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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전선언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지원 

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 역문화발전의 주역 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 

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펼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일회적 ■ 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 - 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 10. 10.

대한민국 2247H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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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민헌장

우리는 영원한 시간과 광활한 우주 속에서 같은 시대 같은 이웃으 

로 살아가는 막중한 인연의 공동운명체이다. 이에 우리는 민주시민 

으로서 건실한 기풍진작은 물론 영광스러운 내 고장의 발전을 위해 

오롯한 정성과 신념을 모아야 할 시대적 사명을 절감하고 여기 우 

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생활의 좌표로 삼는다.

첫째, 하늘 뜻이 펼쳐 낸 복된 고장의 시민임을 자각하며 높고 푸 

른 희망과 긍지를 키워간다.

둘째, 민족의 혈맥같은 이 곳 한강의 역사를 헤아리며 올바른 전통 

과 투철한 주인의식을 확립해 간다.

셋째, 새시대를 향도할 자율적 시민정신과 원대한 세계 인식으로 

민주적 의식의 지평과 슬기로운 삶의 대도를 개척해 간다.

넷째, 아차산의 햇살같은 따뜻한 인정과 왕숙천의 서기（端氣）같은 

아름다운 마음씨로 화목하고 정겨운 시민사회를 이룩해 간다.

다섯째, 동구릉 솔바람의 영묘한 숨결 위에 찬연하고 독창적인 지 

방 문화와 향토예술을 꽃피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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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구리문화원 원장

김문 경

구리문화는 우리나라 문화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구리문화원은 우리고장의 문화를 발굴,보존,홍보,계승하는 것이 

‘文化保國’ 이라는 신념으로 2008년에도 왕성하게 문화사업을 전 

개하였습니다.

특히 구리문화원이 ‘조선왕조 금석문 탁본전시회’와 ‘조선왕조 

의 문화유산과 왕릉금석문 학술발표회’ 를 개최한 것은 크나큰 성 

과였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고구려의 기상을 심어주고 고구려역사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아차산과 

고구려’ 라는 만화책을 발간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구리시가 ‘국민역사교육과 관광구리’ 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2008년 4월25일 개관한 

‘고구려대장간마을은 2009년 3월5일에 관람객 1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동안 홍보 

를 잘 하였으며 국제관광지답게 직접 정성껏 관리한 시청 문화예술과 관계공무원들의 헌 

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더욱 널리 알려져 관광객이 점점 증가하리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노인 복지문화향상’을 목표로 개설된 구리문화원의 ‘시니 

어클럽’ 은 성공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신 노인들이 수입의 

일부로 문화활동에 참여하여 노년을 다소남아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시도록 하는 것이 

문화원의 큰 보람입니다. 2009년도에는 더 많은 노인들에게 시니어클럽 사업에 참여하 

실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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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2009년에는 동구릉의 어가행렬, ‘조선왕릉과 함께하는 조선역사’ 청소년만화시리즈 

중 제1권이 상반기 중에 발간될 예정이며 특히 동구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하반기 중 

에 결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우리 구리시민 모두가 가슴 부풀어 있습니다. 세계문화유 

산에 등재가 되면 세계여행객들의 방문코스로 많은 외국인들이 동구릉을 방문하게 될 것 

이며 구리시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하여 우리 구 

리시민들도 문화의식을 한 단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향토사탐방 프로그램 , 문화유산해설사양성강좌반, 유명 강사의 초청 

강연으로 다양한 평생교육강좌반, 예절강좌, 이성간의 예절강좌, 시민이 참여하는 전국 

문화유적답사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구리문화원의 각종 문화운동에 많은 시민들께서 참 

여하여 주셨습니다. 지면을 통하여 구리시민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대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사람은 빵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문화를 통하여 고난을 

극복하고, 문화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삶의 용기를 북돋울 수 있으며, 각박한 사회에서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문화의 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화 

운동은 구리문화원의 힘만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항상 구리문화원의 문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구리시장님과 공무원 여러 

분, 구리시 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한 해 동안 애쓰신 우리 문화원 

가족 여 러분께 감사를 드립 니 다.

2009년 4월

구리문화원장김 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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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문화원 10대실천덕목

代 편견의 언행을 삼가고

i
2. 예의를치켜"상호존중하려 '

* f 스 < -

낙 3. 남을 비난하지 않고 ‘ 三

4 칭찬에 인색하지 않으며 . 
사 *

보. 어떠한 경우라도 성을 내지 않고

C 6. 공적활동에 사리를 취하지 않으며

7. 봉사와 베풂에는 티를 내지 않고 '

8. 자신을 위한 거짓을 자제하며

.9 . 과오에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10. 회원은 책무와 분수를 지킨다. •



www.gurimh.or.kr

문화원 정기총회

문화학교 강사 위촉장 수여 안건심의

건원학술회 전경 （구리시 청소년수련관）구리 건원학술회 개므］' （2008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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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urimh.or.kr

전통 성년례 재연（2008년 5월 21일）

（2008년 5월 2일） 구리유채꽃축제 체험활동

（2008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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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urimh.or.kr

문화유적답사

① 충남 예산 - 4월 16일

② 충북 단양 - 6월 20일

③ 강원 영월-11월 4일

④ 경기 연천 -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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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合
문하^시호^동 www.gurimh.or.kr

구리시민백일장 （동구릉, 2008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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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문화특강 （2008년 7월 7일） 
소고만들기 （윤종국 선생）

예절교육 특강 （2008년 10월 6일） 
한국인의 정신과 예의 문화（김득중 선생）

장애우와 청소년 문화체험 （강화도） 

（2008년 8월 8일〜9일）
역사특강 （2008년 9월 26일） 

（고려대 최종택 교수）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공연 （2008년 9월 6일,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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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urim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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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urimh.or.kr

외국인 문화 체험 

정동극장 （2008년 11월 7일）

외국인 문화 체험
아차산 고구려 대장% 瓦을 （2（2）8년 11월 7일）

놀토 문화체험 - 부천 아인스월드 

（2008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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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으I 학동 WWW .gurimh .or.kr

예다미 정기공연 （구리시청소년수련관, 2008년 12월 2일）

장수기원 사진촬영 （2008년 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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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 .gurimh .or .kr

사진반

〈문화학교 작품발표회〉

（2008년 12월 12일）

서예반, 문인화반

대금반

가야금반

색소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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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urimh .or kr

경기민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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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유화하고 기질이 평온한사람은 

백복이 저절로 모여들어 다가온다.“

採根譚

松후 成斗換

- 구리 • 남양주 교육삼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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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생활 문화 <1>
최무장 박사 （연천선사박물관장）



인류의 생활 문화〈1>

구석기시대

최 무장

연천선사박물관 관장

인류기원은 현재 4단계로 구분되고 있다.

최초의 진정한 인류는 남아프리카에서 탄생된 호모하빌리스（능력 있는 사람）로 

175만 년 전에 출현, 뇌 용량이 650CC, 신장은 남 160cm, 여 150cm 정도로 추정 

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직립원인（호모에렉투스）으로 1920년경 발견된 쟈바원인（뇌용량

800CC）과 1927년〜1937년 사이에 발견된 북경원인（뇌용량 850cc〜1천250cc）이

있다. 북경원인은 신장 남 165cm, 여 155cm로 추정되는 약 50개체가 발견되었다.

북경원인은 최초로 불（火）을 제작사용, 최초의 석기 

（石器） 제작, 그리고 최초로 동물사냥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자 쟈바원인은 80만 년 전, 북경원 

인은 70만 년 전〜20만 년 전 사이로 평가되고 있 

다. 북경원인을 현 인류의 직접조상으로 학자들은

〈사진 1〉

네안데르탈인（로데지안인, 솔로인과 네안데르 

탈인의 중간계층인들 사진.

① ② 네안데르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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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 있다. ;

세 번째 단계로 독일의 뒤셀돌프의 네안데르탈 계곡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i 

은 영리한 사람（호모사피엔스）로 불리우며, 뇌량 1천300CC, 키 남자 170cm, 여 ! 

자 160cm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시기는 기원년 17만 년경으로 보고 있다. S 

4단계의 현생인류（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는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 발견된 크 여

로-마뇽인이 되며, 뇌량 1천400〜2천OOOcc, 키 남자 180cm, 여자 165cm로 추

정, 이 현생인류에 현 지구상의 66억 인구도 포함되고 있으며, 이 현생인류는 백 5 

인, 흑인 황인종으로 구분되고 있다. 현생인류 탄생은 기본적으로 기원전 3만5천 : 

〜1만년까지다. 현 66억 인구 중 황인종 약 17억, 백인 약 10억, 흑인 약 7억, 나 \ 

머지는 기타 종족으로 구성되며 지구상에 약 2천 656개의 존재하는 언어로 종족 ： 

을 분류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j

도구（석기）의 제작은 인류사고（思考） 세계의 발달뿐만 아니라 인류가 오늘날까 서 

지 존속한 기초가 된다. 노출된 암반（바위）은 강자갈, 모래, 진흙과 기타 부스러기 5 

들을 만들어 내며, 여기저기에 옮겨져 퇴적된다.

선사시대에서 가장 이른 시기는 구석기시대이며, 이 시기는 기본적으로 기원전

70만〜1만 년 전까지다. 구석기 시대의 마지막 1만 년 전후해 세계 인구수는 약 ； 

5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기간 중 오스트레일리아는 4만 년 경에 최초로 스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으며, 아메리카 대륙은 기원전 3만 년 경에 몽고인종이 시 ； 

베리아에서 알라스카까지 96km의 사이의 베링해협을 통해 건너가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

인류가 최초로 제작한 석제도구（석기）는 고운 모래로 만들어진 강자갈, 석영, ； 

석영암, 수석（플린트）, 흑요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의 사고세계는 대단히 ' 

천재적이다. 인간의 성인의 손바닥은 사용 면적이 편평하고 손등은 어느 정도 융 ： 

기（돌출）되었다. 크기는 길이가 약 20cm，너비 10cm, 두께 약 3〜4cm, 남방원인, 

그리고 북경원인,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 등은 기본적으로 손바닥 크기의 J 

강자갈을 선택해 그 주위에서 돌편을 떼어내어 날이 있는 도구를 제작해 사용했 어스 

다. 구석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채집과 사냥으로 생활했으며, 일정한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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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가 없이 기후의 변화에 따라 이 곳 저 곳을 헤매고 다니며 임시로 머물다가 

다시 옮기는 과정을 되풀이했다. 당시에 사람들은 추운 곳은 석회암으로 형성된 

동굴에서 머물렀고, 따뜻한 곳은 강가에서 거주했다. 당시 동물들은 풀을 먹는 초 

식동물, 예로 사슴류 등은 떼를 지어 다니며 생활하고, 육식동물인 호랑이와 사자 

등은 독립적으로 행동했다. 기본적으로 사람, 동물과 식물 모두 물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사람, 동물 등은 강가와 호수에 모여들게 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또 

한 동물들의 이동에 따라 같이 옮겨 다녔다. 동물들은 기후 변화에 민감하며, 기 

본적으로 그들은 다닌 길을 반복해 다니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 강가나 계곡 

상의 최초의 길은 동물（짐승）이 다닌 곳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위 환경을 깊이 관찰해 강자갈을 수집했다. 큰 강가에 

가면 필요한 강자갈을 쉽게 채집할 수 있다. 채집된 강자갈을 2개 들고, 오른손 

또는 왼손으로 다른 손에 들고 있는 손바닥 크기와 같은 강자갈의 융기된 한 끝을 

때리면 돌편이 떨어져 나가고, 그 떨어져 나간 날카로운 돌면을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도구는 다목적이다. 풀뿌리를 캐고, 나뭇가지를 자르고, 풀과 나무 

열매의 껍질을 벗기는데 유용하게 사용됐다. 이 도구는 자연적으로 깨진 돌의 날 

을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강자갈의 융기된 

부위의 끝에서 최초의 도구를 제작 사용된 기 

간을 약 20만 년 동안으로 보고, 이 최초의 도 

구를 학자들은 외날찍개（차퍼）라고 부른다. 그 

런 다음 강자갈 끝의 양면에서 돌편을 각각 1 

점씩 또는 2〜3점씩 떼어 내어 강자갈 끝을 더
〈사진 2〉

날카롭게 만든 도구를 제작, 이 도구（석기）를 병산리유적출토찍개

양날찍개（챠핑툴）라고 부르며, 이 석기도 역시

약 20만 년 동안 사용하게 된다.

인류 최초의 타제석기로 손바닥만한 강자갈의 한 면 안쪽 끝에서 돌편 1편 내지 

2편씩 별도로 떼어낸 것을 양날 찍개（chopping tool）라고 했으며, 양날 찍개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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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년 사용됐다고 본다.

그 다음 단계는 손바닥만한 강자갈의 한 쪽 끝은 비교적 뾰족하고, 상대편 끝은 

둥근 돌로 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뾰족한 끝의 융기부위의 좌우 양편 가장 

자리를 각각 체계적으로 연결시켜 돌편을 2〜3편씩 떼어 내어 뾰족한 끝을 더욱 

날카롭게 만든 것인데, 이 석기를 피크(산봉형기)라고 부른다. 이것은 즉 융기부 

위의 3분의 1의 면에서 석편을 제거한 것이다.

석기 제작 시기는 대개 기원전 45만 년으로 추정되며, 이 때 인류의 두뇌가 체 

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연결된 석편을 갖춘 시기로 보고 있다. 따라서 타제석기 

의 제작과정은 기원전 70만 년 전부터 약 45만 년까지 외날과 양날찍개 그리고 

산봉형기로 발전되며 기원전 45만 년 경에서 약 5만 년 사이에 원주먹도끼 

(proto-hand axe)가 제작되었으며 실질적인 주먹도끼는 50만 년이 경과돼 제작 

된다. 원주먹도끼는 손바닥만한 강자갈 한 쪽 끝이 뾰족하고 한 끝은 둥근 형태의 

강자갈 융기 부위의 좌우 양변에서 각각 3〜4편씩 연계된 돌편을 떼어낸 석기다. 

즉 이 석기는 상기한 산봉형석기로 본다. 체계적으로 연결시켜 양면의 가장자리 

에서 2/3의 석편을 떼어 낸 점이 상기한 산봉형기보다 발전된 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인류 최초 타제석기는 상기한 외날, 양날찍개, 산봉형기와 원주먹도끼의 발전 

단계를 거쳐 기원전 20만 년경부터 주먹도끼(hand axe)가 제작되기 시작한다. 

주먹도끼는 상기한 원주먹도끼의 제작 방법, 즉 한 쪽 끝이 비교적 뾰족하고 그 

상대편 끝은 둥글며, 한 면이 융기되고, 그 반대 면은 납작한 강자갈을 선택, 먼저 

융기된 면의 뾰족한 좌우변에서 거의 같은 크기의 석편을 연결해 체계적으로 떼 

어 낸 다음 그 강자갈의 반대면(편평면)의 뾰족한 좌우 양변에서도 융기면과 같은 

길이까지 편평면의 좌우변에서 석편을 각각 3〜4, 전체로 7〜8편을 떼어내어 지 

그재그로 양변날의 프로필을 세운 것을 주먹도끼라 부른다. 즉 양면의 가장자리 

에서 각각 2/3 정도의 석현이 제거된 석기이다.

상기된 외날, 양날과 산봉형기, 그리고 원주먹도끼에서 주먹도끼까지 석기제작 

기간은 약 50만 년이 경과되며, 이 과정을 강자갈 석기 제작 방법 또는 형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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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른다.

주먹도끼 편석기 제작은 석기제작과정 

의 두 번째 형식이 된다. 주먹도끼와 더

엽®』애》:〜

0 5ml날그느 석＜|

불어 비교적 큰 석편석기, 즉 클리버（얇 〈=〉

은 주먹도끼）, 긁개, 밀개, 톱니석기, 홈석기와 송곳 등이 제작됐다. 석편석기의 

기준은 떼어낸 석편의 가장자리를 다시 손질（제2가공）해 필요한 도구를 제작한 

것이다.

석편석기가 제작된 석편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길이와 너비가 각각 5〜6cm 정 

도가 되며, 이 석편은 기본적으로 직접타법으로 떼어낸 것이다. 석편 석기의 기준 

은 처음 석편을 떼어낸 면을 타격면이라고 부르고, 그 위에 타격이 가해진 점을 

타격점이라고 부른다. 석편석기는 타격면과 타격점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 손질 

（제2가공）을 해 필요한 도구를 제작한 것을 긁개（scraper）라고 부르고 타격면 상 

대편 끝을 손질했을 경우 밀개（end scraper）라고 부른다. 톱니석기는 석편 한 변 

에 톱날처럼 날을 거칠게 만든 것이며, 홈석기（notch）는 석편 한 변에 홈날을 날 

카롭게 세워서 뼈에 붙은 고기를 발라먹기 편리하도록 제작된 것이다. 송곳은 석 

편의 한 끝을 가볍게 좌 또는 우쪽으로 경사지게 뾰족하게 날을 세워 가죽을 벗기 

는 등 송곳으로 활용되게 제작됐다.

구석기 시대의 석기는 인류도구의 기초가 됐으며 철기시대（기원전 800년〜기원 

전후한 시기）의 도구는 비록 날들이 단순히 철제로 대치되었을 뿐 기본적인 도구 

의 날은 구석기 시대의 날과 일치한다. 예로 중기구석기시대（5천년 또는 6천년） 

사이에 최초의 석제 칼（knife）이 제작되는데, 그것은 석편의 한 변 날의 양면을 

대칭적으로 예리하게 제작된 것이다. 한반도 전통적인 반월형 석도는 외날이며, 

즉 한 변에만 날이 세워졌다. 우리의 부엌에서 사용된 전통적 부엌칼（철제）도 외날이 

었다.

나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여섯 차례 임진강 유역의 장남면 원당리 일대를 

발굴했다. 이곳 유적은 내가 찾았으며, 발굴에서 대단히 중요한 석기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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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3차 발굴, 발굴 장소는 장남면 원당리 932-1번지 1천여 평의 밭, 이 중 

네 번째 구덩이（4피트）는 위에서 아래로 4층으로 나뉘어졌으며, 2층은 암갈색 점 

토층으로 중기구석기시대（기원전 4만 년）에 해당되며, 4층（아래층）은 암황갈색 

점토층으로 전기구석기 시대에 해당된다. 이 층위는 원형 돌무지 등과 함께 전체 

출토석기 463점 중 외날찍개가 74점, 양날찍개 9점, 주먹도끼 1점, 석핵 8점 등 

으로 나는 이 층위는 기원전 50만 년 전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한반도 남쪽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시대 유적이 확인됐 

다. 한반도 북쪽 대동강가의 검은모루 유적은 1966년에 발굴됐다.

동굴 유적으로 5층（위에서 아래로）으로 나누어지며 밑의 4번째 층위를 전기구

석기시대 60〜40만 년 전으로 보고 

있다. 이 층위에서 6점의 석기（주먹 

도끼, 첨두기, 긁개, 석핵, 마치 등） 

와 동물화석으로 물소, 원숭이, 코 

끼리, 큰쌍코뿔소 등 더운 기후 동 

물들도 제시되고 있다.

상기한 검은모루 동굴 유적은 북 

한에서 가장 오래된 시기로 추정되 

〈사진 4〉

평양시 상원군 검은모루 유적

지만 동물화석과 석기수량이 대단히 빈약하다. 내가 발굴한 원당리 3차 유적지는 

강자갈로 원형 돌무지와 함께 외날찍개 74점, 양날찍개 9점은 적어도 한반도 임 

진강 유역에 50만 년 전후해 사람들이 생활한 흔적이 충분히 제시돼 있다. 물론 

내가 발굴한 6곳（6차）의 발굴지는 모두 야외유적으로 동물화석은 없고 오로지 석 

기만 출토되어 상대적으로 층위대 연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

원당리 유적을 6차 발굴한 이래 지금까지 기회가 있는 대로 임진강 유역의 남쪽 

상류지역 횡산리, 강내리 등의 지표조사를 통해 내가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 

는데, 임진강 유역에는 전기구석기시대（약 50만〜10만 년）, 중기구석기시대（8만5 

천〜3만5천 년）,후기구석기시대（3만5천〜1만 년）까지 3시기의 층위가 분명히 존 

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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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유역의 유명한 전곡리유적은 1979년부터 발굴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간 

헐적으로 11차까지 발굴됐으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시기와 층위자료 

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유적에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전형적인 주먹 

도끼（hand axe）가 출토돼 1949년 하버드대 교수 모비우스가 제시한 주먹도끼 

문화권은 유럽과 아프리카 일부 지역 그리고 동북아시아는 외날과 양날찍개

（chopper and chopping tool） 문화권이라는 이론이 사라지게 됐다.

한탕강은 임진강의 지류의 하나다. 한탄강물과 임진강물이 합수구에서 합류돼

서해로 진입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는 전곡리유적에서 서쪽으로 3km 지점의 남계리 유적을 1989년 1차와 1992 

년 2차 등 2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남계리 유적의 2차 발굴의 1피트 

（구덩이）는 4층（위에서 아래로）으로 나뉘어지며 2층은 2만 년 전후시기（후기）, 3 

층은 3만 5천 년 경（후기 초기）, 4층은 8만〜3만 5찬 년（전기말에서 중기） 등으로 

나뉘어지고, 1차 발굴 시 소나무 속, 버드나무 속 등 5종의 나무 속, 백합과 난초 

과 등 6종의 꽃 과 등이 발견돼 당시 기후가 따뜻하고 습기 찬 초원지대라는 것들 

도 제시되고 있다. 종합하면 임진강 유역의 장남면 원당리 일대의 외날, 양날찍개 

등의 문화가 발전돼 지류인 한탄강 유역의 전곡리 유적과 남계리 유적 일대에 주 

먹도끼 문화를 탄생시켰으며 이러한 문화는 즉 석기 제작의 제 1형식인 강자갈 석 

기（pebble tool）의 표준을 세워 주게 됐으며, 석기제작의 제2형식, 즉 석편 석기

내용도 한탄강변의 남계리 유적에서 확 

인할 수 있다.

구석기시대（기원전 70만〜1만 년）의 

석기제작 과정을 강자갈 석기, 석편석 

허《허。으倉

0 Son

〈사진5〉

전곡리 S,W.-IV2층 출토의 유물

기, 그리고 르발르와기법 석기제작과 소형석기 제작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 

통례다. 이 석기 제작 방법도 지역에 따라서 모드구까지 분류되는 곳도 있다.

모드 I 에 속하는 강자갈 석기 범위 내에서 1979년 한탄강변의 전곡리 유적에서 

전형적인 유럽 형태의 주먹도끼가 출토되면서 세계 석기 문화권의 이론이 변경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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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큰 영향을 주었다. 실질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 출 

토의 전형적 주먹도끼는 최초의 예가 되고 있다. 중국의 960W 내에 한반도 출토 

의 예와 같은 전형적인 주먹도끼는 1점도 없다.

상기한 바와 같이 내가 1998년 발굴한 3차의 4번째 구덩이에서 74점의 외날찍 

개, 9점의 양날찍개 등과 그 상층（위층）의 발전된 석편석기（모드H）등 그리고 한 

탄강변의 남계리 유적 등의 시기 등은 한반도 구석기 시대 문화의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하나의 예로서 나를 흥분시키고 있는 석기가 임진강변의 횡산리, 강내리, 화 

이트교 부근에서 채집된 것으로서 소위 모드111（르발르와기법 석기제작）에 해당되 

는 프랑스에서 제시된 석기제작 기법의 특수한 예가 확인된 것이다. 소위 르발르 

와기법의 석기제작은 길이 약 20cm, 높이가 12〜 13cm, 너비 약 12〜 13cm의 타 

원형 강자갈 주위에서 비교적 긴석편（blade）（석편의 길이가 너비 2배가 되는 것） 

을 떼어내는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전자 석편（flake）은 기본적으로 길이와 너비 

와 크기가 거의 같은 원형 또는 방형이다. 그러나 르발르와 기법에서 제거된 석편 

은 인류 석기（도구）제작 기법상에 가장 큰 변화의 예를 제시하여 주고 있다.

르발르와 기법은 상기한 크기 （길이 20X높이 12〜 13cm〉〈너비 12〜 13cm）의 

타원형 강자갈 주위에서 연계적으로 길이 10여cm, 너비 4〜5cm의 석편을 부드 

러운 망치（나무공이 또는 짐승 뼈 끝）를 이용해 석편을 모두 떼어내면 그 강자갈 

위의 중심부에 원래의 자연면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것을 돔형지붕 또는 거북 

이등형이라고 부른다.

강자갈 주위에서 긴석편（blade）을 떼어내고 그 상면 중심부에 자연면 일부가 남 

아있는 돌을 르발르와 석핵（core）라고 부르는데 이 석핵의 측면에 비교적 더 큰 

석편을 떼어내기 위한 타격면을 준비해 그곳에 강하게 타격을 가하면 크고 넓은 

크기 （길이 12〜 13cm, 너비 10여cm, 두께 4〜5cm）의 큰 석편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기법에서 얻어진 석편의 주위를 다시 제2 가공해 긁개 또는 톱날석기 등 

유용한 도구를 제작할 수 있다.

다만 내가 발견한 르발르와 기법의 전체 과정의 도구는 원석재（原石材）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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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 아니고, 시기는 비교적 늦은 후기구석기시대（기원전 3만〜2만 년）의 불탄 

석재（burnt stone）석기다. 불탄 석재는 석영암제 강자갈을 20〜30여 개 수집해 

한 곳에 평탄하게 깔아 놓고 그 위에 나무토막을 쌓은 후 불을 지펴 일정기간 동 

안 열을 가하게 되면, 그 석영암들이 열을 받아 색깔이 검붉은 색으로 변한다. 그 

런 다음 불을 소멸시켜 불탄 석기가 완전히 식게 되면 부드러운 망치로 때려서 원 

하는 석편을 떼어낼 수 있다. 이러한 석재의 불탄 자료는 역사시대의 아메리칸 인 

디 언들도 사용한 예가 있다.

종합하면 한반도 임진강 • 한탄강 유역에서 약 50만 년을 전후해 최초로 사람들 

이 살기 시작했으며, 원당리 3차 발굴의 강자갈 석기（모드 I）와 강자갈 석기의 마 

지막 단계인 전곡리 유적 출토에서 주먹도끼（최근 지질학적 조사에 따르면 전곡 

리 유적 층위는 기원전 8천〜3만 5천 년으로 확인되고 있다）가 출토됐으며, 그 서 

쪽 옆 남계리 유적에서는 전기말, 중기와 후기 층위가 확인됐다. 즉 석편석기（모 

드］！）의 발전과정이 확인되고 임진강변의 불탄 석기는 전형적 중기의 르발르와 

기법의 석기 제작 방법이 후기（긴석편제 석기, 모드順의 예로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현 남쪽 한반도 지역의 한탄강과 임진강 유역에서는 전기 • 중기 • 후기의 

구석기가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놀라운 문화현상은 유럽에서 확인된 석기제작 

방법이 유일하게 이 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 제방의 퇴적층에서 전기구 석기시대부터 후기구석기시대 

초기 전후까지 적어도 전기 • 중기 • 후기 초기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석기유형이 

모드 I 에 속하는 것은 외날과 양날찍개, 산봉형기, 원주먹도끼, 2/3정도 양면 상 

위 부위 가장자리에서 돌편（석편）을 떼어 제작된 주먹도끼와 양면 전면에서 자연 

적인 돌면（자연면）을 떼어낸 심장형 주먹도끼, 그리고 망치돌 또는 사냥도구로 사 

용된 원형의 돌과 돌편을 떼어내고 남은 석핵（core） 등을 합하면 모두 8종이 된 

다. 강자갈 양면 2/3정도에서 떼어낸 주먹도끼는 전형적인 주먹도끼로서 원래 먹 

는 배 （%시 또는 우리 전통적 전구알과 같은 모양）와 같은 유형 이 다.

모드 I 에 속하는 돌편석기（flaked stone-tools）는 기본적으로 긁개, 밀개, 첨 

두기, 송곳 등이다. 이것들도 모드 I 시기에 존재하지만 소량이며 극소하다.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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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와 언제나 같이 동반되는 비교적 크고 거칠은 클리비（얇은 주먹도끼）도 포함 

된다. 다만 모드II의 석편 석기는 중기구석기시대에 이르러 수량이 모드I 의 강 

자갈 석기시대보다 많아지고, 더욱 석기제작 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드 I시기（중 

기）에 이르러서 르발르와 기법, 석편의 길이가 너비의 두 배 되는 소위 면도날형 

（blade）이 제작되고 이 때 소위 톱날석기（톱니석기）, 홈석기（뼈에서 고기를 유용 

하게 발라내는 도구）등 6종과 기원전 5만〜6만 년 전후해 돌칼（knife）이 제작되어 

7종이 된다.

석편석기의 긁개는 사냥한 동물 또는 죽은 동물의 육류를 잘라내고, 밀개는 가 

죽 위의 살을 발라내고, 첨두기는 끝이 삼각형으로 뾰족해 무기로 사용되었을 가 

능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송곳은 가죽을 벗기고 구멍을 뚫는 것으로 되어 있으 

며, 기본적으로 중기 초부터 조각기（burin）가 소량으로 제작되어 모두 8종이 된 

다. 조각기는 언어 그대로 동굴생활자의 신앙과 관계된 그림（동물） 등을 홈이 나 

게 선을 긋고, 또한 가죽 또는 뼈 위에 선（획）을 긋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다만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에서는 아직까지 기원전 1만 년 전후한 소위 잔석기 

（micro-lithic） 층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잔석기는 모드 ]II 또는 IV 시기에 해 

당된다. 예로 슴베찌르개라고 하는 흑요석 또는 석영 등으로 제작된 소위 화살촉

〈사진 6〉

굴포유적의 VI층위헤1기 문화층）에서 출토된 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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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창끝 유형의 석기 등은 아직 연천지역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석기 유형 

은 BC 1만3천 년 경이 되는 강원도 홍천 사화계리 유적에서 확인되고 남쪽지역은 충청 

도 수양개 유적 등에서도 확인되었다. 임진강 유역에서는 상기한 모드 II와 BI사이에 불 

탄석기（burnt stone tools）가 발견되어 전형적인 르발르와 기법의 석기가 확인되고 있 

다.

그 외 임 진강과 한탄강 물이 만나는 합수구 주위 주월리 , 금파리 유적 등이 있다. 주월 

리 유적은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舟月里） 405, 413번지에 위치하며, 용암대지（현무암） 

상면에 남겨진 것으로 상당량의 타제석기（구석기 유물）가 채집되고 신석기 시대의 즐문 

토기편이 100여점이 채집되고, 옥제 장신구 3점, 마제석부, 마제석창편, 마제석촉이 각 

1점씩 지표에서 채집되었다. 주월리 유적의 즐문토기들은 신석기시대 후기에 속하는 것 

으로 보고 있다. 금파리 유적은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금파리 산 5-1 번지와 158-3번지 

에 위치하며 서울에서 북쪽으로 50km 지점이다. 임진강변에 형성된 유적으로 출토 석 

기로는 외날찍개, 주먹도끼, 클레버, 산봉형석기, 긁개, 칼, 홈석기 등이다. 유적의 연대 

는 구석기시대 전기 말〜중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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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릉과 석물

은광준 （조선왕릉연구소장）

‘구리가 낳은 항일독립운동가’

<> 김규식의 출신 배경과 가계에 대한 고찰

이이화 （역사문제연구소 고문）



특집①

왕릉（王Ft）과 석물（石物）

은광준

조선왕릉연구소 소장

1. 능 • 원 • 묘제

우리나라의 분묘제도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다시 고유한 능묘= 

으로 전개하며 발전시켜 나감을 필자는 기술하고 싶다.

능（酸）은 왕 • 비, 원（園）은 세자 • 세자빈 • 세손 • 세손빈, 왕의 생모 • 빈, 묘는 제 

빈 • 왕자 • 공주 • 옹주 • 군의 분묘를 일컬으며, 직위에 따라 장례의식 절차는 물론 

조성시설과 규모도 달랐으나 능（酸）과 원（園）은 모두 국휼（國|血=國喪）로 불리어도 

큰 차이가 없다.

능원제도는 역사에 처음 나타난 사기» 정의인괄지지（正義引括Ite）에 보면 중 

국 하대（夏代） 우왕（禹王） 때부터 존재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때부터 이 

미 확립되어 있었다.

0 고구려（高句麗）

고구려 초기에 벌써 방형의 계단식 적석총（積石 

豫）으로 호석（護5）을 세운 대표격인 광개토대왕릉 

과 태왕릉이 있으며, 4세기말〜5세기 초에 다시 중 （고구려 장수왕릉 - 장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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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의 봉토분의 영향을 받은 토총（土豫）인 동수묘（冬壽墓）가 봉토고분벽화의 효시 

（鳴天）로 나타난다.

이 동수묘는 중국분묘제도와 같은 지하궁전 규모로 왕릉에 버금가지만 모줄임천정 

（扶角漢井）의 건축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봉토벽화고분은 석재로 조적한 지하구조로 토목건축사에 매우 중요하고, 또 벽화 

에는 당시 사용한 목조건축의 부분이 나타나고, 전기（=）에는 전실（=） 양옆에 

측실（｛則室）을 갖는 T자형, 중기（中期）에는 전실 • 후실로 간소화되고 후기（後期）에 

는 단실의 현실（玄^）만을 갖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0 백 제（百濟）

백제 초기의 분묘로 서울 근교에서 보이는 적석총 

과 일반봉토분이 보이며, 봉토분에서 석실총과 토광 

묘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고구려의 적석총과 상통하 

며, 으삼국사기»개로왕조에 ‘취대석어 욱리하작곽 

이장부골’ （取大石於 郡里河作|郭 以葬父骨）이라고 한 
〈백제 무령왕릉〉

것을 보면 왕릉일 것이라 추측된다,

공주시기의 고분은 석실묘와 전축분으로 석실묘는 송산리 무녕왕릉 부근에 있으 

며, 사방의 벽은 활석으로 쌓아 올리다가 점차 안쪽으로 경사져 원형의 돔을 만들어 

겉에 회를 발랐고, 전축분은 중국의 남조（南朝）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무녕왕 

릉과 송산리 6호분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다 같이 구릉을 파서 만든 조적방식이 유사한 능으로 문양전（연화문）을 사 

용하여 현실과 연도를 볼트식으로 쌓았고, 무녕왕릉은 남쪽경사면에 호석을 쌓아 전 

실에서부터 밑으로 배수가 되도록 하고 배수로는 전돌로 암거식（暗*0으로 시설 

하였으며 특히 6호분은 전벽 표면에 회를 발라 사신도를 그린 벽화고분이다.

0 신 라（新羅）

신라 초기에는 평지에 봉토분으로 조성되다가 통일 

신라시대로 접어 들면서 점차 구릉지대로 옮긴 적석 

목곽분（積石木郭噴）이 대표적이다.
（신라 천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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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초기에 고구려 고유의 묘제인 호석을 세운 적석총의 영향을 받아 봉토 기 

부에 쌓은 호석이 처음에는 토총 주변에 거대한 자연석을 군데군데 박아 봉토를 보 

호하거나（태종무열왕릉） 자연석을 봉토 속에 보이지 않게 쌓았는데, 이는 봉토가 무 

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토목공사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봉토를 보호하는 듯한 상징적 의미만 갖고 있다가 점차 4각으로 다듬고 

가공한 큰 돌로 봉분 둘레에 석축을 쌓아 올림으로써 실용적인 버팀기둥（호석）의 

기능을 살려 나가며 （신문왕릉）, 이 시기부터는 중국의 당나라 제왕릉（帝王j麥）제도 

（乾酸:당나라 고종능）와 방위신（方位神）신앙을 중시하는 밀교（密敎）의 영향으로 능 

전 참도（參道）양쪽에 문 • 무인석상과 사자석 등 석물조각들을 조성 • 배열하고, 호석 

은 축대형이 기단형 석단의 형식으로 바뀌면서 원형기단을 이루는 각 면석의 중간 

중간에 12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12지신을 해당 방위에 맞도록 입체조각을 새겨서 

넣기를 이르렀다.（성덕왕릉 - 재위 : 702〜737）

이러한 12지신상은 호국이념을 법맥으로 하고 있는 밀교사상과 일치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왕릉을 모든 방위의 외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철통같이 능실을 에워 

싸고 지키는 책임을 맡은 외호신장（外護神將）으로 표현되었던 것이므로 호석에 조 

각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위와 같은 합리성 때문에 갑주와 무기를 들고 있는 인신수수（人身獸首）모양의 무 

장형 12지신상이나 평복에 무구를 갖춘 평장형 12지신상이 각 능묘 호석의 핵심적 

인 조각으로 면석의 중앙을 차지하였다（김유신묘 : 무장형 12지신상）. 신문왕보다 

반세기 후에 영조된 성덕왕릉은 봉토주위에 판석으로 호석을 세워 갑석（甲石）을 얹 

고 판석을 탱주로 고정시켰으며, 탱주는 다시 버팀주로 받치고 호석 앞에 원형의 12 

지신 조각상을 세우고 다시 그 외곽으로 석주를 여러 개 세워서 석난간을 만들었고, 

봉토 정면에는 면석의 안상（眼象）을 새긴 상석（床5）을 놓고 능의 네 모서리에 석 

사자상을, 또 전방에는 문인석 • 무인석을 세웠다.

이와 같은 형식은 우리나라의 봉토 왕릉 중에서 석인이나 석수를 능전에 상설 • 배 

치한 최초의 방법이다.

이러한 12지신상을 외호신장으로 하여 완벽한 호석의 기능을 갖춘 통일신라식의 

봉분형태는 그대로 고려시대로 전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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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 려（高麗）
山혜斗서^^^^

고려의 왕릉은 개성부근의 산악지대에 대부분 분 HHHMfeiglll

易!^^^
포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피장자인 왕의 능묘가 확
실한 것은 태조의 능（현릉）을 비롯한 19기에 이른 뼈ais^si

11^뿨^Wei'BBMBBH■解
다. 〈고려 공민왕릉〉

그러나 고려 왕릉들은 몽고의 침입과 도굴 및 후대（조선시대）의 개축 등으로 원형 

이 변형된 것이 많으나 현릉（»） • 소릉（원종） 및 7릉군은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 

되었다.

통일신라시대의 왕릉제도를 계승하고 고려 건국의 시조로 받들어 지는 원창왕후릉 

（元昌W麥:太祖의 祖母로 龍女）인 온규릉은 12지신을 조각한 병풍석으로 봉분을 

에워싼 능제로 자세히 살펴보면 12지신상은 수수인신（獸首人身）에 조복을 갖춘 평 

장형이고 석난간이 있던 흔적이 있으며, 봉분 옆에는 석수 한 쌍이 현재도 있고, 석 

인은 능하에 잔결편（殘缺片）이 남아 있어 이 상설제도가 현릉에 그대로 나타난다.

즉 이 왕릉들은 산의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좌청룡 • 우백호의 산맥이 능 뒤 에서 

부터 좌우로 뻗어 내리고 물은 능의 서쪽에서 동으로 흐르는 지세를 택한 소위 풍 

수도참사상에 의한 명당자리를 선택하였으며 이것이 조선시대로 계승되면서 더욱 

중시된다.

고려시대 능역제도는 남북（18mX36m）의 장방형으로 동 우 서 . 북면은 돌담으로 둘 

렀고, 능 앞에는 4단으로 구성되어 제일 윗단에는 봉분 • 석상 • 망주석, 2단에는 가 

운데 장명등을 중심으로 좌우에 문인석을, 제3단에는 무인석 제4단에는 정자각과 능 

비를 세웠다.

봉분 높이는 3〜5m, 지름은 6〜9m이며 신라 왕릉과 같이 면석과 12지신상을 조각 

한 호석과 외곽으로 난간석과 석수로 배열되었다.

이 능제가 고려 후기까지 이어지다가 자주독립을 선포하고 왕권강화를 도모하던 

공민왕대에 이르러 충선왕（在位 1309〜1313）이 세운 만권당（萬卷堂）을 통해 받아들 

인 신지식인 성리학의 본격적인 확신과 이해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고려 왕릉 제도 

와 중국의 제왕릉 제도를 참고하여 절대왕권을 상징할 만한 참신하고 독창적인 왕 

릉제도를 창안해 내는데 그 규모가 가히 전대에 비해 광대화려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완비된 고려 말의 공민왕릉（현릉:1374）과 그의 비인 노국대장공주릉（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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릉:1365）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동서로 긴 장방형구역에 서쪽에는 현릉, 동쪽에는 정릉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으며 

두 능에는 12지신상을 조각한 호석과 난간석이 둘러져 있고, 그 안쪽 모서리에 석호 

가 있고 능과 능 사이 앞뒤로 석양과 능 앞 좌우에 망주석 1기씩 또 각 능 앞 중앙 

에 석상이 1개씩 배치되어 있다.

제2단과 제3단은 최상단보다 약 1〜2m가 낮으며, 가운데에 장명등 • 문인석 • 무인 

석을 양쪽에 상설하고, 제4단은 경사면을 훨씬 내려와서 돌로 계단을 만들어 놓았으 

며, 조선 왕릉과 특별히 다른 점은 현궁 내부에서 벽화가 확인된 석실의 벽화고분으 

로, 벽을 가공한 장대석으로 쌓고 그 위에 판석 3개로 덮개를 하였고, 바닥은 전（石專 

）을 깔았으며 현실의 남쪽 중앙에 입구를 만들어 그 앞을 역시 판석으로 막았다.

벽과 천정은 회칠을 하고 성신도（星辰圖）를 천정에 그린 흔적이 확인되었고, 벽에 

는 상부에 간격을 두고 걸고리를 박았으므로 그림을 걸었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

현릉 • 정릉에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

망주석과 장명등 및 정자각이 등장하여 위의 모든 양식이 조선시대 능제로 계속 

이어져 온다.

0 조 선（朝鮮）

조선왕조는 1392년에 개국하여 1910년에 멸망하니 정확히 518년 동안 국운을 이어 

온 나라였다.

성리학（숭유배불）을 국시로 천명하여 밀교관련 서 

적을 불사른 것은 유교적 풍토에 따른 정책적 조치 

에 불과하며 내면적 신앙기초에 밀교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까닭에 고려시대부터 성행하던 풍수지 、우 —쨋천”
〈조선 태조 건원릉〉 

리에 입각한 왕릉으로 영조（營造）되었다.

이 시대에는 능（酸） • 원（園） • 묘（墓）로 구분하여 왕의 능만도 27기가 되나 비와 

추존 왕 • 비를 합하면 무려 78기에 이르고, 원은 13기, 묘는 52기가 현존하며 북한 

에 10기의 능이 위치한다.

이들은 시대에 따라 택지가 정해져 집중한 것이 아니고 상을 당하면서 성빈기간 

（成M期間）이 3〜5개월이었으므로 그때마다 상지관을 보내 능지를 선정하며 산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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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 아니라, 현궁이 들어서는 토질까지 중요시하여 흙이 윤기가 흐르고, 물기 

가 없으며, 지나치게 건조하지도 않으며 5색을 발하며 고와야 이상적이라 하였다.

풍수지리설에 의거 불길하다는 이유로 천릉（遷H） 한 숫자는 천장왕릉（貞酸 • W 

• = •퍄• = = • W） 전체 13기

중에 8기에 이른다.

예를 들어 목릉（穆f麥:宣祖의 酸）은 본래 건원릉 서강에 봉릉（奉I麥）되었던 것을 인 

조8（1630）년 원주목사 심명세（沈命世）가 ‘목릉불길 차유수기’ （穆酸不吉 旦有水氣） 

라고 상소를 올려 건원릉 제2강으로 옮겼는데 먼저 봉분을 파고 현궁을 열어보니 

물기가 없어 모두 분개하였다고 하고, 또 장릉（長^:仁祖의 酸）의 경우는 5대 81년 

간 천릉에 대한 논쟁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영조7（1731）년에 천릉하였다.

조선왕조로 들어와서 최초로 영조한 능으로 태조 계비 신덕왕후 강씨의 능이며 태 

조의 수릉（壽髮）인 정릉（貞酸:1397）의 규모로, 공민왕릉의 능제를 그대로-즉 탁월한 

기교와 조형（=） 능력을 지닌 공민왕에게까지 실력을 인정받아 현 • 정릉（玄 • 正 

酸）은 물론이고 그 영전（影殿）을 비롯한 당시의 토목공사 일체를 도맡아 하던 환관 

김사행 （金師幸:?〜1398）이 생존하여 당시 태조의 측근 총신（韻臣）으로 신도 한양 

의 궁궐을 비롯한 모든 공사를 주관하고 있었으므로 정능（貞IW）역시 그의 생각과 

손에 의해서 경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조가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의 현 • 정릉과 같이 동원쌍릉（同原雙1麥）으로 

같이 묻히기를 바라며 신도 한양 주변의 길지 명당을 수 없이 찾아 다닌 끝에 왕궁 

서남 취현방（衆賢아）에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 이곳에 수릉을 겸해서 축조하였던 

정릉이 태조8（1408）년 태조 이성계의 승하（昇週） 후 계모 신덕왕후 강씨를 증오하 

던 태종이 부왕과의 동장（同葬）을 원치 않아 부왕을 지금의 건원릉（健元酸）에 봉릉 

하고 다음해인 1409년에는 옛부터 도성내에 왕릉을 만들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현재의 성북구 정릉동인 동소문 밖 사을한리의 산록으로 천장하였다.

정자각은 해체하여 태평관 북루（北樓）를 짓고, 석물은 모두 실어다 다른 곳에 사 

용하고 석인은 땅에 묻고 봉분은 깎아 없애 무덤의 흔적도 남기지 말라는 명을 내 

려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그 상세한 원형을 짐작할 수 없어 현 • 정릉과 얼마나 같았 

는가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태종 10（1410）년에 생모인 신의왕후 한씨를 태조의 유일한 정비로 태조와 함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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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종묘에 부묘하고 계비 신덕왕후를 후궁의 자리로 격하시켰으며, 마침 큰비로 

당시 흙다리였던 광통교（廣通橋）가 떠내려가니 능지（0h）에 묻었던 병풍석 기타 

석물들을 가져다 광통교를 석교로 가설했기 때문에 12지신상과 운당초문이 표면에 

정교하게 조각한 병풍석들이 광통교 양쪽 하부 석벽을 이루고 있어 규모와 조각솜 

씨를 짐작케 하며, 현릉의 면석 크기가 7尺X4.5尺이며 정릉（貞I髮）은 8尺X3.4尺로 

비슷하고, 현릉의 세련된 입체감과 회화적인 공간처리를 못 따르고 답답하고 경직된 

화면구성과 평면적 조각기법으로 도안화된 느낌이 드는 =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현릉조각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모사하려고 한 작의성이午意性）때문이라 생각 

된다.

하여간 김사행이 젊었을 때에 공민왕의 뜻을 받들어 현 • 정릉에서 왕릉제도를 완 

비한 경험을 그대로 계승한데서 정릉의 축조는 무리 없이 제작되었다고 보아야 하 

겠다.

정릉은 축조한 다음 해인 태조7（1398）년 왕자의 난이 일어나 건국에 공이 많은 방 

원이 신덕왕후 강씨 소생인 두 아우를 살해하고 대권을 장악하며 이때 김사행이 방 

석 일당의 사주（B族）를 받고 여러 왕자들을 지방의 각 도로 보내도록 태조에게 밀 

계하였는 것과, 궁실 건축과 같은 토목공사를 하여 일반 백성을 괴롭히고 왕의 심기 

만 기쁘게 하는데 힘썼다는 두 가지 죄목으로 참수당하여 3군부（三軍府） 문전에 효 

수됨으로 고려 왕릉 축조와 조선 왕릉 축조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없어졌다.

그러나 김사행이 정릉（貞酸）과 태조의 수릉（壽酸）을 정성껏 축조하여 능제의 기틀 

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태종이 모두 파괴해 버렸으나 이어 건원릉의 표본으로 할 

수 있어 초기부터 쉽게 완비할 수 있었다.

현 • 정릉 및 신덕왕후 강씨의 정릉 또 건원릉의 축조 기록이 실록에 실려 있지 않 

고 산릉도감의궤에도 없으며, 태종5년（1405）에 비로서 중신들의 예장증시지법（禮葬 

增證之法）이 제정되고 다음 해 능침보수지법（=步數之法）을 정해서 능역의 면적 

을 확정하였다.

이에 때를 맞춰 태종7년에 생모로 태조 즉위 전해인 1391년에 승하해서 능의 규모 

로 갖추지 못했던 신위왕후 한씨 묘역을 능역 규모로 확장하는데 이 공사 감독 총 

제는 태조와 태종의 신임을 얻어 졸오（卒伍）에서 대장（大將）을 거쳐 선공감사（縮丁 

監事）가 된 박자청（치'子靑:1357〜1423）이 책임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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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청은 태조 즉위 전부터 신변호위를 맡은 무사로 항상 근시하였고, 또 토목건 

축에 재능이 있어 감사행이 토목공사를 주관할 때 선공소감（結丁少監）으로 보좌하 

였기 때문에 김사행이 참형당한 이후에는 자연히 태종의 신임 아래 도맡아 주관하 

였다.

태종8（1408）년 5월 24일 태조가 74세로 승하하자 장례행사를 위하여 4도감（M殿 • 

國葬• 山酸•齊）을 설치하는데 빈전도감에서는 왕이 승하한 날부터 인산일까지 습

• 염 . 성빈 . 성복 . （襲 . 驗 . M . 成服） 등의 일, 국장도감은 재궁 • 거여 • 책보 • 

복완 - 능지 • 명기 • 길흉 • 의장 • 상유 • 제기 • 포연 • 제전 • 영우 （碎宮 • 車與 • 冊寶

• 服坑 • 酸誌 • 明器 • 吉凶 • 儀使 • 喪雅 • 祭器 • 鍾鐘 • 祭算 • M） 등의 일을 거행 

하며, 산릉도감에서는 현궁 • 정자각 • 비각 • 재실（玄宮 • 丁字閣 • 碑閣 • 齋室） 등 유 

택영건사무（幽宅營建事務）를 담당하였다.

또 산릉도감의궤 목록의 좌목에 계사• 이문• 본관• 예관• 감결• 부 - 의궤•서계

• 논상 • 각소（啓辭 • 移文 • 本關 • 禮關 • 甘結 • 附 • 儀軸 • 書啓 • 論賞 • 各所）등이 있 

으며, 산릉역사（山俊役事）의 능률화를 위하여 도감 안에 작은 부서를 두어 일을 분 

담하여 진행하는데 이에는 삼물소 • 조성소 • 노치소 • 대부석소 • 소부석소 • 보토소 • 

유석소 • 별공작 • 분장흥고（三物所 • 造成所 • 爐治所 • 大浮石所 • /』\浮石所 • 補土所 • 

鐘石所 • 別丁作 • 分長興庫） 등을 설치하였다.

보통 일반적으로 산역을 위해 동원하는 산릉부역군（山W安軍）은 6,000〜9,000명 

정도고 그 외에 화리（華吏） • 화원（華員） • 칠장（漆E） • 화증（華增） 등이 3일 동안 

부역한 기록이 있으며, 능소에는 파발（W）을 두어 시역일로부터 필역일까지 새로 

착수한 작업과 진행사항을 낱낱이 중앙에 보고하도록 여러 곳에 시급한 왕래를 위 

한 역기마（釋14馬）를 차비시키고 있다.

박자청은 판공안부사（判W府事）의 자격으로 국장도감판사（國M監判事）를 겸하 

면서 건원릉 축조공사에 실제로 실무를 전담한다.

태조의 신능지가 6월 28일에 택정되면서 박자청이 공장CLE）들을 거느리고 현장 

에 와서 시역하는 실록 기사도 보이며 능역（酸役）을 위한 역군（役軍）들을 징발하는 

데 근기지역（近域）인 충청에서 3,500명, 황해도 2,000명 강원도 500명 등 6,000 

명의 역군들을 7월 그믐날까지 모이게 하여 이미 징발했을 경기 역군까지 합쳐서

노...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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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역을 완성하였을 것이다.

왕릉의 축조 방법은 박자청이 김사행의 보좌로 정릉과 태조 수릉 축조시에 실무를 

담당하였고 제릉（*）개수도 그가 주관하였으므로 특별한 이론 없이 그대로 답습 

했을 것이며,「주자가례」（朱子家禮）를 따르려는 태종과 신진 성리학자들이 현실을 회 

격실（灰隔室:光麥 • 昌酸 • 宣1愛 • =）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원로 중신들의 전통적 

인 석실 （厚I하 • 獻!麥 • 英麥 • »）주장으로 대립을 보이다가 세자를 종묘로 보내 

탐생법（探性法）으로 점을 쳐서 석실로 정해지자 이를 조선왕릉제도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2. 상설배치

현존하는 건원릉의 상설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능역（W） 입구에 홍살문이 성역（聖域）임을 나타내고, 이를 지나면 박석（薄 

石）을 깐 참도（參道）가 정자각의 정면까지 이어지다가 동쪽 계단 운교（雲또는 

신교（神橋）에 연결된다.

박석로는 다시 정자각 뒤 정중앙으로부터 능원（酸原） 아래까지 이어지고 둥근 구 

릉（St）으로 된 능원은 1단의 낮은 석축으로 보호되어 있으며, 그 능원상에 이르면 

3단의 장대석GM石）을 쌓아 능 앞에 2단의 넓은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에 시종 

하는 문 • 무인석과 그들이 쓸 수 있는 석마가 각각 1쌍씩 뒤편에 새로 등장한다.

첫째 단에는 무인석이 장검을 두 손으로 짚고 서서 만약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 

속하게 대처할 양, 위엄 있는 의식용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있는 자세로 서있고, 둘 

째 단에는 문인석이 홀을 양손으로 받들고 항시 왕명에 응대할 자세이며 그 사이 

중앙에 장명등이 자리한다.

능실이 경영된 봉분이 있는 제일 윗단에는 봉분 앞 정면 중앙에 두꺼운 장방형의 

판석 1개로 된 혼유석은 북모양（W）의 4개의 고석이 받치고 있는데 4면에는 여의 

주형의 고리를 물고 있는 귀면이 조각된 이 귀면을 나어두（M魚頭）라 한다.

봉분 주위에는 석양과 석호가 각 2쌍씩 4마리가 밖으로 자리 잡고 능실을 호위하 

는 모습으로서, 석양은 길상을 의미하는 신양（神羊）으로 벽사（群邪）를 뜻하며, 석호 

는 동물의 왕으로 역시 벽사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하여 중국 당대로부터 친왕（親 

王） • 공후（公候） • 대관（大官）의 능묘에 수호석물로 배열되었지만 조선시대의 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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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역에는 호석（護石）이 없는 것이 특이하다.

공민왕릉에 이르러 갑자기 크기가 커지면서 기념비적인 성격을 띠며 석인의 조각 

표현이 상당히 사실적으로 되며 이것이 조선왕릉의 석의（石儀）의 선구를 이루고 있 

으나 석수는 석양 1쌍과 석호 2쌍이라는 초기적 과도 양상을 보이며 건원릉에서 석 

양이 2쌍으로 나타난다.

혼유석의 좌우에는 중국에서는 화표주（M柱）라 일컫는 석주 1쌍이 있는데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전죽석（錢竹石） 또는 망주석（望柱石:總高 7尺 3寸）라 부르며, 상부 

를 연봉형의 원형첨두（圓形W 1尺）로 하고 앙련대와 복련대 및 연주대로 위아래 

에서 받치고 그 사이는 8각기둥으로 하고 귀를 만들어 구멍을 뚫어 손잡이 모양으 

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차 세호형（細虎形） 또는 다람쥐형태로 변형된다.

능실은 호석을 두른 봉토분으로 공민왕릉의 양식을 그대로 옮겼다고 할 수 있다.

우선 12면의 석난간이 봉분을 둘러 보호하며, 그 명칭들은 석주 • 죽석 • 동자석주 

• 지대석석주와 동자석주를 고정시키기 위해 밑에 깐 돌 등으로 되어 있고, 이 석난 

간 안에 능실의 봉분이 솟아 있는데 병풍석을 12면으로 둘러 봉분을 보호하는 우리 

나라 고유의 능분제도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일 윗쪽에서 봉토를 받쳐 주는 만석（滿石）, 서로 맞 

물려주는 기다란 판석이 서까래 모양으로 사이사이에 규화문（WO文）으로 조각한 

인석（引石）, 만석 아랫단에서 병풍같이 둘러 주는 면석과 우석이 있고, 면석은 중앙 

에 길고 넓은 판석에는 통일신라시대 이후로 우리의 고유한 호석장식으로 12지신상 

（또는 12방위신상）의 정교한 조각이 운채에 싸여 있는 문관의 입상형으로 표현되었 

는데 12지신상에 동물모양의 관식（冠飾）을 붙여 각각의 방위를 수호하는 자세로 있다.

면석의 하단에는 당초문과 같은 영지문이 양각되어 더욱 빛나게 해 주며, 우석에 

는 태극문양이 선명한 금강저（金剛符） 역시 벽사호정（群邪護正）의 법력을 상징하는 

호신 도구를 나타내었는데, 태극은「주역」（周易）에서 만물생성의 원리로 성리학의 

이념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상이다. 이렇게 겹겹이 벽사호위 • 능생불변（能生W）의 

초능력을 지닌 신인신수（神人神獸）와 영구서물（靈具端物）의 호위를 받고 있다면 과 

연 능실은 영원히 안전하게 보호될 수 밖에 없다고 보겠다.

이 봉분을 동서북 3면에 높이 3자 4치의 기와를 얹은 곡장（曲#을 쌓았다.

능원을 내려와서 다시 홍살문을 들어서서 오른쪽에 있는 판위는 왕이 삼배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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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신도 중앙의 정자각은 왕 • 비의 신좌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며, 오른쪽 

에는 수복방과 비각이 자리 잡고, 왼쪽에는 제사기물을 보관하는 고방과 소전대석 

（（^臺石） 그리고 예감이라 하는 소각처가 있다.

왕릉의 배치형태는 몇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왕이나 비만을 모신 단릉

둘째, 같은 언덕에 왕과 비를 같이 모신 동원쌍릉

셋째, 같은 언덕이지만 왕과 비를 따로 봉분한 동원이봉

넷째, 왕과 왕비 • 계비를 같은 언덕에 각각 봉분한 삼연릉

다섯째, 혈의 지세에 따라 앞뒤로 모신 봉분 등으로 되어 있고, 또 숭유배불정책은 

처음에도 밝혔듯이 정책적이었지 실제는 고려시대부터 깊이 있는 신앙심의 표현으 

로 왕릉축조를 하였고 거기에는 반드시 원찰（願》I」）이 있었고 또 능의 수호군을 위 

한 능원묘위전（陸園墓位田）으로 대략 80결이란 부속 토지가 주어졌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능묘조각은 처음에는 중국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으나 점차 

로 독창적인 요소를 지니고 발전하였다. 통일신라시대 괘릉의 서역인상은 당시 서역 

과의 교류가 밀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병풍석에 부조（浮彫）된 정교한 조각 

의 12지신상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창적인 석조산물이다. 또 고려시 

대와 조선시대의 왕릉제도나 능묘조각은 중국 송나라의 영향도 받은 것이 사실이나 

통일신라시대부터 확립된 전통을 접속시켜 전개 발전하였다. 그리고 능묘조각은 제 

작연대가 확실하여 능침제도와 영조물의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조명해 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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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석 （中階石）

하계석 （下階石）——[

-정중석

（正中石）

——무인석 （武人石）

마석 （馬 石）

예감（« 次） 一—-®

소전대（燒錢合） ——

고방지 

（庫房나）

（수라간）

£

신도（神道） 一

흥살문（紅 筋門）

〈건원릉 상설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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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건원릉 평면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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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유석 그림〉

원수 (Nff)

석주（石柱） 외박석（外薄石） 면석 （ifiiYi） 동자석주（帝 r 石柱）

〈난간석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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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개석 （屋蓋石）

화사석 （火舍石） 

상대석 （上合石） 

간주석 （間柱石）

하대석 （下合石）

〈장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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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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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S 요） 우석（陶石） 만석（滿石） 면석（面石） 방위신（方位神） 운채（雲彩） 앙연엽 葉） 우석（陶石） 영저 （@tt）

〈병풍석 부분 명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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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⑵

‘구리가 낳은 항일독립운동가’

김규식 （金至植）의 

출신배경과 

가계（家系）에 관한 고찰

0| 0| 화

역사문제 연구소 고문

제1 부 출신배경과 국내 활동

2） 동명이인（同名異人） 네 사람의 독립운동가

오늘날 인명사전 등 여러 기록에는 음이 같은 네 사람의 동명이인의 이름이 등장 

한다. 또 한자 이름으로는 김씨 성을 가진 인물로 규식（主植） 또는 규식（至植）이 뒤 

섞여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상해 등지에서 공산당 활동을 하였다고 전해지는 인물 

인 김규식（金至植）도 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김규식에 대해 한국광복회 회장을 지낸 이강훈의 기록을 보 

면 “김규식에 대한 유년시절의 기록이 없어 생년월일이 미상이나 1888년생인 이청 

천 장군과 오동진, 김좌진 양위장군이 동갑인 바, 이 네 사람이 사석에서 농담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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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식（金至植）의 출신배경과 가계에 관한 고찰

자네가 동생이고 내가 형이니 하는 등의 모습을 연상하면 대개 비슷한 연배로 

추상할 따름이다”（〈청사에 빛난 순국선열들〉에 나옴）라고 하였다. 그 자신의 견 

문을 적어놓은 것이다. 이강훈은 누구보다도 독립운동가의 행적, 일화 등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혼란스런 오류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기록이 부실한 탓이다. 현재 국가보 

훈처의〈독립유공자공훈록〉에는 세 명의 독립유공자가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이 

름과 생년월일 또는 활동에 대한 기재사실이 각기 조금씩 다르거나 뒤섞여 혼란 

을 유발하고 있다.

먼저 김규식（金至植）의 경우를 보자.〈독립유공자공훈록〉4권 독립군과 만주노 

령지역의 독립운동에 따르면 생년월일은 1880년 8월 27일 출생하여 1931년 4월 

10일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고 출신지는 경상북도 안동 임하로 되어있다. 그리고 

호는 노은（薦隱）, 이명（異名）은 서도（端道）로 되어 있다.

그 활동 내용에는 한말 육군 참위로서 의병에 가담하였다가 중국 만주로 망명 

하여 청산리 전투와 서로군정서에 참여하였으며 1931년 4월 10일에 공산당원에 

게 암살당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사실이 혼동되어 있다. 곧 

이름의 글자와 생년월일 그리고 출신지이다. 다시 말해 두 사람의 행적을 뒤섞어 

놓은 것이다.

다음 안동 출신의 김규식（金主植）（공훈록 14권, 1996-2000년도 포상자）의 사실 

을 보자. 공훈록에는 경북 안동출신으로 1880년 8월 27일에 출생하여 1945년 8월 

10일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리고 만주에서 독립군 지도자로 활동하였고 

그는 1907년 안동에서 김동삼 등과 협동학교（協東學校） 교사를 하다가 1911년 

김형식 등과 만주로 망명하여 부민단（扶民團）과 서로군정서 등 독립단체에서 항 

일투쟁을 벌였으며 마지막 무순역에서 동아관（東亞館）이라는 여인숙을 운영하였다.

여기에는 몇 가지 관련 사실이 잘못 기재되거나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다.（의성 

김씨 족보와 김시업 교수 증언） 첫째, 본관은 의성 김씨로 이름 글자는 정확하나 

죽은 날자는 불확실한 것이다. 그는 해방 직전 일본 헌병에 끌려가서 행방불명이 

되어 죽은 날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끌려간 날짜를 죽은 날짜로 기재하 

였던 것이다. 호는 위의 관계기록에도 나타나지 않고 족보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 

다.

그러니 안동 출신 김규식의 고향은 임하면 천전리（내앞마을, 현재 안동시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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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며 본관은 의성 김씨이다. 곧 의성 김씨 집성촌에서 태어난 것이다. 그밖에 

이름 글자와 행적은 사실과 바르게 기재하였다. 이 김규식은 유명한 독립투사 김 

동삼과 한 문중이며 이명룡과는 남매지간이다. 아들 성로（成魯）는 청산리전투에 

참여해서 사망하였다. 그런 탓으로 관계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문제는 다른 데에 있었다. 앞에서 맨 먼저 제시한 김규식（金至植）의 생몰연대 

와 출신지가, 이름자를 달리 표기하면서도 안동 출신인 김규식의 것을 그대로 잘 

못 전재한 것이다. 그리하여 혼란을 불러왔다. 거듭 말해 두 인물의 관계사실을 

뒤섞어 놓은 것이다.

그 다음 김규식（金至植, 1881-1950）의 관련사실을 알아보자. 그는 상해 임시정 

부와 중국 관내에서 주로 활동하였으며 해방 뒤에도 정치지도자로 활동하면서 

남북협상에 참여하였다. 한국전쟁시기 납북되어 북쪽에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또 그가 쓴 글과 그의 관련사실을 모은 전집도 출간되어 모든 기록이 정확하 

게 기재되었다. 하지만 공훈록에는 일부 양주출신의 김규식 사실을 섞어 적어 놓 

았다.

본관은 청풍이며 원적은 강원도 영월이다. 아버지 김지성（金智性）이 동래부의 

막료（幕條）로 재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동래에서 출생하였다. 그런데도 “경기 

도 양주 사람”이라고 잘못 기록한 경우도 있다. 이 분의 호는 우사（方史）였다. 

우사의 관계사실은 위 두 인물의 경우와는 달리 여러 기록에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연구자나 일반인들이 사료에 나타나는 세 사람의 행적을 두고 

때로는 혼동을 가져오는 정도였다.

3） 이름자, 생몰연대, 암살의 사정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주인공인 김규식의 이름자와 생년월일과 출신배경을 알아 

볼 차례이다.

이름의 “규“ 자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일부 기록에는 규（主）로 표기하였다. 곧 

윤병석의〈독립군사〉, 이강훈의〈청사에 빛나는 순국선열들〉,〈공산주의운동사〉 

등에는 쌍토 규 자（主）를 쓰고 있는 것이다.

위〈공훈록〉에는 위에서 말한 대로 규（至）로 기록되어 있다. 또 조선총독부 경 

무국의 문서인〈국외에서의 용의주 선인명부〉（소화 9년 6월）에도 규（至）로 기재 

되었다. 이를 근거한 탓인지〈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나 그밖에 사전류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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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고 있다. 특히 문자를 익힌 그의 딸 현태（顯泰）와 손자 건배（=）는 분명하 

게 별규 자（至）를 쓴다고 증언하였다.（강용권의〈만주항일 유적지 답사〉상, 죽 

은 자의 숨결, 산자의 발길에 나옴）

구리시에서 발부한 1999년의 호적부（1938년 2월 24일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편제）에는 분명하고 일관되게 규（至）자로 적혀 있다. 또 김규식의 사망 신고 등 

호적부에 등재한 여러 기록에도 한결같이 규（至） 자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김 

규식의 한 자 이름은 규식（至植）임이 틀림없겠다. 우사 김규식과는 같은 이름, 

안동출신의 김규식과는 “규“자를 달리하고 있다.

아버지는 영선（永先）으로 나타나 있다. 김규식의 호적부는 한국전쟁 당시 유실 

되었다. 다만 1919년 김규식의 사망신고와 같은 해 장자 현욱（W）의 혼인신고 

를 할 때 이 사실이 호적에 기재되어 있으나 그전의 김규식의 호적 기재사실이 

유실되었다. 이 호적에 그의 본관은 김해（金海）이다. 아무튼 김규식 부모에 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일제가 조사한 신상명세서（1936년 간행〈사상연구자료〉특집 제25호, 정 

부기록보존소 3421-6115）에는 그의 신분을 상민（常民）이라 표시하였다. 양반신분 

은 아닌 듯하며 아마도 중인신분이거나 양인신분으로 추정된다. 그가 무관학교에 

입학할 시기에는 입학 자격에 신분의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김규식의 아내에 대한 사실은 간단히 기재되어 있다. 부인 이름은 주명 

래（朱明來）로 아버지는 주원식（朱元植, 본관 경주）, 어머니는 염전능（廉典能）이 

며 생년월일은 1881년 12월 15일로 적혀 있다. 또 1919년（대정 8년） 부 김규식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1974년 12월 1일 중 

국 흑룡강성 상지시 하동향 대성촌에서 사망한 사실이 병기되어 있다.

하나 덧붙일 말은 김해 김씨 족보에서 김규식의 관계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을 밝혀 둔다. 발표자가 정독도서관 등에서 확인을 시도했으나 파보（派譜）를 찾 

을 수도 없었고 같은 이름의 수많은 인물을 가려낼 수도 없었다. 그 집안의 족보 

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손자 건배는 근친 동족인 김현찬에게서 들은 얘기로 

는 족보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규식의 호는 노은（B隱） 또는 호은（트隱）으로 나타난다. 노은은 위〈공훈록〉 

과 관련 기록에서 표기되어 있다. 한편 호은은 민족문화대백과사전（필자 김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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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강용권의〈만주항일유적지 답사〉（죽은 자의 숨결, 산 자의 발길）, 그리고〈독 

립운동대사전〉（이강훈편저）에서 표기하고 있다. 독립운동에 밝은 이강훈은 호를 

앞 소개 글에서 “호은”이라 표기하였으나 본문에서는 정자로 노은이라 썼다.

호（=는 자전에 “지황 호” 또는 “부들 호”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노CS）의 약 

자로도 쓰여진다. 대개 호에서 일반적 관례로 보아 특수한 뜻을 지닌 경우가 아 

니면 약자를 쓰지 않는다.

하나의 보기를 들어보자. 조선말기 장혼（張混）은 중인 출신의 문인으로 절름발 

이였다. 그는 호를 이이암（而己广）이라 하였다. 곧 중인출신이니 별 쓸모가 없는 

글자인 이이（而己）를 붙이고 반쪽 신분임을 나타내는 암（痛）의 약자인 암（广）을 

쓴 것이다.

그러니 김규식은 장혼처럼 호의 뜻을 따서 약자를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노（S, 갈대의 뜻）의 획수가 복잡하니 다른 사람들이 약자인 노（흐）를 써서 표시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의 호는 노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옛 

양주군에는 노원면（薦原面, 현재의 서울 노원구 일대）이 있었다. 1914년 조선총 

독부에서 전국의 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때 해등촌면과 노원면을 합해 노해 

면으로 개칭하였다.

노원면에는 중랑천 상류의 한천（漢）ID이 남쪽으로 흐르며 이 일대는 남북으로 

마들평야가 전개된다. 한천과 마들평야 또는 중랑천에는 갈대숲이 무성하였다. 

아마도 김규식이 이 언저리에 살면서 “갈대 숲속에서 은거한다”는 의미를 따서 

호를 삼았을 개연성이 높다. 또 일제의 기록에는 그가 이곳 주변에 있는 수락산 

과 불암산에서 의병활동을 했다고 한 것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다음 그의 이명을 사도（賜道, 字인듯）라 한 내력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한 

국에서 의병활동을 할 때부터 사용하였는지, 만주로 망명한 뒤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만주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신분을 숨기려 많은 인사들이 변성명 

을 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도”는 망명시기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 

된다. 또 위 일제에서 조사한 신상명세서（1919년, 대정 8년）에 변명이 김성（金 

成）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마도 이는 국내에서 활동할 때 사용한 변성명인 것으 

로 추정되며 만주에서는 김성（金星）으로 변명하였다고도 한다. 우사 김규식의 별 

명이 김성（金城）이라고도 했다고 하니 혼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그는 호장군（虎將軍） 또는 “호랑이 영감”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한다. “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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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감”은 그의 딸인 현태의 증언으로 알려졌다.（강용권의 위의 책） 손자 건배 

는 집안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별명이라 한다.

그 다음 그의 생년월일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호적에는 유실된 탓으로 그의 

생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딸 현태와 손자 건배는 말띠（王午生）라고 증언하고 

있다. 곧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던 해 태어난 것이다. 또 위〈국외에서의 용 

의 조선인명부〉와 일제가 조사한 그의 신상명세서에는 “명치 15년 1월 15일생” 

（188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위의 증언과 일치한다.

이와 달리〈구리시지〉상（1996년 발행）에는 1880년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위에서 말한 안동출신 김규식의 생몰연대를 잘못 옮긴〈공훈록〉의 기록 

을 그대로 따른 탓으로 보인다.

그의 죽은 연대를 두고 호적에는 1919년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아마도 망명 뒤 

소식이 끊기고 또 일경의 감시가 심하여 가족들이 이를 모면하려 사망계를 제출 

했을 수가 있다.

그는 정확하게 1931년 5월 10일 빈강성（흑룡강성） 상지人!（주하현） 하동향에서 

암살되었다. 곧 한족총연합회 문제로 홍진, 신숙 등과 회합할 때 반대파가 권총 

으로 살해한 것이다. 당시 그는 연수에서 학교설립의 일로 분주하였다.

이에 대해 이 자리에 합석하였던 신숙은 범인 중 체포된 한 사람의 말을 빌어 

“누구보다도 과거부터 비력이 과인하고 운동선상에서 호장（虎將）이란 칭호를 받 

던 김규식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감히 이런 폭행을 한 것인데 그자들 

은 마침내 김규식의 생식기를 뽑고 시체는 마의하 강속에 투입하였으며...”라고 

기술하였다.（강제 신숙의 생애와 독립투쟁）

현장에 함께 있다가 살아남은 신숙의 증언이다. 또 이강훈은, 암살자들은 자치 

연맹의 경비대원 유희춘 등 5명이었다고 기록하였다.（청사에 빛난 순국선열 등） 

평소 주명래는 김규식이 “김좌진은 청산리 전투 때 소를 거꾸로 타고 달아났다” 

고 분개하였다 한다. 또 김규식은 홍범도의 활동을 높이 평하기도 하였다 한다. 

김좌진과 김규식 계열이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

그의 손자 건배도 같은 증언을 하면서 “마대로 싼 시체를 어부들이 건져 올렸 

는데 아들 현성이 달려가서 자수보 근처에서 화장하였다”고 하였다. 그의 시신을 

강물 속에서 찾아 자수보 주변에서 화장했으니 그의 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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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출생지의 확인과 가정 배경

그 다음 그의 출생지는 어디일까? 위 일제가 조사한 신상명세서는 출생지를 경 

기도 양주군 구리면 사로리 281번지로 기재하였다. 또 위〈국외에서의 용의 조선 

인명부〉의 본적란에도 위와 같은 주소를 적어 놓았다. 호적의 기재와 일치한다.

모두 위 구리시의 호적에 적은 기록과 같은 주소지이다.

당시 구리의 행정제도 변천의 과정을 보면 이러하다.〈구리시지〉상에는 “구리 

주변지역은 일제 식민지 시기 초에 경성부 두모면과 경기도 양주군 구지면, 망우 

리면, 고양주면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때의 개편으로 양주군 구지면과 

망우리면이 통합되고 여기에 양주군 진관면, 별내면, 미음면, 노원면 일부 지역

〈사진-1 주인태의 증언〉

이 편입되어 구리면이 되었다. 그리고 

동리도 통폐합되어 중하리, 상봉리, 신 

내리, 망우리, 인창리, 사노리, 교문리, 

수택리, 토평리, 아천리, 갈매리 등 12 

개리로 재편되었다”고 하였다. 1914년 

면 체제로 개편하였을 무렵의 구리 행 

정구역을 말한 것이다. 여기에는 김규 

식이 본적을 둔 사로리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강훈은 “서울 미동에서 출생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서울에서 출생하였 

을 가능성이 있다. 이강훈은 자료보다 독립운동가의 일화와 견문을 많이 알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도 들은 말을 적어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에 

언급할 아버지의 행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배는 김현찬에게서 들은 집안 내력 

을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다.（1991년 

도 증언） 그의 아버지 영선은 “황제묘” 

에서 일을 보았다고 한다. 아마 궁내부 

또는 궁중에 속한 낮은 벼슬아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현찬의 부모는 김영 

선의 도움으로 능묘에서 밥과 술을 팔 

아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사위인 정동 

일（鄭東日）도 황궁에 근무하였다 한다.

〈사진-2 김규식 처가의 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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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김규식의 아내인 주명래, 1974년 사망）가 전해주는 집안 내력을 다음과 

같다.

김영선은 4남매를 두었다. 첫째는 딸로 이름이 무술이었다. 무술은 서울 갑부집

아들인 정동일에게 시집을 갔다. 그러니 김영선과 정씨는 같이 황궁에 근무한 탓

으로 사돈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정동일은 김규식이 인천에서 체포되었 

을 때 도움을 준 사실이 발각되어 곤욕을 

치렀다고 한다.

큰아들은 김규식이요 둘째 아들은 김창 

식（金D昌植）이었다. 김창식의 직업은 알려 

져 있지 않으나 김규식이 의병활동을 할 

때 화약을 공급하는 등 도움을 주었다 한

〈사진-3 임정규의 증언〉

다. 김창식은 뒤에 서울 행당동에 살았는데 김규식의 막내아들 김현륜이 병치료 

를 할 때 기거한 적이 있었다. 서자 김윤식（아명 금술）은 그 행적을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사업 일로 강릉에 거주하면서 광대조직을 운영하였다 한다.

김규식의 부인 주명래의 집안 내력은 다음과 같다.（주원식의 손자 주인태의 증

〈사진-4 김규식 고택 대지〉

언, 2004년 9월 30일 증언〈사진1〉） 사로리 

에는 주씨들이 약 40여호가 살았다 한다. 

주원식은 아들 주부길（朱富吉）, 주귀길（朱 

貴吉）과 딸 주명래 등 3남매를 두었다. 두 

아들은 사로리의 안말 아랫쪽에서 나란히 

집을 짓고 살았다.（현재 261번지） 몇 백 

석지기 부자였다. 어느 때에 김규식이 중 

앙선 구리역 앞（지금의 인창초등학교 앞） 

총탄을 맞아 처가로 와서 몸을 피하며 치에서 의병투쟁을 하다가 발 뒷끔치에

료를 한 뒤 불암산으로 이동하였다.

가을 어느 날 일본 헌병들이 몰려와 주원식의 부인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사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그리고 나서 집안을 샅샅이 수색한 뒤 두 채의 집에 불 

을 질렀다. 초가 두 채와 쌓아둔 벼들이 1주일 동안 탔다고 한다. 이처럼 김규식 

의 처가는 핍박을 받았으나 주씨들이 직접 의병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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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 집터〈사진2〉는 밭으로 변해 빈터로 남아 있다.

아무튼 1908년（융희 2년）, 김규식이 마전, 연천, 양주, 철원 등지에서 의병활동 

을 하고 이인영과 의병창의를 한 혐의로 체포되어 판결한 문서에는 그의 주소를 

경성 동서（東署） 돈암현으로 적어놓고 있다. 그가 27세 무렵의 사건이었으니 이 

무렵에는 서울에 주거지를 두었던지 또는 구지면 사로리에 본집을 두고 서울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로리는 동구릉산（검암산）의 동쪽 끝자락에 자리잡은 마을이다. 사로리는 양 

지말, 언제말, 두레묵골, 안말 등 네 개의 동네로 구성되어 있는데 김규식의 고택 

（생가로 보임）은 안말（內洞）의 산 끝자락에 자리잡고 있었다. 안말에는 예전에 

100여호가 살았다 한다.（현재 이곳에 거주하는 임정규（林正至）의 증언） 안말에는 

박씨와 임씨가 집성촌을 이루어 살았고 주씨들이 일부 살고 김씨들은 서너집 정 

도 살았다 한다. 김규식의 장남 현욱은 이곳 임씨로 보이는 임근호（林斤虎）와 혼 

인한 것으로 보아 임씨와 김씨와는 세혼（O昏）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규식의 고택은 마을의 언덕 위에 있어서 마을의 집들이 모두 바라보이는 위 

치이다. 지번은 281번지〈사진4〉이다. 그의 딸 현태는 “나는 1915년 1월 20일 조 

선 경기도 양주군 구림면 사로리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호은 김규식이고 모친은 

주명수（朱明洙, 호적에는 洙를 來로 기재）인데 부친이 15세, 모친이 16세에 서울 

에서 결혼한 후 4남 1녀를 두었다. 나는 우리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다（위 

강용권의 책）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린 사실을 말해주고 있 

다.

물론 이 증언의 “구림면”은 “구리면”을 잘못 기억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김규 

식은 결혼식을 서울에서 가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어머니나 집안에서 들 

은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 것이다. 이로 보아도 서울에 일정한 근거지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또 현태는 1915년생이었다. 현태는 “내가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망해가 

는 나라를 구하려고 집을 떠나 활동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했다. 아 

버지가 출옥한 후부터 우리집은 밤낮으로 일경들의 감시를 받게 되었다. 제삿날 

과 같이 사람이 조금만 많이 모이면 경찰들이 와서 샅샅이 조사했고 아버지가 

며칠만 보이지 않아도 따지고 들었다. 이런 삼엄한 경계 속에서도 아버지는 비밀 

활동을 계속하다가 경술년에 만주로 망명했다. 아버지가 떠난 것 때문에 어머니 

59



김규식（金至植）의 출선배경과 가계에 관한 고찰

가 경찰서에 잡혀가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아버지가 만주로 들어온 다음의 

일은 나도 잘 모른다”고 증언했다.

또 “우리 가정이 아버지를 따라 만주로 오게 된 것은 내가 11살 때니까 1925년 

이다. 아버지한테 소식이 왔는데 쓰던 집기들을 그대로 두고 사람만 조용하게 나 

오라는 것이었다. 우리 집은 그때까지도 계속 감시를 받고 있어 대낮에 공개적으 

로 이사할 수는 없었다. 우리 집엔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도 꽤 있었고 훌륭한 기 

와집도 있었다. 집을 팔기는 커녕 모든 물건을 사람이 살고 있는 듯이 두고 나왔 

다”고도 하였다.

이로 보면 김규식의 생활수준은 중산층으로 보인다. 일제가 작성한 신상명세서 

에는 집 한 채와 부동산을 합해 약 5백원 시가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하 

였다. 적어도 중농 이상의 생활수준이었다고 판단된다. 임정규의 증언도 기와집 

에서 살았고 생활형편이 큰 부자는 아니었으나 살 만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고 증언하고 있다.

일부 기록에는 김규식이 1910년（경술년） 또는 1912년에 단신으로 망명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1915년에 태어날 수 있었을까? 또 셋째 아들 현의（顯殺）는 

1907년생, 막내아들 현륜（顯쓰）은 1918년생이다. 그렇다면 김규식이 망명한 뒤에 

도 구리 집에 가끔 왕래했다는 말이 아닌가? 그러니 김규식은 위의 자녀를 둔 

뒤에 망명하였음을 알려준다. 망명한 뒤 국내에 자주 잠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위 증언을 보면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으나 현태가 태어났다는 사로리 집 

의 정황을 말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가족들이 서울에 거주하였다는 분위기가 전 

혀 없다. 또 여기에는 김규식이 처가살이를 하였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다. 그러 

니 그의 가족은 그가 망명한 뒤에도 사로리에 살았음을 알려준다.

4）초기 국내활동과 첫 망명지

먼저 그의 국내 이력과 행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러하다. 일제의 기록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그는 대한제국의 무관학교를 졸업하고 참위（參W, 소 

위）로 임명되어 장교가 되었다.（고등경찰요사 등） 그 뒤 시위대（侍衛隊） 부교（副 

校）, 육군연성학교 조교로 있었다. 1906년 자진 퇴관하였다.

둘째는 그의 신상기록에, 1902년 1월경, 한국사관학교 견습생으로 채용되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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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받던 중 다음해 5월 폐교에 따라 퇴교를 하였다고 한다. 이어 퇴교를 당하 

던 해 11월 한국시위대에 입대하여 1906년 육군보병부교로 승진한 뒤 제대하였 

다 한다.

이를 검토해 보자. 위에서 말한 한국사관학교는 말할 나위도 없이 1896년에 초 

급무관양성을 위해 세운 무관학교를 말한다. 무관학교는 여러 번 개편되었으며 

20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이 입학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이 있었다. 김규식이 

입학할 수 있는 연령요건은 1902년이어야 한다.

1904년 무관학교는 일본식으로 개편된 뒤 차츰 한국군 장교의 임명이 어렵게 

되었으며 1907년 군대해산으로 말미암아 모집정원이 축소되는 따위 유명무실하 

게 변질되었다가 1909년 완전 폐지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김규식은 무관학교 졸 

업과 장교 임명과정이 평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03년 “한국시위대에 입대하였다”고 하였으며 장교와 하사관의 재교육기관인 

연성학교의 조교로 있었다 하였다. 시위대는 1895년 처음 서울 방어를 위해 설치 

되었다. 다음 연성학교는 1904년 설치되었다. 위에서 말한”육군보병”은 시위대를 

말하며 “부교”는 바로 시위대 3개 대대의 1개 대대마다 3명씩 둔 장교였다. 위 

기록에는 그가 1908년 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07년 구한국군대가 한국통감부의 압력으로 해산되자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켰 

다. 시위대 제1대대장 박승환（차'昇換）의 자결을 계기로 군인폭동이 일어났으며 

따라서 시위대도 폐지되었다. 그가 1906년 뒤, 자진 퇴관하였다 하였으니 이 폭 

동에 그가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군에서 나온 뒤, 구한국 군인을 모아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양주 등지에 

서 의병활동을 하였다 한다.（이 관계사실은 홍영기교수의 발표문을 보실 것） 그 

는 이 시기 의병활동에서 용맹을 떨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유명한 의병대 

장인 허우1（許爲）와 이인영（李m榮）의 부하로 알려져 있다. 허위는 경상도 선산출 

신, 이인영은 경기도 여주출신으로 한때 문경에 은거해 있었다.

황현은 “허위와 이인영의 부하인 조수연, 김규식, 홍인관, 이병채, 장순원, 오수 

영, 김연상, 황재호, 이명기, 연기수, 고재석, 박종한, 윤인선, 황순일, 김운이, 이 

동섭 등 16인이 역사（方士）로 알려졌다”（매천야록）고 기록하였고 또 “의병장 허 

위가 잡혔으며 부하 김규식도 잡혔는데 뛰어난 용맹이 있어서 호송 도중 묶은 

줄을 끊고 몸을 솟구쳐 달아났다）고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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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나타나는 김규식은 노은 김규식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이인영이 1907 

년 12월, 13도 창의대장으로 추대되어 다음해 1월 전국의 의병 1만 5천여명을 이 

끌고 양주（구리）에서 동대문 밖으로 진격하였다. 이때 김규식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인영과 김규식은 사돈사이가 되었다. 그의 둘째 아들인 현성 

과 이인영의 손녀딸인 이명선과 부부를 맺은 것이다. 그리고 만주 하동에서 두 

가족이 한 마을에서 살았다. 이인영의 손자인 이종갑의 증언에 따르면 두 집안은

〈사진占 임정규, 임득남의 중언〉

김규식이 죽은 뒤에도 우의를 돈독히 

하여 혼인을 맺은 것이다.

이런 혼맥으로 보아도 김규식은 정확 

한 시기는 확인할 수 없어도 허위와 

이인영의 부하로 일찍 영남 의병과 합 

류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체포되어 재 

판기록의 판결 이유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피 고는 전 에 육군보병 부교（副校）로 육구 연 성학교에 봉직 하다가 광무 10년（1906년） 음력 

10월 중에 원에 따4 퇴관하여 무직으로 날을 보내던 바, 융희 원년（1907년） 음력 6월에 

이르러 전 육군 정위 현덕호（玄德鎬）가 주관하는 이현 기독신흥학교의 교무에 관예하더 

니 동 7월 중에 현덕호의 발의에 응하여 그 당시 정부에 대해서 불만의 뜻을 푸고 이를 

변 경하려고 현덕호와 같이 양주군 동두천 에 가서 자칭 의 병괴수 허위의 부하에 투입하 

여 그의 도당 4-50명 내지 60여명을 거느리고서 피고는 교련부하의 명목으로 총검을 휴 

대하고 마전, 삭녕, 연천, 앙주, 철원 등 각 군을 횡행할 때에 일본병과 4-5차 교전한 일 

이 있어서 그때 동당 중 김창순이라■는 자가 바로 피살된 바 그의 장례비용으로 쓰기 위 

하여 양주 불암동 동네에서 돈 1천낭과 이 동리 송인식에게서 돈 8백냥을 강탈하고 또 

동년 12월 에 창의원 수 이 인 영과 합진 하여 피 고는 사령장（使令將）이 되 어 그의 부하로 종 

사하고 그의 도당 1천 5백여명 가량을 거느리고서 장단, 양주 등의 군에서 일본병과 교 

전하여 괴수 허위와 이인영의 하수자로 그 목적 수행에 종사한 자이다.（융희 2년 8월 25 

일 선괴

1908년 8월 25일자의 판결문 내용이다. 이로 보면 그는 군인폭동 이전에 퇴관 

한 것이 분명하다. 이 판결에 그는 내란의 종속범으로 인정되어 유형 15년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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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고받았다. 이때 그에게 지정한 유배지는 알 수 없으나 2년 뒤 은사조치로 

풀려났다. 그 뒤에는 은거한 시기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는 부상을 당하고 은신 

해 있었다 한다.

이어 1920년 8월 경성고등법원에서 내란죄로 다시 기소되었다. 이때 그에게 적 

용한 내란죄는 아마도 3.1 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양주군에는 

시위 혐의로 117명이 체포되었다. 구리면 아천리에 사는 이강덕과 심점봉은 아천 

리 주민 수십명을 시위에 합류시키고 국기를 들고 이웃 마을인 토평리 교문리로 

진출하여 시위를 벌였으며 이어 아차산 정상에 올라가 태극기를 꽂고 만세를 불 

렀다. 두 사람은 체포되어 징역 1년6월을 받았다.（구리시지 참고） 김규식에게 적 

용된 내란죄는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아무튼 그는 1917년 어떤 연유인지 구리 소재의 동구릉 산림순시원으로 임명되 

었다. 또 주인태의 증언에 따르면 목릉（穆I麥, 선조능, 동구릉의 하나）의 총감독관 

으로 일을 보았다 한다. 아마도 아버지의 주선으로 이런 일을 맡았을 것이다. 일 

제 시기에는 동구릉 주변 산에 산림감시원을 임명하였는데 공무원 신분이 아니 

었다. 마을에서 산림감시원에게 보수로 일정한 시기에 겉보리와 벼를 거두어 주 

었다 한다（위 임정규 증언）

어쨌든 그 2년 뒤에는 소작인 조합장에 임명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역할은 자세 

히 알려져 있지 않다. 아마도 이 시기가 그의 은거생활 기간으로 보인다. 위 신 

상명세서에는 1920년（대정 9년） 7월 15일부터 행방불명되었다고 기록하였다.

그의 해외 망명시기는 1910년설, 1912년설로 나누어진다. 또 위 신상명세서에는 

첫 망명시기를 1920년（대정 9년）이라 기록하였으며 망명지를 상해라 하였다. 또 

〈국외에서의 조선인명부〉에는 주거지를 천진북양대학이라 하고, 대정 9년경 중국 

상해로 건너가 고려공산당에 투신하고 대학교수로 근무하면서 불령행동을 감행 

중이라 기록하였다. 이름, 출생지, 본적이 노은 김규식과 동일하니, 일본 경찰이 

다른 인물의 기재사실을 잘못하여 혼동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또 우사 김규식 

의 사실이 착종된 것으로 보인다.

〈보훈록〉에는 1920년 8월에 북로군정서에 가입하고 이해 9월 중대장에 임명되 

었다고 하였으며 청산리전투에 참여하였다 하였으니 상해 망명설과 활동상황이 

다르다. 다만 1920년 7월 15일에 행방불명이 되었다 하였으니 가장 근접한 시기 

가 될 것이다. 이 관련의 사실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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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후손의 가계

1）자녀 4남 1녀의 신상

김규식의 자녀 관련 사실도 혼란스럽다. 모두 국외에 이주한 뒤에 사망하거나 

해방 뒤 귀환하지 않은 데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보훈처가 인정하는 독립유 

공자 자녀라는 점에서 분명히 밝혀두어야 할 것이다. 그는 4남 1녀를 두었다. 이 

들 가족의 이주 역사도 여느 망명자와 같이 아주 “드라마틱”하며 망명지에서의 

삶도 고난의 연속이었다. 현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우리 가정이 아버지를 따라 만주로 오게 된 것은 내가 11살 때니까 1925년이다. 아버지 

한테 소식이 왔는데 쓰던 집기를 그대로 두고 사람만 조용하게 나오라는 것이었다......어 

머니 큰오빠 내외, 둘째 오빠, 셋째 오빠, 나, 남동생 모두 7명은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을 

택해 조용히 떠나 새벽 기차를 탔다. 신의주를 거쳐 단동에서 내렸다....（위 강용권의 책）

일제 경찰조사는 김규식이 1920년 7월 15일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였으니 김규식 

이 망명한 뒤 꼭 5년 뒤 가족들이 이주를 한 것이다. 이들 가족은 4번의 이사를 

한 끝에 연수현（M懸） 성내에 정착하였다. 연수현에서 3년째 살던 해인 1931년 

김규식이 주하현 하동향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였다가 피살된 것이다. 그의 반 

대파들은 그의 불알을 뽑고 시체를 말아 강물에 던졌던 것이다.

그 뒤 이들 가족은 하동향으로 옮겨 이인영 가족과 한 마을에서 살았다.（이인 

영 손자인 이종갑의 증언） 또 하동 대성촌에 근거지를 두고도 일제의 감시를 피 

해 주하 보남시장 등 몇 곳을 옮겨가면서 살았다.

그의 부인 주명래는 장수를 하여 1974년 93세로 하동에서 작고하였다. 그런 탓 

으로 손자 건배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서 많은 가족사를 들을 수 있었다.

어쨌든 이들 4남 1녀는 모두 국내에서 태어났으나 위의 증언과 같이 장남 현욱 

만이 국내에서 혼인하였다. 이들 가족의 신상은 다음과 같다.

장남 : 현욱（顯W / 생 - 19이년 6월 29일 / 몰 - 1945년 9월 7일

처 : 임근호（林斤虎） / 몰 - 1933년 6월 10일

차남 : 현성（顯®） / 생 - 1904년 10월 28일 / 몰 - 1946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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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 이종숙（李鍾池, 호적에는 明善） / 생 - 1812년 4월 1일 / 몰 - 1994년 3월 11일

3남 : 현의（顯穀） / 생 - 1907년 / 몰 - 1930년대 행방불명 / 미혼 

장녀 : 현태（顯泰） / 생 - 1915년 3월 5일 / 몰 - 1995년 

부 : 김순철

4남 : 현륜（顯츠） / 생 - 1918년 9월 13일 / 몰 - 1945년 5월 12일 

처:성명미상 

（구리시 호적과 손자 건배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

2）자녀들의 행적과 후손

큰아들 현욱은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부지런히 일한 근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는데 때로는 술로 세월을 달랬다고 한 

다. 그는 해방이 된 뒤인 9월, 아들이 늦은 저녁에도 돌아오지 않자 아들 찾으려 

나갔다가 권총에 맞아 피살되었다.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

둘째 아들 현성은 의병장 이인영의 손녀인 이종숙（동생인 이종갑은 이종숙이라 

함）과 김규식이 죽은 뒤인 1938년에 혼인하였다. 두 가족은 흑룡강성 상지시（주 

하현） 하동향의 대성촌에 살았다. 현성은 독립운동의 혐의로 체포되어 무순 감옥 

에서 모진 고문을 받으며 옥살이도 하였는데 해방 뒤 하동향에서 전염병으로 사 

망하였다. 이종숙은 문자를 익혔는데 일본군들이 남자들을 찾아내라고 윽박질러 

대면서 “총박”（총머리판）으로 입을 때려 앞니 네 개가 부러지는 수모를 당한 적 

도 있었다. 그녀는 오랜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딸 현태는 1934년에 평양출신의 토목기술자인 김순철과 혼인하였는데 김순철은 

해방 뒤인 1946년에 거주지에서 전염병으로 죽었다. 현태는 결혼한 뒤에도 남편 

이 하동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탓으로 생활형편이 넉넉하게 살았다. 하동 요양 

원에서 죽었다.

셋째 아들인 현의는 아버지의 암살소식을 듣고 원수를 갚는다고 권총을 들고 

가출하였다. 그가 3년쯤 지난 뒤 집에 돌아와서 원수를 모두 갚았다고 말하였다 

한다. 그는 다시 가출한 뒤 행방불명되었으니 죽은 연대와 연유를 알 수 없다.

현성과 현의는 아버지를 늘 따라다녔다. 그의 집안에는 늘 말 다섯 필 정도를 

길렀다. 김규식이 출타할 때 현성은 마부 노릇을 하였으며 현의는 권총을 휴대하 

고 호위병 노릇을 하였다. 두 아들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보호하는 수행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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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김규식이 피살되던 때에는 두 아들이 모두 동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현의는 

아버지의 원수를 찾으러 나선 것이다.

넷째 아들인 현륜은 소년시절부터 폐병을 앓아 고생을 하였다. 그는 형수 이명선 

의 주선으로 용정중학교를 졸업하고 소학교 교원노릇을 하였다. 그의 부인은 강원도 

고성출신인데 하동에서 부부생활을 하였다. 그의 부인이 임신을 한 몸으로 먼저 고 

국으로 귀환하였다. 그는 아내를 찾을 겸 병 치료를 위해 서울 남산（호적에는 사망 

지를 서울 성동구 행당동 산36번지라고 기재하였음）에 사는 삼촌에게로 왔다. 그는 

서울에서 홀로 떨어져 살면서 해방되기 직전에 26세로 사망하였다.

아들 넷은 모진 풍진 속에 살았다. 김규식이 죽고 난 뒤 어느 때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누가 집에 불을 질렀다. 이명선의 증언에 따르면 재산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 

했으며 고리짝 하나만 건졌다고 한다. 그 당시 달필의 김규식 글씨와 많은 문서들이 

함께 불탔다 한다.

그런 뒤에도 그의 아들들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살았다. 

해방이 된 뒤 만주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을 때와 문화대혁명이 수행될 때 

이들 가족은 다시 탄압에 시달렸다. 곧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하여 반동으로 몰렸던 

것이다. 1973년에는 다시 집에 불이 나서 김규식의 사진도 화재에 휩쓸려 없어졌다. 

현성의 아들 효배는 무서운 나머지 남은 사진과 문서 등 모든 자료를 불태워 없앴 

다 한다.

다음 이들 5남매 중 혼인을 한 3남매가 자녀를 두어 가계를 잇고 있다. 현욱은 아 

들 형배（衡居）와 욱배（有&{g）를 두었다. 형배는 조선의용군에 가담하여 북한에 귀환 

뒤에 사단장급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하였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 1960년 연안파 숙청 

이 있을 무렵 행방불명되었다.

현성은 정배（正；©）, 효배（孝；tg, 딸）, 은배0츤增, 딸）, 건배（=）를 두었다. 건배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현재 서울에 살고 있다. 둘째 아들 계통이 가장 

자손이 번성하다. 현태는 자녀 둘을 두었다.

다음 김규식의 증손자녀들은 현재 서울을 비롯하여 내몽골, 하동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현재 건배는 이종갑 등의 주선과 증언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1991 

년 귀국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발급받아 유공자 후손으로 인 

정되었으며 순국선열유족회와 광복회의 회원이 되었다.

아무튼 김규식의 자손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 여느 독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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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가의 자손들보다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이다. 비극적 독립운동가 가족사의 한 보 

기가 될 것이다. 손자 건배도 어려운 삶 속에서 할아버지의 행적을 알리기에 온 

갖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마무리 말 - 올바른 평가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국내의 기록들은 서로 심하게 착종되고 왜곡되어 있 

다. 다시 말해 이름, 출생연대, 출신지, 활동 영역 등이 뒤섞여 기록된 것이다. 

그 원인을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첫째, 그의 가족들이 모두 국외로 망명한 뒤에 해방이 되었어도 돌아오지 못한 

탓이었다. 그의 행적을 제대로 밝힐 수 없었던 것이다. 또 그의 문중이 번성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개 독립운동가들은 초기에는 문중에 

서 선양작업을 벌여 널리 알리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그가 1930년대 초기에 죽어 국내나 고향에 그의 활동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데에도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의 국내활동에 대해서는 고향사람들이 

자주 입에 올리고 “잘 생기고 장대하였으며 예리하였다”는 증언이 사로리 안말 

노인들의 입에서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업적을 부각시키는 작업이 없었다.

셋째, 그 동안 보훈처와 자치단체에서 그의 행적을 정확하고 제대로 알려는 노 

력이 별로 없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마구잡이로 관련기록들이 왜곡 

되어 있는 데도 적극적으로 정리 작업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처음 잘못 기 

록한 대로 방치하였다.

넷째, 독립운동사를 전공하는 학계도 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였다. 아마도 

기념사업회나 문중이나 보훈처나 자치단체의 지원이 소홀한 데에 그 원인을 돌 

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노은 김규식은 동굴의 역사 속에서 다시 빛을 보는 계기가 되었다. 안동 

의 김규식이나 남북협상의 주역이었던 김규식은 위의 몇 가지 요인이 충족되어 

제대로 평가를 받았다. 이제는 구리출신의 노은 김규식을 옳고 바르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지금 친일파 청산문제가 새삼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독립투사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예우를 위해서도 이 작업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초점은 그의 출신배 

경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국내의 의병활동과 국외의 독립운동을 정확하게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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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정확한 학술적 작업이 이루어지면 왜곡된 기록들이 바 

로잡아질 것이다.

그의 연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김규식의 연보〉

이 름 : 金至植

호 : a 隱
별 명: 賜道, 金成, 金星

본 적 : 경기도 구리시 사노리 안말 281번지

출생지 : 위 본적지 또는 서울특별시 을지로 1가（미동 탄생설）

1882년 1월 15일

1902년 1월

1903년 이후

영선의 장자로 태어남 

무관학교 입학 

육군시위대 부교 

육군연성학교 조교

1906년 10월 

이후

1908년 1월

1908년 8월

1910년

1917년 1월

1919년 1월

1920년

1920년 7월

1920년 10월 

이후

1921년 3월

1921년 6월

1923년 5월

1925년 이후

1926년 4월

육군 제대

의병활동

13도 창의군에 합류

인천에서 일경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은 끝에 유형 15년 선고

은사로 석방

동구릉 산림순시원, 목릉 총감독관

소작인조합 조합장

내란죄 기소（3.1 운동 관련인 듯）

만주로 망명, 북로군정서 참여

북로군정서의 제1연대 제1대대장으로 청산리전투 참여

노령 밀산부로 이동

밀산부에서 통합단체인 대한독립군단의 총사령관 임명

연해주 자유시로 이동, 자유시 참변, 이후 연길현으로 기지 옮김

연길현 명월구에서 고려혁명군 조직, 총사령관 선출

신민부 가담 활동

조선혁명당 중앙위원 임명. 이후 김좌진과 한족총연합회 활동

교민교육을 위해 연수현에 학교설립 운동

1931년 5월 10일

（음 3월 21일）

1963년

주하현 하동향 마의하 주변에서 피살

건국훈장 국민장 추서

〈일부 음양력 혼동된 것으로 보임〉

〈이 논문의 작엉에 손자김건배씨의 자료m긍 및 증언과 구리문호f워 건사므국강 김원태의 /‘1진찰영과 

안내, 사노리 안먈에 거주하는 즈인태옿과임겅규옿의 증언 등 많은 도윰이 잇엇음을 '%처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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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문단의 향이

수필 / 김항오 문화와 노인의 향기

수필 / 김태연 꽃길을 걸으며

시 / 공문숙 산수유꽃

시 / 이경석 기다림뒤에

시 / 장금녀 밤비

시 / 이상미 겨울밤



文化와 老人의 향기

김 항오

구리문화원 부원장

우리가 삶을 영우!（營爲）하는 가운데 문화라는 의미의 단어는 우리 삶 깊숙이 여기 

저기에 실핏줄처럼 마치 이현령（耳»） 비현령（鼻»）같이 갖다 붙이면 “00문화” 

라는 말이 되듯 일상에 녹아 있어 호흡처럼 살아있는 말이다.

문화란 인간이 산술«述）한 최고의 가치（價値）가 아닐까? 문화의 영역（領域）속엔 

학문과 종교, 도덕, 과학, 예술 등등 인간의 지적（知的）인 성과의 결과물로서의 산물 

（産物）인 문화는 어떤 흐름의 여과세I過） 과정을 거쳐 농축%縮）된 축적물（蓄積物） 

로서 때로는 사회의 변천（"）을 가져오기도 하며 오랜 시간의 경과 후엔 시대를 

가름하기도 히벼 수세기（數02）를 거치면서 최종적（W的）으론 문명이라는 이름으 

로, 귀착（歸着）뇜U

인류 문명은 눌W흔적（文化B丕）의 귀착점인 것이다.

사면 문화 생성과정（生成過程）의 시작은 나에서 너, 너에서 우리라는 다자간 

共鳴）에서 공감대의식（共感帶意識）의 확대로 그 영역을 넓혀 구축 

3 폭넓은 지지（%寺）를 기반으로 류（流）라는 사회 조류를 형성하며 시 

간以라는 경과 과정을 통해 역사성（歷史性）을 부여받으며 보존（保存） 유지（維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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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문화라 하면 문화재（文化財）를 연상하겠지만 그 영역이야말로 무궁 

（無窮）할 정도로 눈에 보이는 유형의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정신적 산물 또 

한 간과（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우리의 한옥（韓屋）을 생각해보자.

건축물이란 우리 일상생활의 편리와 안전을 위한 필요성에 따라 건축하겠지만 거 

기엔 형태（形態）와 외형의 다양성, 거주의 편리와 안정성과 용도성（用途性）, 신분표 

출의 사회성과 모양새의 변형을 가미한 예술성을 입힘으로써 독창적（獨創的）, 창의 

성（創意性）을 창출하는 총체적（總體的） 종합 예술적 가치를 지님으로써 기념비적（紀 

念碑的） 사료（史料）가 되기도 하고 또 공동의 이익에 부합（附合）하여 집단화（集團 

化）하여 대중적 보편성을 띠며 보존 유지될 때 한옥이라는 이름과 함께 우리만의 

‘한옥문화’ 라는 가치의 긍지0今持）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시간이라는 영속성（M性）앞에 문화의 향기는 우리의 일상과 늘 함께하며 

걷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짧은 발자취지만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인 인간의 한 일생을 통해 

문화에 비견（比局）해 보는 것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왜냐하면 오래된 문화에 향기（香氣）가 있다면 오랫동안 살아온 노인의 연륜（年輪） 

에서 묻어나는 향기는 문화 그 이상의 향기가 아닐까.

우리 인간은 ‘나’라는 주체（主體）의 의지에 의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문화 또한 이것이 문화라고 누가 지정하여 문화가 된 것이 아니다.

문화는 생성소멸（生成消滅）하는 살아 있는 존재로서 가변적（W的）이며 

불멸（不M）의 영원성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부모라는 객체（客體）의 자연의 이법（理法）, 즉 순리에 의히（• 태어나듯, 문화 

또한 다중의식（多衆®識）의 흐름이 공감대를 이루어 순리에순응（順應）하여 

형성된 것이다. -「즈아

이 모두는 자연발생 순리적 탄생인 것이다. 丄入

한 인간이 태어나 유,소년기를 어렴풋이 지내듯, 문화 또한 시작의사통（胎훠어르 

미미（微微）하여 ‘그렇겠지’ , ‘좋겠지’ , ‘그거 괜찮아’로 다중의 여론의 전이（轉서；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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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문다.

또한 인간은 청년기를 맞으며 자아발견（自我發見）, 지적욕구（知的W）와 도전의 

식, 자기완성을 위해 사고C思考）의 영역을 넓히며 탐구 모색하고 왕성한 열정으로 

활동하며 또한 가치관（價値觀）을 정립（定立）함으로써 사물을 보는 시각은 정예화（精 

銳化）되고 지각（知覺）, 판단（判斷）의 명확성（明確性）과 신중성（愼重性）으로 인생의 

황금기를 누린다.

문화 또한 이구동성（異□同聲）으로 퍼진 공감대는 류（流）라는 Trend（風）를 만들어 

지역간, 국가간의 경계（境界）를 넘어 발전하여 문화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다.

인생의 황금기를 지난 노년의 황혼은 세월의 무상（無常）함 앞에 잡았던 끈을 이제 

는 내려놓아야 하는 시간의 궤적（動跡）앞에서 비쳐본 봄날의 화사한 꽃들이 아지랑 

이 되어 어른거리듯 피어오르더니 뙤약볕 아래 무성한 푸르름으로 태양을 휘어잡을 

듯 잎새를 출렁이며 생명의 환희로 들끓는 여름을 뒤로한 채 완성의 기쁨을 만끽（滿 

換）하려는 듯, 마지막 열정을 발산하는 단풍이란 붉은 옷으로 갖춰 입지만 이제 낙 

엽（=）이라는 이름으로 고난（苦難）의 삶을 마감해야하는 노인（老人）처럼...

그러나 떨어지는 그 낙엽의 의미와 노인의 향기는 삶의 무게에서 배어나오는 향기 

이상의 여운（餘韻）으로 우리 곁에 머문다.

문화 역시 격정（激情）의 시기는 지났지만 문화 속에 예술적 가치가 내재（內在）하 

듯 노인의 삶 속엔 연륜（年輪）의 지혜가 녹아 있고 멋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래되고 낡은 것만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문화와 노인 그 속성（屬性）엔 창연 

（蒼然）한 빛깔의 번득임이 있고 사라져서는 안 될 정신적 가치가 담겨있다.

늙어 간다는 것! 그 처연（1妻然）한 뒷모습엔 삶을 영위（營爲）하기 위했던 부단（不 

斷）한 노력과 인내（忍耐）와 용기（勇氣）와 의지（意志）와 욕망（慾望）과 지혜（智詩）가 
，..，广.' - 厂

있었다. ' •

문화（文化）의 휴기（香氣）가 이 가을 그윽하지만 문화를 만들다 쇠잔（M）하여 노 

인으로 늙어감3* 미학（美學）에 문화의 향기보다 더 진한 향기를 부여（附與）함이 옳 

자«謝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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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길을 걸으며

김태연 

수필가

유난히 행사가 많은 5월, 3일간의 유채꽃 축제 일정이 잡혔다. 어린이날을 시작으 

로 어버이 날, 스승의 날까지 두루 챙겨야 할 가정의 달 5월에 행하는 유채꽃 축제 

야말로 금상첨화요 더없는 효도행사라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으로 글벗들과 상큼한 

바람 가르며 샛강을 지난다. 노란융단 들판이 한눈에 들어왔다. 깨알같이 박힌 노릇 

노릇한 점들이 밤하늘을 수놓은 은하수같이 느껴진다. 그 꽃잎들이 잔잔한 바람결에 

도 살랑살랑 고개짓하며 날 부른다. 순간 유채꽃 향기에 흠뻑 취하고 싶은 마음에 

살며시 꽃바다 위에 몸을 맡겼다.

지난 가을, 전시관을 장식했던 맷돌 호박과 팔뚝만하던 수세미 대신 넝쿨장미가 

긴 터널을 덮었다. 붉은 정열로 지붕이 불탄다. 그 안엔 생태 학습장이 있다. 장수 

풍뎅이 성장과정과 나비 체험방도 있다. 터널 밖으로는 벌써부터 가을 축제를 대비 

한 호박이 심어져 있다. 그 옆으로 네 개의 페달을 밟으며 터널 꽃길 따라 달리는 

다정한 커플도 보인다. 토끼풀밭에 묵묵히 엎드려 있던 긴 머리 여인이 다가오더니 

행운을 받으라며 네 잎 크로버를 건네주곤 환한 미소를 짓는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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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움이라서 코끝이 찡했다.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그녀, 복 받으라고 마음으 

로 빌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지압용 돌 위를 걷던 아이가 발이 아프다며 엉덩이를 

뒤로 뺀 채 소리소리 지르고 떼를 쓰기 시작했다. 난감해 하던 할머니는 어쩔 수 없 

이 어린이 손에 이끌려 지압 돌 밖으로 나가신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게양대의 대형깃발이 힘차게 펄럭이며 큰 가슴으로

우리를 환영하는가 하면 구리시기C旗）, 경기도기（旗）에 장단 

맞춰, 새마을기까지 덩달아 나풀나풀 춤추듯 가볍게 나부낀 

다. 가족과 함께 둘러앉은 어느 무명악사가 아코디언 건반을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다. 경쾌한 음률이 옛날 초등학교 시절 

풍금소리를 떠올리게 했다. 가정의 달에 걸맞는 바람직한 모 

습으로 느껴졌다. 붉게 피어난다던 찔레꽃은 목화솜같은 순 

결의 백색으로 흐드러지게 피어 강둑을 장식해 눈길을 끌었 

고, 수줍게 숨어있던 애기 장미들이 살며시 고개를 내민다. 

강변북로로 밀려드는 자동차 행렬은 하늘높이 치솟는 ‘고유 

가’ （高油價）를 아는지 모르는지 경주라도 하듯 쌩쌩 귓전을 

때리며 스쳐간다. 소음에 익숙지 못한 애기장미들이 놀랄 것 

같다.

보리밭길을 지나서 정자 그늘에 자리를 잡고 답답하던 마 

음의 창을 활짝 열었다. 멀리 보이는 팔당, 이름 모를 거대한 산봉우리가 이곳 둔치 

로 다가오고, 아차산（애끼산）도 용마산도 통째로 강가에 다가선 느낌이 들었다. 황 

사예보가 있었지만, 꼬불꼬불한 등산로가 눈에 뚜렷이 들어오는, 꽤나 쾌청한 날씨 

였다. 이마에도 굵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힌다. 지지난 가을, 코스모스축제 전야 

늦은 시간에 소나무가 심어진 인공물길 옆 철쭉 틈새로 느릿느릿 숨어들던 너구리 

를 만났던 기억이 난다. 사람을 보고도 도망가지 못하던 몹시 배가 부르던 너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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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흰 띠를 선명하게 두른 예쁜 너구리였다. 축제의 물결 틈바구니에서 산고를 겪 

었을 지우지 못한 너구리의 모습이 궁금한 숙제로 남아 있다. 하지만 죽어간다던 아 

리수가 되살아났기에 너구리가 살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 하겠다.

만발했던 유채꽃이 다음해 봄을 약속하고 사그라지면서 무수한 잔챙이들을 벌판 

에 뿌려 눈길을 끌었다. 삼색 바람개비가 가로등 어깨에 매달려 세월을 돌리는가 하 

면 겨울에나 띄우던 꼬리긴 공작연이 샛강위로 떠오르며 곡예를 한다. 주인공은 보 

이지 않지만 때 아닌 풍경에 어리둥절하다. 이때, 밀밭 끝자 

락에서 헬기가 날아올랐다. 꽃소식 전하러 북쪽으로 가는 건 

아닐까? 잠시 희망찬 욕심을 품었을 때, 깔끔하게 생긴 소형 

헬기가 학처럼 날렵한 몸짓으로 둔치 상공을 맴돈다. 비행연 

습을 하는 건지 정찰을 하는 건지 알 순 없지만, 환경 감시단 

헬기가 한강 어딘가에 있다고 얼핏 들은 듯도 하다. 맑은 공 

기 마시며 꽃길을 걷노라니 만약, 이곳에 유채꽃 단지와 보리 

밭 벌판이 없었다면 얼마나 삭막한 봄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심한 악취로 썩어가던 ‘장자못’ （연못）을 살려냈고, 흙받기 

에 실랑이를 벌이던 별 볼일 없던 자투리땅 한강둔치도 아름 

다운 시민공원으로 거듭났다. 하늘 높이 우뚝 솟은 명물 ‘구 

리타워’는 선진지 견학 1위란다. 버려질 쓰레기를 재활용해 

에너지로 탈바꿈시켜 놓았다. 일찌감치 고유가 시대를 예견이라도 했던 모양이다. 

또, 강 건너 멀리까지 구리를 알리는 등대 역할도 하는 그야말로 효자 타워다. ‘구 

리시’는 숱한 유물을 발굴하고도 아직 박물관하나 지을 수 없는 재정이 열악한 상 

황이다. 하지만 기념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독지가와 의인들이 있다고 하니 안도 

의 숨을 내쉴 수가 있을 것 같다. 역대 왕들이 편안히 잠들고 온달장군을 추모하는 

곳, 정부도 감히 엄두를 못 내던 ‘광개토태왕 동상’ 건립에 이어 ‘광개토태왕비’를 

세워 고구려 역사가 살아 숨 쉬고 새롭게 역사를 바꾸어 가는 곳, 나는 자랑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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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고향 구리를 깊이깊이 사랑한다.

‘사통팔달’ 교통의 관문. ‘구리 〜판교’간 내부순환길 포천으로 가기 위한 장현국 

도, 수락산, 망우리 고개, 아차산 등 빙글빙글 돌아가는 ‘타워’에서 내려다보는 풍 

경은 그야말로 장관이라 하겠다. 이 모두를 두 눈에 담으려니 가슴이 벅차다. 멋진 

이 모습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하랴. 역사가 문인 연예인등이 속속 찾아들어 둥지를 

트는 곳, 아리수가 흐르는 강변 ‘구리타워’ 에서 승리의 오늘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더욱 알찬 2009년 5월의 축제를 그리며 청명한 5월 하늘아래 ‘구리파이팅’ ! 이라고 

힘껏 외쳐본다.

유채꽃밭에서…….



살소유꽃

쒀아요 y昌I호;

공문 숙

한국예총구리지부 사무국장 / 시인

산수유 빈가지에 

샛노랗게 찍힌 금쌀

흔들면 쏟아질까

소리치면 떨어질까

새들도

부드러운 노래

봄바람도

살금 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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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斗림 뒤에

이경석 

구리문인협회 부지부장 / 시인

길이 쓰러져 있다

서른을 지나면 그 나머지는 쭉정이 시간이라고 

거들먹거리던 계절처럼 어둠이 내리면 

어둠 속에서도 또 한 번 석양이 내렸다 

그러면 조바심에 빠진 서툰 시간은

하나 둘 나타나는 분홍 별빛과 기꺼이 간통을 시작했지

그 후, 어여삐 새벽이 온들 무엇하랴

어렵게 만들어 스스로 부숴버리던

옛 강가 두꺼비 모래집처럼

숨죽여 기다림의 노래를 불렀건만

내 기다림은 이미 지쳐버리고

보라색 기억들이 기적소리 하나 남기고 흩어지면

나의 날들은 쓰러진 길에 기대어 

잠들어 버렸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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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틈 tdl

장금 녀

구리문인협회이사/시인

빛을 지워

비릿, 투명한 저 노래

온전히 듣기 위해선

어둠 속에서

축축한 목숨들이 비밀한

동굴을 찾아가는 소리소리

어둡다고 다 빛이 필요한 건

아냐

한밤내 토닥이며 숲길을 가는

저 냄새

따라가다 보면

아침이 눈꺼풀에 새기는

분홍빛 통증

눈 뜨는 순간 다시 긴 하루를 살게 된 것을 

한 바구니의 슬픔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을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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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비

이 상 미

구리문인협회 회원/시인

호랑이 바람이

문풍지를 물어뜯는 밤이면

날 선 바람의 이빨에

어머니는 마른 젖을 물린다 이슥토록

착한 눈을 깜박이는 등잔 불빛 아래

잠 든 어린 육남매

네 살배기 늦둥이의 시퍼런 몽고반점을

누덕누덕 기운 헌 가슴 한 자락으로 끌어다 덮어준다

삭정이 가슴에

대못하나 떨리며 또 박혀 오는 밤

어린 감나무 보듬어 안고

달빛 수유하는 겨울 뜰은 깊어 가는데

오래전 바닥 난

어머니 마른 젖줄로

겨울바람만 시름없이 젖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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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유기고

종 구층싀 역사적 싀식

현 릉

최훈 식

자유기 고가

동구릉 널찍한 길을 따라 조선왕릉 중 가장 권위가 있는 건원릉에 이르기 직전 

에 그 남동쪽으로 보이는 것이 현릉（«）이다. （부왕（父王）에 대한 효성이 지극 

했던 문종（=1450-52재우］）은 사후에도 부왕 가까이 묻히고자 구（舊） 영릉（英 

酸: 현 태종의 무덤인 헌릉의 우측에 있었다） 우측 언덕을 장지로 정한 바가 있 

었다. 그 곳에 시신을 묻기 위하여 광（뚜）을 파다가 물이 나고 바위가 있어 취소 

하고, 수양개군과 황보인, 김종서 등이 당시 건원릉 경역（W）내의 현지를 답사 

하고 5례의（五禮儀） 즉, 길（吉）, 흉（凶）, 군（軍）, 빈（賓）, 가%）의 국조오례의（國 

朝五!«）의 표본인 영릉 제도를 따르는 형식으로 현릉을 조성했다 한다.

혼유석을 받치는 고석（鼓石）도 네 개로 줄었고 소전대（!^臺） 대신 제례 후 

종이로 만든 신주 （지방:紙榜） 등을 태워서 묻었던 사각 돌구덩이, ’예감’을 정자 

각 뒤쪽에 만들어 놓았다. 후세인들이 누구의 무덤인지 알아 볼수 있도록 무덤에 

설치한 여러 석물들 중 특히 자세히는 알수 없으나 문무인석 모두 아랫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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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하게 대했다는 문종때의 국정분위기를 반영하듯 미소짓고 있는 듯하다. 정자 

각에 마련되어 있는 제수진설도에는 그때부터일까, 돌김과 간장이 눈에 띠는 것 

이 이채롭다

조선시대에 왕위 계승의 우선권은 왕비의 첫째 아들, 적장자（婚長子）에게 주어 

지게 마련이었지만 막상 적장자로서 처음으로 왕위에 오른 인물은 바로 문종（태 

종14년10월3일생）이며, 단종, 연산군, 인종, 현종, 숙종, 경종, 순종 등 손으로 꼽 

을 정도다. 1421년（세종 3년） 나이 8세에 이름이 향0向）인 문종은, 조선의 역대 

왕들 중 가장 많은 18명의 아들을 둔 세종（世宗：1418-1450재위）의 세자로 책봉되 

었다. 어머니는 청송 심（沈）씨 소헌왕후（船憲王局）다. 친정 아버지 영의정 심온 

（沈溫）이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갔다가 귀국 도중 아우 정（ffi）이 군국대사 

를 상왕（태종）이 처리한다고 불평한 것이 대역부도하다는 옥사가 일어나, 심온은 

이 사건의 수괴로 지목되어 수원으로 쫓겨가 사사（賜死）되었다. 일이 이쯤 되자 

문종의 어머니 소헌왕후도 폐위시켜야 한다는 논의까지 있었으나 그간의 내조의 

공이 인정되어 단번에 물리치고 말았다. 이러한 폐출（廢出）위기를 겪기도 했던 

심씨는 조선왕조 왕비중 자식을 가장 많이 낳은 분으로, 문종을 비롯하여 수양 

（세조）, 안평, 임영, 광평, 금성, 평원, 영응 등 8형제의 아들과 두 딸 정소와 정 

의공주를 두었는데, 1446년（세종 28년） 3월 24일 세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 

던 집, 잠저（潛邸）에서 춘추 52세로 생을 마감했다.

어린 나이에 세자에 책봉된 문종은 결혼도 일찍 했는데, 첫 번째 빈궁 김씨, 두 

번째 봉씨, 둘 다 과실이 있어 폐위된 후 양원（=）에 진봉（進封）되어 있던 안 

동 권씨（安東 權氏） 전（專）의 딸이 1437년 세자빈으로 정해졌다. 1441년（세종28 

년） 5월 14일 세자빈 시절에 단종을 출산하고, 3일만에 그 후유증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동년 9월21일 경기도 안산군에 예장되었다. 1450년 문종의 즉위와 함 

께 현덕왕후로 추숭（追^）이 되어 문종 즉위년 7월 8일 능호는 소릉（0%）으로 

명명되었다. 현덕왕후의 위패는 문종의 우K位）를 베푸는 신주（神主）와 함께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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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신위를 모시는 왕가의 사당인 종묘（宗廟）에 봉안되었다. 전해지는 바에는 

수양대군이 단종으로부터 대보를 선위받아 근정전에서 왕위에 오른 후에 현덕왕 

후의 원혼이 궁궐에 나타나 세조（tffl： 1455-1468 재우］）의 큰아들 덕종（추존）이 

그녀의 원혼에 시달려 죽었으며, 세조도 꿈에 그녀가 뱉은 침 때문에 피부병에 

걸려 꽤나 고생했다 한다. 대로한 세조는 현덕왕후를 폐（廢）하여 서인으로 강봉 

하고, 종묘（宗廟）에서 신주（神主）도 철거하였으며, 능을 파헤쳐 묘로 내리고, 소 

릉에서 10리 떨어진 물가로 옮겨지는 수난을 당하기도 했다. 흉몽과 무관하지는 

않겠으나 사실은 1457년（세조 3년） 6월 26일 현덕왕후의 모친 아지（阿具）와 동생 

자신（自愼）의 단종 복위 사건이 발각되어, 이 일로 그렇게 조치된 것이라 한다.

그 후 여러 번 빼앗긴 위호를 회복시켜주는 논의가 있었으나, 겨우 1513년（중 

종 8년）에야 종묘의 문종 신위만이 홀로 제사를 받는 것이 민망하다는 명분으로 

복위（復位）되어 동년 4월21일 현릉 왼쪽 언덕에 천장（遷葬）되고, 종묘（宗廟）에 

배향해야 한다고 부묘가 이루어져, 종묘에 신주（神主）가 봉안되었다. 천장 후 정 

자각（丁字閣）을 양릉 중간에 옮기고, 정자각 뒤에 나란히 서 있는 두 개의 언덕 

위에 각각 단릉처럼 조성되는 동원이강（同原異岡） 형식을 이루었다. 또한 현덕왕 

후의 친가도 1699년（숙종25년）에 단종이 부묘되면서 원통한 일을 풀게 되었다.

조선은 개국 초기에 정도전（鄭道傳）이 왕도정치（王道a治）로 내세웠던 오늘날 

의 내각제로 비유될 수도 있는 재상정치 이념을 표방했지만, 이방원（李考=遠）이 

정도전을 제거하고, 태종（太^: 1400-1418재우！）으로 등극한 후에는 의정부（議政 

府）가 중심이 되는 재상정치를 폐하고, 왕이 직접 6조를 관장하는 육조직계제를 

도입하여 왕권강화를 확립했던 것이다. 이 제도는 세종에게 그대로 이어저, 잔병 

이 많았던 세종은, 왕이 모든 실무까지 관장해야 했으므로 과다 업무에 시달려 

건강은 악화 일로에 머물렀다. 1437년부터 세자에게 서무결재권을 넘겨줄 것을 

선언까지 하지만 신하들의 거센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세종도 굽히지 않고 

1442년 세자가 섭정을 하는 데 필요한 기관인 첨사원（«事院）을 설치하여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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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리하여 정치하는 섭정（攝政）기간 동안 세자로 하여금 왕처럼 남쪽을 향해 

앉아서 조회를 받도록 하는 한편, 국가 중대사를 제외한 모든 서무는 세자의 결 

재를 받도록 하여 준비된 왕이 되도록 서둘렀다.

1442년부터 1450년까지 이렇듯 섭정을 통해 정치 경험을 쌓았기에 세종 후반기 

의 치적은 세자 향의 업적으로도 볼 수 있었다. 1450년 2월 17일 세종이 승하하 

고 적장자로서는 처음으로 문종이 동년 2월 22일 등극했으나 정치 분위기는 세 

종 후반기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종이 집정기 절반을 병석에 

누워 지내고, 또한 세자에 의한 섭정이 계속되어, 동복제（同腹弟）인 수양, 안평 

등 다른 왕자들의 세력이 비대해져 있던 까닭에 왕권은 세종 때에 비하면 다소 

위축되었다. 문종 집정기 내내 이들을 견제하려는 신료들의 탄핵 언론으로 그들 

사이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게 마련이었다 한다.

문종의 언론에 관대한 시정은 언관들의 영향력 증대를 이루어냈다. 세종 말기 

에 궁중에 조성된 내불당 등 불교 융성 정책은 유신（儒臣）들도 막을 수가 없었 

지만 이제는 유학（儒S） 중심의 언관들이 왕실의 불교적 경향을 불식하고 유교 

적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안간힘을 썼으며, 이는 문종에 의해 대부분 받아들여졌 

다. 언로를 더 넓히는 정책을 펴서 6품 이상의 신하들에 대해서도 돌아가면서 왕 

을 만나는 윤대（輪對）를 허락해 벼슬이 낮은 신하들의 말도 경청했다.

기록에 의하면 문종은 유학뿐 아니라 천문과 산술에도 정통했고 예（폐）, 초 

（草）, 해서0昔書） 등 서도에도 달인이었다. 그러나 병약했던 문종은 재위 2년 4 

개월만인 1452년 5월 14일 경복궁 천추전（千秋殿）에서 보령 39세에 승하하고, 겨 

우 12세였던 단종이 동년 5월 18일 즉위했지만, 그처럼 나이 어릴 때 이를 도와 

선왕의 비가 정사를 돌보는 수렴청정（垂廉W）을 할 만한 궁궐의 어른도 없었 

다. 유명무실해진 왕권에다 황보인（皇甫仁）, 김종서（金=） 등의 재상정치로 인 

해, 미구에 왕권 중심을 표방하는 세조（t*：1455-1468재우］）에 의한 일대정변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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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은 호학（好學） 군주답게 조선 초기부터 준비했던 동국병감（東國兵鑑）, 고 

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등을 편찬하고 진법구편（陳法九篇）을 저 

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선에서 편찬한 ’고려사’ 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제 

기된다.

고려말의 우왕0偶王）은 신돈（辛肺）의 자식이라 하여 왕으로 인정받지도 못하 

고, 능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실록도 편찬되지 않았다. 세종시 정인지 등이 편찬 

한 ’고려사’ 에는 공민왕이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 무사（無銅） 하므로 신돈의 첩 

자（妾子） 모니노（牟厄奴）를 자기의 자（子）라고 속여서 궁중에 들인 것이라 하여 

왕씨세가편（王編）에 넣지 않고, 우왕의 치세 기록을 ’열전（列傳）’의 ’반역 

편중（飯%中）’ 에 실었는데, ’고려사’ 편자들도 또한 마찬가지였다 한다. 어느 

대학자는 이런 문제는 천고의 비밀이므로 후인이 이렇다저렇다 논할 성질의 것 

이 아니며 공민왕 자신이 이미 자기 아들이라하여 궁중에 들이고 대군（大君）에 

까지 봉한 이상 더 이론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했다. 하지만 현금의 정보화 과학 

시대에 이미 흙먼지로 변해버렸을지도 모를 우왕, 창왕 부자의 시신만 있어도 진 

실이 밝혀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여운을 남긴다.

부연할 것은 왕실에서 특히 부계（父系）의 순혈（純血）이 왕위 계승엔 절대적 요 

건이고 왕조의 존폐가 걸린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상당수의 한인（韓人）이 왕실의 

순혈 만큼이나 한 줄기 단군의 피를 이어받은 단일민족임을 숭앙한다.

하지만 순수한 혈통이 그 핵심이면 외인（外人）의 피가 조금만 흐르고 있어도 

한인으로 호칭될 자격이 없다는 것인지? 순혈만큼이나 조선에서는 한 번 벼슬을 

하면 퇴관 후에도 관직명을 그 전대로 그냥 눌러쓰는 관습이 존중되었다.

벼슬자리에서는 말（馬）을 사슴（塵）이라는 오류논리로도 백성이 따르기만 하라 

고 할 정도의 권위로 기세등등하고, 이 같은 세도가는 양민의 재산 수탈까지도 

못할 것 없이 다 할 만큼 백성 위에 군림하는 관권과 권위에 얼마나 주눅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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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에 어느 인물이 관직에 배경을 둔 어떤 가계（家系）의 출신일까도 꽤나 관심 

을 끄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현금에도 무엇을 지낸 사람이라는 사실이 평생은 물론 사후（死後）에도 한 몫을 

단단히 한다. 수단 방법은 어떻든 일단 입신양명으로 현달하면, 지난 날의 한미 

했던 가계나 신분이 부끄러운지 큰 부자나 고위 관료들과 혼맥（婚脈）을 맺기도 

하여 너무나 눈부시게 차리고 있어 바로 보기조차 어려운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 

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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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탐방•체험

- 이야기가 있는 나라, 일본

윤정미（구리문화원 사무국 주임）

- 장애청소년과 함께한 문화세험

김효주（인창고 2）

- 천만리 머 나먼 길에 고 운님 여의옵 고

김명숙（구리문화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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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야기 가 있는 나라, 일 본

윤정 미

구리문화원 사무국 주임

한국 문화원연합회 주최 직원 해외연수로 가까운 일본을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왔 

다. 일본 문화 체험과 지역 평생교육기관인 공민관 방문이 목적이었다.

공민관은 지역주민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민의 자치능력 활성화와 지역문화창조,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이다.

〈기쿠요마치 중앙공민관〉

1972년 개관한 구마모토 현 기쿠요마치 중 

앙공민관은 우리 예전의 마을회관같은 분위 

기의 조금 오래된 건물이었다. 일요일에도 불 

구하고 회원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빵과 음료 

수를 주며 우리를 환영해 주는 모습이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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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간단한 기관 소개 후, 공민관의 프로그램과 운영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 이 

어졌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자녀와 함께하는 강좌 （함께하는 요리교실, 사회 

견학, 봉사교실, 친환경 교실 등）, 주민들의 자율학습 독려를 위한 동아리 지원이 

잘 이루어지는 모습이었다.

마지막 순서로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한 

국어 교실 수강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한국어로 이 

야기해 주었다. 수강생들이 들려주는 ‘고향의 

봄’을 따라 부르며 잠깐이지만 한국이 그리 

워졌다. 말로만 듣던 한류열풍을 직접 경험하 

며 우리 문화의 강한 힘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어 수강생들〉

밝은 표정으로 맞이해 주고 우리 버스가 사 

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빈객을 귀하게 대접하는 일 

본의 예절을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히지마치 중앙공민관이었다. 이곳은 지역의 소규모 지구 및 자 

치 공민관을 관리 •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답게 노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게이트볼, 골프 등 가볍게 할 수 있는 스포츠와 

취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목공예실, 화실, 요리실 등 각종 실습 

실과 직업 훈련장 등이 마련되어 있었다.

문화체험의 첫 방문지는 ‘학문의 신’을 모신 디자인후텐만구였다. 디자인후텐만구 

는 시험을 앞 둔 시기 때문인지 많은 부모와 학생들이 합격을 기원하고 있었으며, 

학문의 신을 모신 신사답게 학생들의 대표적인 수학여행 코스이자 역사체험장으로 

유명한 곳이다. 신사 한가운데 ‘다이코바시’라는 붉은색 아치형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는 ‘현세와 내세를 연결하는 다리’ 라 한다. 다리의 중간을 넘으면 현세에서 내 

세로 갈 수 있다고 하니, 생각만으로도 호기심을 자극한다. 관광객들에게 추억과 즐 

거움을 주며, 다양한 이야기꺼리를 제공해서 다시 한 번 오고 싶게 만든다.

다음 코스는 구마모토 성이었다. 이 성은 1607년 개축된 성으로 임진왜란을 일으 

킨 가토 기요마사가 7년에 걸쳐 완성한 성이다.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자우스야마

89



〈구마모토성〉

의 언덕에 있으며, 겹겹이 둘러싸 

여 있는 측벽과 지상 50m 높이의 

덴슈카쿠 （천수각）가 인상적이다. 

임진왜란 후 우리나라의 축성법을 

배워 지은 산성이라 하는데, 유 

지, 보수가 잘 되어있어 관광객과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모습이었 

다.

아소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칼데 

라를 가진 높이 1,592m 정도의 활 

화산이다. 연회색 연기가 솟아오르 

는 산봉우리를 따라 버스가 오르

자 유황가스 냄새가 났다. 가스분출이 적을 때는 분화구 관람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도착한 날은 활발한 가스분출로 출입통제 중이라 아쉬움이 남는다. 쿠사센리 초원에 

는 말과 소들이 유유히 풀을 뜯고 있는데, 가을이면 갈대숲이 장관을 이룬다고 하니 

영화촬영장소로 좋은 것 같았다. 잠깐 기념사진을 찍고, 하늘과 자연을 마음껏 감상 

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가 느낀 일본은 생활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 고령화 사 

회로 인한 사회적 대비책이 잘 마련되어 있었으며, 스토리텔링이 활성화되어 있었 

다.

일본의 기후를 보면, 높은 습도로 인해 먼지가 적기 때문에 공기가 깨끗하고 청량 

감을 느낄 수 있다.

산은 바위산이 아닌 흙산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지반이 매우 약해져 산사태의 위 

험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산림의 90%가 삼나무인데, 삼나무의 뿌리는 곧고 깊이 

들어가 흙을 잘 지지해 주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삼나무와 공생관계를 유지하 

는 대나무가 많았다.

일본은 집을 높게 짓지 않으며 주재료가 삼나무에다 지붕의 기와도 가벼운 세라믹 

으로 하는 등 지진과 관련한 안전에 세심하게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또한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가 일찍 시작되어 우리가 참고할 사회적 대비책이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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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린코 호수〉

다. 호텔 식당에는 어르신들이 음식 접 

대를 해주시는데,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어려웠지만, 일하시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되니,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 

리를 사회에서 마련해 주는 것은 신체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일본의 특징은 스토리텔링의 활성화이다. 일본은 어디를 가나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먹으면 병마를 물리치고, 정신이 맑아져 시험에 잘 붙는다는 우에 

가에 모치’, ‘고백을 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긴린코 호수’, ‘현세와 내세를 연결 

하는 다리’ , ‘지옥온천’ 등 관광객을 끄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었다. 지나치기 쉬운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상품화할 수 있는 일본인들의 지혜 

를 엿볼 수 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억을 심어주는 문화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을 경험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점은 모든 건물을 지을 때 주차 공간 확보가 의 

무화되어 있다는 점과 거리가 깨끗하다는 것이었다. 도로에는 주 • 정차되어 있는 차 

들이 없어 교통 흐름이 원활했으며, 거리에는 쓰레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거리가 깨끗한 만큼 집주변도 잘 정돈되어 있었는데, 낮은 담 너머로 보이는 정 

원은 주인의 정성스러움을 엿볼 수 있도록 아기자기하고 깔끔하게 꾸며져 있어 자 

칫 밋밋할 수 있는 거리에 다듬어진 가옥의 아름다운 조경미를 흠뻑 느낄 수 있었 

다.

일본에 대해 짧게 접했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호기심이 생긴다. ‘지리적으로는 가 

깝지만, 다른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먼 나라’ 일본. 일본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다음에는 시간을 넉넉히 두고 발길 닫는 데로 걸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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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청소년과 함께 한 문화 세험

김 효주

인창고 2학년

이번 해를 마지막으로 장애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에 참가한다고 생각하니 무 

언가 나 자신 스스로 느끼는 것이 지금까지 참여해 왔던 것과 다른 것 같다. 그래서 

그 전날까지 2박 3일 동안 참여대회를 갔다 와서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험을 

갔다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번에도 문화체험을 가기 전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수련관에 

서 잠깐 봉사활동을 간다고는 하지만 친구들과 놀러 간다는 생각이 많았었다. 그래 

서 저녁에 개인 활동을 하게 된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접 장애인 복지 

관에 가서 두 시간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장애인 친구들에 대한 인식과 친구 

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리 

엔테이션과 함께 조를 알려주고 짝꿍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1박 2일 동안의 

서먹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던 것 같고, 3번째 참가를 해서 그런지 같이 이야 

기는 나누지 못했지만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다. 당일 아침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장 

애인 복지관에 도착했다. 조 변동이 있을 거라는 연락을 받고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 



했는데 1조로 바뀌어 있었다. 그래서 다시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짝꿍이 누군지 확 

인을 하고 떠날 준비를 했다. 그리고 중1때 ‘너와 나 친구사이’ 를 통해 알게 되었던 

진희와 지혜를 만났다. 지혜는 이사를 간다고 말했었던 것 같은데 눈앞에 웃으며 장 

난을 치는 모습을 보니 아프긴 했지만 즐거웠다.

목적지는 작년과 같은 강화도였다.

똑같은 곳을 두 번 간다는 것이 조금은 걱정도 되었지만 이번에는 체험위주로 일 

정을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작년에 비가 와 가지 못했던 갯벌을 간다고 말씀 

하셔서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출발했다.

이동하는 시간이 조금은 길어 짝꿍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작년 까지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과 짝꿍이었다면 이번 해에는 동갑인 예원이와 짝이 되어 

이야기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었고 오히려 친구와 수다를 떠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 

다.

지금까지 장애인 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와는 조금 다른 사람이 

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에 체험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오리엔테이션에서 배웠 

던 내용이지만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이번에 

1박 2일 동안 내가 함께 생활했던 친구들이 고등학생이라서 더욱 그렇게 느끼게 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중학교 때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장애인 친구들 또한 우리가 

변하는 것처럼 조금씩 성숙해 지는 것 같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나와 다른 사람이 

라고 느끼고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챙겨주고 도와주어야 할 것이 많았다면 지금의 

모습에서는 ‘친구’가 되어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변해 있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연민과 동정에 대해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결론은 연민 

과 동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로 장애인을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그저 불쌍 

하다고 여기고 자신의 착한 행동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삼는다면 그것은 동정 

이고, 연민이란 감정으로 대한다면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그들을 계속 관찰하



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중학교 때 장 

애인 친구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감정이 동정이 

였다면 지금 느끼게 된 감정은 연민이 아닐까 

생각된다.

처음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봉사활동

에 참가할 때는 구리시 차세대위원회에서 가는 봉사활동이라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 

게 되었다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봉사활동 그 자체에 더 중점을 두고 참여했기 때 

문이다.

이렇게 몸으로, 마음으로 느낀 것도 있지만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을 하면서 

궁금했던 것이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과 장애우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에서 사용하는 ‘장애우’에 대한 단어사용에 대해 궁금해졌다. 언제부터인가 ‘장애 

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장애우’가 친근감 있게 느껴져 ‘장애우’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찾아보니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쫗은 표현이며 

표준어라고 한다. 또한 ‘장애우’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사회집단, 계층이 아닌 비사회 

적인 집단 혹은 개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장애우’ 라는 표현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을 지칭할 수 없기 때문에 비주체적인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한다고 말 

한다. 내가 이 말을 100%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것이 느 

껴지는 것 같고 한 개의 단어로 인해 뜻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말 

을 할 때나 글을 쓸 때나 조심해야겠다.

매년 히스테리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못 간다는 친구들의 연락이 종종 있는데 이 

번 해에도 빠지지 않고 똑같은 일이 생겨 다른 친구들을 섭외하려고 노력했지만 못 

해 결국 많은 인원의 친구들이 참여하지 못해 짝꿍이 없는 친구들이 있었다. 봉사활 

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우리 말고도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기회를 뺏었다고 생 

각하니 너무 미안했고 다음부터 희망자를 받을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모집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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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릉과 청령포를 다녀와서）

:그^ 천만리’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옵고

김명 숙

구리문화원 회원

녹음이 한창이던 8월 7일, 가슴을 저리게 했던 청령포와 장릉을 11월 4일에 다시 

찾았다. 청령포에 도달하니〈두견새 우는 청령포〉노래비가 눈에 들어온다. 청령포를 

건너는 나룻머리에는 1966년 8월 13일 이만진씨가 작사하고 원로가수 한복남씨가 

작곡해 가수 심수경씨가 부른 영월군민의 애창곡이 새겨진 그 노래비가 있다.

“왕관을 벗어놓고 영월땅이 웬말이냐 

두견새 벗을 삼아 슬픈노래 부르며 

한양 천리 바라보며 원한으로 삼년 세월 

아, 애달픈 어린 임금 장릉에 잠들었네. ”

0

（청령포 안내문） 〈두견새 우는 청령포 노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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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령포가 바라다 보이는 길가에도 열일곱 살 단종의 사형을 집행하고 돌아가던 

금부도사 왕방연이 청령포를 바라보며 자신의 심경을 읊은 시비가 있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고운님 여의옵고

내 마음 둘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같아서 울어 밤길 예놋다“

단종의 애사가 가슴을 저리게 하는 육지 속의 섬을 배로 건너니 하늘을 가리는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숲을 이뤄서 반긴다. 솔숲에는 단종이 머물던 어가를 비롯해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적은 금표비, 단종이 오열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늙은 소 

나무 관음송（천연기념물 제349호）이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든다. 관음송을 지나 가파 

른 언덕을 올라가니 단종이 아침, 저녁으로 올라 생이별한 왕비를 그리며 한양 쪽을 

바라보았다던 노산대가 있다. 천 길 낭떠러지에서 내려다보이는 서강의 물줄기는 단 

종의 한과 넋을 달래듯 청령포를 감돌며 느릿느릿 흘러 영월읍 하송리에 이르러 비 

로소 동강과 몸을 섞어 남한강을 이룬다.

〈청령포〉 〈관음송〉

〈2008년 8욀 7일 청령포〉 〈2008년 11월 4일 청령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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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역사를 얘기해야겠다. 조선 제6대 왕 단종이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찬 

탈당하고 상왕으로 있다가 그 다음해인 1456년 성삼문 등 사육신들의 상왕복위의 움 

직임이 사전에 누설됨으로써 상왕은 1457년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첨지중추원사 어득 

해가 거느리는 군졸 50인의 호위를 받으며 원주, 주천을 거쳐 이곳 청령포에 유배되 

었다. 청령포는 동,남,북 삼면이 물로 둘러싸이고 서쪽으로는 육육봉이라 불리는 험 

준한 암벽이 솟아있어 나룻배를 이용하지 않고는 밖으로 출입할 수 없는 마치 섬과 

도 같은 곳이라고 문화해설사 전순희님은 힘주어 말한다. 단종은 이 적막한 곳에서 

외부와 단절된 유배생활을 했으며 당시에는 이곳에 거처 할 수 있는 집이 있어 호장 

엄흥도는 남몰래 밤이면 이곳을 찾아 문안을 드렸다고 한다. 그 해 뜻밖의 큰 홍수 

로 강물이 범람하여 청령포가 물에 잠기게 되니 단종은 영월 동헌의 객사로 처소를 

옮겼다. 지금 청령포는 영조 2년에 세운 금표비와 영조 39년에 세운 "단묘유지비”가 

서 있어 옛일을 전하고 있다.

“단종이 이곳에 계실 때의 옛터이다” 라는 글이 영조대왕의 친필로 음각되어 있다.

〈가올의 금표비〉
〈여름의 금표비〉

〈금표비 설명문〉 〈단묘유지비〉

특히, 단종이 유배생활을 하고 있을 때 두 갈래로 갈라진 소나무에 걸터앉아 쉬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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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전설이 있다. 또한 단종의 유배생활을 보았으며（觀） 때로는 오열하는 소리를 

들었다（音）는 뜻에서 관음송이라 불리는 소나무가 있다.

단종이 남긴 유일한 시 “出帝宮 （출제궁）”에는 귀양살이의 애달픈 심정이 잘 나타 

나있다.

원한 맞힌 새 한 마리 궁궐을 나온 뒤로 

외로운 몸, 외그림자 푸른 산속을 헤매네 

밤이가고 밤이 와도 잠들길 없고 

해가가고 해가 와도 한은 끝없네 

두견새 소리 그치고 새벽달은서산에 흰데 

피뿌린 듯한 봄 산골짜기에 지는 꽃만 붉구나 

하늘은 귀머거리인가!

애달픈 이하소연듣지 못하는더/ 

어찌하여 수심 많은 이 내 귀만 홀로 밝은고

〈관풍헌 안내문〉
〈관풍헌〉

남양주시 사릉의 주인인 정순왕후는 남편인 단종을 그리워하며 종로구 창신동에서 

동쪽인 이곳 영월을 바라보며 평생을 소복차림으로 보냈다하니 기구한 두 분의 인생 

을 아는 지 청령포 수림지에 있는 소나무들은 황금송으로 단종어가를 모두 향해 있 

다. 아직도 충신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듯하다. 그중에서도 임금의 외로움과 서러움 

을 달래고 시신을 거둔 ‘엄흥도소나무’가 어가담장을 넘어와 상왕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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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의 외로움과 서러움과 한맺힌 사연을 아는 지...... 육육봉 아래 흐르는 서강은

왜 그리도 퍼렇던가?

〈가을의 단종어가〉 （여름의 단종어가〉

임금이 돌아가시면 한양 백 리 안에 모시는 것이 관례였지만 지방에 모신 유일한 

왕릉, 장릉을 찾았다. 낮은 구릉에 모셔진 다른 왕릉에 비해 높은 곳에 모셔져 있으 

며 대부분의 왕릉이 봉분, 정자각, 참도, 홍살문이 일직선상에 조영되지만 단종릉의 

봉분은 신좌을향으로 모셔졌고 정자각은 북쪽으로 향하고 있어 능의 옆구리를 향해 

절을 할 수 밖에 없는 곳이다.

〈2008년 11월 4일 장릉〉〈2008년 8월 7일 장릉〉

조선 27대 임금 중 유일하게 단종릉에만 있는 장판옥은 정조 15년에 건립된 것으 

로 단종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충신위 등 268인의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다. 또한 정 

려각은 1726년에 어명으로 세운 비각으로 엄흥도의 충절을 기리는 정려문인데 왕릉 

과 같이 있는 것이 특이하다. 능 옆 단종역사관에는 단종의 시대, 단종의 승하, 단종 

의 복권, 사육신, 생육신에 대한 자료와 단종의 정비 정순왕후에 대한 유물들이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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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단종제를 지낼 때 사용하는 제정수가 나오는 “영천”, 매년 제례때에만 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한 많은 왕의 눈물이런가?

〈단종역사관〉

〈롱에서 바라본 정자각〉〈정려각〉

〈영 천〉 （정자각〉〉

오래전부터 그저 가볍게 장릉에서 참배만 하고 왔는데도 일이 잘 풀렸다는 사람들 

이 많다고 한다. 단종 자신의 시신을 거두어준 영월에 대한 보답일까? 어린 나이에 

죽어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자신에게 소원을 비는 이들이 대신 이루 

어주길 바라는 마음일까? 경건한 마음으로 두개의 계단을 올라 정자각에서 왕에 대 

한 예（禮）로써 4배를 올리면서 소원을 빌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던가? 단종의 죽음에 대해서조차도 분분한 기록을 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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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세조실록에는 단종이 임금 자리를 수m군에게 스스로 내어주고 자결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기타 다른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있단다.

‘단종이 숙부 수양대군에게 임금의 자리를 빼앗기고 강원도 영월 땅 청령포라는 

외딴 곳으로 귀양을 간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외로운 소년왕에게 가까이 할 수 

없을 때 영월군 호장（사또 밑에서 일을 보는 아전의 우두머리）엄흥도는 밤마다 몰래 

강물을 건너 청령포에 찾아가 어린 임금을 몰래 만난다. 단종과 엄흥도는 임금과 신 

하 사이였지만 마치 할아버지와 손자처럼 뜨거운 정이 오고 간다. 단종이 1457년 음 

력 10월 24일, 마침내 사약을 받고 관풍헌에서 죽으니 열일곱 살 어린 임금의 시체 

는 강물에 버려진다. 그리고 아무도 그의 시신에 손대지 못하게 했는데 엄흥도는 죽 

음을 무릅쓰고 세 아들과 더불어 단종을 몰래 선산에다 장사지내고 영월 땅에서 사 

라진다.’

훗날 많은 사람들은 엄흥도를 일컬어 충신이라고도 하고 의인이라고도 한다. 살아 

서 떳떳했고 죽어서 자랑스러운 엄흥도! 영월 팔계리에는 그의 증작과 시호가 새겨 

진 그의 묘가 있다. 장릉 앞에는 엄흥도의 기념관이 있어 아직도 어린 왕을 호위하 

고 말동무가 되어준 듯하다.

세상에 태어나자 어머니를 잃고 열 살 때 할아버지인 세종대왕을 잃고 열 두살 때 

아버지 문종을 잃은 어린 왕, 그리고 열일곱 왕의 생을 마감한 ‘관풍헌’에는 어린 

임금의 눈물처럼 샛노란 암수그루의 은행잎이 마당 가득 날리고 있었다.

이번 답사를 마련해 주신 구리문화원과 문화원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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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을 찾아서 - 교문초등학교

한자지도를 통한 인성지도

‘구리문화’지 편집실

忍 耐 丁 夫
1998년 9월 1일 개교한 구리시 교문동에 위치한 구리 교문초등학교는 학생수1200 

명과 70여명의 교직원이 함께 활동하는 학교로 “정성어린 가르침과 열성어린 배움 

터”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5년전에 부임한 고상렬 교장선생님의 학교 경영으로 즐겁

고 행복한 학교, 가고 싶은 학교로 하루하루 큰 꿈을 키워 가고 있다.

개교 2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교문초등학교는 한자교육을 생활화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21세기는 세계의 중심축이 동북아시아 및 아시아 태평양 지 

역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그 때에 한자는 바로 공용문자 또는 국제문자로서의 역할 

을 자연스럽게 맡게 될 것이다.

즉 21세기는 한자의 BESETO belt（BE：Beijing, SE：Seoul, TO：Tokyo）라는 것이다. 이 

러한 때에 한자를 교육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 일본과의 문화, 교육, 정치, 경제 

교육에서 낙오되어 고립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영어와 더불어 한자를 초등학교부터 가르쳐, 동북아에서 주도적인 위치뿐만 아니 

라 우리가 세계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자교육의 중요성을 아래와 같이 강조하였다.

며칠 전 교문초등학교에서는 제19회 졸업식이 있었다. 졸업한 아이들의 손에는 별 

난 책을 한 권씩 들고 있었다.

치심보감（治心寶鑑）”이라는 한문서（漢文書）다. 저자가 군주시대의 학자, 한학자나 

유학자도 아닌 21세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엮은 책이라 생소하지만 관심을 갖고 

한 장 한 장 넘겼다.

102



.편?흐# 츠?써’고W흐!포. !兩뚀흐![쩌지도 _]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일 동안 하루에 한 소절씩 성인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책이라 생각한다. 14년 전 교감으로 승진하면서 아이들 교육에 한 

자를 도입하고자 생각을 가졌고, 그때부터 옛 성현들의 고전이 눈에 어른거려 본격 

적인 수신（修身）에 들어갔다.

- 치심보감（治心S鑑）은 모든 한서（漢書）의 정수（精髓）

지천명을 넘어서 다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니 아내도 아이들도 그다지 곱게 보 

지는 않았다. 그저 고리타분한 한자를 왜 시작했냐고 핀잔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사람이 배운다는 것은 나이가 없음을 늘 가리켰으니 우선 자신이 온고지신（溫故知 

新）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졌다.

소학（/J辱）을 시작으로 사서삼경（四書三經）, 명심보감（明心寶鑑）, 동몽선습（童蒙先 

習）, 채근담（菜根譚）, 법구경（法句經）, 도덕경（道德經） 등 고전을 두루 섭렵하기 시 

작했다. 그렇게 시작한지 15년 만에 마음을 다스리는 보배로 글을 모은 “치심보감 

（治心寶鑑）”을 발간하였다.

“치심보감”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당장은 읽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서 이 책을 왜 편찬했는가를 느끼게 될 나이에 보고 느낀다면 더욱 

보람일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이라도 먼저 느끼고 아이들에게 전수（傳授）하면 하 

는 생각이 들어 이번 졸업생들에게 선물하게 되었다.

이번에 간행된 “치심보감”은 “명심보감”을 중심으로 채근담, 법구경, 도덕경 등의 

지침서 중 엑기스만 골라 365개의 사자성어（四字成語）와 고사성어（故事成語）로 가 

득하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M治國平天下）란 말이 있다. 자신을 먼저 수양해 

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이지만 그 진리의 근간은 수신（修身）이다. 

아이들이 마음을 닦고, 몸을 잘 다스리면 가정과 사회, 나라의 훌륭한 동량（W）으 

로 만들어지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 고상렬 교장 선생님의 생각이다.

- 동량으로 키우기 위한 남다른 한문사랑

1〜6학년까지 단계별로 배워야 할 4자성어

인（仁）과 도（道）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공자가 그리워했던 나라가 아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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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을 찾아서-교문초등학교 한자지도를 통한 인성지도

그래서 고상렬 교장은 아이들이 늘 오르고 내리는 계단에 사자성어를 적어 놓았고

정기적으로 예절교육을 연다. 한 달에 성어 두 개씩 졸업쯤이면, 최소한 89개의 성

어를 읊조릴 수 있도록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기본한자 600자도

따로 정하여 수업을 한다.

- 울타리 없는 학교는 또 하나의 정원（庭園）

교문초는 도시 한 가운데 있으면서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이 많은 편이다.

골목 한 구석에서 쭈그리고 노는 아이들. 그래서 구리시에서 가장 넓은 휴식 정원

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어 구리시와 녹지재단, 교육청 등의 도움으로 꾸몄

다.

교문초에 울타리가 없는 것 또한 구리시 1호다.

구리시 초등학교 중 명품 학교로 꼽히고 있는 교문초교가 폐쇄적인 담장을 없앤

후 숲 공원으로 조성해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했다.

이 학교 숲 공원조성은 구리시청 및 구리 - 남양주교육청과 경기녹지재단이 지원하 

는 ‘울타리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교문초등학교가 시범으로 설치했으

며 향후 각 학교로 파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교문초교는 학교 숲 공원입구에 ‘열성과 정성어린 사랑의 동산’이라고 

새긴 ‘스승과 제자상 기념탑’을 건립, 주변 공간의 분위기를 확 바꿨다.

교문초교의 고상렬 교장은 이 학교 숲 공원은 미래의 주인이 될 푸른 새싹들의 쉼

터인 동시에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이라며 녹색 공간이 각종 쓰레기로 인해 이미지
-

가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나부하고 있다" 近즈



> 태조 고항제 （이성계） 승하 600주년 행사

- 2008년 건원릉 기신친향례（忌辰親皇禮）-

최 복 희（ ‘실버넷뉴스’ 기자）

〈구리시의 자랑거리〉

♦ ‘고구려대장간마을’ 관람기

‘구리문화’지 편집실



태조 고황제（이성계） 승하 600주년 행사

- 2008년 건원릉 기신친향례（忌辰親卓禮）-

최복 희

‘실버넷뉴스’ 기자

유월의 눈부신 태양 아래 더욱 짙푸른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동구릉 입구는 이 

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모여 온 전주이씨 종친회 참례 객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여 

느 때는 텅 비어있던 재실도 예복을 입은 제관들이 제례 준비를 하느라 들썩거렸다.

조선왕조를 개국한 태조고황제（이성계） 승하 600주년을 맞이하여 ‘건원릉 기신친 

향례’를 올리는 날（2008년 6월 27일）이다. ‘건원릉 기신친향례’란 이성계가 승하한 

후, 산릉제례를 올릴 때 임금이 정자각에 직접 올라가 친제（=）를 올리는 것을 지 

칭하는 것이다.

조선왕조 때 왕실에서 주관해 오던 이 제례 행사는 일제 강점기에 중단되었다가 

광복 이후부터 문화재청과 구리시의 후원을 받아 사단법인 전주이씨 대동 종약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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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관하여 그 당시의 절차 그대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사적 193호로 지정되어 

있는 동구릉에는 조선 시대의 왕과 왕비 17위의 유택이 있는데 오직 건원릉에서만 

실행되는 제례이다.

행사에 참석한 나는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간 착각에 빠져들었다.

첫 번째 일정은 오전 11：00-12：00까지 동구릉 정문에서 건원릉까지 어가행렬이 이 

어졌다. 행렬순서는 취타대-노부-삼정승-좌우통례-소예어가］-도승지-육조판서-종친 

부인데 신분마다 색깔도 모양도 다른 조선시대의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복식 차림이 

어서 장관이었다. 그 광경을 촬영하며 대중 교통수단이 없었던 그 옛날, 한양에서 동 

구릉까지 걸어오는 거창한 행렬이 상상되었다.

〈취타대〉 〈노부꾼 행렬） 〈소여〉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정자각에서 제향봉행을 올렸다.

제사의 주인으로 첫 번째 잔을 올리던 임금 대신 최근에 전주이씨 문중에서 선택 

된 왕손 이 원（李 源）씨가 임금의 제례복인 참포를 입고 초헌관（初獻官）에 임했고,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아헌관（亞獻官）,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종헌관（終獻官）은 구리 

시장이나 문화원장이 대신하기도 하는데 올해는 전주 이씨 문중에서 덕망 높은 사람 

을 선정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초헌관을 인도하는 찬례（贊禮）, 사회를 보는 집례（執 

禮）등 15명의 제관들이 더 있는데 이들은 모두 대동종약원 교육원에서 전수 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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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여를 타고 건원릉으로 향하던 임금은 홍살문 앞에서 내례예능소-IB愛所］ 박석 

（薄石）길 어도로 걸어가 정자각 아래서 손을 씻고 정자각으로 오르게 되는데 그 전 

에 임시로 설치된 노란 천막에서 잠시 머물렀다.

그곳으로 다가가 근엄하게 의자에 앉아있는 이 원（李 源）씨를 대하니 문득 그가 

‘건원릉 기신친향례’를 제일 처음 올린 방원（태종）의 모습으로 연상되었다. 방원은 

태조 이성계의 정비 한 씨의 소생 다섯째 아들이다. 그는 계비의 소생인 어린 세자 

방석과 방번을 살해하는 등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장본인이 아니던가. 그 일 

로 인해 부친 이성계를 왕위에서 물러나게 했고, 그 뒤를 잇는 임금의 자리를 형인 

방과（제2대 정종）에게 양보했지만 얼마 안 가서 정종은 방원에게 왕위를 내줘 방원 

은 제3대 태종이 되었던 것이다.

이성계는 조선왕조를 세우는데 공이 컸던 방원과 그 외에 장성한 아들들이 있는데 

도 어린 방석（11세）을 세자로 책봉하여 화를 자초했고, 방원（태종） 또한 씻을 수 없 

는 큰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다. 하지만 방원은 왕이 된 후로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 

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고향인 함경도 영흥 땅의 억새풀을 떠다가 봉분 위에 덮 

었다. 그런 그가 부친이 승하한 후, 건원릉을 찾아 친향례를 올리던 심정은 어떠했을 

까. 조선왕조가 피비린내 나는 왕권다툼으로 얼룩지면서도 단일 왕조로 세계 최장의 

역사를 남기게 된 것은 조상 숭배사상이 흔들리지 않고 이어져 온 때문이 아닐까.

이 원 씨를 카메라에 담으며 조선시대의 역대 임금이 모두 이와 같은 제례 절차로 

기신제를 올렸다는 사실에 숙연한 마음이 들었다.

〈건원릉침전으로 가는 임금） 〈아헌관 감작〉 〈참반원 국궁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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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각 앞 드넓은 잔디밭엔 전주 이씨 문중의 참례인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메 

우고 그 둘레에는 동구릉 관광객들과 행사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다. 

참례자들은 숨죽여 집례의 말에 따랐다. 제례가 끝날 무렵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절을 올리는 참반원 국궁배례가 있을 때는 관광객으로 보이는 서 

양 외국인 여성도 절을 하며 호기심어린 눈으로 미소를 지었다. 나도 엄숙한 행사에 

젖어들어 정중히 절을 올렸다.

제례가 끝나고 나서 행사위원장은 ‘건원릉 기신친향례’는 조상 숭배와 효의 사상 

이 뿌리 깊이 배어있는 동양의 최대의 제례 행사로 오직 우리나라만이 간직하고 있 

는 유서 깊은 전통 문화여서 자긍심을 느끼며, 2009년 하반기에 동구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니 우리의 문화가 장차 세계만방에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일반 가정에서 명절 때나 제삿날 성묘를 하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참례객들이 주최 측에서 나누어준 도시락을 들고 소나무 숲 속에 앉아 소풍 나온 

사람들처럼 즐겁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 우리네 가정에서 제사 음식을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훈훈한 인심이 느껴졌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행사를 모르고 있고, 각 가정의 제례문화도 점점 소 

홀히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제례 풍습은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뿌리이며 미풍양 

속이다. 우리 문화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 

적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 행사가 영원토록 이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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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대장간마을’ 관람기

‘구리문화’ 지 편집실

‘문화의 도시’, ‘평생학습의 도시’ 구리시에는 조선왕릉 최대규모인 동구릉과 1500 

여 년 전 고구려역사의 보고인 ‘아차산 고구려 유적지’가 있다.

일곱 분의 왕과 열 분의 왕비가 잠들어 계신 동구릉은 조선 최대의 왕릉공원으로 

곧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예정이며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또한 12년 전인 1997년에 구리시와 서울대학교 박물관이 아차산 4보루를 발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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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아차산에 있는 20여 개의 진지가 고구려보루였음이 밝혀짐에 따라 구리시에서는 

고구려역사 교육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차산 자락에 ‘고구려대장간마 

을’ 을 건립하여 최근 국제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구리시 아치사 '고구려 대장간아을’에 되살아난고구려! 

우리이• 이어받아야 할고구려의 이상!!

1.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목적

1997년 구리시와 서울대학교 박물관이 발굴한 아차산 4보루가 5세기에 남하했던 

고구려군 이 사용했던 ‘보루’임이 밝혀져 학계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때 막 

사터 옆에서 발견된 간이 대장간터를 근거로 구리시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고 

우리 국민의 역사교육과 청소년 체험학습장 및 관광지로 활용하고자 아차산 아랫 마 

을인 우미내 마을 골짜기（구리시 아천동 산 45-1）에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고구려대장간마을’을 건립하게 되었다.

2. ‘고구려 대장간마을’건립 공사 개요

‘고구려대장간마을’은 2006년 11월에 착공하여 2007년 8월31일에 1차로 900평 부 

지에 본 건물을 완공한 후, 같은 해 9월1일부터 12월 10일 까지 3개월 간 MBC 드라 

마 ‘태왕사신기’를 촬영하였으며 2008년 1월부터 2차공사인 ‘아차산 고구려 유적전 

시관（건평200평）과 총 600평 부지의 야외공원에 야외무대,매점,전통놀이마당,고구려 

문화학습게시물 회랑을 건립하고 2008년 4월 25일 개관식 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하였 

다. 특히 고구려대장간마을이 건립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고구려의 도시를 

표방하는 국민들의 역사의식을 일깨워 주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장으로 활용 

하겠다는 구리시의 굳건한 의지가 있었기에 지금의 ’ 고구려대장간마을 ‘을 성공적으 

로 개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3. ‘고구려 대장간마을’ 공간 구성

1） 유적전시관（사무실, 화장실, 유적전시관）

2） 대장간마을 본채 - 거믈촌, 고구려민간마을, 연호개채, 담덕채, 마굿간, 대장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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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전시장

3） 야외공원 - 야외무대, 매점, 전통놀이마당, 고구려 학습 게시물 회랑

4） 큰바위얼굴 -대장간마을 건너편 골짜기에 위치한 얼굴바위로 일명 

‘배용준얼굴바위’ 라고 한다.

4. 관광객 현황

드라마 ‘태왕사신기’ 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수도권의 관광객은 물 

론이고 점차 지방의 관광객도 많 

이 방문하고 있으며, 일본, 대만, 

싱가폴, 홍콩, 태국, 말레이지아 

등 외국관광객이 방문하는데 그 

중 일본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고 

있다.
〈대형버스로 가득찬 주차장 모습〉

5. 운영현황

현재 구리시에서 직영관리하고 있으며 국제관광지로 손색이 없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또한 매일 2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되어 관람객에게 무료로 최상의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설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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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왜설사의 안내로 들어본 '고구려 대장간아을’ 이모저모!

해설사의 해설코스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해설을 들어 보았다.

남녀 해설사는 개량한복으로 정장을 하고 친절하게 안내하여 주었다.

＜전시관 1 층＞

깨끗한 화장실에 기분이 좋았다. 1층 로비 벽 

에 그려진 고구려 고분벽화의 사신도, 삼족오, 

안악3호분의 행렬도를 닥종이 인형으로 재현한 

행렬, 5세기 장수왕 시대의 고구려의 광활한 영 

토지도를 보면서 민족적 긍지를 느꼈다.

＜ 전시관 2층＞
〈사신도〉

항공기에서 찍은 아차산 전경 사진과 고구려군 보루를 그린 아차산의 컴퓨터그래 

픽사진 앞에서는 서기 3기년의 백제군과 고구려군의 평양성전투에서 백제군의 화 

살에 맞아 전사한 고구려 고국원왕의 원수를 갚고자 396년에 위례성까지 남하하였 

던 광개토태왕의 이야기와 서기 475년에 남하하여 위례성을 공격하고 백제 개로 

왕을 생포하여 참수한 장수왕의 이야기, 고구려 첩자 도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 

다.

＜전시관 2층서쪽방＞

아차산 4보루의 실제모습을 1/35로 축소 

한 모형을 보면서 4보루의 규모, 발굴유 

물, 고구려의 온돌, 고구려의 성벽 구조, 

막사터 옆의 간이 대장간에 대한 이야기 

와 대장간마을 건립동기, 대장간마을에서 

드라마 ‘태왕사신기’를 촬영하게 된 경위 

등을 들을 수 있다. 〈진지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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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전시관 2층 동쪽방＞

아차산 4보루에서 발굴된 방추차, 등자, 창, 

도끼, 항아리, 투구, 농기구, 개마무人｝, 

각종 고구려 그릇에 대한 해설을 들을 수 있 

으며 고구려의 그릇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 

는 그릇의 원형임을 알게 되었고, 고구려가 

현재에도 우리 생활 속에 살아있음을 알게 되 

어 민족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 

이었다.

＜전시관을 나와서 대장간마을 입구＞

전시관이 고구려역사체험장이라 한다면 여기 

서부터는 드라마‘태왕사신기’와 만나보는 장소 

이다. 여기가 ‘포토죤’이라고 해설사가 입구에 

서라고 해서 계단에 서니 해설사분이 배경이 

멋진 사진을 한 장 찍어 주었다. 입구에서부터 

는 ‘태왕사신기’ 드라마에서 연호개군이 대장 

간마을을 쳐들어 와서 마을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을 촬영했다고 한다.

〈대장간 마을 정문〉

＜ 게촌마을 ＞

전의 고구려마을로, 벽에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산간 계곡에 지어진 1500년

〈거믈촌과 민간마을〉

그림들과, 너와지붕으로 장식되어 고풍스럽다. 

드라마에서 대장로가 지붕에서 뛰어내리면서 거 

믈촌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 담덕（배용준 배우） 

이 수지니를 찾으러 거믈촌에 온 장면, 기하의 

공격으로 가슴을 다친 처로가 거믈촌 병원 안에 

서 치료를 받고, 또 수지니가 치료받는 장면 그 

리고 거믈촌 병원 안 벽에 그려진 현무신,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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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안치된 현무와 백호신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고구려 민간마을＞

네 채의 건물 중 두 번째 건물 2층에서 전개된 연호개군과 대장간마을 사람들과의 

맹렬한 전투장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건물 모양이 옛 고구려의 창고 건물인 ‘부경’과 유사하다는 해설도 들을 수 있었 

다.

＜ 마굿간＞

연호개군의 대장간마을 공격장면, 촬영 때의 에피소 

드를 들으며 고구려 고분벽화의 수레바퀴신과 대장장 

이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 담덕채 ＞
〈마굿간〉

〈담덕채〉

드라마에서 담덕이 태자가 되기 전 무기를 제작하 

면서 연구했던 집으로 지었던 이야기, 수지니가 거란 

병과 연호개군의 부상자를 치료했던 장면을 촬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연호개채＞

세력가인 연호개채의 호화로움, 드라마에서 기하가 담덕의 아기를 낳는 장면과 아 

기를 해치려는 화천회 사람들을 피해 아기를 안고 도망가는 기하의 동생인 수지니, 

의자마다 조각된 삼족오와 일본에 전파된 삼족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 대장간＞

아차산 4보루의 막사터 옆에서 발견된 간이 대장간터를 바탕으로 당시의 대장간을 

상상해서 세웠다는 이야기, 대장간의 역할과 고로,물레방아에 대한 설명, 고구려의 

철기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등자 이야기와 드라마에서 연호개군이 대장간을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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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와 백호신물을 빼앗기 위하여 불돌을 체포 하고 백호신 

물을 내놓으라고 추궁하는 이야기,불돌을 죽이는 장면,주무치 

와 달비와의 러브스토리, 배용준이 촬영하러 온 날에 발견된 

‘큰바위얼굴’이야기 등을 들을 수 있다.
〈대장간 전경〉

＜야외무대＞

토요일, 일요일에 전통음악과 공연이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매점 ＞

저렴한 큰바위얼굴 목걸이, 손수건 등 몇 가지 기념품과 과자, 음료수를 판매하고 

있다.

〈야외무대〉 〈야외무대와 매점）

＜구리문화원 ‘시니어클립’ 매장＞

60세 넘으신 구리문화원 회원들이 노인 복지를 위하여 현장에서 인절미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국산 최고 재료로 금방 만든 말랑말랑한 인절미 맛이 꿀맛같다.

특히 무료생강차가 인기를 끌었다.

＜ 광개토태왕비：＞

만주 지안市（고구려 때의 국내성）에 있는 광개토태왕비를 토대로 만든 복제비를 

보면서 구리시의 옛 지명인 아단성, 아리수 등의 이야기와 구리경찰서 맞은편 광장 

에 실물과 똑같이 자연석으로 세운 광개토태왕비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지금 

도 일본에는 고구려 마지막 왕인 보장왕의 후손이 살고 있다는 흥미있는 얘기도 들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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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학습 회랑＞

약 120미터에 걸친 곡선회랑에 고려대 최종택 박사 

와 울산대 전호태박사의 교육자료를 토대로 제작한 

학습게시물을 보면서 고구려의 정치,역사,종교,예술 

등 모든 면을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아동을 위한 

만화패널도 재미를 더해주고 있었다. 〈야외 학습회랑〉

＜큰바워얼굴＞

〈큰바위얼굴〉

주차장 서쪽 언덕의 나무 계단을 따라 5 

분 간 올라가니 조그만 전망대가 나온다. 

우연인가, 2007년 9월24일 배용준이 촬영하 

러 온 날에 등산객이 발견하여 신고했다고 

한다. 전망대에 올라서 밑의 작은 골짜기 

건너편의 바위를 보니 사람의 옆 얼굴인데 

얼굴이 길고 잘났다. 60도 각도로 누워있는 

사람 옆모습을 닮은 ‘큰바위 얼굴’ 을 보면

서 발견하게 된 경위와 일본관광객들에게는 일명 ‘배용준 얼굴바위’ 라고 알려지게 

된 경위, 어느 열렬한 일본 여성 배용준팬이 50만엔을 기부하여 골짜기 오르막계단 

주변에 의자를 설치하여 놓은 이야기 등을 재미나게 들을 수 있다.

MBC방송에서 초청한 유명 풍수지리학자가 배용준 얼굴바위터를 보고 용맥이 흐른 

다고 한 이야기, 모 방송사에서 취재해 간 이야기 등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다.

타이어시을 타고 고구려에 간다 오다!

1시간 30분에 걸쳐 해설사의 해설과 안내를 받아 유익하고흐미진진한 관람을 하 

였다.

특히, 웅혼한 기상으로 동북아의 최강자얏 

를 다시 인식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았柔

굴뚝 없는 무공해 무역인 관광사업에서 작온 I B하고 관광객 ■
스 하 스 .丁 '' ....

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문화관광해설사의 가장 큰 ‘역할과 책Wofe교 생%해 보았다.

역사, 고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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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의 이상, 대한이국 구기4 에서는 

여히분의 ‘고구여 대장간아을’ 방문을 환여합니4.

• 방문 및 예약 문의 : 031-550-2363〜2364（구리시 아차산 ‘고구려 대장간마을’ ） 

031-550-8351 〜3（구리시 문화예술과）

• 오시는 길

〈대중교통〉

① 중앙선 전철 : ‘구리역’하차-GS백화점 앞에서 강편역행 버스 승차-우미내마을 하차 

（버스승차후 20분 소요）-고구려대장간마을까지 도보로 5분

② 5호선 전철 : ‘광나루역’하차-구리방향 버스승차-우미내마을 하차（승차 후 8분 소요）-고 

구려대장간마을까지 도보로 5분

③ 2호선 전철 : ‘강변역’하차-구리방향 버스승차- 광장사거리-워커힐호텔-우미내마을 하 

차（승차 후 15분 소요）-대장간마을까지 도보로 5분

〈자가용 이용〉

④ 청량리 - 망우동고개 - 구리시청 - 구리경찰서 - 한다리마을 - 우미내마을 - 대장간마을

⑤ 남양주 - GS백화점 - 교문사거리 - 구리시청 - 구리경찰서 - 우미내마을 - 대장간마을

⑥ 올림픽대로 - 천호대교 - 광장사거리 - 워커힐 호텔 - 우미내마을 - 대장간마을

⑦ 경부고속도로（판교） - 외곽순환고속도로（구리방향으로） - 구리시 토평IC - LG야구장 - 

우미내마을 - 대장간마을

⑧ 중부고속도로 - 구리시 토평IC - LG야구장 - 우미내마을 - 대장간마을

⑨ 강변북로 - 토평강변로 - 한강시민공원 U턴 - LG야구장 - 우미내마을 - 대장간마을

• 입장료 : 대인 3,000원 / 청소년 2,000원 / 어린이 1,500원

무료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신 분은 신분증을 제시한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복지카드제시자 등 기타 구리시 조례에 해당하는 분

• 휴관일 : 매주 월요일입니다.

•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서비스 : 고구려대장간마을에서는 매일 2 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10시, 2시, 4시 하루 3회 정시해설하고 있으며 정시해 

설시간 외에도 별도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해설을 하여 

드립니다.

• 전래놀이 체험 : 매 주말 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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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클럽 사업 활동

구리문화원 시니어클럽 사업단



노인복지문화 양상율 위한

시니 I사업 IB동

▲ 시니어클럽 설립 목적

구리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륜과 능력에 적합한 경제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마련하고자 구리문화원에 설립한 노인일자 

리 전담기관임.

A 시니어클럽 연혁

- 2007. 12. 24 ： 경기 도지사로부터 시니어클럽 지정（제2007-3호） 받음

- 2008. 7. 10 :한국 시니어클럽협회 회원으로 인준（인준번호 시니어 2008-4） 받음. 사업개시

- 관장, 팀장 3명, 총원 4명 근무

- 구리시 현황

1. 면적 : 33km2（33,295,OOOmVlO,071,738평） ： 경기도의 0.31%

2. 행정구역 : 8동 262통 1653반

3. 행정동명（8개） : 갈매, 동구, 인창, 교문 1, 교문 2, 수택 1, 수택 2, 수택 3.

4. 인구수 : 198,345명（남 99,382명, 여 98,963명）

5. 세대수 : 73,610세대

6. 구리시 초 • 중 • 고등학교 현황 : 총 28개소（초등학교 14개소, 중학교 8개소, 고등학교 6개 

소）

7. 노인 인구수（2007년말 현재）

- 만 60세 이상의 노인수 : 20860명（구리시 인구의 10.6%）

- 만 65세 이상의 노인수 : 14260명（구리시 인구의 7.2%）

8. 경로당수 : 116개소

▲ 구리시의 특징（swot 분석）

• 강점 （strengths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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丄구리시는 서울의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교통이 편리함（서울시의 외곽순환도로와 접해있 

어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강원도 및 서울 이남지방의 출입이 수월）.

-면적이 협소한 도시로 인구밀집도가 매우 높음（상권과 주거지역이 가까워서 실제 생활이 

편리한 도시임.

• 약점 （weaknesses factors）
-인구수가 약 198,000명으로 규모가 작고, 노인 회원 수 및 다양한 경력자 등이 적음.

-구리지역에 맞는 특화된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렵고, 주로 소규모 상가 및 영세기업체만 

있는 관계로 노인들이 취업할 기회가 많지 않음.

• 기회 （opportunities factors）
-서울특별시와 인접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서울에 직장을 둔 다수인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유익한 정보를 얻기가 용이함.

-서울시에 비해 전세가 및 주택매입가격이 저렴하여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임.

• 위협 （threats factors）
-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관계로 대규모 기업체는 서울에 진출해 있어 노인일자리를 위한 인 

력 파견 등에는 한계가 있음.

- 구리지역 내에는 약 488개의 중소기업체가 있는바,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파견 사업 

에 주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단기 추진전략（모색기 1〜3년차）

- 기획 상담 프로그램 개발

- 각종 D/B 구축 및 관리

- 참여노인 교육

- 실무자 교육

- 지역 수행기관 연계체계 강화

- 타 시니어클럽 및 사업체와 제휴전략 추진

-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 홍보 강화

▲ 중장기 추진전략

-구리시의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구축（허브기능）

-지속적인 노인참여 통합 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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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사업실적

- 회원 102명, 상담 및 사업 설명회 실시

- 참여 어르신 36명 실무교육 실시

- 자전거대여사업 : 인원 10명 매출액 12,500천원

- 떡메치기사업 : 인원 10명 매출액 2,500천원

- 청소용역사업 : 인원 4명 매출액 1,200천원

- 관광지 판매사업: 인원 12명 매출액 7,200천원

- 합계 36명 23,400천원

- 2009년도 사업목표

- 자전거대여사업 : 인원 20명 매출액 70,000천원

- 떡메치기사업 : 인원 15명 매출액 115,200천원

- 청소용역사업 : 인원 20명 매출액 168,200천원

- 관광지 판매사업 : 인원 20명 매출액 152,000천원

- 평생교육사업 : 인원 5명 매출액 7,000천원

- 기업파견사업 : 인원 10명 매출액 125,500천원

- 택배사업 : 인원 10명 매출액 148,000천원

- 자원재활용사업 : 인원 10명 매출액 100,000천원

- 합계 110명 885,900천원

▲ 2009년도 추진현황（2월）

- 청소년 수련관 청소, 주차 용역사업 수주（8명, 107백만원）

- 기업 파견 15명（‘하늘 땅 식품’ 150백만원 예상）

- 평생교육사업 5명 선정, 대장간마을에서 강의

- 대보름 한류 윷놀이 체험 실시（2/7〜8, 대장간마을, 관람자 1,200명）

- 떡메치기 사업 호황 （청소년수련관, 노인회관, 대장간마을. 참여자 22명）

- 2009. 2. 20 현재 회원 130명 접수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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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래놀이를 통한 왕성한 문화활동

구리문화원 전래놀이 연구회



전개돌이룰 통한 왕성한 문화활동

구리 문화원 전래놀이연구회

1. 사업추진 방향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전래놀이 등이 점점 퇴색화되고 있고 인구별 계층도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 세대간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접근성이 

수월한 전래놀이를 매개로 세대간 양극화를 좁히고, 신체적, 문화적 활동을 통해 신 

체와 정신 건강을 증진시킨다. 또한 사회봉사와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2009년 전국평생학습 축제에 참가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전래놀이의 재미와 전통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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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개요

0

0

0

기 

장 

내

간 : 2009.3 〜 11.30

소 : 구리문화원, 구리시 관내 단체 , 구리시'《관내 학쿄, WF’’틓^^

용 : 전래놀이 및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알림으로써 전통에 대해 '초중^ 

을 느끼고 조상들의 지혜로운 삶에 대해 배운다. I

또한 2009년 전국 평생학습 축제에 참가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전래 

놀이의 재미와 전통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다.

3. 일정별 사업 추진 계획

1） 일정별 사업（업무） 추진계획의 내용

2월 / 사전조사 / - 전래놀이 및 전통문화에 대한 수요 및 관심 조사

- 장소 협의 및 섭외

2월〜3월 / 홍보 / - 현수막 거치대 확보

- 홍보（현수막, 지역방송, 지역신문, 인터넷, 문화원 홈페이지）

3월 / 준비 / - 전래놀이 교육준비 （강의시간, 강의 내용, 교육대상 등）

3월 〜 11월 / 교육 / - 교육 （강의, 평생학습 축제 등 참가）

6월 / 중간 점검 / - 중간 점검 및 회의

11월 / 기록정리 / - 사진, 실적보고서

11월 / 평가회의 / - 평가회의

〈 1단계 （교육 - 전통문화와 전래놀이에 대한 이해）〉

- 성격 : 전통문화와 전래놀이를 알린다.

- 일정 : 2009.3 〜 11.30

- 목표 : 지역에 전래놀이 및 전통 문화에 대해 알리기 위해 구리시 관내 단체 및 

학교 등에 파견하여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주여성과 자 

녀, 장애청소년 및 아동, 노인 등에 문화적 체험을 함으로써 한국적 문화를 알리고 

체험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 2단계 （연계 ■ 사회참여활동）〉

- 일정 : 2009.3 〜11

- 목표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학교와 지역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각종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무료 봉사활동을 통해 트레이닝을 실시하여 자신감을 갖고 점 

진적으로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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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전래놀이 문화체 <■

주관하는 지역시민들을 위한 축제, 행사시 일정정도의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한다.

자채에서

할애 받아 전래놀이

단체연계 :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학교, 학원, 교회, 시민단체,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지역 행사시 적극 참여한다.

- 세대간 연계 : 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 유치원, 학교 등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래놀이를 통해 진정한 소통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 2단계 현장 활동〉

동부이주센터에 월 2회 이상 참여 - 이주여성 및 자녀

인창도서관 이주여성동아리 월 1회 이상 참여

구리시립 요양원 월 1회 이상 참여

구리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활동 참여

구리시 아차산 대장간 마을 월 4회 이상 참여 （태왕사신기 촬영장）

1 회 / 어린이날 축제 / 전래놀이 체험활동 부스운영 / 장자호수공원

2 회 / 구리 유채꽃 축제 / 전래놀이 체험활동 부스운영 / 한강둔치

3 회 / 전국 평생학습축제 / 전래놀이 체험활동 부스운영 / 한강 둔치

4 회 / 책축제 / 전래놀이 체험활동 부스운영 / 장자호수공원

5 회 / 한마음 대축제 / 전래놀이 체험활동 부스운영 / 장자호수공원

4. 기대 효과

1) 수강생

- 전통문화 교육과 전래놀이 실습을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놀 

이체험을 통한 심신의 건강성을 증진할 수 있다.

-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교육적 지도역량 발굴 및 계발의 

계기를 마련하고 자신감을 갖고 소득창출의 기회를 마련한다.

- 고령화 시대에 자칫 소외되기 쉬운 고령층에 대한 배려로 적극적으로 사회 문 

화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노인 전래놀이 지도사 

로 거듭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126



2) 문화원

- 노인들에 대한 문화교육 혜택과 활동을 통해 구리문화원이 치역 내 새로운 노 

년 활동 공간으로 선점할 수 있다.

- 구리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짐으로써 전통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한다.

- 지방 언론 홍보를 통해 구리문화원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위상을 강화시킨다.

- 노인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함으로써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찾아드리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노인들의 

자신감을 향상시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구리문화원의 노인문화 교육사업을 확 

대한다.

3) 지역사회

- 2009년 전국 평생학습 축제가 구리 한강 시민공원에서 열리므로 구리시를 알 

리고 시민들에게 전래놀이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다.

- 구리시민들에게 전통문화와 전래놀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 일으켜 나 

날이 개인화되어가는 지역문화를 건전한 놀이공동체 문화로 변화시킨다.

- 지역에서 전통문화와 전래놀이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 있는 우수한 노인 

자원을 발굴, 육성한다.

- 고령화 시대에 소외되기 쉬운 노인층에 활력을 주며 교육 연수를 통해 장점을 

가진 노인을 배출하여 전통 문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지역의 유치원, 어린이집, 초 • 중 • 고 학교와 문화예술 단체와 공공기관에 본 

사업의 취지와 역할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지속적인 전래놀이 지도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노인문확의 새로운 지평을 •마련하는 효과를 기대 한다.

- 지역의 전통문화와 전래놀이를 활성화시켜 대중젹인 공동체 놀이문화를 형성 

하는데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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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V방송출연 （2008년）

SBS강원민방, 전주깨, MBC9시뉴스, KBS1’언제나 청춘’. MBC’해피타임’

2） 주요활동

• 방과 후 교실, 어린이집, 운동회, 청소년, 독거어르신, 다문화가정 전래놀이체험 

지도

• 초등학교, 청소년 수련관, 장애인복지 관,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구리시 노인전문 

요양원, 독서캠프 등 전래놀이 교육 및 봉사활동

• 아차산 대장간마을 전래놀이 체험학습장 운영 （매주 토, 일요일）

• 어린이날, 유채꽃축제, 장애인 한마당축제, 토요예술무대, 다문화축제, 책축제, 

청소년축제, 문화원 실버축제, 평생학습축제 체험장 운영

©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제기, 바람개비, 한지공예, 짚공예. 솟대. 대나무피리, 팽이, 소고, 탈, 천연염색, 

활, 연, 도토리팽이, 닥종이인형, 수수깡안경 등 전통 놀잇감 만들기

© 전래놀이 체험 프로그램

새총쏘기, 물고기잡기, 썰매타기, 자치기, 투호, 고리던지기, 굴렁쇠, 널뛰기, 공 

기놀이, 사방치기, 긴줄넘기, 윷놀이, 줄달리기, 고무신끌기, 술래잡기, 손수건돌 

리기, 물총쏘기, 칠교놀이, 장치기 등

©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

맷돌체험, 다듬이질, 봉숭아물들이기, 떡만들기, 고구려복식체험, 콩 줍기, 강강 

술래, 마당놀이공연 등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전래놀이연구회는 가장 적극적이고도 활발하게 돨동하는 

동아리입니다.

오로지 봉사정신으로 우리 전래놀이를 홍보하며 체험하도록 안내하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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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학습 도시 구리시, 구리문화원의 평생학습

고병선 （구리문화원 사무국장）

♦ 구리문화원과 지역아동센터와의 만남

현유리 （아람J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평생학습 도시 구리시,

구리문화원의 평생학습

고병 선

구리문화원 사무국장

지금 세계의 교육은 학교교육 중심, 공급자 중심에서 평생교육 중심, 수요자 중심 

의 평생학습으로 변하고 있다.

평생교육의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특히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그 폭과 깊이를 꾸 

준히 넓혀 가고 있다. 교육 대상을 학령 아동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유아는 물론 

가정주부, 직장인, 일반 시민 및 노인으로까지 확대하였고, 교육기관 역시 매우 다 

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교육은 청소년기에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교 이외에, 가정 

또는 사회, 청소년기를 포함하여 유아기, 장년기, 노년기 등 인간의 일생동안에 걸 

쳐서 이루어짐으로써 인간의 평생 동안에 걸쳐서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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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형태에 관한 가장 넓은 개념이며 최근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평생교육의 

개념이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평생교육을 ‘평생을 통한 계속적인 교육’을 의미하며 급변 

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일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된 기간의 

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과,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화되지 못한 비효율적 상태로 방치 

되어 있는 사회교육의 기능을 다 같이 개편 • 강화하고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 

자원을 효율화함으로써 교육역량의 극대화를 지향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가 평생교육을 필요로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첫째, 정보 지식기술 개발의 주체가 되기 위한 계속학습의 욕구가 증가되었고, 

둘째, 기술의 발달과 작업 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기술, 기능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셋째,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으며 자동화에 의한 가사 노동의 감축, 출산 및 양육부

담의 감소 등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넷째, 대중교육시대의 도래에 따라 여성, 노인, 근로자, 농민 등의 교육기회의 다 

양화 등을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에서는 평생학습도시를 선포 

하고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 대한민 

국의 명품도시 구리시가 있다.

올해 전국 평생학습축제지인 구리시는 ‘고구려의 기상, 대한민국 구리人!’란 모토

아래 2005년에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했으며 고구려의 많은 유적과 유물이 있는 아=<'서. 

차산과 동구릉 조선왕조의 숨결이 어린 유서 깊은 도시이다.

구리시는 시민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시 전체를 평생학습장으로 만들어서 시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石 

다양한 맞춤형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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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구리문화원에서도 2007년부터 경기도교육청 지정 평생학습센터로서 다 

양한 교육 문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총 16개 반의 문화학교에서는 우리 조상의 전 

통문화를 발전시키고 계승시키기 위한 전통문화강좌를 비롯하여 일반강좌로 드럼 

반, 통기타반, 섹소폰반 등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1년 과정을 수료하면 수료증 

과 함께 그동안 배우고 익힌 기량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발표회를 통해 다음

（동구릉 - 목릉〉 〈동구릉 - 흥살문에서〉 〈망우리 위인 묘역〉

〈효빈 묘〉 〈나만갑 신도비） 〈아차산 4보루〉

단계의 평생학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평생학습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프로그램으로 2007년에 이어 2008년에 실 

시한 향토지킴이 양성과정은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구리문화원의 부설기관 

인 ‘향토사 연구소’활성화를 위한 연계프로그램으로서 구리시 역사와 지정 -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교육을 통해 향토 역사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을 함양하고 잊혀져 가 

는 향토사를 계속 연구하고 조사하는 시민을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구리시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조선조의 역사를 담은 ‘동구릉’, 삼국시 

대의 유적이며 남한 최대의 고구려 유적인 아차산의 유적들과 그리고 역사적 의미 

를 가진 많은 묘역들이 있으나 일반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향토사 교육 

을 통해 구리시에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문화재에 대한 사랑, 관리, 

보존할 수 있는 문화재지킴이 양성이라는 취지하에 약 5개월간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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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론교육을 통해 구리시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유도하고 동구릉, 아차산, 망 

우리 묘역, 비지정 문화재 등 현장을 답사하여 우리 고장의 역사와 향토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향토지킴이 양성과정 수료식〉 （08년 향토사 탁본활동〉 〈동래정Ml 탁본활동〉

（아차산성 가는 길목에서〉 （아! 시원해. 계곡에 발 담그고 맛있는 점심을〜〉

또한 구리문화원 향토사 연구소 박명섭 소장（경기도 향토사연구협의회 부회장）님 

을 비롯하여 당시 발굴에 참여했던 대학교수, 조선왕릉 연구소장, 경기문화재단예술

담당 연구위원, 토지 박물관 학예연 

구부장, 역사 교사 등 역사 전문가 

들을 초빙하여 발굴 당시의 상황과 

우리 고장의 문화재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으로 애향심과 긍지를 갖 

도록 하였으며 09년에는 심화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구리 

문화원 향토사 연구회 준회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대장간마율삼족오 탁본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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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간마을-고구려복식체험）

〈워크북 완성 후 소감문 발표〉 〈대장간마을물레방아 앞에서〉

이와 더불어 평생학습관을 연계하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주말프로그램으로서 저 

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차산에서 만난 고구려역사’ 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구리지역아동센터 중 하나인 ‘아람J아카데미 지역아동센타’의 3〜6학년 아이들과 

함께 한 이 프로그램은 문화적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사전교육과 현장탐사, 토론과 

직접 워크북을 이용한 결과물을 만들어 냄으로써 학습의 성취도를 높이는 수준 높 

은 체험학습을 통해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6학년 교과서의 내용과 

연계하여 아차산과 고구려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어 우리고장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게 되어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게 되었다.

‘아람J아카데미’ 아동들은 체험학습 동안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조별활동을 함으로 

써 공동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스스로 이끌어가는 수업방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신감을 얻게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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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매듭 체험〉

이 외에도 구리문화원은 매년 열리고 있는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08년 

경기평생학습 축제에서는 전통매듭과 다도, 전통탁본, 실버동아리 전래놀이팀이 참 

여하여 전래놀이연구회는 대상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전래놀이-달걀꾸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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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Ko you’

‘나는 당신에게 가르치고, 당신으로부터 배웁니다’.

마오리족의 단어인 AKo는 ‘가르치다’와 ‘배우다’를 모두 의미한다고 한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승도 자신에게 배우는 제자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이다.

어른들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 ‘는 말씀처럼 

평생학습을 대변해주는 말이 있을까?

올해 구리시는 무척 바쁘다.

전국 평생학습 축제가 구리시에서 개최되기 때문이다.

전국의 많은 평생학습도시들이 참가할 것이다.

보여주기 위한 축제가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Win-Win하는 기분 좋〜은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구디 문화원과 지역아동세티와의 만낙

현유리

아람J아카데미지 역아동센타

‘아람J아카데미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방과 후에 일정시간동안 학습 

지도와 독서지도 외에 외부와의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쫗은 경험을 

제공하며 보호하는 곳입니다.

작년 2008년 여름 7월에 구리문화원과 좋은 만남으로 저희 아이들에게 고구려 대 

장간마을 체험과 다도예절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구려 대장간마을 체험에서는 아이들이 고구려시대에 옷도 입어보고 전통탁 

본체험도 해보며 무사가 가지고 다니는 진짜 칼도 들어보는 체험 등을 통해 교과서 

에서만 듣고 봐왔던 것들을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장간마을 체험대상은 고학년 위주로 했었기에 어려운 역사이야기에도 이해속도 

도 빠르고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옛날 조상들의 모습까지 세세히 알 수 있 

어서 아이들이 더욱 신기해하며 오늘날의 과학발달에 더욱 감탄을 하는 등 아이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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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대장간마을 체험을 마친 후에는 더위에 지친 몸을 아차산에 있는 조그만 계 

곡에서 물에 발을 담그며 맛있는 식사를 하고 계곡에서 뛰어놀며 자연과 어울리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장학습을 한 후에는 이론교육과 현장학습을 통해 배웠던 내용으로 활동지（워크 

북）를 만들어보며 역사를 되짚어 보는 수업을 받아 고학년 아이들 모두 방학숙제로 

제출하여 금상, 은상, 장려상 등 여러 상을 학교별로, 학년별로 받게 되어 아이들의 

만족도와 기쁨이 배가 되었답니다.

당연히 구리문화원에도 더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쯤 다시 구리문화원과 연계하여 저학년 위주로 다도예절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도예절 수업은 차를 우려내는 법과 차를 따르는 법 그리고 남자의 절과 여자의 

절을 각각 배우며 학교에서 쉽게 배울 수 없었던 것을 경험하게 되어 아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고학년과 달리 저학년 아이들이라 수업시간에 장난도 많이 치게 되고 상대방 존중 

에 대한 의식도 거의 없기 때문에 다도예절 수업이 조금 버겁게도 느낄 수 있었지 

만 몇 차례를 반복하며 4회차 쯤엔 대표로 나와 차를 우리고 차를 따르며 한 사람 

을 위해 혼과 정신을 집중하여 정성스러운 차를 만들어 선생님께도 드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도 주며 서로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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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모님으로부터 아이들의 양육에 소홀해져서 웃어른 공경이나 예절에 미흡 

했던 아이들이 다도예절 교육을 받고 난 후로 센터 내에서도 선생님들께 깍듯해지 

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외부 선생님들께도 예의바른 모범적인 아동의 모습을 보여 

주어 오는 선생님들마다 늘 칭찬이 끊이지 않아 저희 교사들도 늘 흐뭇해 합니다.

2008년 구리문화원과의 좋은 만남으로 아이들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더욱 밝아져 

갈 수 있도록 좋은 경험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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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8년 6월 4일 

장소 : 동구릉（원릉）, 문화원



B 제18회 시민백일장 최우수상 - 그리기부문

임보람（삼육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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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시민백일장 최우수상 - 사진부

이주희（교문중 1） 류태현（인창중 3）

조한윤（일반）

김순중（일반） 최해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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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8회 시민백일장 최우수상 - 서예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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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백일장 I ＜시-대상CM장상）＞

글짓기 부문

내 친구들

김경민

수택초등학교 1학년

내 친구 제진이는 

알까기를 잘하는 

원숭이

내 친구 문기는 

줄넘기를 잘하는 

토끼

내 친구 형배는 

수영을 잘하는 

물개

내 친구 지영이는 

달리기를 잘하는 

치타

우리 반은

즐거운 동물원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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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백일장 I ＜시 - 최우수（문화원장상）＞

그리움

윤석 준

서울삼육고등학교 2학년

핸드폰에 입력된 수많은 이름들 

독서실에서 하품하다가

시험 끝난 뒤 영화보고 싶을 때 

서슴없이 쿡쿡 눌러대던 

모두모두 소중한 이름들이지만

머릿속에 기억된

가슴 한 곳에 간직된

잊고 지낸 이름들이

예고 없이 떠오르는 날

떠들고 철없었지만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해 주던 

보고 싶은 얼굴들

돌아갈 수 없어 더 그리워지네

이젠 18살

이제 나도 어른이다

자부하지만

늘 채워지지 않는

또 다른 마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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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여흠 방학을 기대하며

나는 이번 여름 방학에 가족과 함께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유적지와 각 지방의 

특색을 알 수 있는 체험을 하고 싶다. 사회 교과서에서 각 고장의 특산물과 유적지 

에 대해 배우고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우리나라를 여행하고 느끼고 싶어 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단기 방학이나 재량휴업일이 많을수록 장기 방학의 기간이 짧 

아지게 되어 우리나라를 다 돌면서 문화, 역人｝, 특산물 등을 체험하는 것은 다소 현 

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로 바뀌게 되었다.

외국은 많은 재량휴업일이 있더라도 방학의 기간은 거의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방학의 뜻을 찾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전에는 방학이 ‘덥거 

나 추워서 공부하기 적합하지 않을 때 적절히 집에서 쉬는 기간’이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현실에서는 학원이나 다른 과외교육 등 사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시달리며 밤늦게 

와서 가족과의 대면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방학에 맞추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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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교육 기업들이 같이 방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 

어져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그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학원도 같이 방학 

을 하는 것,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외국보다 긴 방학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한다면 짧지만, 

길고, 아쉽지만 편안한 방학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편안하게 쉬는 것도 좋 

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쉬면 더 쉬고 싶어지고, 

놀다가 공부하면 힘이 풀려서 녹초가 되는 것처럼, 너무 논다면 학교에 가서 얼마 

간은 공부를 잘 못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해결된 

다면 참 편안하지만 안락하고, 고생하지 않으면서도 재미있는 방학, 또는 휴가와 피 

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해결하려 들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즐기 

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석굴암 본존불, 이 곳 동구릉 등 우리나라 

의 찬란한 역사를 방학 동안 탐구하고 싶습니다.

찬란한 우리 역사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는 우리 후손에게 훌륭한 역 

사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나는 이번 여름방학이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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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가져다준 동네

최윤정

동인초등학교 5학년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동네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한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4학년이라는 힘든 생활 속에서 이 동네로 이사오면서 정말 행 

복한 우리집을 만날 수 있어서 이 동네에 정이 많이 간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건 중 가장 슬 

픈 사건은 교회문제로 인해서 아빠와 우리 가족이 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도 아빠 없이 엄마만 오셨고 학교 행사 운동회가 있을 때 아 

빠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셨다. 1학년 때부터 많은 친구들의 놀림을 받 

고 많은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고 말았다. 그 어려움은 엄마와 내 동생과 나는 어렵 

게 생활하고 그 어려움은 끝나지 않고 엄마는 늦게까지 일하다 매번 11〜12시에 들 

어오시고 우리는 공부와 학원도 제대로 못 다녔다. 어린 나에게는 그 당시 이런 생 

활이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왜 다른 친구들처럼 살지 못하는가 엄마 아빠를 원망도 

해보았다. 이럴 때는 정말 이 동네가 싫었고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매주 주일마다 교회로 나가서 아빠와 우리가족이 다같이 살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다.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많은 시간 

이 흐르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찾아왔다.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나게 해주신 것이 

다. 지금 이 구리시로 이사와 함께 생활하니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놀리던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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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어졌다. 다니지 못했던 학원도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많이 부족했던 공부도 이 

제는 점점 쫗아지고 있다. 아빠 없다고 친구들이 놀릴 때 우리 아빠가 계시는 것이 

나에게 소원 중에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아빠를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게 되었 

다.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나는 새로운 행복의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제부터는 다 

른 친구들보다 잘사는 것 공부 잘하는 것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 가족이 함께 서로 

위해주면서 작은 행복을 그리는 게 나의 작은 소망이다. 전에는 없었던 우리 식구들 

은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다. 서로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원하는 것만 고집하는 

동생도 양보심이 늘었고 나도 나밖에 몰랐는데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조 

금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이다. 나에게 힘든 시간도 많 

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또 나를 새롭게 변하게 만들어 주는 환경들에게 고마움 

을 표시하고 싶다. 나는 이 동네가 가져다 준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시는 우리 

가족이 떨어져 살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가정의 소중함을 전 

해 주고 싶다. 많은 친구들은 잃어버리지 않았던 가정의 귀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 

다. 전에는 나도 몰랐었는데 아빠와 덜어져 살면서 친구들의 놀림을 받으면서 귀중 

함을 깨달았다. 지금은 우리 동네에 이사온 지 2년이 조금 넘었다. 처음은 조금 낯 

설었지만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학교생활도 너무 즐거워졌다. 다른 친구들처럼 

아주 평범한 생활을 가지게 되었다. 이 평범한 생활이 가장 나에겐 행복한 생활이라 

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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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우리 가족

정정 영

구리초등학교 2학년

우리 집엔 가족이 예쁘게 만들어 둔 조그만 보드판이 있습니다. 1학년 때 만들어 

서 식탁위에 걸어놓고 ‘가족의 사명함’이란 이름을 붙여 주었답니다. 우리 가족은 

일주일마다 가족의 사명함에 각자의 반성과 꼭 지켜야 할 약속과 자기 희망을 적어 

놓고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 라는 대답 대신 자기반성과 자기약속을 대답해 

야 하는데 처음엔 무슨 약속을 해야 할까? 내 반성은 뭔지 몰라 우물쭈물 서 있기 

만 했는데, 아빠가 먼저 대답하기 시작하였지요. “저 정점식 사명은 조금 더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며 삼십분 먼저 일어나 내 아내를 돕겠습니 

다.” “저 장봉심의 사명은 우리 가족 아침밥을 꼭 챙겨 먹일 것이며 ‘터 놓고 얘기 

합시다.’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동생 엽이는 그냥 “사랑한다.”는 말만 계속 해 댔 

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자신감을 얻어 “정정영의 사명은 매일 책읽기 해서 느낀 점 

쓰기를 할 것이며, 자신감 있는 발표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엄청 흐뭇해 

졌습니다.

다음 주가 기대되고 또 다음 주가 기대되고... ‘가족의 사명함’ 때문인지 자기 약 

속을 잘 지키며 자신을 항상 변화시킨 ‘변환자’로 변해가는 우리 가족을 보면서 우

리 엄마,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내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꼭 보여주고 

쇀닷. 그래서인지 qy gpii가족 사명함에 사랑과 행복을 전하며 자기 반성의 약속 

쿼느라 바쁘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약속을 지키고 나면 뿌듯해지는데 아무 

‘가족워1해^ 때문인가 봅니다. 항상 가족의 사명함을 지키면 가족 모 

항상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 가족이 될 꺼에요.

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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員김 흥 미

교문중학교 3학년

햇빛이 밝게 내려오는 오전 시간.

나는 도시락을 싸들고 독거노인 봉사를 하기 위해 발걸음을 빨리했다. 난 주변이 

더러운 걸 참 싫어한다. 그래서인지 나는 봉지와 장갑을 가지고 다닌다. 오늘도 길 

거리에는 사탕봉지하며 과자봉지들이 잔뜩 버려져 있다. 하긴 여기는 초등학교가 

있는 곳이니까. 난 쓰레기를 주웠다. 이러다가는 시간에 늦을 것 같다.

조금 있다가 치워야겠다. 나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들을 지나서 높은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유비 할머니는 높은 언덕 주택가 반 지하에 살고 있으므로 난 땀을 흘리며 겨우 

도착했다. 낡은 대문이 보인다. 그 옆에는 할머니가 서 계셨다.

언뜻 보아하니 물을 주고 있으신 것 같았다. 왜 저 더러운 곳에 물을 주고 계신거 

지?

난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내 말씀에 할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곳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니까. 꽃이 자라면 안 버릴 것 같아서 말이다.”

그 말씀에 난 ‘예’, 하고 말했다.

“들어 가자구나.”

난 할머니를 따라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었다. 곰팡이 

가 쓸고 약간의 쉰 냄새가 내 코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깨끗이 치우시는 

분이라서 방은 전체적으로 깨끗했다. 단지 벌레가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말이다.

난 반찬을 할머니에게 보여드렸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눈으로 내게 웃어 보이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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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 그러고보니 아까 그 곳에 셤은도대체 무슨 종류의 꽃이었을까?

난 할머니를 보며 입을 열었다.^^^

“아까 그 꽃은 무슨 꽃이에요?”

내 말에 할머니는 살짝 짓궂은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나중에 피면 알아보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할머니는 내가 애교까지 부리며 알려달라고 했으나 바다처럼 잔 

잔한 미소를 지으시기만 하셨다.

난 오는 길에 쓰레기가 더 많아진 걸 보고는 한숨을 쉬었다. 왠지 난 혼자 걸어가 

며 이 곳을 치워야하는지 의문과 억울함이 들었다.

하지만 난 이 귀찮은 일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내가 안 주우면 누가 치우는가?는 

물론 농담이고 내가 치우고 싶어 치우는거다. 아니 귀찮아도 내가 치워야지 아니면 

이 곳은 쓰레기장이 될 것 같다.

그것만은 피하고 싶다. 난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살아간다. 이 동네가, 이 동네 

를 포함한 人I가, 또 여기 이 땅과 공존하는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내 땅이며 내가 

살아가는 곳이기에 난 이 곳을 깨끗이 하고 싶다. 그럼 내 마음도 깨끗해지는 느낌 

이 드는 것 같기도 하다. 역시 깨끗한게 좋기도 하고 깨끗하면 환경도 좋아지고 일 

석이조이니까 말이다.

그리고 난 최대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난 부유층이 아니다. 나도 물론 가난했고 힘들었다 하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고통 

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도와주고 싶었다. 나처럼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 

을 거니까. 물론 난 아직 어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또 나는 위선자일지도 모르고 말이다. 하지만 난 내 손이 닿는 

데까지 노력할 것이다. 무리는 있겠지만 말이다.

난 내 생각을 끝내고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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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고보니 왜 할머니는 왜 ::어갈 많은 곳에 씨를 심었는지 모르겠다. 

자라난 확률이 굉장히 낮은 사^^^시 할머니는 나에게 장난을 치신건가?

꽃이 자란다고 하더라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까? 아니다.

우린 이미 양심이란 것은 갈아져서 동그란 모양일 것인데 말이다.

다음 날도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다.

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다. 하늘색의 침대가 오늘따라 사랑스러워 보인 

다. 그만큼 피곤하다는 뜻이지 말이다.

그 때 문이 열리며 오랜만에 보는 오빠가 들어왔다.

“어? 온거야? 왠일로?”

난 오랜만에 찾아온 오빠가 왠지 미워서 한껏 비꼬았다.

오빠는 내게 갑작스러운 말을 했다. 잠시 친척집에서 가 있으라는 말이었다. 난 싫 

다고 거절했다. 오빠는 내게 말했다. 아직도 아이처럼 떼를 쓸 것이냐고 오빠는 그 

렇게 말했다. 난 그날 결심을 했다. 잠시 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 곳에 가서 몇 

년을 다시 보내고 왔을 때는 모든 게 변해 있었다.

할머니도 돌아가신 지 오래였다. 단지 낡은 대문 주위의 더러웠던 곳은 꽃으로 가 

득했다.

우리나라 국화였다.

아 이제 알 것 같다.

봉사는 억지로 하는 것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없이 조건없이 베푼다는 

거, 할머니는 꽃이 자라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도 꽃을 심은 것일 것이다.

난 할머니의 부드러운 웃음이 담겨있는 것 같은 그 국화를 보며 싱긋 웃었다.

더 이상 이 곳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

단지 국화들이 조용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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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백일장 I ＜수필 - 최우수（문화원장상）＞

보이지 않은 선물

박희 원

서울삼육중학교 1학년

지금까지 학교생활을 하면서 얻은니가장 큰"선물은 봉사정신이었던 것 같다.

사람들과 자연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사람끼리 서로를 도우며 살 

수 있는 매개체인 것이다.

우리 학교는 한 달에 한 번씩, 교내봉사를 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봉사 

활동들이 많다. 우리 반은 분수대가 있는 연못 주변 청소였는데, 그 때 우리들은 정 

말 열성적이었다. 그런데 그 작은 연못 주위를 청소하는데도 정말 많은 쓰레기가 나 

왔다. 줍고, 줍고, 또 주우니 서서히 연못이 깨끗해져 갔다. 청소를 하면서 뿌듯하기 

도 했지만 같이 기뻐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많은 행복과 희 

망을 느꼈다.

봉사는 분명 무슨 일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행복하고 진지해질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다. 그리고 봉사를 하면서 친구들과 더욱 친해졌다. ‘친구들도 나처럼 

봉사하는 사람이야. 우리 학교를 위해 청소하는 자랑스러운 친구들이야’라는 생각 

이 든 것 같다. 진정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봉사하면, 이렇게 대인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작은 봉사에서도 많은 걸 느끼는데, 세계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배우고 깨달을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고, 

느낄지 궁금해졌다.

내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존경하는 분이 있다. 그 분은 바로 세계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한비야’ 라는 분이다. 한비야는 자신이 얻은 감동을 책을 통해 전달해 주셨 

다. 내가 감명 깊게 읽은 이 책이 바로 ‘지구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이다. 세계일 

주를 하다시피 여행을 하셨고, 안 가본 오지가 없으시단다. 그 분은 이제 세계여행 

을 통해 구석에서 소외되어 있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헤아리게 되셨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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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 흐i만놓-좋o 선생님은 없는 것 같다.

간접경倉을 할 수 있는 책, 그리고 여행 같은 직접경험 말이다.

그래서 요즘에 한비야 작가께서는 봉사단원이 되어 차근차근 배워가고 있다고 하 

신다. 나도 여행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강한 결심을 할 수 있을까? 주먹을 

불끈 쥐고, 한비야 작가처럼 행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난

내가 아직 진정한 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걱정스럽다. 이렇게 아직 미숙하고 되 

지 못한 나는 한비야 작가를 보고 배우려고 노력한다.

나는 한비야 작가를 보고 배우려하는데 오히려 한비야 작가는 어려운 아프리카의 

난민들, 자연재해피해가 심한 미얀마의 국민들을 보고 많은 걸 배운다.

이 것이 바로 봉사정신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자신을 

희생하고 크게 결심한 대신 많은 경험과 깨달음을 얻고, 추억을 얻게 해주는 것 말 

이다.

내가 본 난민들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람은 미얀마국민들이었다. 태풍으로 나 

라가 뒤집어지다 싶게 된 미얀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군인들이 무력으로 국민들 

을 진압하려고 한다. 지금 그들의 심정은 얼마나 괴롭고 비참할까. 그런데 문득 이 

런 생각이 든다. 만약 이런 재난이 우리나라에 찾아온다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 

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나라 국민들도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봉사정신은 인간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살아야하는 때의 필수조건인지도 

모른다. 우리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인색하여 모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봉사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얻는 것보 

다 잃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고 봉사정신조차 가지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비 

로소 봉사정신의 가치를 깨닫고 이득만 생각하여 봉사를 한다면 그건 빛을 잃은 봉 

사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나는 봉사를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여길 것이 

다.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지 느껴보는 행복과 함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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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백일장 I ＜수필 - 대상（시장상）＞

사진 속 추억

권상윤

서울삼육고등학교 1학년

나는 친구들과 놀다가 귀가시간을 기키지 못해서 부모님께 자주 혼난다. 우

리 엄마는 화가나면 화를 잘 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잔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 

어가 공부를 한다.

우리 엄마의 화를 풀려면 좋은 성적표나 잘 본 시험지나 공부를 오래 해야 그나 

마 화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기말고사를 보고나서 성적표를 부모님께 보여드렸더니 평균 

이 조금 떨어져서 아빠는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하였지만 

엄마는 내게 또 잔소리를 하신다.

나는 잔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또 공 

부를 시작한다.

공부를 시작한 지 한 30분이 지났을까 안방에서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났다. 나 

는 웃음소리가 자꾸 신경이 쓰여서 공부가 안 되었다. 그래서 나는 까치발을 들고 

살금살금 안방으로 가서 몰래 안방을 들여다 본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내 어릴 적 사진과 가족들과 같이 놀러간 사진을 보고 계속 

웃으시며 대화를 나누셨다.

나도 모르게 안방으로 들어가서 같이 사진을 보았다.

내 유치원 사진이 내 눈에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장기자랑 때의 사진이었다. 내 

가 학복장을 하고 친구들과 춤을 추고 있는 사진이었다. 순간적으로 내가 옛날에 다 

녔던 유치원의 여러 장면들이 내 머릿속에 지나갔다.

엄마가 나에게 말했다. “이 때는 속도 안 썩이고 잘 자라고 엄마 말도 잘 들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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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나는 엄마께 왠지 잘못한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보다가 우 

리 아빠의 고등학생시절 사진이 나왔다. 사진속의 우리 아빠는 군복을 입고 차렷자 

세로 서 있었다.

아빠는 웃으면서 내게 말해주셨다.

“이 때 군복을 입으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느끼기에는 아빠가 웃겨보려고 하는 말 같았지만 거짓말 같았다.

이렇게 여름방학 때 놀러간 사진, 겨울에 해외로 놀러간 사진 등등 여러 가지 추 

억들이 내 머릿속에 지나갔다.

가족들과 같이 사진을 한 시간 정도 보았더니 남아있는 사진들을 다 보았다. 나 

는 방금 잔소리를 들은 것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로 가족들과 옛날에 대한 추억들을 이야기하였다. 

나는 사진을 보면서 추억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즐 

거운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런 계기로 내게는 새로운 습관이 하 

나 생겼다.

가는 곳마다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 

는 것, 내게 카메라는 필수로 가지고 다니는 도구 

가 되었고 나는 지금도 옛날에 찍은 사진들을 보 

며 친구들과 가족들과 같이 웃고 이야기를 나눈 

다. 추억을 잊지 않기 위해 나는 사진을 남겨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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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백일장 I ＜수필 - 특별상 （ID육장상）＞

액자 속의 아이

윤슬 기

서울삼육고등학교 2학년

우리 집 텔레비전 옆에는 액자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다.

액자 속의 빡빡머리 아이는 도무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인지 구분하기가 힘들다. 

노란 베개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자고 있는 아이, 신나게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기라 

도 했는지 서럽게 통곡하고 있는 아이, 새빨간 립스틱을 얼굴에 문지르고 흐뭇해하 

고 있는 아이… 우리 엄마는 매일 아침 어릴 적 나의 사진을 닦는 것이 일이다.

어렸을 때의 나는 예쁘다는 말보단 건강해 보인다거나 귀엽다는 말을 더 많이 들 

었다고 한다. 명절에 친척들이 우리집에 와서 나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추어 내면 

나는 이내 그 자리를 떠나고 만다.

가령, 통통하게 살이 오른 손목에 고무줄을 감기면 고무줄이 사라졌다던가, 아이 

스크림을 먹을 생각에 감격하여 슈퍼로 뛰어가다가 오토바이에 치였다던가... 내게 

는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뿐이다. 이런 감추고 싶은 과거의 이야기들을 들추어내는 

사람들은 친척들만이 아니다.

학교를 다녀온 후 집에 와서 아빠와 엄마는 반복되는 나의 학교 생활이 뭐가 그리 

도 궁금하신지 나를 붙잡으시며 대화를 청하신다. 그러면 나는 피곤하고 짜증나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1교시부터 야간자율학습까지의 일들을 주절주절 풀어낸다. 그 

러다가 삼천포로 흘러흘러 어릴 적 이야기들까지 나오면 이번에는 내가 아빠와 엄 

마의 이야기를 들어줄 차례이다. 하루에도 이백 번 삼백 번씩 어릴 적 얘기를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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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빠와 엄마를 보고 있자면 이 

미 열여덟 살로 성장한 내가 아쉬 

우신 것 같다.

한 번은 내가 아빠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내가 커가는 것이 아쉬 

우신지, 내가 만년 두 살이길 바라

시 TZ■지….

그때가 더 귀여웠다거나 더 말을 잘 들었다거나 그립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나의 예상은 과녁 너머로 지나쳤고 나는 울었다. 아빠는 말씀하셨다.

“그때는 그때의 기쁨이 있었고 지금은 지금의 기쁨이 있지. 그때는 그 시간이 제 

일 큰 기쁨인줄 알았는데 지금은 현재가 가장 기쁜 것 같다.” 라고.

나는 왠지 죄송하고 슬퍼져 텔레비전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소리 없이 울었다.

집안 곳곳에 있는 액자들과 신발장에 고이 모셔놓은 비정상적으로 왼쪽 밑창만 닳 

은 자그마한 신발들은 그때에 느낀 가장 큰 기쁨을 기억할 아빠와 엄마만의 추억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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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백일장 I〈수필 - 최우수（문화원장상）＞

후회하지 않을 거야⑴

조금 연

일반부

어느 날 문득 내게 찾아 온 손님이 있다.

맑게 개인 하늘에 갑자기 쏟아져 내리는 소나기처럼...

내 나이 33세, 건강에 누구보다 자신을 했던 나인데도 신장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1기 판정을 받았다. 수술만 하면 괜찮다고 하는 주위 사 

람들의 격려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수술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다. 그 때 내 

생활은 어떠했겠는가? 아무도 모른다. 내 마음을 아무도 알 수 없다. 세상 한 가운 

데 홀로 서 있는 듯한 이 고독감, 절망감을 그 누구가 이해를 할 것인가?

나에게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스런 아들과 딸이 있다. 지금 우리 아들은 초등 1 

학년생이다. 우리 딸은 다섯 살 애교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언젠가는 이 가족들을 남겨 둔 채 나 홀로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 

해졌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을까, 왜 하필이면 나여야만 하는가, 남들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 

고 눈앞이 깜깜하기만 하였다. 수술은 왼쪽 신장을 떼어내는 수술이었다. 요즘 의학 

은 정말 눈이 부실 정도이다. 복강경으로 수술을 한다는 것이다. 조금은 안심이 되 

었지만 그래도 무서웠다.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삼킨다. 내가 떠나면 우리 예쁜 아이들은 어떻게 생활을 할 

까? 혹시 다른 애들에게 엄마없는 아이라고 손가락질 받지나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되었다. 특히 우리 딸은 1년동안 10번이나 병원에 입원한 저력이 있는 아이다. 천식 

으로 고생하는 우리 딸에게 내가 꼭 필요한데....

마음을 굳게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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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당일 날,

7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였다. 아이들 아빠는 더딘 시간 동안 병원과 수술실을 

정신없이 왔다갔다 했다고 한다. 나를 잃을 수도 있어 좀 걱정이 되었나 보다.

주위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무사히 수술을 끝마치고 6일 만에 퇴원한 지 

벌써 7개월이 지나갔다. 하나의 콩팥으로 살아가야만 한다.

다른 불편은 없는데 쉬 피곤이 몰려온다. 내게 다시 주어진 새 삶을 후회없게 살 

려고 다짐을 한다.

큰 아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마치 내가 다시 초등학생이 된 것처럼 설레고 기쁘다. 

우리 딸 ‘곰 세 마리’, ‘아빠! 힘내세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솜씨에 요즘 시 

간 가는 줄 모른다.

나는 요즘 하루 한 시간이 아깝다. 어렸을때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정말 가고 싶 

었던 대학의 꿈을 포기했었다. 난 다시 일어난다.

우리 아이들과 똑같이 나도 학생이 되었다. 방통대에 입학했다. 열심히 공부한다. 

최선을 다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병마를 안겨주기 싫다.

아들아! 딸아! 건강이 최고란다. 우리 모두 힘차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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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울사원에 오시면 우기正장이 보입'니가.

• 예절교육연구회

.구리문화지 편집위원

.구리문화원 육성위원회

• 동아리 연합회

• 구리문화학교 강사 현황

• 문화학교 회원현황



Il） 주요 삭업

厂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 갈매동도당굿（경기도문화재） 등 

지역 고유전통문화의 전승 및 선양

- 온달장군추모제향 개최

- 사노동 장례의식, 벌말다리밟기 등 

사라져가는 민속문화 발굴 및 보존

- 정월대보름민속놀이한마당 개최

- 전래놀이, 다도, 탁본 체험장 운영

『 항토사의 발굴 - 조사 -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己

- 아차산 고구려 유적 발굴 조사

（아차 산성, 아차산 보루성 등） 및 역사특강

- 동구릉 건원학술제 개최

- 망우리 근현대사 묘역 위인 탐구

- 지역 주요문화재에 대한금석문

탁본 및 전시

- 효빈묘, 신도비, 석탑 등 지역

비지정문화재 발굴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 운영——스

- 동구릉（조선왕조）, 아차산（고대）, 

망우리（근현대人?） 등 지역문화유산 답사

- 국내의 세계문화유산, 주요 유적에 

대한 정기답사 실시

- 중국 고구려유적, 일본문화체험 등 

해외문화유산답사

- 내 고장 문화역사 체험 상설 운영

- 가족과 함께하는 놀토 문화유적체험행사

-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 y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 동구릉건원문화제 개최（어가행렬, 

친향기신제, 전통민속공연 등）

- 구리시 민백일장대회（17년 전통）

- 성년례 재연 / 전통혼례

- 찾아가는 예절 연극, 마당극 공연V ______________7

『문화에 관한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己

- 연간『구리문화』, 계간 문화원소식지 발간

- 역사소설『동구릉』,

『만화로 보는 예절』,『전통예절』발간

- 구리시 민속문화 향토사 발간, 

학습만화『아차산과 고구려』발행

복지문화사업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운영

- 복권기금 어르신 문화사업

（실버문화도우미 , 실버전래놀이지도사 

양성）

- 장애우와 비장애우 청소년 문화체험

- 외국인 노동자 문화체험

-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장수기원용 

사진（영정사진） 사업

- 소외계층 아이들과 함께하는 역사체험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己

- 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운영

- 전통문화학교 개설 및 작품전시발표회 

개최

- 향토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개설

- 예절지도사, 전래놀이지도사 양성

- 역사, 문화 특강 개최

- 찾아가는 예절교육 실시

- 북 • 소고만들기, 솟대 만들기, 탁본, 

전래놀이 체험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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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리문화원 임원

직 책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고
丁기
W1

원 장 김문경 원일건설（주） 대표

내무부원장 이병 탁 전 부양초교 교장

직능부원장 염창순 예총경기북부회장

직능부원장 김항오 천안 벼룩시장 대표

직능부원장 최덕구 통일약국대표

직능부원장 최광 선 （주）마빈시스템대표

명예이사 김응주 사진작가

명예이사 박명 섭 향토사연구소장

총무이사 김충현 다솔기획 대표

재무이 사 이승준 예절교육연구회장

이 사

강호 현 동호산업개발（주） 대표

고정석 치과 병원장

곽성호 （주）세인투어 대표

김기선 삼광학원 원장

김 동준 시니어클럽 관장

김보영 구리무용협회 부지부장

김 복기 （주）다우건설 대표

김선율 시골여행 대표

김재석 前）충청도민회 회장

김정 숙 예원꽃꽂이 회장

김희섭 사슴약국 대표

박영희 （주）에셈빌 대표

서천원 （주）우주실업 대표

신동영 경상도민회 회장

신동환 법무사

심 찬섭 경기일원대표변호사

심홍식 구지환경 대표

안영기 경춘신문 논설위원

육태 정 횡성한우 대표

이내홍 前）학원연합회 회장

이명 희 구리학원연합회 회장

이병길 （주）고려정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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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저 之…

직 책 성 명 주' •■ 소 전화번호 비고

이 사

이병삼 삼성내과 원장

이상명 （주）남양상호저축은행상무

이영 갑 검도부동산컨설팅대표

이정 원 만선 대표

이한윤 성진토건（주） 대표

임길성 코헨대 정치학박사

장향 숙 생활체조협회 회장

조영자 연희피아노학원장

최청수 자유총연맹 회장

홍도암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장

홍재인 구리서예원 원장

황진 영 송곡여중 학운위위원장

감 사 고광규 고광규 세무소 대표

국 장 고병 선

사업 팀장 김진 이

총무팀장 이 지 연

주 임 윤정 미

0 구리문화원 육성위원회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스 ■속 비 고

위원장 김문 경 문화원장 당연직

부위원장 이병 탁 문화원 부원장 문화원임원

위원 안영기 문화원 이사 ff

이승준 문화원 이사 ff

김장 렬 구리시 기획예산담당관 시장 추천

이 충주 구리시 문화예술과장 당연직

이병길 구리시의회 사무과장 시의장 추천

이병 철 법무부범죄예방위원 
구리지구협의회장

문화원장 주천

신영 출 구리농협 조합장 문화원장 추천

감사 고광규 세무사 문화원장 추천

간사 고병 선 문화원 사무국장 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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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토사 연구소

직 위 성 명 . _ _ 전화번호 =■ 비 고-丁=

소장 박명 섭

전문위원 은광준

위원장 이면옥

총무 이 미 나

교육 정남선

위원

이 미 자 전위원장

김명 희 전위원장

박금자 전총무

김진이 전총무

오일순

이형옥

이 해 안

신윤아

김 남신

이정원

김 미숙

손 미 례

임정 연

김순희

송기 범

김지희

도영봉

류재 덕

이유선

정경일

최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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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예절교육 연구회

직 위 성명 전화 번 호 비 고

고문

이병탁 구리문화원 부원장

안영기 前） 구리시의회의원

황진 영 前） 예절교육연구회장

회장 이승준 국가공인실천예절지도사

총무 김진 이 예절지도강사

회원

조익래 성균관유도 회 예절지도강사

최영분 전 인창초 교장

김 창선 전 동인초 교장

김순 자 홍익 심리교육연구소 실장

신순희 가족건강아카데미원장

한수 현 국가공인실천예절지도사

김영 미 예절 지도 강사

이 미 나 예절 지도 강사

박금자 예절 지도 강사

이 재옥 성교육 강사

김 외순 성교육 강사

박은정 성교육 강사

김수복 국가 공인실천예절지도사

최미리 예절지도 보조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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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구리문화지 면지이원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발행인 김문경 원 장

위원장 이병 탁 부원장

편집위원

김응주 사진작가

박명 섭 향토사연구소장

박쌍선 경기도 교육청 원로장학관

이승준 예절교육연구회장

황진영 구리문화원 이사

홍재인 구리문화원 이사

최복희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수필가협회회원

김충현 구리문화원 이사

진화자 한국문인협회 회원

최영분 전 인창초교장

김창선 전 동인초교장

고병 선 사무국장

동여리 연합회

단 체 명 대 표 전화번호 지도교사 비 고

구리문화사진회 심재호 김응주 사진

예 다 미 박 혜선 권우용 여성중창

여 음 이면 옥 류승표 풍물

눈꽃 송이 권금 봉 사무국 실버문화도우미

전래놀이연구회 김순희 사무국 실버전래놀이지도

다 도 회 김진 이 사무국 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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逐-… 三 •?:

⑥ 구리문화원 강사 현왕

心&

강 좌 강 사 전화번호 三三느 주요경력
••i .. ■ .•소-

가야금 박 계 화
추계 예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예술학 박사과정

국악교육지도사 1급, 최충웅, 채성희, 최지애, 이효분 사사

경기민요 이 희 자
선소리 산타령（중요무형 문화재 19호）사사 

부산국악대전 장원

대금 박상 미
단국대 음악대학 국악과 （대금전공）, 건국대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졸업, 수련관및학원 단소,대금강사

드 럼 조수성
두드림 컬쳐 （닥터드럼） 소속강사,죽전프라미스문화센터 , 

군포문화원 및 역삼 청소년수련관 드럼강사

북놀이 차봉환
무형문화재 19호 선소리 산타령 보존 회원

한국민속촌농악 단원 역임, 보라매풍물단 기술 지도위원

사진 이영 천
경원대학교 문화정보 대학원 디자인학과 사진전공 

이미지제작, 복원, 리터칭 디지털 카메라 촬영 전문 강사

색소폰 박준호
드림 색소폰 콰이어 테너 주자

사능 CCM 앙상블 단장 및 색소폰지도

생활역학 조규문
대전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대전대학교 강사, 현재 중앙일보 오늘의 운세 연재

서예•문인화 김이문
경희대 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자과정 서예문인화 교육전공 

이수. 세계 평화 서화대전 세종대왕상 등 40여회 수상

전통매듭 한숙 행
전통매듭 공예 기능사 시범자격 취득 

한민족 전통 매듭 연구회 전임강사

진도북춤 배정인
국립국악원 승무 수료

문화예술진흥회 진도북, 진주교방무, 삼고무 이수

통기타 박장복
현 구리시 7080통기타 팀 멤버 및 다년간 지도 

라이브 카페 다년간 활동

판소리 

남도민요
주서운

교육부지정 국악지도사 판소리 강사자격증 

한국여성국극 예술협회 이사

풍물 류승표
단국대학교 국악과 졸업（타악전공）

제2회 한국의 장단 찾기 대회 무속 일반부 최우수상

풍수지리 최광의
시간고려풍수지 리학회 관산위원장

청주노인복지 회관, 하남문화원 풍수지리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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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
김연분 박선희 성백진 문숙정 홍기정 이상경 두점민 이신영 성순남 서동희 김운연 

최미경 이강숙 김춘애

경기민요 최명남 이영운 전태순 음영남 강춘자 김민순 최연순 김춘례 유춘화 류연정 문희만

대금
고병선 임세훈 박상후 김종진 노정환 김연화 이양범 이윤효 홍동관 문형민 유정남

장부환 오기옥 류정 림 차순아

드럼

강석중 김계수 김영애 문영민 백종섭 안경애 유현도 이동훈 이제형 이희우 진호선

고병국 김기홍 김인숙 박근호 서호천 오선영 윤건암 이복영 이주린 장문옥 최이숙

고세진 김명지 김재현 박미진 송경술 오소연 윤 리 이연경 이지원 장민제 황재희

권성민 김명지 김창오 배인서 송영단 유서영 이경석 이용란 이창형 장찬욱 황현숙

김 진 김송자 김혜린 배현서 송은자 유선형 이경재 이은주 이택형 전정원 하명희

김건화 김승연 나정숙 백정녀 신덕식 유신영 이경찬 이인숙 이현주 정옥금 이재천

최희경 김재훈 심예지

북놀이
김광석 최순임 김정옥 김금자 조금현 장휘덕 김경옥 서영임 정순임 조미숙 김연순

김은영 정기순 김영례 장오례 김석순 오연순 정영희

사진
이중신 강영창 이기호 박정화 최기영 임보연 정 모 김춘화 우국성 이석신 최기훈

박향희 주미숙

색소폰
권영준 정복일 박현철 안재욱 이경주 조사용 허명환 김영애 김진태 기선화 이제성

한영식 유은자 이승환

생활역학
김인숙 방원혁 이연숙 김정동 김정미 김미숙 김선자 천미랑 박정희 이지현 이현주

박정순 김현주 정순덕 이종숙

서예. 문인회 송근순 남미정 김예순 이형실 심은경 송관석 김익준

판소리 나명숙 주정단 양인심 김순례 박선희 이옥희 두점민 박양자 민정식

통기타
박상준 배정관 최순희 이봉근 권중완 김옥란 김기홍 김경수 정연국 조종덕 김복식

윤민식 김경화 정오석 이영숙 이종구 김종훈 장명숙 김영애

진도북춤
강복순 박연자 신봉은 이경석 이경숙 이원례 권재숙 송광희 김원자 이순재 오연순

김원자 이순재 이은영

풍물
이현정 신성인 양병환 윤경아 임진숙 김옥란 김범섭 이은주 남화자 신봉은 임진숙

박미혜 강혜정 이희진 윤윤자 유시영 양현정 정옥분 박경석 이면옥 이해란 김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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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물

김민선 송윤자 정경희 백소분 신은영 임영옥 남화자 신봉은 임진숙 박미례 정말분

김영미 김옥란 조경희 유미경 박미애 박미 연 전미선

풍수지리 조성욱 한동호 노진희 이재화 신동현 유포영 조필현 서임석 방성우 곽병수

전통매듭 배안순 차춘옥 전순애

평생회원 고순례 김남신 김창용 이해안 차경희

특별회원

박금자 김영미 오일순 유영숙 조금순 정금주 이미자 윤미순 박미희 서성화 성홍기

박중건 노정환 정덕근 김덕순 김민수 이면옥 김진이

우대회원 한수자 이면옥 이미자 오일순 김순희 도영봉 이유선 김명희 이미나

일반회원

김은주 김연옥 임지숙 김효은 이정현 심미연 최경희 황영신 민지호 임예지 김희숙

장영희 김연숙 한진수 심재하 유완희 김익선 윤영애 윤창희 임승화 권정자 백운숙

정청자 이희주 최돈한 신용옥 이혜경 유창덕 김순자 문경화 이현숙 이정용 이기숙

주복순 김성원 김희경 정명숙 신명자 안혜원 신남주 공점원 이홍자 김명자 김영식

이강성 단인양 김정철 안영준

4으） 2009년도 유적답사 일정

• 접수 : 선착순 접수입니다.（정원 80명）

• 회비 : 회원 10,000원 / 비회원 20,000원

• 문의 : 구리문화원 사무국 031-557-6383 -4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내 용 장 소 답사일시 일 정 접수일자

제 29 차 충남 논산 4. 3（금） 돈암서원, 백제군사박물관, 관촉사, 윤증고택, 쌍계사 3. 20（금）

제 30 차 전북 김제 6. 17（수） 금산사, 벽골제, 아리랑 문학관, 망해사 6. 1（월）

제31 차 경북 김천 9. 17（목） 직지사, 세계도자기박물관, 백수문학관, 방초정, 청암사 9. 1（화）

제 32 차 경북 영주 11. 3（화）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촌, 소수박물관, 인삼시장 10. 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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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귀중한 원고를 보내주신

최무장님, 은광준님, 이이화님을 위시한 

필자, 작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 니 다.

좋은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老益壯을 과시하시는 

구리문화원의 자랑인

김응주 사진작가님 감사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장수하세요.

잘해야 본전이라는 편집위원, 교정위원의 

어려운 역할을

수행하여 주신

여 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책처럼 애지중지, 이모저모 신경을 써 주시어 

매년 훌륭한 책을 만들어 주시는 

현기획 사장님 감사합니다.

2009년 4월

편집위원장 이 병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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