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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I행 인 이 지하 비말

문화도시 건설의 꿈을 위하여

김종국（본지 발행인）

구리가 시로 승격된 지도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초미니 도시로 출발한내 고 

장 구리가 그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길을 넓히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는 외형적인 변화는 꾸준히 있어왔지만 구리 

시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자면 그만 찹찹한 심정이 되고 맙니다.

서울의 위성도시로 유홍업소가 즐비한 거리를 아이들과 함께 걸을 때면 어느새 낯이 뜨거 

워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낮이라 네온사인은 켜지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시선은 그 

요란한 간판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혹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구리시의 실정이 상기되어 부끄

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구리 문화원에서는 멜로스고전기타 합주단 의 공연을 주관했습니다. 일찍 

이 없었던 문화 행사라 얼마나 호응이 있을지 걱정하지 않은 바 아니었으나 막상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의 이런 걱정이 얼마나 부질 없는 것이었나를 실감할 수 있 

었습니다. 그 날 공연에는 자리가 없어 서서 듣는 시민들도 있었고 한곡한곡 끝 

날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찬사를 보내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디 그뿐이겠습니 

까. 구리문화원이 창립되고 첫 행사인 제1회구리문화 예술제에 보내준 시민들의 

호응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시민백일장이나 사진컨테스트, 노래자랑 등에 

참가한 시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보면서 우리 구리시민들이 그간 얼마나 문화생활 

에 목말라하고 있었는지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구리문화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일년도 채 안 된 연

륜이지만구리문화원은.스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구리문화원의 역할이 분명해진'이상 그 힘찬 행보를 잠시토 늦출 수 없습디다: '

우리는 이제 꿈을 꾸어도 좋습니다. 밤이면 네온사인만이 빛나는 유홍도시가 아닌 ‘아름다 

운 문화도시 구리 건설’ 이라는 행복한 꿈을. 리문화» 창간은 이 꿈을 이룩하기 위한 노 

력 중의 하나로 이루어 낸 것입니다.

구리시민의 진솔한 삶의 모습이 담긴 구리문화»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 

니다.이제 막 발걸음을 내민〈구리문화〉는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만이 제대 

로 성장하여 구리 문화 창달이라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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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창조적인 정신과 땀의 결정체

류 재 천（구리시장）

*7 존경하는 12만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문화원 관계관 여러분!
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의 향토문화를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원장님을 

1 비롯한 관계하시는 모든분들의 노고에 대해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지난해 문화원이 창립된 이래 제1회 구리문화예술제를 훌륭하게 치루헜고, 올해 들어서 연극공연 및 

멜로스고전기타 연주회 등 갖가지 문화행사를 적극 개최하는 등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향토문화사업 

발굴에 많은 공헌을 하셨고 이어서 새로이 우리 고장의 문화발전상 등 전반적인 시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구리문화지의 창간호를 발간하게 되어 우리시민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뜻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구리시가 빛나는 오늘이 있기까지는 전 시민들의 헌신봉사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구리문화지의 창간호 발간을 계기로 전통문화가 창달될 수 있는 정신적 지주의 근간이 되어 더욱 

발전하는 시의 촉매지와 역사지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고도의 산업화와 민주화로 생활 수준은 크게 향상 되었으나 무분별한 과소비, 

외래문화의 무비판적인 수용 등 물질문명이 안겨준 부작용으로 우리의 정신문화는 

왜곡되고 사희질서는 균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모두의 책임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되살리고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치관 창출을 위해 우리 모두가 추진하고 있는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근면성,도덕성,준법성,신뢰성,절약성회복）에 적극 

참여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창조적인 정신과 땀의 결정체인 구리문화지 창간호가 

우리 고장 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축 사

내실있게 성장하는 <c구리문화診 되길

지 홍 우（구리시의회 의장）

） 통문화의 채조명과 향토문화 창달이 절실이 요청되는 시점에서 <〔구리문화>를 창간하게 된 것을

刀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12만 시민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合 문화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입니다.

L. 문화가 홍하면 나라가 흥하고,문화가 쇠하면 국력이 기울 정도로 그 영향은 매우 큰 것입니다.

문화예술은 우리의 생활을 뜻있고 보람있게 해 줄 뿐만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정신적인 힘의 지주인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과학문명의 발달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있는 반면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미풍양속과 

우리 고유의 문화가 날로 퇴색하고,바람직스럽지 못한 외래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와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문화 잠식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리시는 예로부터 예절과 충•효 정신이 높았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동구능 등의 문화 

유적이 있으며, 아차산의 정기를 이어받아 선남선녀들을 많이 배출하여 문화중흥의 기반이 튼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조국의 창조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향토 문화 창달에 역점을 두고있는 

것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생활의 향상을 이룩해 나가는 힘찬.원동력이 우리의 향토문화 역량에서 

샘솟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조들이 물려준 빛나는 문화 유산을 보존, 이를 현대 문화로 발전 수용하여 시민생활 속에 

정착시켜 나가는 데 다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열매를 맺을 때 고도로 발달하는 과학문명과 사회발전이 정신문화와 함께 꽃피워지고 빛나며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살기좋은 복지사회가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전통문화의 발굴과 보전,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내실있게 성장하는 우구리문화»가 되기를 바라며,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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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구리분화

차 례

발행인이 전하는 말 문화도시 건설의 꿈을 위하여 3 김종국

축 사 창조적인 정신과 땀의 결정체 4 유재천

축 사 내실있게 성장하는〈구리문화）되길 5 지홍우

구리시민의 대축제 제1회 구리문화예술제 8 편집실

교사가 쓰는 학교이야기ai 경기도 교육의 요람지 17 황규열

축화 세 월 19 김종렬

동화 얼굴없는 초상화 20 0| 영

구리문화의 맥 화 쫓고 복 빌어 모두가 평안하게 24 한광주

창간특집 I 지방문화 활성화를 의한 정책 대안 연구 31 박신환

창간특집 1 구리지역 전통문화 고찰과 활성화 방안 58 한철수

온 가족이 풀어봅시다. 재미있는 낱말퀴즈 63 편집실

내 고장 역사이야기⑴ 삼국쟁패의 역사 현장, 아차산성 64 강대욱

꽁 트 돌 68 김선규

문화칼럼 컴퓨터가 뭐길래 72 정병태

감동하며 삽시다. 나를 감동시킨 이 음악 76 박광동

나를 감동시킨 이 무용 77 윤희준



내 고장 구리, 얼마나 아십니까？〔E 구리 지명 변천사 78 편집실

발굴게재 선인들의 놀이문화 79 편집실

양형규박사가 전하는 건강 메시지 플레처법 86 양형규

배워봅시다. 종이접기 88 오문자

구리문화원에 바란다. 구리의 머리와 가슴이 되어 92 유광희

먼저 의식의 전환을 93 윤건암

온고지신을 생각하며 94 이한순

청소년 문화공간 마련을 95 이수선

문화원소식 96 편집실

내 고장 구리, 얼마나 아십니까② 구리를상징하는 새, 비둘기 100 편집실

구리문화원 임직원 소개 101 편집실

주말을 가족과 함께 구리시 인근 휴양지 102 이완근

내 고장구리, 얼마나 아십니까？a 구리를 상징하는 꽃 철쭉 109 편집실

구리시민헌장 110

마감, 그후에 118 편집실



축제는 언제 어디서나 즐거운 것. 1991년 10월 

13일부터 30일까지 구리시 곳곳에서 열린 제1회 

구리문화예술제 역시 연일되는 흥겨운 분위기 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진 문화 예술의 대향연이었다. 

문화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우리 고장에서 펼쳐진 이 

축제에 시민들의 관심도 대단한 것이어서 

먹골배아가씨 선발대회나 시민 백일장 그리고 

KBS전국보래자랑 등 각종대회에 적극 참여하여 문화적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을 뿐 아니라 연극제 전람회 등의 

행사에 가족들이 손잡고 들어서는 광경들은 앞으로 문화 

도시로서의 구리시를 가늠케 해 주었다. 구리문화원에서는 

올해에도 10월 중에 이같은 예술제를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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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국노래자랑

제1회 구리예술제 전야제를 겸해 10 
월 13일 오후 1시부터 인창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있었다. 구리시민 3천여명 

이 운동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치러진 

이 행사에는 5백여명의 예선 참가자 

중에서 선발된 21명의 시민들이 노래 

와 춤을 비롯한 '자신의 장기를 마음껏 

펼쳐보였다.

KBS 전국노래자랑 사회를 맡은 송 

해씨는 개인적으로 연고가 있는 구리 

시에서 이런 행사가 치러지게 되어 무 

척 반갑다며 구리시민의 기쁨을 함께 

하길 주저하지 않았다.

아마추어 가수들의 열띤 경쟁 속에 

치러진 이 대회에서 최우수상은 ‘창부 

타령’을부른 조추자씨가, 우수상은 

‘ 눈물의 승차권’을 부른 김미옥씨와 

사랑에 폭 빠졌나봐’를 부른 우현화씨 

가 각각 차지했다. 또한 인기상에는 

노래와 함께 멋진 춤솜씨를 보여준 이 

종덕 최순옥 강성옥씨가 각각 선발됐 

다.

개막식

제1회 구리문화예술제 시작을 알리 

는 개막식은 10월 14일 오후 2시 인창 

국민학교 체육관에서 있었다. 이 자리 

에는 당시 국회의원 전용원씨와 홍성 

원 구리시장 등 각계 인사를 비롯 많 

은 구리시민들이 참석,이 행사에 갖는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었다.

구리문화원 초대 원장이자 이번 행 

사의 대회장인 김종국 원장은 대회사 

를 통해 “11만 구리시민의 오랜 염원 

이었던 구리문화원이 설립되어 그 첫 

행사로 구리문화예술제를 개최하게 되 

어 감개가 무량하다”며 “이번 행사가 

문화 불모지나 다름 없는 우리 고장에 

고유한 지역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 

록 거름을 주는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용

으 전야제를 겸해 열린 KBS 전국노래자랑 예선에는 5백여명와 구리시민이 참가하여 성황 

을 이루었다.

원 전의원은 “고구려의 얼이 서린 아 

차산을 비롯하여 역대 조선왕릉인 동 

구능,한민족의 젖줄인 한강은 우리만 

이 갖고 있는 지방문화의 보고”라며 “ 

이번 대회가 우리 구리 시민들이 한마 

음 한뜻으로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 

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구리시청 합창단의 구리시가 

합창과 함께 개막식을 마침으로써 본 

격적인 축제가 시작되었다.

먹골배아가씨 선발대회

구리지역 향토특산물인 먹골배의 우 

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애향심을 고취 

하기 위해 개최된 먹골배아가씨 선발 

대회가 7백여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 

데 인창국민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구리시내 거주하는 만 17세 이상 

23세 미만의 품행이 단정한 미혼 여성 

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 

람이라는 응모 자격 기준에 의해 각 

동에서 참가한 20명의 미녀들은 무대 

위에서 수영복과 한복 차림으로 자신 

의 아름다움을 한껏 뽐냈다.

이 날 심사위원으로는 정운（구리문 

화원 부원장）,오승룡（성우）,현미（가 

수）,양형규（양형규의원 원장）,손점석 

（구리문화원 이사）,최을수（구리문화원 

이사）,윤인철（경인일보 기자）씨들이 

수고해 주었는데 주로 먹골배처럼 참 

신한 멋과 교양미,품위,선의 균형,매 

력 등을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에 들어 

갔다.

그 결과 먹골배아가씨 진에는 허희 

진（21세,동구동 거주）,선에는 강연숙 

（21세 수평동 거주）,미에는 서선영（20 
세,수평동 거주）,인기상에는 정경아 

（23세,인창동 거주）씨가 각각 선발되 

었는데,이들 미녀들에게는 상금 및 부 

상과 함께 구리시를 대표하여 경기도 

미인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 

어졌다.

이 대회에 참석한 최선권씨 （35세,인 

창동 거주）는 “구리에 이사온 지 5년 

이 지났지만 먹골배가 구리시의 특산 

물인지 몰랐는데,구리시의 자랑거리를 

알게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구리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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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골배아가씨로 뽑힌 미녀들 중양에 

앉은 이가 진으로 선발된 허회진양이다.

A 구리문화예술제 서예, 그림, 사진 부문 

입상작과 초대 작가인 심촌 황대영씨, 

남촌 배순덕씨의 작품 전시회가 한국전력 문 

화전시실에서 있었다.

으로서 먹골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겠 

다”고 그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 날 먹골배아가씨 선발대회 

마지막에는 미로 선발된 서선영씨가 

전날 KBS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받 

은 조추자씨의 딸이라는 사실이 사회 

자 송해씨로부터 전해지자 관중들은 

더욱 뜨거운 박수로 축하했다.

시민백일장

구리시민들의 그림,글짓기,서예 실 

력을 겨룬 시민백일장은 10월 15일 동 

구능과 시청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동구능에서 열린 그림,글짓기 대회 

에는 국민학생에서 주부,직장인에 이 

르기까지 다양항 계층의 구리시민 250 
여명이 참석,맑은 가을하늘 아래 자신 

들의 기량을 맘껏 펼쳐보이는 시간을 

가졌다. 주로 가족 단위로 참가하여 

어머니는 글짓기를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점심과 음료수 등을 챙 

겨 먹이며 격려하는 가장의 모습이 아 

름답게 보이는 행사이기도 했다.

시청회의실에서 열린 서예대회는 정 

숙한 분위기에서 “가장 현명한 자는 

허송 세월을 보내지 않는다.” “ 梅一生 

寒不賣香 操千年老恒藏曲”와 같이 한 

글 및 한자 소재의 문구를 쓰기 위해 

먹을 가는 참가자들의 모습은 숙연함 

을 자아냈다.

이 날 글짓기대회의 심사위원으로는 

이승직（남양주군청 장학사）,이용（남양

A 구리문화예술제의 하이라이트였던 연극 •쥐덫’ 공연 구리시민극단 창단공연이기도 하 

다.

주군청 장학사）,석은미（삼육중학교 교 

사）,김종석（갈매국민학교 교감）씨 등 

4명이 맡았고,서예 그림 부문에는 임 

병규（미술평론가）, 황대영 （동양화가）, 

배순덕（동양화가）씨 등 세명이 맡아 

수고해 주었다. 시민백일장 당선자의 

작품은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한국 

전력 문화전시실에서 전시되었으며 당 

선자 명단은〈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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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컨테스트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의 대제전인 

사진 컨테스트는 10월 15일 동구능에 

서 있었다, 인화 과정을 거쳐 출품해 

야한는 특청창 참가자들은 10월 23일 

오*^ 6시까지 구리시청 문화공보실에 

11x4 인치 규격으로 필름과 함께 출 

품하였다. 이 대회의 심사위원으로는 

이은（한국사진작가협회 회장）,이승원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김응주（한국 

사진작가협회 감사）씨 등 세 명이 수 

고해 주었다. 그 결과 ‘엄마의 사랑’ 

을 주제로 한 이재성씨（수택동 거주） 

가 최우수상을 차지했으며 이외에도 

서인갑씨（수택동 거주）가 우수상을,윤 

전（수택동 거주）,전경은（인창동 거주）, 

이상해（수택동 거주）씨가 가작의 영예 

를 안았다. 이들의 작품 역시 한국전 

력 문화전시실에서 전시되었다.

연극제

구리시 연극 발전을 위해 창단된 구 

리시민극단（대표: 정운）이 50여일의 

고된 연습끝에 '무대에 올린 연극 “쥐 

덫”（아가사 크리스티 원작,박영희 번 

역,정운 연출）이 10월 16일과 17일 양 

일간 인창국민학교 체육관에서 공연되 

었다.

눈사태로 외부와 단절된 한 여인숙 

에서의 살인사건을 다룬 추리극인 이 

번 연극은 20년간을 연극에 몸 담아온 

구리문화원 정운 부원장이 심혈을 기 

울인 작품이라는 점에서 지방연극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 수준 높은 작품이 

라는 평을 받았다. 또한 구리고등학교 

유광희 표재성 교사와 그 제자들이 한 

무대에서 열연함으로써 관객들의 뜨거 

운 박수를 받기도 했다.

구리문화예술제 입상자 및 

초대작가 작품 전시회

제1회 구리문화예술제 그림,사진,서 

예 입상작과 초대작가 심촌 황대영씨, 

낭촌 배순덕씨의 작품 전시회가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한국전력 문화전시 

실에서 있었다. 구리문화원 첫행사인 

구리문화예술제의 결산이기도 한 이 

번 전시회에는 당시 국회의원과 구리 

시장 등 각계 인사와 많은 시민들이

시민백일장 당선자

〈서예〉

구분 최우수상 ■'，■ ■ ■ 우 수 상. , 장려상

일반부 권금능（수택동） 임혜경 （교문동）

이정임 （수택동） 

홍성의 （수택동） 

서인갑（추택동）

「고등부서 유순하（구리여고）
서정（구리여고） 

윤정은 （구리여고）

허건희 （구리여고） 

손혜선（구리여고）

중등부 오기숙（구리여중）
고광수（구리중） 

임선주 （구리여중）

정재윤（구리중） 

이승헌 （구리여중）

국5부 김희나（토평국）
최은숙 （인창국） 

최은윤 （구리국）

홍기혁 （토평국） 

진영준 （부양국）

〈그림〉 

쿠분 최우수상 우 수상 장려상

고퉁부 변영규 （구리고） 이정수 （구리고）

중등부 서윤경 （구리여중） 백영숙 （구리여중）
, ■ .<■■■■ ■ : ■■ ■

7. ：

국'6 부 최영미（토평국）
이주미 （교문국） 

서성남 （토평국）

유재영‘｛부양국） 

권기숙（구리국）

국5부 없음 김유경 （부양국）
양성뫄구리국） 

박선미 （토평국）

국4 부
신장혠 （인창국） 

두은정 （교문국）

김태훈 （토평국） 

임수진 （교문국）

이응석（구리국）

국3부 최진범 （내양국）
■ ,■ ■ ■■ , ■■ ; ,■ •

이민해（부양국） 오

김지선 （인창국）
■ ■三厂 ;三■.三丄: •三 2 〜

：＜■'

장유수 （갈매국） 

배고은 （토평국） 

황은경 （부양국）

국2부 박빛나（구리국）
■ ,■ 三 三 ■,

한지은 （토평국） 

정우촌 （교문국）

최영화（부양국） .

김영설（부양국） ,

gl 뷰 최홍준（교문국） i 이인재 （구리 국） 

조예 연 （부양국）

이민애 （인창국）

김장원（구리국） -

와서 작품을 감싱했다. 수준급에 이르 

는 구리시민들의 작품은 물론 토속적 

인 냄새가 물신 풍기는 심촌의 풍경화 

와 붓으로 처리한 창랑의 누드크로키 

는 보는 이들에게 예술적 체험을 전해 

줌과 동시에 구리시민으로서의 자긍심 

을 갖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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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백일장 일반부 입상작

최우수작/유지 화

우리집 자랑

살이 하도 신비로와 뜨락을 서성인다. 잔 꽃이 

XU 었던 닐이 어제인 듯 싶은데 어느새 주홍의 열 

에I 매가 되어 반짝이고 있구나.

가을하늘은, 그리고 햇빛은 어쩌면 이다지도 

찬란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계절이 아름다운 것은 인고의 여름이 있었 

기 때문이리라. 생각하면 지난 여름은 얼마나 안타까운 

날들의 연속이었나, 갑작스런 시동생의 정신이상 증세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었었다.

나는 가난한 농촌, 아홉 식구의 맏며느리이다. 삼면이 

배나무 롸수원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전경의 마을 ’ 그 

이름도 넉넉해서 좋은 양지마을 과수원집 아낙이다. 봄 

이면 봄대로 배꽃의 잔치가 그렇게 감동스러웠다. 여름 

이면 여름대로 텃밭의 상치와 쑥갓을 뜯어 보리밥을 얹 

어 한입 넣으면 나는 여왕보다 더 행복하였다. 해외관광 

이니 향락풍조니 저마다 이 시대가 당장 망해버리거나 

할 듯 입을 모으지만 그건 우리 가정과는 먼 나라 이야 

기이다. 가을이면 가을대로 달덩이 같은 배를 수확할 때 

의 나는 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마음부자가 된다.

보름달보다 더 실한 배를 대소쿠리에 따 담으며 감사 

드리고 싶은 분들, 다정한 분들께 선사할 생각을 하면 

샘솟는 기쁨은 천하를 산들 얻을 수 있을까.

가지치기, 꽃 접붙이기, 배 솎으기, 배 봉씌우는 일, 

등 뙤약볕을 받으며 땀흘릴 때야 배 한개인들 누구 주지 

못할 것 같지만 추석이 다가오고 배를 따게 될 쯤이면 

좋은 분들의 얼굴이 실한 배에 겹쳐지는 걸 어이하랴.

도시의 메카니즘 속에서 안락하게 살아온 내가 농촌 

생활에 적응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시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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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허탈해진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시동생에게 정신분열 증세가 나타난 것이었다. 

우리 가족은 유명하다는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시동생을 입원시켰다.

그리고 나는 그 아가씨를 찾아나섰다.

가진 것 없어도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간절하게 이야기했다.

의 따뜻한 사랑이 아니었던들 불가능한 일이었다.

농촌의 일터에서 돌아와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는 눕 

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내동댕이 친다는 말이 옳았을 것 

이다.

그 힘겨움을 사랑으로승화시켜 주신 분이 시아버님이 

시다. 그리고 시어머니시다. 아니 시동생, 시누이의 자 

별한 믿음과 애정도 뻬놓을 수 없는 자랑이다.

아버님께서는 남달리 인정이 많은 분이시다. 지나가는 

걸인이든, 행상인이건 그냥 보내는 일이 없으셨다.

언제나 밥상을 차려 식사를 하도록 하셨고, 대문 밖까 

지 따라나가 덕담까지 들려주시는 그런 분이셨다.

어머님께서는 처음 맞으신 며느리가 그렇게 사랑스러 

울 수 없다며 좋아하셨다. 사노라면 잘못하는 일이 왜 

없을까마는 단한번도 나에 대해 나무라시는 일이 없으셨 

다.

어머님께서는 약한 며느리가 안스럽다며 밥 좀 많이 

먹어 든든하게 살 좀 찌면 소원이 없겠다는 분이셨다. 

시동생은 또 어쩌면 그리도 형수를 따르는지, 나의 말이 

라면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는 사람이었다.

첫월급을 탔을 때도 뜯지도 않은 월급 봉투를 내 앞에 

내 놓던 그런 사람이었다. 시누이는 올케를 선생님처럼 

어려워하면서도 다정한 친구처럼 비밀이 없었다.

그건 모두가 사랑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잇다. 가족간의 훈훈한 사랑이야말로 무엇 

과도 비교될 수 없는 행복임을 나는 절감했다. 그런데 

어쩌란 말인가. 지난 정월 시동생이 맞선이라는 것을 보 

았다. 상댱하고 아름다운 아가씨라고 시동생은 아주 좋 

아했다. 매일 만나도 또 보고싶으니 결혼해야겠다고 시 

동생은 마냥 들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술이라곤 입에 대지도 않던 시동생이 

술에 만취돼서 들어왔다. 상대방 아가씨가 도시로 나가 

집을 사야 결혼을 하겠단다.

입식 부엌하나 갖추지 못한 우리집 형편에 도시로 나 

가 집을 산다는 것이 될 법한 이야기인가.

시동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자 그 아가씨는 냉정 

하게 돌아섰단다. 그때까지 시동생과 매일 만나 나누던 

이야기들은 무엇이었나, 그 아가씨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집과 결혼하겠다는 말인가.

내가 허탈해진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시동생에게 정 

신분열 증세가 나타난 것이었다. 우리 가족은 유명하다 

는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시동생을 입원시켰다. 그리고 

나는 그 아가씨를 찾아나섰다. 가진 것 없어도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간절하게 이야기했다.

확실히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가 보다 참사랑의 의 

미를 깨닫게 된 그 아가씨와 병원에서 퇴원한 우리 시동 

생은 돌아오는 일요일, 백년가약을 맺게 된다. 정말 기 

쁘다.

햇살이 눈부시다.

생인손조차 말끔히 치유될 둣 은혜로운 금설（金層）이다. 

마치 우리 가족의 그 인정어린 사랑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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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작 / 홍 재인

으 침 시간의 분주함이 끝나고 나의 일터에 나가 

고자 현관의 신을 보니 반들반들 닦아진 내

* 헌구두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깜짝 놀라 누구의 손길이었을까? 남편은 아 

닐 테고. 큰 아들‘? 그 녀석은 제일도 바쁜데……. 그럼 

막내? 시키지도 않았는데 •••••••.

우리집에는 남자가 셋 여자는 나 하나여서 곰살맞은 

재롱은 없지만 속깊은 남성 특유의 정이 있긴 하다.

뜻밖의 일에 그 날은 기쁜 마음의 하루였고 정확한 사 

랑의 범인을 찾고 싶어 오후가 되어 학교에서 돌아온 막 

내에게 “기준아 네가 엄마 구두 닦아'놓았니? ” 묻는 말 

에 참으로 귀한 답을 들었다.

“엄마 헌구두가 새것같이 고쳐진 것을 보고 신기하여 

자꾸 닦고 싶었어요. 이렇게 낭비를 안 하면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텐데요. 그렇지요?”

며칠 전 나는 국민학교에 다니는 막내아들과 같이 구 

두 수선집에 가서 누가 보아도 버려야 할 구두를 삼천원 

에 새것같이 고쳐 왔었다.

옛 성인들께서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다 주지 말고 고 

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교훈하신 것이 생각난다.

몇달 전에 아파트로 이사한 후 입구에 버려진 의자 두 

개를 남편은 못질하고 닦아 말려서 요긴하게 쓰는 것을 

본 아들이 육학년이 되어도 밥상이 책상이었던 저에게 

외사촌 누나의 헌 책상을 가져다 주니 불평없이 기뻐했 

다.

요즈음 텔레비전이며 신문 지상을 보면 사치 낭비 과 

소비가 심각하다는 문제로 야단이다. 정말 부끄러운 일 

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티끌모아 태산의 절약 정신과 보리고 

개의 아픔을 참으며 밤과 낮의 땀흘림으로 후손에게 많 

은 넉넉함을 남겨 주셨는데 과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 

리는 이렇게 과소비만 하다가 우리의 귀한 후손 들에게 

무엇을 물려 줄 것인가?

있을 때에 저축해야 없고 어려울 때에 찾아 쓸 것이 

아닌가. 지금도 대다수의 국민은 과소비가 낮설게 느껴 

지는 단어로서 근검 절약의 생활을 하고 잇다.

농부가 내년 농사를 위해 가장 좋은 씨앗으로 종자를 

보관하듯이 우리도 가장 좋은 것을 저축하며 종자를 나 

눠주듯이 우리의 그늘진 이웃에게 있을 때에 나눠줌이 

행복한 지혜가 될 것이다.

한 그루의 나무가 봄의 화려한 꽃과 여른의 신록에 그 

늘로 선물하고 가을에는 열매로써 또 단풍으로 제 몸을 

다 제공하고 빈 가지만 남아도 만족하고 장하듯이 우리 

의 어머니들이 새벽 이슬에 몸 적시우며 밤까지 부지런 

히 일하시던 모습으로 말없이 교훈하신 그 뜻을 헤아리 

고 싶다.

한 그루의 나무가 봄의 화려한 꽃과 여름의 신록에 

그늘로 선물하고 가을에는 열매로서 또 단풍으로 제 몸을 

다 제공하고 빈 가지만 남아도 만족하고 장하듯이 

우리의 어머니들이 새벽 이슬에 몸 적시우며 밤까지 

부지런히 일하시던 모습으로 말없이 교훈하신 그 뜻을 

헤아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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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이 근숙

우리집 자랑

T-} 두가 일터로 떠나버린 아침 시간에 문득 새소 

M 리를 듣 습니다. 알듯 모를듯 지절대며 솟아오

—L. 르고, 곤두박질 치듯 내려앉으며, 이 눈부신 

계절을 새들은 노래합니다.

맑고 깨끗한 소리로 무리지어 날으며 노래하는 모습은 

단발머리 나폴거리며 뛰어노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과도 

같아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둣합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회색벽에 남으로 내어진 창을 열고 

앞산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가을의 바람을 들이마시며 한 

잔의 차를 다정한 이웃과 마시는 것도 나의 일과 중의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산으로 들로 다니며 남편이 즐겨 주워 나르던 수석들 

을 마른걸레로 닦고 문지르고 윤을 냅니다.

적벽돌 고운 면을 정답게 쌓아 올려 단을 만들어 소철 

나무, 벤자민, 행운목을 키대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미나리 세 단의 밑둥을 넉넉히 잘라내서, 유리 그릇에 

잘박하게 물을 잡아 키운 것이 여린 싹을 돋우며 소담스 

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키 작은 일년초를 어린 자식 키우듯 보살펴 주고, 피 

고 지며 정신없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국화를 보면서 사 

소한 인간 관계도 향기를 뿜으시던, 시아버님의 얼굴이 

떠올라 문득 상념에 젖곤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나약한 기력으로 문전옥답을 일구며 살 

아오신 시아버님은 충절과 효도를 목숨보다 귀히 여기며 

정직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훌륭한 철학보다 더 가치높은 인간 

의 기본 도리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당부하시던 아버 

님의 가르침을 잊지 못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아버님의 따뜻한 배려 속에서 아리들 

은 사려깊은 아이들로 자라났고, 철없던 며느리는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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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웠던 도시에서의 신혼생활.

아이들을 낳아 키우고 한푼

두푼으로 저금통장의 배를 불려가며 밝은 미래를 향해 

험하고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아온 건강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보고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며,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을 들으며 우리 인생의 

회망찬 찬가를 듣는 것같이 행복했습니다.

와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가정생활 또한 은은하고 사랑만 

이 가득해졌습니다.

물질이 예절보다 한없이 품부하고 여타 조건과 환경이 

그 시절보다무한히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젊은 부 

모들은 돈이면 사랑도 다 채우고 돈이면 그 어렵다는 아 

이들 교육조차도 다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콩 반쪽을 서로 나누고 형이 입던 옷을 그대로 물려 

입으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었고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막 

힘없이 내세웠던 아버님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 

회에서 보란 듯이 자기의 역활을 감당해 내고 있는 형제 

분들은 그때 아버님의 전재산과도 같은 끈기있는 정신력 

의 덕택으로 나무랄 곳없는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 

다.

가끔씩 고지식하고 앞뒤가 꽉 막혀 답답하다고 남편을 

몰아세우고 깍아내리다가도 사려깊은 행동을 인정하고 

자성의 눈길을 보내곤 했답니다.

어려웠던 도시에서의 신혼생활.

아이 둘을 낳아 키우고 한푼 두푼으로 저금통장의 배 

를 불려가며 밝은 미래를 향해 험하고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아온 건강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보고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며,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을 들으며 우리 인 

생의 희망찬 찬가를 듣는 것같이 행복했습니다. 정신력

이 맑고 건강한 남편이 최선을 다해서 살림의 터전을 일 

구어 주었고 오손 도손 서로와 서로의 상처를 위로해 주 

고 서로의 작은 기쁨을 배로 늘려 나누어 가지며 살아가 

고 있습니다. 쩌S
아이들 또한 많은 아이들과 교제 관계가 원만하고 사 

랑을'나누어 가질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고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옆에서 연필을 깍아주고 동화책의 

주인공 얘기를 하면서 같이 들어주고 잘못했을 때보다 

잘했을 때 배 이상의 칭찬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학업 성적에 연연해서 어린 가슴에 주눅이 들게하고 

과다한 학업량에 많은 어린 싹들이 멍들어 가고 있는 이 

때 과연 진정으로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은 어떤 길인지 

요?

항상 대화할 수 있고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 

항상 노력하는 부모가 진정한 부모 아닐까요?

어렵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의연함과 미소를 잃지 

않으시던 시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며 

아버님의 건강을.염려해봅니다.

사소하고 하찮은 일상 생활에서도 풍부한 감정의 따뜻 

한 감사를 느끼며, 여유를 가지고 이 힘든 세상을 따뜻 

하게 살아나가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아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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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쓰는 학교이야기！）

경기도 교육의 요람지
인창국민학교 편

황규열（인창국민학교 교사）

울 동북방의 관문인 경기도 

L 구리시. 교문동으로 진입하여 
/\ 유서 깊은 동구릉과 광능내로 

통하는 인창동 길을 가다보면 

왼쪽으로 시청 바로 밑에 인창국민학 

교가 보인다.

내년이면 개교 75주년을 맞는 인창 

국민학교는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경 

기도 교육의 요람지로 한수 이북에서 

는 그 규모가 가장 큰 학교이다.

구리시내에서 인창국민학교 동문을 

만나기란 아주 쉽다. 구리시내의 나이 

지긋한 토박이 어른들은 거의가 인창 

국민학교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번의 분교 과정을 거치고서도 1만 5 
천여명의 동문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모교의 영예로운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인창국민학교 역사는 1920년 12월, 

인창공립보통학교로 인가를 받아 다 

음 해인 1922년 5월, 4년제 4학급을 

개교하면서 시작된다. 그후 1937년 6 
년제 인 인창심 상소학교로 바뀌 었으며 

1947년에는 학급수도 11개 학급으로 

늘어났다. 1950년 교육법 공포로 지금 

의 이름인 인창국민학교로 바뀌어 오 

늘에 이르고 있다.

해방 후 첫 교장인 이한상씨는 

1945년 10월 1일 부임해 와 인창국민 

학교 송구부가 전국송구선수권대 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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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승하도록 지원하는 등 열의를 보 

였는데, 1950년 민족의 비극인 6.25 
로 말미암아 교사와 서류 일체가 불타 

는 바람에 그 당시의 기록은 안타깝게 

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잿더미가 

된 학교는 1954년에서야 미육군 한국 

원조단의 지원으로 9개 교실을 신축하 

여 다시 문을 열고 지속적인 발전을 

해 왔다.

구리 지역 인구가 늘어나고 새로운 

국민 학교가 생 기 면서 인 창국민학교는 

분교 작업을 해야 했다. 1966년 토평 

국민학교로 분교함을 시작으로 1974년 

에는 구리국민학교 1989년에는 교문국 

민학교로 각각 나누어졌다. 1971년에 

는 경기도 미술과 연구학교로 지정되 

어 새로운 학습 방법을 창출하여 이를 

도내 각 학교에 보급시키는 역할을 담 

당하는 등 명실공히 경기도의 교육의 

요람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내실있고 활기차면서 아름다운 학교 

상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인 

창국민학교는 올해들어 경기도 교육지 

청으로부터 유치원교육 시범학교로 지 

■정받아 유아교육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다. 현재 국민학교 58학급과 병설유 

치원 2학급 총 60학급에 약 3천여명의 

슬기로운 건아들이 오직 인간성이 풍 

부한 실력있는 학생이 되기 위하여 노 

력하고 있으며 교사들 역시 참사량空 

로 정성을 다하여 존경받는 스승이 되 

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알찬 교육의 

현장 인창국민학교에는 항상 생동감이 

넘쳐 흐르고1있다.

특히 인창국민학교는 1991년 3월 1 
일 제15대의 김용택 교장선생님이 취 

임한 이래 더욱 활기차고 변모하는 새 

모습이 눈에 띈다. 솔선수범 하는 교 

장선생님의 투철한 사명감과 교육사업 

추진의 탁월한 역량으로 이동현,최인 

수 교감선생님을 위시한 전 교직원이 

한데 뭉쳐 화합 협동 인창 건설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교장선생님의 취임 1년만에 새로 본

구리시에서 인창국민학교 동문을 만나기란 아주 쉽다.

구리시내의 나이 지긋한 토박이 어른들은 거의가 인창국민학교 

졸업생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번의 분교 과정을 거치고서도 

1만 5천여명의 동문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모교의 영예로운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관 현관 설치 방송실 및 차양막 설치 

를 비롯하여 동물사육장,물리실험실의 

종합관찰원에다 급수대를 신설하고 학 

년 연구실도 설치하였으며 사무자동화 

기기와 16비트 컴퓨터를 마련하는 등 

엄청난 실적을 쌓아 눈길을 끌고 있 

다. 더욱이 그동안 9개 교실의 증•개 

축으로 2부제 수업을 완전히 해소하였 

으며 서관 뒤 학교 산 1천 평을 운동 

장으로 확장한 대역사야 말로 학교 역 

사에 기록될 장거라고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여기에다 곧 신설할 국직한 계획도 

이미 세워 놓고 의욕에 차있다. 현 체 

육관 위치의 후면에 수영장도 설치하 

고 본관 옥상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조 

립식 건물도 설치하여 학교 전통관, 

향토관,도서관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또 유치원 전일반（全B班） 설치로 맞 

벌이 부부의 탁아 보호장도 신설하며 

내년부터는 급식학교도 운영하게 돼 

균형있는 식사의 제공으로 학생들의 

체위 향상을 꾀할 계획이다.

이같은 시설 확충 계획에 못지 않게 

교육 활동의 실적도 대단하다. 교내외 

를 통한 교과 활동은 대회마다 우수한 

성적을 장식하고 있으며 인 국민학교 

의 특색사업인 체육 부문의 여자 핸드 

볼과 남자 씨름이 막강한 실력을 자랑 

하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 교육 및 일 

인 일악기의 연주 활동과 전교생이 1 
주 1책 읽기의 독서생활화의 학교 특 

색 또한 특기할 만한 하다.

올해도 미래의 역군들을 훌륭히 가 

꾸어 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 계 

획을 세워놓고 있다.

첫째, 기초학력의 정착에 심혈을 기 

울이며 학교는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 

한다. 특별활동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아동들의 잠재력을 조기 계발하여 1인 

1특기 신장을 위해 다양한 상설클럽 

활동을 운영하며 전인교육의 차원에서 

각종 장제（학력,체력,선행,과학,독서, 

기능, 애향）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치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강화하여 

조화롭고 활동적인 2000년대를 주도할 

한국인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둘째, 건전 생활 기풍의 진작으로 

바른생활 습관 지도의 철저와 자치적 

인 활동을 강화한다.

셋째, 과학교육의 충실을 위해 학교 

방송 상설 운영과 과학 영재 교육의 

지속적인 지도,그리고 컴퓨터 교육을 

보다 충실하 한다.

넷째, 체육교육의 강화로 전교생의 

체력 향상을 위해 보다 세심한 노력 

을 하고 선수 발굴에 의해 핸드볼 육 

상 및 수영부의 조직 운영에 힘쓴다.

위의 계획을 잘 실천하여 인창국민 

학교는 신뢰받는 교육 풍토 조성과 교 

육 여건에 더욱 주력할 것이다. 학교 

교육을 위해 너무나 좋은 호응을 보이 

는 학부모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와의 굳건한 협조로 개교 70이 넘 

는 연륜에 맞게 성숙한 교육 발전상으 

로 경기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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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 92-111 40.5x56cm 종이위에 수채

김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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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을 내쉬었다.

얼굴 없는

• 이 영

I러스트 ■ 김 영 미

활절의 천사역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열차에서 내린 나는, 사람들 틈을 비집으며 개찰구를 향해 

걸어갔다. 옆구리에 낀 커다란 사진첩 크기의 종이 봉투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역 광장으로 나온 나는 시계탑부터三__그 

맷돌짝 만한 시계가 오후 네 시로 막 접어 들고 있었다.

.니 7암언제.?셰-섣쾨라, 오후 네 시. =—___ 슈;,

‘ 응, 알았어.’ ..
‘역; 시계탑 잊지 말그래이. 부활절 날 오후 네 신기라.’

‘내 걱정말고 너나 까먹지 마.’

‘택도 없다. 난 안 까묵는다카이. 맹세코, 천주님께 멩세코 말이대이.’

이렇게 말하던 땡삐가 기다리고 있을까 봐, 나는 시계탑을 향해 뛰다시피 걸어갔다.

그러나 아무리 주위를 살펴봐도 땡삐의 모g은 보이지 않았다.
화사한 봄 햇살이 내 얼굴을五지럽혔다. '한참을 기다려도 땡삐는 나타나지 않았다.

‘약속을 어길 애가 아닌데••••••

다섯 시, 어느새 석양이 찾아들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땡삐는 오지 않았다.

여섰 시, 해는 저녁놀을 그리며 서산에 무등을 타고 있었다.

_ 으 —> IJiirnr. I - I n aVaI Pl »

기다리기에 지친 나는 천사소년원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거리는 온통 부활절（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날）의 즐거움으로’가득■차브%^다— 

하나 둘 불을 밝히기 시작하는 가로등, 엷은 홍색 꽃을 피운 가로수, 쏟아져 나온 인파, 

바람결에 일렁이는 봄내음, 그 위에 성가가 울려 퍼졌다. 그 평화스러운 성가 소리를 듣자 

지난 일이 되살아났다.

성탄절을 며칠 앞둔 우리는 성가를 연습하고 있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에 다 일어나, 주 찬양하여라, 주찬양하여라.

“집어챠라. 주 찬양은 무슨 빌어먹을 찬양이고? 백 날 찬양해 봤자 아무 소용 없는기라. 

찬양한다꼬 해서 주님이 우릴 구원해 주시더나‘? 느그들은 멍텅구린기라. 성가 불러 봤자 말짱 

도로아미타불 아이가 안 그렇나? 보래이, 맨날 소년원 신세 아인가 말이다. 내 말 쪼매라도 

틀렸나? 주님 찬양할 시간 있으몬 좋은 양부모 만날 꿈이나 꾸거래이.” 

땡삐는 이처럼 성가 시간을 곧잘 훼방놓곤 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땡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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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아, 선상님?”

“주님의 가르치심은 무엇이지요?”

“그야 머 사랑 아인교, 사랑.”

“예, 맞았어요. 잘 알고 있군요.”

“그런 건 상식인기라요.”

땡삐는 어깨를 으쓱했다.

• “그럼, 주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지 하대_.직 문하시 는 거니끠•예오-' "' 

“그래요. 대답해 봐요, 땡삐.” 

“그거에 대해서는 말도 많대예.” 

“말도 많다니요?”

“외말뚝에다가는 양팔을 붙잡아 매지 못하니까네 십자가에 매달았다 카기도 하고예. 또 

“아니, 뭐라구요?” • 

아이들이 배를 잡고 웃었다 . .

“웃지들 말아요. 이게 어디 웃을 일입니까?”

“ 야아,

교■디 '君 石 石얀=1오W9■룬----- ------ -

“느그들은 내◎만 하몬 웃드라. 내가 머 코매디언인7

천 사역

내일부터 그만두랄 때까지 변소 청소예요. 

하루에 반성문 세 장씩 써내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을 모욕하는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해요.”

“우얄꼬. 그 대신 교리 시간은 빠져도 되는 거지예, 

선상님?”

땡삐는 울상을 지었다. 그는 교리 시간（종교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시간）을 몹시 싫어했다. 

그는 우리 천사소년원에 들어올 때부터 땡삐였다. 

그에게는 이렇다 할 이름도 없었다.

짤달막한 키에 네모진 얼굴, 조금 구부정한 등, 

뭉개진 코에 귀 밑까지 쭉 째진 입. 볼품없는 

생김새였지만, 땅벌처럼 악착같다고 해서 땡삐라고들 불렀다.

그에게는 웃음도 없었다. 침울하고 어기대며, 언제나 남을 경계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107호 실장인 나를 유독 잘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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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 구자（구걸）하면서 안 살았나.”

“짜슥, 놀랄 일돈 되게 없는갑다.”

“하기야 구걸하어온 애가 어디 너 하나뿐이겠니‘?”

〜띄시기（도둑질） Hg 또 내 주특기라.” '— -------- -

_—~-—퉈슈r 도둑질도 했g 말이야?”

“하모, 하모. 한번 히\까네 자꾸 하게 되네.”

“짜아식, 나쁜짓만 골내 했구나.”

“내사 진학이 네가 되세은기라. 니 혼자 먼저 떠나몬 안 된대이. 니 갈 땐 내도 꼭 데리고 

가도고.” 세흐—-——    ------- -

“슬픈 소리 하지자

나는 핀잔햐巧꾸했다. - --------  

가까운 교회에서 저녁 미사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천주님.”

나는, 나도 모르게 하늘을 우러러봤다.

초저녁 별이 산책을 나온하늘어조소라가 닿는 듯했다.,,三—
나는 또 지나간 일을 떠올렸라지迎 정＜"3름께''耳는 마지막으로 미사실에 갔었다. 나의

숨결이 스민 천사소년원을 떠나, 지금의 양부모 품에 안기기 바로 전날이었다.

나는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그 동안 나를 도와 줘고 돌봐 준 모든 이들에게캄샤트렸다-------- -

“진학아, 니 정말 갈기가?”

미사실을 나서는 나를 땡삐가 기다리고 있었다.

대답'’r?해컨허2든~머꿋어렸다.. 1
“진학아, 니한테 부탁이 있능기라.” 』

눈 덮인 소년원 뒷뜰을 거닐면서 쒔jujHP목소리로 말했다，

“뭔데?” —쉬!쁴__三'

“초상활 한 장 그려다

“ 초상화?”

스— 나는 의아해서 물었다.

“우리 어무이 초상화 말이다. 니 양부모님께 부탁하몬 안 되겄나?”

나는 걸음을 멈추고서 땡삐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와 그리 보노?”

“넌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도 못한다고 했잖아.” J
“그야 니도 마찬가지 아이가. 머 상상해서 그리몬 될 거 아인가배.” /

“상상해서?” y—
“그렇다카이. 눈썹은^층위매꼬호-꿈틀꿈틀 그리몬 되고, 광대빼는 황소 엉덩이매꼬로 툭 흐砲기라. 

그라고 코는 말이대이, 권투 선수매꼬로 푹 꺼지게 그리몬 되는 기라. 또 그 뭐꼬, 눈은 새za꼬로, 

그라고 입은……Z
“야, 그렇게 험상궂은 어머니 모습을 코■맖이얀三 뉴，_ 人

듣고 있던 나는 그의 말을 채뜨렸다. ■■■■■녀昌

“얼라새끼 팽개친 어무이의 얼굴이 오죽하겠노.”

땡삐는 당연하다는 말투였다.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 얼굴인데……

“아이다. 내 생각이 맞는기라. 우리 어무인 그리밖에 못 생겼을 기다.”

어머니를 미워하는 땡삐의 말은 내 가슴을 쓰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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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좀 그려다 도고. 그런 어무이지만 미치도록 보고 싶은기라. 진학아, 내 말 알긋제‘^ 내 이 부탁 안 

들어주몬..'앞으론i#찬구도완할란다.” '

나는 그 때 땡삐의 눈물을 처음 보았다. 사 년 동안을 한이불 속에서 살아왔지만, 눈시울 한번

붉히지 않던 땡삐였다. 덩달아 콧날이 시큰해진 나는 고개1_돞라X밀았

그 후, 나는 거리의 화실에 들러 초상화를 부탁했다.

“나 원 참, 별난 녀석을 다 보겠군. 사진이 있어야 보고 그릴 게 아니냐.”

—화가 아저씨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하지만 나는 억지로 거듭 부탁을 했다. 땡삐의 말과는 

정반대로, 아주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이 담긴 어머니의 얼굴을 그려 달라고 말이다.

어쩌면-#으#%'4추한 일이 없는 내 친어머니의 초상화일지도 몰랐다.. 항상 내 나뜨三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는 어머니의 바로 그 모습! '

‘제 말대로 그리지 않았다고 •투정이나 부리면 어쩌지? ’

천사소년원에 들어서면서 나는 옆구리에 낀 초상화 봉투를 내려다봤다. 

‘시계탑엔 왜 안 나왔을까? 혹시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 

나는 소년원 면회실에서 두근대는 가슴으로 땡뾔를•기댜콵다:一~스 

“오 진학이 아니냐.” 

잠시 후 나를 반겨준 사람은 뜻밖에도 베드로 수녀님이었다.

수녀님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밝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새하얀 이마는 눈만큼이나 맑고

~•꽤끚횄다. 늘 잃지 않는 환한 미소, 한결같이 다정스러운 그녀의 품에서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수녀님, 땡삐는 왜 안 나왔지요- 

한참 만에m는암였다:―〜

“땡삐? 아 참, 넌 모르고 있겠구나. 한 열흘 전에 그의 친어머님이 와서 데려갔단다.”

“네애? 침어머니가요?”

나는 놀랍고도 반가웠다.

“땡삐의 아버지는 원얐선 선원이었는데으%낧母굏블^나서 배가 침몰되었대. 물론 선원들 모두는 

다 죽어 버렸고. 그러2『파티를 고아휴개친 채…….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는, 어릴 때의 땡삐 사진을 들고 고아원과 소년원을 샅샅이 뒤졌다더구나.

수녀님의 눈빛이 슬쓸하게 보였다.

*------- ■ 하이든 길편-철이야. 땡삐가 행복을 되찾았으니 말이다.”

“혹시 제 얘기를 안 하던가요‘?” 

“안 하긴, 맨날 노래하다시피 한 걸.” 

그러나 나는 더없이 허전했다. 땡삐가—야솟하4까지 했다. 

“수녀님, 가야겠어요. 열차’지간이 다 됐거든요.” 

 

“이렇게 헤어져서 섭섭하구나.” 

나는 수녀님의 배웅을 받으며 소년원에서 나왔다.

‘야, 이 문둥아! 내다, 내 땡삐라카이.’ 

어디선가 땡삐가 달려나와 소리치며, 나를 덥썩 끌어안을 것만 같았다. 

‘야 진학아, 이눔아야. 니 이 땡삐가 보고 싶었제?’ 

땡삐의 말소리가 내 귓전을 

초상화 속 가 빙그레 미소지었다.

초상화가 들어 있는 종이 봉투를 더욱 꼭 껴안았다.

낮의 훈풍이 거리에 일렁이고 있었다.

나는 그 거리를 걷고 또 걸었다. “진할아, 잘 가그래이!” 

어디선가 땡삐의 정다운 목소리가 메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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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문화의 맥

화 쫓고 복 빌어 모두가 평안하게
갈매동 사람들의 도당굿 이야기

글 . 한 광 주（자유기고가） 

사진 • 김 응 주（사진작가）

—I 리시 갈매동 사람들의 생업은 농사짓는 일이 
-厂L 다. 땅에 씨 뿌려 얻은 결실로 자식 공부시키고 

부모 공양하면서,머리 조아려 산신께 땅신께 치

' 성드리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다.

산새의 모양이 칡 （葛）과 매화（梅）를 닮았다 하여 갈매 

리 （葛梅里）라 부르던 곳, 1986년 구리가 시로 승격되면서 

갈매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갈매동보다는 갈매리라는 이 

름이 더 잘 어울리는 이 마을에서는 농사를 일구며 살아 

왔던 우리 민족의 순박한 정서가 비교적 손상되지 않고 

남아 있음을 쉬 발견할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요즘 웬만한 시골에서도 보기 드믄 마을굿인 도당굿이 

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대도시 사람들로서는 

엄두도 못낼 일이겠지만 갈매동 사람들은 한해 걸러 한 

번씩 그것도 온 마을 사람들의 정성을 모아 도당굿을 치 

른다.

여느 마을굿이 다 그러하듯이 갈매리 도당굿도 그 유 

래를 알기란 힘들다. 5 - 6백년 전에 홍씨,방씨 김씨가 

처음 들어와’마을을 이루고 살았다는 이야기로 미루어 

이 굿의 유래도 그 정도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나이드 

신 어른네들의 의견이다.

“나도 전해 들은 얘긴데,한번은 도당굿에 쓸 소를 사 

러 저기 포천장에 갔었다지. 소를 사가지고 오는 길에 

주막에 들러 막걸리 한잔하고 나와 보니 아 글쎄 이놈의 

소가 없어졌지 뭐야. 그래 하는 수 없다 싶어 다시 돈을 

가져다 사려고 터덜터덜 마을로 돌아와 보니 그 소가 제 

놈 잡을 장소에 와 있더라는 거야. 소란 놈이 제 쓰일 

곳을 알았던 게지.”

“옛날 도당굿‘? 거 대단했었지. 마을을 도는 데만도 이 

틀이 걸렸어.”

“그럼 큰 동네 잔치였지. 엿장수들이 굿판에서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새벽부터 모여들어 성화를 부렸 

다니까.”

마을 어른들이 어렸을 때 보았다는 도당굿의 신명을

▲ 옛날에 엽전을 매달던 풍습처럼 돈을 창호지에 말아 대에 

묶으며 복을 빈다
► 이 마흐 3대째'이어 내려오는 만신인 최복덕 할머니.

고스란히 담아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도당 

굿의 모습은 그 형체를 서서히 드러낸다.

집집마다 추렴으로 굿 비용 마련

도당굿의 준비는 한달 전부터 시작한다.

음력 2월 1일,이 마을 도당（都堂）을 관리하는 당주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모여 굿을 주관할 도가,세주,하주 

를 뽑는다. 마을 사람 중 한명이 대를 잡아,신기（神氣） 

를 받아 흔들리는 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보면 어느 

집엔가 이르게 되는데 그 집에서 이 일을 맡는다. 대개 

부정이 없고 넉넉한 집안이 선택되기 마련이다.





음력 3월 1일,길일을 받아 굿날짜가 정해지면 3일 전 

부터 마을 야산에 당막을 짓고 제물을 준비한다. 대대로 

도당굿을 치러온 이 터는 한때 문화재관리국 소유로 굿 

터로서의 사용을 금지 당했었으나 이 마을에서 다시 사 

들여 지금껏 치성터로 이용하고 있다.

굿을 치를 때마다 새로이 정해지는 도가와 세주, 하주 

이외에 굿 준비에 참여하는 사람은,별다른 일이 없는 한 

그 임무가 지속되는 당주와 숙주,그리고 유급 인원 한두 

명과 지원자 대여섯 명이다. 굿 준비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기록책에 의해 진행되는데,제물 흥정은 주로 

숙주가 하고 음식을 만드는 일은 부녀자들이 한다. 굿 

준비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든 자신과 그 가족에 부정 

한 일이 없어야 하며 혹 준비 과정에서 조그만 상채기라 

도 나는 일이면 그 즉시 산을 내려가야 한다. 요즘 들어 

마을 굿에서 많이 느슨해진 이런 부분이 갈매리 도당굿 

에서는 비교적 엄격히 지키고 있었다.

굿의 시작부터 끝까지 통솔해야 하는 도가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비용 조달이다. 굿을 한번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은 대개 600만원 선,전액을 마을 사람들의 추 

렴으로 충당한다. 이번 도당굿에는 한 집에 기본적으로 3 
만원씩이 할당됐다. 이는 어디까지나 기본일 뿐 넉넉한 

집에서는 더 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집에서는 조금 덜 

내기도 한다. 돈 이외에 막걸리 둥의 제물을 담당하는 

집도 있다.

“돈을 잘 걷히나요?”

“그럳, 굿날짜가 정해지는 날 반 이상은 들어와. 나머 

지는 굿날 전까지 내지. 내 일부러 받으러 다닌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꾸지람과 자랑이 섞인 도가 박영춘씨（72세）의 말처럼 

마을 사람들이 도당굿에 보이는 지극한 정성은 이 마을 

의 종교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그것은 다른 동네에 

비해 교회 수가 현저하게 적다는 점이다.

“외지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원 갈매리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 교회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이 

런 굿을 하려 드나9”

“이제부터가 진짜여”

도당굿은 전날 밤의 산제로부터 시작한다.

1992년 4월 4일（음력 3월 2일） 밤,당막이 세워진 야 

산에 오르니 대여섯 채의 당막 중앙에 놓은 통나무 모닥 

불이 대사（大事）의 전야를 알리는 둣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

8시가 지나자 한 아낙이 당막 앞에서 땅을 얇게 파고 

는 일인용 냄비 만한 그릇을 올려놓고 나무젓가락 같은 

미니 장작으로 조심스레 불을 지핀다. 조라（제에 쓰일 

밥）를 짓는 것으로,제를 지내기 바로 직전에 지어 올림 

으로써 그 정성을 신께 인정받고자 함이다. 이에 앞서 

초저녁에는 조포（두부） 만들기가 있었다.

밤이 좀더 깊어 10시가 다가오자 청년들의 모습이 하 

나둘씩 나타난다. 나이 든 사람들이 주도해왔던 지금까 

지의 준비 과정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통나무 모닥불 

주위에 퍼진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나무와 솜방망이로 

만든 횃불. 청년들은 이 횃불로 당막에서 100미터 정도 

들어간 곳에 있는 치성터까지의 오솔길을 밝힌다. 그 길 

을 따라 한복을 정갈하게 차려 입은,부정을 몸에 담지 

않은 사람들의 엄숙한 행렬이 시작된다.

치성터에서는 일체의 말을 삼간다. 아낙들이 머리에 

이어 날라온 제물들을 제단에 차리면서도 이런저런 이야 

기가 필요할 터이나 오가는 것은 정적 속의 손짓과 눈짓 

뿐이다.

“이제부터가 진짜여.”

산제가 끝나고 내려오는 길에 들은 한 노인의 귀띔을 

실감한 것은 대잽이를 선두로 만신과 함께 마을을 도는 

유가（遊街）를 쫓으면서였다. 산제에 참석하지 못한 마을 

사람들은 떡이나 고기 혹은 간소한 주안상을 차려놓고 

청년들의 횃불에 인도되어 오는 만신 일행을 기다렸다. 

음식이 차려진 집 앞에서 만신 일행은 그 집 주위를 돌 

고 있는 귀신과 대면하여 복을 빌고 화를 쫓아준다. 그 

리고 나서는 삼잽이의 가락에 맞춰 한바탕 춤판이 벌어 

지고 사람들은 옛날 엽전을 달아매던 풍습처럼 지폐를

26



.
허
*
실
7
》솧

1 
之
 

<
다
거
*
*
 

드5

」 

%
혀
기
디

冬 3 >
5

」 

.*=8 디
 %

』J 
三카

 

」 

앛

:

 m

 
느 

.
허
,

◄ ◄ 굿이 시작되기 전, 이 마을 제주와 도가가 전갈을 주고 

받는다.

◄GEh로 이어져 내려오는 굿에 관한 기록. 젯상 준비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다.

스 만신과의 대화는 곧 신과의 대화이다. 한 아주머니가 만신의 공수에 답하며 돈을 꺼낸다.

로 만신을 앞서 가거나 길 

을 절대로 건너 다녀서는 

안 된다는 주의에 따라 부 

인네들은 아이들을 단속에 

주의를 기울인다.

당막에 도착하자 만신 옆에 

서 계속 무언가를 지시하던 

최복덕 할머니가 당막을 세 

번 돌라고 이른다. 최복덕 

할머니는 3대째 이어 내려 

오는 이 마을 만신이다. 역 

시 만신이었던 어머니 이안 

분씨가 돌아가신 후 열아홉 

살에 신이 내려 마을의 굿 

을 보아오다가 최근들어 

다른 만신에게 넘겨 주었는 

데, 도당굿을 남의 손에 치 

르기는 처음이라 이모저모 

알려 줄 사항이 꽤 있는 모

창호지에 말아 대에 매단다. 날이 밝아 더이상 횃불이 

필요없을 때가 돼서야 유가는 마무리가 되고 만신 일행 

은 아침의 굿을 위해 도가집으로 가 심신을 정비한다.

3대를 이어온 만신

이른 아침,여느 때 같으면 소 닭 울음소리만이 요란했 

을 법한 마을에 삼잽이의 장단이 울려 퍼진다. 도가집 

에서 굿터에 이르는 좁은 산길에 대잡이를 선두로 한 만 

신 일행이 땅을 다지는 듯한 힘있는 발걸음을 옮기고 그 

뒤로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한 마을 사람들이 피곤한 기 

색도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따른다. 옛날에는 말을 타고 

올랐다는 이 행렬은 임금님의 행차를 본뜬 것으로 길군 

악이라고도 한다. 절대로 만신을 앞서 가거나 길을 절대 

양이다.
세 바퀴를 다 돌자 당막 

입구에 쳐진 줄을 경계로 도가 박영춘씨와 제주 이영문 

씨가 전갈을 주고 받는다.

먼저 당막 안에 앉은 도가의 전갈.

“경기우도 양주군 구리면 갈매리. 산은 주산이요 일국 

지명산이요, 일국지명산은 나라에 원당이요, 계불지계적이 

요,삼한적 이래로 갈매동 만민이 삼년 세력을 바쳐서 극 

진 치성을 잡수어 계신 터이신대, 웬 행차가 요란히 들려 

오시나요.”

이어 당막 밖에 서있는 제주의 전갈.

“다름이 아니오라 이 산 구능마나님 수이시나 새우개 

소낭마나님 수이시나 하위함 역하여 지나시는 터이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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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아니어 꽃맞이며 잎이 피어 잎맞이로 잠깐 놀고 가자 

는 행차라고 여쭈어라.”

줄은 거두어지고 만신을 위시한 마을 사람들이 당막으 

로 들어간다. 미리 그렇게 정해 놓았을 리야 없겠지만 

제단을 중심으로 여자는 왼쪽 남자는 오른쪽에 앉고,앞 

쪽에는 주로 나이 많은 어른들이 신발을 벗고 단단히 자 

리를 잡는 반면 젊은이들은 뒷편에 엉거추춤 앉아 있거 

나 당막 입구를 서성인다.

곧 시작될 굿은 ①초부정 ②가망청배 ③조상거리 ④ 

산할머니 ⑤별상 ⑥대감노리 ⑦제석거리 ©호구거리 ⑨ 

바라 ⑩제면떡 ⑪구능거리 ⑫걸임 ⑬당굿 ⑭뒷전 순으로 

진행된다.

귀엽고 반가우신 신령님

갈매동 도당굿은 꽤 큰 규모의 굿판이다. 굿의 크고 

작음은 만신이나 잽이의 인원수로 판가름이 나는데,갈매 

동 도당굿은 만신 다섯에 삼잽이가 동원된다. 잽이란 굿 

판에서 악기를 다루는 사람으로,일반 만신들이 만지는 

장구와 바라 외에 악기가 하나 더 있으면 외잽이,둘 더 

있으면 양잽이,셋 더 있으면 삼잽이라고 하는데,여기에 

는 피리,해금, 저가 쓰인다.

푸짐하게 놓인 젯상 앞에 만신 하나가 장구를 두드리 

며 차분한 음성으로 초부정을 읊는다. 부정한 것을 없애 

굿이 잘 치러지도록 드리는 치성이다.

이어 조상과 산신을 굿판에 모시는 가망청배. 흥겨운 

굿거리 장단 속에 만신은 소리를 하고, 당주가 제단으로 

나와 돈을 놓고 절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민들은 만원 

혹은 오천원짜리 지폐를 놓고 절을 한다. 절을 마치고는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뒤로 물러나 춤을 추는 사람이 하 

나둘씩 늘어간다. 조상거리,산할머니로 이어지면서 만신 

의 입에서는 주민들 귀에 익은 이름들이 흘러나오고 그 

때마다 좌석은 한번씩 술렁거린다.

“내가대신 할머니시다.”

“귀엽고 반가우시다.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구나.”

“내가 어떤 신령이냐. 몸 건강히 돌봐주마.”

“내가 대잽이 하던 방석 애비여.”

부채를 든 만신이 요령을 흔들며 다가올 때마다 사람 

들은 부채에 돈을 놓고 집안의 복을 빈다. 만신 중 유일 

한 남자인 홍사창씨는 허리에 두른 빨간 보자기 끝을 잡 

아 올려 주머니 모양을 만들어 그 안에 돈을 담으며 “ 에 

그,나와서 절들 하세요.” 하고 부추김으로써 웃음과 함 

께 사람들을 제단으로 이끌어 낸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당막 입구에 앉았던 할머니 

가 천원짜리를 주머니에서 꺼내 부채 위에 놓자 만신은 

어두운 얼굴로 “내 며느리가 저렇게 됐어.” 한다. “몸 

좀 났게 해주세요.” 라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만신의 표 

정은 이내 듬직해지며 다짐하듯 대답한다.

“그럼 그럼.”
다수 흥운 가락이 한차례 울려퍼지며 만신은 손에 

들고 춤을 추던 대형 창과 칼을 떡 위에 세우고 두손 모 

아 복을 빈다.

잠시 후 춤판에 오색기가 등장한다. 만신은 청 （靑） 녹 

（綠） 백 （白） 흑（黑） 적 （赤） 다섯 가지 색깔의 깃발을 둘 

둘 말아 손잡이 부분을 사람들에게 내밀어 이 중 하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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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감노리, 한바탕 춤을 춘 떡시루를 이고 굿터 여기저 

기를 돌아다니며 욕심 많고 탐심 많은 텃대감에게 막걸리를 뿌 

려준다.

◄◄ 제에 쓰일 밥인 조라를 짓는 아낙, 잘게 자른 장작으로 

불을 지펴 온 정성을 다해 조라를 짓는다.

스 구능메기, 대잡이가 소대가리와 닭을 안고 춤을 추면 그 뒤 

를 따르던 만신이 여기저기 활을 쏘아 잡귀를 물리친다.

뽑게 한다. 이때 빨간색이 나오면 올해 운수가 좋다 하 

여 춤을 덩실덩실 추지만 흰색이 나오면 불길하다 하여 

당혹스런 표정이 드러나는데,이 때 만신은 재빨리 위로 

의 말과 함께 부채로 바람을 일으켜 “재수야!”를 외치며 

복을 빌어 준다.

이제 굿판에 모인 사람 중 춤을 추지 않는 사람은 별 

로 없다. 개중에는 도당굿 절차나 복을 비는 일에는 도 

통 관심이 없고 오로지 춤추기만을 즐기려는 듯한 이들 

도 있다. 술에 취해 춤을 추다가 고무신을 잃어버렸다고 

투정하는 아주머니나,술김에 만신들에게 짖궂은 장난을 

하다 꾸지람을 듣는 아저씨나 모두가 허물없는 이웃으로 

어우러진다. 아무리 신을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는 하지 

만 어찌 그것이 신만의 즐거움일 수 있으랴.

술에 취해 춤을 추다가 고무신을 잃어버렸다고 

투정하는 아주머니나, 술김에 만신들에게 짖궂은 

장난을 하다 꾸지람을 듣는 아저씨나 모두가 

허물없는 이웃으로 어우러진다. 아무리 신을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는 하지만 어찌 그것이 신만의 

즐거움일 수 있으랴.

신에게 전해야 하는 인간의 마음은

이즈음에 굿판의 절정이라고 볼 수있는 대감노■리가 시 

작된다.

“불이는 대감에 신에 대감 아니시리,여대감은 남대감 

이 아니시며 이 고랑 산에 본향대감 아니시랴. 상산은 

대감에 살륭대감 아니시며 삼도당에 부군대감 아니시랴.” 

한바탕 춤을 끝낸 만신은 떡시루를 이고 돌아다니면서 

욕심 많고 탐심 많은 텃대감에게 막걸리 뿌려준다. 그리 

고는 사람들에게 술잔을 돌리는데,술을 마신 사람은 떡 

시루에 돈을 내야 한다. 한 거리가 넘어갈 때마다 만신 

은 사람들에게 새로이 돈을 요구하는데,처음엔 잘 내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주머니 사정을 감안해 한번쯤 거절을 

하기도 한다. 만신에게 돈을 건네는 풍경도 여러 가지이 

다. 만신이 시키는 대로 자루 혹은 떡시루에 넣는 사람 

이 대부분이지만 돈에 침을 발라 만신 이마에 붙이는가 

하면 귀에 꽃아 주기도 하고 가끔씩 어떤 짖궂은 이는 

앞가슴에 찔러주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만신 앞에서 

돈을 들고 춤을 추면서 좀처럼 내놓지 않아 결국은 만신 

이 낚아 채가게 만들기도 한다.

대놀음은 신의 존재를 가장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대 

목이다. 대를 쥔 사람에게 신기 （神氣）가 내려야만 대 

가 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대는 아무나 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마을에서 오랫동안 대를 잡아 

온 안득수씨 （72세）는 부인이 병석에 눕게된 우환으로 올 

해부터 대잡이를 박광근씨（56세）에게 넘겨주었다. 박광 

근씨의 대놀음이 끝난 후 이전 대잡이의 놀이 순서가 마 

련되었으나 안득수씨의 대는 좀처럼 뜨지 않아 보는 이

29



◄ 도당굿은 마을의 잔치이 

다. 온 마을사람들이 모여 

먹고 마시며 춤을 추는 것도 

도당굿의 큰 재미이다.

들을 안타깝게 했다. 만신과 마을사람들이 한참을 빌고 

나서야 잠시 떴다가 이내 가라앉으니 대놀음과 집안 우 

환의 상관 관계를 의식해서인지 안득수씨의 얼굴에는 시 

름의 기색이 역력했다.

작두를 탄다거나 천을 찢는 등 섬찍한 장면이 없는 마 

을 굿에서 개중 그런 부분을 들자면 소머리와 생닭이 등 

장하는 구능거리이다. 소 목덜미 부분에 큰 칼을 꽂아 

정수리에 튀어나오게 한 후 그 위에 닭을 고정시켜 홉사 

닭이 소머리에 올라탄 모양을 만든다. 소와 닭은 외부로 

부터 들어오는 잡귀를 쫓는 장수신이다. 대잽이가 이 제 

물을 안은 채 춤을 추고 만신이 그 뒤를 따르며 여기저 

기에 활을 쏘아 잡귀를 물리치는데,이를 구능메기라고 

한다. 신성한 제물을 안고 춤을 춤으로써 인간의 마음이 

신에게 전해졌다고 믿는 것이다. 구능메기가 끝나 제물 

을 쌀 위에 내려놓으면 만신은 부채로 이것을 쓰러뜨리 

고,사람들은 그 방향에 예의주시한다. 제물이 쓰러지는 

방향에 불길한 일이 생긴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행스럽 

게도 소대가리가 쓰러진 것은 민가가 아닌 야산 쪽이었 

다.

안 허면 미심쩍으니께

도당굿 마지막 순서인 뒷전은 당막에서 나와 그야말로 

뒷전에서 치러졌다. 날은 이미 어두워져 횃불이 다시 등 

장하고 한쪽에 떡과 과일 몇 개,북어 등으로 소박하게 

차린 상이 놓여 있다. 만신은 막걸리를 여기저기 붓고 

떡을 뜯어 던지는가 하면 북어를 들고 “불로초를 먹은 

듯 네 병 낫게 해주마.” 라며 공수한다. 그리고는 산 닭 

을 두 마리 가져와 땅에 패대기를 쳐 죽게 한 뒤,상에 

차려진 음식을 고루 썰어 먹으면서 쟁반에 담고는 칼로 

사람들의 머리를 빗기는 시늉을 한다. 쟁반에 담은 음식 

이 칼과 함께 야산 곳곳에 뿌려지고 바가지를 발로 밟아 

깨는 것을 끝으로 갈매리 도당굿은 대단원의 막을 내린 

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게다가 적지 않은 돈과 노동력 

이 소요되는 갈매리 도당굿은 분명 큰 작업이었다. 넉넉 

지 못한 농촌 살림에도 불구하고 갈매동 사람들이 굳이 

도당굿을 치르는 이유는 궁금거리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우리 신을 믿어야지 왜 쓸 데 없이 남의 신을 

믿나? 서양 신,그거 남의 신이야.” （70대 할아버지）

“우리 땅을 지켜주시는 신령님께 치성드리는 일에 이 

유는 무슨 이유?” （60대 할머니）

“꼭 뭘 믿어서가 아니라 안 허면 미심쩍으니께 허는 

거지.” （50대 아주머니）

“좋지 않습니까? 이런 풍습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까자는 확실하게 할 겁니다. 

제 다음 대에서는 어떨지 그것까지 자신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20대 청년）

도당굿이 열리는 동안 갈매동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 

기 중 몇 가지이다. 신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행사임 

은 분명하지만,굳이 신의 유무나 신의 능력 정도를 따져 

묻지 않더라도 옛사람들의 정서를 그대로 담아 온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 이루어내는 잔치라는 사실만으로 

도당굿의 가치매김은 충분하지 않을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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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목적

경제가 삶을 양적으로 풍성하게 하 

는 것에 비해 문화는 삶을 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든다. 문화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우리 

의 생활과 함께 자리잡기 위해서는 새 

로 발족된 문화부와 같은 기구도 필요 

하겠지만, 문화의 민주화와 균점화（均 

需化）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제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하는 

문화 혜택의 균점화는 이 시대의 문 

화발전의 주요한 과제로 둥장하고 있 

다. 더〒나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가 

진행 되 면서 전통사회 가 붕괴 되 어 가자 

지방문화의 균형 발전이 깨지고, 지방 

문화는 관 주도적인 중앙의 문화행정 

에 흅수돼 버리는 경향을 띠고 있다. 

또한 지방의 고유문화는 도시문화의 

유입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다. 그것은 

전국토의 일일 생활권화와 대중매체의 

급속한 발달로 전국을 하나의 문화권 

으로 묶어 버리는 획일화 현상에 기인 

한다 하겠다.

이와 같이 지방문화가 붕괴되어 감 

에 따라 경제우선주의와 개인주의 문 

화가 팽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일체감, 자발성, 전체성’으로 표상되 

던 지역 공동체의 사회관계는 ‘소외 

감, 심성적 단절, 비참여, 분절화’로 

특징되는 대중사회로 전환되기에 이르 

렀다.

근대화 이후 한국사회의 문화변동을 

개관하여 볼 때 가장 특징적인 현상으 

로 전호문환의,홀락 및_파괴와의래문 

환의초휴J소외다. 읞셋한읜오 
화말살정츼요저통문환의 단 

i을 겪저 되었으며, :조의丁단으i 

말미암아 민족문화의 정통성이 반분되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무 

분별한 외래문화의 침투와 함께 대중 

매체를 통한 향락주의적 저질문화의 

보급은 문화적 전통의 단절을 더욱 심 

화시키는 한편 전국적인 문화적 획일 
화 현상을 ¥래하게 되었다. 또한 경 

제성장 일변도의 사회개발 정책의 추 

진으로 국가정책 우선 순위에 있어서 

문화부무으부수적. 좃속적 위치에 있 

었고, 문화의앙집중화가 초래되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문 

0 화정책의 중점은 ‘문화의 정체성（正體 

性） 발견’과 ‘국민의 문화향수권（文化 

皇受圈） 신장’ 및 ‘한반도의 문화적 정 

통성 재확립’에 두어야 한다. 이는 바 

로 지방문화의 활성화와 같은 맥락에 

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문화의 정 

체성 위기는 전호민족무화에 기촌한 

지방문화의.활성화를 통해서 뀩될 

g"있고, 문화향수권 쇠잔으즤방민을 

제외시켜 놓고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王r구지비%치와 관련하여 

지방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문화 및 정 

치의 민주화에 초석이 될 뿐아니라 지 

방문화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또한 냉전이데올로기의 해소로 말미암 

아 전세계적 화해 분위기가 한반도에 

도 밀려오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 

룩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문화의 활 

성화는 민족동질성 회복의 첫 발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과 문제의식 

에서 출발하여 현재 지방문화의 현황 

을 분석 검토하여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지방문화 활성화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여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범위와방법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문화와 문화행정의

3 그



창간특집논문 I / 제2장 지방문화와 문화행정의 개념

개념 및 지방문화 활성화의 의의를 살 

펴보고, 지방문화정책의 전개과정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현재의 상황분석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지방문화의 현황을 분 

석해 보고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저해 

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할 것이다. 

이 장의 분석 대상은 문학, 음악, 미 

술, 연극, 무용 및 민속예술로 한정하 

고 각 분석 대상의 범위는 인적자원, 

물적자원, 및 행정제도로 한정할 것이 

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문화예술 전 

반의 현황을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을 

지니며, 문화예술 향유 주체로서 국민 

의 문화예술 향수 능력 및 태도에 관 

한 연구에 접근하지 못한 제한점을 갖 

는 것이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분석 결과 도 

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지방문화 

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문화 정책의 방 

향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 

다.

본 연구에서 지방문화 및 문화행정 

의 개념 그리고 지방문화 활성화의 

의의는 문헌조사 방법을 이용하였고, 

지방문화 정책 전개 과정과 지방문화 

현황 분석을 위해서는 문화（공보）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원연합 

회의 각종 문헌과 문화예술 관계자 

료, 정기간행물 및 전문서적 등을 통 

한문헌조사와 통계조사를 병행하였 

다. 또한 문헌상의 미비점을 보완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문화예술관계 

종사자와의 직접 면접조사를 이용하였 

다.

제2장 지방문화 활성화와 

문화행정

본 장에서는 문화정책의 대상으로 

서 지방문화의 개념을 살펴보고 문화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문화행정의 

개념을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 

문화의 활성화의 의의를통해서 본 

연구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모색한 후 

그간의 지방문화 정책의 전개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지방문화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지방문화 정책의 방 

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로삼고자 

한다.

제 1절
지방문화와 문화행정의 개념

지방문화와 문화행정의 개념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의 개념을 파 

악할 필요가 있다.

문화의 개념은 크게 사회과학적 개 

념과 인문과학적 개념으로 나누어 살 

펴 볼 수 있다. 산희괴희적개념은 문 

화가 포함하는_내용』坐L중점을 

투고' 문화개뎜T접입문과 

학전_개녀은 문화의 기능에 촛점을마 

추어 문화의 개념을 파악환다. 두 가 

지 학문 영역에서의 문화 개념은 지 

방문화와 문화행정의 개념을정립하 

는 데 나름대로 유용성을 지니는바, 

두개념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과학적 용어로 사용되는문화 

개념은 인류학적 개념과 사회학적 개 

념으로 나누어 진다. 현재처럼 보편 

적인 사회과학 용어로 문화가사용 

된것은 인류학자에 의해서였다.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인 개념 정의 

는 크게 관념론적인 입장과 총체론적 

인 입장으로 나뉘어지는바 이 두가지 

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념론적인 입장에서는 사회구성원 

의 행동 그 자체를 문화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가능케 하 

는 원리와 원칙, 또는 모델만을 떼어 

내어 문화로 정의하며, 대표적인 정의 

중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무환라사라의J우나J체저인사물 
조[체가 아니라 사람들^ 4음조5] 
느 _ _____ __________________ 

있는 모델이요, 그 구체적인 현상으로 

부터 추출된 하나의 추상에 불과하다. 

조'구체적으로 관찰된 행동三I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규칙 

의 체계가 곧 문화이고 사람들은 이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W Goodnough）
총체론적 입장에서는 인간의 행위 

양식 및 사고 양을 포함하여 적응기 

재 （適應器材, adaptive mechanism） 
로서의 생활양식 일체를 문화로 간주 

하고 있으며 이는 “행위를 위한 모델” 

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관, 철학, 세계 

관 등뿐아니라 이러한 모델에 의거하 

여 구체적으로 나타난 행동 그 자체를 

모두 포함한 총체로서 문화를 정의하 

며 앞의 관념론적인 입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1982년에 멕 

시코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국제회의에 

서 “문화는 한 사회 또는 사회집단을 

특징짓는 고유의 정신적, 물질적, 지 

적 그리고 정서적인 특성들의 총체로 

고려되어도 좋겠다. 예술, 언어, 문학 

에 추가해서 문화는 생활*, 인간의 

기본권, 가치체계, 전통 그리고 신념 

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정의한 바 있 

다.

아문과학1^5캐브문화의 기 
능F?515m념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통상적이고 제한된 

의미에서의 문화란 상징적 형식의 영 

역 이다- 종교적' 형작를끌-포횜하든프' 

<3쥘jgzS현효줄도의 거기 

에 포함된다. 또 하나의 보다 넓은 의 

미엔서의 문화는 의미의 영옆의다느 일 
련흐r平총힙적히丁i흘도트도, 가 

차?빋흠을 통하여 

사람들흔자잔과져곈g의과3를！ 설 

정한다.—폐한'희미F홓허죠瓦계 

는 하나의 정돈된 우주로 질서지워지 

며, 그 안에서 인간의 위치가 규정된 

다.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는 곧 세계 

에 대한 일상적 인식의 공통성의 토대 

를 마련해 주고, 개개인의 동기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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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전체의 도덕적 지향의 근거를 제공 

한다. 이렇게보았을 때문화란한 공 

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에게 삶의 존 

엄성과 보람을 일깨워주며, 동시에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전체적 목표가 그 

개인에게 있어서도 가치있는 것임을 

인식케하는 인간 행위와 제도의 총체 

라고 말할 수 있겠다.

1 .지방문화의 개념

지방문화의 개념을 사전적 의미로서 

‘지방’의 개념에 인류학에서의 총체론 

적 ‘문화’의 개념을 합성하여 “어느 한 

방면의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 의해 획 

득된 지식, 신앙, 예술, 법률, 관습 등 

의 모든 능력과 습관들을 포함하는 복 

합총체” 라고 정의한다. 즉, 지방문화 

란 “읠저싀옆의월 

손에서희여丄O흐드 과정 

에i의루어소은J자적이쇄S 양斗’ 

이다. 인문과학적 문화개념을 중심으 

로 지방문화를 정의하면, 지방문화의 

개념은 ‘지방’이라는 어휘가 포괄하는 

공간적 크기의 문제로 귀착됨을 알 수 

있다』^, ‘문체를고성 

한트개;a안에거LJW 엄성과 보람 

을 일깨워주며, 동시에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전체적인 목표가 그 개인에 

게 있어서도 가치있는 것임을 인식케 

하는 인간 행위와 제도의 총체’라고 

이해 할 때, 지방문화의 개념은 그 공 

동체를 어떤 홍간적 영역으로 보느냐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때 지방 

문화는 영역의 문제이지 기능의 문제 

는 아닌 것이다. 또한 이때 지방문화 

는 중앙문화에 대한 종속으로서의 의 

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속에 독 

립적인 부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앙문화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낙후되고 세련되지 못한 

문화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지방문화 

라는 용어를 지역적 특성과 내용을 담 

은 중심문화를 뜻하는 ‘지역문화’라는 

용어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다. 기존의 연구들은 지방문화와 지역 

문화라는 어휘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둣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정의한 

지방문화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지방 

문화’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위의 두 가지 지방문화의 개념은 본 

연구의 논의를 전개시키는 데 유용성 

을 준다. 인류학적 지방문화의 개념은 

지방문화를 대상으로 문화행정을 펴 

나아갈 때 문화행정의 대상 및 범위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또한 인문과학 

적 지방문화 개념은 문화행정을 수행 

할 때 문화정책의 이념과 방향을 제시 

하여 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가 

지 개념을 수용하되 인류학적 문화개 

념은 인문학적 문화개념의 설명변수로 

서 상징적 형식의 영역과 일치하므로 

둔괘 녈 의 스론 벳치 되자 않으 울 믜리 

밝혀 둔다.

2 .문화행정의 개념

‘문화’와 ‘행정’이라는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두개의 용어가 시사하듯이 

‘문화행정’이라는 개념은 다의적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 문화’는 “한 사회 또는 사회집단을 

특징짓는 고유의 정신적, 물질적,지적 

그리고 정서적인 특성들의 총체이다. 

예술, 언어, 문학에 추가해서 문화는 

생활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체계, 

전통 그리고 신념들을 포함하고 있 

다.”고 앞에서 정의하였다.

‘행정’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된 인간의 합리적 협동행위” 

라고 왈도(D. Waldo)는 정의했다.

문화와 행정을 위와 같이 정의할 때 

‘문화행정’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 

의할 수 있다. 문화행정은 “문화 부문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된 인 

간의 합리적 협동행위이다.”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 그 환경 

속에서 일구어 낸 삶의 양씨 총체라 

고 볼 때 계획성, 강제성이 정치나 경 

제 분야보다 약한 부분이다. 행정이란 

계획된 협동행위이므로 계획성이 행정 

의 하나의 특성이며 목표달성을 위해 

일정 정도의 규제나 간섭이 상존하는 

분야이다. 이렇게 볼 때 ‘문화행정’ 이 

라는 개념은 이율배반적인 개념이 조 

합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문화 

행정’이란 어휘 자체가 지니는 관료성 

때문에 특히 자율성과 창의성과 참여 

가 강조되는 문화예술 부문에 관한 

행정일 때는 문화행정이란 용어는 조 

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문 

화, 예술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은 예 

술이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다는 것 

이 과거의 지배적인 견해였다. 따라 

서 예술의 순수성이 중요한 평가의 기 

준이 되었고 그 만큼 예술활동은 다른 

사회 부문에서 유리되어 존재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생활 현실에 연계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 순수예술의 이러 

한 문제점 때문에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는 예술지상주의에 더한 반발이 

일어났고 사회적 가치에 의해서 예술 

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사회예술론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사회예술론의 관점에서 보면 예술은 

사회의 기반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 

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심미적인 것이 

되기 보다 궁극적으로 사회에 대한 기 

여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위와 같은 인식하에 문화행정의 범 

위를 살펴봄으로써 추상적인 문화행정 

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허행정 영역이 포괄하는 범위와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종래의 솄졸가살의해정 

은론부터_쇄잔인싀미주실의•행정 

램의 

작성, 자원의 배분, 집행에 이르기까 

지 시민의 문화수요가 가창 중요한 결 

정요인이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으며 

예술의 사회적 효과에 있어서，질에 

못지않게 양적인 고려가 중시되고 있 

다.

둘째는 예술영역의 확대이다. 종래 

의 고전예술과 순수예술 위주의 행정 

에서 벗어나 민간, 민속예술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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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식되었고 대중예술 그리고 산업 

예술도 문화행정의 중요한 대상이 되 

고 있다. 예술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정서표출 

행위까지를 포함하여 인류학적 개념의 

문화로 문화행정 개념이 확대되는 경 

향이 있다. 이 결과로 일어난 가장 중 

요한 변화로 문화행정의 중요 대상으 

로 시민문화 활동이 부각되고 있는 것 

이다. 과거의 문화행정에서는 시민의 

문화활동이라고 하면 주로 동호인들끼 

리의 취미활동 정도로 보고, 문화행정 

의 영역으로서는 부차적인 것으로 치 

부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문화행정 

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전문예술가들의 

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예술 또는 문화 

활동으로 인식이 변하게 되었다. 이것 

은 무화행정이 예술가 중식에서 소비 

자인 시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에서 
도"기■안뢰든厂豆외—텨불허 시민틀의 

혜^^든^화의 소비형태가 연극을 

관람한다든지 연주회 에 참석 한다든지 

하는 수동적인 형태에서 스스로 도자 

기를 만든다든지 꽃꽂이를 한다든지 

또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는 능동적 

인 형태로 옮겨가고 있는 것에도 중요 

한 원인이 있다.

세째는 일상생활의 환경이 문화행정 

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다. 시민의 주거환경 즉 주택• 거리‘ 

동네. 도시를 미화하고 심미적 관점에 

서 기획하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 문화 

행정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 

표적인 예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민들의 문화 또는 예술의 소비 

형태가 수동적인 데서 능동적인 것으 

로 옮겨감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생겨 

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자 

를 문화의 생활화라고 한다면 이것은 

일상생활의 환경을 예술적으로 문화적 

으로 가꾸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의 문 

화화라고 하겠다. 문화의 생활화는 

가급적 많은 문화활동에 시민이 참여 

하는 것임에 대하여 생활의 문화화는 

생활자체를 문화화하는 것이며 그러한 

과정은 곧 예술의 창조적 과정이 된다 

고할수 있다.

끝으로 상기한 변화에 수반되어 의 

사결정의 분권화와 시민참여가 확대되 

고 있다. 기획에서 집행, 평가에 이르 

기까지 행정에서 중앙집권적인 방식은 

현대 행정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공통 

현상이으로 문화 행정에서도 불가피하 

다고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 또 

는 예술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활동 

이기 때문에 관료제적 합리성을 적용 

하기 어렵다. 따라서 문화행정은 될 

수 있는 한 작은 지역단위 수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민이 행정 과정에 직절여환는 것 
이;핸저희효과쳐O표죠됴죠社것 

이다. 정서적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 

흔'3힌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양하 

기 때문에 지역화되는 것이 문화행정 

에는 필요하고 각각의 고유한 전통이 

나 샌활이식이 보존되고 개발되면 문 

.확의 다양성이 증진되게 된다.

이상과우이 진행되고 있는 변화에 
따라회해청% 그 내용의 양 

과'"질에서 쑹부하로『복합적으로 현모 

하고 았으며 그 만큼 행정과제도많고 
복쟙해흘훈란포Eli혼효石을 

요구W

제 2절
지방문화 활성화의 의의

지방문화 활성화의 의의를 살펴봄으 

로써 본 연구의 이론적 타당성의 근거 

를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제의 실효성을 지방 

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확보할 수 있 

다. 지방자치제를 주민들이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 

치는 공공의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고, 셔극적으로 그 과정에 참 

여하여 공동이익을 도모해 나아가는 

저또라고 본다면 지역 주민의 주체적 

차여로서 진역 공동체의 의식을 심어 

흑 수 있다. 즉, 지방문화의 활성화는 

지방자치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 

는 방안이 되는 것이다.

435)국가 발전이라는 전체적인 

전략 속에서 경제발전을 우선시한 불 

균형 성장 전략이 야기시킨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 문제를 지방문화의 활 

성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즤바뭇 

화의 활성확는.지방자치제의 성공적 

실시의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는 정치 

의 민주화를 이룩하는 정치발전에 기 

여할 수 있으며, 기타 상대적으로 소 

외된 부문의 발전에도 기여 할 수 있

<55^ 경제발전이라는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해 억눌러야 했던 국민의 문 

화 욕구는. 절개적_봔곤상돼를 벗어남

으로써 분출되기 시작함 것이다. 지방 

문화의 역량이 활성화 되었을 때 분출 

되는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이는 새로운 국가발전을 위한 동력으 

루 직요될수 있다.
(^^?대중화로 인한 무화의. 회일

성을 극복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대 
중매체의 할?교^통의 발달은 전국 

을 서울을 중심으로한 일일생활권으로 

확대시켰으며, 이는 중앙문화가 이러 

한 대중매체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지방문 

화가 동질화 • 획일화되어 문화의 창 

조성을 제한하게 되었다. 잔밨문환> 

활성화 시킴으로써 문화의-돗죄화 • 

회임화를 해소하고 Tl와서과 참주성윽 

추구하어 무화의 바전으으룩학인 

다.

제 3절
지방문화 정책의 전개 과정

위에서 살펴본 지방문화 활성화의 

의의를 기준으로 하여 과거의 지방문 

화 정책을 고찰함으로써 그간의 지방 

문화 정책의 방향 및 성과를 평가해 

볼 수 있다.

지방문화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세 

우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정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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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전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합적인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책을 강구하기 

시작한 역사는 매우 짧다. 1968년 7월 

문화예술행정을 통합, 관장하는 문화 

공보부7’ 아족되기 이전에는 체계화된 

문화예술 싱책을 집행할 주무 부서 조 

차 분명치 않았고, 그 이후는 문화예 

술 부문의 정책이 공보 기능에 밀려 

최소한으로 그친 것도 사실이다.

1990년 1월 3일 문화부의 신설로 종 

합적 문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 

고, 이에 따라 지방문화 정책의 활성 

화를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절에서는 정부수립 이후 문화정 

책 중 지방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 

으로 정부의 기구 변천과 주요 정책의 

표명과 실천 과정을 편의상 4기로 나 

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지방문화정책 부재기 

(1948-1973)
정부수립 이후부터 1974년 시행된 

제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이 수립될 

때 까지를 지방문화 정책의 부재기로 

명명하였다. 이 시기는 문화예술행정 

제도의 부분적 개편과 문화관계 법률 

의 제정 등의 사업이 진행되어 문화예 

술 정책의 개발을 위한 준비 기간에 

해당한다.

문화예술 관계 행정제도 및 기관의 

변천과 문화관계 법령의 제정 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948년부터 1961년 공보부가 발족 

되기 전까지는 문교부가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으며 주요 

한 내용으로서는 1948년 대한민국 미 

술전람회의 창설과 1950년 국립극장 

과 국립국악원의 설치, 1952년 학술원 

과 예술원의 설치를 들 수 있다. 그러 

나 이들은 각각 일제시대의 선전(鮮 

展)을 국전으로, 경성부민관(京城府民 

館)을 국립극장으로, 이왕직(李王職) 

아악부를 국립국악원으로 변경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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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한 것이었다. 1956년 공보실에서 

관장하던 영화와 도서출판 업무가 문 

교부로 이관되었으나, 1961년 6월 공 

보부가 발족되면서 문화예술 관련 업 

무는 문교부와 공보부로 이원화 되었 

다.

즉, 1961년 공보부의 발족으로 문교 

부에서 관장해 온 영화.공연 업무와 

국립극장, 국립국악원이 공보부로 이 

관됨으로써 문학수 미술- 음악- 도서 • 

문화재행정 등은 문교부에서 관장하 

고, 영화 • 공연예술 등의 업무는 공보 

부에서 관장함으로써 불합리한 업무 

분장의 형태를 보이게 되었다.

1962년 1월 5일에는 문화부와 문교 

부의 후원으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 

합회가결성되었다. 1965년에는국립 

극장, 국립국악원, 국악사양성소, 미 

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을 연차적으로 

건립해 나가기 위한 종합민족문화센터 

건립 계'획을 공보부에서 추진하였으 

나, 국악사양성소가 1967년에, 세종대 

왕기념관이 1970년에, 국립극장이 

1973년에 건립되는 것으로 종합민족문 

화센터 건립 계획은 중단되고 다음의 

정책을기다려야했다. "

1958년부터 문화예술제란 명칭으로 

민간주최로 개최되던 것을 1967년부터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라는 명칭으로 

정부의 주관으로 지방에서 순회 개최 

하게 되었다.

1968년 문화공보부가 발족됨으로써 

문교부와 공보부로 이원화되었던 문화 

예술 관련 업무가 일원화되었다. 그러 

나 문화예술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의 

결여와 예산 부족으로 체계적인 진흥 

시책은 마련되지 못하였다.

1972년 8월 14일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으로 1973년 3월 30일 한국문화 

예술진흥원이 설립되었다.

문화예술관계 법률이 제정된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952년에 제정된 문화보호법은 학술 

원과 예술원의 설립 근거가 되었지만 

문화예술의 진흥을 예술가들에 대한 

우대 정도로 생각한 실효성없는 법규 

로 1981년 한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57년에는 저작권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60년대에는 문화관 

계 법률의 제정이 급증하는데 현재 시 

행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법률은 이 

때 제정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연 법 (1961.12.30.), 문화재 보호법 과 

향교재산법 (1962.1.10.), 불교재산관 

리법 (1962.5.31.), 지방문화사업조성 

법 (1965.7.1.),영화법 (1966.8.3.), 
음반에 관한 법률(1967.3.30) 등이다.

위의 법률 중 지방문화와 직접 관련 

된 것으로서 지방문화사업조성법과 각 

종 문화재 관계법이 있으나, 지방문화 

사업 조성법의 경우는 너영리 법인이 

지역 사회의 문화계발을 위해 행하는 

지역문화사업을 보호 육성’함을 목적 

으로 하여 지방문화 사업자에 대한 범 

위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 

책 및 업적을 그 협조하에 일반에게 

주지시키는 사업과 향토문화를 계발, 

보급, 선전하는 사업, 외국의 문화기 

관과의 협조하에 민주우방 제국의 문 

화를 소개, 선전하는 사업을 하는 경 

우’에 한정시킴으로써 지방문화원의 

설립근거와 현실적인 지원 근거를 마 

련하는 데 불과한 것이었고, 문화재 

관계 법규의 경우에도 보존을 위한 기 

본법체계를 갖추기는 하였으나 실행 

면에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한 형식 

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1972년 8월 14일에는 문화예술진흥 

법이 제정되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발족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방문화육 

성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2 .지방문화정책의 태동기

(1974-1982)
이 시기가 갖는 의미는 우리나라에 

서 최초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문화 

예술 종합계획이 입안 추진된 시기라 

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1974년 

시행된 제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은 

1974부터 1978년까지의 기간 동안이 



었고, 제2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은 

1979년부터 1983년까지로 계획이 잡 

혀 있었으나, 1979년 정치적 상황 변 

화로 인하여 계획이 수정되고, ‘80년 

대의 새문화정책’이 수립되었다.

각각의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제1차 문예진홍 5개년 계획 

（1974-1978）
1974년부터 1978년까지 추진된 제 

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은 전통문화 

를 계승하고 그 바탕 위에 새로운 민 

족문화를 창조하여 문화중홍을 이룩 

한다는 기조 아래 다음과 같은 세 가 

지 중점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전개 

하였다.

첫째, 올바른 민족사관을 정립하고 

새로운 민족예술을 창조하며,

둘째, 예술의 생활화, 대중화로 국민 

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세째, 문화예술의 국제교류를 적극 

화함으로써 문화한국의 국위를 선양한 

다.

이 계획의 시행과 함께 1974년 부터 

문화예술진홍법에 근거한 문예진 홍기 

금의 모금이 시작되었고, 정부의 예산 

도 과거에 비해 많은 증가를 보여 사 

업계획 추진을 뒷받침 해주었다.

제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이 지방 

문화 부문에서 갖는 의의는 같은 기간 

동안 국립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공 

주박물관 등의 지방박물관이 신축되었 

으며, 부산과 대구의 시민회관,개관 등 

지방문화시 설이 조성되었으나, 계획의 

중점이 민족사관 정립에 두어지고 국 

학연구 및 전통예능개발, 문화재 보수 

에 전체 예산（48,542백만원）의 70% 
（34,079백만원） 이상이 사용됨으로써 

적극적인 지방문화의 창조를 통한 균 

형있는 문화발전을 목표로 한 계획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2）제2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 

（1979-1983）
이 계획은 1차 계획에서의 경험에 

입각하여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하였으나 계획 개시 년도인 1979년 

10.26사태를 맞는 정치적 변혁으로 지 

속적인 계획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 

다. 2차 계획의 목표에는 전국민이 문 

화적 혜택을 고루 받아 균형있는 문화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문화향수권의 

확대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문화적 수 

요가 증대되고 문화적 욕구가 높아지 

고 있던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 

다.

3）80년대 새로운 문화정책

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1981년에 

‘80년대의 새로운 문화정책’이라는 명 

칭 아래 장기 문화발전 계획이 수립되 

었고, 이 계획에도 문화적 혜택의 균 

형된 배분과 문화적 복지의 구현을 목 

표로 하고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발표 

되어 추진되지는못 하였다. 이는위 

정책의 일환으로 ‘국풍 81’이라는 전 

국적인 문화행사가 농번기에 실시되는 

등 전시행정의 일면을 여실히 드러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것과 무관하 

지 않다.

이와 같이 문화정책 내용에 전국민 

이 문화적 혜택을 균형있게 누리도록 

한다는 취지의 지방문화육성방안이 포 

함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말부터 

였으나 실제로 그 이후는 계획 수립만 

으로 끝나고 실질적인 재원확보 등의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이 시 

기 역시 적극적인 지방문화 육성정책 

〈표 2 — 1〉문예진흥원을 통한 지 방지 원금 증가 추세

（단위:백만원）

년도 지원액 중가율 （96） 비 고

’81 389 22.2 문예진흥기금

’82 514 31.8 문예진홍기금

，83 1,928 275.1 문예진흥기금十공익자금（12억）

’84 5,823 202.1 ' + • （15억）

’85 6,992 20.1 ' 十 * （61.5 억）

’86 6,508 -7.4 - 十 ' （57억）

’87 8,390 22.4 ' 十 - （73억）

’88 8,836 5.1 ' + - （ ）

출처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예진흥원 자료집＞, （서울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9）, 참조 작성.

은 없는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문화 유 

산의 보존,전승에 치중한 이른바 지방 

문화 정책의 태동기 정도로 평가될 수 

있다.

3 . 지방문화 정책의 성장기

（1983-1989）
제5차 경제개발계획의 수정계획으로 

서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마련되었고 그 속에 지방문화의 육성 

이 포함됨으로써 비로소 지방문화 육 

성정책도 국가 전체적인 개발계획의 

일부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 

에 따라 84년에는 문화공보부에서 지 

방문화 진흥5개년 계획을수립하여 추 

진하게 되었다.

이렇듯 ’83년 이후의 가장 두드러진 

문화시책은 지방문화의 육성과 활성화 

시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문화의 

중앙 편중을 지양하고 침체된 지방문 

화를 활성화시키며 특징있는 지역문화 

를 육성함으로써 문화 격차를 해소한 

다는 기조 아래 지방예술인의 창작 발 

표 기회의 확대와 창작의욕 고취, 특 

색있는 지방예술 행사의 육성, 지방문 

화 시설의 확충과 전문요원 양성, 지 

방전통 문화예술의 정착화 등의 방향 

으로 추진된 위 정책의 실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문화의 활성화 정책의 성 

과는 먼저 지방에 대한 중앙자금의 지 

원액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원액 

증가 추세는〈표2-1〉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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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방자체의 자율적인 문화활 

동을 전개하고 지방특성에 맞는 예술 

이 활기를 찾게 하기 위한 기본요건으 

로 지방문예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지 

원이 ’84년도 부터 시행되었다. 조성 

실적은 다음〈표 2-2〉와 같다

〈표 2-2> 지방문예진홍기금 조성 실 

적

（88.12월말현재） （단위 : 천원）

년도 층 게 충앙지원금 지방조성굼

총계 22,652,160 8,950,000 13,702,160

’84 4,305,306 2.700,000 1,605,306

*85 4,281,512 1,500,000 2.781,512

’86 4,248,059 1,500,000 2,748,059

’87 4,547,185 1.625,000 2,922,185

’88 5,270,098 1,625,000 3,645,098
출처 : 한국문화예술진흥원,《문예진홍원 자료집）. （ 서울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9）, 135면.

세째, 지방문화가 낙후되고 중앙과 

격차가 심화된 원인 중의 하나가 문화 

시설이 부족하고 시설 내용이 약하다 

는 데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 

해 ’84년 부터 지원이 시작되었고 그 

실적은〈표 2-3〉과 같다.

네째, 이 밖에도 지방문화원에 연간 

7억원 씩을 지원하여 향토문화의 중추 

적 역할을 담당하게 육성하고, 시, 도 

종합예술 육성, 지방미술대전의 확대 

지원, 지역별 대표향토축제 육성지원 

등이 새로 마련되었다.

다섯째, ’83년부터 전국지방연극제 

를 실시하여 지방연극에 활기를 주고, 

미술대전 지방전시와 국악제의 지방 

〈표 2-3> 지역문화시설 건립 지원실적（공익자금）

（단위:백만원）

구 분
연도병 지원엑

계

'84 '85 '86 '87 '88
종합문예희관（6개소） 1,000 1,400 3,000 2.500 4,000 11.900
특장전문시설건립（12개）‘' '‘, 500 750 1.000 1.850 1,000 5,100
기존문화시설 개수（11개） ' ' 400 350 300 300 340 1,690
무형 문화재 전수회 관 개수 100 100 100 62 17 379

총 계 2,000 2.600 4,400 4.712 5,357 19,069

개최, 연극제. 무용제의 지방순회 공 

연도 ’83년 이후에 실시된 사업들이 

다.

여섯째,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문화 

진흥을 위한 노력도 이 시기부터는 상 

당히 체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경향 

이며, 매년 문공부와 협조하여 시달되 

는 내무부의 지방문화 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관심 아래 구체 

적인 계획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기는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 

년 계획 （1987-1991）이 진행되는 과정 

이기도 하다. 이 계획은 사업계획 자 

체가 한정된 재정에 구속되어 중점적 

투자계획이 결여된 잡다한 시책 나열 

식의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그나마 재 

정 투자가 보장되지 못한 가운데 많은 

사업이 미진 또는 폐기된 상태에 있음 

은 정부 계획의 신뢰성을 의심케 한 

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시작된 ’87년의 문화예산은 527억원 

으로서 그 전년인 ’ 86년의 598억원에 

도못미치는규모이며, ’88년도는올 

림픽이 개최되었던 해인데도 ’86년 보 

다 적은 548억원, 그리고 ’89년도에 

와서 668억원으로 증액되고 있음을 볼 

때 정부의 문화재정 정책은 구태의연 

한 취약성을 아직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이 시기는 지방 

문화정책의 성장기라고 평가할 수 있 

을 것이다.

4 .지방문화정책의 발전기대기

（1990〜 ）
앞의 기간을 성장기로 하고 1990년 

이후를 발전기대기라고 명명한 것은 

1990년 1월 3일부로 문화부가 발족되 

어 공보기능이 분리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 업무가 일원화되었고, 더불어 지 

방문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 

적인 계획이 일관성있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지방문화정책의 성장기 동안 의욕적 

인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지방문화의 

중앙에 대한 종속 및 소외현상이 상존 

하므로 문화부 신설이 지방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이다.

문화부 출범 이후 의욕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부는 문화발전 10개년 계 

획을 발표하였다
5개의 문화의’틀과 6개의 정책전략 

아래 1단계 C90-’91） 로 제도 법령 정 

비 및 재원 대책을 강구하고, 2단계 

（’ 92-’95）로 시범사업 전개 및 전국 

적 확대 전개, 3단계（’96-’99）로 

중핵거점 및 전국적 확대 전개를 추진 

한다는 것이다. 문화발전 10개년 계 

획의 구체적 사업 내용을 지방문화 활 

성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표 2 - 4〉와 같다.

문화부는 민족문화의 뿌리인 지방 

고유의 전통과 향토색을 살린 지역 특 

성문화를 육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일 

체감과 애향^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 

여 민족적 자긍심과 주체성을 확립한 

다는 취지 아래 문화발전 10개년 사 

업계획의 추진과 병행하여 향토문화 

육성지 원계 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향토문화행사 활성화 및 개선방안 

강구, 2）지방고유 향토문화 홍보강화, 

3）향토특장문화의 보급 확산및 국제화 

도모, 4）문화원을 통한 향토문화활동 

진작, 5）출향인사 대상 애향 문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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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문화발전 10개년 사업계획（지방문화 관련분야）

...역점새a목표
if 문화 창조력의 제고

* 충간시업 목표 및 구체적시업내용

1. 중앙과 지방의 문화시설에 전속 예술단 확보

— 예술의 전당 둥에 국립교향악단 둥 창설

- 지방 문예희관에 전속예술단 확충

2. 문화 매매 기눙

3. 국민의 문화향수 확대

2. 지방 중요도시에 국립극장 설치

- 예술의 중앙 집중화 현상 시정

- 지방과 중앙간에 공연 프로그램 교류로 문화적 평준화 달성

3. 전통 민속 공예촌 조성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의 효율화

— 전승기능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 지방의 중요 관광지로 발전

1. 지방도시에 문화의 거리 조성

-지 역특장문화명소 공간 확대 및 축제 무대화

1. 종중문화재단과 지방문화지｝단 설립

- 종중문화재단 설립올 권장하여 전통적 가족관 재정립

2. 지방문화원 확충 및 기능 강화

— 전국 시 • 군 단위에 문화원 설립

（현재 166개소를 206개소로）

3. 박물관 시설의 확충과 활성화

- 세계적 규모의 인류사 박물관 건립

— 국립 지방박물관 확충 건립（지방박물관의 전국적 계열화로 박 

물관망 구축）

- 전국 시 • 군단위 향토박물관 조성

4. 지방 공공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

- 공공도서관은 지역문화정보센터로 가능 확장

5. 국민을 찾아가는 이동문화프로그램 활성화

— 국공립 문화회관의 이동문화 프로그램 운영

- 움직이는 박물관, 미술관, 이동공연단 운영

6. 지역문화축제 창설

— 시 • 군마다 1축제 정착

— 매월 문화인물 연고지 조성

7. 문화예술 동호인 소집단의 문화활동 확장

- 유휴 문화 전문인력의 문화창조, 매매 기능 활성화

— 자발적 봉사와 적 극적 참여와 조장으로 문화적 응력 확산

— 다양한 문화가족의 지역별, 계층별 확산운동 전개

8. 현대적 애향운동（출향인사 교류, 초청 ） 추진

— 주민 자신이 내고장 문화가꾸기운동 솔선

출처 : 사단법인한국문화원연합회, （월간 우리문화）, 제3권, 제7호, （1990, 7.10）, 14~18면.

추진 등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화부는 창설 

원년에 2000년대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의 화려한 문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엄청난 규모의 사업 계획을 추 

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 및 전문인 

력의 부족 등 부수적인 문제가 선결되 

지 않는 한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한 

위와 같은 계획은 결국 계획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시기를 지방문화정책 발전기대기라 

고 명명하는 것이다.

제3장 지방문화 현황 분석

본 장은 지방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책에 영향 

을 미치는 지방문화의 변수을 인적자 

원, 물적자원, 행정제도로 나누어 연 

구, 분석하여 정책변수와 수단을 발견 

하고 지방문화의 빌전 가능성을 평가 

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제시와 정책 대안 

을 구상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해 줄 

것이다.

제1절 지방문화의인적현황

지방문화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서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의 문화촉매 활 

동이 필요하다. 문화촉매자 （cultural 
animator） 로서 지방에서 활동하는 문 

화예술인의 실태를 분석하는 것은 현 

재의 지역문화 활동 정도와 향후 지방 

문화의 활성화 잠재력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문학, 미 

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의 각 

분야에서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지방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 

방문화가 안고 있는 인적측면의 문제 

점을 도출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하 

고자 한다.

지방문화 예술인의 부문별 현황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지부, 

지회에 등록한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 

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독자 

적으로 활동하는 예술인 및 예술인단 

체는 포착하지 못한 제한점을 갖는다.

본 연구자가 주자료로 이용한 한국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에서 발간한 

예총 30년사는 88년 12월말 기준으로 

통계작성 하였는바, 당시 예총산하 

지회지부가 39개였으나 연구를 진행중 

인 90년 10월 1일 현재 지회, 지부 

수가 49개로 증가하였음을 볼 때 지방 

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동호인의 형식 

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은 통계보 

다 많음을 알 수 있다.

1.지방문학 분야

지방의 문학계에서 활동하는 문인들 

은 지방에 거주하면서 주거지를 중심 

으로 문학활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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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을 무대로 활동하는 문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에서 지방문 

인의 현황 파악은 불가능하다. 따라 

서 일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전국 지역별 문인분포를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5년 통계에서는 서울의 문인협회 

회원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88년 말 현재 지회, 지부 

의 회원이 53%로 ’85년에 비해 상대 

적으로 지방문인의 수가 늘어난 것으 

로 나타나지만 서울과 지방의 인구비 

가 약 1：3임을 감안할 때 서울과 지방 

의 문인수는 상당한 불균형을 이룬다.

지역간에도 문인수에서 정도의 차이 

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 지방의 문인 

들도 활동의 주무대로 중앙문단을 지 

향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문화적 특성 

에 기반을 둔 향토문화의 육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경 

우는 드물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2 .지방미술 분야

미술 분야 전문인력의 현황분석을 

위해서 전국의 미술관련 대학의 학과 

설치 현황과 한국미술협회 회원의 거주 

지별 분포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기로 

한다. 미술협회 회원현황은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해당 인원의 활동 여부와 

자질 여부에 대한 것과 거주지와 주된 

활동무대가 다른 경우 등으로 자료의 

신뢰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으나, 일반 

적인 인적자원의 분포 현황을 파악하 

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키로 한다.

〈표3 -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8년 

에는 지방미술인 수가 서울의 그것을 

초과했으나 인구비례에 의할 때 서울 

지역에 편중 현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표3 - 3〉에서 

더욱 잘 나타나게 된다.

〈표3 -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전국의 미술계 학과수 128개 중에 

서 38.8%인 49개 학과가 서울에 위치 

하고 있으며 기타지역도 대도시를 중 

심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비중이 서울을 비롯한 몇몇 대도시에 

편중됨으로써 지역별로 균형있는 발전 

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되 

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 준다.

〈표 3-3〉전국 미술관련학과 분포

（1987년말 현재 ）

자료 : 문교부 대학행정국 통계 참조 작성 

재인용 : 유진룡, 앞의 논문, 30면.

지 역 학과수（개） 비 을(96)
서울시 49 38.3
부산시 12 9.4
인천시 1 0.8
대구시 13 10.2
광주시 7 5.4
경기도 8 6.3
강원도 4 3.1
충청남도 9 7.0
충청북도 5 3.9
전라남도 1 0.8
■전라북도 9 7.0
경상남도 2 1.6
경상북도 7 5.4

제주도 1 0.8
계 128 100.0

〈표 3—1〉한국문인협회 및지회, 지부 회원 현황（1988년말현재）

지역 

구분
총 계

지방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회원수
’85 1,737 675 1.062 86 81 38 -

’88 3.853 2,015 1,838 260 179 59 143

출처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30년사＞, （ 서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1989）. 30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5 84 38 31 64 66 75 44 58 18

’88 109 150 75 236 339 119 102 193 51

〈표 3-2＞ 한국미술협회 및 지회, 지부 회원 현황

지역 

구분
총계 서울

지방 

소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년도 .
’86 4,547 2,380 2,167 251 362 101 290

’88 5,922 2.762 3,160 405 366 90 36 으

출처 : 한국예술문화체총연합회,《예총30년사＞, （서울 : 한국문화원총연합회, 1989）, 30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6 152 104 85 169 211 82 93 219 48

’88 254 222 122 269 359 236 163 329 45

3.지방음악 분야

음악 분야에서의 인적자원은 전문인 

을 배출하고 있는 전문 교육기관의 현 

황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전문인의 수 

를 분석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음악 전문인의 수는 음악 전문 

거관의 교육자수와 한국음악협회 회원 

들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게 되나 이 

경우 역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앞에 

서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자료분석보다 

는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분석이 이루 

어지게 된다.

〈표3 -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규음악전문 교육기관의 경우 전체 

83개 기관 중 23개가 서울에 소재하여 

27.7%의 집중율을 보이고 있다. 더우 

기 음악대학의 경우는 전체14개 대학 

중 57%인 8개 대학이 서울에 소재하 

고 있다. 또한 국악의 경우 물론 정규 

교육과정을 거쳐 모든 전문인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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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전국 음악전문교육기관 현황（’89.12.31 현재）

시도별

구분 서 양 옴 악
국악과 계

음악대학 음악과 음악교육과 소 계

서 울 8 7 3 18 5 23
부 산 7 7 1 8
인 천

대 구 2 1 6 1 7
광 주 1 3 4 1 5
경 기 1 4 5 1 6
강 원 3 1 4 4
충 남 2 2 4 1 5
충 북 3 3 1 4
전 남 2 2 4 4
전 북 2 3 5 2 7
경 남 1 2 3 3
경 북 2 2 4 2 6
제 주 1 1 1

계 14 34 20 68 15 83
출처 : 한국출판문화정보센타, <’90대학연감） 참조 작성.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근 추 

세에 비추어 볼 때 전문인 양성에서 

정규 국악과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간 

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전체 15개 교육기관 중 5개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강원, 충북, 경남, 제주 

등의 지역에는 국악전문 교육기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 음 

악 부문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 향토문 

화의 전승, 보존과 관련하여 지역 자 

체 내에서의 체계적인 연구 및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

음악 전문인의 경우 타 분야의 전문 

인에 대한 통계와 마찬가지도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형편이다.

〈표3 - 5>,〈표3 - 6〉에서 볼 수 있 

는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 교육기관에 

적을 두고 있는 경우는 비교적 정확한 

현황이 보여질 수 있으나 예총 산하 

음악협회 및 국악협회에 등록되어 있 

는 회원 분포에서는 회원 가입여부와 

활동여부 또는 자격여부로 정확히 신 

뢰성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통계에서 일반 

적인 현황의 추세를 분석하는 데 참고 

자료로 이용하게 된다. ,

〈표3-5〉에서 볼 수 있는 4와 같이 

대상 총수 579명중 36.8%에 달하는 

213명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나 

머지도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음악 

전문 인력이 치중하여 있음으로써 균 

형있는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 배분상의 큰 문제가 있음을 나타 

내 주고 있다. 더우기 인천, 충북, 경 

북, 제주의 경우는 지극히 적은 음악 

전문 인력이 분포되어 있어〈표3 - 4> 
의 수치와 연관시켜 볼 때 상당히 심 

각함을 알 수 있게 된다.

〈표3 - 6〉에서는 한국음악협회 및 

한국국악협회의 회원 현황이 나타나 

있다. 음악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의 분포에서 전체 4,002명 

중 41.8%인 1,675명이 서울에 거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기타 

지역은 광주를 제외하고는 절대적으로 

작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서울 

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음악활동을 하 

는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함으로써 음 

악부문의 지역문화 창조 및 보급 측면

〈표 3-5〉전국음악관계교수 현황

（’84년말 현재）

자료 : （’84사립 대 학 교원명 부）, <’84국공립대학교원명 부）.

재인용 : 유진룡, 앞의 논문, 35면.

지 역
양 악

교 수

국 악

교 수
계 비율

서울 192 21 213 36.8
부산 60 5 65 11.2
대구 92 8 100 17.3
인천 - — - -
경기 21 5 26 4.5
강원 21 1 22 3.8
충북 18 - 18 3.1
충남 20 3 23 4.0
경북 23 - 23 4.0
경남 7 - 7 1.2
전북 33 2 35 6.0
전남 33 6 39 6.7
제주 8 — 8 1.4
계 528 51 579 100.0

〈표 3-6> 한국음악협회 및 국악협회 

회원현황（’88년말 현재）

출처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총 30년사>, （서울: 

한국예술문화단체연합회, 1989）, 88면 .

지 역
음악협

회회원
비 율

국악협 

회회원
비 율

총 계 4,002 100.0 5,820 100.0
지방소 계 2,327 58.2 4,618 79.3
서울 1.675 41.8 1,202 20.7
부산 160 4.0 250 4.3
대구 163 4.1 264 4.5
인천 64 1.6
광주 400 10.0 500 8.6
경기 140 3.5 98 1.7
강원 183 4.6 181 3.1
충븍 145 3.6 299 5.1
충남 260 6.5 196 3.4
전북 211 5.3 1,404 24.1
전남 179 4.5 1,101 18.9
경북 133 3.3 58 1.0 .
경남 238 5.9 219 3.8
제주 51 1.3 48 0.8

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 지지 못하 

게 된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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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의 경우는 양악과 다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표3 -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악협회회원 전체 5,820명 

중 79%에 해당하는 4,618명이 지방 

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전남, 전북의 국악인이 43%를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타 지방의 국악 

인이 부족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4 .지방연극 분야

지방연극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 

국의 연극, 영화관련학과 설치 현황과 

한국연극협회 회원의 현황 분포 통계 

를 활용하기로 한다. 그러나 현재 연 

극의 경우 음악, 미술, 무용 등 타 분 

야와 달리 활동하고 있는 전문인력이 

공식적인 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과 함께 80 
년대 크게 활성화된 마당극 및 마당굿 

의 연희자들이 상당수 서울을 포함해 

서 각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을 통계에 고려하지 못한 점이 본 연 

구에서 활용하는 통계의 신뢰성에 한 

계로 남는다.

음향, 무대미술 등 관련 전문 분야의 

교육에는 미치지 못함으로써 지역적 

불균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8〉한국연극협회 회원 현황 

（1989년말 현재）

출처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 30년사＞, （서울: 

한국예술문화단체연합회, 1989）, 30면.

‘ 지 역 회원 수（명） 비 을(96)
. 서 ■ ■■ 오*" 857 32.8
부 산 240 9.2
대 구 50 1.9
인 천 93 3.6

"효'주/'
38 1.5

경 기 160 6.1
•食

‘ 강 원 291 11.3
충 남 46 1.8
충 북 89 3.4
전 남 139 5.3

* 전，북 237 9.1
■ % 終' , 1O 남 / 244 9.4
서경 북

74 2.8
제 추 51 2.0
지방소계 1,752 67.3
총 계 2,609 100.0

〈표3—9〉전국 무용과 설치대학 현황 

（1989년말 현재）

출처 : 한국출판문화정보센터, ＜’90대학연감＞ 참조 작성.

지역 대 -학 명』'
버! _ “ .. ..거

께〕

서울 경희대, 세종대, 한성대, 한양대, 7

부산

중앙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경성대, 동아대, 부산여대, 4

대구

부산대

계명대, 효성여대 2
인천 인천전문대 1
경기 한양대（반월）, 대한유도대, 4

충북

수원대, 중앙대（안성） 

청주대, 서원대 2
「천북；’: 원광대, 전북대 2
전남 조선대 1
경북 효성여대 1

三계 24

〈표3 -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국에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둥의 교육을 위한 24개의 무용 전문학 

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7개가 서 

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현재 활동 

하고 있는 무용가들의 대부분은 이들 

24개 대학에서 양성된 사람들이나 특 

히 몇몇 서울 소재 무용학과가 무용계 

에서 차지하는'비중은 지방에 소재하

〈표 3-7〉전국 연극, 영화 관련학과 

현황 （1980년말현재 ）

출처 : 한국출판문화정보센터, （’90대학연감＞ 참조 작성.

지역 三 대학교 전문대*戶 게
서울 중앙대, 한양대, 서울예 전 4

동국대

부산 경성대 1
경기 牧 한양대 （반월） 1
충북 청주대 1

，■■계 6 1 7

〈표3 -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연극,영화 전문 인력을 양 

성하기 위한 교육시설은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총 8개에 불과하며 그 중에 

4개 교육기관이 서울에 소재한다. 또 

한 이들 교육기관의 교과 내용도 전문 

연기자 양성에 치중하여 연출, 조명,

〈표3 - 8〉에서는 현재 한국연극협회 

에 가입된 연극인의 지역별 현황을 볼 

수 있으며, 여기서 전체 2,609명 중 

32.8%에 해당하는 857명이 서울지역 

에 거주하고 있음으로써 중앙편중의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 

다.

5 .지방무용 분야

무용예술분야의 인적자원 분석도 타 

분야와 같이 전국의 무용（학）과 설치 

교육기관의 현황과 함께 한국무용협회 

회원의 지역별 분포 현황 자료를 활용 

하기로 한다. 무용예술의 경우 타 분 

야 보다는 정규 전문 교유기관을 통해 

양성되는 전문 인력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교육기관의 분포 현황이 가지 

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3—10〉한국무용협회 회원 현황 

（1989년말 현재）

출처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총 30년사）, （서울:

’三비 엮':三 『Wt수 （i厂 비 을(961"
서 울 790 48.1
부 산 47 2.9
대 구 35 2.1

인 천,Z 65 4.0
광 주 = 60 3.7
경 기 51 3.1
강 원 104 6.3
충 남三 83 ' 5.1
충 북 40 2.4

하■ 전 남 96 5.8
' 전 북꺼

117 7.1
경 남느'

124 7.5
경 북 20 1.2
제 주 11 0.6
지방소계 853 51.9
三계三三

1,643 100.0

한국예술문화단체연합회, 198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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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타 대학교 무용학과 보다 훨씬 큰 

상태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는 

지역별로 무용예술 분야의 활성화 측 

면에서 양적, 질적인 수준의 차이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된 문제들은 무용 전문 

인력의 분포 현황을 보여 주는〈표3 - 
10〉의 한국무용협회 회원 현황에서 더 

욱 두드러진다.

전체 무용가 1,643명 중에서 48.1% 
에 해당하는 790명의 무용가가 서울에 

서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교육 

기관이 4개 대학으로 전체의 16.7%를 

차지했던 현황과는 대조적으로 실제 

활동하는 무용가는 47명으로 2.9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무용 전문인력의 

극심한 중앙집중 현상을 보여주고 있 

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지방 

에서 일반적으로 무용 분야에 대한 지 

방민들의 관심이 극히 저조하며 이와 

함께 무용 공연을 위한 시설 및 재정 

부족으로 인한 발표기회 제한과 더불 

어 명성획득을 위해 폐쇄적인 이 분야 

의 특수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분석할 수 있다.

6 . 전통문화예술 분야

전통문화 부문의 인적요소 분석에서 

는 음악분야의 국악 전문인에 대한 분 

석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무형문화재로서의 인간문화재의 현황 

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무형문화재의 경우 음악, 무용, 연 

극, 놀이와 의식, 공예기술, 음식과 무 

예 등의 분야에 걸쳐 국가에서 지정한 

경우와 시도에서 지정한 경우로 분류 

되며 일부 종목의 경우 예술 문화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경우가 있 

으나 종합적인 분석의 편의를 위해 논 

의에 포함시켜 전개하기로 한다.

〈표3 - 11〉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 

와 같이 국가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 

는 전체 83개 종목 중에 서울 지역에 

39.8%에 해당하는 33개가 집중되어 

있으며 타 지역의 경우 전남과 경남의

〈표 3—11〉중요무형문화재 지역별, 분야별 분포（1988년말 현재）

쓰 홍::*:□【브 수,，，구“;

지역 〈

윰악 무용 버

。하

연극'
놀이와 

희 식
공예기술

음식과. 

무 Oil
- * ’ 계

'제丄낭으. 三: '义 ■■.
서울 12 3 6 3 8 1 33

丄부산〕 1 2 1 4
대구

인천 1 1
경기 1 2 3
강원 •• 1 1 2

☆.충북

〔談"충남'‘'
2 1 3

유 전북 1 1 2
.「저남 1 1 3 5 10

경북 1 2 3
5남 2 3 3 1 9
제주 1 2 3
전국 2 1 5 2 10
1 17 5 15 19 24 3 83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문화예술 통계 자료집＞, （서울:한국문예진홍원 문화발전연구소, 1989）, 39면.

〈표 3 —12〉중요 무형문화재 전승자 현황（1988년말 현재 ）

지 역 계 보유자
보유자 f 

후 보
조교 약사 이수자

전 수

장학생

일 반 

전수생

.서울 644 65 25 29 1 256 125 143
부 산 102 10 4 3 3 54 16 12

斗대구

〜 인천 21 3 1 1 6 7 3
¥ 광 주

경기 53 10 1 3 2 24 4 9
.강원" 18 3 1 1 1 7 4 1
■■ 충 남 32 5 2 2 12 7 4
•전북 37 3 17 6 11
전 남. 104 14 6 4 1 43 24 12
경북 29 3 1 3 1 6 10 5

..경남 184 25 6 4 4 98 29 18
‘ d 주 18 3 1 1 5 5 3

전 국 256 31 9 16 77 69 54
' 계 ■ 1,498 175 56 67 14 605 306 275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홍원 문화발전연 구소,《문화예술 통계자료집》, （ 서울 : 한국문화예술진홍원 문화발전연 

구소, 1989）, 39면.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 건수가 대단 

히 적은 형편이다. 무형문화재의 예 

술분야 종목의 경우 발생 과정에서 지 

역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을 고려할 때 문화적 특성이 약한 서 

울 지역에 33건씩이나 지정되어 있다 

는 것은 무형문화재의 실체로서 전문 

인력이 중앙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문화재 지정 이 

후 공연 기회가 서울에서 많이 주어지 

게 되는 데 원인이 있겠다. 또한 발생 

과정에서 지역적 생활의 산물로서 발 

생한 문화예술 부문이 문화재 지정 이 

후에는 지역적 특성과는 유리된 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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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된 형식으로 전수되고 연희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표3 - 12〉의 무형문화재 전승자 분 

포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 전 

체의 중요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175명 중 31.7%에 달하는 65명이 서 

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도 10명, 

전남 14명, 경남 25명을 제외하고는 

지방거주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몇명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 가운데 서울특별시 

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것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시, 도 문화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 도 무형문 

화재로 지정하는바 이의 현황은〈표3 
- 13〉과 같다.

제 2절
지방문화의 물적자원 현황 분석

지방문화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 

인 과제는 문화 공간의 확충에 있다. 

지역 문화공간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 

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째,지방문화공간은 지역 문화예술 

인들의 문화활동 무대가 된다. 특히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은 그 지 

역에 거주하는 음악인, 미술인, 연극 

인, 무용인등 예술가들의 발표 무대가 

된다.

둘째,지방문화공간은 지역 주민들에 

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부여한다. 공연 

장,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 

설을 통하여 주민들은 고급문화를 접 

촉할 수 있다.

세째,지방문화공간은 지역 주민들에 

게 사회교육을 행하는 커다란 교실이 

다. 문화공간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생활의 질적 향 

상을 도모할 수 있다.

네째,지방문화공간은 지방문화 행사 

장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활동을

〈표 3 — 13〉시 • 도지정 무형문화재 수（1988년 말 현재 ）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경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70 - 6 2 2 5 2 3 — 6 7 9 12 8 8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문화예술 통계 자료 집＞, （ 서울 : 한국문화예술진홍원 문화발전연구소, 1989）, 40
면

〈표 3—14〉전국공연장 현황

구분 

시도별

1 .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i 계 비율 (96)

서울 9 34 43 48.8
부산 2 2 4 4.5
대 구 2 1 3 6 6.8
광주 2 1 2 5 5.7
인천 1 3 4 4.5

, 경기 2 1 3 3.5 ■

강원 1 1 2 2.2
충북 1 1 1.1
충남 2 1 1 4 4.5
전북 2 1 3 3.5
전 남 2 1 3 3.5
경 북 2 1 3 3.5
경 남 2 4 6 6.8
제주 1 1 1.1
계 31 6 51 88 100.0

자료: 한국문화예술진흥원,《전국지방문화시 설실태조사 및 균둥배치연구＞.

재인용 : 유진룡, 앞의 논문, 53~55면. 一종합공연장 통계는 계획중이거나 건립중인 시설도 포함.

하는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위와 같이 지방문화공간은 지역민들 

에게 있어 중요한 구실을 한다. 이렇 

게 중요한 구실을 하는 문화공간과 그 

문화공간에 채워질 문화의 내용물을 

마련하는 데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 

다.

본 절에서는 지방문화공간에 대한 

분석과 지방문화를 위해 지출되는 재 

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방문화의 물 

적자원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4장에 

서 지방문화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는 

기초로 삼고자 한다.

1.지방문화시설

지방문화 시설에 대한 분석 대상으 

로는 음악, 무용, 연극 등 각종 공연을 

위한 공연장과 미술전시를 위한 전시 

장, 지역 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위 

한 박물관, 전수시설 및 국악원 시설 

을 중심으로 분석 대상으로 한다.

1）지역별 공연장

전국에 조성된 문화시설 중 공연장 

을 분석의 편의상 종합공연장, 일반공 

연장,소공연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종합공연장은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목 

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연주회, 연극, 

오페라, 무용, 뮤지칼 등의 공연예술） 

과 전시 및 각종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일반공연장은 300석이 넘는 중간 규 

모 극장이면서 연극,무용,연주 등 순 

수하게 예술 공연이 가능한 시설로서 

부수적인 행사, 집회 둥이 이루어져도 

원래의 용도와 기능이 공연예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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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설이면 일반공연장으로 분류한 

다.

소공연장은 300석 이하의 소규모 공 

연물이 공연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 

다. 이러한 분류에 의한 지역별 시설 

현황은〈표3 - 14〉와 같다.

〈표3 - 1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전국의 대형공연장 현황은 총 30개 

중 9개 시설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음 

을 나타내고 있다. 종합공연장이 지 

역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는 앞의 정의 

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여러 분야에 

걸친 수준 높은 대형 공연이 가능한가 

의 여부를 말해주며 서울의 대형 종합 

공연장 9개에 비해 시도별로 1-2개씩 

종합공연장이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지역내 창작발표와 문화예술 향수기회 

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더우기 서울 소재 문화 

시설에 비해 지방문화 시설이 규모와 

설비 수준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지 

방문화공간 조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표 3 - 14〉에서는 종합공연장 

이외의 공연시설에 대한 전국적 분포 

현황이 나타나 있다. 지방의 일반공연 

장은 서울의 경우와 비교할 때 종합공 

연장의 기능을 지방에서 보완해 주는 

의미를 가지며, 기타 소규모의 공연이 

가능한 소극장은 문화적으로 매우 크 

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종합공연장을 제외한 전국 공 

연시설 54개 중에서 63%인 34개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 

에서 활동하는 공연 예술인들은 발표 

할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는 

지방 거주민들에게는 문화예술을 접촉 

하며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여 

지방문화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지역별 전시장

전국적으로 미술 전시에 사용되는 

전시시설은 그 규모와 시설, 기능에 

따라 미술관과 화랑으로 분류된다. 그 

러나 지방의 겅우 미술관이라고 정의 

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모두가 화랑이나 단순한 

전시실 기능 정도의 수준에 있는 형편 

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명칭 

을 구분하지 않고 전시가능 장소의 현 

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표3 - 1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전국의 전시가능 시설 총수는 216 
개소이나 그중 39.3%에 해당하는 85 
개소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그 밖 

의 지역도 부산, 대구, 광주를 제외하 

고는 시도별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거의 가지지 못한 형편이 

며, 시설의 규모 및 년간 개장일수, 기 

능의 정도도 중앙과 지방대도시 기타 

시, 도에 각각 소재하고 있는 것들 사 

이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술관 또는 화랑은 미술작품의 전 

시를 통해 창작발표를 하고 그것을 감 

상하는 것 이외에도 미술품에 대한 시 

장형성의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 절대적으로 전시 

공간이 부족할 뿐아니라 기존의 시설 

들도 상당부분이 전시실 정도의 기능 

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음도 지방미술 

분야의 창작과 보급을 저해하는 심각

〈표 3—15〉전국 전시장 현황

지역 개 수 비 율（%）

서울 85 39.3
부산 29 13.4
대구 23 10.6
인천 9 4.2
광주- 14 6.5
경 기 9 4.2
강원 6 2.8
충북 4 1.9
충남 9 4.2
전북 6 2.8
전 남 3 1.3
경북 3 1.3
경남 12 5.6
제 주 4 1.9
계 216 100.0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지방문화시설 실태조사 및 둥 

배치연구＞, （서울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7）.

재인용 : 유진룡, 앞의 논문. 58~60면.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3）박물관 및 전수시설

지역별로 고유한 믄화의 보존 및 전 

승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전시 기능을 

가진 중요한 시설로서 박물관과 민속 

문화 전수시설의 문화적 기능을 무시 

할 수 없다. 이는 작게는 시, 군단위 

향토문화 유산의 보존과 전승에서부터 

크게는 문화권 단위의 고유한 문화유 

산의 보존 전승을 통해 지역적인 문화 

적 전통을 계승시키고 애향심과 문화 

적 자긍심을 키워주는 기본적인 공간 

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것이다. 지역 

별 박물관 현황 분석을 위해 시도별 

국공립 박물관과 사설박물관, 대학박물 

관의 분포를 살펴보면〈표3 - 16〉과 

같다.

〈표3 -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 

국적으로 국공립박물관 38개소, 사설 

박물관 53개소, 대학박물관 6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여타의 지방문화시설 

과 마찬가지로 박물관의 경우도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조성이 우선 

했으나 차츰 민간차원의 향토사 박물 

관 및 특정 부문의 역사적 유물을 보 

존하기 위한 분류사 박물관 건립이 증 

가함에 따라 지방박물관의 조성 확대 

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지방별 박물관 분포를 볼 때 국공립 

박물관의 경우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사립박물관의 경우는 

총 53개 시설 중 45.3%인 24개가 서 

울에 위치하며 대학박물관의 경우도 

총 64개 시설 중 43.8%인 28개가 서 

울에 위치하고 있다. 물론 박물관의 

경우는 단순한 수치의 비교보다는 목 

적에 따른 소장품의 충실도가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지만 대부분 중앙의 

시설 규모 및 소장 내용과 관리상태에 

비해 지방시설들이 영세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박물관의 설치여부로 지 

역문화유산의 보존 전승을 위한 의욕 

과 기반 조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별로 지방별 

로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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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전국 분포 박물관 현황

지역 체 국공립박믈관 사설박물관 대학박믈관 기타

계 164 38 53 64 9

서울 60 6 24 28 2
부산 12 1 4 6 1

대구 5 5
인천 4 2 1 1

광주 3 2 1
경 기 11 5 5 1

강원 11 4 2 5
충북 7 2 2 3
충남 9 3 2 4
전북 7 2 1 4
전 남 8 3 4 1

경북 10 5 1 2 2
경 남 13 2 5 5 1
제주 4 1 3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홍원,《문화예술 통계 자료집）, （서울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89）. 47면.

는 지방박물관의 경우는 아직도 절대 

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표3 - 17〉에서는 무형의 문화유산 

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시설로서 

각종 전수시설과 국악원의 현황이 나 

타나 있다. 전수회관의 경우 서울의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을 비롯하여 전국 

에 13개의 전수회관이 있으며, 국악원 

의 경우는 서울의 국립국악원을 비롯 

하여 전국에 22개의 국악원이 설치되 

어 있다.

〈표3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지역의 경우 민속문화의 보존을 위한 

전수회관 및 국악원이 설치되지 못하 

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 

고, 전북, 전남지역에는 사립 국악원 

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타 지 

역에 비해 국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 .지방문화의 재원

본 연구에서는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지방 

문화의 재정적 요소에 대한 분석을 행 

하기로 한다.

1） 문화 （공보） 부

문화부는 문화애술 전반에 걸친 정 

책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 

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책임을 분담 

하고 있다. 문화부 세출예산은〈표3 - 
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앙정부 예 

산의 0.4-0.5% 수준으로서 극히 저조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문화예술 

진홍을 위한 중앙정부의 집약적인 노 

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지방문화예술 부문에 배분되고 

있는 예산은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

〈표 3-18> 중앙정부 문호예술부문 예산의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연도별 

구분
1983 \ 1984 1985 • 1986 1987 1988

중앙정부예산 （A） 104,167 111729 125,324 138,005 160,596 175,419

문공부예산 （B） 389 437 586 748 688 716

문화예술예산 （C） 202 277 393 521 452

지방문화예산 （D） 83 87 92 111 130

g B/A 0.37 0.39 0.46 0.54 0.42 0.40

C/B 52.0 63.4 67.0 65.7

D/B 21.3 19.8 15,7 14.8 18.9

D/C 40.9 31.3 23.4 21.2 28.8

자료 : 경제기획원, 각 연도별 예산개요.

재인용 : 오연천, “지방문화 예술재정’. <문화예술논총）. 제1 집. （서울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9）, 109면.

〈표 3—17〉전국 전수회관 및 국악원 

현황（1988년말 현재）

자료: 한국문화예술진흥원,《문화예술 통계 자료집）, （서울

지역 게 전수회관 국악원

계 , 35 13 22
서울 3 2 1
부산 3 2 1
대 구

인천 1 1
광주 • 1 1
경기 1 1
강원

충북 1 1
충 남 1 1
전북 10 10
전남 6 1 5
경북 1 1
경 남 7 5 2
졔주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89）, 159면.

-국악원 통계는 국공립 및 사립국악원 통계임.

나 문공부 예산의 15-20% 수준에 이 

르고 있으며, 문화예술예산 중 지방문 

화예술 활동에 배정되는 규모（D/C）는 

평균 20-30% 내외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지방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제 지 

원 내역을 보면 실질적인 지방문화예 

술의 진흥을 위한 경비는 영세한 측면 

을 면치 못함을 아래〈표3 - 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부 세출예산 중 지방문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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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문공부 지방문화 지원사

업내역(1987년) ，다의.처외、

자료 : 문화공보구, {’87 세입세출예산 내역(1987)).

재인용 : 오연천, 앞의 논문, 109면.

지원사업내용 r 에산액 비욜 (96)
지방문화활성화 179,702 1.4
지방박물관 건립, 유지, 2,480,420 19.0
관리

문화재 발굴, 보수, 정비 6,400.293 49.1
고도문화권 개발 1,774,532 13.6

기 타 2,194.954 16.9
계 13.029,901 100.0

〈표 3-20> 지방자치단체 계층별 문화예술 부문 배분 예산 비중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처별 세츠에산합계 (A) 문화예슬비 (B) B/AX100
서 울 1,031.429 17,261 1.7
직할시 662.665 19,644 3.0

도 1,519.858 22,407 1.5
시 844,501 18,400 2.2
군 1,597,428 16,551 1.0
계 5,655,882 94,263 1.7

자료 : 내무부,《지방재정 연감(1987)〉

재인용 : 오연천, 앞의 논문, 116면.

〈표 3-21> 시 • 도별 세출예산대비 문화예술예산 비중

(단위 : 백만원,%)

지역 별 세 충예산 (A) 문화예술예산 (B) B/AX100
서 울 1,031,429 17,261 1.7
부 산 311.042 9,458 3.0
인 천 119,454 2,150 1.8
광 주 81,422 1,378 1.7
경 기 250,135 4,293 1.7 0
강 원 141,699 952 0.7
충 북 120,334 901 1.0
충 남 178,016 1,872 1.1
전 북 156.014 2,529 1.6

—— 전 담 215,471 2,716 1.3
경 북 204,205 2,133 1.0
경 남 218,267 5,005 2.3
제 주 35,717 2,006 5.6

계 5,655,882 94,263 1.7
자료 : 내무부, <지방재정연감 (1987))

재인용 : 오연천, 앞의 논문, 117면.

과 관련된 예산규모는 1987년 기준으 

로 문공부 예산의 18.9%에 해당하는 

130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내역 

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지방문화 예술 

의 진흥에 소요되는 경비보다는 박물 

관 또는 지방문화재의 건립, 보수, 유 

지등 경직성 경비의 성격을 띤 비용이 

대종을 이루고 있음을〈표3 - 19〉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방문 

화예술 활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원 

공여가 아직까지 미진한 수준임을 

반영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문화예술 부 

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어

떠한가라는 문제는 지방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예술 부문에 배분되 

는 예산의 비중을 통하여 분석할 수 

있다.

〈표3 -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 

방정부 전체 세출예산중 문화예술부문 

에 배분되는 예산의 비중이 87년도 일 

반회계 기준으로 1.7% 수준에 머무르 

고 있어 지방자치 단체의 문화예술 부 

문 역할 및 기능이 미약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문화 

예술 부문에 대한 예산배분의 실태를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자치단 

체 계층별, 시.도별, 특정 지역 내에 

소재한 시 자치단체별로 문화예술 부 

문 예산의 수준을 비교, 평가해 보기 

로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계층별 측면에서 

문화예술 부문에 배분되는 예산의 수 

준을 살펴보면,〈표3 - 21〉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 87년도 일반회 

계 기준으로, 서울이 1.7%, 직할시 

3.0%, 시 2.2%, 군 1.0% 둥의 수준 

으로 나타나고 있다5 지방자치단체 평 

균수준(1.7%)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직할시와 시 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부 

문에 배분되는 예산의 비중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나고, 군 단위 자치단 

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예 

산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도 

시지 역에서 문화예술활동이 상대적으 

로 활발하다는 점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매개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시.도별로 세출예산 중 문화예술■부문 

에 배분되는 예산의 실태를 살펴보면 

〈표3 -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주 

도(5.6꺼), 대구(4.4%), 부산(3. 
0%), 경남(2.3名), 인천(1.8%)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예 

산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충북(1. 
0%),충남(1.1%), 경북(1.0%), 강원 

(0.7%) 등은 1% 내외의 미미한 수준 

에 머무르고 있어, 직할시 및 유적지, 

관광단지 등이 집중 개발된 지역에서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예산의 배분 수 

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이루어지고 있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문예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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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산의 부족을 보전（補 

휴）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재원으로서 

문예진흥기금이 있다. 이는 문화예술 

진흥법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전국의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 

관, 사적지 등의 요금에 일정 비율을 

부가하여 모금하는 것으로서 1973년부 

터 1988년까지 658억원을 모금하였 

다.

이러한 사실은, 충남지역에 소재하 

고 있는 대전시, 천안시, 공주시 등 5 
개 시 지역에 있어서 문화예술 부문에 

배분되는 예산 비종의 비교를 통해서 

도엿볼 수있는바, .공주시는6.2%, 
대전시는 1.7%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배분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에 대천시, 천안시, 온양시- 등은 1% 
미만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 

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부문 

에 대한 예산의 배분 실태는 전체 세 

출예산중 문화예술 부문에 배분되는 

예산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에 머무르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치단 

체계 층별, 지역별로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직할 

시 및 유적지, 관광단지 등이 개발된 

지역에 있어서는 문화예술 부문에 대 

한 세출예산의 배분 비중이 상대적으 

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여타 지역에서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 

르고 있다.

문예진흥기금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문화 등 문화예술진 

흥을 위한 각종 사업시행 및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적 

으로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보다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내의 각종 문화 

시설에서 행해지는 유료의 문화행사 

및 사적지 관람에 부과되고 있다는 점 

에서 지역별 문예진홍기금 모금액의

〈표 3-22> 충남 소재 5개시의 문화예술부문 예산 배분 수준
（단위 : 백만원, %）

시 별 세층예산 （A） 문화예숱예산 （B） B/AX100
대전시 54,035 904 1.7
천안시 12,685 111 0.9
공주시 7,445 458 6.2
대천시 5.304 11 0.2
온양시 5,864 41 0.7

계 85,332 1,524 1.8

자료 : 내무부,《지방재정연감）, 1987. 재인용 : 오연천, 앞의논문, 117면.

〈표 3-23> 문예진흥기금 세출예산중 지방문화육성 사업비
（단위:백만원）

년 도 총예산액
지방문화 

육상사업비
비 욜(96) 비 고

1973 31 0

1974 990 53 5.35

1975 1,211 19 1.57

1976 1,200 107 8.92

1977 1,834 96 5.23

1978 1,811 301 16.62

1979 4,660 317 6.80

1980 5,692 319 5.60

1981 5,224 389 7.45

1982 5,472 514 9.39

1983 9,028 1,928 21,35 공익자금 12억

1984 13.378 5.835 43.61 공익자금 51억

1985 16,919 6,893 40.74 공익자금 61억

1986 18,604 6,508 34.98 공익자금 57억

1987 21.863 8,390 38.38 공익자금 73억

1988 8,836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73~’87 예산서

재인용 : 유진룡, 앞의 논문, 81면.

정도는 간접적으로 지방문화활동의 활 

성화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문예진흥기금 중 지방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비율의 추이를 살 

펴보기로 한다.〈표3 - 23〉에 따르면 

1973년도부터 1982년도 까지는（1978 
년은 제외） 총예산의 10%를 하회하였 

으나, 1983년부터는 총예산의 20% 
내지 40%> 지방문화 육성을 위한 사 

업에 투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문화육성사업비가 대 

폭 확장된 것은 문화공보부의 지방문 

화진홍 5개년 계획의 추진에 의해 한 

국방송광고공사가 문예 진흥원에 제공 

하는 공익자금의 일부가 지방문화 육 

성사업비에 충당되었기 때문이다.

〈표3 - 24〉에는 지역별 문예진홍기 

금 모금액과 지역별 지원액이 비교되 

어 있다. 이에 따르면 모금액의 일정 

비율만이 재배분되는 부산, 대구를 제 

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당해 지역 

에 대한 지원금이 모금액을 월등 초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문예진 

흥기금 세출예산 중 지방문화 육성사 

업비가 단순한 보조금에 그치지 않고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해 재원조달 능 

력의 지역적 불균형을 완화해 주는 역 

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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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문예진홍기금 지방별 모금액과 지원액 비교
(단위:백만원)

지 역 지방별 모금액 (A) 지 원 액 (B) B/A(96)
부 산 868 225 25.9
대 구 574 355 61.9
인 천 110 189 171.3
경 기 357 956 268.1
강 원 62 781 1,250.0
충 북 45 488 1.080.1
충 남 136 799 587.0
전 북 77 260 338.4
전 남 180 389 216.3
경 북 113 1,065 943.3
경 남 258 339 131.3
제 주 68 663 979.0

계 2,867 6,508 226.9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세입세출예산서), (’85, ’85)

재인용 : 오연천, 앞의 논문, 113면

한편 중앙정부 수준의 문예진흥기금 

과는 별도로 지역별 지방문예진흥기금 

이 운영되고 있는 바, 진흥원에서 매 

년 시도별도 1억 2천 5백만원씩을 지 

원하고 아울러 각 시도에서 자체재원 

조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예진홍기금을 활용 

한 지방문화육성사업 지원예산은 절대 

적으로 볼 때 필요한 재원에 비해 지 

극히 적은 금액에 불과하며 실제 지방 

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행사 등에 대해 

서는 서울에서 지원받고 있는 수준에 

비해 미미한 지원 밖에는 안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문예진흥기금이 지방문화 

육성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은 상 

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예산의 

절대액이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며 결 

코 충분한 재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도 못하며, 성격상 주된 재원으로 

서의 충분한 기능도 할 수 없을 것이 

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제3절 행정제도현황 분석

본 절에서는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 

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과 관련된 

현행 공식, 비공식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먼저 중앙정부로서 지방문 

화 활성화 정책의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문화부를 살펴보고, 직할시, 도, 

시 단위까지를 분석하되,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조직은 지방문예진흥위원 

회, 문예전담행정기구, 한국문화예술 

진흥원, 문화원, 예총지회 및 지부이 

다. 이 중 예총은 이익단체이기는 하 

나 지방에서 공익활동을 주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포함시켰다.

1.문화부

문화부는 문화예술의 진홍을 위한 

국가정책의 수립과 진행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으로서는 지방 

문화행정에 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 

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방문화 관 

련 업무는 국가 전체적인 문화예술 정 

책의 맥락에서 결정되고 집행되므로 

문화부의 조직 전체와 관련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지방문화와 

관련된 조직으로 생활문화국과 예술진 

흥국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문 

화부 기구표는〈부록 1> 참조).

생활문화국의 경우 종래에 예술가 

중심에서 탈피 시민문화 중심으로 행 

정 전환을 위해 신설된 것으로 그 아 

래 생활문화과, 지역문화과, 박물관 

과, 문화시설과를 두어 국민문화의 폭 

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공공문화기관의 사회교육 프 

로그램 개발 보급은 물론 기업체문화 

활동 육성,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민 

족문화전승 및 개발, 지방문화시설의 

조성, 지역간 문화교류확충, 박물관 

진홍 종합계획 추진, 문화시설 확충 

등 생활과 밀접한 문화프로그램 지원 

이 주요업무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예술진흥국은 과거 문공부 시 

절의 예술국 기능을 그대로 담당하면 

서 영화, 비디오, 음반 등 문화사업 일 

체를 관장하는 것을 업무영역으로 하 

고 있다. '

2.직할시 •도

1)지방문화예술 진흥위원회

직할시와 도는 일반행정 기능상으로 

유사한 점이 많은 것처럼 문화예술 행 

정의 기능이나 기구에서도 공통되는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함께 다루 

기로 한다.

직할시와 도는 다같이 문화예술행정 

의 최상위 기관으로 지방문화예술 진 

흥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문화예술 진흥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대부분의 직할시, 도에 1983년 6월 이 

후 신설되었다. 동5조 2항은 위원회의 

목적을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 

사 소속하에 설치하도록 조직상의 위 

치을 정해 놓고 있다.

지방문화예술진홍위원회의 기능은 

첫째로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 

본시책 및 계획에 대한 사항, 둘째 지 

방전통문화예술의 전승개발에 관한 사 

항, 그리고 기타 지방문화예술 진홍을 

위한 제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에 차이 

는 있을 것이나, ’86년과 ’87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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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본조사한 곳의 자료를 보면 연 1 
- 2회 회의를 갖는 곳이 다수이며, 1 
년 동안 한번의 회의도 못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의 활동 

내용은 시•도의 문예진흥 기획이나 사 

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주된 활 

동이고 심의, 의결 활동은 실제로 하 

지 않고 있다.

지방문화예술 진흥위원회의 운영상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위원의 구성면에서 자치단체장 

을 비롯하여 문예행정 관련공무원, 문 

화예술계, 언론계; 학계, 경제계 인물 

등으로 다양하게 h 위원이 구성되어 

목적이 오히려 불분망해져서 심의기관 

도 아니고 후원기관도 아닌 기능에 있 

어서 애매한 기관이 되고 말았다.

둘째, 위와 같은 상태에서도 위원회 

가 거의 활동을 않고 있다. 민간이 참 

여하는 대부분의 정부내 위원회와 마 

찬가지로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 

질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다.

세째, 위원회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한 전문위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해 형식적인 기관으로 전락하 

게 되었다.

네째, 문화예술진흥법의 지방문화예 

술 진홍위원회의 설치 목적 조항에 책 

임과 권한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해 구체적인 업무가 확실치 못한 상 

태이며 행정기관이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 놓았다.

2 ） 전담행정기구

〈표 3 - 2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직할시와 도 공히 문예행정의 전 

담 실무조직은 문화공보담당관 아래에 

있으면서, 그 안에 공보계, 문화계, 보 

도（선전）계, 문화재계를 두고 있다. 

이 중에서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계는 

문화계와’ 문화재계이고, 문화행정을 

좁게 보면 이 중에서도 문화계가 주무 

부서이다. 문화공보담당관 아래 계의 

인원을 보면 문화계가 평균 2-4명으로

5°

〈표 3-25> 직할시, 도의 문예전담행정기구표 및 직급, 근속년한

구분 기 구 표 직급 근속년한

1 기획러리실 1

1 문화공본담당관 1

3 급

4 급 6개월

1 공보계11문;Mil보도（선‘전）계11문화'재계I
5 급 18개월

계원 5-7명 2-4명 3-6 명 3-7명 7〜8급 12개월

자료: 내무부, 문화공보부 제공자료.

재인용 : 정홍익, 앞의 논문, 87면. 유진룡, 앞의 논문, 120~121면.

제일 규모가 작음을 알 수 있다.

직급은 담당관이 4급이고, 계장이 5 
급 그리고 그 밑에 문화계의 직원으로 

대개 7,8급이고 6,9급도 더러 있었다.

한편 문화계 직원들의 근속년한은 

평균 1년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의욕이나효율성 또는 효과성을 

관찰해 볼 때, 담당관실의 책임자인 

담당관들은 그가 속하고 있는 기획관 

리실장이나 도지사, 직할시장이 관심 

을 갖고 있는 분야는 문화관련 분야가 

아니고 공보나 선전에 관련된 분야라 

고 판단하고 있었다.

기획관리실에는 기획, 예산, 법무, 

문화공보, 통계, 체육지원, 전산담당 

관이 있는 것이 보통인데, 문화공보담 

당관실은 이 중 보직으로서의 평가가 

아주 낮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문화 

（또는 문화재계） 업무는 담당관이나 

계장 그리고 아래 직원까지 바람직한 

자리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고 거쳐가는 자리나 한직 또는 초임직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업무량 

도 인원에 비해서 많다고 담당자들이 

생각하고 있다. 문화업무의 증가 추세 

에 비례한 만큼 인원이 증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자료에서 현재 도, 

직할시의 문예 행정 담당기구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문화행정이 도나 직할시에서 

가장 소외된 행정이라는 것이다. 시장 

이나 도지사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적 

게 받고 있으며, 소속 부서 내에서도 

기획관리실장이나 문화 공보담당 관으로 

부터 상대적으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업무가 문화예술행정 업무이다. 문화 

공보담당관실의 4개 계에서 문화계가 

가장 작은 것도 이러한 무관심에서 온 

다 하겠으머 인력이 제한되었으므로 

업무수행능력도 그만큼 작은 것이다.

다음에 문화예술행정에 전문성의 결 

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업무담 

당자들 자신도 문화예술행정은 일반행 

정과 다른 특수한 영역이라고 예외없 

이 말하고 있는 데 대해서, 보직을 받 

기 전에 훈련이나 경험을 할 기회도 

없었고 현직에 온 후에도 전문적인 훈 

련을 받을 기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 

다. 또 다른 분야보다 재직 기간이 짧 

기 때문에 필요한 업무 능력을 수습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해서 근무 의욕이 높지 않 

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소위 

‘좋은 보직’이 아니고 상사들이 관심 

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승진에 필요한 

지식이나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의 공무 

원들에게서 사기가 높을 것을 기대하 

기 어렵고 이것은 당연히 업무활동에 

반영된다고 하겠다.

3 . 시
시의 문화예술 전담 행정기구는 가 

장 다양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보통 

은 문화공보담당관이 기획실에 속하고 

그 아래에 계에서 문화예술행정이 다 

루어진다. 문예행정을 담당하는 계의 



조직에는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로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문화 

계와 공보계가 있는 경우이다. 문화계 

에서 문화예술과 문화재행정을 겸해서 

하고 있다.

둘째는 문화공보계와 관광계를 두고 

있는 유형이다. 이 경우 문화공보계에 

서 문화예술행정과 문화재 행정을 겸 

하게 된다.

세째는 기획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문예행정이 기획실 소속이 아닌 경우 

가 있다. 이 경우는 문화공보담당관 

대신 문화공보실이 있고 지방공무원 5 
급으로 실장에 보하게 된다.

네째는 문화공보실에서 관광행정도 

맡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문화공 

보실 아래 문화공보계와 관광계를 두 

고 있는데 문화와 관광을 합해서 문화 

관광계로 하고 공보계를 독립해서 문 

화공보실 소속으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다섯 는 문화공보실에 공보계와 관 

광계만을 두고 문화나 문화재계를 두 

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조직이 여러가지 형태이 

므로 규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소도시의 경 

우에 문화공보실 아래에 문화계와 공 

보계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계에 3명 

정도 근무하고 5명 정도가 공보계의 

인원인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문화공 

보담당관이 있고 관광업부까지 관장하 

는 경우는, 문화공보계에 5-6명 정도 

인원이 있고, 관광계에 4-5명이 근무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 문화공보계 

내에서 문화업무를 맡고 있는 인원은 

2명 정도인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조직상의 복합성 때문에 시 

의 문화예술행정을 담당하는 기구는 

관광이나 공보와 같이 성격이 상당히 

다른 분야의 일을 같은 계 안에서 처 

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곳이 상당 

수가 된다. 뿐만아니라 문화계가 독 

립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어서 이 분 

야의 행정이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문화, 홍보의 세 분 

야를 비교하면 역시 문화관련 업무에 

대한 상사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제일 

낮았고, 직원들의 사기도 낮았다. 그 

리고 대부분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 

었다.

4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문화예술 진홍 

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1973년 3 
혈 30일에 설워된 특수법인으로서 민 
촉문화5 계조발전과 문화예술의_여 

5포창작, 보규동을 지원함으로써 

S3죠［출진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서 지방문화의 활성화업무와 포괄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한국문화예술진홍원 

의 기구표는〈부록 2> 참조).

지방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의 수행은 진홍 2국의 문화사업부 

에서 담당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사업 성격에 따라 진흥 1국의 문학미 

술부와 공연예술부, 순수한 재정관리 

문제는 지방문예진흥기금과 관련한 기 

획관리실의 기금부에서 담당하는 등 

분화되어 있으며, 매년 다음 년도의 

사업지원신청을 받아 자체의 분야별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사업에 대 

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경우에 따라서 

는 직접 주관하여 추진하는 경우도 있 

다.

그밖에 ’87년도 부터 문화예술 부문 

의 장기정책연구를 위해 문화발전연구 

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문화부의 관 

계는 문예진홍원 정관에 의해 문화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는바, 동 기관 

의 업무적 독립성에 대해서는 문화부 

장관이 예산 승인권과 주요 결정에 대 

한 지휘 .감독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할 수 없으며 

특히 지방문화와 관련해서는 실제적으 

로 행정적, 재정적인 면에서 문화부의 

기능을 보완해 주고 있는 정도에 불과 

하다. 동기관의 경우에서도 문화부가 

가지고 있는 조직 내 업무와 관련된 

권한과 책임과 책임 한계의 불명확성 

에 따른 문제점과 전문행정인으로서의 

자질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더우기 문 

화부와의 감독 관계에,의해 자율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상 

당히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 

다.

5 .문화원

문화원은 6.25동란 이후 주한미국공 

보원 (USIS) 의 지방홍보와 정부의 반 

공홍보 기능을 담당하는 사설단체로 

출발하였다. 5. .16 이후 문화원연합회 

는 사단법인으로 법인격을 얻게 되었 

고 , 1964년헤 제정된 지방문화사업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마려하게 되었

’84년에 문화공보부와 내무부가 마 

련한 ‘지방문화예술활성화 종합계획’ 

을 계기로 지방문화원은 대폭적인 재 

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83 
년에는 120개 문화원이 총 8,800만원 

을 지원받아 1개 문화원당 73만원 정 

도의 지원을 받았으나, 1984년에는 

130개 문화원에 대하여 5억 8천만원이 

지원되어 1개 문화원당 446만원을 지 

급받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부실 

운영이 문제가 되어 정부지원이 중단 

되기도 하였으나 1988년 현재 159개 

의 문화원이 설치되었다.

인적구성면을 보면 원장 1명, 부원 

장 약간명, 원장을 포함한 9명의 이사 

와 감사 2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 

이며, 실무는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2 
- 3명이 맡고 있다.

시설과 재정면을 살펴보면 자체 건 

물을 소유하고 있는 문화원은 14개소 

이고, 나머지는 개인건물이나 지방자 

치단체의 건물을 유, 무싱으로 사용하 

고 있다. 중앙보조는 문예진홍원으로 

부터 문화원당 450만원의 사업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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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받고 문화부로부터 문화원당 28만원 

의 운영비를 보조받는다. 지방보조는 

지역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문화원의 사업면을 보면, 문화원의 

근거법인 지방문화사업 조성법에 문화 

원의 기능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시책 및 업적을 그 협조하에 주지 

시키는 사업, 향토문화를 계발, 선전 

하는 사업 그리고 외국의 문화기관과 

의 협조하에 민주우방 제국의 문화를 

소개 선전하는 사업’등 세가지로 규정 

되어 있다. 여기에서 정부의 홍보사업 

이 주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채로 문화원의 활동은 

시기별로 변동해 왔으며, 현재는 향토 

고유문화의 보존, 전승, 지역사회교 

육, 정부홍보, 지역문화와 개발순으로 

기능을 내세우고 있다. 、

위와 같은 자료에 의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

⑦ 첫째, 문화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 

방문화사업조성법의 내용이 현실과 잘 

부합되지 못하는 점이 있다. 문화원의 

기능을 정부단체의 시책홍보라고 조성 

법에서는 규정고 있으나, 정부홍보를 

위한 민간 단체가 있어야 할 필요도 

없고 또 지금 문화원이 이런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0 둘째, 사단법인으로서 문화원의 회 

원이 너무 적다는 것도 문제이다. 자 

발적인 지역사회단체로 제기능을 다 

하려면 되도록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 

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임원들 중 

에 문예활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점도 문화원 활동의 취 

약점이다.

砂 세째, 재정수입을 정부보조에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운영 

이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시나 군의 문화계 공무원들 

은 그들 자신이 문예사업에 전문적인 

안목이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견에 따라 문화원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인It과O문읜L= 
워이. 즈여정치에 중로적 g좌서해고 

5 么

때로는 정치적인 이용물이 되기도 한 

다.

6.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 이하에서 

는 예총）는 같은 사단법인이면서도 문 

화원과는 달이 희원_상호간의권익_ 증 

진을 위한 이익단체라는.저에서 공익 
탄체는아니 did나예총지회나 

지부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이익단체라고 하더라 

도 재정적인 j에선의서이 높은 단
■" "I■ - ‘ 느-_ 느H广‘*느; • ■■.그'U-

체이다.

1962년에 창립된 예총은 건축, 문 

학, 미술협회 등 10개의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0년 10월말 현재 

직할시, 도에 13개의 지회가 있고 시 

와 군에 36개소의 지부를 거느리고 있 

다（예총의 기구표는〈부록 3> 참조）.

지회나 지부의 설립은 서울에 있는 

예총의 결정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운영상 상호의존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도립된j g단고 
할 수 있 cq드'헙척肅y튜^ 

PO?는 산딘뼈인이지마, 지바에 

았든 지회나/퓨보와처가사드라 

는 사실과 관련:] 있다.

厂igW말 총의 회원은 서울 

의 연합회에 32,131명이 있고 지방의 

지회 및 지부에 25,005명으로 총 57, 
136명에 이른다.

재정 운영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중앙에 있는 예총연합회와 지방의 

지회나 지부는 다른 방식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서울의 예총연합회는 운영 

비의 90%, 사업비의 75%（1986년 기 

준） 가량을 문예진흥기금으로 충당하 

고 있다.

지회나 지부는 예총연합회를 통해서 

문예진홍기 금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는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받는다.

예총의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예총의 활동은 중앙의 연합회의 활 

동과 지방에 있는 지회나 지부의 활동 

간에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원래 지 

방단체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예총전체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합회의 활동부터 보기로 한다.

1987년 중앙에 있는 예총의 사업실 

적을 보면, 예총 전국대표자 회의를 

수안보호 텔에서 개최하였고, 여기서는 

강연회와 지부장간담회가 있었다. 다 

음으로 매년하는 사업으로 예술 심포 

지움을 개최하였다. 다음으로 전국 10 
개 지역에서 국민정서 순화 강연회를 

청소년 그리고 일반을 대상으로 가졌 

다. 낸&으di에한깃Ji희문 

제, 교양도 있었다. 또 설악산에서 예 

술인 하계수련회를 가졌다. 그리고 서 

울에서 예총전국지부장 회의가 있었는 

데 강연 내용은 반공교육에 관한 것이 

다.

지회나 지부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 

해서 한 지회의 사례를 보기로 한다. 

우선 도 단위의 미술전을 개최하였고, 

음악제를 열었으며, 사진공모전 등을 

포함하여 도의 종합예술제 개최, 지방 

민속예술대회개최, 그리고 전국 지방 

연극제 참가, 끝으로 예총지를 발간하 

였다. 이러한 활동은 전국적으로 공통 

된 예총지회나 지부의 연중행사이다.

위와 같은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쎈^ 중앙연합회는 주로 이익단체 
적어팔동읔조로 하고 았는 데 대해 

선싀바의_즤회느싀부트싀연사회 의 
부옌 핸 스루 주론 포 3 흐 혀 타워자 

체의 이익활동은 별로하고 있지 않는 

듯 하다. 이 때문에 예총의 경우는 오 

히려 지방단체들이 그 지방의 문예진 

홍에 더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며, 공공단체적인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다.

友쌧^ 지방에서나 중앙에서나 예총 
재泰r절대적인 정부 의존은 한편으 

로는 예총의 활동이 지역사회의 공익 



을 위한 활동이 되도록 유도 내지는 

제한하고 있어서, 이로_g해서 문화예 

술뽀의 자발적 동을 못하고 

판주토해샤에 이끜켜가는 문제일어 

나고

에 부수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척이 지원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 

는 것은 장차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비 

추어 문제가 되고 있다. 다행히 국고 

지원보다 지방비 지원의 비중이 늘고 

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주민의 후원을 

동원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 대부분 

이다. 슈

제4장 지방문화 활성화의 

기본 방향과 대안

이 장에서는 제3장에서 각각의 틀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지방문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언급하고자 할 

때 지방문화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방 

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 

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지방문화 활성화의 방향을 언급 

하고 그의 대안을 탐색하기로 한다.

제 1절
지방문화 활성화의 기본 방향

제2장에서 문화의 개념을 크게 사회 

과학적 개념과 인문과학적 개념으로 

대별하여 살펴보았 거니와 산횐과한적 

개녀은 문화의 혀상적 측면에서 문화 
를^정의허든 반면 인훈과학적 개'녀—중 

넓은 의미의 문화 개념은 일면 이데올 

로기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 현상은 그 사회 

가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의 반영인 것 

이다.

후기후발적 발전의 맥락에서 근대화 

를 추진한 대부분의 제3세계가 그렇듯 

이,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발전모델을 

모방하였고, 이 과정에서 선진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선진국 

문화에 의존케 됨으로써 절박한 경제 

성장의 달성을 국가발전의 목표로 삼 

은 우리의 경우 소위 선진국의 외래문 

화가 급속도로 침투하는 문제를 야기 

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문 

화정책은 근대화론이 전제로 삼고 있 

었던 선진국의 발전모델에 의해 야기 

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생적 발전론 

의 정책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보방향을 살펴보면 아 

래와,같단.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은 먼저 과거 지방문화를 인식하 

는 평가 방법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방문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중앙문화와의 비교 

속에서만 언급함으로써, 지방문화가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도외시하는 경 

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개 

될 지방문화 정책은 중앙문화의 대량 

적 이식을 통한 양적인 문화향수권의 
후산이 아니라 지랑의. 특수서으 확조 

화지키는》향으로 ■할 것
퓨__=—

따라서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 

책은 중앙문화를 양적으로 이식하려는 

방향에서 개발되어서는 안되고, 그지 

바에리자게 전승되고_았는Jg% 
살려츤瓦향에人■「桓될 필오J 

°L으다丄즤바분화느그흐토셔으로 
인호혁추@의M애와 단결력, 

자립정과厂참여를 유발함흐로써 자I발 

저을 선도할 수 아든 활력소가 돤혀는 

젇을 깊이 인식해야■겠다
M 지방문▽성화를 위한 정책 

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자연 

스럽게 이끌어 내야한다. 과거처럼 관 

주도의 경직적, 관료적, 획일적태 
를 가지고 정책에과여할 때';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의욕과 적크적외 

참여의 활기를 누르는 역효과를 초래 

하게 될 것이다. 파라서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를 전수（현저 조여미헤Z 의

이로어_즈 저체적인,문 

흰븦전이 이루어지리라는玄칙윽 주수 

하든 것이 바람직하 방향일 것이다.

제2절 지방문화 활성화 대안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정립된 지방 

문화 활성화를 위한＜기본방향을.,전제 

로 제3장에서 제갸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탐색하게 될 것이다. 

지방문화의 문제점은 인적, 물적, 제 

도적 측면의.•복합적 상호관계에서 파 

생된다고 볼 때 대안제시를 위한 논의 

도 독립적이기 보다 상호 보완적이고 

절충적임을 밝혀둔다.

대안 제시를 위한 논의 방법은 기본 

적으로 제3장에서 분석한 틀을 유지하 

되 지방문화예술활동 부문을 추가하여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대안 들 

이 지방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1 .지방문화예술의 인적 측면

지방문화예술을 구성하는 인적측면 

은 큰 범주로 지방문화의 수요 주체로 

서 향유집단, 지방문화의 공급 주체로 

서 창조집단, 그리고, 지방문화의 지 

원주체로서 지원 집단 등 세 집단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세 집단이 삼위일 

체가 될 때 지방문화는 인적측면에서 

활성화의 기초를 닦을 수 있는 것이 

다.

결국 인적측면에서 지방문화 활성화 

를 위한 개발하여야 할 대안은 창작집 

단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문예활동의 

질적, 양적 수준의 향상과, 향유집단 

의 적극적인 참가로 이룩할 수 있는 

지방문화의 특수성, 그리고 이들을 지 

원하는 지원집단의 활발한 움직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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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로 융합되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 대표적인 

대안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지역 연고문예인의 활용이 

다. 연고문예인이라 함은 그 지역 출 

신으로 타 지역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 

는 문화예술인이나, 기타의 사유로 그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말한다. 이들의 활용은 

질적, 양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방문 

화의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대 

안이 될 것이다.

둘째는 문화지원가의 참가, 지원 유 

도이 다. 문화지 원가는 비 문예 인이 면서 

지역 문화예술 진홍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함이다. 여기에는 문 

화원의 임원, 각종 사회, 경제 단체장 

등이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들은 다 

소 문화운동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 

만, 이들과 계기적 관련성를 갖는다면 

지방문화의 후원자로서 전환될 수 있 

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즉 

지방문화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재정 

적인 궁핍현상이 대표적인 요인이라 

면, 이것을 지역자체내에서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이 된다는 것이다. 이들 

이 지방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 

법은 이같은 후원자금의 지원과 직접 

참여 등이 있겠다.

세째는 문화향유자의 개발이다. 지 

방의 문화예술 활동이 시장화되기 위 

해서는 문화 활동을 감상하고 즐기는 

수요자, 즉 문화향유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급학교 차 

원에서 실효성있는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여 문화향수능력을 배양해야 하 

며, 각종 문화예술 단체에서도 자신들 

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작업 

및 지역주민 상대 교육계획등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언론매체 

들이 이 같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홍보 

에 앞장서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 

다.

2 .지방문화예술의 물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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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활동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물적조건, 즉 문화공간과 재정이 필요 

함은두말할나위도없다. 또한공간 

에 채워질 내용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첫째는 새로운 공간의 확보 및 기존 

시설의 개보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 

역주민들과 연계시키는 고리로서 적절 

한 문화예술공간이 마련되고, 기존의 

낡은 시설을 보수를 통해 시설의 생산 

성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 

도 논의되었지만, 문화공간의 대도시 

편중 현상으로 중소도시의 문화예술인 

의 활동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박탈되 

었다.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은 바로 지방 

문화공간의 확보이다. 추가적으로 문 

화시설의 활용면에서 지 역문화예술인 

들과 지역주민이 누구나 다양하게 활 

용할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하며 문 

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체계도 강구되어 

야 할 것이다.

둘째는 지방문화예술과 관련된 재원 

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운용되는 

문예진흥기금은 중앙에 모여 재분배된 

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재정 부족의 

보전적 측면이 있지만, 지방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법개정 

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렇게 될 때 

각 지방별로 모금 확대를 위해 지역별 

문예진흥기금의 적립에 노력하게 되며 

이는 지방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한편 지방의 환경적 요인으로 모금 실 

적이 저조한 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적 

인 지역사회개발계획이 지속적으로 추 

진되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국가예 

산 등을 통해 보조를 해 주어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반드 

시 이룩되어야 할 과제이다.

세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 

예술 예산의 획기적 확충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민간에 의한 문화예술 

부문에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 

태에서는 정부예산의 규모에 따른 파 

급효과가 지대하므로 매년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문화예술관련 예산으로 책정하여 지방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시 

설 및 활동 등의 포괄적인 지원을 위 

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지방문화예술의 행정제도적 측면 

첫째는 문화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 

원이 가지고 있는 재정 분배 및 행정 

지도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을 전 

제로 하여 중앙에서는 종합적인 연구, 

기획, 조사, 조정 등의 업무만 추진하 

고 세부적인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서 행사하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지 

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에서도 권한의 

위임에 따라 현재 계단위로 축소되어 

있는 문화예술 담당기구를 최소한 과 

단위로 확대하여 활성화시켜야 하고, 

문화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장기 

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시행해야 할 것 

이다. 또한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문화예술 진흥위원회를 확대 운영 

하고 기능을 강화하며 지방문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지역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을 참여시 킴으로써 자발적인 

지방문화 활성화 운동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문화 

정책의 분업화를 통해 행정의 종합적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광역자 

치단체의 경우 역내의 시, 읍, 면 등과 

의 제휴가 필요하다. 이 경우 광역자 

치단체（직할시, 도）의 역할은 기획조 

정, 정보의 수집과 제공, 문화행정가 

의 교육 등의 면에서 광역적인 범위의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행정의 지원 활동에 있어서 가장 

손쉽게 지역민과 유대할 수 있는 단위 

는 시, 읍, 면의 범위라 할 수 있으므 

로 문화정책의 시책 전개에 무엇보다 

도 중요한 것은 실시주체로서 시, 읍, 



면이 전면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지역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시, 읍, 면의 원 

활한 사업 전개를 가능하게 하는 제반 

여건을 정비하는 일이다. 기초자치단 

체의 경우는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를 

직접 반영한 시책을 통해 지역민의 문 

화 향수에 알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지 

원 및 문화예술 행사의 직접적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지방문화의 진홍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 

다. 1965년 7월 10일 제정된 후 현재 

까지 사문화되어 있다시피 한 지방문 

화사업 조성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현재의 지방문화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소극적 규정에서 적극적으로 대 

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할 수 있 

도록 변경시켜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전반적인 문화예술 관련 법규 중에서 

도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하여 지방자 

치단체에의 권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 

고 문화예술분야 기부금품 모집과 관 

련한 각종 세제 혜택을 위한 세법 개 

정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 .지방문화예술 활동 측면

지방문화예술 활동은 인적, 물적측 

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문화예술인 

과 문화공간의 중앙집중화 현상은 필 

연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의 중앙집중화 

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는 인적, 

물적 측면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 

는 것이다. 문화예술활동 측면에서 지 * 

방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 

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지원금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민간문화예술단체의 재정 확충 

방안의 추진과 함께 현재 대관료 면제 

나 후원명칭 사용 등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는 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대 

폭 올려서 엄격한 기준에 의한 자율적 

인 심의를 거친 후에는 실제 소요예산 

에 상응하는 중분한 지원이 이루어지 

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행사 주관의 민간이관이 확대 

되어야 한다. 관주도의 지방문화예술 

행사는 전시용 행사가 되기 쉬우며 지 

방예술인과 지방주민들의 자발적인 협 

조를 통해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각종 행 

사를 민간에 과감히 이관하고 관은 지 

원 업무만을 맡아야 한다. 특히 지방 

의 향토축제와 문화제의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토착적 민속 축 

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관의 간섭 

은 배제되어야 한다.

세째, 지역간 문화교류가 확대되어 

야 한다. 지방문화공간 확충과 함께 

필수적으로 지속적인 행사의 공급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한 공간 활용의 차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 분산되어 있는 문화시설 간의 

공식적인 프로그램 교환구조를 구축하 

여 한 지역에서 행해진 문화예술 활동 

을 여러 지역에 순회시킴으로써 지방 

예술인들의 활발한 활동을 유도하고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지역주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예술 

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 

게 된다.

제5장 결 론

厂 문화란 결국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 서 이룩되는 가치의 축적이고 예술도 

）일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창조되고 

표현되기 때문에 지방문화는 그 지방 

의 사회적 특성이나 자연적인 특성이 

잘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 발전에 수반된 산업화 

와 도시화 과정에서 파생된 중앙집중 

과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으로 지방문 

화는 그 특성을 상실해 왔다.

지방문화 활성화 정책은 국가발전 

과정에 있어서 지방민의 문제로만 남 
으는 것은 아니다. 지방문화의 활성화는 

정치, 경제, 사회적 불평등 구조에서 

발생한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 

고, 민족공동체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 줌으로써 민족 통일의 공동체적 

인식을 형성시켜 나갈 국민역량을 향 

상시켜 준다는 점에서 국가 전체의 발 

전정책 과제로서 중요성을 갖는 것이 

다.

본 연구는 민주화, 지방화 시대를 전 

망하면서 국가 전체의 발전 목표의 맥 

락에서 지방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지방 

문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방문화예술 

활성화의 의의를 통해 지방문화정책의 

전개 과정에 대한 고찰과 지방문화예 

술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 

하고 그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위에서 제시한 대안을 요약해 보여 

단음과 같다. 乂

젔3^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수능 

력을 배양하기 위해 문화예술관련 공 

식적 교육제도의 과감한 개선이 이루 

어져야 하고, 문화예술인이 지역에서 

안주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 대 

우,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문화예술의 창작 발표와 

그의 향유 장소로서 지방문화예술.공 

잔으］ 확대되어야화며, 지방문화원 등 

의 조직을 지방의 문화교육장으로 확 

대개편하여 지역별 문화 중심체를즈 

셜홰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민들의 자발젘w 여를 

유도하고 문화의식 수준을 향샆싀키기 
위체 동기유발 행사의 개面지역가 

문화혜줄 교류f한간주도로 효혀시켜 

니기와화 것이다.
）네쌧均원확보 및 배분에 관련되 법 

제의시선과 함께 전반적으로 재워 확 

충를 위한 국가적, 민간적 차원의 노 

벼의 있어야 할 것이다.

C平〒?문화예술과련_보제도•및■행 

정기구를 정비하고 문화예술행정 전문 

인려r꺙졍해야'할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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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화시대를 대비하여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 

이 있었으나, 자료조사 과정에서 문화 

예술 전반에 걸친 분석을 하지 못했 

고, 소위 비제도권의 저항문화예술 운 

동에 관한 자료를 전혀 다루지 못해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한 

제한점올 갖는다. 그러므로 앞으로 총 

체적인 문화예술운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방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연 

구를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후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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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역 전통 

문화고찰4 
활성화 방안
한철 수

I. 글을시작하며

지역문화란 지역공동체 의식 속에 

있는 공동놀이로서 서민 위주의 문화 

를 바탕으로 한 가장 원초적이고 폭 

넓은 기반을 갖춘 민중 단위의 전승문 

화를 말한다. 즉 인간과 자연이 원만 

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생활의 노동이 

자연스럽게 놀이로 변한 ‘흥겨운 판’ 

의 놀이문화인 것이다.

지역문화는 이런 지역적인 유대감을 

바탕으로 민족 전통성을 띤 지역공동 

체 의식으로 고취,전승되어 자연스럽 

게 발전된 향토문화로 자리매김될 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80년대 초부터 지역민의 화합 

과 전통놀이 문화 및 정신문화 계승을 

위해 각 시,군마다 문화원을 설치,운 

영하고 있다. 결국 문화원은 각 지역 

의 바람직한 지역문화-즉 향토문화 정 

착이 그 중요한 과제라 여겨진다.

남양주군에 속해 있던 구리읍이 

1986년 구리시로 승격되면서 지난 10 
월 단독적인 문화원이 설립되었다. 아 

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문화 

원은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향토문화 정착 운동,즉 

민족적이고 대중적이며 지역 특성에 

알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그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특성이 수반되지 않은 놀이 

문화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특히 우리 고장 구리시는 수도권 인접 

도시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지 못 

하고 서울의 문화에 종속되는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다. 서울의 주변 도시 

라고 해서 무조건. 서울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경우 파리 

의 근처의 쌍띠유와 싸띠에뜨,런던의 

주변이 있는 스트리트포드,에이본,캠 

브리지 등의 도시들은 독자적인 문화 

형성에 성공한 예로 오히려 파리나 런 

던보다 더욱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중 

심지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원의 과제 중 가장 중 

요한 것은 관내 전통놀이 및 정신문화 

의 재발견이다. 구리 지역은 멀리 삼 

국시대부터 가까이 6.25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사적 가치를 보여주는 문화 유 

산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구리 지역에 

있었던 혹은 아직도 전해지고 있는 전 

통문화를 살펴보고 올바른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구리문화원의 사업 방향 

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 구리 지역의 향토문화

1. 전설과 설화를 통해서 본 구리 

문화의 표상

구의동에서 구리시로 진입하다 보면 

왼쪽으로 펼쳐져있는 아차산에는 삼국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온달장군과 평 

강공주의 설화를 비롯한 여러가지 전 

설이 담겨져 있다.

신라에게 빼았긴 한강유역을 되찾고 

자 군사를 이끌고 출전한 온달장군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전사했을 때 

장례를 치르고자 했으나 관이 움직이 

지 않았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평강 

공주가 “삶과 죽음이 이미 정해졌으니 

고이 가소서.”라는 애통한 눈물 섞인 

말 한마디가 온달장군을 저승까지 잘 

인도했다는 진한 사랑이야기가 전한 

다.

또한 ‘며느리 바위와 장자못’ 이야 

기는 그보다 훨씬 뒤에 전해지는 전설 

로 권선징악의 요소가 많이 담겨져있 

다.

옛날 아차산 아랫마을에 아주 잘 사 

는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인색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어느 날 문밖에 시주 

숭이 찾아와 염불을 하자 이를 본 고 

약한 부자는 화를 내며 쇠똥을 한 바 

가지 퍼 스님 시주통에 붓는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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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마음씨 착한 며느리는 시아버지 몰 

래 시주통을 도로 받아 깨끗이 씻은 

후 쌀 한 됫박을 공양한다. 예사 스님 

이 아니었던 이 시주승은 며느리에게 

모일모시 가마솥에서 물이 나기 시작 

하면 절대로 뒤를 돌아다 보지 말고 

뒷산（아차산）을 향해 뛰라고 이른다. 

과연 그날이 되어 가마솥에서 물이 나 

기 시작하자 며느리는 산의 높은 곳을 

향하여 뛰기 시작했다. 갑자기 시작된 

물난리로 아랫동네에서는 아우성을 치 

고 있었다. 산자락에 거의 도착한 마 

음씨 착한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과 함 

께 식구들에 대한 걱정으로 시주승의 

당부를 잊은 채 뒤를 돌아다 본다. 이 

때 청천벽력이 내리치면서 며느리의 

모습은 바위로 변하고 말았는데,순간 

시주승의 말이떠오른 며느리가 ‘아 

차!’ 했다고 하여 아차산이라는 이름 

이 붙었다고 한다. 아차산에는 아직도 

이 며느리 바위가 남아 있다.

마치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 

악으로 가득 찼을 때 소금기둥으로 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연상케 하는 이 

전설 속의 장마로 인해 10리에 걸쳐 

가마늪,수늪,암늪,장자늪 등 모두 네 

개의 못이 생겼는데,후일 도시계획에 

의해 모두 없어지고 지금은 장자못'만 

이 남아있다.

이외에도 우미네,아치울,노래미 등 

옛날 이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마 

을이나 우미천변에 있는 1천2백년 된 

은행나무는 구리의 역사적 숨결을 말 

해주는 것으로 앞서 말한 전설과 함께 

구리 문화의 표상으로 남아있다.

2. 외부 알력에도 끈끈하게 

이어온 굿판

60년대 이후 근대화의 목소리가 높 

아지면서 외래 문화는 긍정적으로 받 

아 들이는 한편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 인식과 이를 보존하려는 노력은 

미흡했다. 특히 70년대 초 새마을 운 

동의 전개로 지붕개량,길넓히기 등 외 

형적인 변혁운동이 강화되면서 ‘ 미신 

없는 마을’이라는 정신적 개혁운동도 

함께 주창되었다.

마치 흐르는 물의 위아래가 다름을 

무시한 채 정책적인 모토 아래,서민 

생활 밑바탕에 깔려 정신적 지주를 이 

루고 있던 전통문화는 일대 혼란에 빠 

지게 되었다. 또한 기독교,천주교 등 

외래 종교가 널리 퍼지면서 농경문화 

의 특성인 자연과 자연신에 대한 제식 

행사가 급격히 사라졌다. 이러한 상황 

에서도 구리시 곳곳에는 마을마다의 

특색을 간직한 향토굿이 제 모습을 잃 

지 않고 남아있다.

사노동에서는 네 개 마을에서는 마 

을 공동의 산치성이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부터 사흘간 시립공동묘지 입구 

에 위치한 당산에서 현 영자（靈子）인 

추영섭씨의 주관으로 거행되고 있다. 

또한 갈매동에서는 사당을 중심으로 

한 도당굿이, 토평동 벌말과 미음부락 

에서는 마을 나무 중심의 대동굿이,횐 

다리마을에서는 산할머니와 할아버지 

를 모시는 굿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현 구리시 수택동 이촌마을에 거주 

하고 있는 박도토이 할머니（85세）의 

구술을 들어본다.

“이촌마을에서도 매년 음력 10월 상 

달 초하루에 해질녁부터 다음날 9시경 

까지,밤새도록 마을의 재앙을 물리치 

고 안녕과 풍요를 비는 대동굿을 했 

다. 상백이네,춘조네로 불리던 당시 

동네 무녀가 마을 뒷산 할머니,할아버 

지 나무인 참나무 두 그루에 치성을 

드렸다. 지금은 무녀 홍복순씨 소유인 

석장승에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굿은 장소에 따라 동네 

밖에서 들굿,안에서 하는 마을굿,배 

위에서 하는 용신굿 등이 있고,굿의 

주체에 따라 마을이나 장터에서 공동 

적으로 벌이는 별신굿,신당을 중심으 

로 하는 당굿,무당이 신을 접하는 내 

림굿 등이 있다. 구리시 내에서 혼히 

볼 수 있는 굿은 별신굿 형식의 대동 

굿과 당굿이다.

3. 잊혀져가는 구리 지역의 

전통놀이

전통놀이는 세시놀이 또는 월력놀이 

라 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농경문화 속에서 일과 놀이는 분리되 

지 않고 총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 

났다. 소놀이를 통해 소를 살찌운다든 

가 농악을 겸한 노동요로 생산성을 높 

이는 일들이 그러하다. 들녁에서 간단 

한 악기에 맞춰 흥을 돋구던 목가적인 

노동요는 철따라 사람들을 한 덩어리 

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⑴ 소놀이

소와 관련된 풍습은 지방마다 다르 

지만 대개 정월과 시월 대보름,입춘 

무렵에 행해진다. 농사 짓는 일에 있 

어서 소처럼 중요한 존재도 또 없다. 

소는 곧 부의 상징이었고 소를 위하는 

집안은 자손도 번창하고 잘 된다고들 

믿었다

‘개 보름쇠듯 한다.’라는 속담이 있 

는데,이는 정월 대보름날 아침 소에게 

는 밥과 나물을 한 상 차려주면서 개 

는 하루종일 굶기던 풍습에서 나온 것 

이다. 또한 정월의 처음 맞는 축일（五 

B）에는 ‘소 달깃 날’이라 해서 일도 

시키지 않고 나물과 콩을 삶아주며 살 

찌기를 기원하기도 했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수택동 이촌 

마을에서는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지신밟기 형식의 소놀이가 성행되었 

다. 그 절차를 보면 먼저 당산（당시에 

는 마을나무와 마을 우물）에 치성을 

드린 다음 마을 청년 가운데 한명을 

뽑아 소의 모양을 꾸민다. 등에는 덥 

석을 씌우고,얼굴에는 소머리를 그려 

붙이고, 귀에는 짚신이나 검정 고무산 

을 꽂은 채 광목이나 짚으로 꼰 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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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는다. 그리고는 마을을 돌며 안녕과 

풍요를 비는 길놀음을 하는데,각 가정 

에서는 커다란 양동이에 오곡밥과 나 

물 막걸리 등을 내주며 덕담을 전한 

다. 이때 소는 요즘 함질 때의 말처럼 

절대로 말을 하지 않으며 자신의 불만 

이나 만족스런 의사를 고개짓과 울음 

소리로만 한다.

이렇게 마을을 한바퀴 돌고 나면 지 

난 해 가장 수확이 좋았던 논이나 밭 

두렁에 앉아 각 가정에서 내준 음식을 

먹으며 그 해 농사일이나 그밖의 마을 

일에 대해 의논했다. 이러한 놀이는 

인창동 최촌말,수평동 수늪,토평동 벌 

말,교문동 횐다리 등지에서 행해졌다 

고 한다.

⑵ 석전

석전 역시 정월 대보름을 전후로 성 

행되었다. 밤에 마을과 마을이 편을 

갈라 마을의 경계가 되는 개천이나 큰 

길을 사이에 두고 싸우던 양주고을의 

특이한 전통놀이로,이 싸움에서 이기 

는 마을은 그해에 풍년이 든다고 믿었 

다.

‘편싸움’이라고도 불리는 이 놀이에 

대해 곽명렬씨(교문동 거주,34세)는, 

그가 15세 정도까지 동네 아이들과 투 

석전을 벌이며 놀았다고 하는데,당시 

에는 돌이 아닌 연탄재를 사용했다고 

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불과 10여년 

전까지 이 놀이가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⑶ 농악

양주 지역 농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마을의 공공시설 즉 

서당이나 다리 등을 건립할 때 기금 

마련을 위한 걸립굿 형식의 농악이 있 

고 농사일과 관련하여 소박하게 울리 

는 두레굿 형식의 농악이 있다.

걸립 농악이 전문 기능인에 의해 이 

뤄지는 반면 두레 농악은 순수한 마을 

사람끼리 모여 행해지는 지극히 서민 

적인 향토놀이이다. 규모는 많이 축소 

되었지만 요즘도 노인회기금 마련을 

위한 농악이 정월과 시월에 걸립농악 

형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영향 

으로 토평국민학교 어린이들은 지난 

90년 전국학생예술경연대회에 농악으 

로 출전,대상을 받기도 했다.

1.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 

을 위한 우리의 노력

1 .청소년 문화운동

지역문화,즉 향토문화는 지역인 모 

두가 한 핏줄 한 민족이라는 거국적인 

핏줄 의식 속에서 그 맥이 이어진다. 

세계 어느 민족이든 조상이 있기 마련 

이고 또 그 조상은 숭배를 받는다. 그 

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내려오 

는 문화적 유산에 대한 가치와 비례한 

다. 조상이 소중하면 그 조상이 일궈 

놓은 문화적 유산 역시 귀중한 것이 

다.

따라서 기성세대들은 조상들의 문화 

적 유산을 계승,발전시켜 다음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전승되어야 한다 

는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 

해서는 개인의 영욕이 집안의 영욕으 

로,집안의 역사가 마을의 역사로,더 

나아가 국가의 역사가 된다는 ‘문화의 

씨줄날줄’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화의 씨줄날줄’이란 국가 역사의 

기초가 되는 향토사의 씨줄과 가족 구 

성원간의 날줄이 균형을 이루며 엮어 

져 나갈 때 차세대의 주인인 청소년들 

에게 문화적 가치,즉 정신문화가 밑바 

탕이 된 놀이문화를 계승할 수 있으 

며,이는 세기가 바뀌는 현실에서 기성 

세대가 안은 큰 과제이기도 하다.

그 방법으로는 먼저 초- 중•고생을 

상대로 학과 외의 문화 활동에 자발적 

으로 참여하게 하는 ‘청소년 문화운동 

단’ 결성을 들 수 있다. 문화기관과 교 

육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구리 지 

역의 향토유적지 탐방,전통놀이문화 

계승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 

급하여 차세대 문화 운동 길잡이로 성 

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졸업식에서 흔히 있는 해프닝으로 

옷을 찢는다거나 밀가루,연탄가루에 

계란을 범벅하여 던지는 등 이례적인 

신체훼손(Mutilation) 행위가 자행되 

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해방 

감과 사회적 변신 욕구에서 나오는 것 

이다.

이 행사에 우리의 책거리 풍습,즉 

서당에서 책을 한권 통달했을 때 훈장 

과 서당 동료들 간에 떡을 나누어 먹 

던 옛풍습을 인용하여 사제간,부모 자 

식간의 소찬을 마련,짧은 시간이나마 

대화를 갖는다면 졸업식이 끝이 아닌 

출발이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으리 

라 본다.

현재 두달에 한번씩 관 주도로 열리 

고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 역시 문화 

운동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제로 

운용되어야 한다. 청소년에 대한 이해 

증진 가족과의 돈독한 분위기 조성,진 

취적인 기상을 돕는다는 목적 하에 진 

행되고 있는 이 행사는 참가자들의 의 

견은 물론 그들의 이해를 담당하고 있 

는 일선 교사의 견해가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고 있으니 너희는 

따라오라는 식의 일과성 관제 행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놀이문화 시설 

이 전무한 상태에서 관주도의 이러한 

행사에 물론 박수를 보내지 않는 것은 

아니나 기왕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 

요되는 상황에서 문화운동의 주체인 

지역문화원과 충분한 숙의 후 청소년 

들에게 발전적인 사고방식을 일깨워 

주기에 충분한 행사가 계획,추진되어 

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어울마당은 지방 

단체,관,교사,학부모들과 문화 전반에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문화원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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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사전 협의를 통하여 청소년 행사 

를 주관한다면 안일하고 고식적인 행 

사 위주의 문화 행사에서 생활 속의 

문화 즉 몰락해진 인간성이 회복되는 

문화에로 뒤바뀜이 가능하리라 본다.

2. 여성이 주가 된 전통문화의 

내림

핵가족 시대에서의 여성들이 차지하 

는 사회적 위치는 점차적으로 그 중요 

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 

주부들은 물론 전업 주부들도 능력 개 

발을 위한 노려들을 보이고 있는데,이 

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 주부교양대학 

이나 여성문화원 등이 성황을 이루는 

실정이다.

이러한 곳에서는 대개 전통공예 서 

예 등의 취미 활동을 통한 기능 훈련 

과 여성의 사회 참여 및 개성 창출을 

위한 교양강좌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 

나 주부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능은 

전통문화의 파수꾼으로 지역적 역사적 

특성에 알맡는 가정교육을 내릴 수 있 

는 ‘내림’ 의식을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내림이란 어떤 형태의 공동 

생활,지금 이전의 과거로부터 내려온 

사상 관습 행동의 생활 씨을 자연스 

럽게 내려주는 것을 말한다. 농경 사 

회 구조에서 옛 아낙들에 의해 지금까 

지 내려온 세시 풍습,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이어받고 이를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물려주는 것이 

다.

요즘에는 추석이 되어도 송편을 해 

먹지 않는 가정이 많다. 아이들이 떡 

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다는 것이 그 

대부분의 이유다. 그뿐 아니라 정월대 

보름에 오곡밥을 먹고 부스럼 깨며 더 

위를 파는 풍습을 모르는 아이들도 많 

다. 24절기마다 각기 다른 풍습을 가 

정에서부터 익혀 생활화 함으로써 우 

리 것의 중요성을 일깨운다면 가족 화 

합은 물론 발렌타인데이니 하는 날에 

초컬릿을 주는 법석보다는 대보름날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에게 호도 

두알을 건네준다거나 칠월칠석에 엿가 

락을 전해주는 신풍속도가 자리를 잡 

으리라 본다.

문화원에서는 각 절기마다에 얽힌 

유래와 먹고 입는 풍습을 자세히 기록 

한 ‘세시달력’ （또는 문화달력）을 만들 

어 가정에 보급한다면 앞서 말한 ‘내 

림’ 의식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 

이다.

IV. 유무형 문화재의 가치 

보존

유형적인 문화재를 보존한다는 것은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함이다. 초라한 

것은 초라한 대로 화려한 것은 화려한 

대로,만들어진 자리에서 만들어진 상 

태 그대로, 최소한의 수리만을 하며 

마모되고 깨어진 채 그대로 두고 보자 

는 것이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를 방 

치하자는 말과는 다른 것이다. 조상들 

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문화적 가치가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 

대로 어떤 경제성 이전에 정신적 가치 

로 남겨두어야 한다.

기왕에 수급되어 지켜져야 한다면 

‘한마을 한 박물관 운동’도 전개할 만 

하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 

옛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이있는 물건 

과 무형적인 것을 고증할 수 있는 사 

람이 생존해 있을 때 농가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가래,호미 따위의 농자 

재,가정에서 사용되던 다리미,인두,화 

로,요강,소쿠리 등과 전통 가례한복은 

물론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유 

물들을 한자리에 모아 보존하여,도시 

화와 산업화 속에서 옛 것에 대한 인 

식이 부족한 아이들이 언제라도 찾아 

가 선인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형 문화재에 대해 살펴보자면 봄 

가을에 거행되는 문화 예술 축제에 농 

공상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달래던 노 

동요를 발굴,연희되어지도록 행정관서 

와 문화운동 관계자들은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한다.

1910년을 전후해서 퇴계원에서 산 

대놀이가 행해졌다는 것을 아는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송파산대놀이（주요 

무형문화재 89호）에서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연닢눈끌재기（3마당） 신주부침 

놀이（4마당） 신장수（8마당） 취발이（9 
마당） 샌님미얄포도대장（11마당） 신할 

애비 신할머니（12마당）를 연희하고 있 

는 한유성옹의 말을 빌리면 “11살 때 

（1919년） 송파에서 배를 타고 노들（현 

노량진）에서 산대놀이를 구경간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는 놀이를 한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아마 그때가 노 

들산대의 마지막이었을 것이다. 그 당 

시 퇴계원과 양주에서도 탈놀음이 있 

었는데 그 후 얼마 못가서 퇴계원산대 

마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다. 한옹의 선친의 고향이 구리시이었 

던 점을 감안한다면 불과 1세기 전도 

채 안 되는 시기까지 ‘퇴계원산대’가 

성행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기에 

중분하다.

민중들의 전승력을 발판으로 전해 

내려오던 서울 경기 지방의 탈놀음도 

양주별산대와 송파산대만이 맥이 이어 

졌을 뿐 퇴계원 산대를 비롯한 녹번 

아현 구파발 노량진 등의 탈놀이는 

1900년을 전후해서 사라진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그나마 전승된 산대도 명 

절 중에 마을 단위나 몇몇 사람에 의 

해 자생적으로 놀게 되어 그 맥을 이 

어온 것이다.

송파산대가 ’73년 주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는 연희자들의 꾸준한 노 

력과 역사적 고찰이 선행되었기 때문 

이다. ’75 - ’80년간 재담 연구기관을 

통해 열두마당의 송파산대놀이가 재구 

성 공연되고 있는 점을 상기해 볼 때 

구리 지역 중요 민속 자료인 ‘퇴계원 

산대놀이’가 발굴,연희된다면 그 어느 

문화사업보다도 가치있는 역사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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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이라도 고증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 

있을 때 과감한 투자로 작업을 서둘러 

야 한다.

V. 올바른 놀이문화의 정착

언제부터인가 구리시는 서울 주변의 

유흥도시라는 오명이 붙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술 소비량도 엄청날 정도로 

증가되었다. 89년 구리시 통계자료（제 

3권）에 의하면 구리시민이 1년간 마신 

주세■징수 사항 중 특소세 부가세를 

뻔 순수한 주세가 2억여원으로 나타났 

다.

또한 숙박업소도 92년 5월말 현재 

62개소로 구리시민 약 2천명에 1개소 

꼴로 나타났다. 열악한 세비 및 환경 

속에서 문화 교육 시설은 극장 7개소 

（비디오 극장 2개소 포함）로 시민 80 
명당 1좌석 꼴이며 교육기관은 모두 

32개로 유치원과 유아원 19개를 뺀다 

면 고작 13개의 교육기관에서 구리시 

민의 문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 

이다.

결국 올바른 놀이문화의 정착은 물 

론 시민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아무런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 

하겠다. 게다가 요즈음은 대도시에서 

선풍을 일으킨다는 노래방이 구리시내 

에도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만 가고 있 

다. 92년 6월 10일 현재 구리시내 노 

래방은 13개소로 잠정 집계되었으나 

노래방 운영에 관한 입법이 확정되는 

6월 15일 이후에는 더욱더 늘어날 전 

망이다. 역시 불건전한 오락을 제공하 

는 비디오점이 138개소 오락실이 37개 

소（성인용 3 청소년용 34）가 그나마 

놀이문화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청소년은 물론 건전한 문화를 즐기려 

는 시민들은 문화공간을 찾아 서울로 

몸을 옮겨야 하는 실정이다.

공연장이나 전시장 상황도 열악하기 

는 마찬가지이다. 구리시와 문화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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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문화예술 단체의 문화예술 행사 

는 농협 강당（4백석 규모）, 한전 문화 

예술회관（2백석 규모,전시장 포함）,시 

청 회의실（2백석 규모）,인창국교 체육 

관,삼육국교 강당에서 치러지는 게 고 

작이다. 그밖에 전문적인 문화공간 확 

보가 되질 않아 공연 전시회 등을 원 

하는 문화예술인 동호인들에게 아쉬움 

을 더하고 있다.

초미니 도시로 출발한 구리시의 재 

정자립도'상 만족스런 규모의 문화공 

간 마련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린 

다. ’96년 착공하여 2 - 3년 뒤 완공 

계획을 갖고 있는 ‘문예회관’ 건립도 

앞으로 6 - 7년 뒤의 일이다. 다행히 

’93년 완공 목표를 두고 있는 시립도 

서관에 다용도 시청각실이 계획되어 

있어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 

을 갖고 있다.

신생도시의 특성상 새로운 관급공사 

의 슨 개축이 활발할 때 공연장 전시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회의실 

을 갖춘다면 연극 무용 연주회 둥의 

공연은 물론 작품전시회들도 주민들의 

정서 함양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전통놀이문화에 못지않게 건전한 놀이 

문화의 창출을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 

에 관은 물론 개인주도의 전문공연장 

이 세워져야 한다.

열악한 문화환경에도 불구하고 구리 

지역의 뜻있는 사람들이 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82년 

이후 발족되기 시작한 문화 예술 단체 

의 출현은 지극히 바람직한 모습에서 

의 출발이었다. 그러나 문화운동을 위 

한 노력은' 일개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또한 문화 영역이 어느 단 

체의 소유가 될 수도 없지만 그런 의 

도를 가지고는 공동체적인 놀이문화 

정착에저해됨은물론이다. ‘나+ 너 = 

우리’라는 공동 계획 공동추진되는 모 

두의 놀이문화가 되어야 한다.

하나의 우물이 목마른 사람에게 물 

을 주는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두레박과 외부의 먼지를 막기 위해 지 

붕을 만드는 수고가 수반되이야만 할 

것이다. （그림 1）과 같이 퇴색되어진 

외부문화 중심의 놀이문화를 정화하고 

공연장이라는 바탕 아래 가장 기초적 

인 문화 예술의 전반에 따를 정신적 

놀이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향토문화 

가 전달되는 건전한 놀이문화를 문화 

운동원이 차세대의 주인인 청소년들에 

게 전달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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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뼈와 살을 묻고 후손들 

에게 그 땅을 물려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구조적 장치이다. 이런 구조적 장치들 

을 바로 ‘삶의 문화’라고 하겠다. 지역 

민들이 건강하게 인간적인 삶을 영위 

하기 위한 삶의 문화,이 구조적 장치 

는 구리문화원의 과제이다.

본고에서는 바람직한 삶의 문화 정 

착을 위해 전통문화를 접목시켜야 한 

다고 제언 한 바 있다. 일제 36년 그 

리고 현재의 왜색문화를 포함하여 불 

건전한 왜래문화의 척결 없이는 우리 

의 삶의 문화는 정착할 수 없는 것이 

다. 우리의 고유놀이를 통한 우리 민 

족 정신의 계승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인간적으로 회복시키기 때문 

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 

를 접목시키는 일은 가장 시급한 일이 

라 아니할 수 없다. 구리시가 갖고 있 

는 열악한 문화 여건을 개선하고 수도 

권 외곽 도시로서 유흥도시라는 불명 

예를 벗기 위해서는 구리시 자체가 튼 

튼한 문화적 기반을 구축해야 함은 당 

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막 걸음 

마를 시작한 구리문화원은 중요한 교 

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말아 

야 하겠다. 또한 문화 주체로서의 사 

명감을 인식하며 감각적인 문화를 지 

양하고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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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낱말퀴즈

〈가로풀이〉

① 구리 문화 창달을 위해 지난 해 

10월 문을 열었습니다.

④ 학교나 직장에서 그 소속원들이 

함께 먹고 자며 생활하는 곳.

⑥ 외로운 노인들이 모여사는 곳.

⑦ 너무 많이 먹었군요.

® 우리나라 남쪽의 섬. 신혼여행지로 

인기가 좋습니다.

⑫ 생일이나 결혼 등 좋은 날에 마음의 

표시로 전해줍니다.

⑭ 뭔가를 사람에게

이 증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⑯전기밥통세탁기 텔리비전 오디오 

등 집안에서 쓰는 전기용품.

@ 낡은 것을 보충하여 수선하는 일.

@ 수염난 남자들이 아침마다 하는 

일.

@ 출출할 때 이거 한 그릇이면 

든든합니다. 냄비에 끓이기도 하고 

물만 부어 즉석에서 먹기도 합니다.

@ 옛말에 ‘지성이면감천’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정성을 다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물가나 산에 있는 돌에 파랗게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르는 

돌에는 이것이 끼지 않는다구요?

@ 많은 책이 있습니다. 책을 보려면 

이 곳으로 가십시오.

@ 아직 거두어 들이지 못한 돈.

多 매매 계약의 성립과 함께 일정 

기한 까지 현금과 대금이 결재를 

행하는 거래.

® 새가 아니라 풀 이름입니다.

‘아 아, 0 0 0슬피 우니 …… .

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 상품을 바꿔주기로 약속한 일종의 

증서.

〈세로풀이〉

① 몸속에 있는 기생충을 제거하는 

약.

② 문학을 배우고 연구하는 학생.

③ 먼 바다에 나가 고기 잡는 배.

④ 바둑 두는 곳.

⑤ 대구에서 많이 나는 이 과일을 

많이 먹으면 예뻐진다지요.

⑧ 밥을 먹고 나서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오는 증세.

⑩ 주인과 손님이 뒤바뀜.

⑪ 세수하고 나서 이것으로 얼굴을 

닦습니다.

⑬ 물결이 바위 등에 부딪쳐 

안개모양으로 흩어지는 찬 물방울.

⑮ 어린 말.

⑯ 가면을 쓰고 춤추는 모임.

@ 힘드는 일을 거들어 주어 서로 

품을 지고 갚고 함.

© 물의 표면.

© 만 20세가 되는 젊은이를 위해 

매년 4월 20일에 치르는 의식.

⑯관악기,현악기,타악기의 협주 

음악.

@ 이상으로서 그리는 구상, 비전.

® 물에서 사는 새.

® 되돌려 줌.

〈해답은 100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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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장 역사이야기⑴

삼국쟁패 （三8爭 S） 의 역사 현정

아차산성

夕波 강 대 욱

경상북도 경주 출생, 한국문인협회 경기도 지부 회원. 

H 경기도 수필문학회 회장 역임, 한국수필가협회 화원.
저서로《안성장시 고찰》외 다수, 

현재 경기도 학예연구관으로 재직.

1 멀리 고구려,백제,신라가 정립하여 민족사의 새 
X 로운 전기를 가져왔던 시기를 거슬러 그 역사의 

/ ' 현장 구리시 아차산을 찾는다.

실지회복（失地回復）의 꿈이 무산되었음을 슬 

퍼함인가, 유달리 뻐국새의 울음이 온달장군의 원혼인 

양 애처롭께 들린다. 싱그러운 신록의 산하는 변함없는 

순환의 법칙대로 오늘에 이르건만 한 시대 민족사의 물 

줄비를 바꾸어 놓은 역사의 현장, 아차산성은 천만 세월 

기니이 응어리를 표출이라도 하는 둣 눈앞에 펼쳐진 신 

라 땅 하강 남쪽을 응시하고 있다.

어쨌거나 삼국쟁패（三國爭퉈의 격동기,신라에게 빼았 

긴 국토의 요충 중부권 한강유역을 회복코자 비장한 각 

오로 출전한 고구려의 온달장군이 그 원대한 꿈을-펼치 

지 못하고 패전의 쓰라림을 남긴 아차산성（阿旦山成 혹 

은 我差山城）. 솔바람 소리만이 한적한 정상에 서니 동, 

서,남, 북으로 펼쳐진 서울의 장관이 한눈에 들어온다.

산성을 띠처럼 둘러 천험의 해자（核字）가 된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쳐야 했던 그 

옛날 삼국쟁패의 격전지. 그러나 지금은 세계로 웅비했 

던 국력의 상징 올림픽공원의 몽촌토성（夢村土城）이 서 

남으로 시계에 잡히고 산성 밑으로 조망되는 구의동 저 

멀리 강북의 도심이 웅혼한 민족사를 개척했던 겨레의 

심장인 양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고동치고 있다.

북진하는 신라, 백제의 세력을 견제하며 대륙의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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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력 수（階）,당（唐）과 자웅을 다투어 패권을 겨루던 

고구려의 국운도 어쩔 수 없었음이던가. 한강유역을 내 

주어 신라로 하여금 도약의 발판을 만들게 한 삼국정립 

의 부침하는 세력 판도는 신흥의 예기를 자랑하는 화랑 

도에 의해 한강유역을 확보,남천정（南川停）을 전진기지 

로 쟁패의 기선을 잡은 신라의 눈부신 통일성업을 이미 

밝힌 바 있으나 역사 발전의 갈림길이었던 고구려, 신라 

의 아차산성 전투를 재조명 함으로써 아차산성의 전략적 

지세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살펴본다.

지금으로부터 1천4백년 전 고구려는 중국 대륙을 통 

일한 수나라의 침공에 대항하는 한편 북으로 세력을 확 

장하는 신라를 견제해야 하는 국제 정세에 놓인다. 풍신 

이 준수하고 일찍이 제세 양민의 포부를 키운 영양왕. 

그가 선왕 장수왕（長壽王）이 평양으로 천도하며 남진책 

（南進策）의 터전으로 마련한 조령 （鳥韻）, 죽령（竹韻） 이 

북의 땅을 신라에게 빼앗긴 것을 분통스럽게 여겨 실지 

회복에 부심하고 있을 터에,일찌기 후주（後周）의 무제 

（武帝）가 요동을 쳐서 고구려를 쳐들어올 때 선봉이 되 

어 승리를 거둔 용장 온달이 실지회복의 충정을 말하며 

출전의 굳은 뜻을 피력한다.

“신라가 우리 한북（漢北）의 땅을 뱃어다가 자기네 군 

현으로 만드니,우리 백성들은 원통하여 아직도 부모의 

나라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신을 

어리석고 불초하다 마시고 군사를 내어주시면 한번 나가



광장진 넓은 벌판은 삽시간에 고구려군과 신라군이 뒤엉킨 혈전전으로 변했다. 

눈앞에 보이는 실제의 땅을 되찾고자 혈로를 뚫던 온달장군. 

어찌할 것인가?

이때 날아오는 신라군의 유실 하나가 장군의 가슴을 뚫으니 

실지회복의 원대한 꿈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싸워 꼭 우리의 땅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신라와의 일전을 자원하여'출병을 요청한 온달장군,그 

는 누구인가.〈〈삼국사기〉〉에 의하면 얼굴이 파리하여 

우습게 생겼지만 마음씨는 명랑하였다. 집이 매우 가난 

하여 항상 밥을 빌어4 어머니를 엲•양하였는데 찢어진 

옷과 헤어진 신으로 저자거리를 왕래하니 사람들이 지목 

하기를 바보온달이라 하였다.

평원왕의 어린 딸이 울기를 잘 하므로 왕은 그때마다 

놀려대며 말했다.

“네가 항상 울어서 내 귀를 시끄럽게 하니 커서는 사 

대부의 아내가 될 수 없고 바보온달에게나 시집 보내야 

겠다.”

왕이 늘 말하는 바보온달 

을 신랑감으로 생각하며 자 

란 평강공주. 어느덧 2^8의 

절세가인 16세가 되니 왕은 

귀족인 고 氏）에게 시 

집 보내려 한다. 그러자 평 

강공주는 왕에게 이렇게 

고한다.

“대왕께서 항상 말씀하시 

기를 너는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된다고 하였는데 지 

금 무슨 까닭으로 전의 말 

씀을 고치십니까. 필부（西 

夫）도 식언을 하지 않으려 

하거든 하물며 지존（至尊） 

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왕자 

（王者）는 회롱의 말이 없다 

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 

왕의 명,령은 잘못된 것이오 

니 소녀는 감히 받들지 못 

하겠습니다.”

노발대발한 평원왕의 진 

노로 궁을 쫓겨난 평강공

주,이내 바보온달과 결혼하여 천성이 착한 남편을 지성 

으로 도와 끝내는 학문과 무술을 겸비한 훌륭한 장군을 

만들었다.

평강공주의 사랑에 힘' 입어 미천한 몸으로 뜻을 얻어 

국가의 중신（重臣）이 된 온달이 국가에 보은코자 했음은 

너무도《연한 은의의 정신이라 하겠거니와 출전에 앞서 

그는 이려어I 비장한/각오를 피력한다.

“조령 （鳥과 g령 （竹韻） 이북의 땅을 우리에게 귀속 

시키지 않고서는》코 돌아오지 않겠다.”

평원왕이 죽고 영양왕이 즉위했다. 이때 수나라와의 

대결이 불가피 했던 고구려로서는 죽령 이북 고구려 

땅을 빼앗아 배후에서 노리 

고 있는 신라를 제압하늘아 

것이 급선무였다. 590년（영 

양왕 1년） 온달이 이 출정 
군의 총수가 되어 ’‘대임을 

맡았다. 장군은 황주,개성, 

적성, 의정부, 서울, 도봉구, 

창동 부근을 지나오면서 신 

라군과 피어린 전투를 여러 

차례 치러야 했다.

장군은 신라의 북방 전략 
기지이 아차산성과 한강을 

사이에 두고 요소요소에 포 

진한 신라군의 전초기지 풍 

납토성 （豊納土城），암사동토 

성 （岩寺洞土城），몽촌토성 

（夢村土城），이성토성 （::聖 

士城）을 휩쓴 후 직충하여 

신라의 병참기지나 다름없 

는 한산주（漢山州, 지금의 

하남시 춘궁동）를 공략할 

건곤일척의 대회전을 구상 

하며 뚝섬벌을 관통하여 광 

장진（지금의 광장동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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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멀리서 본 아차산성. 숲이 우거지지 않은 겨울에 그 모습을 더욱 잘 드러낸다.

에 이른다. 이 나루만 건너면 한산주 공략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셈. 굳센 영주（英主） 장수왕이 경략（經略）한 

한강 유역 실지회복의 꿈도 눈앞에 다가온 것이나 다름 

없었다.

그러나 신라군의 대응 전략도 만만치 않았다. 한강유 

역 국토의 중심부 천험 （千險）의 지세를 의지하여 삼국의 

국경 지대에 위치한 전략적 기지로 격전의 혈전장이 되 

어야 했던 아차산성을 전초기지로 일전을 펼쳤으니,이곳 

에 웅거한 신라군의 일대 반격작전은 이미 확보한 땅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필사의 각오이기도 했던 것이다.

실지회복의 불타는 투지에 맞물린 피아의 처절한 격돌 

이 전개된다. 도강을 서두르는 고구려군의 배후를 들이 

친 신라군의 작전은 주효（奏效）했다. 온달은 도강작전을 

중지하고 전열을 가다듬어 즉각 반격작전에 나섰다.

광장진 넓은 벌판은 삽시간에 고구려군과 신라군이 뒤 

엉킨 혈전장으로 변했다. 양군의 함성은 천지를 진동하 

고 누렇게 피어오르는 먼지가 하늘의 해를 가렸다. 강건 

너 실지（失地） 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 광장진 평원을 치 

달리며 독전에 독전을 거듭 혈로를 a던 온달장군. 어찌 

할 것인가. 이때 날아오는 신라군의 유실（流失） 하나가 

장군의 가슴을 뚫으니 실지회복의 원대한 꿈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평강공주의 지극한 사랑으로 미천한 신분에서 몸을 일 

으켜 평원왕 사위가 되어 후주 무제의 침공군을 맞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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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에 서서 통쾌한 승전을 거둠으로써“무공 제1의 전공으 

로 대형（大兄）의 지위에 올랐던 온달장군. 그러나 실지 

회복 원정군의 총수로서는 불행한 군인이었다. 그가 죽 

은 지 22년 후인 612년（영양왕 23년） 고구려는 을지문 

덕장군의 탁월한 전략으로 수나라 침략군 113만 3천8백 

명을 청천강에서 섬멸하여 살아돌아간 자 2천7백명이란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회전에 참여치 못한 불운과,그로부 

터 33년 후인 645년（보장왕 4년）에 있을 당나라의 침공 
을 물리친 안시성의 통쾌무비한 혈전에도 선봉에 서지 

못하게 됨을 한스럽게 여긴 통분이었던가. 염습을 마친 

혼은 한 많은 땅 아차산성을 응시하는 둣 영구가 땅에서 

떨어질 줄 모른다.

장군의 전사 소식을 들은 영양왕과 평강공주는 땅을 

치며 통곡했다. 머나먼 길을 달려온 평강공주. 구국일념 

에 불타던 평소의 남편을 그리며 관을 쓰다듬어 위로의 

말을 보낸다.

“죽고 사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아, 아, 님이여 
이제 돌아갑시다 （死生決英 於平歸英） '

평강공주의 처절한 절규,생사가 이미 끝났다고 한 것 

은 어쩌면 온달장군이 그토록 바라던 실지회복의 꿈이 

무산된 것을 비통해한 것이기 보다는 아차성 전투,이후 

영영 신라에게 빼앗긴 한강유역을 회복치 못하고,'강대국 

수,당의 연이은 침공에 결연히 맞서 빛나는 전승을 거두 

었으나 끝내 신라에게 병합되는 나라의 비운을 슬퍼한 



예감인 양 생각되어 기행자의 발걸음을 무겁게 짖누른 

다.

서울시 성동구 광장동과 구의동에 걸쳐있는 아차산성 

은 백제가 쌓은 성으로 사적 제 234호로 지정된 역사의 

현장이다. 삼국시대 중진（重鎭）으로 백제 초기에는 한성 

（漢城, 廣州古邑 春官里）를 방어함에 제일의 요새（要 

寒）였고 잠시 고구려가 점거하였다가 신라에게 빼앗겼을 

때는 장한성가（長漢城＜）를 만들어 그 공을 기렸다. 백 

제 개로왕이 A.D 475년 고구려군의 침공으로 한성이 

함락되었을 때 시해된 곳도 바로 이곳이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충 죠지 패튼 장군 휘하에서 

용맹을 떨치다가 6.25 동란 때 미8군 사령관으로 참전, 

1950년 12월 이곳 북방에서 전사한 윌턴 워커 장군 공적 

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는 워커힐이 신록의 싱그러운 

자연 속에 묻혀있다.

해발 200in의 산정에서 한강을 향하여 동남으로 축성 

된 말굽모양（馬M形）의 산성으로 원래는 아단（阿旦）이었 

던 것을 조선 태조가 아차성 （阿旦城）으로 고쳤다. 이외 

에도 장한성 （長漢城）,광장성 （廣將城）으로도 불린다.

국토의 산하에 얽히고 설킨 천년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산성을 뒤로 하여 굳이 구의동과 광장진 나루터를 

살피며 귀로에 오른 것은 역사의 현장이 갖는 전략적 가 

치는 동서고금이 일치하다는 것과 하늘이 준 행운은 지 

리（地利）만 못하고 지리의 이로움은 결코 인화（人和）를 

능가할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기 위함에서였음 

을 밝힌다. 그것은 인화（人和）로저 통일 성업을 이룬 신 

라의 총화적 국민 역량이 극명하게 설명해 주고있기 때 

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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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

시인, 수필가

시집으로《잃어버린 영혼을위한 

서시》《술래의 달》《이슬속의 새벽》 

등을 발간했다.

한국문협, 한국시협회원, ‘창변’동인 

회장으로 있다.

—) 요일 준구가 새벽 출근을 한 뒤 영신은

—기분이 상해 있었다. 오늘 어떻게 하자는 m 구체적인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M 짜증까지 솔솔 피어올랐다.

준구가 출근할 때 영신은 무슨 말 한마디;쯤 기다 

렸었다. 그런데 준구는 그냥 나가버린 것이다.

급히 나가는 바람에 영신은 붙잡고 얘기 꺼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두 딸을 학교로 보내놓고 설거지를 하면서 영신은 

남편 욕을 했다. 그러다가 접시 하나를 바닥에 

깨고 말았다. 접시를 깨고 나니까 일이 더 손에 

잡히지 않았다.

“분명히 잊어버린 거야!”

영신은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았다. 크게 바랐던 것은 

아니지만 약속은 약속 아닌가. 그리고 자기가 먼저 

꺼낸 말이었다. 영신은 끝내지 못한 설거지 것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닷새 전이었다. 밤 열시가 되어서 준구가 귀가를 

했다. 평소의 준구의 퇴근은 거의 열두시 전후가 

다반사였다. 학교 선배의 자동차 와이퍼 

제조업체에서 이년 이상 일하고 있는 준구는 일의 

성격상 늦는 일이 많아진다고 했다. 영신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늦은 퇴근은 어쨌든 

불만이었다. 그러니까 그날의 퇴근은 그나마 이른 

편이었다.

“웬일이유. 오늘은 초저녁에 들어오시고.” 

짐짓 비꼬는 투로 말은 했지만 영신은 반가웠다. 

남편은 매일이다시피 하는 술도 걸치지 않은 멀쩡 

한 얼굴이었다. 그런 준구가 저녁을 먹으면서 

뜻밖의 말을 불쑥 했다.

“여행, 어때？”
영신; 무슨 뜻인지 얼른 알아차리지 못했다. 여행? 

“휴가를 내기로 했어. 당신을 위해서, 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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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얘기는 영신이 가끔 제안했던 거였다. 

딱히 일부러 ‘거창한’ 여행이 아니더라도 주말 

한때를 가족과 더불어 단란하게 보내고 싶은 

적이 종종 있었다.

아이 들을 위해서.”

“무슨 속셈인지 통 모르겠네, 여행이라니.”

“그동안 힘들었지‘? 살림하랴 애들 기르랴. 매일 

늦는 남편 수발하랴.”

“그래서…… 날 위해 여행시켜 주시겠다‘^ 

오래 살다보니 살맛 나는 얘기 한 번 듣네.” 

영신은 계속 비아냥거 렸지만, 오랫만의 준구 

얘기가 싫지 않았다. 그리고 믿기지 않았다. 

휴가 얘기는 영신이 가끔 제안했던 거였다. 딱히 

일부러 ‘거창한’ 여행이 아니더라도 주말 한때를 

가족과 더불어 단란하게 보내고 싶은 적이 종종 있 

었다. 그러나 준구는 토요일에도 매번 늦은 귀가를 

했고, 일요일에도 걸핏하면 회사로 뛰어나갔다. 

그러나 오붓한 가족끼리의 시간을 온전히 갖기란 

여간 힘들지 않았다.

준구의 회사가 이제 몇년 안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작은 업체인만치, 영신은 자신의 요구가 

부담되지나 않을까 싶어, 조심스레 건네 보았었다. 

그러나 영신의 요구는 한번도 실행되어 보지 

못했다. 준구쪽에서 반대는 안했고, 그러겠노라 

했지만 당일이 되면 꼭 회사에서 무슨 일이든 

터지곤 했었다.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것을 준구 

쪽에서 미안해 하거나 하는 기색도 별로 보이지 

않는 터여서, 영신은 가슴에 은근한 불만을 

저축해 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이 먼저 

그런 제안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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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신은 아이들을 위한 점심을 차리면서 

시계를 보았다. 한시가 거의 다 되어 

있었다.

남편은 금요일 오전까지 회사일을 보고, 

오후 다섯시에 출발하자고 했었다.

그저께도 같은 말을 했고 여장은어제 다 

꾸려 놓았다. 다섯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지만 아무래도 준구가 깜박 잊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당신, 금요일이 생일이지? 생일기념으로 동해안엘 

갑시다. 마침 아이들도 개교기념일이고 토요일은 

현충일이니까 2박3일 바람은 충분히 쐬다 올 수 

있을 거야 ”
“;생일을 다기억하셨수? 감격하겠네.”

“미안해 변명이라지만, 알량한 사업체 끌어가느라 

정신 없었어. 이젠 좀 나아졌으니까 이런 여유쯤은 

가져야지.”

밥숟갈을 입에 넣고, 탐스럽게 음식을 씹으면서 

준구는 싱긋 웃기까지 했던 거였다.

영신은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다. 결혼 십년만에 

실감해보는 ‘여행’이라는 말. 확실히 가슴 

뿌둣해지는 소리였다. 누구누구들처럼 그것에 

안달이 난 것은 아니긴 해도 오래만의 나들이도 

생활에 얼마나 싱싱한 활력을 주는가. 영신은 

누워서 두사람의 고향인 여행지에 관해 이런저런 

상상을 하다가 준구와 처음 만났던 기억을 했다. 

영신과 준구는 십년 전 봄에 만났다. 준구의 선배 

되는 영만 형이 주선을 했다. 성격이 둘 다 

비슷해서 연애 기간 동안 별다른 이견없이 지냈다. 

더욱 반가웠던 것은 고향이 같은, 속초 근처였다. 

부모의 고향까지 둘 다 황해도 이북이어서 영신과 

준구는 남다른 믿음과 애정을 갖고 5개월 만에 

결합했다.

준구의 첫 직장은 사립고둥학교였다. 거기서 

국어를 가르쳤다. 그런데 3년 만에자리를 옮겼다. 

옮긴 이유는 교감과의 싸움이 그 원인이 되었다. 

학교 내의 비리를 쥔 교감에게 소신있는 말을 

했다가, 결국 실망을 하고 자진 사퇴를 했던 

것이다. 영신은 그런 남편을 격려했다. 두번째 

직장은 부교재를 만드는 출판사였는데 거기서는 

일년을 못 채우고그만 두었다. 세번째로 들어간 

곳은 큰 기업체의 홍보실이었지만, 거기서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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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채우고 나왔다. 영신은 두번째 직장 이동까지는 

이해했으나, 점점 준구에게서 불안을 느꼈다. 준구 

는 강한듯 하면서 약한 부분도 컸다. 지적한다면 

준구는 현실과의 타협보다는 이상주의 쪽에서 

가까이 있었다. 그 생각은 영신의 머리속에 은밀히 

저장되었다.

이상주의란 것이 준구로 하여금 직장을 여러 곳으로 

떠돌게 했을 거라는 생각은, 준구가 세번째 직장을 

얻으면서 굳어졌다. 준구는 그 후로도 세차례의 

직장 전전을 더 했는데, 가정과 호구지책에 대한 

책임감은 강해서, 다른 직장 으로 옮길 때 까지의 

인터벌은 짧았다. 말이 별로 없는 준구는 그동안 더 

말이 줄었고 피곤한 기색을 여러 차례 보이곤 했다. 

말하자면 준구는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영신은 그러 준구가 안쓰럽긴했지 

만, 준구의 전체를 다 이해하고 격려할 수는 없었 

다.

준구의 선배인 영만 형이 자신의 회사로 데려가기 

전까지만해도, 준구는 단행본 만드는 출판사에서 

나와 잠시 쉬고 있던 참이었다.

“무슨 연락이 있겠지.”

영신은 아이들을 위한 점심을 차리면서 시계를 

보았다. 한시가 거의 다 되어 있었다. 남편은 

금요일 오전까지 회사일을 보고, 오후 다섯시에 

출발하자고 했었다. 그저께도 같은 말을 했고, 

여장은 어제 다 꾸려놓았다. 다섯시까지는 아직 시 

간이 있지만 아무래도 준구가 깜박 잊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영신은 송수화기를 들었다.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았다. 신호가 가고 저쪽에서 응답이 있었다.

“여기, 집인데요. 전무님 좀 바꿔 주시겠어요?”

“아, 사모님이세요. 그런데, 전무님 지금

안 계시는데요.”

“어디…… 그럼, 집으로 가신다던가요어’

“아니구요. 사장님과 같이 아침일찍 현장에 

가셨어요.”

“왜, 무슨 일이 생겼나요7’
“……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네…… 사실은요, 

야간 근무조 중에 한사람이 손가락 세개를 

잘려서••… ” 송수화기를 놓고 나서 영신은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그러고 보니 새벽의 전화가 

심상치 않았다.

영만 형의 전화를 영신은 받았었다. 영만 형은 

영신에게 아무런 내색을 안했지만, 준구에게 넘어 

간 전화기 속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준구가 

부산하게 행동했던 까닭은 영신은 그제야 알았다. 

준구는 아홉시가 넘어서 들어왔다. 피곤해 보였고, 

수척했다. 술기운이 있었는데, 만취하도록 마신 것 

같지는 않았다. 준구는 월급봉투를 내밀었다.

“조금 모자랄 거야.”

그러면서 저고리를 벗다가 준구는 주머니에서 

어린아이 주먹 만한 돌 한개를 꺼냈다.

길바닥 어디서나 주울 수 있는 흔한 돌이었다. 

영신은 준구가 웬 돌을 주머니에 넣어 왔는지 몰라, 

남편의 얼굴과 돌을 번갈아 보았다. 준구는 그것을 

식탁위에 올려놓았다.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지. 돌이 부럽다고...... 

미안해 약속을 어겨서. 대신 내일 팔당 강변에나 

갑시다. 거기 가서 강물 흐르는 거나 구경하다 

옵시다. 아이들에게는 자연에 섞여 재미나게 사는 

돌도 줍게 하고, 영만 형에게 얘기했어. 일요일 

까지는 만사 제쳐놓고 쉬기로.” 

준구가 욕실로 들어갔을 때, 영신은 식탁 위의 돌을 

조심스럽게 쥐어 보았다. 돌은 영신의 손바닥 속에 

알맞게 쥐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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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칼럼

컴퓨터가 뭐길래

정병 태

1956년 서울 출생.

무형문화재 2호 양주산대놀이 전수 
생으로 연수. 월간《마이크로소프트 

웨어》취재기자에 이어 편집장 역임. 

1988년, 컴퓨터 책의 원고를 제작, 

기획하는 ‘달리만듦’을 만듦. 1991 
년 11월, ‘셈틀책꽂이’라는 출판사 
를 차리고 직접 출판에 뛰어듬.

저서〈초보자뛰어넘기》있음.

刀］ 퓨터라는 괴물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두렵게 한 
yd 다.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것이 많은 

/p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M 아는 사람들은 ‘이처럼 즐거운 것이 어디있는 

데! ’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이나 배우다가 실패한 사람에 

게는 공포의 대상이 된다. ‘일년이 다르게’가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주변이 컴퓨터로 채워지고 있다. 컴퓨 

터를 모르는 ‘나’의 공포감 역시 이와 비례해서 확대된 

다. 정말로 꼭 알아야 하는 것일까? 속시원히 대답부터 

하자면 ‘아니올시다’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불과 이년 전만 해도 워드프로세스를 다룰 줄 아는 사 

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었다. 아니 워드프로세스라는 말 

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사람도 많지는 않았었다. 그런 

데 지금은 백만명 이상이 워드프로세스를 다룰 줄 안다. 

언제 어디서 익혔는지 모르지만 국민학교 아이들도 예전 

의 타자수들 못지 않게 자판도 잘 두드리고 컴퓨터의 

기능도 잘 사용하고 있다. 이제는 선망의 눈초리로 바라 

볼 만한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낮 

선 컴퓨터 통신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주변의 모 

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능숙히 사용할 때에 가서 그들의 

어깨너머로 조금씩 훔쳐배워도 좋을 것이다. 그 때가 그 

리 멀지는 않을 것이므로, 당장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다, 모르 

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좋다’는 식의 학구열로 인생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남들보다 한발 앞서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문을 

던지는 분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도대체 남보다 한 

발 앞서가서 뭐를 어쩌자는 것인가? 남들보다 높은 지위 

나 남들보다 많은 수입을 얻자는 것이면, 이미 똑똑하다 

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선택해서 가고 있는 길을 갈 필 

요가 없을 것이다. 전문가가 아닐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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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계부나 일정관리 때문에 굳이 컴퓨터를 사용할 필 

요는 없을 것이고,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라면 

프로그래머에게 맡겨서 사용하기 편한 프로그램을 주문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굳이 배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가장 큰 이 

유로서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프로그램들의 모양이 

누구나 알기 쉽게끔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모 

르던 것이 내일은 이해하기 쉽게 변해 있을 것인데 굳이 

자신의 머리를 한탄해가며 배울 필요가 있을까?

컴퓨터라는 것이 사람들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원칙들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마치 전문가만이 만질 수 

있다는 생각이 아직도 지배적이다.

물론 그렇게 된 데는 프로그램이 까다로왔기 때문인 

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컴퓨터의 용량은 커지고 가격은 

싸지고 프로그램은 편해지고 있다. 오년 전만해도 컴퓨 

터 언어를 잘 사용할 줄 아는 프로그래머가 여러 시간을 

들여 만든 프로그램을 요즘에는 일반인이 십분에 만들 

수 있는 도구（그 역시 프로그램이지만）도 있다.

십년 동안 컴퓨터를 만져왔고 오늘도 컴퓨터로 밥벌어 

먹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하노니 ‘근심하지 말고 여러 

분 하고 싶은 일을 하시오’.

컴퓨터를 생각하기 이전에

현대인에게는 운전면허가 필수라고 한다. 그 결과,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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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는 물건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컴퓨터를 대하는 ‘내’가무엇이며, 

‘나’와 컴퓨터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에릭 프롬의 표현을 빌자면 

컴퓨터에 소유당하지 않고 

존재양^으로 컴퓨터를 대하는 것이며, 

브루너의 나와 너 （Ich und Du 

영어로 I and ¥）11） 에 대한 물음이다. 

목이 차도 겸 주차장으로 변하고 도로가 대형주차장으로 

변했는데도 신분과 인격은 자가용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멍청이들이 많다. 문제는 ‘이 땅에서, 나에게’ 

자가용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것이다.

컴퓨터는 물건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컴퓨터를 대하 

는 ‘내’가 무엇이며, '나’와 컴퓨터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에릭 프롬의 표현을 빌자면 컴퓨터 

에 소유당하지 않고 존재양^으로 컴퓨터를 대하는 것이 

며, 브루너의 ‘나와 너 （Ich und Du 영어로 I and 
Ybu）에 대한 물음이다.

컴퓨터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편해 질 것이라고 했다. 

과연 그런가?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으니 

남은 시간을 여가에 보내게 될 것이라는 말은 거짓말이 

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이 몰려오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짓눌려가고 있다.

컴퓨터를 사용하면 사무실에서 종이가 사라진다고 했 

다. 과연 그런가? 다음은 어느 사무직 종사자의 말이

“타자기를 사용했을 때는 서류를 올릴 때 한두 글자 

틀려도 볼펜으로 고치면 됐는데, 컴퓨터를 사용하고부터 

는 서류 한 장 새로 뽑아내기 쉽다는 이유로 100% 완벽 

한 문서를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더 많은 종이를 소모 

하게 됩니다.”

컴퓨터가 도입된 후로 사무실의 종이 소모량은 열 곱 

을 넘어섰다. 사람은 컴퓨터와 완벽한 서류의 노예로 전 

락하고 산림은 더 빨리 황폐화 된다면, 먼 훗날 지구에 

출현한 새로운 생명체가 “고대 문명은 컴퓨터로 인해 몰 

락한 것으로 보인다” 는 반성을 돌에 새기지 않을까?

설사, 종이가 사라진 사무실이라 해도 파일들은 내 손 

이 닿지 않는 디스크 속에서 셀 수 없이 쌓여가기는 마 

찬가지다. 디스크 용량이 커지고 값이 싸지니까 이것저 

것 마구 저장하다 보면 어느 날엔가는 그 화일을 작성한 

본인조차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된다. 이 

것은 굳이 컴퓨터를 들먹거릴 필요도 없는 상식이지만, 

컴퓨터를 사용하고 나서 한두해가 지나야 이 상식을 깨 

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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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시피 컴퓨터는 미국에서 태어난 물건이다. 내가 

보기에는 서양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듬뿍 들어있는 물건 

이다. 서양 문화의 결정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다. 그 

물건을 이 땅에서 사용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한번 

쯤 깊이 생각했어야 했을 것이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이 

러이러한데 저러저러한 것을 가르치려면 요러요러한 것 

이 필요하겠구나, 우리의 말과 글은 이런데 컴퓨터는 저 

러니 요렇게 연결하면 되겠구나 등등. 그런데 컴퓨터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아무런 검토 과정이 없이 교육과 

산업의 중심부로 들어오게 되었다.

한글의 구조야 어떻든, 우리말이야 어떻든, 컴퓨터에 

서 한글만 나오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공업진흥청의 ‘KS 
완성형 한글’이라는 졸작을 낳았다.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베이직 외에도 많이 있는데, 흔히 구할 수 

있는 것이 베이직이어서였는지 교육용 언어는 베이직으 

로 굳어져 버렸다. 컴퓨터처럼 급속히 변하는 분야라면 

교육과정 역시 당연히 그에 따라 하건만, 고등학교나 전 

문대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십년 전과 다름이 없다.

자발적인 인간이 되는 방법을 억지로 암기시킨다면 그 

것은 교육 목적에 어긋나는 '교육 방법이다. 다시 말하 

면, 교육 방법은 교육 목적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말 

이다. 무엇에 쓸 것인가（산업）,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교 

육）를 생각하지 않고 급급히 받아들인 지난 세월이 앞으 

로 얼마나 더 긴 세월을 허송으로 보내게 하겠는가? 오 

오 통재라.

부대고기찌게와 같은 컴퓨터

잠시 옆으로 새겠다. 필자는 의정부에서 삼십년 가까 

운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부대고기찌게의 변천 과정 （?） 

을 잘 알고 있다. 부대고기란 미군부대에서 나온 고기를 

말한다. 그것은 원래 미군부대의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 

람들이 훔쳐나왔던 것을 말했다. 가장 흔한 수법은, 정 

량보다 더 썰었다가 남는 것을 비닐봉지로 싼 후에, 짬 

밥을 담는 드럼통 속에 넣어서 반출하는 것이다. 베이컨 

이며 소시지, 삶은 고기 등등 온갖 잡고기가 다 들어있던 

그 봉지는 미군의 수가 감축되면서 PX의 소시지로 바뀌 

었고, 이제는 이름만 부대고기일 뿐, 국산 햄 소시지 찌 

게가 되어버렸다.

각설하고,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고기의 출처 

나 종류가 아니라 부대고기찌게에 들어있는 김치이다. 

아무리 영양가가 있다 하더라도 기름기로 느끼한 고기를 

먹으려면 역시 김치가 들어가야지. 그래야만 우리 나라 

사람의 목으로 넘어가지.

나는 부대고기찌게의 본을 밝히기를 부끄럽게 생각하 

지 않는다. 돌아보면 우리의 근대사가 이처럼 김치와 뿌 

리없는 서구문화의 접목 과정이었으며, 남의 집에서 도 

둑질 해 온 옷을 내 몸에 맞추려고 꼼지락거린 과정이었 

다. 컴퓨터 분야도 마찬가지로 저들의 기계와 프로그램 

을 복제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많은 

선구자들이 컴퓨터에 김치를 넣어 ‘셈틀’로 바꿔가는 오 

늘의 모습을 볼 때에는 대견스럽기만 한데야.

이제는 빠른 속도의 컴퓨터를 찾기 전에 자신과 주변 

을 둘러보는 여유를 가져야 할 때다. 용량이 큰 하드디 

스크를 찾기 전에 사고의 용량을 늘려야 할 때다. 컴퓨 

터가 나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듣고, 생각한 

바를 토론하고 전해야 할 때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지식 

을 배우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컴퓨터가 하나의 도구 

일진대 그것이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사람 먼저 나고 컴퓨터가 났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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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하며삽시다

나를 감동시킨 이 음악

지금도 읊조리는 그 선율
'V

박광동（신라가구 대표）

日 학입학후첫음악감상시 

rn 간이었다. 부푼 꿈을 안고 
니, 들어간 대학의 첫 강의 시간

|| 이어서인지 그날의 음악은 

아직£ 내마음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 
예' 기회있을 때마다 추억하게 만든다. 

' 담당교수는 우리나라 현대음악 또는. 

전위음악의 대가라 할 수 있는 작곡가 

강석희 선생님이셨다. 선생님은 그날 

이런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셨다.

여러분은 고교시절에 작곡이나 기 

악 또는 성악을 조금씩 하던 학생들이 

다. 허나，이 시간부터는 새로운 음악, 

깊이있는 음악을 배우는 음악학도로서 

나의 첫 시간은 신세계라 하는 교향곡 

을 들으면서 시작하겠다.”

이 말씀이 나에게는 “너희들은 이제 

대학이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서음악을 접할 것이니 우선 이름 그대로 

신세계를 들어봐라.” 하시는 것으로 

들렸다.

르볼작（1841 - 1904） 교향곡 제9번 

E단조 작품 95 신세계 （FROM THE 

NEW WORLD）.
4악장으로 나누어지는 이 곡은 1악 

장'아다지오 알레그로 믈토; 2악장 라 

르고, 제3악장 몰토비바체, 4악장 알 

레그로 콘 푸오코로 구성되어 있다. 
드볼작이 미국 뉴욕 국민음4원 원장 

으로 초빙되어 있던 1892년 말에 착상 

하여 다음 해 1월 10일부터 초안하여 

a 해 5월 25일에 끝마치고 피서지인 

아이오니아 스피르빌에서 현악 편성을 

마친 것을 되어 있다. .

이 곡의 초연은 1893년 12월 15일 

드볼작이 참석한 가운데 안톤 자이들 

의 지휘로 이뤄졌다. 거대한 신대륙의 

강한 인상과 활력에 넘치는 부두와 이 

름다운 경치에서 받은 감명은 그의 창 

작 의욕을 자극했고 특히 토착적인 민 

요의 채집과 혹인 음악의 선율로 새로 

운 창작의 소재를 우리에게 들려주게 

된 것이다. 그는 다만 아메리카의 국 

민적 선율의 정신으로 작곡했을 뿐이 

라고 말한다.

이 고향곡은 나에게 많은 감명을 주 

었다. 한 인간이 삶의 과정에서 느끼 

는 힘찬 약동 혹은 고요한 정서, 모든 

괴로움마저 한번에 쓸어내는 역할을 

해 주는 것 같았다. 그는 소리의 파장 

을 빌어 지금도 이 공간을•뚫고서 우 

리에게 위대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항시 흥얼거려도 피곤하지 않았던 그 

''음악, 나는 지금도 그 멜로디를 읊조 

린다.

' 교향곡을 이해하기 위해서느 요소와 

형식과 기법을 알아야 하나 듣는 이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잘 모르는 우리는 무딘 감각일지라도 

감상하며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구리시는 문화예 

술의 불모지로 이러한 음악을 접할 기 

회가 없다. 모든 문화의 장르가 모여 

서 공연하며 들려주고 보여주며 같이 

호흡하여 동참할 때 시민들의 화합이 

이룩될 것이다.

그러나 공간이 없다.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모든 예술을 접하며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 

어 주어야겠다. 이러한丁모든 것이 이 

룩되어 보여주고 들려주고 동참시킬 

때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청소년 문제 

도 자연 해소되리라 믿는다.구리시에 

는 먹고 마시는 소비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은 보고 듣 

는 것이 없고 배울 것도 없으니 그 주 

체할 수 없촌 자신들의 존재 또한 감 

당하지 못하여 폭력을 눈을 돌리고 만 

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는 

문화인이라는 모든 이들이 앞장서서 

때늦은 동기부여라도 해 줘야 할 것이 

다.

이러 것들이 안착되려면 다음과 같 

은 네 7f지 사랑운동을 펼쳐야 하겠 

다. 즉,국토사랑（애향防, 국기사랑（태 

극기）, 국화사랑（무궁화）, 국가사랑（애 

국가） 등 사애운동（四愛運動）을 펼쳐 

나가는 데 구리문화원이 주체가 되었 

으면 하는 바람이다. 음악을 몹시 좋 

아하는 한 시민으로서 구리 시민 모두 

가 생각하는 시민,노래하는 시민,건강 

한 시민,잘 사는 시민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내가 음악 신세계에서 

받았던 감동을 내가 아는 이들과 모두 

와 함께 하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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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감동시킨 이 무용

영혼을 불태우던 사람들 윤희준

（무용가 • 희준무용학원 원장）

—1 제화라는 말을 꼭 들먹이지 
우 않더라도 우리 한국 무용은 

세계의 무대로 진출하여 찬사

I 를 받고 있는 지도 이미 오래 

된 사실이다.

국제무대에서의 한국무용, 나는 지 

금부터 이와 연관된 감동의 순간을 회 

상하고자 한다.

1989년 4월,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 

사가 나라 곳곳에서 열리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세계 30여개국 타악기가 한 

자리에 모여 춤과 함께 어우러지는 무 

대였다. ‘Dambours 89’ 라고 하는 이 

축제에 우리 한국팀은 15명이 북춤을 

가지고 참가하게 되었는데, 작품 준비 

때부터 무척이나 긴장되었다. 세계 음 

악가와 무용가가 한 자리에 모이는 장 

소이니만큼 나라의 명예를 걸고 조금의 

실수나 손색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나의 이러한 부담을 가중시켰다.

때마침 서울올림픽을 치르고 난 이 

듬 해의 일이라 ‘서울 코리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아주 좋았으며 서울에 

서 왔다는 우리 팀에게 많은 관심을 보 

여주었다.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왔 

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자랑스럽게 

‘서울 코리아’를 대답했다.

당시 소연방공화국과 중국 등 여러 

공산국가가 참여한 이 공연의 열기는 

대단한 것이었다. 각 나라의 참가자들 

은 호텔에서 동고동락하며 연습에 들어 

갔다. 말은 안통하지만 손짓과 몸짓 등 

의 움직임으로 대화를 나누며 연습하는 

가운데 서로의 우정을 나누었다. 그러

는 가운데 공산국가 사람들에게 가졌었 

던 일종의 선입견들은 다 사라지고 모 

두가 한 가족이 된 듯한 느낌이 나를 

기쁘게 했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 한구 

석에 아쉬운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은 가깝고도 먼 땅 북한을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다른 공산국가 예술가들과 

이렇게 가슴 벅찬 감동의 순간들을 공 

유하면서 정작 우리의 민족인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이 서글퍼졌다.

마침내 공연이 시작되었다. 한 면이 

4층인 16개의 무대가 한눈에 들어오게 

설치되어 있었다. 전 연출자는 이 무대 

에 동시에 올라가 4시간 동안 혼연일체 

가 되어 각국의 독특한 소리와 춤을 자 

랑했다. 4명의 지휘자가 움직이는 지휘 

봉에 맞추어 세계의 타악기가 어울려 

내는 소리, 그 음악에 합류된 무용가들 

의 춤은 La grande Halle을 장엄하 

게 뒤흔들었다. 무대 위에 선 예술가들 

의 모습은 마치 온 정열을 다바쳐 영혼 

을 불태우듯 예술에 목숨바쳐 버린 사 

람들처럼 고귀하게 보였다.

이 공연을 통해 세계는 하나라는 

것, 그리고 오로지 예술만이 국경도 사 

상도 초월할 수 있다는 커을서감했다. 

예술은 인생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도 

같은 것이다. 지속되는 삶의 역경을 능 

히 극복할 수 있다는 무용 예술의 사명 

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무대를 

내려왔다.

여러 해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순간 

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온다. 그것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 

는 무용가가 오히려 감동을 받으며 펼 

쳐보인 무대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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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장 구리, 얼마나 아십니까?®

구리시의 지명 변천사

우리가 살고 있는 구리는 1986년 남양주군에서 분리 

되어 시로 승격되었다.

그 이전 까지는 구리읍이라고 했는데,이는 1914년 구 

지면（九旨面） 망우리면（忘憂里面） 노해면（麗海面） 일부 

가 합병되면서 불리게 된 이름이다.

그 이전 구리시의 모습을 보자면 멀리 삼국시대로 거 

슬러 올라간다. 남양주군이 갈려나오기 이전의 양주 지 

방은 한강유역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적 요충지 

였다. 원래는 고구려의 영토로 매성 （買省） 혹은 창화군 

（昌化君）이라 부르다가 신라에게 넘어가면서 경덕왕 16 
년（서기 757년）에 서울 지역을 한양（漢陽）으로,지금의 

양주 지역을 내소군（來蘇君）이라 개칭하였다. 후일 고려 

태조 왕건은 한양굳을 양주（楊州）로,내소군이었던 양주 

를 견주（見州）라 고치고 양주에 지주사（知州事）를 두어 

견주까지 관할케 하다가 현종 9년 （서기1018년） 견주는 

양주에 편입되었다.

고려 문종（文宗）은 서울（당시 양주）을 남경 （南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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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새로운 궁을 지었으며,숙종 4년（서기 1099년）에 

남경의 도성을 축조하고 남경유수관（南京留守官）으로 칭 

하였다가 충렬왕 34년（서기 1308년）에 한양부（漢陽府） 

로 개칭하였다.

조선 태조 3년（서기 1394년） 10월 28일 개성 （당시 開 

京）으로부터 한양부를 천도하고 한성부라 개칭하였다가 

곧 고려 때의 양주고을에 도읍을 정하고 그 자리만을 한 

성부라 정하였다. 이때 양주의 행정관서인 부치 （府治）는 

당시의 동촌（東村,현재 아차산 남쪽）인 대동리（대동리） 

로 이전하였으며 지양지人｝（知楊州事）로 그 위치가 높아 

졌다가 이듬해인 1396년에 부로 승격하여 부사（府使）가 

배치되었다. 그후 태조 6년 （서기 1397년）에 부치를 다 

시 견주（일명 WH） 고기（古基,州內面 古邑里）로 이전하 

고 계속하여 양주라고 칭하였다.

양주군에서 남양주군이 분리된 것은 1980년 4월 1일 

행정구역 조정에 의해서였다.이에 따라 구리읍•미금읍• 

별내면•진접면•진건면•수동면•화도면 •와부면 등을 남양 

주군으로 부르게 되었다.

참고 :〈〈역사의 향기〉〉남양주문화원1982.%



골목길에 떨어진 사금파리 하나로도 한 나절을 놀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나뭇가지 하나, 

돌멩이 하나도 손에 쥐면 모두가 훌륭한 

장난감으로 변하곤 했다.
저녁밥을 먹고 난 후면 누& 부르지 않아도 의a 

그 장소로 모이던 아이들.

그때 아이들의 놀이는 창의력과 협동을 필요로 

했고 연극적인 요소도 다분히 들어 있었다. 

컴퓨터 오락으로 여가를 보내는 요즘 아이들에게 

그때의 즐거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놀이문화는 한 집단의 ‘삶의 질’을 판가름한다.

따라서 본 편집실에서는 선인들의 정서를 

이어받아 건강한 놀이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한 

방편으로 경기도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놀이를 

소개하기로 했다.



선인들의 놀이문화

여우놀이

인 원 : 3명 이상

장 소 : 마당이나 골목길 등 바깥

놀이방법 : 먼저 가위바위보를 하여 술래인 여우를 정한 

다. 이 여우가 멀리 가서 자는 척을 하면 나머지 여러 

사람 쪽에서 먼저 가락에 맞춰 다음과 같은 노래를 한 

다.

여러사람 : 한 고개 넘어 왔다.

두 고개 넘어 왔다.

세 고개 넘어 왔다.

여우야,여우야 뭐하니?

여 우 : 잠잔다.

여러사람 : 잠 꾸러기. 여우야,여우야 뭐하니?

여 우 : 세수한다.

여러사람 : 멋쟁이. 여우야,여우야뭐하니i?
여 우 : 밥 먹는다.

여러사람 : 무슨 반찬?

여 우 : 개구리 반찬.

여러사람: 죽었니,살았니?

여기서 여우가 “죽었다” 하면 가만히 서있고 “살았다” 

하면 도망을 가야 한다. 이때 술래가 도망가는 사람 중 

하나를 치면 그 사람이 술래（여우）가 되고, 만일 한 명 

도 못 치면 다시 술래가 된다.

수박따기놀이

인 원 : 10명 정도

장 소 : 처마 밑이나 담장 밑

시 기 : 여름 또는 가을 밤, 특히 달 밝은 밤에 많이 한 

다.

놀이방법 : 먼저 수박을 지키는 할멈 하나와 수박을 따 

는 영감 하나를 뽑고 나머지는 모두 수박이 된다. 지붕 

밑 축돌에 수박들이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나란히 두손 

을 모으고 앉는다. 그 옆에 수박을 지키는 할멈이 돌로 

문을 만들고 턱을 고이고 수박을 지킨다. “에헴” 하는 

기침 소리와 함께 허리가 굽은 영감이 지팡이를 짚으며 

수박을 따러온다.

영 감 : 할멈 할멈,문 열어주.

할 멈 : 왜 그러우?

영 감 : 수박 따러 왔수.

할 멈 : 아직 덜 익었수. 모래쯤이나 와 보구려.

영감이 허리를 구부리고 기침을 하며 나간다. 영감이 

나간 후 수박들은 두손을 점점 벌린다. 수박이 점점 익 

어간다는 표시다. 잠시 후（놀이 내용상으로는 사흘 후） 

영감이 다시 찾아온다.

영 감 : 할멈 할멈,문열어주.

할 멈 : 왜 그러우? '

영 감 : 수박 따러 왔수.

할 멈 : 아직 덜 익었수. 모래쯤이나 오시우.

영감이 허리를 구부리고 투덜거리며 나간다. 수박들은 

점점 익어가는 표시로 손을 벌이다 나중에는 팔까지 활 

짝 편다. 잠시 후 영감이 또 찾아온다.

영 감 : 할멈 할멈, 문 열어주.

할 멈 : （몸을 툭툭 털고 일어서며） 어디 골라 보시 

유.

할멈이 돌을 비끼며 문 여는 시늉을 하자,영감이 들어 

와 주먹을 쥐고 작은 것부터 툭툭 머리를 때린 후 냄새 

를 맡아본다. 그러면서 “홍, 이건 덜 익었군, 이건 설은 

냄새가 나네.” 하면서 별별 잔소리를 다 늘어 놓다가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머리를 툭툭 친다. “어, 

이건 단내가 나네.” 하며 잡아 다니지만 수박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다시 힘을 주어 잡아다니지만 그래도 

안 떨어진다. 그러자 영감은 “어,그 놈 참 잘 여물었구 

나. 이 놈을 꼭 따가야 할 텐데. 어디 참기름 좀 발라보 

자.” 하며 기름 바르는 시늉을 한다. 그러자 수박은 미 

끄러워져서 더욱 따기가 힘들어 오히려 영감은 뒤로 나 

자빠진다. 화가 난 영감은 소리를 버럭 지르며, “어디 도 

끼로 잘라도 안 떨어질래?” 하며 손으로 수박을 때린다. 

수박은 마지 못해 떨어져 영감 손에 이끌려 간다. 다음 

날 영감이 또 찾아 온다.

영 감 : 할멈 할멈,문 열어주..

할 멈 : 왜 그러우?

영 감 : 수박따러 왔수.

할 멈 : 어제 가져 간 수박은 어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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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감 : （익살을 부리며） 아 글쎄 쥐도 새도 모르게 

다락에 감춰두었는데 그 쥐란 놈이 다 갉아 먹었지 뭐 

유. 나 원참 원 분해서.

영감이 분통을 터뜨리며 울상을 짓자 할멈은 마지 못 

해 문을 열어준다. 어제와 같이 유난을 떨며 수박을 골라 

간신히 따간다. 그러나 영감은 잠시후 또 온다.

할 멈 : （성을 내며） 어제 가지고 간 수박은 어쨌어?

영 감 : 모르고 뒷간에 가지고 갔다가 똥통에 빠뜨렸 
수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 놓으면서 영감은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수박을 따간다. 이렇게 속아 할멈은 수박을 

영감에게 모두 뼤았긴다. 한편 영감은 따온 수박을 쓰레 

기통 옆이나 대문 안,나무 위 등지에 각각 숨긴다. 수박 

을 잃고 화가 난 할멈은 영감집을 찾아간다.

할 멈 : 우리 수박 당장 내놔,우리 수박 어쨌어?

영 감 : 글쎄,나는 모르는 일인 걸. 우리 집에 수박 

이 있나 어디 한번 찾아 보우.

배짱을 내미는 영감과 한참을 싸우던 할멈은 하는 수 

없이 직접 수박을 찾아다닌다. 이렇게 해서 수박을 찾 

아내면 할멈이 이기게 되는데,그 다음 번에는 할밈이 영 

감역을 할수 있다.

토끼놀이

인 원: 5명이상

장 소 : 넓은 마당이나 공터

놀이방법 : 먼저 가위바위보를 통해 술래인 토끼를 정한 

다. 원을 그려 만든 집에 토끼만 남아있고 나머지 사람 

들은 제가끔 열 발자국씩 뛰어나간다. 그리고는 술래와 

다음의 대화를 가락에 맞춰 나눈다.

여러사람 : 토끼야,토끼야.밥 먹었니‘?

토 끼 : 밥 먹었다.

여러사람 : 무슨 밥 먹었니?

토 끼 : 콩밥 먹었다.

여러사람 : 무슨 반찬 먹었니?

토 끼 : 고기 반찬 먹었다.

여러사람 : 맛있니?

이 때 토끼가 “맛있다 ”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뛰고 

“맛없다 ”고 하면 뛰지 말아야 한다. 토끼가 “맛있다 ” 

고 했을 때 도망가는 사람들 중 하나를 토끼가 쫓아가 

치면 그 사람이 술래가 되고 “맛없다 ”고 했을 때 뛰는 

사람 역시 술래가 된다.

수박따기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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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들의 놀이문화

비석치기

인 원 : 2명 이상

필요한 것 : 비석 （손바닥 만한 크기의 납작한 돌）

놀이방법 : 약 5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양쪽 끝에 선 

을 긋는다. 선 한쪽에는 비석을 세워두고 다른 한쪽에 

서서 비석보다 조금 작은 돌로 비석을 쓰러뜨리는 놀이 

이다.사람이 많을 때는 두 편으로 나누어 비석을 먼저 

모두 쓰러뜨리는 편이 이긴다. 비석을 쓰러뜨리는 방법 

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놀이를 시작할 

때 그 방법을 정한다.

① 비석을 보고 서서 그냥 돌을 던져 쓰러뜨린다.

② 돌을 한번 던진 후 발로 차서 맞힌다.

③ 발등에 돌을 얹고 네 발자욱을 간 후 돌을 그대로 

던져 맞힌다.

④ 양 무릅 사이에 돌을 끼워 넣고 걸어가 비석 

위에서 떨어뜨려 맞힌다.

⑤ 가슴 위에다 돌을 얹고 윗몸을 뒤로 제껴 조심스레 

걸어가서는 떨어뜨려 맞힌다.

⑥ 어깨 위에다 돌을 얹고 걸어가서는 떨어뜨려 

맞힌다.

군사놀이

인 원 : 10명 정도

장 소 : 넓은 공간

시 기 : 여름 밤

놀이방법 : ¥ ■람의 술래가 두 손을 마주잡고 높이 쳐 

들어 문을 만든다. 나머지 사람들은 일렬로 서서 차례로 

그 문으로 들어간다. 돌아나와 또 들어가고 하면서 다음 

과 같은 문답식 노래를 부른다. 여기서 술래는 문지기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군사가 된다.

문지기 : 어디 군사인가?

군 사 : 경상도 군사로세.

문지기 : 몇 천명인가?

군 사 : 삼천명일세.

문지기 : 몇백 바퀴 돌았나?

군 사 : 삼백바퀴 돌았네.

문지기 : 무슨 칼을 찼나?

군 사 : 장군칼을 찼네.

문지기 : 무슨 신을 신었나?

군 사 : 장군신을 신었네.

문지기 : 어디로 들어가는가?

문지기 : 동대문으로 들어가네.

신발뺏기

인 원 : 10명 정도

장 소 : 넓은 마당

놀이방법 : 땅에다 지름 2미터 정도의 원을 그리고 술래 

가 그 안에 들어가자신의 신발을 벗어놓는다. 그러면 원 

밖에 있는 사람은 금을 밟지 않고 술래에게 붙잡히지 않 

으려고 노력하면서 술래의 신발을 빼앗으려 한다. 신발 

을 빼앗다가 술래에게 붙잡히면 자신의 신발을 한짝 벗 

어 원 안에 놓는다. 신발을 두짝 다 빼앗기면 그 사람은 

술래가 된다.

술래가 신발을 모두 떼앗기면 나머지 사람들은 술래의 

팔 다리를 붙들어 나이 만큼 흔들고,미리 정해놓은 곳으 

로 뛰어간다. 술래는 땅바닥에 얼른 자신의 이름을 쓰고 

그들을 잡으러 쫓아간다. 술래의 손에 잡히지 않으면서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자신의 이름을 쓰면 더이상 잡힐 

염려는 없다. 술래가 아무도 붙잡지 못했을 때는 다시 

술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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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잡기놀이

인 원 : 15명 이상

장 소 : 넓은 마당이나공터

놀이방법 : 가위바위보를 하여 맨 나중에 진 사람을 너 

구리,그 다음에 진 사람을 닭이라 한다. 그 나머지 사람 

들은 손에 손을 잡고 원을 만들어 원 안에는 닭을 원 밖 

에는 너구리를 둔다. 너구리가 닭에게 “달걀 한 개만 주 

면 안 잡아먹지.” 하며 꾄다. 닭이 말을 듣지 않자 너구 

리는 닭을 잡으려 원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나머지 사람 

들은 손을 움직이거나 간격을 좁혀 길을 막는다. 그러다 

가 너구리가 원을 뚫고 들어가면 사람들은 재빨리 닭을 

밖으로 내보낸다. 이렇게 하여 너구리가 닭을 잡을 때까 

지 놀이는 계속되고,닭이 잡히면 너구리가 된다.

말놀이

인 원 : 10명 정도

장 소 : 넓은 마당이나 공터

놀이방법 : 가위바위보를 해 이긴 사람이 말 임자,그 다 

음에 이긴 사람이 임자에게 딸린 말이 되고,그 나머지는 

모두 일반 말이 된다. 일반 말들은 키가 큰 사람부터 이 

열로 선다. 이때 말 임자가 자신의 말을 몰고 와 길가에 

두고 음식점에 들어간다. 이를 본 일반 말들은 이 말을 

몰고 와서 자신의 무리 맨 끝에 둔다. 이 말들은 모두 

앞사람의 허리를 꽉 끌어안고 연달아 일렬로 늘어서 있 

다. 그제서야 나온 말 임자,말이 없어졌으므로 옆에 잇 

는 말들에게 “내 말이 여기 있지요?” 하고 묻는다. 그러 

면 일반 말들은 입을 모아 “여기에느 없소.”한다. 그러 

나 말임자는 무리에서 자신의 말을 확인하고는 이를 잡 

으려고 한다. 일반 말들은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아 

서고 말임자와 일반 말 사이에 몸싸움이 생긴다. 말임자 

가 말을 빼았을 때까지 놀이는 계속된다.

남대문놀이

인 원 : 10명 정도

장 소 넓은 마당이나 공터

놀이방법 : 먼저 두 사람을 뽑아 두손을 마주잡고 높이 

처들게 한다.나머지 사람들은 줄을 지어 서서 노래에 맞 

춰 차례로 두 사람 사이를 빠져나간다. 두 사람은 적당 

한 때 손을 내려 그 중 한명을 잡고 “너 무얼 먹고 사 

니‘?”라고 묻는다. 이때 잡힌 사람이 “밥 먹고 살았다.” 

라고 하면 안 보내고 “젖 먹고 살았다.”라고 하면 보낸 

다. 이렇게 반복하며 논다.

말놀이



선인들의 놀이문화

호랑이놀이

인 원 : 10명 내외

장 소 : 넓은 마당이나 공터

시 기:여름밤

놀이방법 : 참가 인원이 두 패로 나뉘어 한 패는 호랑이 

패가 되고 나머지는 나무꾼패가 된다. 두 패는서로 일정 

한 거리를 두고 대립하여 있다가 먼저 나무꾼패가 “나무 

하러 가자.”면서 호랑이패 근처로 와 나무하는 시늉을 

한다. 호랑이패는 이 나무꾼들을 잡아다 일부 호랑이에 

게 감시를 시킨다. 아직 잡히지 않은 나무꾼들은 잡혀있 

는 동료들을 구하려 호랑이집 근처를 배회하다가 나무꾼 

의 손으로 치면 그 사람은 구출되어 다시 활동을 시작한 

다.

이런 식으로 호랑이패가 나무꾼패를 모두 잡아 가두면 

이긴다. 호랑이패가 아무리 나무꾼을 잡았다 하더라도 

호랑이집까지 갖다 놓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호랑 

이가 나무꾼을 잡으려 하면 근처에 있던 나무꾼들이 끌 

고가지 못하게 막아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호랑 

이들도 나타나 큰 몸싸움이 되기도 한다.

그림자밟기

인 원 : 5명 이상

장 소 :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곳

놀이방법 : 먼저 가위바위보를 술래를 한명 정한다. 술 

래가 열 혹은 스믈을 세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 

피신할 수 있는 곳까지 가서 술래를 놀려댄다. 그러면 

술래는 놀려대는 사람의 그림자를 밟으려고 이리저리 뛰 

어다닌다. 술래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그림자 머리 부분 

을 밟아야 하는데, 그림자를 밟힌 사람은 다음 번 술래 

가 된다.

깡통차기

인 원 : 3명 이상

장 소 : 넓은 마당

필요한 것 : 지름 10센티 정도의 깡통

놀이방법 : 땅바닥에 직경 1미터 정도의 원을 그리고 그 

안에 깡통을 놓는다. 술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깡통 

을 세번 찬다. 한 사람이 세번 차거나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며 차도 좋다. 술래가 이 깡통을 찾으러 간 사이 나머 

지 사람들은 각자 뛰어가서 숨는다.술래는 깡통을 찾아 

원안에 놓고는 사람들을 찾으러 다닌다. 술래가 없는 사 

이 누군가가 나와 깡통을 차고 다시 숨는다. 그럴 때마 

다 번번이 술래는 깡통을 다시 집어다가 놓아야 한다. 

술래가 숨은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 

르고 재빨리 원으로 뛰어가 깡통을 집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음 번 술래가 되는데,만일 숨은 사람이 먼저 

달려가 깡통을 집었을 때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계속하 

여 연거퍼 세번 술래를 했을 때는 벌칙을 주고 술래를 

바꿔준다.

갑을（甲기 적어넣기

인 원: 2명
장 소 : 마당 혹은실내에서도 가능

필요한 것 : 옥돌

놀이방법 : 먼저 제가끔씩 직사각형을 그리고 가로를 3 
등분 세로를 4등분하여 12칸을 만든다（그림 1）. 가위바 

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갑（甲）을 진 사람은 을（6）을 

각각 써넣는다（그림 2）. 이렇게 반복하여 빈칸이 다 차 

면 이번에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을（Z」）을 

지우고 갑（甲）을 써넣고,진 사람은 반대로 갑（甲）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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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 을（6）을 써넣는다. （그림 3）과 같이 12칸에 갑 

（甲）을 먼저 채워 넣는 사람이 이긴다.

사방치기

인 원 : 2명 이상

장 소 : 마당

필요한 것 : 납작한 돌

놀이방법 : 마당에 그림과 같이 그리고 가위바위보 

로 순번을 정한다. 이긴 사람이 먼저 돌을 1번에 던지고 

한 발로 뛰어 다시 2번,3번,4번 순으로 돌을 몰아 집으 

로 돌아온다. 그러는 동안 돌이 선을 밟거나 밖으로 나 

가면 죽은 것이 되므로 다음 사람의' 차례가 된다. 무사 

히 한바퀴를 돌고 오면 ‘이마’라고 하여 눈을 감고 선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며 다시 한바퀴 돌아온다. 이마를 먼 

저 끝내는 사람이 이긴다.

임금놀이

인 원 : 5명 이상

필요한 것 : 종이와 가위

장 소 : 방안이나 조용한 뒷마당

놀이방법 : 종이를 손바닥 만하게 오려 임금,민간,형사, 

방망이,도적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각각 써넣는다. 만일 

노는 아이가 다섯 이상이면 민간을 둘 이상 쓰면 된다. 

이 종이를 보이지 않게 똑같이 크기로 접어서 섞어 놓는 

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씩을 집어서 자신의 직분을 

확인한다.

이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사람은 도적이다. 다른 사람 

에게 자신이 도적임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얼굴 

빛이 변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어디까지 

나 태연하게 있어야만 한다. 형사의 책임도 중요하다. 

형사가 도적을 잘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 이 놀이의 

재미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종이에 적힌 대로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는데,먼저 임 

금이 형사를 부른다.

“형사야 도적놈을잡아오너라.”

이 때 사람들의 얼굴은 긴장되기 시작하는데,형사가 

바로 나타나면 재미가 없다. 형사는 사람은 시치미를 뚝 

뗀 채 사람의 얼굴들을 살핀다. 도적이 누구인가가 대충 

짐작되면 “예.”하고 대답한 후 도적을 잡아 임금께 올린 

다. 형사가 도적을 제대로 잡았을 때는 도적이 방망이한 

테 매를 맞지만 만약 ‘민간’이나 ‘방망이’를 도적이라고 

잘못 잡았을 때는 형사가 대신 매를 맞는다. %

꽁지잡기

인 원 : 8명 이상

장 소 : 넓은 공터

놀이방법 : 먼저 가위바위보를 해서 맨끝에 진 사람이 

술래가 되고,그 다음 진 사람이 꽁지가 되고,제일 먼저 

이긴 사람이 머리가 된다. 머리를 선두로 나머지 사람들 

은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늘어서는데,꽁지는 그 끝에 붙 

는다. 술래는 꽁지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머리는 팔을 

벌려 길을 막는다.이때 머리는 술래의 옷이나 몸을 잡아 

서는 안되고 나머지 사람들도 앞사람의 허리를 놓쳐서는 

안된다. 술래가 꽁지를 잡으면 머리가 되고 꽁지는 술래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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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규박사가 전하는 건강메시지

플게처뱁
한입에 백번 씹어 먹는 식사법

> 국의 대부호 플레처는 키 164cm에 체중은 거 

Tj 의 100kg이나 되는 아주 비만한 사람으로 당뇨 

H 병,관절염,통풍 등 여러가지 병을 갖고 있었다.
I 워낙 부자인지라 내노라하는 병원은 모두 다녀 

보았지만 그의 병은 조금도 나아질 줄을 몰랐다. 그러던 

중 어느 의사에게서 ‘식사를 한입에 80번씩 씹어 먹으면 

건강을 되찾을 것’이라는 권유를 받았다. 당시 그의 나 

이 45세. 그리 탐탁한 처방은 아니었지만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인들 못하랴’하는 생각에 이 식사법 

에 모든 것을 걸고 의사 권유대로 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의 한끼 식사 내용은 감자와 빵,고기였는데 이를 30 
개를 조각으로 나누어,30분 걸쳐 도합 2500번씩을 씹어 

먹었다. 그렇게 4개월을 지내고 나자 그의 몸에는 놀라 

운 변화가 일어났다. 체중은 70kg으로 줄었고, 당뇨병, 

관절염 등 질병이 씻은 듯이 낳아 몸은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상태가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식사량과 취향에 

도 변화가 생겨,예전에 비해 먹는 양은 반으로 줄었고 

점차 고기가 싫어지고 곡물과 채소가 좋아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훌륭한 비법을 혼자만 알 

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널리 알리기로 마음 먹었다. 그래 

서 자신이 하고 있던 일체의 사업을 아들에게 넘겨주고 

소위 ‘100번 씹어 먹는 법’을 중심으로한 ‘플레처법’을 

발표,미국 전역과 유럽을 돌며 강연을 하기 시작했다.

원래 독일, 덴마크, 스칸디나비아 등 북부 유럽은 날 

씨가 추운데다 해가 뜨는 날이 적어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하는 불모의 땅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냥을 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주위의 자라는 풀을 이용 

해 소나 양을 사육하여 식량으로 삼았다.

이런 육식 습관에 젖어온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독일의 대표적인 영양학자 

인 보이트 박사는 1867년에 ‘성인의 1일 영양 섭취 기 

준량은 단백질 118kg，지방 56kg, 탄수화물 500kg으로 

총 3445 칼로리’라는 ‘고단백 고칼로리설’을 내놓았으 

며, 이 설을 계승한 독일의 루부너 박사는 영양학의 조 

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거의 최근까지도 사람들은 고단 

백 식이,즉 육식을 많이 해야 건강하게 살아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느닷없이 나타나 구미를 돌며 ‘한 

입에 100번 씹어먹는 법’을 중심으로 식생활에 대해 강 

연을 하던 플레처가 주장한 1일 양양 섭취량은 단백질 

45g, 지방 38g, 탄수화물 253g으로 총 1600칼로리였 

다. 이는 보이트가 제시한 기준량의 절반 정도로 요즈음 

병원에서 당뇨병 환자에게 권하는 정도의 적은 분량이 

다.

처음에 영양학자들은 플레처의 강연을 듣고는 웃기는 

친구가 코메디하고 다닌다고 비웃었다. 그러던 중 예일 

대학의 영양학자인 치텐든 교수가 플레처의 주장에 관심 

을 갖고 일단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그는 자가 영양학 

연구실의 조수, 학생, 군인들을 모아 실험을 한 결과 플 

레처의 식사법이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자 이를 인정하 

고, 인간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의 양은 체중 1kg당 0.6
0.75g이면 적당하다는 내용의 새로운 견해를 발표하 

였다. 이어 컬럼비아 대학의 셔만 교수, 존스 홉킨스 대 

학의 매커럼 교수 등이 재실험을 통해 치텐든 교수의 안 

이 옳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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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규

구리시민에게 건강 메시지를 전하는 양형규 박사는 

연세의대 학부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의대 박사 

과정 및 부속 세브란스 병원 인턴 외과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했다. 지금은 연세의대 외래 조교수로 

있으면서 구리시 에서 양형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막스프랑크 영양생리학 연구소에서는 성인의 1 
일 필요 단백질양은육류로는 하루60g이 적당하며, 고기가 

아닌 곡물이나 채소의 단백질일 경우 하루 30g,콩나물 

이나 숙주나물과 같이 발아중인 식물성 단백으로는 15g 
이 적당하다고 발표하였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라면 육류 섭취량을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공 

감을 얻고 있다.

미 상원 의료문제 특별위원회에서도 인류가 건강해지 

기 위해서는 육류와 설탕,소금의 섭취량을 줄이고 탄수 

화물의 섭취량을 늘릴 것을 권하는 식사목표를 내놓았 

다.

미국 UCLA 대학의 병리학 교수이며 인간의 장수를 

연구하는 저명한 학자인 월포드 박사는 다음과 같은 실 

험으로 소식의 효용성을 증명하였다. 각각 식사량을 달 

리한 쥐의 건강 상태를 관찰한 결과,필요 열량의 60%만 

을 먹인 쥐는 양껏 먹은 쥐보다 면역성이 강해 병도 잘 

안 걸리고 노화가 늦게 시작되는 현상을 발견하고는,사 

람도 중년기부터 소식을하면수명이 12-20% 정도 더 길 

어진다고 발표하였다.

소식을 하면 장수한다는 설 역시 현재 정설로 받아들 

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건강을 원한다면 당연히 소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간단한 일은 아니다. 많이 먹던 사람 

이 갑자기 소식을 하면 일종의 허탈감에 빠지기 쉽다. 

이 허탈감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한 입에 100번 

씩 오래 씹는 것이다.

미국의 뇌신경 연구팀이 횐쥐를 이용한 만복감에 대 

한 실험은 무척 홍미롭다. 횐쥐 뇌의 시상하부 외측과 

내측에 각각 작은 전극을 넣어 약한 전류를 보내 자극하 

니,외측을 자극받은 횐쥐는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먹 

이를 계속 먹었지만,내측을 자극받은 횐쥐는 공복시에도 

먹이를 좀처럼 먹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시상하부의 내 

측핵에 만복감을 느끼는 신경중추가 있음을 알게 되었는 

데, 이 만복감을 느끼는 중추를 자극시키는 것이 바로 

오래 씹는 자극이다.

그러므로 적게 먹어도 오래 씹어 먹기만 하면 이 중추 

가 자극되어 더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게 된다. 또 

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먹기 시작한 후 20분이 지나 

야 흡수된 당이 뇌에 전달되기 시작하는데,음식을 빨리 

먹으면 당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는 신호가 아직 뇌에 전 

달되지 않아 많이 먹게 된다.

비만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음식을 잘 씹지 않고 빨리 삼킨다는 점이다. 한 입 

에 100번씩 씹어 먹는 식사법은 소식을 실천하여 저절로 

체중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건강으로 가는 확 

실한 길이다.

구리 시민 모두가 육류보다는 채소를 많이 먹고,한 입 

에 100번씩 꼭꼭 씹어 먹어 소식하는 식사법을 습관화하 

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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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배워봅시다

어

泰0 종 이i 기
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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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오 문 자（종이접기 연구가）

한국어린이선교신학교 보육과 강사 

제2회 종이접기 작품공모전 대상 수상. 

제3회 종이접기 작품공모전 특별상 수상. 

제9회 세계종이접기 작품전 출품.

펭 귄

89



안쪽으로 접는다

새끼오리는 +의 색지로 접는다.



백 조

⑤

오리접기의

①입부리를 접지 말고

®까지 같은 모양으로 접는다.

⑥
②

③

④

산접기골접기

반대쪽으로 뒤집기화살표 방향으로 접기

종이접기 기호 용례

완성

쑤 새들의 눈은 그려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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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문화원에 바란다

먼저 의식의 전환을

윤건암（상록회 회장）

물질만능에 젖어있는 인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순화시켜 우리 삶의 질을 한층 

높혀줄 수 있는, 

그리하여 후손에게 보다 나은 문화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01 바로 

문화원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 寸 리가 시로 승격된 지도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 
斗 지만 시민의 정신적인 면을 순화, 발전시킬 수

— 있는 기구가 없음을 퍽이나 안타가워 하던 차 

' 에, 지난 해인 199년 10월 늦게나마 구리문화 

원 발족을 보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원래 문화라는 말의 의미는 경작이나 재배를 뜻하던 

것이 나중에 교양이나 예술 등의 뜻으로 바뀌면서 구체 

적으로 첫째로 현대적 편리성이요,둘째로 높은 교양과 

깊은 지식 및 우아함 등을 말함이요,셋째로는 인류의 가 

치적 소산인 철학,종교,예술,과학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뚯이 변화되어 왔다.

그런데 구리시는 지역적 특성상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물질적인 면이나 시각적인 발전만 있었지 시민의 마음의 

양이 될 문화시설은 전무한 상태에 있었다 하여도 과언 

이 아니다. 따라서 구리시는 고유의 문화를 갖지 못하고 

서울의 퇴폐문화에 침범당하는 부분도 있었다.

문화사업이란 그 특성상 짧은 시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어제 갓 발족된 문화원에 대 

하여 무리한 기대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든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에 말한 문화의 정의 

중에서 세번째 항목인 인류의 가치적 소산을 일깨울 수 

있는 일들을 쉬운 것부터 조금씩 조금씩 하여 나아가 주 

십사 하는 바람을 전하고 싶다.

문화원을 행정부의 정책을 홍보나 하는 기관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선은 이러한 인식부터 바꾸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질만능에 젖어있는 인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순화시켜 우리의 삶의 질을 한층 높 

여 줄 수 있는,그리하여 후손에게 보다 나은 문화 유산 

을 물려 줄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바로 문화원이라는 인 

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보다 많은 시민들 

이 문화원의 행사에 애착을 가지고 참여할 것이다. 아무 

리 좋은 행사를 한들 참가자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터이므로.

나는 기대해 본다. 구리문화원 회원 서너명이 처음엔 

취미로 노래를 시작하더니 어느 사이엔가 합창단으로 발 

전하여 이루어내는 하모니,구리 지역 화백들이 문화원으 

로 모여들더니 언젠가부터 수시로 열리게 되는 기획전이 

나 개인전, 잊혀져가는 미풍양속의 재현,유익한 문화강 

좌,그리고 이러한 문화를 즐기기 위해 손꼽아 기다리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온가족이 손잡고 참가하는 시민들, 

그들의 삶은 분명 아름다울 수 있으리라. 좀더 욕심을 

부리자면 인근 도시에서도 구리문화원의 행사에 참가하 

기 위해 망우리고개를 넘어,한강을 건너 모여드는 상황 

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원은 하나의 행사를 하더라도 겉 

치레보다는 내용에 충실한,그리하여 구리시민 하나하나 

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사를 하도록 힘써야 한다. 발족 

한 지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다른 어떤 지역보다 활기차 

게 움직이는 구리문화원이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임직원 

모두가 문화원 발전에 헌신 봉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 

탁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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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고지신을 생각하며

이한순 （주부）

아이들에게 문화적 체험을 안겨주고 싶어 

가끔 가족들과 의논하지만 마땅한 문화공간이 

없어 서을 쪽으로 몸을 옮겨야만 했다.

그럴 때마다 왠지 모를 안타까운 마음이 마음 

한 구석을 메우곤 했었다.

A 고지신（溫故之新）이란 말이 있다. 옛것을 익혀 

y 그로 인해 새것을 안다는 뜻이다. 오랫동안 부 
느- 녀회 일을 맡아오면서 나름대로 폐지를 모은

L - 다. 알뜰시장을 연다 하고 분주한 시간을 보냈 

지만 옛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일들은 언제나 머릿속 

에서만 맴돌 뿐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둣 싶다.

옛 성현들은 술마시는 일에도 격식과 품위를 차린 것 

으로 알고 있다. 구리시에 산재해 있는 돈마시는 룸살롱, 

국적을 알 수 없는 위락 시설,한집 건너 하나씩 있는 숙 

박업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현실이다. 이 

러한 소비성 도시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 예나 지금이나 불안하기 짝이 없다. 아이 

들에게 문화적 체험을 안겨주고 싶어 가끔 가족들과 의 

논하지만 마땅한 문화공간이 없어 이곳에서 한시간여를 

소비해가며 외지로 나가거나 서울 쪽으로 몸을 옮겨야만 

했다. 그럴 때마다 왠지 모를 서글픔과 안타까운 마음 

한구석을 메우곤 했었다. 옛 문화에 대한 소양을 길러주 

고자 아이들과 천자문도 같이 읊조리고 명심보감도 일깨 

워주고 싶었지만 큰 아이가 스물 둘,작은 아이가 스물, 

이제는 늦었다 싶어진다.

고생 끝에 일궈놓으신 문화원. 여기에 깊게 바라고 싶 

은 당부의 말은 아이들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우리 것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 

으면 하는 것이다.

일전 텔레비전을 보다니까 어느 마을의 할아버지들이 

손자같은 동네 아이들을 모아 놓고 “하늘천 따지……” 

하는 천자문을 가리키며 이와 함께 음양의 원리와 효 

（孝） 충（忠） 은（恩）에 대한 성현의 말씀을 한자한자 짚 

으며 강의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 광경을 본 나는 부러 

운 마음에 우리 동네에서도 이런 행사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은 힘들겠지만 일주일에 두세번이라 

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이용,아이들에게 기본적인 한 

학과 예절을 가르쳐 어른을 공경하고 신의를 지킬 줄 아 

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의 

의의를 깨우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여 주었으면 한다.

이로인해 가뜩이나 외세 문화에 밥을 빼앗겨 우리 문 

화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에게 골고루 영양 섭취를 시 

켜 좀더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한국인으로 키울 수 있는 

바람이 되리라 본다.

또한 집에서 살림을 꾸려나가는 주부로서 대부분의 주 

부들이 인스턴트 식품으로 식탁을 메우는 모습에 실로 

안타까움을 갖는다. 먹거리 문화도 무척이나 중요하다. 

‘뚝배기보다 장맛’이라는 말도 있는데 비닐봉지에 든 

장을 가지고 무슨 맛을 낼 수 있겠는가. 전통적인 방식 

에 의해 장을 만드는 방법을 편하게만 살아가려는 젊은 

세대에게 전수해 주는 것 또한 문화원의 일이 아닌가 생 

각한다. 물론 전통놀이나 정신문화 전반에 걸쳐 할일이 

무척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두루 다양한 계층,남녀노소 

가 참여하여 마음껏 어울릴 수 있는 문화원이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요즈음 여성의 사회 참여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문화원에서 운영되는 일 가운데 여성이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되었으면 한다.

우리 엄마들이 먼저 온고지신해야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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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화공간 마련을

이 수 선（금곡종고 1년）

요즘 청소년 문제가 많이 일어나

어른들도 속상해하고 계시겠지만 같은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저희들은

무척 답답하답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자살을 했다는 비통한 소식은 특히 저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리문화원에 계신 모든 분들께.

먼저 우리 지역사회를 의해 애쓰고 계신 구리 

문화원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구리시민들은 문화 

원이 어떤 곳이며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 

실만은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리문화원 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 

리 지역에는 저희 같은 학생들은 물론 어른들도 마땅히 

즐길 만한 문화 시설이 부족합니다. 요즘들어 구리문화 

원에서 여러가지 유익한 행사를 열고 있다는 소식은 듣 

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집안 어른들의 규제나 학교 공 

부에 대한 부담으로 마음껏 참여할 수 없음이 안타깝습 

니다. 그•러니 저희 청소년들이 언제라도 찾아가 스트레 

스를 해소할 수 있는 야외 문화공간이나 작은 공원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입시 위주의 학교 생활에서 공부의 노예로 전락해가는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에 한송이의 꽃을 피워 건강한 육 

체와 정신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 

요. 요즘 청소년 문제가 많이 일어나 어른들도 속상해하 

고 계시겠지만 같은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저희 

들은 무척 답답합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자살을 했다는 

비통한 소식은 특히 저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스트레스를 풀 만한 장소 

를 찾지 못하여 가서는 안될 곳을 가서 해서는 안될 행 

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적발이 되면 문제아 

로 찍히게 되고 그리고나서는 정말 탈선 학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많이 만들어져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시립도서관은 주위 환경이 

안 좋아 이용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서 

관에서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모여 

이야기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되었으면 합니다. 가끔 영화 상영도 하고 시 낭송회도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이 마땅히 만날 장 

소가 없어 어른들이 금지하고 있는 레스토랑이나 다방을 

출입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구리 지역에 있는 문화 유산을 잘 보존하여 청소 

년들이 우리 조상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 

면 합니다. 동구능 등의 고궁도 잘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주위의 고궁 

을 보면 잡초가 능을 덮고 있을 뿐 아니라 휴지 등의 쓰 

레기가 여기저기에 뒹굴고 능비들도 이끼가 끼어 멀리서 

보면 돌색깔이 아닌 녹색을 띄는 것이 많습니다.

이처럼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지 못했 

기 때문에 시민들이 유적지를 찾기보다는 놀이기구가 있 

는 놀이동산을 더 많이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문 

화유산을 잘 보존하여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구리 문화 

의 꽃을 피워나갈 수 있도록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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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의 머리와 가슴이 되어

유광 희 （구리고 교사）

닻을 올리고 망망대해로 거쳔 비바람과 

높은 파도를 헤치며 꿋꿋한 항해를 

계속해 나가듯 구리시 문화도 구리문화원을 

중심으로 날로 창달될 수

있으리라 본다.

1 족문화란 한 민족이 오랜 역사 발전 과정에서 이 

루어 온 정신적 산물이다. 오늘날 경쟁사회에 살 

두 I 면서 무관심으로 일관되어 온 우리의 모습을 반 

丄- 영하고 있는 것이 문화라고 말하고 싶다.

그동안 지역적 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시 승격 6년만인 

’91년 10월에 뜻있는 분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구리문화 

원 개원을 보게 되었다. 마침내 문화의 씨를 심어 그것 

을 잘 가꾸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토양이 마련 

된 셈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머리와 가슴이 되어 구리 

시민들이 고민하며 애써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문화원이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며 몇 마 

디 당부의 말을 붙이고자 한다.

첫째, 문화원이 개인의 명예만을 앞세우지 않는,공기 

（公器）로서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단체가 되주길 바 

란다. 모든 일마다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아（大我）로서 

이해와 협력 속에서 지역문화 창달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 한다.

둘째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속담이 있듯이 

많은 일을 한꺼번에 이루려고 서두르지 말았으면 한다. 

앞으로 문화원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문화 행사 

를 활발히 펼칠 수 있는 문화공간의 확보라든지 재능있 

는 예술인의 발굴과 육성,드러나지 않는 훌륭한 문화유 

산을 찾아내는 일 등이 모두 그러하다. 닻을 올리고 망 

망대해로 떠나는 배가 거친 비바람과 높은 파도를 헤치 

며 꿋꿋한 항해를 계속해 나가듯 구리시 문화도 문화원 

을 중심으로 날로 창달될 수 있으리라 본다. 물론 이러 

한 모든 일을 시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것은 재원（財 

原） 및 인원의 충당과 시민의 하다된 마음일 것이다. 따 

라서 서두름 없이 관（官）과 시민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 

하나의 매듭을 정성 스럽게 풀어나간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하여 신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정신적 융합의 장을 만 

들어 달라는 것이다. 구리문화원이 개원되고 제1회 구리 

예술제를 치렀으며 그 후에도 몇 번의 문화행사가 열렸 

던 점을 생각할 때 부족한 문화공간을 탓하기 전에 협소 

한 공간이나마 잘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의 폭을 넓 

혀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대간의 갈등을 원 

만히 해결하며 가정과 사회를 연계시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물질만능의 현실적 상황을 극복하고 정신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 

된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구리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과 애향심을 발휘하여 지역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데 일조를 담당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만들어만 놓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된 

다. 우리 모두가 사랑, 믿음, 정성을 가지고 심혈을 기 

울여 우리 지역 문화를 가꾸어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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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 소식

문화원 개원
*----- _____쉬一___

■
초대 원장에 

김종국씨 선출

구리가.시로 승격된 지 5년만에 개 

원한 구리문화원. 수도권 인접 도시로 

독자적인 문화 형성이 어려운 지역적 

요인을 극복하고 구리 고유의 문화 창 

달을 위해 힘쓸 구리문화원이 문을 열 

어 지난 해인 1991년 10월 25일 개원 

현판식을 가졌다.

이에 앞서 1991년 5월 10일 지역문 

화 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 인사 33 
명이 구리시내 각 기관 및 사회단체장 

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 모임을 갖고 

구리문화원 창립 준비 위원장으로 준 

비위원장으로 김종국씨를 선출했다. 

이어 6월 29일 창립 총회를 갖고 초대 

원장 김종국씨를 비롯한 각 임원을 선 

출하고 정관 채택 등 창립에 필요한 

절차를 의논했다. 이날 초대원장으로 

선줄된 김종국씨는 문화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구리에서 문화원이 창립되었 

다는 사실은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A 구리문화원 김종국 원장이 박광동 이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없다”며 “중요한 직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힘닿는 데까지 구리 지역 문 

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 

했다.

1986년 10월 4일 문화부로 부터 설 

립 인가를 받고 10월 11일 사단법인 

등기를 마쳤으며 10월13일부터 30일 

까지 제1회 구리문화예술제를 성대하 

게 치러냄으로써 명실공히 구리문화 

창달의 기수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하 

였다.

◄ 구리문화원 창립총회에서 초대 

원장으로 인사말을 전하는 김종국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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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Sfi은사라지다'공연

I
 구리시민극단 공연 

성황리에 막 내려

구리시민극단（대표: 정운）의 작품 

‘노을에 학은사라지다’ （원제: 석학, 

木下順三 작, 장순안 각색, 정운 연출） 

공연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 

지 한국전력 문화예술관에서 있었다. 

구리시 내부에서 제작한 연극이 무대 

에 올려지기는 처음이라 이 공연은 시 

작부터 구리는 물론 서울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순박한 총각 인보의 도움으로 목숨 

을 구한 학이 여인 선화로 변하여 은 

혜를 갚는다는 전설을 소재로 인간의 탐 

욕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보여주는 

이 연극은 토속적인 무대 장치와 연출 

기법으로 구리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적 체험을 안겨 주었다. 이 연극을 연 

출한 정운씨（구리문화원 부원장,구리 

시민극단 대표）는 “구리 시민들이 문 

화적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무대를 마

련했다”면서 “앞으로는 아차산에 얽혀 

있는 온달장군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통해 구리의 강인한 여인상을 정립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인공 인보 역에 최규태씨,선화 역 

에 이인숙씨,그■외 정병호씨,한상문씨 

가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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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 소식

전통의례에 의한 성인식 거행

을 씌우고 성년의 복장을 입히는 것을 

말한다. 성년을 맞은 여자에게는 계례 

라 하여 머리를 올려주고 배자（背子） 

를 입히고 자（字）를 지어 주었다.

성년식에 대한 기록은 멀리 삼국시 

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마한에서는 

성년을 맞은 소년들의 등에다 상처를 

내어 살을 뚫고 줄을 매어 한 길 남짓 

의 통나무를 끌면서 그들이 훈련받을 

집을 지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는 

시련을 가해서 한사람의 완전한 성인 

이 되게 한 것인데,이런 형태의 성년 

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타민족에서 

도 거행되었다. 형태와 양식은 달라도 

철저한 고통을 가하여 육체적 성숙으 

로는 한사람의 성인으로 인정할 수 없 

고 여기에 정신적인 성숙이 따라야 한 

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성년식에는 당시 국회의원이었 

던 전용원 전의원과 유재천 구리시장, 

윤건암 상록회 회장 등 관계인사들이 

참석해 성년을 맞은 대상자들에게 격 

려의 말을 전했으며 식이 끝난 후에는 

윤희준씨의 무용과 유인호씨의 기타 

연주 공연이 이어졌다.

I
 청소년 대상 행사로 

자리 굳힐 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구리문화원에 

서는 지난 5월 23일 민방위교육장에서 

올해로 성년을 맞이하는 관내의 청소 

년들을 대상으로 성년식을 거행했다. 

성균관 대한유도회（회장 : 강정희）의 

집례로 치러진 성년의 놜 행사에는 성 

년을 맞이하는 대상자 중 남자와 여자 

각각 한명을 선발,의관을 갖추고 전통 

의식 대로 진행하였다.

성년식은 예로부터 관혼상제（»喪 

際）의 첫 의식인 관례（冠禮）로 새로 갓

◄ 전통 성인식을 

재현한 모습. 여 

자에게는 겨레라 

하여 머리를 올려 

주었고 남자에게 

는 관례라 하여 

관을 씌어 주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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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구남전열어 멜로 스 고전기타합주단 공연

■
구리 남양주 지역 문화 

활성화에 큰 기여

구리 남양주 지역’ 미술교사 모임인 

구남회（회장: 김종렬）의 세번째 전시 

회 구남전이 지난 6월 23일부터 29일 

까지 7일 동안 한국전력 문화전시실에 

서 열려 성황을 이루었다.

구남회는 문화적으로 낙후되어있는 

구리 남양주 지역 주민들에게 미술 감 

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역량를 강 

화한다는 목적으로 1985년 결성되었 

다. 1989년 12명의 회원들이 서울 경 

인미술관에서 제1회 전시회를 가지면 

서 비로소 구남회라는 이름을 갖추고 

격년제로 전시회를 가지기로 했다. 첫 

전시회에는 회원들의 주머니 돈을 털 

어 팜플렛 찍고 미술관을 빌리느라 부 

담이 컷지만 1990년부터는 문화부에 

문화가족으로 등록되어 얼마간의 재정 

적인 보조를 받고 있다. 두번째 구남 

전은 1991년 6월 서울 예총화랑에서 

있었다. 이 때는 회원도 불어 16명이 

참가했으며 역시 성공리에 막을 내렸 

다.

이번 구남전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구리 지역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는 점에서다. 구남회 창립 때부터 회 

장을 맡고 있는 김종렬씨（광동고등학 

교 재직）는 “그동안 이 지역에는 마땅 

한 전시장이 없어 부득이 서울로 가서 

전시회를 열었는데 이제는 구리에도 

그만한 장소가 마련되어 더 많은 주민 

들이 관람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 

다”며 “그만큼 이 지역 문화 수준이 향 

상됐다고 볼 수 있다”고 그 소감을 밝 

혔다.

앞으로 구남회는 분야별 모임을 자 

주 갖고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문 

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I
아름다운 선율로 관람객 

매료시켜

클래식 기타 동호인 모임인 멜로스 

고전기타합주단 공연이 지난 해 12월 

12일에 이어 올해 5월 17.18일 양일 

간 한국전력 문화예술관에서 열려 구 

리 지역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AA 제3회 구남전, 구리 지역에서 처음 열린 행사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었다.

A 2회에 걸쳐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인 멜로스고전기타합주단은 이미 구리지역에 많은 팬 

을 확보하고 잇다.

리더 강두성씨를 포함하여 8명의 회 

원 이 연 주하는 멜로스고전기 타합주단 

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도시에서 가진 

바 있는 실력있는 기타리스트들의 모 

임이다. 이들의 연주회에는 많은 관람 

객들이 모여들어 이들의 연주를 감상 

했는데, 주로 관객들의 귀에 익숙한 

‘알람브라의 궁’ ‘세레나데’ ‘사랑의 

기쁨’ ‘우편마차’와 같은 주옥같은 레 

파토리를 선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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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장 구리, 얼마나 아십니까?®

비 둘 기
구리를 상징하는 새 구리를 상징하는 나무

온 가족이 풀어봅시다

재허》는 낱말퀴즈

A 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텃 

V 새. 남극을 제외한 세계 각국 

T 에 약 300여종이 분포하여 사 

는데, 우리나라에서 혼히 볼 

수 있는 것은 양비둘기이다. 양비둘기 

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텃새로 

암컷과 수컷 모두 머리,빰,턱밑이 진 

한 회색이다. 뒷목, 윗가슴, 가슴 옆 

은 광택있는 녹색이며,아랫가슴은 자 

줏빛 회색이다. 어깨 사이와 등은 회 

색이며 허리는 흰색이다. 날개에는 폭 

넓은 검은색의 줄이 2개 있다. 부리는 

검은 색이며 다리는 붉은 산호색이다.

산간계곡,강,호수 등의 물가,바위의 

벼랑,석회암 굴속에서 무리를 이루어 

서식하고 둥우리는 해안의 절벽,내륙 

의 바위산,다리의 교각,건물 등에 짓 

는다. 신선한 식물,과일,곡식 등을 먹 

으며 번식력이 좋아 일년에도 몇번씩 

알을 낳는다. 또한 비둘기는 비행력이 

좋아 유럽에 사는 멧비둘기는 몇천 킬 

로미터를 이동하는 것도 있다.

비둘기의 왕성한 번식력은 날로 발 

전하는 시세（市勢）를,비둘기가 상징하 

고 있는 평화는 구리시민의 소망을 담 

고있다 하여 1986년 4월 4일 시조（市 

鳥）로 지정되었다. %

y 란은행잎이 거리에 뒹굴 때면 

L— 사람들은 가을을 느낀다. 가로

수나 공원수로 많이 쓰여 우리

나라 사람에게는 익숙한 나무 

로 다 자란 것은 높이가 60미터 이상 

이며 지름은 4미터에 달하는 낙엽교목 

（落葉高木）이다. 혈액순환제의 원료로 

쓰이는 은행잎은 부채꼴로 긴 가지 것 

은 그 끝이 갈라지고 짧은 가지 것은 

밋밋하다. 꽃은 5월에 잎과 같이 피며 

10월에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황색 

껍질에 백색 알맹이를 가지고 있어 백 

과‘伯果）라 부르기도 하는데,황색 껍 

질은 금방 썩어버리고 알맹이만이 식 

용으로 쓰인다. 열매의 겉모양과 색깔 

이 살구와 닮았다 하여 은행（銀否）이 

라 부른다. 구리시에도 1천 2백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으며,수세가 곧고 뿌리가 깊어 꿋꿋 

하고 변함없이 발돋음 하는 구리시민 

의 기상을 상징한다 하여 1986년 4월 

4일 구리시 시목（市木）으로 지정되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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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문화원 임직원

직위 이름 직업 및 소속 주 소

원 장 김 종국 목장 대표 교문동 272
부원장 정 운 ■ 극단 제삼무대 대표 수택동 550 정호빌라 아 H-307

최태식 시멘트가공협회 전무 동구동 314-20
이 사 고준선 삼익 피아노 

청량리대리점 대표

교문동 265

김정호 시장상인회 대표 수택동 419-23
김문경 원일주택 대표 수택동 454-20
김기태 성림주택 대표 인창동 576-9
김 응주 사진작가 수택동 665-3 상아빌라 A-203
김진홍 법무사 교문동 734-7
맹영범 세무사무소 사무장 교문동 221-13
문공수 설파 서예학원 원장 수택동 203-6
박광동 신라가구대표 인창동 280-4
박구현 사업가 교문동 217-22 .
박육만 사업가 교문동 361-7
손점석 수정사우나 대표 수택동 570
손태 일 （주）동일전력 대표 수택동 506-4
안영 봉 협신종합건축 대표 교문동 295
유덕 화 오성축산 대표 교문동 197-8
이상동 협신골재 대표 교문동 202-5
이의순 대한불상조각원 원장 교문동 740-15
이재일 호당서예학원 원장 수택동 423-8 .
장병식 회사원 갈매동 산 2-54
조유라 고려화재해상보험 수택동 487-7
최을수 정원건업 대표 교문동 758-1
최종현 제비표페인트 

구리점 대표

인창동 607-19

한철수 동부신문사 차장 수택동 377-14
황대 영 심촌화실 대표 수택동 527-38

감 사 송영 일 고려공예사 대표 수택동 348-6
최예환 삼환공업사 대표 수택 동425-32

사무국장 박명 섭 구리 문화원 교문동 746"7
간 사 김 하순 구리 문화원 교문동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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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가족과 함께
匕 ........  으;----- ----- - -

구리시
인근 휴양지
이 완 근（자유기고가）

I축령산- :三厂.「:… .•厂—]

마석에서 북으로 12km 지점에 있는 이 산은 구리시내 

에서 축령산 가는 시내버스를 타면 종점에서 내려 쉽게 

오를 수 있다.

이 산은 수리바위와 축령산시비 그리고 남이바위가 있 

는 산으로 바위 위에서 보는 조망이 일품이다.

산세를 보면 주능선은 공지선을 기준으로 서쪽은 완만 

한 경사를 이루고 동쪽은 급경사와 절벽을 이루고 있으 

니 산행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멀리서 보면 수리바위는 독수리 주둥이처럼 바위가 공 

중으로 나오고 남이바위는 대암벽이 병풍처럼 서 있어서 

어디서나 쉽게 구별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버 

스종점에서 매점과 축령상회를 지나면 마을이 있고, 거 

기서 왼쪽으로 능선을 타고 오르면 수리바위와 비룡산시 

비 그리고 남이바위를 지나 정상에 닿는다. 주능선을 타 

고 1.2kni쯤 가면 수리바위가 나오는데 이곳에 서면 밑이 

훤히 내려다보여 현기증이 날 정도이다.

거기서 계속 능선을 오르면 왼쪽에 비룡산시비가 있고 

이를 지나면 상단이 움푹 파진 남이바위가 있다.

남이바위에서 작은 봉우리를 지나 산을 가면 갈림길이 

나오고 갈림길에서 오른쪽 길로 오르면 왼쪽에 갈림길이 

다시 나타난다. 여기서 똑바로 오르면 평평한 정상에 닿 

는다.

하산시에는 오던 길을 내려와 첫번째 만나는 갈림길에 

서 오른쪽으로 산허리를 돌아 능선을 경유, 안부에 와서 

왼쪽으로 잣나무와 화전민 터를 지나 큰 길을 따라 버스 

종점으로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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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현리에서 북으로 6km 지점에 있는 이 

산은 청평에서 서북으로 16km, 서울에서 동북으로 62km 
지점에 있다.

산수가、명려하여 빼어난 봉우리와 긴 계곡은 없으나, 

멋진 기암과 굴곡이 심한 능선을 이루며 대암벽과 풍광 

이 좋은 계곡을 품고 있다. 계곡에는 넓은 암반과 폭포 

가 연이어 이어지고, 긴 역사를 가진 가람이 이 산 동남 

쪽에 자리잡고 있다.

산으로 가는 길은 상봉터미널에서 현등사 가는 버스를 

직접 타거나 현리가는 직행버스를 타고 현리에서 내려 

현등사 입구까지 시내버스로 가는 방법이 있다.

현등사 입구에서 다리를 건너 상점이 있는 마을을 지 

나면 왼쪽에 현등사 안내도가 있고, 고개를 넘으면 왼쪽 

에 폭포가 잇다.

여기서 계곡을 따라 계속 넓은 길을 가다 보면 두번째 

폭포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작은 등산로가 있다.

이 길로 들어서서 능선을 오르다 보면 헐각대가 있고, 

거기서 산을 보면 이 산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 곳에서 능선을 가로질러 가파른 길을 오르면 보광 

전을 왼쪽에 두고 고개를 넘어 계곡을 오르게 된다.

폭포를 지나 수림을 거쳐 계속 오르면 이 산 지맥의 

빼어난 암봉이 보인다. 지맥 암봉 밑에서 암능을 조심해 

서 오르면 죽순처럼 솟은 바위와 멋진 소나무가 일색을 

이루고 좌우원근의 대암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다시 내려와 산허리의 등산로를 따라 가면 작은 계곡 

을 횡단하는 갈림길이 있다. 그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산을 타면 그곳에 지맥의 능선이 갑자기 끊긴 것 같은 

절벽이 있고 또 움푹 들어가 마치 좁은 계곡에 온 느낌 

이 든다.

이곳 수직암벽에는 쇠다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쇠다리 

를 다 오른 후에는 두 손바닥을 암벽에 밀착시키고 손과 

발을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암벽을 벗어나야 한다. 이때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절벽을 벗어나서 바위에 오르면 동남쪽으로 절이 보이 

고 오른쪽으로는 깊은 계곡과 절벽이 훤히 보인다.

이어 경사가 급한 바위를 내려가 산을 오르면 최고봉 

에 서게 되는데, 여기서 보이는 광경이 광대하다.

정상에서의 하산길은 남쪽으로 뻗은 주능선을 타고 오 

른쪽으로 빠져 목장 앞에서 완행버스를 타면 된다.

이 산에는 현등사(懸燈寺)가 있는데 이 절은 신라 법 

흥왕 27년(서기540)에 국왕이 인도에서 온 스님을 위해 

창건하고, 신라 효공왕 2년(898)에 도국선사가 중창했 

다.

그 후 수백년 간 폐허로 버려져 오다가 고려 희종 2년 

(1210)에 보조국사 지눌이 이 산 중턱에서 불빛이 비치 

는 것을 보고 찾아가 관음전과 석등을 발견하고 그곳에 

절을 중건, 현등사라 하였다.

그 뒤 조선 태종 11년(1411)에 함허대사가 중수하고 

순조 29년(1829)에 화재를 만나 건물이 전소된 것을 이 

듬해 취운과 원빈 두 스님이 보광전•극락전•요사 등의 

건물을 중수하고 1984년 충현스님이 극락전•보광전 등을 

개축하여 오늘에 이른다.

경내에는 보광전과 극락전•봉향각•대덕전•산신각•요사 

가 있고 보조국사 사리탑과 삼층석탑 그리고 함허대사의 

부도가 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접경을 이루고 있는 이 산은 

서울과 의정부에서 오를 수 있다.

이 산은 도봉산을 마주보고 있으며 산은 낮으나 남북 

으로 뻗은 산줄기에 창문바위•삿갓바위•둥근바위•부석바 

위 등 갖가지 바위가 놓여 있어 산행에 흥미를 돋구어 

준다.

특히 이 산은 동쪽은 경사가 느리고 서쪽은 경사가 급 

해 같은 산을 오르내리는데도 거리와 시간 그리고 동서 

의 경관이 판이하게 다르다. 또한 산의 규모에 비해 제 

법 몇개의 절과 폭포가 있고 또 등산로도 방사선처럼 얽 

히어 사방으로 오르는 길이 있다.

하지만 사암(砂S)으로 된 이 산은 미끄러운 데가 많 

이 있고 곳곳에 험한 곳이 많아 산행 시 조심을 해야 한 

다.

구리시내에서 의정부 가는 버스를 타고 도봉산을 지나 

지서앞에서 내리거나 전철을 타고 망원사역에서 창동제 

지와 장암교를 지나 길전기업이 있는 삼거리에서 왼쪽으 

로 석림사를 갈 수 있다.

석림사 앞에서 왼쪽으로 난 등산로를 따라가면 오른쪽 

에 집이 한 채 있고 조금 더 가면 왼쪽 개울 건너에 오물 

장이 있다. 거기서 징검다리를 건너면 오른쪽으로 또 징 

검다리가 있는데 이를 건너 곧바로 능선을 타면 주능선 

에 닿는다.

주능선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전망이 좋은 곳에 벤치가 

있는데 거기서 쉬면 올라왔던 계곡과 능선 그리고 도봉 

산과 북한산의 암봉이 다 보인다. 정상은 여기서 조금 

더 오르면 되는데 정상의 표지가 아주 독특하다. 그것은 

마치 창문을 내기 위해 바위를 고인 것 같다.

이 창문바위에서 후사면을 보면 수락산장과 내원암이 

보이고 남쪽을 보면 삿갓바위가 숲속을 걸어가는 나그네 

처럼 보여 마치 김삿갓이라도 만난 기분이 든다.

이밖에도 노원교 버스종점-덕성여대 생활관-시립양로 

원-물개바위-야영장-손돌이바위-삿갓바위-정상으로 가는 

물개바위 코스와 상계동버스종점-상계동 동회-삼거리에 

서 왼쪽길-능선-학림사-고압선탑-용굴암-부석바위-둥근 

4위-삿갓바위-정상을 오르는 학림사 코스가 있다.

의정부시내에서 오를 때는 시내에서 수락산 유원지 가 

는 버스를 타고 유원지 입구에서 내려서 과수원을 지나 

옥류풀장과 수락풀장 그리고 옥류폭포를 지나간다.

거기서 계곡을 따라 계속 올라가면 왼쪽 골짜기에 은 

류폭포가 미끄러지듯 흘러 내리고 계곡을 건너 계단을 

밟고 무성한 나무 밑을 가면 두 개의 작은 돌다리를 건 

너 급경사의 217계단이 있다. 계단을 오르면서 왼쪽을 

보면 거대한 암벽에서 흘러 내려오는 금류폭포가 있고 

계단을 다 오르면 전망이 좋은 내원암 경내에 들어선다.

내원암에서 대웅보전을 왼쪽에 두고 산을 오르면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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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장을 지나 주능선에서 정상을 오를 수 있다.

들를 만한 곳

노강서원 응교 박태보선생의 사당으로 그는 숙종이 장희 

빈을 사랑하고 인현왕후를 폐출할 때 임금의 잘못을 강 

력히 상소하다 화를 입었다. 그는 숙종의 분노로 혹심한 

고문을 받았는데 결국 그 형독으로 목숨을 잃었다. 후에 

숙종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응교의 장한 기개를 추 

모하기 위해 이 서원을 세웠다.

석림사 이조 현종 12년(1671)에 석현화상과 그의 제자 

치흠이 창건하고 이 절 이름은 당시 통진 현감을 지낸 

바 있는 서계 박세당선생이 지었다.

그 후 숙종 24년(1698) 2월에 대홍수로 인하여 모든 

사찰이 유실되고 조씨 가계에서 매월당을 모시는 청절사 

를 세우고 그 옆에 축원당을 지어 절을 복원하였다.

그 후 영조 21년 7월에 다시 홍수로 유실된 것을 익명 

의 스님이 복원하고 6-25 때 전소된 것을 1960년 상인 

(相仁) 비구니가 상좌 보각과 함께 중창했다. 경내에는 

극락보전과 천대문,칠성각,독성각이 있고 사리를 봉안한 

높이 25척의 사리탑이 있다.

용굴암 신라 법흥왕 23년에 진표율사가 주석하여 자연 

돌굴에 16나한을 모시고 용굴암이라 칭했다. 경내에는 

대웅전과 나한전 그리고 종각과 요사가 있다.

흥국사 신라 진평왕 21년에 원광법사가 창건하고 수락 

사라 한 것을 조선 선조 원년에 덕홍대원군이 원찰로 재 

건하고 흥법사로 했다가 인조 4년에 흥국사로 이름을 바 

꾸었다. 경내에는 범종각•대웅보전•영상전•독성각•십장 

전.의향각.만월보전 등 많은 건물이 있다.

내원암창건 연대가 불분명한 고찰로 경내에는 풍산당. 

대웅보전•삼성보전•영산전•미륵입상이 있고 조선조 22대 

정조대왕 때 300일 기도를 올려 순조의 탄생을 보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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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와 경기도 양주군의 동서경계를 이루는 이 

산은 불암동 가는 시내버스를 타면 종점에서 오를 수 있 

다.

불아산은 단일봉의 암봉이 뾰족하게 솟으면서 남쪽에 

420m의 봉우리를 둔 암산으로 산은 단조로우나 거대한 

암벽과 벼랑에 솟은 나무가 서로 어울려 좋은 경관을 이 

루고 잇다.

산으로 가는 길은 두 길이 있는데 상계역-상계여중-재 

현 중고교-정 암사-조기 운동장-불암산고개-능선-서 쪽사면- 

열보바위-정상이 있다.

상계역에서 상계여중을 지나 재현중고교 앞에서 왼쪽 

으로 얕은 언덕을 넘으면 다리가 있고 거기서 오른쪽으 

로 가면 왼쪽에 정암사가 있다.

이를 지나 계속 계곡을 오르면 조기운동장과 야영장을 

지나 좁은 계곡을 갈짓자로 오르면 불암산 고개에 이른 

다. 고개에서 왼쪽으로 능선을 오르면서 서쪽사면으로 

가면 두 바위 사이로 사람 하나가 겨우 빠져 나갈 수 있 

는 열보바위가 있고 이를 지나 오른쪽으로 한키 정도의 

수직바위를 오르면 정상에 닿는다.

또 한 방면으로는 불암동 버스종점에서 의정부 가는 

삼거리를 지나면 수영장과 약수터가 있는 곳에 상점이 

있고 이를 지나 비탈길을 오르면 매표소와 불암사가 나 

타난다.

불암사를 왼쪽에 두고 길을 가면 폭포가 쏟아질 듯한 

나무관세음보살이라고 새긴 바위와 나미아미타불이라고 

새긴 바위가 차례로 나타난다.

여기서 계단을 꼬불꼬불 오르면서 큰 바위를 돌아가면 

밑으로 불암수영장과 벌판이 훤히 내려다보인다.

산을 돌아 석천암에 닿으면 계단이 끊기고 희미한 길 

이 나오는데 산허리를 돌아 주능선에 닿으면 북한산 줄 

기가 성벽처럼 나타나고 그 밑으로 오밀조밀한 주택과 

벌판이 보인다.

정상은 주능선에서 후사면의 열보바위를 지나면 누구:'三

나 간단히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이 산은 정상을 으르는:흐1‘크보아어 

것 보다는 주능선을 타고 420m 봉우리에서 불암산의 암 ,•) 

봉을 보는 것이 더 좋다. 그것은 한 폭의 동양화와 같은; 

경치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전을 31종류로 구분하여 판각한 경판 379판이 소장되 

어 있다. 경내에는 천보산 불암사 사적비와 보광명전•신 

통전.산영각.칠성각.동축당.그리고 종각과 재월루가 있 

고 최근에 조성한 석불이 있다.

석천암 해발 400m 지점에 있는 이 절은 대웅전과 칠성 

각 그리고 석벽에 미륵존불이 양각되어 있다. 불암사에 

딸린 암자로 중간에 폐허가 된 것을 1922년에 중창했다. 

학도암 420nl 봉우리 남쪽 초입에 있는 C자형의 절로 

조선 인조 21년(1624)에 무공이 창건하고 1878년에 벽 

운이 중장했다.

정암사 1963년에 창건한 절로 경내에는 대웅전과 약사 

전 그리고 미륵불과 산신각•용궁•요사가 있다.

'버수아6

6M心凡

저* n
들를 만한 곳

불암사 신라 현덕왕16년(824)에 지증국사가 창건하고 

그 후 도선 대선사와 무학대사가 중수했다. 조선조 세조 

때 서울 사방에 원찰을 설정하면서 서울 동쪽의 원찰이 

되었고 성종이 대폭 증축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 절엔 보물 제591호인 석씨원류 212판과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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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에 있는 이 산은 덕소에서 

동으로 20km 지점에 있다.

우리나라 산 중에서 유일하게 두 강의 합류를 볼 수 

있는 산으로 산에는 전망이 좋은 수종사가 있다.

산으로 가는 길은 삼봉리나 송촌리 가는 시내버스를 

타고 송촌에서 내려 서쪽으로 보이는 산을 오르면 된다.

송촌리에서 산을 향해 가면 오른쪽에 연세중학교가 있 

고 이를 지나면 갈림길이 나온다. 거기서 왼쪽으로 능선 

을 따라 오르면 수령 530년 된 은행나무를 지나 불이문 

을 들어서게 된다.

경내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경학원과 대웅전,다보탑,삼 

층석탑,정의옹주의 부도,선불장,약사전이 있고 왼쪽에 

속청,종각,욕실 그리고 맞은 편에 영산전과 해탈문이 있 

다.

이중 종각은 이 산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으로 이곳 

에 서면 북한강의 양수대교와 강 한복판의 삼각주 그리 

고 그 이웃의 남한강이 다 보이고 팔당댐의 넓은 수면이 

한 눈에 들어온다.

그뿐 아니라 멀리 용문산이 보이고 남으로 크고 작은 

산들이 다 조망된다. 해발 370m의 절에서 하계를 굽어 

보는 전망은 그 어느 높은 산 보다도 더 훌륭하다. 거기 

에 비해 정상의 시계는 오히려 더 답답하다.

그것은 평범한 토산에 수림이 너무 무성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 산의 산행은 절에서 긴 강의 만남을 보고 

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굳이 산을 간다면 절 

에서 해탈문을 나와 계곡을 오르면 곧바로 정상에 닿을 

수 있다.

들를 만한 곳

수종사 이 절의 초창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세조 4년 

(1459)에 왕명에 의해 중건된 절로 고종 27년(1890)에 

풍계 혜일이 중건하고 1939년 주지 일조 태욱이 중수했 

다. 그 후 6-25 때 불탄 것을 1974년에 혜광화상이 중창 

하고, 1981년 이 절의 주지 윤대웅스님이 종각과 약사전 

을지었다.

특히 이 절에서 지방문화재 22호로 지정된 높이 8척의 

다보탑 안에서 소형불상 15좌가 나와 이를 덕수궁 박물 

관에 보관하고, 또 부도에서 나온 청자유개 1개와 금동 

제 9층탑 1개, 보물 259호인 은제도금6각감이 현재 국립 

박물관에 위탁 보관되어 있다.

딱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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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삼거리, 덕소를 거쳐 갈 수 있는 팔당과, 교문사 

거리에서 진중검문소 삼거리를 지나 양수교를 거쳐 이르 

는 양수리 지역은 한강의 물줄기가 만드는 낭만어린 강 

변 유원지가 이어지는 곳이다.
북윤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지점이 양수리이고 또 그렇 

게 어우러진 두 물살이 한데 맴돌다가 수도 서울로 흘러 

들어오는 첫 나루터가 팔당이다. 도농삼거리에서 팔당면 

으로 이어지는 코스에는 덕소유원지, 동막유원지, 팔당 

유원지가 차례로 조성돼 이곳에서는 도도한 강 정취와 

함께 얼큰하게 끓인 민물탕을 맛볼 수 있다.

팔당이란 말은 ‘넓은 마루’라는 뜻에서 연유됐다고 한 

다. 강바람에 도심의 피로를'풀려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곳은 지금껏 넓은 마루 노릇을 톡톡이 해오고 있 

다.

양수리 근방에는 신세계수상스키장, 양수두요트장 등 

입지조건을 이용한 레포츠 시설이 쏠쏠이 겸비돼 있다. 

서울에서 이곳으로 가는 코스에 마현강변유원지라는 휴 

식처가 있으며 민물생선회나 시원한 매운탕을 들 수 있 

는 식당도 여럿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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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불구불한 푸른 숲으로 난 길, 숲의 정기가 크리스탈 

같은 투명함으로 코를 자극하는 광릉수목원.

서울근교에서 보기 드문 밀림지대를 이룬 이곳은 혼히 

광릉이란 지명으로 불리지만, 최근엔 ’87년 준공된 ‘광릉 

수목원’과 산림욕장으로 더욱 유명해진 지역이다. 사적 

제197호인 광릉은 조선 7대 세조와 정희왕후 윤씨의 능, 

1468년 조선조 세종대왕의 능림으로 설정된 이래 벌목을 

금지해 산림을 육성한 까닭으로 수령 5백년 내외의 고목 

을 포함, 울창한 숲의 비경을 간직하고 있다.

광릉임업시험장 내에 위치한 광릉수목원은 자연학습 

및 외국인관광을 위해 ’87년 4월에 오픈한 국내 및 해외 

원산지 수목의 천국과도 같은 곳이다. 침엽수,활엽수,관

日 VL

■청임강 닌텔&사:

TI고인& 必,他

• 가서:'（게거 디't

4V■드

내 조노우

丄花

낭i 잉업 H 럼덩

기I나 5%

듀게 C：

강#'조% w./k 
令 간！〒aw

광으가玄

쯔 W*
• '■心단5： 그*

효
버닥5： 세지 

엽,관상수,화목원,외국수목권의 6개권역에 약용식물원, 

식용식물원, 고산식물원, 수생식물원, 습지식물원, 지피 

식물원, 난대식물원, 맹인식물원（점자판설치）이 고루 조 

성돼 국내외 희귀한 나무 2,775종 30만본을 구경할 수 

있다.

임업시험장 내에는 또하나의 걸작품인, 동양 최대의 

산림박물관이 ’87년 개장해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 

다. 한국의 산림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 박물관은 

4년여 동안 68억원을 들여 완공됐다. 천4백여평의 건물 

에 1,400종 12,000여점의 산림자료가 전시돼 있고 입구 

부터 천연재료를 사용한 전통 한옥풍의 멋을 부렸다.

수목원 내엔 곳곳에 오솔길이 뚫려 산책하기가 좋다. 

한편 세계적인 미림인 광릉숲엔 숲의 향기 피톤치드를 

마시며 자연건강법을 실천하는 산림욕장이 5월부터 10월 

까지 운영돼 성황종이다.

숲속 산책, 적당한 운동, 동식물관찰, 독서,명상, 시, 

조각감상을 하며 숲의 신선한 자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

개장시간은 오전10부터 오후6시까지로 매주 월요일은 

쉰다.®캐

안:=

<2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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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장 구리, 얼마나 아십니까?®

구리를 상징하는 꽃 

철 쭉

짰〜，、、

달래과에 속하는 낙엽관목으 

로 전국 산지에서 자란다. 4 
- 5월경에 입과 더불어 피는 

꽃은 연홍색에 적갈색 반점이 

있다. 다 자란 나무는 높이가 2 - 4 
미터 정도이며 10월에 계란 모양의 열 

매를 맺는다. 잎은 강장,이뇨,건위 등 

의 약재로 쓰인다. 꽃말은 사랑의 즐 

거움.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점에서 순박하고 강인한 구리시민상을 

나타내 주며 만개한꽃의 아름다움과 

향기는 줄기찬 번영을 상징한다 하여 

1986년 5월 2일 구미 시화（市花）로 지 

정되었다.

철쭉과 수로부인

신라시대에 수로라는 아름다운 부인 

이 살고 있었다. 얼굴 만큼이나 마음 

씨도 고운 수로부인은 특히나 꽃을 좋 

아했다. 하루는 수로부인이 행차길에 

벼랑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철쭉꽃을 

보고는 감탄하여 길을 멈췄다. 허나 

워낙 위험한 곳에 피어 아무도 꺽어올 

엄두를 못내고 있던 차에 소를 끌고 

가던 한 노인이 벼랑에 올라가 그 꽃 

을 꺽어 수로부인에게 바치면서 다음 

과 같은 헌화가（獻花歌）를 불렀다. 이 

노래는 향가 중의 하나로 위의 설화와 

함께 지금까지 전한다.

자주빛 바위끝에 잡은 

손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꺽어 바치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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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66-3646TEL ： 63-4420,

IIO

쿠리 시민헌장

우리는 영원한 시간과 광활한 우주 속에서 같은 시대 같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막중한 인연의 공동운명체이다.

이에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실한 기풍 진작은 물론 영광스런 내 고장의 발전을 위해 오롯한 정성과 신념 

을 모아야 할 시대적 사명을 절감하고 여기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생활의 지표로 삼는다.

첫째 : 하늘 뜻이 펼쳐낸 복된 고장의 시민임을 자각하며 높고 푸른 희망과 긍지를 키워간다.

둘째 : 민족의 혈맥같은 이곳 한강의 역사를 헤아리며 올바른 전통과 투철한 주인의식을 확립해 간다.

세째: 새시대를 향도할 자율적 시민정신과 원대한 세계 인식으로 민주적 의식의 지평과 슬기로운 삶의 태도를 

개척해 간다.

네째: 아차산의 햇살같은 따뜻한 인정과 왕숙천의 서기같은 아름다운 마음씨로 화목하고 정겨운 시민사회를 

이룩해 간다.

다섯째 : 동구능 솔바람의 영묘한 숨결 위에 찬연하고도 독창적인 지방문화의 향토예술을 꽃피워 간다.

현 대광고’사
최첨단 컴퓨터 컬러쉬트 커팅기 

그라픽 PNC-IOOO 보유

\판八맛八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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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리더스쇼파
의장특허 출원 제3791호

대표: 송 기 영

주소: 구리시 인창동 495번지 

전화: 63-6008, 63-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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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을 축하합니다

한성 빌딩

지하 •분양중

4 구 •무지개신발 66-1779 .I o' •잠자리（용수방구리점） 62-0920
• 명동의류 （종합의류판매）551-0845
•한성라사 66-3506 '
• 니 — 꼴 551-0657
• 한성숯불갈비 63-2692

2층 •횟집분양중

3 층 •국제컴퓨터학원 551-0585-6

4 층 •남 이 통 상

6 층 •학원분양중

W양』，주속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37M4 7—…디 
문 의 ' 전화: （0346）63-7646,23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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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을 믿는가, 남에게 무엇을 하였는가, 

부끄럽지 않은가》사회에 유익한가 ?

(환) ’92년도두궁화여름캠프 여) 

주최:지 역사회개발 구리상록희 페아

사무국 : 구리시 수택 동 373-6 9 553-1199 63-3706

프로월드컵교문점 대표/김 영 호

대리점: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27-20
TEL: (0346)62-5737 FAX： (0346)62-1212

zQ하서 설최까지 하루면 충분합니타• I 
/》으''구입과 설치가 편리흔! 궆글수스틱 창틀

우골든¥amii
국내최초개발 조립식

아파트 베란다에서 단독주택까지2三三랄를흐과不퓐어됴골른홀잣지］2三三
@ 추초業7W |켤«悲시0

TEL: (代)(0346)63-4711 대표: 崔 江 壽

FAX： (0346)63-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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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모아의류타운
（종합의류 백화점）

패션의 새바람==

•신사복•숙녀복•아동복

•주니어복•캐주얼복 대표: 이 상의

전화번＜t63-4d53 j 구리시장 내 중앙극장 옆

II4



제비표페인트

창간을 축하합니다

I •각종도료판매 •자동차용
•가구용* 공업용•건축용

II5



b경일주산학원세잔외국 W
경일주산학원 토평리

춘천 세진외국어학원

세진 b/d‘

어 중소기업;’행

돌다리 육교

세무서
서울

신탁은행 구리시 수택동 504-2 
전화: 62-4842 

66-3159 
67-7488

앵글■콤비락 전문

쇼핑센타•슈퍼마켓 진열대 

점포전시장 기획 시공

각종 앵글 도매 납품 시공

a 62-5450 FAX：63-8579
68-8297 （구리시장내 구리종합상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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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창간을 축하합니다= L

덕화정육점

대표:박 진 태

전화: 63-2144 
66-4288

텨 덕화목장
I 고■양52 와부읍 덕소5리 326

I 67-5442

구리시축산기업조합

Q三가1三걸！Tx세三 가！、

“구리시의사회”

구리시 수택동 373-6 현대의원 —

전화:553-1199,63-3706
— 회장:홍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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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그 후에

W’l 간호이니만큼 욕심을 부리고자 했다. 담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도 많았
가다

우X 작은 도시 구리가 간직하고 있는 옛스런 멋과, 도약을 꿈꾸며 움틀대V 는모습들을꼭필요한 여과과정만을거친채그대로전달하는테중 

점을 두었다.

때마침 갈매리도당굿을 취재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었다. 덩실덩실 어깨 

춤을 추던 마을사람들의 흥겨운 모습과 그 안에서 읽을 수 있었던 끈끈한 삶의 

힘 같은 그 무엇이 편집 과정 내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았다.

바쁘신 중에도 마다하지 않고 정성껏 원고를 써 주신 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린다. 그 중 몇몇 분은 원고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사는 모습까지도 보여 

주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진부한 물음을 새롭게 느끼도록 해 주셨다.

예정보다 길어진 일정에 폭염까지 더 해 작업진들은 연일 땀으로 옷을 적시곤 

했다. 그 중에서도 구리문화원 박명섭 사무국장님의 땀에는 각별한 애정과 진실 

이 담겨 있었다. 이 책 반 이상이 그 분 것이라 해도 좋을 정도다.

《구리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사뭇 초조하다. 집안 거실이나 안 

방에서 온 가족이 모여 읽는 책이 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GURIMOONHWA center of culture

구리문화 창간호（연간■통권 제1호）

발행처•사단법인 구리문화원/ 발행인 겸 편집인•김종국/ 편집 기획 및 진행. 한광주/ 

디자인•김영미/ 사식•위드콤/ 인쇄처•은광프로세스/ 인쇄일-1992년 8월 20일/ 발행 

일- 1992년 8월 25일/ 주소•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374-1/ 전화-553-3993
《구리문화〉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합니다. © 1992. 구리문화원

剛 a 智 剛 .y
석재등 특수가공업체 대표:박용학

오 화데:그 원각건＜

야 헢형종축추

포 가 석 시;;

둥병리 공물 공공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78-22S 자택:493-6715,434-5057 
사무실: (0346)63-3946,63-6770 공장:(0346)66-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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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을 축하합니다 S

서 상 참 편해졌습니다.

방바닥에 누워서도 리모콘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니 말입니다.

텔레비전은 물론 오디오, 비디오, …… 

요즈음 보일러도 리모콘으로 작동시킨다지요. 

그러나 한가지

주의해서 사용할 리모콘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 교육 리모콘입니다. 

버튼을 누르듯 간단한 지시와 명령으로

아이들을 키우려는 건 아닌지요.

아이들에게 사용가능한 리모콘은 

오직 ‘사랑’입니다.

각종전기공사 /소방공사 전문 

내외선 및 수변선설비 전문

東一電方株式會社
動資部電氣丁事業免許 第1種 409號
消防設備丁事業免許 第2種 203號
代表理事 孫 泰 一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4-7 동호B/D 302호
1 話: (0346) 66-2375
FAX： (0346) 551-1795

스구L■kill
대표이사: 손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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