소 : 동구릉（원릉）, 문화원（강당）

그리기 사 진 CB*



제22회 시민백일장 최우수상-三1키引부문

백문초 1힉년 장예진

장자초 6학년 신영재

교문중 1학년 김유림

구리여고 1학년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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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

구리여고 1학년 김재령

구리여중 2학년 홍미선

III



허122회 시민백일장 최우수상 - 서 여 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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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초 5학년 이윤지

일반부 김박행

구리여고 1학년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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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글짓기 - 초등 저학년 부문 최우수〉

친구

임현 민

구지초 2학년

날씨같은 내 짝꿍

해 밝은 날엔 

싱글벙글 웃는 얼굴

먹구름 낀 날엔 

찡그린 얼굴

비 오는 날엔 

심술쟁이 얼굴

웃어도 

찡그려도 

심술 부려도 

예쁜 내 짝꿍

변덕쟁이 날씨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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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글짓기 - 초등 고학년 부문 최우수〉

바4앜간지네이 A 건의 노가1

임 누리

부양초 5학년

아침부터 내리는 빗소리에 나의 눈길이 머문 곳은 1년 전 어버이날 내 작은 두 손 

으로 정성껏 만들었던 빠알간 카네이션꽃 한 송이였다.

그날도 엄마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셨다. 몇 년째 병원에 계신 할머니 간호 

를 위해 이것저것 챙기시기 위해서였다. 엄마는 할머니께서 병원에 계신 이후로 하 

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가시곤 했다. 그래서 나는 학교 숙제도, 준비물도, 심지어 동 

생 밥까지 챙겨 줘야 했다.

아직 어린 탓이었을까, 학교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에는 불만이 가득했고, 늘 얼굴 

엔 웃음기가 사라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따스한 봄날, 그날도 오늘처럼 드높은 파아란 하늘 위로 하얀 뭉게구 

름이 예쁜 마음을 수놓고 있었다. 할머니 병간호로 과로하셨던 엄마께서 그만 쓰러 

지시고 만 것이다.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 

릴 뿐이었다. 병원에 누워계신 엄마를 보며 병실이 떠나가라 악을 쓰며 울어대는 동 

생을 달래고 서 있는데 누워 계신 엄마께서 눈을 뜨셨다. 그리고는 나와 동생을 찾 

으셨다. 엄마 손을 잡고 있는데 바보같이 눈물이 자꾸만 흘렀다.

“누리야, 울지마 엄마 괜찮아, 우리 누리가 울면 엄마 마음이 아프잖니?”

나는 두 손으로 눈물을 닦고 억지로 웃어 보이며 엄마를 바라 보았다.

“엄마 아프지 마세요. 제가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엄마 말씀도 더 잘 들을게요.” 

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자 엄마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잠이 드셨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내 방에 걸려있는 달력으로 눈이 향했다. 어버이날을 며칠 남 

겨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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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나의 발걸음은 바삐 집으로 향했다. 주섬주섬 책가방에서 

그동안 모은 용돈으로 산 색종이와 풀을 꺼내서 한 장 한 장 내 정성을 담아 카네 

이션꽃을 만들었다. 그리고 작은 카드에 엄마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편지를 써내려 

갔다.

“엄마, 어버이날인데 병원에 계셔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쁘고 착한 효녀 딸 

이 되고 싶었는데 공부도 열심히 못했고 엄마 말씀도 잘 듣지 못했어요. 엄마 빨리 

퇴원하셔서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환하게 웃음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정말 착한 효녀딸 누리가 될게요.”

내가 편지를 읽어 드리자 엄마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내 두 손을 잡으셨다.

“엄마는 우리 누리가 지금처럼 건강하고 환한 미소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최 

고의 효도가 아닐까 싶은데…….

1년이 지난 지금 엄마는 여전히 할머니 간호에 바쁘시고, 나는 숙제도, 동생 돌보 

는 일도 환하게 웃음 지으며 할 수 있게 되었다. 엄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오 

늘도 건강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최고의 효도 선물을 하고 있다. 내 방 창가에 따스 

한 햇볕을 받으며 환한 웃음을 짓는 빠알간 카네이션의 노랫소리가 어디선가 들리 

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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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글짓기 - 중학생 부문 최우수〉

내가 내‘낀 소길

이 지 원

장자중학교 2학년

내가 내민 손길

두려워 말고 잡아요

지친 당신의 삶 속에서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는 미소를

되찾아 줄게요

내가 내민 손길

어려워 말고 잡아요

내 맘대로 되지 않아

걱정되고 두려울 때

든든하게 서서 당신을 믿어 줄게요

내가 내민 손길

미안해 하지 말고 잡아요

우린 항상 하나니깐요

기댈 사람 하나 없어 외로울 때

내 어깨에 기댈 수 있게 해줄게요

이 세상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내민 손길을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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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글짓기 - 고등학생 부문 최우수〉

:그대에게

강윤 주

수택고등학교 2학년

그대, 이곳은 깜깜하오

새벽을 안고 그대를 떠나 만주로 옴에

난 그 해의 서울에 어떤 꽃이 피었는지 알지 못하오

옆 집 광식이는 죽었다는데 나는 면도를 했소

광주 사는 큰아버지는 하얀 가루가 되었다는데

나는 신문을 봤소

시간이 갈수록 죽음과 일상이 닮아만 갈테지

그대, 이 곳은 숨이 차오

난 그대의 숨으로 이루어져 있소

나는 그대의 숨결을 찾아 만주를 헤매오

새벽같은 이 곳에서 난 오늘도 그대 생각에 회색같이 울지

그대, 난 그대가 그립소

나는

그대의 독립이 그립소

117



<2011 글짓기 - 일반부 부문 최우수〉

일반 한 정 란

유난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두 아이를 키우며 기우뚱한 느낌을 느낄 때가 있 

다. 놀이터에서 시이소를 탈 때 고등학생인 언니의 몸무게는 초등생 작은 아이를 꼼 

짝달싹 못하게 한다. 작은 아이가 두 발을 아무리 버둥거려도 한껏 올라간 시이소를 

내릴 순 없다.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슬쩍 작은 아이 뒷켠에 선다. 그리고 힘을 보 

탠다. 아니 내 몸무게를 보탠다. 그제야 시이소는 꿈틀거리며 스윽 평행을 이룬다. 

그러다가 내 몸무게가 심술을 부린다. 쿵! 여지없이 큰 아이는 하늘에 동동 떠오르 

고 제 아무리 엉덩이를 들썩거려도 어림없다.

내 몸무게와 작은 아이 몸무게를 합치니 큰 아이는 날아갈 지경이다. 이쯤되면 지 

나가는 꼬맹이라도 하나 섭외를 해야 시이소의 기분이 좋아지려나 도통 한 쪽으로 

기운 몸뚱이가 일어날 줄 모른다.

시이소뿐일까. 한 쪽 방향으로 치우쳐 균형을 잃은 것이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

아이들 먹거리도 균형을 잃어 건강을 해치고 아이들 교육도 균형을 잃어 마음을 

다친다. 우리 큰 아이는 서정적인 아이다. 소리와 색깔을 좋아하고 선과 여백을 놀 

이터 삼는다. 작은 아이는 생각 속에서 공굴리기를 하며 뛰어다니다가 불쑥 종이 속 

으로 튀어나온다. 때로는 몸으로 노래를 하고 때로는 말로 그림을 그린다. 하지만 

학교는 오로지 한 방향이다. 성적으로 평가되는 계단에 아이들을 줄을 세우고 계단 

을 오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실패와 좌절을 느끼게 한다.

물론 요즘 평가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다.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서를 활 

용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현재의 교육제도는 여전히 상당 부분 방향이 치우쳐 있다. 또래 엄마들의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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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아이들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들을라치면 가슴 한편이 먹먹해진다.

여전히 성적으로 대부분을 평가하는 현 제도 아래서 어떻게 아이들의 꿈이 자라고 

마음이 무르익을까. 작은 아이는 국어시험을 보면 백점을 맞는데 수학은 영 아니다. 

아마도 뇌 기능 중에 수학 부분이 약한가 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이 사회에 

피해를 주는 존재는 아니다. 그런데 사회는 성적이 나쁘면 아이 자체를 외면해 버린 

다. 기우뚱한 교육제도와 삐딱한 사회인식이 아이들의 행복을 짓밟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가끔 행복지수에 대한 통계를 볼 때면 등골이 섬뜩하고 가슴이 시리 

다.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단다. OECD 국가 중 거의 최하위권이어서 우리의 아 

이들이 마음이 아프단다. 학교가 사회가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균형을 잃었다. 한 

쪽 방향으로 목이 꺾인 비정상의 세대를 기우뚱거려가며 어기적 걷고 있다. 우리 아 

이들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 한껏 기울어버린 발판위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우 

리의 아이들을 보라. 저들이 불안을 먹으며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사회는 더욱더 일 

그러진 초상으로 그려질 것이다. 적절한 빠르기, 지식과 정서, 지력과 체력, 이성과 

감성, 규제와 허용, 규칙과 자유, 제도와 선택 우리가 유념해야할 균형은 너무나 많 

다. 떡살에 떡 찍어내듯 붕어빵틀에서 붕어빵 구워내듯 획일적 사고와 치우친 제도 

는 아이들의 팔다리를 잘라내는 것이다. 불구의 몸으로 가슴 한 켠을 움켜쥐고 시련 

의 세월을 어떻게 버텨낼까.

균형은 행복이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고 지식을 쌓고 좋은 직장을 찾아다니지만 마음의 

균형을 잃으면 소유한 모든 덕이 치우친 방향으로 쏟아져버린다. 결국 균형이 없는 

사회에서 균형을 잃은 아이들이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균형을 찾는 것부터이고, 가정과 사회와 개인의 행복도 균형 

을 이루는 것부터이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제 시이소의 교훈을 생각해야할 때이다. 행복과 즐거움, 안정과 평안은 

전반적인 균형에서부터 움트는 것을 냉철한 자각으로 일으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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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글짓기 - 초등 저학년 부문 최우수〉

봇고乂i 은 선?빙심

이 다 경

장자초등학교 3학년

봄이 되면 아차산 중턱에

분홍색 진달래가 수를 놓아요.

1학년 때 전근가신 우리 선생님

우리 보며 웃던 예쁜 미소 같아요.

그립고 보고 싶은 우리 선생님.

여름이면

넓은 동구릉 뜰에

초록색 나무들이 가지를 펴서

커다랗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어요.

우리가 힘들 때

꼬오옥 안아 주시던

따뜻한 선생님 가슴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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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면

울긋불긋 코스모스

길가에 줄을 서고

시골 논두렁에 벼들이 익어가면

“얘들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단다.” 

겸손하라 가르치신 우리 선생님 

그 넓은 마음을 생각하지요.

겨울이 되면

온 산이 하얗게 덮혀지고 

해마다 나는 

보고 싶은 선생님 

생각하지요 

차갑던 내 두 손을 

따뜻하게 녹여주시던 

난로같은 선생님 기억나서 

내 두 볼에 눈물이 주르륵, 

전근가신 우리 선생님 

참 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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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오잔 方시꽃의 노가I

임 누리

부양초등학교 6학년

아침부터 내 방 창문을 두드리듯 촉촉하게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 

할아버지 만나러 가세요?” 할머니께서는 오늘도 옥색 한복을 입으시고 노오란 국화 

꽃 한아름을 안고 나에게 함께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자고 하셨다.

몇 년 전 할머니 손을 잡고 처음으로 할아버지를 만나러 간 곳은 아무도 없는 조 

용한 강가였다. 아직 2학년이었던 나는 할아버지를 부르며 찾았지만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1950년 커다란 대포 소리와 함께 시작된 북한이 일으킨 6 • 25전쟁은 지금 분단된 

두 나라를 만들게 되었고 우리 할머니처럼 가슴에 아픈 국화꽃의 그림자를 남기게 

되었다.

북한에 있는 ‘원산’이란 곳이 고향이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전쟁과 함께 피난 

을 가셔야 했고 할아버지께서는 피난 중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할머니께서는 전쟁 

이 끝나고부터 지금까지 주말만 되면 평소에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셨던 노란 국화꽃 

을 한아름 안고 강을 찾아가곤 하셨다.

할머니께서는 국화꽃을 강에 띄워 보내시며 항상 할아버지께 안부 인사를 하셨다.

“영감. 나 왔어요. 당신이 보면 너무나 예뻐할 우리 손녀도 함께 왔어요. 영감이 

너무나 좋아했을텐데……. 우리 누리도 영감이 많이 보고 싶다네요. 우리 고향 뒷동 

산에 핀 꽃들은 아직도 그렇게 예쁘겠죠? 언젠가는 영감이랑 함께 살던 고향집을 

다시 볼 수 있겠죠? 할머니께서는 잔잔한 강물에 노란 국화를 한 송이씩 띄워 보내 

며 눈시울을 붉히셨다. 할머니는 아마도 강물에 할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과 언젠 

가는 고향집 뒷동산에 핀 꽃을 다시 볼 수 있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힘께 실어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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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뉴스나 신문을 보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고 천안함 사건도 일으키고 백 

령도의 주민들까지도 아무런 이유 없이 가슴에 아픈 멍 하나씩을 남겼다고 들었다. 

그래도 이때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여행’같은 작은 희망의 실마리를 보이기 

도 했었는데…….

할머니께서는 북한과 남한이 작은 기회를 만들어 가자, 고향 땅에 갈 날이 멀지 

않으셨다며 조금은 상기되어 있으셨다.

하지만 요즘, 북한의 잦은 도발과 희망의 기회가 줄어들어 상기되어 있던 할머니 

의 모습은 사라지고 근심어린 표정만 짓고 계신다.

나는 아직은 전쟁이 무엇인지, 그 전쟁으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들의 아픔을 잘 

알지 못했다. 또 왜 꼭 통일을 해야하는지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다. 그렇지만 강가 

에 노오란 국화송이를 띄우며 고향집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란 희망의 끈을 놓지 않 

으시는 할머니 모습을 보며, 많은 이산가족들의 눈물짓는 모습을 보며, ‘통일’이라 

는 커다란 희망의 그림자를 살며시 그려보게 되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오늘도 나 

는 차창 밖으로 흐르는 빗줄기를 보며 할머니 맘속에 간절하게 자리하고 있는 북한 

에 있는 할머니 고향집을 내 작은 두 손을 잡고 함께 볼 수 있는 희망이 반드시 이 

루어 질 수 있을거라 믿어 본다.

‘할머니, 간절한 희망은 꼭 이루어진대요. 우리 모두의 희망이니까 꼭 할머니 뒷 

동산에 핀 꽃을 다시 볼 수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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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글짓기 - 중학생 부문 최우수〉

나의 각오

김나연

구리여자중학교 1학년

나의 각오에 대하여 쓰기 전에 나의 장래희망에 대하여 얘기해 보려고 한다.

난 꿈이 참 많다. 하고 싶은 것도 많다.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 

30대 중반이 된다면 세계일주를 떠나고 싶다. 호화로운 호텔이나 아름다운 식당에 

서 지내면서 세계일주를 하고 싶은 건 아니다. 배낭을 메고 내가 직접 발로 걸으며 

세계 구석구석 곳곳을 다니면서 경험을 쌓고 싶다. 고생은 사서 한다라는 말이 있 

는 것처럼 고생을 해 보면서 새로운 경험을 해 보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싶다. 자 

연이란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움을 주니까, 세계여행을 하면서 환경과 자연에 대해 

서 알아가고 공부를 해서 자연의 파괴나 인간의 이기심에 대해서 책을 쓰고 싶다.

원래 꿈이었던 작가에서 조금 변형된 꿈을 가지게 되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각오도 꽤 남 다르다. 의사나 선생님같이 막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공부를 못 

한다고 해도 내 꿈을 이룰 방법은 많다고 생각한다. 내가 자연에 대해 관심을 가지 

게 된 것은 우연한 일 때문이다.

도덕시간에 환경에 대해 공부하다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인데, 이게 내 꿈을 바꾸 

게 될 줄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난 돈이나 지위를 보고 직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 

기 때문에 내 직업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자연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해서 일년에 300권 

을 읽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각오했다. 중학생이 된 지금,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다 

짐했다. 지금 배우고 있는 플룻도 나의 특기와 취미를 살리기 위해 각오하고 배우 

고 있는 중이다.

지금 당신에게는 인생을 살아갈 이유나 각오, 다짐이 있는가? 난 내 꿈을 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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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꿈과 각오가 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일단, 자신의 목표와 각오를 갖고, 그 목표를 직접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 

다. 2012년도에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할 일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첫째, 중학생 생활을 바르게 하고 꾸준히 책을 읽어야 한다.

둘째,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 • 식물을 보호해야 한다.

셋째, 세계의 지형을 알아보고 세계일주에 대한 책을 읽어보고 간접경험을 해 본 

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수많은 동 • 식물이 있고, 인간도 살고 있다. 인간은 생각하 

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한다.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욕구도 강하다.

우리는 꿈을 목표로 하고 계획하여 각오하고 다짐한다. 나도 인간이기에 각오하고 

다짐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초등학생 때의 나의 모습이 애벌레에 그쳤다면 중 

학생이 된 지금은 번데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꿈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그 

전까지 나의 꿈은 세계일주를 하는 작가이자 생태계에 관련된 직업을 가진 40대 후 

반의 여성이 되는 것이다. 내가 이 꿈을 이룰 때까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각오하면 내 꿈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다.

나에겐 이루고 싶은 꿈과 희망이 있으니까 나는 오늘 하루도 새롭게 각오하고, 또 

다짐한다. 아직도 자신의 꿈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라. 각오하고 맞설 힘을 길 

러라.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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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글짓기 - 고등학생 부문 최우수〉

知겻

박 혜 영

구리여자고등학교 2학년

길의 끝에서

청명을 보았나니

이것은,

눈먼 자를 이끄는

달의 부름,

그리하여 우리는

비로소 안대를 풀어 헤치고

묽은 비 내리는 거리를 거닐었다.

126



<2012 글짓기 - 일반부 부문〉

소앙 （소주시: 나각i득）

신경아

내게는 가방이 여러 개가 있다. 그것들 중에 정말 소중한 가방이 하나 있다. 책을 

여러 권 넣을 수 있어서 보기에도 넉넉한 크기의 파란 가방이다. 같은 아파트 라인 

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내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궁금해 한다. 뭔가를 잔 

뜩 먹어서 불뚝 나온 아기 배처럼 보였기 때문에 더 그럴 것이다. 내가 그 가방을 

들고 봉사를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지인의 권유로 쉽사리 승낙을 하고 시작한 야학에서 어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치 

는 일이었다. 어머니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재의 제목은 소망의 나무였다.

취학전이나 초등 저학년 정도의 수준이였다. 일흔이 넘으신 분들부터 그래도 젊었 

다싶은 연령이 예순 정도 되시는 분들이 교실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 참으로 열심히 

한글 공부를 하고 계신다. 그런 모습을 처음 뵈었을 때 말로만 듣고 책에서만 봤던 

야학의 열정을 읽을 수 있었다. 교재와 교사 지침서로 보충해 가면서 나름대로 재 

밌고 쉽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노력했다. 처음엔 나 스스로가 낯설어서 적응해야 할 

시간이 솔직히 필요했었다. 먼저 가르쳐주신 선생님을 그리워할까봐 손유희도 준비 

했고 부르지 못하는 노래도 같이 부르면서 애써 잘보이려 했던 게 지금에 와서야 

낯 간지럽기까지 하다. 이러한 형식적인 면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했 

다. 그분들은 선생님들의 지식을 바라셨던 게 아니었다.

교재의 제목처럼 그저 소망만을 이루고 싶으신 한 가지 바람만이 간절하였기 때 

문이었다. 알게 모르게 한글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곳은 많은 것 같다. 다른 곳에서 

한글을 배우는 어머님들도 계시다. 일곱 분 정도 되시는데 최고 높으신 연세가 여 

든도 넘으셨다.

어느 날 수업이 마쳐질 시간에 어머님들께 여쭤 보았다. “우리 어머님들은 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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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싶은 소망이 있으시죠? 한 분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다렸단 듯 제일 앞에 

앉으셔서 받아쓰기도 백점, 대답도 제일 정확하게 하시는 지정애 어머님이 손을 드 

셨다. “난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결혼도 하지 않고 공부만 많이 해서 대학교 교수님 

이 되고 싶네요!” 6 • 25시절 공부하러 학교에 가려면 산처럼 높이 쌓여 있는 시체 

산을 지나가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아예 공부하러 갈 엄두도 내보지 못했다는 것 

이다. 그때 배우지 못한 게 한이 되어 지금 하는 공부가 너무 감사하고 재미가 있다 

고 하신다. 그 뒤에 앉아 계시는 김방례 어머니는 시골 농가에서 자랐는데 학교 가 

면 집안일할 일손이 없다고 엄마가 책보를 아예 숨겨 놓고 내 주질 않아 많이 울고 

사셨단다. 또래 친구들이 학교 갔다오면 몰래 숨어 집 밖에도 나오지 않으셨단다. 

안타까운 그 마음을, 글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훗 

날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많이 배운 사람이라 무시를 받으셨단다. 그래서 늙으신 친 

정 엄마를 붙잡고 왜 그때 못 배우게 해서 이런 수모를 겪게 하냐며 원망했더니 당 

신이 정말 미안하다며 같이 서럽게도 우셨단다. 모두가 숙연해지는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옆 분단 제일 뒤에 앉으신 이계희 어머니는 친정아버지가 재산을 다 

정리해서 큰 사업을 하시려다 망해서 배우지도 못하고 성냥갑같은 공장에서 무섭게 

일만 하시고 사셨단다.

같은 시대를 비슷한 상황, 조건, 환경에서 거부 없이 순박하게 사셨던 어머니들이 

셨다.

이분들의 소망은 한가지로 똑같다. 소망은 반드시 노력하면 이뤄지게 되어 있다.

이 분들의 소망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건 누구나 안다. 그러나 어느 한 명 안 된 

다고 입 밖에 내뱉을 수는 없다. 그 소망은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끈이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짙푸른 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이다.

풀 한 포기도 작은 소망을 품고 바위틈에 피어 있다. 저마다 소망을 간직한 자들 

이여 ! 그대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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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기우시원에 오시면 우기:2•가•이 보이H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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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구리문화원 주요사업

• 2012 구리문화원 주요사업

• 구리문화원 임직원

• 시설, 주요사업 및 조직

• 구리문화원 임직원

• 향토사연구소

• 예절교육연구회

• 구리문화 편집위원회

• 육성기금 운영위원회

• 구리문화학교 운영위원회

• 구리문화원 장례 운영위원회

• 동아리 연합회

• 구리문화학교 강사 현황

• 문화학교 수강현황

• 2013년도 문화유적 답사 일정



2011년 구리문화원 주요사업

일 시 장 소 행 사 명 세 부 내 용

2월 24일（목）

11：00
보륜뷔페

제1차 이사회

20차 정기총회

- 201이년 결산/ 2011년 사업계획 승인

- 원장, 임원, 대의원 등 75명 참석

3월 1일（화） 

10：00
구리시청 3.1 절 행사

- 유족 및 관내기관 500명

- 원장님 만세삼창（망우묘역 참배는 취소）

4월 19일（화） 

08시〜 18시
전북완주 제37차 유적답사

- 송광사一위봉폭포-운일암, 반일암

- 이병탁 부원장 포함 80여명 참석

4월 25일（월）

15：00
구리시청 노은 김규식 추모제

- 원장 만세삼창, 박명섭 소장 연보 발표

- 유족 및 기관단체 500명 참석

5월 19일（목）

11：30

구리중학교

（Star House）
성년례

- 전통성년례 재연행사

- 원장, 부원장, 임원, 학생 등 350명 참여

5월 28일（토）

10：00

동구릉 

（원릉）
제21회 구리시민백일장

- 개회식 10：00 （동구릉 원릉）

- 관내 학교 학생, 시민 등 1,200명 참가

5월 28일（토）

10：00

구리시체육관 

〜동구릉
어가행렬

- 구리시 체육관에서 10：30 출발

- 재실 앞에서 “민속공연”과 다도, 가훈쓰기

동구릉 

（원릉）
제21회 시민백일장

- 관내 학생, 일반시민 등 1,000여명 참가

- 글짓기, 그림, 사진, 서예, 비디오 5개

동구릉

（재실 앞）

2011 어가행렬 

전통민속공연

- 체육관一동구릉의 전통어가행렬 재연 행사

- 문화원 주관, 원장 개회사, 취타대, 무용

6월 8일（수） 

08：00
강원도 강릉 제38차 유적답사

- 오죽헌-선교장-허균-강릉향교 답사

- 이병탁 부원장, 회원, 시민 등 41명 참석

6월 9일（목） 

14：00
도당굿전수관 도당굿 공개행사

- 일반시민에게 도당굿거리 재연행사

- 향토사소장, 향토사회원, 100명 참여

8월 15일（월） 

10：00
구리시청 제66주년 광복절

- 원장, 임원 등 시민 600여명 참석

- 그림그리기 대회（구리문화원 주관）

9월 1일（목） 

08：00
경기강화 제39차 유적답사

- 송광사-위봉人卜강선하폭포-봉서사

- 시민 40명 참여

9월 30일（금）

11：00

경기 양주시 

별산대놀이마당

제18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 취타대 입장식 선두 및 공연

- 구리문화원 풍물반 경연（장려상）

- 검정고무신（유일의 상설 놀이장 개설）

10월 5일（수）

11：00

고구려

대장간마을

제25회 온달장군 

추모제향

- 시민, 학생 300여명 참석

- 최청수 부원장 아헌관 역할

10월 28일（금）

08：00
경북안동 제40차 유적답사

- 하회마을-비룡산

- 시민 40명 참여

11월 7〜8일 강원 고성
제5회 이사회의 

및 임원수련회

- 통일전망대, 월정사 등 답사

- 구리시니어클럽 운영규정 개정 승인

11 월30일（수） 

16：00

행정복지센터 

공연장

제16기 문화학교 

발표회

- 작품전시회, 발표회 공연

- 원장, 임원, 회원, 시민 등 230여명 참석

12월 8일（목） 

18：30
보륜뷔페

제6차 이사회의 

송년의 밤

- 2이2년 예산 토의

- 부부동반 송년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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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구리문화원 주요사업

일 시 장 소 행 사 명 세 부 내 용

2월 15일（수）

17：00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한국문화원연합 

회장 이•취임식

- 오용원 회장 취임/ 최종수 회장 이임

- 제28대 한국문화원 연합회장 이 • 취임

2월 29일（수）

10：00
보륜뷔페

제1차 이사회

21차 정기총회

- 2011년 결산/ 2012년 사업계획 승인

- 원장, 임원, 대의원 등 80명 참석

3월 23일（금） 

~24일
갈매동전수관 2012년 갈매도당굿

-본굿진행

- 전수관（우천）

3월 26일（월）

11：00
문화원 육성기금 운영위원회

- 2011년 사업결산, 2012년 예산 확정

- 원장, 이병탁 부원장, 국장 참석

4월 13일（금） 

15：00
구리시청대강당

노은 김규식선생 

추모제

- 구리문화원 주관

- 기념사, 업적소개, 예다미 공연, 기념촬영

4월 17일（화） 

08：00
천안 제41차 유적답사

- 천안 -독립기념관- 각원사

— 시민 40명 참여

5월 19일（토） 

09：00 〜 16：00

체육관 ~ 

동구릉
2012 동구릉 문화제

- 제22회 시민백일장 개최

- 어가행렬, 전통문화공연 주관

6월 7일（목） 

08：00
경기 고양 제42차 유적답사

- 서삼릉, 서오릉 등

- 회원 및 시민 22명 참가

7월 6일（금） 

11：20

구리여자중학교 

시청각실
전통 성년례

- 전통 성년례（계례） 주관

- 원장（큰손님）, 국장（집례）, 회원350명참여

7월 7일（토） 

18：00

장자호수공원 

야외공연장
예절 연극

- 문화원 주관 “호랑이 오빠” 예절연극개최

- 원장, 부원장, 임직원 등 10명 참석

8월 30일（목）

11：00

올림픽 

체조경기장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 50주년

- 기념식 참가（원장 등 60명）

- 취타대 공연 참여

9월 10일（월）

15：00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동구릉 안내책자 

발간 기념회

- 안내책자 발간 기념회（기념사, 축사, 발표）

- 시민, 학생 등 100여명 참석

9월 21일（금）

11：00
화성시 청소년 민속예술제

- 11시 개막식 참여

— 4시 공연/ 구리여중 14명 참가

10월 19일（금） 

〜 20 일 （토）
태안 팜비치 임원연수

- 제205차 이사회 및 임원연수 개최

- 임직원 40명 참석

10월 31일（수）

08：00
충북진천 제43차 유적답사

- 충북 진천 문화유적답사 실시

- 이병탁 부원장 등 25명 참가

11월 15일（목）

14：00
향군회관

장수기원 

사진증정

- 향군회곤b, 가능골경로당, 동인경로당

- 장수기원 참여 시민 67명 사진 전달

11월 30일（금）

16：00

행정복지센터 

공연장

제17기 문화학교 

발표회

- 작품전시회, 발표회 공연

- 원장, 임원, 회원, 시민 등 260여명 참석

12월 13일（목）

18：30

보륜뷔페 

vip 홀

제206차 이사회 

송년의 밤

- 2013년 사업계획 논의

- 원장, 임원, 등 70명 참석

12월 20일（목）

16：00

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

제1회 구리시 학생 

영상다큐 경연대회

- 4학교 5개팀 출전

- 원장, 임원, 회원, 시민 등 100여명 참석

131



비갔 w己,

서 心'애세 三

혀벼〕\ n 시설, 주요사업 일 조지

0三厂石三」

1. 시설

-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217-14

- 건물 : 지하 1층, 지상 2층 약 800m'

- 주요시설 : 원장실, 사무국, 자료실, 향토사연구소, 예절교육연구회, 대강당 

대연습실, 드럼실 등 강의실 5개, 소품실, 동아리방, 악기실

2. 주요사업

- 지역고유문화의 발굴 ■ 보급 • 보존 • 전승 및 선양

- 갈매동도당굿（경기도문화재） 등 지역 고유전통문화의 전승 및 선양

- 온달장군추모제향 개최

- 사노동 장례의식, 벌말다리밟기 등 사라져가는 민속문화 발굴 및 보존

- 갈매동 회다지 선소리 녹취사업, 갈매동 지경다지기 민속예술제 참가

- 향토사의 발굴 ■ 조사 - 연구 및 사료의 수집 ■ 보존

- 아차산 고구려 유적 발굴 조사（아차산성 , 아차산 보루성 등）

- 아차산 고구려 역사 특강

- 망우산 근현대사 묘역 위인 탐구

- 지역 주요문화재에 대한 금석문 탁본 및 전시

- 효빈묘, 신도비, 석탑 등 지역 비지정문화재 발굴

-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 동구릉 문화제 전통민속공연 주관（어가행렬, 백일장 등）

- 성년례 재연

- 전통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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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예절연극, 마당극 공연

-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 운영

- 동구릉（조선왕조）, 아차산（고대）, 망우산（근현대사） 등 지 역문화유산 답사

- 국내의 세계문화유산, 주요 유적에 대한 정기답사 실시

- 내 고장 문화역사체험 상설운영

- 가족과 함께하는 놀토 문화유적체험행사

-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체험행사

-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 보존 및 보급

- 연간『구리문화』지 발간

- 연간 2회『구리문화소식』지 발간

- 역사소설『동구릉』,『만화로 보는 예절』,『전통우리 예절」책 발간

- 역사 만화책『아차산과 고구려』,「조선왕조 이야기』발간

-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 전통문화학교 개설 및 작품전시발표회 개최

- 향토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개설

- 예절지도사, 전래놀이지도사 양성

- 역사, 문화 특강 개최

- 찾아가는 예절교육 실시

- 소고만들기, 탁본, 전래놀이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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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문화사업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운영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문화도우미, 전래놀이지도사 ）

- 외국인 노동자 문화체험

-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기원용 사진（영정사진） 사업

- 소외계층 아이들과 함께하는 역사체험

- 교육복지투자협의체 （관내 초등학교 다문화 및 소외계층, 취약계층 아동）

3. 인원

구 

부

임 원 사무국

회원
원장 부원장 이사 감사 소계 국장 팀장 주임 소계

현원 1 5 41 1 48 1 1 1 3 523

4. 고문

직 위 성 명 주 소 전 화 비 고

고문 김종국 초대문화원장

고문 문춘기 2대문화원장

고문 김순경 3,4대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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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원 장 김문경 원일건설（주） 대표

내무부원장 이병 탁 전） 부양초교 교장

직능부원장 최덕구 통일약국 대표

직능부원장 김 항오 천안 벼룩시장 대표

직능부원장 조영자 전） 문화학교 운영위원장

직능부원장 최청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구리시 협의회창

명예이사 김응주 구리문화지편집위원사진작가

명예이사 홍도암 전）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장

명예이사 박명 섭 구리 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총무이사 김충현 다솔기획 대표

재무이 사 이승준 전）송옥물산 대표

이 사

강호 현 동호산업개발（주） 대표

고정석 고정석치과 병원장

곽성호 （주）세인투어 대표

김기 선 전）구리시 학원연합회장

김 동준 （주）큰바위문화복지 대표

김 보영 무용협회 구리지회 지부장

김선 율 시골여행 대표

김은주 무용협회구리지회부지부장

김재석 구리시주민자치협의회장

김정 숙 여성 노인회관 강사협의회장

김정희 전）동구동주민자치위원장

박남식 구리시니어클럽 실장

박말수 본추어탕 대표

박영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H지구 총재

박혜선 예다미 단장

서천원 （주）우주실업 대표

신계 화 구리오페라단 단장

신동영 미디어에스트 대표

신동환 신동환법무사무소 대표

심 찬섭 법무법인경기일원대표변호사

심홍식 구리시 선거관리위원

안정섭 새마을운동 구리시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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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이 사

이내홍 한샘학원장

이명 희 전）학원연합회 회장

이 문 기 꽃이나들이가는날 대표

이병길 （쥐고려정보 대표

이병 삼 삼성내과 원장

이승우 구리시민스포츠센터관리소장

이영 갑 검도부동산컨설팅대표

이한윤 성진토건（주） 대표

장향숙 구리시생활체조협회회장

최광대 인창초총동문회 홍보국장

한상진 （주）한림종합건설 대표

홍재인 구리서예원 원장

황용기 보륜뷔페 대표

황진영 전）문화관광해설사 회장

감 사 허대 정 허대정 회계사 대표

국 장 윤승민 구리문화원 사무국

팀 장 조성 경 구리문화원 사무국

주 임 윤정 미 구리문화원 사무국

관 장 윤병진 구리시니어클럽

실 장 박남식 구리시니어클럽

과 장 박흥곤 구리시니어클럽

과 장 한수자 구리시니어클럽

팀 장 조소 영 구리시니어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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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박명 섭

운영위원

손미 례

전문위원 은광준 이해안

운영 위원장 이형옥 김 남신

총무 정경일 송기 범

서 기 김준정 신윤아

교 육 오일순 김지희

감사

정남선 도영봉

임정연 김순희

운영위원

이면옥 전위원장 최해정

김명희 전위원장 서 태숙

이미자 전위원장 이정화

이정원 조영숙

이미나 황성희

김미숙

= 4 i 예잘교육 연구회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고 문

이병탁 전）부양초교 교장

회 원

이춘자

황진 영 전）구리시 해설사 전수광

회 장 이승준 국가공인실천예절지도사 황성 희

위원장 김영미 도영희

총 무 도영봉 신순희

전）위원장 김 춘자 이재옥

회 원

이미나 김외순

정호준 박은정

박금자 최미리

서 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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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발행인 김문경 심사

평가부

이면옥 전）향토사연구회위원장

위원장 이병탁 오일순 동구릉해설사

부위원장 황진영 전）구리시해설사회 회장

교정부

김명희 전）향토사연구회위원장

총무 김남신 아차산해설사 이 미 자 동구릉 해설사

기획부

이형옥 향토사연구회운영위원장

사진부

김응주 사진작가

이 미나 예절지도강사 도영봉 사진작가

심사

평가부

이승준 예절교육연구회 회장

홍재인 시인, 서예 원장

진화자 한국문인협회회원

배정인 문화학교강사（진도북춤）

：6） 육성기금 운영위원회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소 속 비 고

위원장 김문경 문화원장 당연직

부위원장 이병 탁 문화원 부원장 문화원 임원

위 원

이동 규 구리시 기획홍보담당관 시장추천

문철훈 구리시 문화예술과장 당연직

이병 철
법무부범죄예방위원 
구리지구 협의회장

문화원장 추천

김준석 구리시의회 사무과장 시의장 추천

김용호 구리농협 조합장 문화원장 추천

감 사 허대 정 회 계 사 문화원장 추천

간 사 윤승민 문화원 사무국장 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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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교 장 김문경

1

원장

위원장 황진 영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위원

홍재인 구리서예원 원장

서천원 （주）우주실업 대표

김정숙
여성노인회관 

강사협의회장

박영희 （주）에셈빌 대표

이명 희 전）학원연합회 회장

김기 선 삼광학원 원장

간사 윤승민 사무국장

《8） 구리문화원 장례 운영위원회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위원장 김문경 원 장（당연직）

부위원장 이병 탁 부원장

운영위원

이승준 예절교육연구회 회장

박명 섭 향토사 연구소장

황진 영 이사

서천원 이사

장향숙 이사

간 人 b 윤승민 사무국장

9） 동하리 현합호

단 체 명 대 표 전화번호 지도교사 비 고

구리문화원 사진회 김응주 이정화 사진

예다미 박'혜선 한준희 여성중창단

여음 신은영 류승표 표 T그

눈꽃 송이 권금봉 사무국 어르신문화도우미

전래놀이연구회 이춘자 사무국 검정고무신

다도회 박금자 사무국 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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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좌 강 사 전화번호 주요경력

가야금 박계 화
추계예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예술학 박사

국악교육지도사 1급, 최충웅, 채성희, 최지애, 이효분 사사

경기민요 송은선

대한민국 전통예술 경 연대회 경 기 민요부분 은상 

문화협회 경연대회 경기민요부분 금상

개인지도 및 주민자치센타 등 강사

대금 박상미
단국대 음악대학 국악과 （대금전공）, 건국대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졸업 

수련관 및 학원 단소,대금 강사

북놀이 차봉환
무형문화재 19호 선소리 산타령 보존 회원

한국민속촌 농악 단원 역임, 보라매풍물단 기술 지도위원

생활역학 조규문
대전대학교 철학과 박사. 경 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대우교수 

현재 중앙일보 오늘의 운세 연재

서 예 

문인화
김이문 1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자과정 서예문인화 교육전공 이수 

세계 평화 서화대전 세종대왕상 등 40여회 수상

진도북춤 

외 북 

살풀이춤

배정인 국립국악원 승무 수료문화예술진흥회 진도북, 진주교방무, 삼고무 이수

판소리 

남도민요
김형옥 문화재 5호 판소리 전수자, 국악지도자 판소리 강사 자격증

TL W TG 류승표 1
단국대학교 국악과 졸업（타악전공）제2회 한국의 장단 찾기 대회 

무속 일반부 최우수상

풍수지리 최광의
시간고려풍수지 리학회 관산위원장

청주노인복지 회관, 하남문화원 풍수지리과 강사

드럼 조수성 1
두드림 컬쳐 （닥터드럼） 소속강사 죽전프라미스문화센터 , 

역삼 청소년수련관 등 드럼강사

사진 이영천
경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미디어디자인학과 사진전공（석사）졸업 

L.Y.C.사진문화연구소대표 디지털이미지 제작. 촬영 전문강사

색소폰 원희선 유니 버셜 색소폰 단원

통기타 박장복
현 구리시 7080통기타 팀 멤버 및 다년간 지도 

라이브 카페 다년간 활동

일본어
이 찌가와 

미사에
1

동해대학 단기 대학부 아동교육학과 졸업 

교문중학교, 예봉중학교 방과후 일어 강사

마 술 정지용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구리지회 연기분과위원장 

개미엔터테인먼트-개그콘서트팀과 기획 및 공연

한국무용 권나윤 NY 세종무용학원 운영, 구리시생활체조연합회 이사

우크렐레 조현철
대신대학교 종교음악과 졸업 , 한국우크렐레협회지도자 과정 자격증 

한국우크렐레협회 구리,남양주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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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운화학수강현왕

강좌 회 원

가야금
문영숙, 임수진, 전경진, 두점민, 최미경, 송유진, 임하영, 차춘옥, 우혜정, 이신영, 서현숙, 김은영, 김인수, 

박호영

경기민요
정영란, 김복자, 김병순, 주복이, 임미경, 김필숙, 이경순, 정영순, 한영숙, 김길자, 이금옥, 왕시명, 박희순, 

박연자, 박창예，최은숙, 이대 영, 박은화, 김인수, 채 규순, 권해 숙, 허 귀 님, 박숙자

프 o
■5=

김은순, 조인제, 백현주, 박복선, 김덕주, 이선탁, 이상숙, 이병권, 권명희, 안영순. 이서은, 김미남, 김춘자, 

강동구, 이은주, 이병권, 김덕희, 두윤순, 조문정, 윤경아, 김은인, 차경애, 강명자, 김옥녀, 김계자, 김숙자, 

이한월, 이선희, 신은영, 이해란, 정경 희, 김영 미, 이면옥, 임진숙, 김민선, 남화자, 이현숙, 정말분, 박미 혜, 

박연자, 나정숙, 이순이, 유선영, 용운희, 손화자, 신성 인, 김민선, 김은아

대금 조인행, 김담기, 박종석, 박성철, 선법스님, 이범준, 이영훈, 류정림, 김종진, 박병 열, 김영수, 전경진, 김향선, 

임세춘, 이상훈, 김광식, 안교성, 안미성, 정아람

진도북줌 

외북

정태원, 이순재, 강주심, 임혜련, 이원례, 박광자, 차윤자, 이신영, 이경숙, 오순례, 한성숙, 최윤희, 이경희, 

김원자, 정태원, 이은영, 서정심, 박월선, 여문자, 박전순

서예
서광석, 김재국, 서선화, 김은자, 심재수, 정충섭, 박병수, 국미란, 신수철, 한병순, 최이섭, 문성호, 송관석. 

김박행, 김영숙, 안종선, 최정임, 임옥화, 김학주, 방옥자, 안미숙, 김봉윤, 장복경, 김은숙, 차경애, 시선영

문인화
서선화, 정충섭, 국미란, 신수철, 한병순, 최이섭, 문성호, 차경애, 송관석, 김봉윤, 박광자, 김박행 

장인순,안종선,최정임, 김학서,안미숙,시선 영, 강정호,최병선

판소리 이옥희, 이혜순, 이영숙, 강미 성, 두점 민, 전미 선, 조정순, 안종선, 윤지 영, 박은화

풍수지리

선명화, 염명환, 김 미숙, 김 경하, 김의남, 장미란, 장복경, 김영진, 노진희, 유포영, 박귀옥, 방성길, 이재화, 

안서희, 서임석, 김부기, 안경자, 서진돈, 최원범, 이복주, 최수미, 박혜경, 임하영, 손명화, 박귀옥, 신경자, 

이종환, 손명화, 김순태, 장미영

북놀이 1반
김 경하, 유소미, 조종덕, 조미숙, 이종훈, 김정은, 김 태종, 권경숙, 원자영, 허점옥, 이의준, 김연순, 김석순, 

장은자, 정기순, 정영희, 이용숙, 김광석, 정경숙, 정순임, 김수정, 김영례, 윤지영, 윤원기, 김춘옥

북놀이 2반

김석중,오명옥,장창수,윤원기,문화선,김정걸,임창배,김 옥,박애란,유 솜,박경자,김영애,윤성자, 

이명 화, 전진임, 이복실, 강유경, 조강희, 고연실, 신현숙, 김영숙, 추성 희, 김 석중, 강순화, 박전순, 한영옥, 

권현수. 이혜경, 문유미, 이혜숙, 신철수, 이미자, 황계순, 한성숙, 김태연, 박성자, 최순자, 천흥자

생활역학

김정 미, 유재석, 이상회, 신수철, 김혜경, 양병환, 박규용, 유상은, 최병호, 정수호, 이순덕, 이주연, 김옥순, 

채리화, 박혜경, 이경숙, 김기옥, 심재정, 김종득, 서민경, 심준섭, 강명자, 이흥식, 김면채, 함정규, 김완규, 

양미경, 김진태, 김부기, 최수미, 신은주, 심재정, 오옥연, 윤성찬, 배석우, 이상국, 안종식, 김종환, 김순남, 

김진우, 한병운, 송선자, 조영희, 유도화, 최광주, 강정호, 고은정, 하정순, 강외숙. 유금숙, 김송연, 김지우, 

고아랑, 이상희, 오경 열, 김 병문, 안서희, 이주연, 김혜연, 최광주

드럼

양인숙, 조병운, 전희주, 강춘화, 정미숙, 강성남, 강영주, 박선정, 변종운, 심규선, 황연순, 김수영, 유인형, 

이철규, 변종민, 이인수, 최희원, 박영주, 한명실, 신향영, 김 계수, 장서진, 강명숙, 이나연, 윤건암, 이근행, 

강필오, 송연단, 권도현, 이선녀, 김해옥, 박경미, 김양희, 권도현, 황은지, 손미 례, 조태 영, 김연옥, 유제준, 

이진우, 김근석, 신성 경, 김영주, 양성숙, 김인묵, 최창덕, 김정선,윤혜경, 오승종

사진
지양구, 박순분, 김기성, 김미숙, 송양희, 이종훈, 박동호, 박경수, 강채심, 송영순, 이윤숙. 이숙자, 김철수, 

임경희, 윤인수, 서정분, 이홍규, 임항빈, 유재석, 김영승, 김흥진

색소폰
서영애, 안재욱, 조사용, 박윤현, 박현철, 홍성 경, 기홍철, 김영애, 김천식, 박현철, 박석주, 한규택정 재웅, 

맹석제, 한경은, 최정일, 김군수

댄스스포츠 서영애, 안재욱, 조사용, 박미원, 이옥순, 김기 선, 김미애, 진화자, 이명희, 황금덕, 윤소정, 정희순, 김 경남, 

김홍임, 주성희, 안종식, 이영행, 이영숙, 김종빈

아코디언 문무선, 석화경, 이경화, 전진임, 이혜경, 박상규

통기타

진화자, 김복순, 김정아, 박은정, 권근택, 안성태, 김상현, 박찬엽, 김종진, 이지 연, 김중배, 김옥란,유상열, 

전향순, 조병일, 송윤자, 신금이, 이홍규, 정해남, 이현숙, 김형신, 김환우, 이기대, 차선미, 김금숙, 권중완, 

최춘자, 이인숙, 오지은, 하재호, 류정주, 김호중, 황운학, 황은지, 연상희, 김미라, 양은서, 신향영, 김은주, 

김대현, 김재경

일본어 이상훈, 이춘익, 배영 애, 박형건, 임옥자, 박혜영, 오정 연, 안은주, 이송연

중국어 박은숙, 이 만복, 김양이, 김경화, 강순옥, 안병 순, 안은주, 심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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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츠오

강좌 회 원

※구리문화원 평생회원 - 특별회원 • 일반회원※

평생회원 고순례 김남신 김창용 이해안 차경희

특별회원
박금자 김영미 오일순 유영숙 조금순 정금주 이미자 윤미순 박미희

서성화 성홍기 박중건 노정환 정덕근 김덕순 김민수 이면옥 김진이

우대회원 이정화 장휘덕

일반회원

전창희 최정일 백연진 한경은 김정옥 허현숙 이혜숙 황계순 손금자 

이태헌 손미례 김준정 이정화 정경일 이형옥 김지희 신윤아 송기범 
정남선 장미경 정호진 이춘자 황성희 박원순 한성숙 천흥자 김명화 

이영자 이 환 김옥희 고금순 김정자 설점례 박정순 이문호

（12） 2013년도 장기문화유적답사 일장

♦ 답사비 : 문화원 회원 20,000원（중식포함）

비 회 원 30,000원（중식포함）

- 참가 신청접수는 참가신청일 10：00부터 〜 18：00까지 구리문화원 사무국에 방문접수, 전화접수합니다. 

（단, 전화 접수시 무통장 입금 계좌번호: 농협 204020-51-117098 구리문화원）

- 년 회비는 1만원 입니다.

- 신청 이후 환불은 불가하며 신청자 전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합니다.

- 상기 일정은 부득이한 경우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차 답사일 장소 답사코스 접수일자

44
4.16 

（화）
충남 홍성

- 한용운선생 생가지
- 김좌진 장군 생가지

4.2

45
6.12 

（수）
강원 삼척

-죽서루

-실직군 왕릉

-공양왕묘
5.24

46
10.24 

（목）
충북 괴산

- 괴산향교

- 송시열 선생 유적지

- 김홍도 유적지（풍락헌）

10.10

142



구리문화원이 개원된지 21 년이 되었습니다.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며

오늘의 삶은 내일의 역사 속으로 기록되어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기에

내용들을 글로 표현해서 훌륭한

“문화지”로 발간하려고 노력해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고 고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간 옥고를 보내주신 분들게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구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뜻있는 분들의 투고를 기대합니다.

-구리문화원 편집위원장 -

— 원;크을 항'' 1 기가고｝니가. ——

아 내용

■ 향토사 연구사례 ■ 홍보자료

■ 문화유적, 유물의 사료 ■ 제언

■ 시, 수필, 기행문, 생태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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