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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훌웹 

1. 내고장 민속 

향토문화자료 제7집. 민속학자 하주성이 집필한 

책. 4 × 6판 2백 쪽 분량으로 1987년 2월 1일 용인문 

화원에서 간행하였다. 이에 수록된 민속은 현지 조 

사를실시하여 과거에 행하여졌던 내용을채록한것 

으로서 이제는 하나의 기록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수록 내용은 겸 기 지방에서 유행하던 거북놀이를 필 

두로두레싸움, 재돋음, 지경닫기, 지신밟기, 줄다리 

기, 장치기, 답교놀이, 달맞이 등과 전승, 민속놀이, 

세시풍속, 토속신앙, 무가, 무속등이 망라되어 있으 

며 놀이 별로 연희, 시기, 인원, 편성, 놀이의 진행방 

.‘ν 11.£H지g,:)' 

법 등이 상세헤 수록되어 이를바탕으로놀이를재현할수 있는자료가된다. 특 

히, 이 책의 특-징은놀이에 곁들여지는노래, 풍물, 가락등을채보 병기한점이라 

할 수 있다. 발행부수 5아부. 

2. 내고장민요 

용인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회 이 인영, 홍순석 이 공펀한 책. 용인문화원 1983 

년 12월 20일 향토문화자료 제2집으로 출간되었으며 문화원(원장 김정근)이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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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하였다 4 × 6배판 226쪽 분량으로써 노동요짧動 
諸), 내방요(內房諸), 연정요(戀情諸), ,자장가, 향두 

가(香頭勳, 성조가(成造關, 타령(打令), 동요, 내 

방가사 개화기가사, 효친가 등 노랫말을 채록하여 

잊혀져 가는 무형의 향토구비문학 자료를 집대성 

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자료는 총190편으로 향토 

행 | 성이 짙고이 자료를구연한사람들의 이름, 성별, 

직업, 주거지, 구연일자까지 기록하였으며 말미에 

는 향두가와 회방아 선소리 등을 채보하여 수록하 

였다. 

3. 내 고장옛 이야기 

1985년 12월 20일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자료 제5 

집으로출간한 책. 4 × 6판 206쪽 분량으로 이인영, 

홍순석 공편으로 되어있다. 이 책은「내고장민요」 

를 수집, 채확할 때 함께 모아 놓았던 구전 자료들 

로서 용인의 전설, 전래동화 야담, 민담을 함께 수 

록하였다. 이 책 속에는할머니, 할아버지가화롯 

가에 앉아서 어린 손자들에게 들려주던 옛이야기 

로호랑이 도깨비, 효자, 도둑과지명전설등이 망 

라되어 아주 잊혀질 뻔한 용인의 구전, 구비 문화 

자료로서한몫을차지하고있다. 

4. 내 고장용인 금석문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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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원 향토문화자료 제 18권으로 간행된 

책, 향토사학자 이인영이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 

구소 소장 재직시 경기도 박물관 학예관 김성환 

과공편으로엮은용인관내금석문집. 이 책은기 

존의 금석문집 중 일부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자 

료를 보완 수정한 것으로 금석문의 내용은 신도 

비를 비롯한 묘갈, 묘표, 묘지(훌誌) 등 112개의 

비문을 수록하였다. 총 면수는 701쪽에 달하며 

30여 장의 관련 사진이 수록되어 있따. 편집 내용 

중에 특이한 것은 원문과 번역문을 같은 지 면 같 

은 행간에 배열하여 해역된 비문을 보면서 원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편집 

하였다. 포크로스 양장커 버 발행부수 1000부. 발행 인 용인문화원장 이헌규. 

5. 내 고장용인 독립항쟁사 

이인영의 저서, 광복 50주년기념 증보판으로 

1995년 8월 15일 당시 용인군에서 간행 배포한 

책, 저자가 용인의 인물을 연구하던 중 일제강점 

기 에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투신한 용인인사들이 

많이 있음 발견하고 1986년부터 용인관내출신, 독 

립애국지사의 행적조사에 착수 3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1895년 을미의병 봉기이후 1907년까지 용인 

관내에서 봉기힌- 40여 명의 의병활동행적을찾아 

냈으며, 용인관내에서 출현한항일의병 활동 회수 

만 하더라도 35. 6회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한 국 · 내외에서 활약한 37명의 항일 애국지사, 독립운동가의 행적을 찾아냈다. 

뿐만아니라, 3· 1운동당시 용인관내에서는 13회에 걸쳐 1만3천2백여 명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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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사망 35명 , 실종 139명 , 부상 및 상해 502명 , 수형자 65명 등 

총 741명젝 희생자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그 외에도 저자 

는재판기록을통해서 당시 용인관내에서 전개되었던만세운동-의 실상을복원전 

개하여 잊혀졌던당시의상황을구감할수 있는자료를이 책끊통해서 밝혀내기 

에이르렀다. 

저자는이에 그치지 않고이 고장출신선열들의 숭고한독립정신을기리기로결 

심하고 그가 주도하던 ‘용인향토사학회’ 에서 1989년 4월 20일 ‘용인군독립항챙 

기 념탑’ 건립추진발기 인회를 결성하였고, 그 첫 사업으로 문화뭔장(김정근)으로부 

터 650만원의 사업기금을빌려 ‘내 고장용인 의병항쟁 및 독렵운동샤제하의 책 

자 2천부룹간행, 이 책의 판매대금 10,744,000원을조성하고사업을추진하던중, 

문화원에서 빌려주었던 650만원의 대여금을 무단 회수하였고, 문화원장(박용익) 

이 바뀌자문화원에 적을두고있던향토사학회를축출하고향토사학회를해체하 

면서 1991년 11월 8일 모금액 중 650만원을제외한잔액 4,176.,000원을 인계함으 

로서 기념탑건립계획은무산되었다. 이 금액은 1989년 4월 4앞부터 1990년 12월 

30일까지 총 419명이 낸 협찬금 성금 책자의 판매대금이었다. 그러던중 1995년 

광복50주년을맞이하면서 일제잔재 청산과기념사업을전개하과는정부의 지침에 

힘입어 마침내 용인 김량장동 326번지소재 공원에 ‘용인군독럼항쟁기념탑’ 건립 

계획을승인받아기념탑을건립하면서 ‘내고장용인독립항쟁샤를간행하였다. 

이 책은 ‘내 고장 용인 의병항쟁 및 독립운동샤 의 증보판이며, 독립항쟁 기념탑 

이 서게 된 것은기존의 연구자료에 근거되었음은물론이다. 책은지크로스 46배 

판. 406쪽 분량이다. 용인군수윤병희. 용인문화원장송재권. 

6. 내 고장용인 문화유산총람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자료 시리즈 제 12권으로 간행된 책. 발행 부수 1천 2백권 

국판 680쪽- 분량이다. 1997년 문화유산의 해에 즈음하여 이 해 1월 20일 출간된 

이 책은이인영이 저술하였다. 저자이인영은공직에 있으면서 30여 년 간독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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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향토문화를 연구하던 중, 선사시대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용인지역에 산재한 갖가지 

유물유적을조사 연구한 것을 이에 집대성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까막딱 

다구리를 발견하여 천연기념물 제242호로 지 

정케 한 사실을 비롯하여 개국공신 남은 분재 

기 및 왕지(보물제 1173호), 오명항 영정 및 공 

신교서(보물 제 1177호) , 유수 영 정(보물 제 

1176호) 등을 발견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받 

았을 뿐 아니 라, 문수사지 마애보살상 등 도(道) 지 정 및 용인시 향토문화유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문화재가그의 손을통해 거듭나거나복원 및 보존하는데 기 

여하였다. 

내용을보면구석기∼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고분, 사적지, 요업 ;지 , 성지 , 봉수 

지 , 사지, 관아지, 서원, 향교, 가옥, 누정, 재 , 사우등 건축물, 서화, 초상화, 불상, 

석탑, 부도, 공여], 민속자료등 미술분야, 전적, 서적, 고문서, 기타향사기록류, 삼 

강행실, 유물유적, 분묘, 석비 등 기념물등이 망라되어 관내 각급학교에서는향 

토문화 이해의 교본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정신문화연구원으로부터도 우량도 

서로 인정받아많은관계 전문가들이 이를구입하여 용인 지역사회 연구자료로활 

용하고 있다. 보한기존자료도과거와현재의 실상을사진으로고량하여 이미 멸 

실, 도난, 훼손펀 자료도 이 책을 통하여 고증되고 있다. 한 마디로 이 책은 필자의 

생애와 함께 고장 문화 연구에 필생을 바쳐옹 향토문화 연구의 결정본이라 할 수 

있다. 발행부수 1,200권. 발행인 용인문화원장송재권. 

7. 내 고잡용인 인물총람 

1995년 12월 5일 향토문화자료제 10집으로용인문화원에서 간행한책. 이 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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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과 연고가 있는 고금의 인물들을 총 망라한 

책으로 4 × 6판 364쪽의 분량으로서 용인문화원 

부설 향토분화연구소 위원 금병윤, 노승식, 박상 

돈, 이응준, 이인영, 최희면 등 6인이 공동 집필하 

였다. 

인명은 가나다순으로 편집되었으며 출생, 생거, 

사거, 우거 , 인물과 용인에 영향을 끼친 인물, 독 

립애국지사 서원 원장을 지낸 인물, 수령 등 고금 

의 역사적 엔물과충효열행적에관한인물등 467 

명이수록되어 있다. 이 인물중에는용인을빛낸 

충신, 효자, 열녀 , 애국지사, 독립운동가, 교육, 문화, 예술인 등씌 인적 사항 등을 

이해하기쉽|도록본문머리에묘 출생 급제, 생거 비 정려문똥관련자료를명 

기하였다. 표지에는 용인출신 조선시대 화원 소담 이재관의 ‘송하처사도’ 가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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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 어 있다. 후에 용인이씨 문중에서 자체 복사본을 제본하여 분중에 배부하기도 

하였다. 발행부수 1000권. 발행인 용인문화원장송재권. 

8. 내 고장용인 지지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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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이 엮은 용인문화원 향또문화자료 제8권 

으로 간행된 책 .4 × 6판 334쪽 분량으로 1991년 용 

인문화원에서 간행하였다. 향토사학가 이인영에 

의하여 엮어진 이 책은 읍면, 행정, 법정, 자연마 

을, 산, 하천, 고개의 명칭과 수리적 위치, 1983년 

한글학회에서 간행된 지명 총람 중에서 용인 읍, 

면, 리 , 동, 자연마을의 소지명, 속지명, 지명유래, 

천(川), 골(짝) 명칭과 1987년 10펠 10일 경기도에 

서 법정, 행정 , 자연, 마을, 단위의 지명, 유래를수 



록한 내용, 조선시대 용인, 양지현의 산, 곡, 들, 보, 하천, 동, 리, 촌명과 령(鎭), 

치(時), 현(뼈), 주막, 점(店), 토산품명을수록한당시의 지명, 행정구역 명칭, 1912 

년(명치45) 5월 25일 간행된 구한국 지방행정구역명칭 일람표, 1914년 용인, 양지 

군이 통합되어 용인군이 되었을당시 변경된 전국행정구역 개칭명과-편입, 개폐지 

역 현황을참고할수 있는조선도(都) 부(府), 군(都) 면(面), 개정구역표, 1917년 

간행된신구대조조선전도 부 군 면 리 동의명칭일람표를수확하였고, 기타 

정조 13년(178£1)에 집계된호구총수에 나타나는행정구역 명칭, 기타, 동국여지 

지, 용인군하천 일람표가수록되어 있어 용인의 지명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는이 

책을통하여 종합적으로과거와현재를비교분석할수 있도록편집되었다. 특히, 

이 책은남사면아곡리의 명칭을둘러싸고죽산음씨와안동권씨 집안간에 있었 

던 분묘 토지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소송 사 

건을 종결짓게 하는 일화도 간직하고 있다. 발행부수 1000권. 발행인 용인문화원 

장김정근. 

9. 내 고참용인 지명 . 지지(地名 · 地誌)

용인문화원에서 간행한 ‘향토문화자료총서’ 제21권. 이인영, 김성환 공편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내 고장 용인 지지총람’ 의 

증보판의 성격을 띠고 간행 되었는데 종전에 발 

간된 ‘지지총림j 의 수요가증가되어 기존의 자료 

와 삼국사기로부터 조선시대의 읍지류에 이르기 

까지 용인, 양끼, 죽산 등의 각종 지지자료를 발 

훼하여 수록하였고, 각종 시대별로 작성된 읍지 

류의 이동(異同)사항을 분석 정리하여 수록하였 

다. 특히 용인군당시 읍면지도와군지도, 조선시 

대의 지도 등을- 수록하여 행정구역 변천 이전의 

지리적 위치를찾아볼수 있는자료이다. 포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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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양장제본이며 면수는 700쪽이다. 2110년 9월 1일 발행되었다. 

발행인, 용-인문화원장이인영. 

10. 내 고장의 얼(유물유적 편) 

향토문화자료 제6집으로 간행된 책. 4 × 6판 

322쪽 분량인 이 책은 용인문화원에서 간행되 었 

으며 이인얻|의 편저이다. 이 책은 이인영이 연구 

조사한 향또문화유산을 집대성한 자료집으로 

1997년 간행된 문화유산총람에 앞선 예시본이라 

할 수 있는데 홍순석의 내 고장의 얼 인물 편에 

이어 속간된시리즈물이다. 내용중에는용인관 

내에 산재한 영정 자료를 칼라 사진으로 수록하 

여 초상화 연구가 용인에서 최초 시도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발행부수 1,000권 발행인, 문 

화원장김정근. 

11. 내 고장의 얼(인물 편) 

용인 향토문화자료 권으로 간행 된 책. 1984년 

11월 30일 용인문화원에서 간행되었으며 홍순 

석이 집필하였다. 4 × 6배판 200쪽 분량의 이 책 

에는 용인읍-지, 용인군에서 간행된 향토문화와 

전통 등 기존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출생, 

주거, 사거, 인물 순으로 선정하고 효열 인물 등 

을 약전으보 옮겼다. 이 에 수록된 인물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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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명으로서 1995년 용인 향토문화연구소에서 누락 인물을 보완, 내 고장용인 인 

물총람으로속간되었다. 발행부수 500권. 발행인용인문화원장김정근. 

12. 서 정 3세 대 동인문학지 

용인문화원에서 간행한 향토문학총서로 용인 

문화원 문학회 회원들의 작품을 모아 간행 한 시 

집이다. 창간호- 제 1집은 ‘옷을 벗는 설음’ 제2집 

은 ‘김량천에 솟는 달’ 제3집 ‘가을 숲이 들면’ 

등의 제목으로 속간 되었다. 서정 3세대 회원들 

은 용인에 거주하는 향토시인들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참여한 사람들은 박상돈, 김종경, 이종대, 

장영옥, 박수자, 임준규 등이었다. 제 1회부터 3 

회까지 발행 된 후 중단(1994년) 되었고, 문화원 

지원이중단되자이들은용인문학회를만들어활 

동해 오고 있다. 후에 이 인영이 문화원장을 맡게 

되자 용인문학회를 문화원 회원단체로 영입하여 지원을 하였으나 원장이 바뀌자 

다시 자생단체로활동하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있다. 이 책은문고판으로 5백부 

씩간행되었다. 이중박상돈시인의작품을보면 ‘용덕사에서’ ‘할매봉’ ‘복지용 

인’ ‘내가슴의고향 등 ‘내고장용인’ 향토의정서를시로옮긴작품들이많이 

눈에 띤다. 1994년 발행. 발행인 용인문화원장송재권. 

13. 용인군시사연표 

오늘또는현재의 현상이나사회의 움직임 지역사회의 동정과같은사소한 일들 

을 무심결에 지나치기 쉽고 또 사건, 사고와 같은 일들도 시간이 흐르면 소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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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되기 쉬운 일이다. 역사는 흘러간 시간, 지나 

쳐 버린 일렐을기록으로남겨 놓은것들이며 이것 

은 후세 사합들에 의하여 평가되고 가치가 규명된 

다’ 
이 책에수록된기록들은옛문헌들을찾아행정 

연혁의 변천으로부터 현재 사회에서 전개 되는 일 

상의 기록뜰이지만, 이와 같은 자료를 모아보면 

훌륭한역사의 기록물이 될 것이라는데에착안이 

인영이 용얀군청 근무당시 자료를모아간행한단 

편적인기록물이다. 

홈룹카=1활F R를뿔후홍 

를훌 ")>;. 훌F 

이 책을황해서 1년 또는 10년 단위를묶어서 평가한다면사회의 발달과변천과 

정을여실히조명해볼수있는지표가될수도있다. 

조선시대떼 있어서는 현령, 현감들의 재임기간과 그들의 공괴-를 일목요연하게 

헤아려 볼 수 있겠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동학농민항쟁, 그리고 조선조 말 의병 

활동, 3·1 똑립항쟁 등 선조들의 궤적과개화기 각급학교태동과근대사회형성의 

맹아기현싱-등을더듬어볼수도있다. 

또 하나수많은서적 가운데 군 단위의 연표가활자화되어 단행본으로간행된 예 

로서는 최초의 기록물이다. 처음에는 용인군에서 5백부 한정판으로 간행하여 배 

포하였으나 이의 간행이 알려지자폭발적으로수요가늘어나용인문화원에서 추 

가로 재판 배포하였다. 향토사료집을 시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재판한 예로서도 처 

음의 일이었다. 1994년 발행, 국배판 258쪽, 발행부수 1000부. 발행인. 용인군문 

화공보실장 이용만. 용인문화원장 송재권. 

14. 조선시 대 용인 · 양지 사료집 

이 책은향토사를연구하기 위해 1986년 ‘조선왕조실록’ 의 기꽉중용인현과양 

지현에 관한 기록을 발훼, 초록해 두었던 것으로 태종으로부터 철종시대까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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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엮은 것이다. 처음 이인영이 “조선시대 읍 

호강등에 관한 연구” 논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조 

서왕조실록을섭렵하는과정에서 당시 조선시대 

용인 · 양지 지역사회와관련된 421편의 왕조실 

록 기사를 찾아내기 에 이르렀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 치, 경 제, 사회, 문화로 

부터 행정, 인사, 군사, 농업, 교통, 산업, 신분제 

도, 신앙, 천기, 사법, 치안, 외교, 윤리강상, 예 

속, 신앙및 걱종관행등을엿볼수 있는사료가 

,.,, .J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 
고, 이러한자료를통해서 용인의 역사를보다더 구체적이고도완벽하게 정립할 

수 있는자료가될 것으로생각하여 용인문화원에서 출간하였다. 

이에 수록된 421편의 기사는 역대 임금의 묘호와 연기와 일자별로 편집하여 가 

급적 병료하게 발춰l하고 한자를 병기하여 이해에 도웅이 되도록 하였다. 국판 지 

크로스 321쪽. 빨행부수 1000부. 2001년 발행. 발행 인 문화원장 이 헌규. 

15. 용인필지(龍仁郵誌) 

용인군의 예산을지원받아용인문따원주관으로 

편집 간행한책으로서 1990년 당시대의 군세는물 

론 그 이전의 역사, 정치, 경제, 산업, 문화등 제 

분야를총체적으로집대성한 책이며, 해방이후용 

인군에서 최초로간행한관판본의 지지류임. 

‘용인군지’ 는 1986년에 착수하여 1990년 완간 

되기 까지 4년여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 기간에 

조사 수록된 방대한 자료는 1,700쪽의 분량이다. 

사계 전문가 41명의 집필위원이 참여하였고,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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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열을거쳐완성도높은군지로서의면모를갖추어놓았다. 

총 9편 51장과부록으로 편집되었으며 3백여 매의 사진이 수록 되었다. 특히 부 

록에는옛 문헌자료와제영 기문, 지지류가합본되어 있고연표가있어 용인의 과 

거를시대별, 연도별로구감할수 있도록편집되어 있다. 

표지는 포크로스 양장제본이고 면수는 1 708쪽의 분량이다. 발행처는 용인군이 

고 ‘용인군지편찬위원회’ 에서 편찬한것으로되어 있다 ‘남한지’ 나 ‘세종실록지 

리지’ 또는 ‘동국여지승람’ ‘읍지’ 류와같은지지서는후세에전해질수록그진가 

가돋보이께 된다. 5백년의 왕조실록을남길 정도의 기록문화를 간직한우리 민족 

이었지만, 해방이후그문화가점차소원해지고 있는시점에서 -용인군지가발행된 

것을 시작으로 용인관내에서는 풍부하게 많은 향토지가 간행되어 대단한 성과를 

올리고있다. 이런점에서 용인군지는용인에서 그효시가되었다고본다. 강진갑, 

박형진, 김창현 등이 상임편집위원을 맡았다. 제자潤字)는 무곡 최석화가 썼다. 

발행처 용띤군지편찬위원회 1990년 2월 발행되었다. 〈참고; 용인군지〉 

16. 용인지역 구비전승 

용인이 수도권 남부에 위치하면서 급격히 도시화 

되는추세에 따라앞으로 몇 년 후가되면용인도 

설화나 구전되어 옹 옛 이야기들이 소멸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 에 착안하여 용인대학교 강현모, 박종 

수 교수와 용인문화원 이응준 사무국장 등이 용인 

의 구비전송문화를 채록하여 기록으로 남기자는데 

의견을같이하고문화원의 향토문화자료시리즈물 

로 간행 할 것을 계획하게 된다. 

한국정신문화원에서 간행한 ‘한국구비문학대계’ 

편에 1책 정도의 자료가수록되어 있고, 이인영, 홍 

I' 
E효판J ft 

흥벌π|억으| 구비전승 

악용수,장현오 

순석이 공팬한구비설화자료집인 ‘내 고장용인 옛이야기’ 편이 나오기는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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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원삼면, 빽암면 지역의 

동부권을시작으로 1996년 5월 그 첫 권인 “동부지역구비전승”의 긴-행을보게 되 

었다. 

이 책의 내용은주로마을에구전되어 오는설화나민요, 전설등을조사구연자 

의 구어체로기술되어 있다. 그후 1997년 5월에는포곡모현등지의 “북부지역구 

비전승”을 출간하였고, 1998년 8월에는 이동, 남사면을 대상으로한 “납부지역구 

비전승을” 1999년 9월 기흥구성 수지 지역으로대상으로한 “용인서부지역 구비 

전승” 그리고 2000년 7월에는당시 용인읍지역과양지면 지역을대상으로한 “용 

인 중부지역 구비전승”을 간행함으로써 구비문학자료집을 집대성하기에 이르렀 

다. 이 자료는조사대상각 리, 마을별 개관을쓰고제보자의 성명, 나이, 성별, 조 

사장소,조사낡짜등을명시하였다. 

이 책들은각각 550쪽분량으로발행되었으며 각급기관, 대학, 박물관등에 배 

포되었다. 발행처 용인문화원. 발행인 송재권, 이헌규. 

17. 내고장용인 

향토문화자료집. 이인영이 저술한책. 1984년 7 

월 15일 문학사상사에서 간행하였다. 4 × 6배판활 

자조판으로된 이 책은용인군의 연혁과유래를최 

초 정립하여 서두에 수록하였고용인의 지리적 특 

성, 도로, 하천, 사거용인oc居龍仁) 유래, 전설 등 

이 수록되었다 특히 역사적으로 민족이 수난을 

겪은몽고침입, 임진왜란, 병자호란, 3· 1운동등 

이전까지 밝혀지지 않았던중대 전란사중용인에 

관한사실등을최초로 수록되어용인의지정학정 

위치가새롭게부각되었다.한때 ‘용인을말하려 

면 이 책을봐야한다.’ 는촌평도 있었으나 이인영의 초보적인향토푼화 연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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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간행펀 것으로수필 해학과풍자등이 284쪽분량에 함께 기록되어 있다. 표 

지 삽화는 조선시대 중 · 후기의 양지 현 관내도이다. 발행부수 2000권 

18. 구성면지(騎城面誌) 

1998년 똥인문화원에서 용인시 구성면지역의 

실상을 기혁으로 남긴 지지(地誌), 구성면은 본 

래 용인현의 치소가 있던 구 용인지역을 말한다. 

2000년 9월 1일 구성 면이 읍으로 되 었다가 2005 

년 용인지역 행정구역 개편 때 기흥읍과합쳐서 

기흥구에 편입된 지역이다. 용인의 서부지역이 

주거지역으로바뀌어 가는추세에 따라구성면의 

변화 추세훨 예견하고 당시대의 현상(현황)을 기 

록으로 보펀하기 위해 용인문화원에서 용인시의 

지원을 받아 간행하였다. 1년여에 걸쳐 30여 명 

의 집필진씨 참여하였다. 1 권 1책이며 표제는 ‘구성면지’ 이다. 크기는 가로 

19.5cm 세포 26cm이다. 1018쪽의 분량에 16장 46절로 항목을 구분하였다. 주 내 

용을보면 구성면의 연혁에 이어 유래, 자연환경, 정치, 행정, 사법, 치안, 산업경 

제, 복지사회, 교육 · 문화 · 예술 · 종교 · 인물 · 민속 · 통과의례 · 부록 등으로 대 

분류되었고각장마다절 목을두어 구성면의 모든사항을집대성하였다. 구성면 

지의 기록은r 면 당시의 향토적 실상을 기록으로 보전하여 후세에 전할수 있게 되 

었다. 제자(塵字)는 당시 구성면장 김동해가 썼다. 발행부수 1000권. 발행인 용인 

문화원장송재권 〈참고 ; 구성면지〉 

19. 기흥읍지(器興물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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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현재 기흥읍의 실상을 기록으로 남긴 

책. 기흥읍은용인의 서부지역에 위치한다. 행정 

구역은 11개 법정리를관할하였으나시 승격이후 

급진적으로도시화가되면서 지형이 바뀌고지명 

이 변하는등숨가쁜전환기를맞게 된다. 이에 앞 

서 당시대의 실상을기록으로전하고자용인시의 

예산을 지 원 받아 이 책을 간행하였다. 포크로스 

양장제본. 1,380쪽 분량이 다. 내용뜬 총 15장, 48 

절로 구성되었고, 총설, 환경, 역사-, 정치, 산업, 

교유, 종교, 언론, 출판, 문화, 예술, 민속, 세거성 

씨 , 부록순으로편집되었고, 25명의 전문분야로나누어 집필하였다. 이 책을편찬 

할 당시만 해도 기흥읍의 읍세는 지방의 핸만한 일개 군의 규모를 늄가하는 인구 

와 세수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대학, 연수원, 산업시설과 민속촌, 경기도 박 

물관등의 관광문화자원과펀리한교통의 입지 등 입지적 조건 때문에 급속하게 

발전하다가용띤군이 시로승격하게 되자 5개 동으로분할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기흥읍의 실상을 기록으로 보전하였으므로 이 책은 당시대의 향토사료로서 

의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제자는 김주익이 썼다. 발행부수 1000권. 발행인 

용인문화원장 이헌규 《참고; 기흥읍지 2000. 용인문화원》 

20. 양지면지(陽智面흘페 

용인문화원애서 시리즈로간행하고 있는읍 · 면지의 하나 양지면의 과거 현재 

의 자료를 집대성한 향토지. 읍 · 면지의 간행은 전국에서 최초로 용인문화원이 시 

도하고 있는 전현대의 사료와 지 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기록으로 정 리코자 하여 

추진하고있는향토지의하나로서구성, 수지읍지에 이어세 번째로간행되었다. 

양지면은본래조선시대에는양지현의관아가있던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용인군과통합꾀기 이전까지는 일정 구역을관할해 옹 행정구역의 뚱심지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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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양지면은향토사적인측면에서 볼때 용인 

현의 치소였던 구성면 못지 않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포 크로스 양장제본으로 면수는 

1,350쪽의 분량이다. 편집은 총 15장으로 편제 하 

였고, 내용은총설, 환경, 역사, 정치, 산업,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안론, 출판, 유물 유 

적, 민속, 놀이, 성씨와인물, 부록순으로기록되 

었다. 특히 부록에서는 ‘양지읍지’ 일제시대 ‘양 

지면의 역대관리록’ 양지현에 관련된 조선왕조실 

록자료등을발춰l 수록한 ‘양지현사료’ 기타영 

조연간의 신정사례(新定事例) 등이 수록되어 비교적 완성도가 높은 향토지이다. 

양지면지는조선시대군현에서간행한현 읍 군지와같은일종의기록물로서오 

늘의 실상이 후세에 전해지는하나의 기록문화유산으로남을것이다. 읍 · 면지를 

간행하는것은전국에서 용인이 그 시효가되리라고보며 이 자료는용인시의 역 

사를 조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발행부수 1000권, 2001 

년 발행, 발행 인 용인문화원장 이 헌규 〈참고 ; 「양지 면지」〉 

21. 수지읍지(水技뭄誌) 

수지지구는한때 난개발의 대명사가될만큼변 

화발전을 거듭한 지역이다. 용인의 북서부지역에 

위치하면서 분당 수원 등 대도시와 인접하고 주거 

지로서 도시가발달되어 예전의 모습은한군데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또 용인이 시로 승격되고 

구제가생짚 때 수지읍지역이 수지구가되었을만 

큼 인구가띨집되었다. 개발과도시화로산천초목 

이 모두제 모습을잃었으나오직 이 한권의 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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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수지의 옛 정서가 담겨 있다고 하겠다. 책은 포크로스 양장제본으로 쪽 수 

는 1410면이다. 용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2002년 용인문화원에서 간행하였다. 

목록은 14장으로 구성되었고, 수지읍의 구조적 특성에서는 인구구조, 공간구조, 

사회구조등의 특성을다룬것이 여타읍지에서볼수 없는특징이기도하다. 특히 

멸실된지명과마을별 연혁과유래등은이 기록에서나볼수 있게 되었다. 집필진 

은 각계 전문분야별로 21명이 참여하였다. 제자는 일정 김주익이 썼다. 발행부수 

1000권, 발행인용인문화원장이인영《참고 ; 수지읍지. 2002년 용인문화원Y 

22. 모현 먼지(幕賢面誌) 

모현면지 
훨훨關 

획능훌펌 

모현면의 현대지역상을조사하여 기록으로남긴 

책. 지 크로스 양장제본이며 1400변으로서 목차 

를 보면 종전의 형태를 벗어나고 있다. 편수는 9편 

으로 나누고, 편 이하에 장과 절을 설정하여 세부 

적으로집필,편집되었다.편별내꽁을보면 1편 

은삶의 터전으로환경과풍수지리분야를다루었 

고, 삶의 내력에는 역사와근대사를, 삶의 자취에 

서는 선사유적, 건축유적, 문화유산 등을 취급하 

였고, 삶의 주체에서는 성씨와 인물, 삶의 틀에서 

는 정치, 경제, 산업을, 삶의 내용에서는종교, 교 

육, 문화, 예술을, 삶의 방식에서는 생활과 민속, 마지막에서는 구비전승을 다뤘 

다. 기록은후세를위한유산이라고할수 있다. 모현면지는그동안이 지역의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향토 사료의 정보력을 후세에 전할 수 있는 풍부한 자 

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발행부수 1000권. 발행인 용인문화원장 홍재구《참고 : 

모현면지. 용인문화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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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포곡면지(演읍面誌) 

용인문화뭔에서 간행한 포곡읍의 실상과 문물을 

기록한향토지. 처인구포곡읍은용인시 29개 읍면 

동 중의 하나로서 향의 치소가 있던 곳이라고도 한 

다. 2005년 10월 30일 읍으로 승격 되 었고 9개 의 법 

정리에 18개의 행정리를통할하고 있다. 특히 인문 

관광 시설엔 에버랜드의 전신인 용인자연농원이 

들어서면서부터 관광지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다. 

이곳은 모힌면과 더불어 날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 

세에 있다. r포독면지」는 2000년대 전반기의 실상 

을 기록한 지지서로서 과거와 현재를 망라한 풍부 

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지 크로스 양장제본으로 면수는 1180쪽에 이른다. 읍면 

지 의 간행은 2000년대 전기는 물론 용인시 각 읍면의 현재 실상을 세세히 기록함 

으로써 향토; 사료의 기초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읍면단위로 

세분되어 조사된 세세한 기록은 지방 사료의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명가되고 있 

다. 발행부수 1000부. 용인문화원 부설향토문화연구소에서 편집 간행하였다. 〈참 

고 ;포곡면지〉 

24. 원삼먼지(遠三面誌) 

2005년 장인문화원이 원삼면의 실상과 문물을 

기록으로 님-긴 책. 향토문화자료 총서로서 선시시 

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삼면의 역사와 문 

화를 집대성하고 원삼지역의 삶의 모습을 체계적 

으로정리 하였으며 원삼지역 12개 리를서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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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하였다. 이 지역은용인의 개발여파에도불구하고성장속도가가장늦은지 

역으로서 향토적인색채와삶의 모습이 가장원형적으로보존된 지역이기도하다. 

이러한 당시대띄 현상을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용인문화원에서 2005년 간행하 

였다. 목차는총 7편 19장이며 10여 명의 집필진이 참여하였다. 내용은삶의 터전, 

삶의 내력과자취, 삶의 주최, 삶의 틀, 삶의 방식, 삶의 이야기 순으로 되어 있고 

농촌문화의 자뛰가 비중 있게 취급되었다. 지 크로스 양장본으로 1.022쪽 분량이 

다. 발행부수는 1000부 이다. 〈참고 ; 원삼면지〉 

25. 백암면지(白岩面誌) 

처 인구 백암면의 실상과 고금의 향토자료를 집 대 

성한지지서. 2006년 12월 20일 용인문화원부설 향 

토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하였다. 백암면은용인의 통 

부지역에 위치하여 아직도농업중심의 틀에서 현상 

을 유지하고 있는 백암지역은 이로 인하여 정체된 

전통생활이 온전히 보존되어 온 지역으로서 향토 

사 연구의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게 된다. 

급속히 도시화 되어 지형지물이 바뀌고 산천의 

옛 모습을찾을수 없는용인의 서부지역의 현상에 

비추어 볼 때 백암지역은수려한자연과농경사회 

의 여지가남아있어 이의 현상을기록으로남기는일은시급한실정이었다. 1960 

년대만 하더라도 용인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고장이고 부농명촌으로서 인심이 

좋았던지역적띤특성을간직하고있었다. 

특히 이 책에서는 분묘나지역의 인물, 지명, 또는의식주와관련된생활사적인 

측면과 민속부분은 여타 읍 · 면지나 용인시사, 또는 종전의 용인군지에 수록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발굴된 것은 읍 · 면지 기록의 완성도블 한층 더 높였 

다고평가된다. 지크로스하드커버 1067쪽. 발행처 용인문화원. 발행부수 100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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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남사면지(南四面誌) 

2008년 용-인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에서 간 

행한 읍 · 면지 중의 하나. 남사면은 용인의 남부지 

역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이동면, 서쪽으로는 평 

택시, 남쪽으로는안성시와, 그리고북쪽으로는오 

산시와의 경계를이루고 있는지역이다. 용인의 원 

삼 백암 지역과 함께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으나 

면의 서쪽쓰로 경부고속도로가 지남으로써 이 지 

역에도 산엽지역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유통단지, 

첨단산업단지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오산 

지역 신도시 건설과이의 여파로남사면북리와아 

곡리 완장리 일대에 개발의 조짐이 강하게 작용하는가운데 시대적 변화에 젖어들 

고있다. 

이 에 따라 집 필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존의 문헌자료나 기록보다도 현장성을 중 

시하고지명, 인물, 민속이나의식주와관련된생활사적 측면의 조사연구에충실 

했다는 점이 눈에 띠는 대목이다. 특히 용인의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하게 전개되 

었던 남사지역의 새마을 사업과 새마을 운동에 관한자료를 심도 있게 조사수록 

한것은여따읍면지에서볼수없는성과였다고보여진다. 속표지는북한에서그 

려진 처인성대첩의 기록화를삽화로썼다. 지크로스하드커버 제본이며 994쪽분 

량이다. 

27. 이동면지(二東面誌) 

용인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 읍 · 면지 중의 히-나. 이 책은 2007 

년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자료 총서 제25권으로 이동면의 현대와 고금의 문화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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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한지지서이다. 편찬내용을보면각집필위원별 

로문화, 예술, 정치, 행정, 역사, 경제와산업을비 

롯하여 식생활, 의생활, 종교, 교육, 상공업, 세거성 

씨와 인물, 분묘, 지명유래, 문화유쩍과 민속 구비 

전승등의 자료를집대성 하였다. 집필위원은사계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전 이동면장. 시의 

원 등의 지역의 인사로 구성된 편찬위원회와 편찬 

실무위원회, 교정 교열 위원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이동면은용인의 남쪽지역에 위치하며 개발 

로 인한여파가상대적으로적고 용인지역의 전통과역사가살아숨쉬는지역으 

로서 특히 이황면 서리의 고려백자요업지를간직한 우리나라도자사에 있어서는 

빼 놓을수 없는매우유서 깊은고장이라는데에주목하지 않을수 없다. 이외에 

도한덕골과사리치를중심으로한천주교성지가있고 용덕저수지 어비리 저수 

지 등은농촌의 풍요를구가하는수리시설이자낚시터로도유명한고장이다. 

또 신라 때의 사찰지로 알려진 용덕사와 동도사의 신라 후기 석탑 등 유서갚은 

문화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필진들은 현장 위주의 자료를 수록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흔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지크로스 하드커 버, 987쪽 분량이 

며 448매 분량의 도표와사진 등이 수록되어 있다. 

28. 수여 지(水餘誌) 

용인시 관내 읍면동의 역사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읍면지 발간 사업은 1998년 〈구 

성면지〉를 시깎으로 기흥읍, 수지읍, 양지면, 모현 

면, 포곡면, 원삼면, 백암면, 이동면, 남사면 등의 

읍면지 발간으로 향토문화자료를 체계화하였고, 

2009년 마지막으로 〈수여지〉를 발간함으로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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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진행되어 온 읍면지 발간사업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 사업은 용 

인시 의 향토문화자료를 체계적으로 발굴함으로써 향토문화에 대한 연구기반을 확 

충하고 청소년 및 시민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에 큰 의 

미가 있으며. 나아가지역문화콘댄츠 개발이라는측면에서 문화산업 발전에도크 

게 기여하였다. 이번에 간행된 ‘수여지’ 는 1104페이지 분량으로 11년 동안이어진 

읍면지 편찬사업이 막을 내리게 됐다. 〈수여지〉는 〈수여면지〉라는 의미로 용인시 

가시로승격되기 이전의용인읍지역의 옛 이름을따온것이다. 떳용인읍이용인 

의 정치행정 및 사회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수여지〉에는특헤 용인의 역사와 

문화를총체적으로정리하고체계화했다는중요한의미의 평가를-받고 있다. 

내용을살펴보면, 1편에서는삶의 터전과내력으로자연과지리, 역사, 지명 유 

래 등을싣고 있다. 2편에는삶의 자취로문화유산을다루고 있다” 유적 및 보호수 

를비롯하여석비기념탑 유교유적 분묘를다루고있다.3편에는r 삶의주체로세 

거성씨와 인문을 시도 있으며 4편에는 삶의 틀로 정치행정 보건의료, 복지, 경제 

산업, 사회단체 등을 다루고 있다. 5편에는 삶의 내용으로 종교, 교육, 체육, 문화 

예술, 지역언론을다루고 있고 6편에는삶의 방식으로생활과민속을조사하여 싣 

고 있다. 7면에는 삶의 이야기로 구비전승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마을지 

특집으로 버 J드실 마을을 소개하고 있으며 김량시장, 수여선 협궤떨차, 일제시대의 

용인 등을 담고 있다. 집펼자는 정양화, 홍순석 이종구, 김장환, 김태근, 우상표, 

남기주, 김지혜, 송무경, 이을영, 진숙, 정연학, 류재인, 박선영 등이다. 

29. 꼼뚫이와 함께 떠 나는 〈용인문화답사〉 

용인문화원에서 2008년부터 용인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문화학 

교’ 교재 겸 청소년을 위한용인지역 문화유적지 답사 안내서로 2009년 발행되었 

다. A4사이즈=에 올 컬러로 160페이지 분량의 〈꼼돌이와 함께 떠나는 용인문화답 

사〉는 용인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동부지역에는 백암면, 원삼면, 양지면을, 서 

부지역에는 수지구와 기흥구를, 남부지역에는 남사면과 이동면괄, 북부지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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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면을, 그리고중부지역에는처인꾸 4개동(중앙 

동, 동부동, 역삼동, 유림동)을 배치하여 상세한 설 

명과함께유적지를안내하고있다. 특히 각지역의 

특성을 지도와 함께 개괄적으로 설명하여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유적이나 각 시설들에 대하여 

다양한 캐릭터와 사진을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있 

다. 또 학습결과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문제를 제시 

하고 풀이를 첨가하고 있다. 집필자는 동부지역에 

진숙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과장, 서부지역에 정 

기숙 용인향토분화연구위원, 수지구에 최상숙 용인시문화관광해설사, 기홍구에 

김성자용인시문화관광해설사, 남부지역에 황귀숙용인시문화관광해설사, 북부지 

역 에 조명숙 용인향토문화연구위원 등이다. 

30. 용인시사{龍仁市史) 

1996년 용인군지를 펀찬할 당시만 해도 용인군의 

인구는 20만 정도였다. 그간 10년이 정과하면서 용 

인시는 3개 구(區)로 분할되고 2007년 8월 현재 80 

만이 넘는 시로 발전하기까지 엄청난 사회변동을 

겪었다. 용인시사는용인군지 이후 15. 6년이 경과 

되면서 그동안의 변천사를보완적으로 기록한자료 

라고정의할수 있다. 지 크로스양장제본이며 8권 

에 총 면수는 9,625쪽에 이른다. 집필에는 연인원 

l83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2002년에 착수하여 

약 4년여의 편집기간을 거쳐 완성되었지만 편집기 

간에도응핀은급성장, 초고속발전상을따를수 없을정도로나날이 사회지표가 

변동하였다. 용인시사 1 . 2권은 ‘역사와 문화유산’ 편을 다루었고, 3 . 4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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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람과 마을’ 5· 6권에는 ‘현대사회’ 편을 다뤘다. 그리고 7 · 8권에는 ‘용인의 

현대사연표’를수록한것으로서 한 면에 정치, 행정, 경제, 건설을, 다른한 면에는 

사회, 보건, 복지, 문화 등으로 내용을 분류하고 1990년 1월 3얄부터 2000년 12월 

29일까지띄 각종 사회동향을 세세히 기록하였다. 가장 큰 성과로 손꼽을수 있는 

것은 이 가간에 ‘고려시대의 용인’ 을 비롯한 11권의 ‘용인시사 총서’ 가 부수적으 

로 간행되 었는데 용인의 역사와 사회, 문화상 등을 개별적으로 구체화 시켰다는 

데 에 있어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X참고;용인시사} 

31. 용-인의 옛 절터 

용인시사총서 제 2집으로 간행 된 학술조사자료 

보고서. 용-인지역의 활발한 개발 여파로 각 지역 

에 분포하는산성, 불적, 요업지, 분묘, 기타문화 

유적이 훼손되거나 멸실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른구쩌F 발굴애수없아 전개되고 었는가운 

데 불교유적에 대한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다, 이 에 착안하여 1998년 12월 용인문화원에서는 

중앙승가대학교에 의뢰하여 서봉사지. 문수사지, 

박곡사지 등에 대한 정 밀 지표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걸하고조사사업에 착수하여 1999년 4월 30일 

’“·,., 
”‘”” ’‘”’” ”‘---‘ 

이의 간행을보게 되었다-- 그통안용인지역의 불적자료조사는향토사학가들에 의 

하여 6>] 1루어l쳤요나 이로 인하여 전분기관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1루해 진 

것은 용인최초의’ 알아라 할 수 있다;. 핵 초사보고셔는 @ 문헌조사와 구조조사를 

통해과거끽유물과기록을정리하였고; . • 지표조사를통해사역(츄國의 범위를 

확인하고, 확인되는 사역들에 대하여 측량쭉X隨 병행하였다. @) 확인펀 적조물에 

대하여는 1/20, 1/10으로 실측하고 필요에 따!라、획본으로 째효될수록하기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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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확인된 유물은 정 밀 실측하여 보고서 에 수록하였다. @ 확인된 축대나 기단은 

최대한 실측하고 남아 있는 현상을 통해 사찰의 규모와 사역을 밝혔고 @ 이렇게 

조사고증된 내용들을정리하여 학술자료에 이용될수 있도록보고서를작성하였 

다. 이외에도 그동안 밝혀진 바 없는 백암리의 옹주암지의 조사를 비롯하여 부수 

적으로두창리의삼층석탑과미평리의미록불 백봉사지등에관한조사가이루어 

져 용인의 불교사를 연구하는데에 있어 귀중한단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32. 고려시대의용인 

• ‘---” 

끄려시대」악 용안 

1998년 12월 용인문화원에서 간행한 용인 시사 

총서 제 1집. 향토사를 연구함에 있어 강단의 사학 

자들과 재야의 향토사학자들 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종전의 문제점에 칙-안, 용인문화 

원과 용인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 들 간의 학술 

적인교류가선결되어야한다는취끼로우선 ‘고 

려시대의용인’ 이라는명제를걸고, 용인문화원에 

서는고려시대의 ‘처 인성 승첩’ 에 관한논제를비 

롯하여 ‘서리 백자요지’ ‘서봉사지’ 등의 고려시 

대 대표적인 사적에 관한학술대회릅 개최하게 된 

다. 이 책은 19i98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고려시대의 용인” 학술대회 

에 앞서 학계와재야학자들의 논고를수록한것이다. 편집 내용을보면제1부는차 

용걸교수의 “처인성 터의 구조와성격” 주채혁 교수의 “살리타이와몽골-고려전 

쟁”에 관한내용, 윤용혁 교수의 “용인 처인성에서의 대몽승첩”에 관한발제와향 

토사학자인 이상학의 “13세기 몽골군복에 관한 연구” 이인영의 “몽고침입과처인 

성승첩소고”에 관한보론을수록하였다. 제2부에서는김재열의 “서리고려백자요 

지 발굴조사의 의의” 엄익성의 “고려시대 고분에 대한 일고찰” 양정석교수의 “용 

인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에 대한고찰” 등의 발제가수록되었고, 심정보, 이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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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김 영원, 길경택, 이병욱 교수 등이 본 학술대회의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제3부에서는발제 내용과토론요지를녹취하여 게재하였다. 책꾀 면수는 390쪽이 

며 발행부수는 1000부이다. 발행처. 용인문화원, 용인시. 

33. 용인의도요지 

용인시사총서 제 3집으로 1999년 용인문화원에 

서 간행한책. 용인은경기도내에서 광주지역 다음 

으로 요지의 분포도가 높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백자의 경우광주지역에는왕실과중앙의 중산 

층에 공급하던 관요업지가 밀집되어 있는 것에 반 

하여 용인지역에는 재지적(在地的) 수요를 충족시 

키거나주변지역의 수요에 따라생산되었을것으로 

보이는 요업지들이 산재해 있고, 지방요인 청자요 

업지와 분청사기 요업지도 수 개소 분포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용인은주변에 인접한시군보다급속 

한도시화의 추세에 따라이러한유적들의 보존방안이 시급한실정에서 이와같은 

요업지의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매우 시의적절한것으로판단되고 있다. 

조사된요업지는호동 3개소, 운학동 2개소, 해곡동 1개소, 지꼭지역 3개소수지 

지역2개소, 구성지역 1개소, 양지지역 4개소, 이동면지역 12개소, 원삼지역 6개 

소, 백암지역 5개소, 남사지역 2개소등 41개소가조사되었다. 

도요지 조사는김재열 책임조사원(현,경기도박물관장)을 비롯하여 이종구, 마순 

관, 이남규 등 3명의 조사위원, 전승찬, 현문필, 양정석, 노대식 등 4명의 조사원, 

김두권, 최철희 등 2명의 조사보조원, 이화정, 허정욱, 김혜영, 신시내, 정경아 등 

5명이 참여하였다. 내용은도요지 별 위치, 실측자료및 사진자료가수록되어 있 

다. 면 수 280쪽, 발행 부수는 1000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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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용인의분묘문화 

용인시사총서 제 8권으로 2002년 2월 발행되었 

다. 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주관으로 조사된 

용인의 분묘문화는 그동안 경기도 지정 문화재나 

용인시 지정 향토유적을중심으로 조사되었던 한 

계를 벗어나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조성된 분묘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아느 정도 조선 

시대 분묘의 원형을유지하고 있는 분묘를대상으 

로실시하였다. 

본격적으로 분묘만을 대상으로 조사 수록된 자 

료는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조사 방법도 

기존에 출간된용인지역의 분묘관련문헌과현지의 탐문조사를통해 현장중심으 

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새로운 분묘유적들이 조사되었고, 기존의 잘못 기 

록되어 있는 자료를 정정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용인지역 전역에 산 

재해 있는분묘유적에 대한가치를확인할수 있을뿐 아니라전통 묘제연구의 필 

수적인기초자-료로서 그조사의의가컸다고할수 있다. 

이와 같이 분묘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문화사적으로 정 리한 것은 향토사 

학계에서는 처음 시도된 일로서 후에 ‘경기도 묘제 석조미술’ 의 간행과 연구조사 

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자료로서 일조했을 것이라는 데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것이다. 묶히 용인지역은한남정맥에 위치하고분지가많아에로부터 ‘생거 

진천사거용인’ 이라는말이 있는바와같이풍수 · 지리적으로도음텍과명당이 많 

다는데에 주목을 받아옹 지역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한양과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선시 대 사족이나 사대부 계층의 분묘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그 수가 많 

이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수록된분묘자료를읍면별로보면 기흥읍지역 22기, 수지읍 18기, 구성읍 9 

기 , 모현면 33기 , 양지면 14기 , 포독면 20기 , 원삼면 29기, 이동면 3〔)기 , 남사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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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용인시 구, 용인읍지역 3기 등 213기의 분묘가조사되었다. 조사에 투입된 인 

원은용인대학과 서울여자대학사학과학생 등 15명이다. 면수는 541쪽이며 발행 

부수는 1000부이다. 

35. 처인성 주변지역 지표조사 보고서 

용인시사자료 총서 제 11권으로 간행 된 책. 

2002년 용띤문화원에서 간행하였다. 1979 년부터 

용인문화원과 용인시사편찬위원회에는 용인지역 

에 남아 있는문화유적 전반에 대한기초조사의 필 

요성을제기하고각분야별로기초적인조사를실 

시하였다. 이 책은 그 중의 하나로 처인성에 대한 

시굴조사와 함께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사가 미 비 

했던 옛 처인부곡지역과 처인현의 관활구역으로 

여겨져 옹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게 된 

다. 이 지역에 대한 학술조사는 단순히 처인성만 

을 강조하았던 기존의 인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처인성을축조하였던 해당지역의 

역사와문햄에 대한보다정확한자료를확보하고자하는의미에서 본 지역에 대 

한조사가이루어졌다. 

이 조사는 차용걸 충북대학 교수를 비롯하여 명지대학교 박물관, 용인시사편찬 

의 상임위원 양정석, 백종오 경기도박물관학예사, 박연서 충북대학중원문화연구 

소 학예사뜯이 참여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은 남사면 봉무리지역, 전궁리, 창리, 통 

삼, 북리, 이-곡리, 완장리 지역, 이동면서리지역 등이 그조사대상지역으로서 토 

기, 자기류 등의 유물산포지 및 요업지 등이 조사되었다. 면수는- 260쪽 분량이며 

발행부수는 1000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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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용민의불교유적 

2001년 용인시사 자료 총서 제7집으로 발행된 

책. 그동안 용인의 향토사를 연구째 옹 사람들에 

의하여 산발적으로 용인지역의 불교유적 자료가 

부분적으로조사되어 왔으며, 유적의 현상설명에 

치중해 왔으나 본 자료조사는 전문기관에 의하여 

미 비한 내용을 보완하였다는 점 이 큰 성과로 손꼽 

힐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문헌의 기록이 부족하고 

현존하는유물들의 거의는명문이 없기 때문에 이 

와 같이 부족한 부분을 양식적인 고찰을 통해 편 

년을규명하는것은매우중요한일이다. 

이 조사자료에서는관내에산재하는불상의 현상과양식적인특징을아울러 조 

사함으로써 대략적으로편년을시도했다는점은높이 평가할수 있썼다. 

처음시도된용인시의불적조사는중앙승가대학교불교사연구소에서 이미 조사 

된 서봉사지 등 8개소를 제외하고 현존하는 사찰 3개소 사지 5개소, 보살입상, 보 

살상, 부도, 석탑등 20여점을조사대상으로하였고, 지명 조사를통〔해 4개소의 새 

로운 사지를 조사하고 이 에 수록하였다. 

조사된 유물에 대한 연대의 하한은 문화유산 발굴조사단이 정한 조사연대 하한 

인 18세기를 기준으로 하고 18세기 이전의 유물은 실측 등의 제반 조사를 실시하 

고 그 이후의 불교유적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문화부장혜자를비롯하여 22명의 대학전문인력이 투입 

되었다. 조사내용을보면, 불교유형문화재 5개소, 용인관내의 주요사찰 5개소, 사 

암지 11개소 뜯 21개소에 달하며 문헌에 나타나는 용인의 불교유적자료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발행처. 용인문화원, 발행부수 100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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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용인의마을의례 

2000년, 용인문화원에서 간행한 용인시사총서 

저]5권, 이 보고서는 용인 관내에서 마을 단위로 

행하여져 왔던 여러 공동체적 의례들을조사 연구 

하여 작성되었다. 이는 용인의 공동체적 원리와 

신앙이 무엇이었는가를살피기 뷔한하나의 기초 

자료에 해당한다. 지금은 많이 소멸되어 가고 있 

는실정이지만예전에는각개마을에서음력 10월 

상달과정월, 단오와칠석 등의 절기에따라공동 

체적 인 의례를 행함으로써 마을 거주민들 간의 응 

집력과정신적인 일체감을유지하며 마을의 안녕 

과다산과풍-요를위한공동체적인의례를행하였다. 

기본적으로는 마을 단위로 모셔져 왔던 산신제, 고목제, 서낭제, 우물제 등이 행 

하여 졌고, 꽁통체적인 놀이로서는 거북놀이나줄다리기 등의 다양한형태가 있었 

다. 특히 공동체적인 의례에는용인의 민속문화가다양하게 용해되어 있기 때문 

에 이들을통하여 다양한용인의 민속문화를엿볼수 있는것이다. 

조사대상 마을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지 않고 일단 용인의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하였다. 그러나용인의 마을의례도도시화와산업화의 급속한문화변 

동에 따라 쇠퇴하거나 소멸되는 경향이 두드러지지만, 일부는 전통문화를 재창출 

하여 쇠퇴하거나 소멸된 문화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는 경우도 었기는 하다. 이들 

중에서 대표적인마을의 제의와행사등은잘만하면읍면동의 축제나문화상품으 

로 개발할수 있는대상들이기도한데 죽전지구의 줄 보맥이 놀이와같은예가대 

표적이라할수있겠다, 

이에 조사 수록된 마을은 구 용인읍 지역에서는 운학동, 삼가동, 고림동, 김량장 

동등의 11개 지역, 수지구지역 2개소, 기흥지역의 구갈, 지곡, 농-서, 보라지역 등 

6개소, 구성 지역 5개소, 모현 지역 4개소, 포곡지역 8개소, 양지지역9개소, 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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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5개소, 이종지역 8개소, 원삼지역 6개소, 백암지역 3개소등이 조사되었다. 

면수는 284쪽, 발행부수는 1000부이다. 

38. 용인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재조명 

용인시사총서 제 9집 ,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 

리 중덕마을에 위치한 고려백자 요지(案址)는 

1930년 일본인 도자사학자 아사까와{漢川伯敎)에 

의하여 발견되었고, 1960년대에 정양모慢n良諸)에 

의하여 고려시대 초기의 요지임이 확인되면서 학 

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1980년대 호암미술관에 의하여 세 차례에 

걸쳐 발굴이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자기 발생과초 

기의 제작상황과관련된다양한사실이 밝혀졌다. 

이로써 유적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사적 

329호로지정되었다. 요지의 발굴은부분적으로이루어 졌다. 이 과정에서 유적의 

범위와건물지가확인되었으며 가무유구와퇴적층에 대한조사가실시되었다. 

이 책자는용인의 ‘고려백자요업지에 관한출토유물검토(전승찬호암미술관선 

임연구원)’ , ‘발굴 요적(쫓隨)을 통해 본 전축요(博藥쫓)의 운영시기 고찰(이종민, 

해강도자미술관)’, ‘라말려초 한국자요(韓國磁뚫)의 계열과 변천(최건, 해강도자 

미술관)’ , ‘자기 발생문제와 일본에서의 연구의 과거와 현재(기라후미오,吉良文 

男)’ 등 일본인학자와임사민, 김영미, 박순발, 김난옥등도자사전푼가들의 논고 

가수록되어있다. 

그리고총서 딸미에는 “한국도자사 연구에서 용인 서리백자요지의 위상” 이라 

는논제를놓고발표한학술대회 종합토론내용등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보 

고서는용인의 서리백자요업지에 관한도자사적인 의미를두고국내외의 학자들 

이 연구한결과불이라는점에서향토사적으로는매우귀중한자료라고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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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수는 206쪽 분량이며 삽도는 컬러 사진으로 하여 자기의 원평질감을 이해하도 

록 편집되어 있어 향후용인의 고려백자요지 연구의 참고자료로 매우유용한자료 

가되고있다. 

39. 용인의역사지리 

용인문화원에서 간행한용인시사총서 제6권. 

이 책은 현대판 여지승람, 혹은 인문지지서로서 

용인의 자띤과 인문환경 용인의 교통과 산업, 용 

인의 취락등에 관하여 현재의 실상과 역사유적 자 

료를 수록f찬 책이다. 이 책은 고려대학교 민족문 

화연구원 뚜관으로 조사 기술된 것으로 2000년 10 

월간행되었다. 

용인은 과거 한반도의 남부를 종관하는 영남대 

로상에 위치한곳으로흔히 한양으로통하는길목 

으로지칭꾀어 왔으며 이러한지리적 특성을배경 

으로삶의 터전을 일구어 온 고장이다. 이와같은국토의 공간상에서 용인이 지닌 

중요성은최근더욱증대하고 있는데 1970년대 이후급속한도시화산업화의 격랑 

속에서 수또권에 위치한용인의 역할이 계속증대하고 있는실정이다. 특히 서울 

이 란 대도시의 배후도시로서 주거 공간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고 따라서 교통의 수 

요와도시개발이라는변화과정에서 용인의 옛 자취는날로소멸되어가고 있는실 

정이다. 이 대로의 추세라면 머지않아 용인의 옛 모습은 역사속에 묻히게 될 것이 

라는것은필지의사실이다. 

따라서 이 책은 개발과 변화로 인하여 생성소멸 되고 있는 향토L의 정서를 문현상 

으로나마 정리 보존해야할 필요성에 의하여 부분적이기는하더라도용인이라는 

삶의 터전월요약정리한자료가될 것으로평가된다. 면수는 2€13쪽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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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용인처인성 

..... ‘--
용인시사총서 제 10권, 용인 처인성 시굴조사보 

고서 2002년 용인문화원에서 간행 한 책. 충북대 

학교 중원문화연구소에서 용역을 맡아 조사하였 

다. 처인성터에 대하여는 1998년 똥인시와 용인 

문화원 그리고 용인시사편찬위원회와 충북대학 

i 교 중원문화연구소에 의하여 지표쪼사가 이루어 
져 처인성에 대한 대략의 상황이 알려지게 되었 

다. 특히 용인의 옛성터(용인시사 흡서 제4권)에 

의하여 통일신라후기에 축성되었블 것으로 판단 

된 용인의 관방유적에 대하여 보다 더 정확한 학 

술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의 조사를 통하여 처인성의 학술적, 역사적 의 

미를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보고된자료이다. 

보고서 내용판 문헌고찰, 실측과 시굴, 지표조사, 시굴성과와 전망, 출토유물의 

실측자료등이 수록되어 있다. 

조사과정에서 고려시대의 코맹이 청제대도가 출토되었고 일단의 무구류 등 유 

물들이 확인되어 전투행위와관련된관방유적과관련성이 높다는사실이 재확인 

되었으며 특히 통일신라양식의 암막새와기와는매우우수한작품으로성내에 권 

위건축이 있었끊것이라는사실을뒷받침하기도한다. 특히 남문지에서 채집된목 

탄의 탄소연대렐측정한결과 1250년에서 60년이 늦은 1370년대까지의 연대를나 

타내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 시기는대략고려 고종말년과원종의 시기를거쳐 

공민왕시기까지 이른바원과의관계가밀접했던시기에불에탓을 가능성이 95% 

의 확률로 나타나는등의 자료가확보되기도 하였다. 면수는 244쪽 분량이며 발행 

부수는 1000부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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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용인의옛성터 

용인시사총서 제 4권, 처인성, 할미성, 보개산성 

지표조사보고서, 이 책은 1999년 용인문화원과 용 

인시사편찬위원회에서 공동 편찬한 것으로 조사 실 

무는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소장 박선주)에서 

맡았다. 조사대상지역은용인의 석성산과할미성, 

처인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998년 11월에 착수 

하여 1999년 2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r 전문적인 학술조사였던 만큼 이 방면 

에 대한조사경험이 풍부하고 내외에 객관적인 학 

술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사 · 연구기관을 물 

색하던 중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를 선정하였고 용인지역의 향토사연구 모 

임체에서 조사에 협조하는 형식을 갖추었다.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1. 조 

사경위, 2. 조사대상성터와조사범위, 3. 성들의 위치와주변환경, 4. 처인성, 할 

미성, 보개산성, 보개산 봉수터 등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와 83개의 실측도면, 210 

개의 사진 자료가수록되어 있다. 

이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석성산과 보개산 명칭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 

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두 성의 위치에 

대한 문헌또사가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점이 아쉽 

다. 면수는 316쪽, 발행부수는 1000부이다. 

42. 정몽쥐鄭夢周) 

2003년 6월 20일 용인문화원에서 발행한 포은문 

화제 홍보용 책자, 4· 6판. 용인문화원 포은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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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홍째구)에서 발행하였다. 총 면수는 92쪽분량으로홍순석과김성환이 

공펀한 것으로, 제 1장은 ‘포은 정몽주의 생 애’ 2장은 ‘포은 정몽푸의 사상과 학 

문’ , 제 3장은 ‘포은 정몽주의 유적’ 제 4장은 ‘포은 정몽주의 연보’ 등으로 나뒤 

어 편집되었다. 발행부수는 1000부로 2003년 6월 20일에 실시된 제 1회 포은문화 

제 전국학술대펙 (‘포은정몽주선생의 사상과학문’)를개최하고이에참석한내외 

인사들에게 배포하였다. 

43. 조선지지자료(朝蘇 地誌資*싸龍仁 · 陽智| · 竹山)

朝흙￥*삐훌철흩f뽕4 

용인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 

조선 지지자료(용인 · 양지 · 죽산면)의 영인본. 

2008년 4월에 간행되었다. 본래 필사본으로 된 

‘조선 지지자료’ 중에서 용인 · 양지 · 죽산등 용 

인에관계되는부분만따로발훼하여 엮은책으로 

이 자료는 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900년대 

초반의 지명자료이다. 본 책자의 서두에 기록된 

해제내용을원문대로이기한다. 
•~:itf'ζ”.,.소Jζ1ι:r;it:Rl'Jr 

“도서관에 있는 간단한 서지정보를 참고해 보 

면, ‘지지자료’는 임시토지조사국에서 편찬하였 

고, 경 성(京뼈에 서 발행한 것으로 간행 연대는 1919년(대 정 8)으로 되 어 있다. 

기재순서는 도(道)와 군(都)을 나누고 그 아래 항목을 나누었는데 종별(種別)/지 

명(地名)/비고(備考)로 구분하여 기록하였고, 패선(훨*없을 친 기록양식은 ‘지지자 

료’ 를 편찬하기 위하여 특별히 만든 것으로 보인다. 

종별댄重J.l!J)은 조사항목을 말하는 것으로 산 · 곡명(山 · 짝名), 야 · 평명웹 · t平

名), 천 · 계명이| · 漢名), 면명(面名), 동 · 리명.同 · 里名), 역 명(繹-名), 시장명(市 

場名), 주막명이西幕名), 보명(狀名), 령 · 치 · 현명(鎭 . ill총 • 씨見名), 보산명(土塵名), 

사찰명(츄종lj名), 고비 명(古陣名), 고적 명(古隨名) 등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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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종별은중앙에서 미리 정하여 하달한것으로보이며 용인편에 없는도 · 진 

명(週 · 律멍!)이나포구명이南口名) 등을모두합하면 21개 종 · 별씨 된다. 

본자료집에수록된종별만을보아도앞 · 뒤가바뀌거나없는경우도있는데 이 

는 용인이냐 양지, 죽산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또 언분(끓文) 칸에는 위 

칸에 있는한자지명을우리말로표기 하였으나비어 있는칸도많아서 우리말땅 

이름은모두알기 어렵다. 

r지지자료』는 2001년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 ‘내 고장 용인 地

名 t也誌에 수록되어 있는구한국시대의 지명지와거의같은내용을수록하고 있 

다. ‘내 고장용인지명 · 지지’ 에 설명된내용을보면 1910년 일제가강점한이후 

조선의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로 조사된 것으로 작성기잔을 대략 1910년 

부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 있기 이전의 2∼3년간으로보았다. 

‘지지자료’에 있는내용도종별의 순서나내용상한두 개의차이만있을뿐, 거 

의 같은것으로보아위의 ‘지명지’ 와같은시기에조사된것으포보인다. 간행년 

도는 1919년으로 되어 있지만 양지군과 죽산군이 독립된 행정구역을 이루고 있 

고, 면과리 · 동의 명칭은 1914년 행정구역 개면 이전의 것이 그대로조사수록되 

어 있다. 이를감안한다면 비록간행년도는 1919년 이라하더라도 1914년 이전에 

조사된 것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본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는 복사본을 영 인한 것으로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용인과양지를포함하고 행정구역 개편 이후용인에 편입된죽산의 

일부를 그대로 전재하여 수록하였다. 영인으로 인해 다소 인쇄상태가 미흡할지 모 

르나 연구자들에게는좋은자료가될 것임을확신한다.〈향토문화연구소장정양화〉 

44. 용인 시우회전집(詩友會全集) 

용인문화원 한시동호회(詩友會)의 작품을 모아 간행 한 책. 이 책은 소헌 김우진 

등 회원 8인과이기창(李起昌) 선생의 찬조시 등 111편의 시제폼題)에 따라 550여 

수의 7언 율시가수록되어 있으며 2005년 5월 간행되었다. 면수는 310쪽분량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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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제 2집 이 속간되 었다. 

편집 내용을 보면 홍재구 원장의 간행사를 비롯 

하여 본회 고문 김우진의 서문, 회장 김건중의 서 

문이 있고, 첫 장에는 “민족정신”갚 주제로 조병 

호, 정영재, 전우석, 이기창, 이병곽, 정양화등 6 

인의 연작시를 비롯하여 마지막 장에는 시우성펀 

장종(詩友成篇將終)이라는 주제로 김우진, 김건 

중, 조병호, 정영재, 전우석, 이병확, 정양화등 7 

인의 시가등재되어 있고후미에 정양화의 발문이 

있다. 

45. 전국한시백일장추모시집 

제1회 포은푼화제의 일환으로 실시된 전국한시 

백일장 추모 시집으로 2003년 12월 간행되었으며 

2003년 6월 21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포 

은 묘하에서 실시된 한시백일장 입선작 및 선외 작 

품을 모아 간행하였다. 면수는 195쪽 분량이며 서 

문에는홍재구 원장과한시협회 이사장 김우진의 

서문이 있고 장원작 1펀 차상과 차하로 뽑힌 작 5 

편, 참방 5편, 가작 22편, 선외 124편 , 찬조시 7편 

과 조병호의 발문이 게재되어 있다. 

rγγ---fl'‘ .........., 

이후이와같이 포은문화제의 일환으로매년실시된한시백일장당선작및 참가 

작을모은시집은 2009년분까지 총 6권이 속간되어 포은선생의 충절에 대한시작 

이 총 망라되었고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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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용센향토사료 항목목록 

2006년 12월 용인문화원 부설 향 

토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 ‘향토사 

료’를 항목별로 총정리한 책, 이 

책은 용인 f향토사 관련의 성과물 

57종의 단행본을 저본으로 기본항 

목을추출하여 정리한자료집이다. 

본래 이 사-업은 한국학 중앙연구 

원의 추진 사업인 ‘디지탈용인향 

용인문외원 ￥· 양호용악앤구소 

토대전’ 의 편찬을 위한 선행 과제를 수행하면서 비롯되었다. 선팽 과제에서 기본 

항목이 3천여항목으로제한되어 있었으나기왕에 정리한 1만여 깨의 기본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용인지역 향토사관련단행본이 295종이며논문과자료해제등이 

81종에달한다. 

편집내용달보면 ‘대분류’ ‘종분류’ ‘소분류’ 로되어있고, 대분류는 ‘삶의터전 

(자연과 지리), 삶의 내력(역새’ ‘삶의 자취(문화유산)”삶의 주최(성씨와 인물)’ 

‘삶의 틀(1. 정치와 사회. 2. 경제와 과혜’ ?삶의 내용(1 .종교, l. 문화와 예술)’ 

‘삶의 방식얘활가 민속)’ ‘삶의 이야기(구비전승과 어문학)’ 등으로 편집되어 있 

다. 국배판, 상철, 면수는 320쪽 분량이다. 발행부수 1천부. 

47. 용센 석성산봉쉬峰隨) 

이 보고서는 2009년 용인문화원에서 충주대학교에 의뢰하여 연구 작성된 ‘용인 

석성산봉수 정비 기본계획서’ 이다. 석성산봉수는처인구포콕띤 마성리 산78번 

지 일대에소재하며 규모는 200여 평이다. 이 산은일명 보개산으로불리는데 석 

성산동북쪽에 있으며속칭봉두라지라고한다. r동국여지승람」에 ‘동쪽으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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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rti 之山)에 응하고북쪽으로광주 천천현뽑川 

d맴)에 응한다.’ 고 하였고 r수원군 잡지」에 ‘용인 

의 석성산과 화성의 서봉산(樓鳳山)에 연결되어 

서울에 응한다’ 고도 하였다. 봉수健짧라고 하 

는 것은 전시 화광통신〔火光通f言) 수단의 일종으 

로서 봉健)은 햇불을, 수總)는 연기를 말한다.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송 · 수신(送受 

信) 하였다. 거화{;t§火)는 평시 무사한 때 정각 

徒刻)에 1거(-뼈, 적이 처음나타났을때 2거 

(=~§), 적이 국경에 근접하였을때 3거, 적이 국 

경을 침범하였을 때 4거 , 적과 접전하였을 때 5거하여 변방의 사정을 병조에 알렸 

다. 조선시대에는 전국에 약 620여 개소의 봉수지가 있었으며 각 개 터 에서 동서 5 

개 노선을 통하여 목벽산(남산)으로 송신하였다. 그 중 제 1노선은 함경, 강원, 양 

도에서 양주의 아차산을 거쳤고 제2노선은 경상도에서 광주의 천천현을 거치고 

제3 노선은평안도에서 제4 노선은펑안 황해 양도의 해안선봉으로 제5노선은충 

청 , 전라, 양주에서 양주의 개화산봉을거치게 되어있었다. 양지의 컨지산과용인 

의 석성산봉수는제2 노선의 직봉(直峰) 40개 처의 하나로시점빼騙은부산다대 

포의 노봉에서 시작되어 양산, 언양, 경주, 영천, 신영, 의흥, 의성, 안동, 예안, 영 

천, 봉화, 순흥, 풍기, 단양, 청풍, 충주, 음성, 죽산(망이산), 양지(건지샌, 용인(석 

성산), 광주(천림산)을 지나목벽산(남산)으로 연결, 송수신하게 되어 있었다. 

이 보고서는석성산봉수대의 복원에 대한세부적인 검토를통해 원형을복원하 

고 할미산성 등 기존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된 자 

료이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1. 현황조사 2. 석성산 봉수 현황 및 유사 사례의 분 

석, 3. 여건분석, 4. 기본구상및 지표설정, 5. 종합정비계획, 6; 사엽계획 순으로 

편집되어있다. 

말미의 부록 딴에는 ‘내지 봉수 정비 · 복원사례’ ‘봉수략재 ‘봉수용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와같이용인문화원에서는 2008년부터 석성산봉수의보존과활 

용에 대한장기쩍인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충주대학에 석성산봉수정비계획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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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였으며, 보고서에서는종합정비 추진체계와석성산 일원에 대한보호 · 관리 

등 종합적인 정비 기본 계획이 담겨 있다. 2009년 2월 발행되었고, 면수는 180쪽 

분량이며 렐행부수는 1000부이다. 

48. 역사문화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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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용인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에 

서 간행한 책 , 이 책은 한 · 중 · 일 연호 색인표를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내외 관직표, 조선시대의 관 

제(관제) 및 관직 해설, 역사용어 해설, 계촌법과호 

칭 법 , 근친간칭호법 , 연대조견표, 참고도감등을 

수록한책이다. 

특히 조선시대 동반과서반의 관직과관청별 직위 

와 직급 등을 상세 도표로 정리하였고, 연대조견표 

는 중국의 연호와 우리나라 삼국시대와의 연대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말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로부터 2043년대까지의 서기와단기연호를기재하였다. 면수는 138쪽 분량이다. 

용씬용희엄 향호운화연구소 

49. 용구문호H龍표文化), 계간지 

1984년 12월 31일 초간 된 향토문화 종합지 국판 60여 쪽 분량으로 매 분기 별로 

간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중간에 발행이 중단되는등우여곡절이 있었으며 모 원장 

때에는 편집내용이 시사지 성격으로 변질되어 간행된 책자가 폐기되는 경우도 있 

었으나 19Sl8년 지령 28호에 이르기까지 향토문화종합지로서 병맥을유지하고 있 

다. 1호로뿌터 28호에 이르기까지의 표지 그림은 용인 출생, 또는 용인과 연고가 

있는 역사적 인물의 초상화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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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는 관단, 논단, 논문, 논고를 비롯한 역 

사기행, 문화재 발굴, 교육, 문헌, 분묘, 지명, 내 

외 문화 통정, 민속놀이 등 다양한 소재가 수록되 

어 있다. 발행부수는 1천부 각 시 군을 비롯 관내 

각급 기관 단체에 배부되어 용인을 내외에 소개하 

고 알리는메시지 역할을해왔다. 

〈용구문화 끼간호(짧刊號) 총 목차〉 

『창간호」 -1!~84. 12. 6-

창간사 

축간사 

축간사 

〈학교순례〉 

강남사회복지학교 

태성중고등학교 

용인여자고등학교 

용인상엽고등학교 

생활로서의미꼴 

꽃을꽂는마음 

사진〈담음회〉 

내고장 민요〈모심기노래〉 

수필〈인간의 이해타산〉 

주부백일장장원작 

다례 

〈교육소식〉 용씬7위 인의 얼 계승교육 

〈문화재소개〉 랜오국사탑비 

문화원임직원맹단 

r제 2호」 - rnss. 3. 31-

청소년의해를맞아 

격려사 

칼럼 〈효〉 

... ~ 

문화원장 / 3 

용인군수 /4 

교육장 I 5 

6 

7 

8 

9 

이강수 I 10 

오민근/ 11 

김윤항 / 1딩 

장성훈 / lEi 

양승본 I 1E> 

고종우 I rn 
노석경 I rn 
교육청 I 22 

이인영 I 2딩 
27 

문화원장 / 4 

용인군수 I E> 

박재성/? 

:llJ 'fll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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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순례〉 

명지대학교 

송전농고 

〈용구문단〉 

수펼’내가좋아하는남자’ 

시’사랑하는마음’ 

꽃꽂이〈영지회〉 

r특집」인장고, ’호산인보를중심으로’ 

r역사속의 내 고향」 

옛문헌속의용인 

선사시대의문화 

3·1운동과용인 

향료;지리지 

r내 고장 빈-요」 베틀가 

역사인물·이단상편 

지명유래 ‘산쟁이’ ‘도깨비골’ ‘무량동’ 

r제 3호」 -- 1985. 6. 30-

경로효친의생활화 

청소년선도의길 

〈학교순례〉 

한국외국어대학교 

백암종합고등학교 

〈꽃꽂이〉 영지회 

〈용구문단〉 

수필내가좋아하는여자’ 

시 ’복지용인,용덕샤 

〈기 업순방〉 주식회사녹십자 

범죄 없는따을(구성면중리4리) 

터키참전비 

〈신간〉佳폈詩集 

〈내고장민요〉자장가 

〈집성촌〉 

〈지명유래〉 탁영봉, 좌전고개, 민재궁 

〈특집〉 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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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양승본 I 10 

박상돈 I 13 

오민근 I 14 

이인영 I 15 

홍순석 I 25 

정양화 I 27 

한시준 I 38 

박용익 I 42 

47 

48 

이인영 I 51 

양승완 /6 

BBS연맹 용인지부장홍재구 /9 

11 

13 

오민근 I 15 

용인상고안종식 I 16 

박상돈 I 19 

21 

24 

25 

송요중 I 26 

28 

태성교교강창희 I 29 

이인영 I 32 

향토문화연구위원 정양화 I 34 



석비문화의영욕 

『제 4호」 - 1Sl85. 9. 30-

한국청소년의 의식구조 소고 

〈용구문단〉 

〈시〉만추 

너 나둘이.365 

구월의창꽁 

무제 

1919년 이후 

〈수필〉가을의전언 

가을이띤생각하자 

저축글씻기 입선작동전이준보람 

〈꽃꽂이〉고전익향기 

로탱과생각하눈사람 

포토에세이 

〈학교순례〉 용인여자중학교 

〈기 업순방〉해동산업주식회사 

한국화전시회 

가로명창안의시말서 

오달제매화족 

개화기가사충꾼개 효친가 

옛날옛적에 

옛문헌속의 용인, 龍仁園亨小현、 

〈지명유래〉 풍턱에서 오신다는풍덕래 

〈역사인물〉 청백리 척약재 

「제 5호』 - Hl85. 12. 30-

한해를보내고-모한해를맞으며 

〈용구문단〉시. 연 

기도 

겨울꽃 

안압지 

겨울 

〈주부백일장장원작〉 엄마의 가정교육 

이인영 I 46 

김종두 I 7 

박상돈 /9 

이길호/ 10 

김학민 I 11 

임준규 I 12 

최희면 I 13 

안종식 I 14 

박상돈 I 17 

신갈국교6년 박미 현 I 21 

영지꽃꽂이 오민근 I 23 

이원석 I 24 

김윤항 I 28 

32 

33 

박종용 I 38 

이인영 I 39 

오정근 I 43 

45 

박민웅 I 48 

홍순석 I 52 

이인영 I 54 

최완강 I 56 

박상돈 I 7 

박상돈 I 12 

안재승/ 13 

이길호/ 14 

정태순/ 15 

입준규/ 16 

조매자 I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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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이 조국을 포곡초등학교 6학년 

아름다운꽃동산 신갈초등학교 6학년 

〈꽃꽂이〉첫눈오는날 

포도에세이 

〈학교순례〉 

경희대학교 

모현중학교 

〈탐방기〉 사은정 

타맥놀이 

〈옛 문헌속의 용인3)용인을 지나가는 도중에 

지명유래밖축골 

의인윤섬 

〈특집〉 할띠산성 

r제6호」 - 1986. 3. 31-

어린시절 

〈용구문단〉 시. 당신들이 무어라 일컴든 

빛깔 

제3의고독 

겨울이봄에게 

어느하루의의미 

서예소고 

〈꽃꽂이〉조션여인 

〈학교순례〉 용동중학교 

〈연수원탐방〉 흥국생명 연수원 

참우정 

〈특집〉 3· 1운동실상 

만주에서 독립운동전개한 김 혁 

백 진 I 19 

이현경 I 21 

오민근 I 24 

긴윤항 I 25 

29 

32 

조윤원 I 35 

하주성 I 37 

홍순석 I 41 

이인영 I 44 

이인영 I 46 

정양화 I 47 

박상돈 /6 

유 영 /9 
안재승 I 11 

박상돈 I 12 

이길호 I 13 

임준규 I 14 

김통해 I 17 

오민근 I 19 

20 

24 

박민웅 I 26 

이용락 I 29 

34 

교육사업과독립운동에일생을바친여준 36 

〈민속놀이〉 지 경닫기 하주성 I 38 
〈내 고장 민요〉 모심기노래, 논매기 노래, 애벌매기 노래, 김매기 노래 

몰노래 

〈옛 문헌속의 용인 4 ) 양벽정기 

〈용인금석문자료 1 ) 유복립정려기 

〈지명유래〉 비성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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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홍순석 I 46 

홍순석 I 49 

이인영 I 51 



〈역사인물〉 조선명신 이 자 

『제 7호」 -19186. 6. 30-
용인소년소녀에게 

〈용구문단〉 시. 겨울바다 

아카시아 

모교여름스케치 

원점인생 

무명용사에게 

오월어느날 

김량천 

제 1회 용구문화제를성황리에 개최 

제 1회 용구문폐제 이모저모 

내가본용구분화제 

〈꽃꽂이〉유월의신부 

소녀의꿈 

〈학교순례〉 문정중학교 

대한유도대학 

〈특집〉 언론계의 선각자 석농 유근 

〈민속놀이〉지신밟기 

〈옛문헌속의 장인 5) 南歸紀行

〈지명유래〉학일외 2 

r제 8호」 - 1986. 9. 30-

청소년 지도문제를 생각해 본다 

〈용구문단〉 수필. 내고향 9월은 

시. 신은별을키워야했다 

가을소묘 

새 

꽃의인사 

느江느산 
l..!.,_ - 'L- 1!U 

〈용인군 저축 글짓기 공모작〉 

초등부 최우수작, 맹그랑 맹그랑 

중등부 최우수작, 희망의 통장 

〈새마을문고주최 제 1회 우수독후감모집 작〉 

이인영 I 52 

박상돈 /6 

박준규 I 13 

이길호/ 14 

정수자 I 15 

김학민/ 16 

최희면/ 17 

박상돈 I 18 

장명국/ 19 
20 

23 

노영득 I 29 

오민근 I 31 

정은영 I 32 

33 

35 

박용익 I 38 

하주성 I 43 

홍순석 I 51 

정양화 I 55 

정필영 /7 

이향이 I 10 

노영미 I 12 

박상돈 I 13 

박준규 I 14 

이길호 I 15 

김학민 I 16 

기흥국교 4 이정희 I 17 

백암고교 1 백승각 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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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당선작· 양지국교새마을어머니회 

〈꽃꽂이〉 

〈학교순례〉 원삼중학교 

〈특집〉 언론계의 선각자 유근(하) 

부아산과비류,그리고삼각점 

한국의 이상적인 선비 십청헌 김세필 

용인은초기 백제의 고읍이다 

〈옛문헌속의용인 6) 

〈용인금석유문자료 3) 남곡기 

r제 9호」 - 1986. 12. 31-

미술사생 실기교육의 중요성 

〈용구문단〉 수펼. 한 해를 돌아보며 

시.오늘은 

나 

겨울뿌리 

만남 

손영숙 / 22 

오민근 / 25 

26 

박용익 / 27 

이진호/ 33 

최희면 / 37 

이인영 / 41 

홍순석 / 56 

홍순석/ 58 

이상학/ 7 

박상돈 /9 

이갈호/ 13 

노영미/ 14 

임준규/ 15 

박상돈/ 16 

용인문화원푸최제1회 경로효친사상선양글짓기 대회 

공모작최우수작경로우대증 

제 11회 주부백 일장 최우수작 가을 

제 1회 청소년백일장최우수작하얀토끼 

〈꽃꽂이〉 

〈학교순례〉 남사중학교 

〈연수원탐벙〉 대한지적기술연수원 

〈지 명유래〉 

〈민속놀이〉 재돋웅 

〈특집〉 언론계의 선각자석농유근 

〈옛문헌속돼용인 7 ) 

〈용인금석 유문자료 4) 

r제 10호」 - 1987. 3. 31-

향토문화총서 발간사업, 

〈용구문단〉 수필, 후회 

시 , 약속을위하여 

새벽마다 

봄의문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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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국교 5 정승교 / 18 

기홍읍상락리 최순순 / 20 

서룡국교 4 신동선/ 22 

오민근/ 28 

24 

29 

정양화/ 31 

하주성/ 33 

박용익 / 39 

홍순석/ 44 

홍순석/ 45 

문화원사무국장이응준/ 7 

박상돈 /9 

노영미 / 14 

임준규/ 16 

이길호/ 17 



〈꽃꽂이〉 춘삼원 

〈마을지 1) 서리 

목련 

소한외 1편 

분재와우리생활 

〈특집〉 용인의 민요, 속요를중심으로 

〈옛 문헌속의 용인 8) 용인을 지나며 

〈용인금석유문자료 5) 심곡서원강당기 

r제 11호」 - 1!987, 6, 30-

박상돈 I 18 

유혜경 I 19 

신영희 I 21 

오민근 I 22 

이인영 I 23 

하주성 I 29 

홍순석 I 47 

홍순석 I 48 

조선백자의이해 

〈용구문단〉 수펼. 편지 

시 .6월에 

그대의이름은 

무제외 1편 

신록 

호암미슬관학술연구실장김재열 I 7 

박상돈 I 10 

노영미 I 18 

이길호 I 19 

유혜경 I 22 

임준규 I 24 

서예감상.춘경 

삼미인곡 

일사일고(-事一考) 

〈꽃꽂이〉 꿈속위환상 

〈마을지〉 보정리 

〈특집〉 지방문화의 활성화는가능한가? 

〈옛 문헌속의 용인 9 ) 정암선생 사당에서 

〈용인금석유문자료 6) 증 참판 이공 정려기 

용인문화재 및 향토유적 현황 

『제 12호」 - 11987. 10. 31-

공자사상의재조 

용인군지를집필하고얻은것들 

〈용구문단〉 수필. 가을, 그리고 한권의 책 

시.그리움 

비오는날 

가을저녁 

내가본땅굴 

〈일사일고〉 同令夫A 

〈꽃꽂이〉 가을 

용문서예학원장 김춘자 I 25 

용인서예학원장 이경훈 I 26 

애향즉애국 박필통 I 27 

안창진 I 29 

이인영 I 30 

하주성 I 34 

홍순석 I 39 

홍순석 I 38 

편집실 I 45 

명지대학교교수김위현 / 6 

지적기술연구원 이진호 / 10 

박상돈 I 14 

임준규 / 18 

박상돈 I 18 

이길호 I 21 

수정초등학교장유치현 I 22 

석 강 I 28 

이정미 I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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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우리나라미술의 특정 (1) 

〈옛 문헌속의 용인 10)극기 의 이야기를 듣고서 

〈용인금석유문자료 7) 양지현 중수동헌기 

김재멸 I 32 

홍순석 I 36 

홍순석 I 37 

제 17회 용-인군의 날, 제2회 용구문화제 소식 43 

r저U3호J - 1987. 12. 31-

용인만명 

〈용구문단〉 수펼. 함박골의 봄 

시.아내 

무용지대 

〈일사일고〉 금과김 

〈꽃꽂이〉 봄 

〈서 예〉 題흉뼈의 爭座位뼈 

구흔례의절차 

〈특집〉 우리나라 미술의 특정(2) 

〈옛 문헌속의 용인 11) 

용구 별장으로 떠나는 이석지에게 

〈용인금석유문자료 8 . 9) 사은정기 

명지대학교 인문대학교수 신천식 /7 
김미숙 I 14 

박상관 I 16 

이길호 / 17 

석 강 I 18 

오민단 I 21 

김주익 I 22 

편집실 I 23 

김재열 I 32 

중수사은정기 

홍순석 I 32 

홍순석 I 33 

홍순석 I 36 

〈용인문화원주최 제2회 청소년 백일장최우수작〉 

사랑의코스모스 

작은애국에서 

힘든생활의보람 

백암초등학교 6 문아영 I 40 

신갈중학교 2 정희자 I 42 

송전농업고등학교 2 원예과 한현미 I 44 

〈용인군주최 학생 저축글짓기 최우수작〉 

우리집의저금통 용인초등학교 6, 홍설하 I 48 

용인여자고등학교 2, 김세미 I so 근검절약 

r제 14호」| - 1988. 3. 31-

용인의도로발달사 

〈용구문단〉 수필. 의무 

겨울종점 

시.산을오르면 

기다림 

〈일사일고〉 맹세 

〈꽃꽂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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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연수원교수리진호 I 7 

금병덕 I 11 

정 민 I 13 

이길호/ 16 

박상돈 I 17 

석 강 I 18 

오민근- I 20 



청소년을위한시조풀이 

〈특집〉 용인서리 고려백자요 발굴개요 

〈세시풍속〉 산정동줄다리기 

김치박물관 

궁도 

〈옛 문헌속의 용인 12) 양지현 시뱃가에 쉬며 

〈용인금석문자효 10) 순홍안씨정려기 

편집실 I 21 

김재열 I 23 

이상학 I 33 

편집실 I 39 

편집실 I 40 

홍순석 I 42 

홍순석 I 43 

애주가를위한꾀학상식 

『저1115호」 - 1.088. 6. 30-

〈우리 고장의 맹소〉 한국민속촌 

〈용구문단〉 시 . 바다 

아버님의 4 . 19 

45 

홍성학 I 7 

박상돈 I 24 

김지태 I 26 

〈용인군주최 학생저축글짓기대회 입상작〉 

최우수 ; 나익 손은빈손이 아닙니다 백암종고김옥수 I 27 

신갈중학교2 박미현 I 29 

용천국교 6 박경란 I 32 

석 강 I 34 

오민근 I 37 

I 38 

I 42 

우수작 · 나라발전의힘 

우수작 ; 목좌일 

〈일사일고〉 오웰의 망언 

〈꽃꽂이〉 연꽃 

금연꽃꽂이 전시 작품 중에서 

〈특집〉 용인이씨 원류 1 

〈옛 문헌속의 용인 12) 심곡서원에 걸린 현판의 운을따라 홍순석 I 51 

홍순석 I 52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이응준 I 55 
I 57 

〈용인금석유문차료 11) 남곡재 중건기 

용인군문예회관건립에 거는기대 

제3회용구문화제계획 

『제 16호」 - 1988. 10. 31-

사람의근본행위는효이다 

〈용구문단〉 시, 가을펀지 

〈일사일고〉 화마 

〈꽃꽂이〉 사랑 

遭뽕漫筆〉 其1 - -黃帝內쟁 

〈건강교실〉 고기 많이 먹는다고 오래살까? 

알아두면 면리한생활지혜 

〈특집〉 용인이씨의 원류 2 

〈학교순례〉 루터신학교 

명지대학교교수김위현 I 7 

박상돈 I 11 

석 강 I 13 

오민근 I rn 
운콕김동명 I 17 

I 20 

I 22 

I 23 

I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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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클소개〉 용구향토연구회 I 29 

주영 서리꽁사이한응의 중립북방안과그의 자결에 대한박상식의 인식 

명지대학교교수신천식 I 31 

〈독점발굴〉 만주 · 연해주등지에서 독립운동한우송김만제(玄濟)지사 

김성근 I 37 

〈잊혀져가는인물〉 심관섭 · 안병춘 

〈옛 문헌속의 용인 14) 제영 

〈용인금석유문자료〉 정한용효자비각 

〈우리의 유산〉 활과화살 

성화봉송맛이 문화축제, 제3회 용구문화제 

r제 17호」 - 1989. 1. 31-

〈논단〉한국농악가락구성과용인지역 가락의 특징 

〈용구문단〉 시. 바람연가 

수필.가을수상 

〈일사일고〉동서남북 

서예를하고싶은초보자들을위한소고 

한시감상 

〈醫뽕漫筆〉 其2 - -神農本草經

〈특집〉 용띤이씨 원류 (3) 

농가월령 7}(1) 

〈옛 문헌속의 용인 15) 정포은을 기 리 며 

〈용인금석유문 자료 13) 충렬서원강당기 

오늘의일콘 

용인문화원 89년도문화행사계획 

용인문화원 88년도 사업실적 

r제 18호」 - 1989. 4. 28-

문화와음석 

〈용구문단〉 시. 살아있는 날들에의 찬가 

〈꽃꽂이> 5월의신 

〈일사일고〉 옛날이야기 

명심보감강좌{1) 

〈의창만명〉 其3 傷寒論과 金?要略

〈특집〉 용인이씨의 원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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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44 

홍순석 I 45 

홍순석 I 46 

I 50 

I 53 

김원똥 I 7 

박상돈 I 19 

박상돈 I 20 

석 강 I 22 

원창식 I 25 

원창식 I 28 

운콕김동명 I 29 

I 31 

I 33 

홍순석 I 38 

홍순석 I 39 

I 43 

I 52 

I 54 

최희면 /7 

박상돈 I 10 

영지회용인시지부 I 12 

석 강 I 13 

원창식 I 16 

김통명 I 19 

I 25 



농가월평가(2) 

〈옛문헌속의 용 인 16) 심곡서원에 배알하며 

〈용인금석유문자료〉 읍취헌 박은묘표 

용인 3· l운동 및 독립항쟁기념탑건립 추진위원회결성 

「제 19호」 - 1989. 7. 31-

민속연구에부쳐 

〈용구문단〉 수필, 오년 후의 용인 

사.풀화살 

삶 

바람 

〈일사일고〉 활까와 인쇄 

명심보감강좌{2) 

〈의창만필〉 其 4病名別治法

〈특집〉 용인이씨의 원류(5) 

독립지사오광선장군소고 

〈용인금석유문자료비 2) 이완묘갈 

제70회전국체전 경축문화행사 및 제4회 용구문화제행사계획 

서예감상 

r제 20호」 - 1989. 10. 31-

용인민속연구(1) 수수께끼 

〈용구문단〉 시. 여심 

환경정리 

〈특집〉 남북언어의 이질화 

〈일사일고〉회고 

용인문화재발끓소식 · ·유운리,마성리지석 

〈마을지〉 마북례 

용인군수취임사 

용인의병및독립운동기념탑성금기탁자명단 

r제 21호」 - 1990. 1. 30-

〈특집〉 용인의 시가비 순례 

〈용구문단〉 시. 친구에게 

피아노교실 1 , 2 

/ 33 

홍순석 / 37 

홍순석 /3딩 

/ 4Ei 

김원룡 /8 

박상돈/ 12 

박상돈/ 15 

황범주 / 17 

임준규/ 1딩 

석 강 I rn 
원창식/ 22 

김동명 / 25 

/ 29 

이종구/ 31 

홍순석 / 39 

/ 41 

이규빈 

금병윤 /8 

재영 / 17 

정구철/ 19 
정삼우/ 2E) 

석 강/ 20 

/ 44 

이인영 / 46 

/ 54 

/ 57 

/? 
박상돈/ 1딩 

장영옥/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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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문.아름답고귀한것 

〈제 12회 주-부백일장우수작〉 떠 나신 후에 

〈일사일고〉생일축하 

〈의창만평〉 醫學三字經

〈특별기고〉 영동지방의 새로운 의병활동발글 

향토우적 순례 · 사은정유래사기 

용인지방의 민속자료발굴 · 백발한탄가 

용인의병항쟁 및 둑립운동기념탑건립 성금기탁자명단 

용인문화원 1990년도 문화행사계획 

r제 22호」 - 1991. 1. 30-

〈용구문화칼럼〉 사회변화와적을자세 

〈특집〉 1 향토인물발굴 

70년만에찾은항일애국지사정철화선생 

애국열사남정각선생 

〈특집〉 2 향토문화연구, 용인의 지 명 연구때) 

〈용구문단〉 시. 나의 길 

겨울노래 

그해여름 

절망하는하루 

바보가된 사람은사랑할수 있다 

봄에쓴편지 

마지막슬픔을위하여외1 

친구에게(2) 

풀피리 

수필. 가르치며 생각하며 

제 21회 전국통일문예작품현상공모금상(통일원장관생 

화해의악수 

용인군교흙청주최 경로효친글짓기대회 최우수상 

함박눈에서보슬비로 

제 13회 주부글지기 대회 입선작 

고향 

고향 

내 고향 

내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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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I 19 

정혜경 I 29 

석 강 I 31 

김동명 I 35 

이진호 I 38 

I 47 

이인영 I 51 

I 53 

I 58 

박헌철 I 10 

최희면 I 13 

최희면 I 14 

금병윤 I 17 

박상돈 I 41 

장영옥 I 42 

장영옥 I 43 

김종경 I 44 

김종경 I 45 

이종대 I 47 

장영욱 I 48 

박상돈 I 49 

서명금 I so 
장삼우 I 51 

김선미 I 54 

김상경 I 57 

이미숙 I 59 

조정남 I 61 

윤용숙 I 62 

박성덕 I 63 



고향 

〈특집〉 용구문화창간호(1∼21호) 총목차 

용인지방의 민속자료발굴-목살경 

용인의 인물 · 의정원 의원 오의선지사 

약천남구만과비따담 

〈일사일고〉 부패와뷔페 

〈의창만필〉 사상의학(四象醫學) 

서정 3세대탄생을보고 

용인문화원 1991년도문화행사계획 

〈사발통문〉 

용인의병항쟁 및 독림운동기념탑비 성금기탁자 명단 

『제 23호」 -1991. 12. 30-

용구칼럼·오늘의노인상 

〈용구논단〉 고려시대의 도자기 

우리나라의보훈제도 

용인의교통문제 

〈살며생각하며〉 

부모가 보는 교육문제(용인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위원에게들어보는한마디 

쌀수입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에 즈음하여 

〈향토유적발굴〉 擔萬公洪혈禮 

〈용인의 민속〉 한터동핵놀이 

〈용구문단〉 수 펼. 이 별 

행복 

여자의위치 

시.울릉도 

삶 

새는 

맨
 

고
 햄

 
、
이
 

따
경
 
협
 

은
 
진
 
다
 

새
 
픔
 
을
 
바
 

촌
 

산
 
슬
 
가
 
밤
 
달
 
강
 

김진순 I 65 

I 67 

금병윤 I 81 

이인영 I 83 

이인영 I 86 

석 강 I 90 

김동명 I 93 

금병윤 I 98 

I 100 

I 102 

I 111 

백우현 I 12 

김재열 I 14 

오현준 I 27 

유재근 I 43 

홍종우 I 47 

송재권 I so 
이용구 I 52 

박용익 I 56 

편집실 I 59 

조항석 I 66 

염영애 I 69 

신수희 I 70 

박상돈 I 8'7 

박상돈 I 88 

김종경 I 89 

홍사국 I 90 

김종경 I 91 

김종경 I 91 

임준규 I 9:3 

정필영 I 94 

서정일 I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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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놀던옛고향 

그리움 

λ서 
。

친정(제 14회 주부백일장 최우수상) 

아픔의잉태 

짚단속에숨은말더듬이 

가을에 

아어느새 

동시.인간 

〈제4회 주부백일장입상작〉 

친정 

내마음의작은뜨락 

친정어머니 회갑잔치 

부끄럽지 않은 엄마의 모습 

〈통일문예작품 현상공모 입선작〉 

산까치의여행 

큰아버지 

〈내 고장옛이야기〉돌무데기 전설 1· 2 

효자와명의 

〈용구산책〉 소인극경연대회를마치고 

용인탁구-동호회 

용인산악 동호회 운학산을 가다 

인성합창단창단동기 및 약사 

〈용구인물〉 문화원 사랑방에서 현역대령이 론어강의 

농촌을지키는요즘사람권오성 

〈용인관내소식〉 

경기도용인군도의원소개 

용인군의회현황 

용인발전에 일익을담당하는용인축산업협동조합 

용인군 남사 · 이동면 1991년 7월 집중호우수해복구현황 

용인군군립도서관신축개황 

기흥읍민체육대회 

용인문화상시상 

〈문화원소식〉 

용인지지총람출판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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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덕 I 96 

박성덕 I 97 

윤공보 I 98 

박수자 I 99 

장성규/ 100 

정희영 I 101 

임미자/ 102 

유선희/ 103 

이기천/ 104 

최순영 I 72 

정혜경 I 73 

정동숙 I 75 

홍종우 I 80 

김영란 I 83 

이승조 I 85 

홍순석 I 105 

홍순석 I 106 

남기형 I 108 

I 108 

이재학/ 110 

차금환/ 113 

편집실 I 116 

편집실 I 119 

I 120 

I 121 

I 128 

I 132 

I 134 

I 135 

I 138 

I 141 



청소년 대상문화강좌 I 141 

제 14회 주부백 일장 I 142 

경로효친 효도관광 I 144 

제8회 피아노겸연대회 I 144 

10월 문화의 달 행사 I 145 

제8회 영어말하기대회 I 147 

미술사생대회 · 경로효친글짓기대회 · 주부백일장 , 입상지시상 I 148 

모현중학교 취타대에 의상비 지원 I 158 

용인무노하원 기구표 I 152 

r제 24호」 - 1!992. 12. 30-

용인군의꽃 

〈특집)21세기를향한지역문화원존립의 향토사적 의미 

국역용인군읍지 

내가본 UR축산 

〈내 고향소식〉 

김량장유래비 건립에 대하여 

자랑스런내고향 

우리고장의새로운발견 

용인의교통정책과전망 

문화발전은우리의의무 

92년 용엔군향토유적 지정문화재 

외길인생 40년 이승재옹 

〈교육현장〉 

바른가지관을가지고바르게 가르치자 

왜 용인의 학생들이 타지역으로유학하는가? 

교육위원송재권씨를찾아서 

〈본원소식〉 

문화원행사이모저모 

용인문화원을이꿀어가는문화원가족 

(20세기 역사기행〉 700년만의 만남 · 몽골의 이모저모 

〈나도한마디〉 

인사잘랴는사람이 되되자 

자기분수를알자 

용인군사회체육이 발전하려면 

이원석 I 23 

이상학 / 18 

홍순석 I 30 

유한무 I 38 

김지태 I 36 

권순인 I 52 

서은주 I 94 

남덕희 I 102 

정윤준/ 103 

I 119 

I 60 

I 24 

황종락 I 104 

I 44 

I 112 

I 116 

장성규 I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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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개선에 대한논고 

〈용구문예란〉 

시 

산문 

수필 

사진 

미술 

서예 

〈자유기고〉 

여성의사회참여 

동봉주 

방팡시인김삿갓 

국산품 이용만이 우리의 살길 

지역풍물의올바른자리메김을위하여 

여성의지위 

명가의가훈 

한국인의의자문 

막힌 곳은뚫고 꺾 인 곳은 바로잡아야 

내일을여는사람들 

장애인으로홀로서기 

바람빠진풍선 

우3르과이 라운드에 대처하는 방안 

r제 26호J - 1996. 6. 31-

사진으로본문화원소식 

청춘예찬예서 

〈용구마당〉 원주대통굿 

용인명륜학교일기 

장명등 

논어에서 배우는지혜 

서천리두레싸움 

용인문화예술의현장에서 

기행문 

〈학교탐방〉 남사중학교 (송장섭) 

〈용구문단〉 시. 7월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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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숙 I 91 

I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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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84 

I 88 

I 89 

신수희 I 28 

권오수 I 42 

강명윤 I 48 

김은미 I 54 

강 희 I 62 

임미선 I 95 

조항래 I 97 

정기선 I 98 

이광열 I 105 

신창호 I 106 

박창서 I 108 

이은남 I 109 

류강희 I 92 

I 7 
I 12 

유성관 I 15 

이종구 I 19 

이인영 I 28 

최희핀 I 33 

편집싣 I 37 

이상학 I 42 

송재권 I 47 

I 58 

박상돈 I 67 



고
 
。

농부는화가여 

수펼. 5일장 

새벽길을가르며 

수학여행을다녀와서 

r제 27호」 - 1997. 12. 31-

사진으로보는용인의행사이모저모 

논어에서 배우는삶의 지혜 

〈용구논단〉 

조선시대 읍호강등 및 혁읍제도에 관하여 

처인성 푼화유적의 보존과활용 

한국사회 문제와교육의 방향 

〈향토문화〉 

영험사부도 

용인명련학교일기주해 

논운의끈경가와낙치가 

〈해외시찰기〉 

일본생애학습센타와공민관시찰을마치고 

〈용인문화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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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인협회 용인지부창립 

한국국악협회 용인지부창립 

삶의지혜 

〈용구문단〉 

초대시 · 다시태어나리 

공백을바라보며외4편 

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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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겔러리〉 원색화보, 이상학, 변해익, 심욱섭, 오성만, 우종돼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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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호」 - 199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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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문화대학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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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여성의 역할 조창연 I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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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 · 새이야기 박상덕 / 119 

용인향토희-교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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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용인문호H龍仁文化), 계간지 

지령 28호까지 속간되었던 ‘용구문화’가문화원의 예산부족등의 사유로 1999 

년 1월 간행을 끝으로 일시 간행이 중단되어 왔다. 그 후 문화원 원사가용인시청 

문화예술원으로이전되고다시 문화원이 안정적인틀로자리가잡히자그동안중 

단되었던 향토문화의 움직임과 향토사료의 기록물로서의 구실을 하던 문화원 소 

식지가재 발행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종래 용인문화의 이니셜로 사용되된 “용구(龍묘)”의 명칭이 배제되면서 

좀 더 용인과직접적인 관련 제호로 바뀌게 된다. 

또한판형도종전의문고판에서 국배판으로변형되었고, 지질또한종전의 모조 

지에서 백상지로 바뀌었다. 2009년 말 현재 VOL, 10까지 속간되고 있는데 삽도 역 

시 올 컬러 화보로 장식되어 시각적으로도 발전된 편집체제를 보이고 있다. 면수 

는 대략 70∼80쪽 분량이다. 

〈용인문화끼간호총목차〉 

「용인문화」 창간호 2005, 겨울 

발간사 

권두시 · 용인의푸른숨소리 

〈특집〉 - 용인문화원의새 터전 

홍재구 /3 

이 경 /4 
I Ei 

제3회 포은문화제 I 12 
〈기 획〉 · 칼럼, 문화판의 불통과 소통 정수자 I rn 

지명유래 · 김량의유래 정양화 I 22 
용인의 최고를찾아떠나는여행 · 백봉교회 우상표 I 28 

에세이 · 혼자떠나는 길 박수자 I 31 

정겨운이웃 · 생명을키우는사람 정영자 I 34 

지역문화인소개 ·극단개벽한원식대표인터뷰 김장환 I 36 

용인의 명가 · 나주정씨 정창진 I 43 

〈문화〉 · 문화한마당 · 제3회포은문화제 한시백일장, 어린이 백일장 I 47 
〈향토사료〉 

지역문화재 · 용덕사 I 52 

역사속의용언·수여선 김태근 I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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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 구비전승 · 재치있는신랑 I 61 

문화체첩 탐방기 · 양지향교 홍순석 I 62 
〈문화학교〉 I 66 

문화원 주요행사 I 70 

『용인문화」VOL2, 2006 여름호 

〈신임의변〉 지역문화문화원의발전을위한구상 박환신 /4 

〈특집〉 -백남준용인에오다 김장첼 /6 

포은문화제의상징 · 천장행렬 정양화 I 14 

〈기획〉 - 에세이 · 해탈차 조선희 I 22 
용인돼 최고를찾아떠나는여행 · 태성고등학교 김태근 I 25 

지역분화인소개 · 인간문화재 이형렬선생 김장환 I 30 
용인익 명가 · 용인이씨 이규상 I 38 

〈향토사료〉 

지역분화재 · 백련암 이종구 I 44 

용인익 맛 기행 · 백암순대 전자영 I 48 

문화체험탐방기 · 저헌 이석형선생의 유적을찾아서 홍순석 /50 

문화원주요행사 I 54 

「용인문화」VOL 3 2006 겨울호 

〈신임의 변〉 - 시민감동문화복지 행정구현 이만쭈 /4 

〈에세이〉 - 나의두번째남자 정인자 /6 

〈특집〉 - 앨본가라쓰시문치하키야마축제 홍순석 /8 

용구문화예술제 정양화 I 14 

〈기획〉 - 지역인물 · 농촌발전의 선각자강태국 이종구 I 21 

용인최고를찾아 · 백암양조장 김태근 I 24 

지역문화인 · 차용성, 차진복부자 김장환 I 28 

용인꾀산수이야기조비산 이제학 I 35 

〈문화마당〉 

용임문화진단 · 용인의 지역축제를바라보는시민의 바램 한미선 I 38 

〈향토사료〉 

문화딴체 탐방기 · 용인문학회 한미선 I 38 

용인씌 맛기행 원대구뿔찜 전자영 I 46 

문화체험탐방기 · 사은정과 이자선생 고택을 찾아서 홍순석 I 48 

〈문화가족〉 서양화교실 · 내속의또다른나를찾아 이경성 I 52 

〈소식〉 문화원 주요행사 주인자 I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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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용인문화」VOL 4 2007 여름호 

신임의 변 · 선임문화원장 인터뷰 

〈특집〉 . 1 

내 마음속띄 용인/아버지의 발 

혈죽과아버지 

용인이살맛나는것은 

내가사는용인 

〈특집〉 · 2 

제5회 포은문화제 추모제례 

〈기 획〉 · 에세이 , 나의 그 가벼움 

용인최고를- 찾아서/10(〕년전 용인에 세워진 근대학교 

지역문화얀/무형문화재 박상옥선생 인터뷰 

강화도유적답사를다녀와서 

전통문화찾기/우리나라의 전통정원과자연친화사상 

옛 추억 속의 용인 · 쪽비산(鳥飛山) 

〈특별기획〉 - 거석문화탐방 

이종구 / 4 

권은혜 I 6 

송혜경 I 10 

박영순 I 14 

최영종 I 17 

정양화 / 20 
정영자 I 24 

김태근 I 25 

김장환 / 28 

진 숙 I 34 

김장환 / 2:8 

정양화 / 51 

숨 쉬는 선사시대 유적 · 고인돌과 선돌 이은주 I 52 

〈향토사료〉 · 문화체험 탐방기/남양홍씨 시정공무관묘역 홍순석 I e;o 
〈소식〉 • 문화원 주요행사 주인자 I 614 

r용인문화」VOL 5 2007 걱울호 

〈용인과시〉 ” 귀가 

권두언 

신임의 변 · 검장환신임 문화원사무국장 인터뷰 

〈기획〉 · 에세이/석성산에 오르다 

용인최고를 찾아서/용인라이프 

지역문화인 , 용인문화원 합창단 인터뷰 

안동 · 영주-답사기 

〈특별기획〉 

이동면 서래 백자요지에 대하여 

용인의 여성인물조명 · 

〈향토사료〉 

지역문화/조선최고의 개혁정치가조광조 

추억속의 똥인/ 어비리의 옛 모습 · 

문화체험팀-방기/수지구 고기동 이종무장군 묘 

〈소식〉 · 문화원 주요행사 

한창의 I 2 

이종민 I 3 

이종구 I 4 

박연숙 I 6 

김태근 I 8 

김장환 I 13 

진 숙 I 2:0 

이을영 I 2:8 

김장환 I 32 

김제정 I 40 

정양화 I 48 

홍순석 I 5;0 

주인자 / 5i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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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용인문화」VOL 6. 2008 여름호 
용인과 시 · 철원탐승유감 

권두언 

〈기획〉 

수펼 , 내 삶의 터전, 용인을 만나다 

행복을전염합니다 

지역문화인 · 긴동호 인터뷰 

유적답사기 · 전국문화유적 답사 

옛 추억속의 용인 · 추계리 영화지 

부처님과나무이야기 

〈특집〉 

포은문화제 (1) . 포은문화제의 새로운 변신 

포은문화제 (2) . 현대민속축제로서의 포은문화제 

터키방문 

〈특집〉 

용인의 천주교성지 

생거진천 사거용인에 대하여 

100년능 맞는 용인의 신작로 

「용인문화」VOL 7. 2008 겨 울호 
용인과시 · 노인의무게 

권두언· 

〈기획〉 

수필 · 다음에오세요 

이장님 이장님 우리이장님 

처인성과두남자 

지역문화인/용인출신 국악인 최근순명창 인터뷰 

옛 추억속의 용인/우체국의 예모습 

〈특별기고〉 - 양지리 제사터 출토유물에 대하여 

〈특집〉 1 

동양꾀몬드리안 

9월 전국문화유적 답사기 · 합천해인사 팔만대장경 

문화유적답사화보 

〈특집〉 2 

송병준부자송덕비와선정비 

전통정원 영화지(영화지) 고찰 

용인꾀 악연송병준 

친일때국대신송병준 

402 1 용인문화원 55년사 

정양화 I 2 

이종민 I 3 

조명숙 I 4 

심규순 I 7 

김장환/ 10 

진 숙 I 14 

정양화/ 20 

김장환/ 22 

정양화/ 26 

장두식 I 28 
이종민 I 36 

정기숙 I 38 

이종구/ 43 

김태근 I 56 

정금순 I 2 

이종민 I 3 

정영자 / 4 

이미숙 I 6 

박숙현 I 7 

김장환 I 12 
정양화/ 18 
이인영 I 20 

변인자 I 24 

진 숙 I 29 

I 36 

정양화/ 38 

김장환/ 42 

임해봉 I 48 

임해봉 / 52 



『용인문화」VOL 8 2009 봄 호 

권두시 · 김량천의 안개 

에세이 산책 · 철마다고운꽃 가득한곳 

톨탑쌓기 

시인의 창 · 살아가는동안계속꿈을꾸는 것 

〈지 역축제 탐방〉 · 봄의 전령사 ‘산수유 축제’ 

한국민속촌 도서 지 반 엿보기 

〈생태보고서〉 · 꽃 앞에 무릎을 꿇다 

〈지역문화인〉 도예가마순관 인터뷰 

〈맛집 탐방〉 · 토-속요리 전문점 전단토 마을 

〈인터 뷰〉 · 백토연구가 원유용 

〈기행문) 1인도 불교유적지 

〈살아가는 이야끼〉 - 한북맴시대회 

〈역사줌인〉조선시대 선비 

r용인문화」VOL 9 2009 여름호 
권두시 - 굴렌끓드에게 

〈포토스케치〉 · 아슬아슬 줄타기 

〈초대 시〉 · 속눈셉의 효는 

〈용인논단〉 · 용인지역문화의 어제와오늘 

〈에세이〉 · 이제는 생거용인을 말하리라 

〈태마인터뷰〉 - 한국민속촌 전통부채공방 문일웅 옹 

〈태마기 행〉 · 강릉의 단오제 

〈탐방〉 · 용인문화원 한시동호회 

〈용인의 맛집〉 · 풍탱이 

〈용인의 생태보고서〉 - 야생화의 여름 

〈용인의 문화재〉 원삼면 문수산 마애불 

〈용인뭉화시설〉 · 석주선 박물관 

〈탐방〉 · 다문화가족 지 원센터 

〈포토스케 치〉 • 제7회 포은문화제 

〈문화원 소식〉 · 문화가족 워크숍 

〈향토유적 순례〉 

〈클로즈 업〉 - 한국민속촌 내 양반가옥 엿보기 

〈명가를찾아서〉 진주소씨 남강공파종중 

「용인문화」VOL 10. 2009 가을호 
권두시 · 겨울 북한강에 와서 

〈명사칼럼〉 · 세계최고 용인이란 

김종경 I 2 
손영란 I 4 

안영선 I 6 

주영헌 I 8 
진 숙 I 10 

황귀숙/ 14 

김진봉 I 22 
김장환 I 26 

김미숙 I 32 

I 34 

조명숙 I 36 

이을영 I 44 

정기숙 I 47 

박후기 I 2 
이호경 I 4 
이은구 I 6 

박해람 I 7 

전관수/ 10 
서정표 I 12 
진 숙 I 16 

서정표 I 21 
김미숙 I 23 

전은미 I 27 

정양화 / 31 

이을영 I 35 

김지혜 I 39 

I 42 

I 43 

진 숙 I 44 

송무경 I 48 

홍순석 I 54 

김윤배 I 2 

김윤순 I 4 

저17절 용인문화원 간행 향토자료 I 403 



〈에세에 산책〉 · 노구봉 가는 길 

완독을굳꾸며 

〈초대시〉 · 고추잠자리 

〈태마인터뷰〉 · 심곡서원 학장 월하 조성달 

〈태마기행〉 · 만산홍엽 유리를부른다 

〈명가를 찾아서〉 - 의령남씨 문충공파 

〈문화논탄〉 - 끝나지 않은 역사 ‘석기시대’ 

〈용인의 맞집〉 - 공세동 남원 박첨지 추어탕 

〈생태보고서〉 · 가을들꽃 이야기 

〈용인문화시설〉 · 세중 옛톨박물관 

〈태마기행〉 · 용인 시티투어 따라잡기 

〈포토〉 · 경기민속예술제 

한지공예 ‘ 실버합창단 모집 

〈클로즈 업〉 - 한국민속촌 장터 

〈포토스께치〉 

404 I 용인문화원 55년사 

이윤경 I 6 

이향란 I 8 

김건환/ 10 

서정표 I 11 

이제학/ 16 

홍순석 I 20 

정기숙/ 25 

김미갚F I 29 

손윤환/ 33 

이을영 I 37 

김지혜 I 42 

I 48 

I 50 

조명숙 I 52 

김호정 I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