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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 • 義

仁은 人W血요, 義는 人路血라

舍其路而弗由하며 放其'丄而不知求하나니 哀裁라 

人有鷄犬放이면 則知求之하되 有放W而不知求하나니 

學問之道無他라 求其放心而己소니라

.仁은 사람의 마음이요,-義는 사람의 길이다.

. 으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찾을 줄 모르니, 슬프다. ~

- ■ - ■ -
- '

•사람이 닭이나 개가 달아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찾을 줄 알면서도 

자기의 마음을 놓치고 찾는 것을 알지 못하니

• 학문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 .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데 있을 따름이다. •

표지 : 나만갑선생신도비

（소재: 구리시 사노동）

촬영: 影石 김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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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문화원 원장

김문 경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계사년(發E年)을 뒤로 하고 청말띠의 해인 갑오년(甲 

午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13년에도 구리문화원에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문화가족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리시의 향토문화(鄕土文化) 보존과 계승에 앞장서 온 구리문화원은 창립20 
주년을 전환점으로 다채로운 문화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문화융성의 시대 

에 재능을 함께 나누고자 회원 모두가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다미 합창단 

의 군부대와 병원 등의 위문방문과 전래놀이팀인 검정고무신은 관내 학교와 병

원 등을 방문하여 유아들과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리문화학교 각 반의 회원들도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꾸준하게 재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인과 업계, 학계, 언론, 홍보 등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4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을 보면, '가볍고 편하게 즐기자, 스낵 컬처(snack culture) 유행', '개 

인에게 집중하는 TV, 전략적 타기팅', ’공유하고 협업하는 생활문화예술', '인문학 열풍:인간의 본질에 

대한 재집중’ 등이 2014년도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흐름(trend)으로 분석됐습니다.

'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구리문화원에서도 공유하고 협업(協業)하는 생활문화예술 활동과 '문 

화의 가치(Culture value)'를 문화예술과 타 분야의 협력관계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기관과 논의하여 동호회 및 커뮤니티형(Community) 문화예술 모임 등의 활성화 방안을 강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문학 강연 및 대중적인 인문서적 열풍, '주말 문화여행', '길 위의 인문학’ 등 문화시설을 연계 

한 인문학 프로그램(Program)을 확대하고 동구릉의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Storytelling)에 대한 관심 확산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가족 여러분!

2012년 ‘아리랑’ , 2013년 ‘김장문화’에 이어 2014년에는 ‘농악’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채비 

를 마쳤습니다. 우리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지켜나가는데 다 함께 노력합시다! 청말띠인 

갑오년에도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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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문화월의 냘」어언문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복된 고장의 시민임을 자부하며 영광스러운 내 고장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주역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선조의 지혜롭고 아름다운 문화와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여 우리 후세에 삶의 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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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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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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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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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을경주한다. ■

넷째,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적극 펼친다.

다섯째, 우리 고장의 자랑스런 문화유산과 향토예술을 꽃 피워 간다.

2011년 6월 24일

a리문화원 임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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斗리문화읠 10대설헐덕목

1. 편견의 언행을 삼가고

2. 예의를 지켜 상호존중하며

3. 남을 비난하지 않고

4. 칭찬에 인색하지 않으며

5. 어떠한 경우라도 성을 내지 않고

6. 공적활동에 사리를 취하지 않으며

7. 봉사와 베풂에는 티를 내지 않고

8. 자신을 위한 거짓을 자제하며

9. 과오에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10. 회원은 책무와 분수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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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활동 이모저모 ]

구리문화원 정기총회 （2013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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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활동 이모저모 ]

8월 20일~21일）

구리문화원 209차 이사회

구리문화원 208차 이사회 （2013년 4월 29일）

「☆그 "흐韻&훤$（쪼9차이사회I 
…쀼며 =2즈여…

>■

구리문화원 210차 이사회 （2013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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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활동 이모저모 ]

동구릉문화제 원장 축사

동구릉문화제 어가행렬 （2013년 5월 11일）

동구릉문화제 - 건원취타대 제23회 구리시민백일장 （2013년 5월 11일） 동구릉문화제 - 어가행렬, 왕과 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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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활동 이모저모 ]

’.七?

육성기금회의 （2013년 3월 26일） 경기북부문화원장협의회 （2013년 7월 12일）

문화유적답사 （충북 괴산, 2013년 10월 24일） 전래놀이연구회

한여름밤의 꿈 （2013년 6월 1일） 예절마당극 （2013년 7월 19일）



' J

[ 문화활동 이모저모 ]

고구려대형 온달장군 추모제항 （2013년 10월 5일）
r」必

문화유적답；사 （삼척, 2013년 6월 12일）

문화유적답사 （충남 홍성, 2013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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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활동 이모저모 ]

김규식선생추모제 （2013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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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활동 이모저모 ]

r*—

향토답사 （2013년 4월 1일）

향토시답사 （2013년 4월 1일）

사무국장 해외연수 （중국, 2013년 7월 3일-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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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학교 발표회 ]

작품전시회 수상자 취타대 예다미합창단

사진반 서예문인화반 가야금반 경기민요반

북놀이반 대금반 살풀이춤반 진도북춤반

판소리반 풍물（기초중급）반 풍물（전문）반 드럼반

색소폰반 통기타반 우쿨렐레반 스피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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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外산 am보보푸
발굴에서 복원까지 1999〜2012

2013. 9. 9（월） 〜 2014. 1. 31（금） 

장소 I 고구려대장간마을 2층 전시관

전시를 열며

시민들의 휴식처로 알려진 아차산이 우리 고대사의 역사 현장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 

은 1994년 구리시의 지표조사 때부터이다. 아차산 일대 보루군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2004년에는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 455호）로 지정되었다.

최근 중국이 ‘동북공정’ 이라는 국가적 사업의 일환으로 고구려사를 중국사라고 왜곡 

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고구려 관방유적인 아차산 보루군이 

가지는 역사적 • 학술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구리시는 학계와 함께 아차산 

일대 보루군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고, 계속된 학술조사는 아차산 보루군이 우 

리나라의 대표적 인 고구려 유적으로 자리매 김하는데 기 여하였다.

아차산 20여 개의 보루 중 하나인 시루봉보루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중엽에 만들어 

져 사용되었다. 1999년부터 4차례 발굴 조사되어 보루의 축조과정과 구조가 확인되었 

고, 각종 토기와 철제 농공구 및 무기 등이 발견되었다.

구리시 아차산고구려 유적 전시관에서는 시루봉보루의 발굴 성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출토 유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전시가 고구려 역사와 문화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시루봉보루의 구조

고구려는 삼국시대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한강유역에 20여 개의 보루를 만들어 남진정 

책의 전초기 지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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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산 일대의 보루는 475년 고구려（장수왕 63년）가 한강유역에 진출한 후 551년 신 

라와 백제에 의해 물러날 때까지 사용되었다.

시루봉보루도 토기 형태와 목탄의 연대측정 결과,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중반 사이에 

만들어 진 것으로 추정된다.

보루（保M）는 크게 성벽과 건물터로 구성되어 있다.

둘레 260미터의 성벽은 지형의 경사면을 이용하여 바깥 면을 돌로 쌓음과 동시에 안 

쪽 경사면을 흙으로 다져 메우는 식으로 만들었고, 성벽 기저부에는 성벽을 따라 나무기 

둥 구멍이 확인되었는데, 약한 지반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석 

성을 쌓기 전에 토축을 쌓기 위한 임시조치로 추정되고 있다.

보루의 치（雄）는 외부 감시와 침입하는 적을 방어하기 유리한 네 곳에 각각 만들었다. 

출입구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불에 탄 나무 흔적과 주변에 불 맞은 흔적이 넓게 퍼져있어 

치 상부에 망루（望樓） 또는 문루（門樓）와 같은 목 구조물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3치가 출입구였을 가능성이 크다.

성벽 안쪽의 건물터는 병사들의 생활에 필요한 온돌과 배수로, 저수조 등이 배치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항아리 • 접시 • 시루 등의 그릇과 찰갑 • 철모 • 화살촉 등의 무기, 도 

자, 유공철부 등이 출토되 었다.

토기류_ 출토유물

용도에 따라 저장용, 조리용, 배식용 등 실용기로 사용된 것이 대부분이다.

출토된 토기 중 완, 접시 등 개인 배식기에 ‘+’, ‘?’, ‘#’, ‘A’ 등 기하학적인 부호가 새 

겨져 있는데 이러한 부호는 개인 배식기임을 표시한 것이거나, 주문제작자, 제작처, 벽 

사（群邪） 등의 의미로 쓰여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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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루 Steamer 시루 바닥편, Steamer 심발, Jar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 음식

을 쪄서 익히는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이다.

부호가 새겨진 토기편, Piece of Earthenware

토제구슬, Beads
직경 2cm내외의（타）원형 구슬로, 투공 

이나 홈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색은 

황색. 회색이며 무게는 7g내외이다

장동옹, Jar대부완, Bowl뚜껑, Cover

철기류_ 출토유물

무기류와 농공구류가 대부분이다. 무기류는 철갑과 철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농공구류는 도자, 유공철부, U자형 쇠날 등이 출토되었다. 철제 집게가 확인되어 유 

적 내에서 간단한 철기 수리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집게, Pincers
집게 부분이 포개져 있는 형태로 출 

토되었으며. 손잡이의 끝부분이 결 

실되었다. 물건을 집는 끝부분이 뾰 

족한 형태를 띤다.

U사‘형 쇠날, Iron Shovel Edge

철겸, Sickle
쇠로 만든 낫이다. 중간부분으로 전 

체적인 크기 및 형태의 파악은 불가 

능하다.

철갑편,

교구, Iron Buckle
현재의 벨트모양과 비슷한 모양으 

로 가죽끈 등으로 마구블 엮을 때 

사용하였다

Piece of Armour

철모, Spear

화살촉, Iron Arrowhead
대부분 유엽식（버드나무 잎 모양）이며, 대부분 촉 

두가 가늘고 길며 납작하고 촉신이 긴 형태를 하 

고 있어 실전용으로 추정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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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태조 건원릉 신도비’ 등 아건 보우 기전

2013. 7. 16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구리 태조 건원릉 신도비’ 등 4건의 문화재를 16일 국가지 

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하였다.

보물 제1803호 ‘구리 태조 건원릉 신도비（九里 太祖 健元陸 神道碑）’는 1409년（태종 

9）에 세웠다. 이 신도비는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李成桂, 1335〜1408）의 건국 과 

정을 비롯하여 생애와 업적 등을 기리고자 일대기를 지어 돌에 새긴 것이다. 이수（용모 

양의 비석 머리부분）, 비신（碑身）이 양호하게 잘 보존되어 있어 조선 초기 왕의 신도비 

는 물론 여타 신도비의 전형이자 기준작으로 평가된다. 비문은 권근（權近, 

1352〜1409）, 비음기（碑陰記, 비석 뒷면에 새긴 글）는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이 

지었고, 전액像額, 전서체로 쓴 머리글자）은 정구（鄭短, 1350〜1418）, 비문 글씨는 성 

석린（成石球, 1338〜1423）이 썼다.

보물 제1804호 ‘서울 태종 헌릉 신도비（서울 太宗 獻（1 神道碑）’ 는 1422년（세종 4）에 

세웠다. 이 신도비는 태조의 다섯째 아들로 조선왕조 국기를 튼튼히 다졌던 제3대 임금 

태종 이방원（李考遠, 1367〜1422）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기 위해 비문을 새겨 세운 것이 

다. 비문은 변계량（卞季良）이 지었고, 전액（象額, 전서체로 쓴 머리글자）은 권홍（權리、, 

1360〜1446）이 썼다. 비문 글씨를 누가 썼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조선 초기의 서예문 

화와 그 경향을 연구하는 데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비의 귀부（鎬바, 거북모양의 비석 

받침돌）는 임진왜란을 겪으며 손상되었지만 이수는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명나라 

석비 조각양식을 받아들여 조선 초기의 새로운 석비 전통을 마련해 가는 모습을 잘 보 

여준다.

보물 제1805호 ‘서울 세종 영릉 신도비（서울 世宗 英H 神道碑）’ 는 1452년（문종 2）에 

세웠다. 이 신도비는 제4대 임금 세종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일대기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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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세운 비이다. 비문은 정인지（鄭廳班, 1396〜1478）가 짓고, 안평대군 이용（李塔, 

1418〜1453）이 썼다. 비록 비신의 표면이 심하게 부식, 박락（制落）되어 비문 내용을 알 

아볼 수 없으나 “•••겸 성균관대사성 신 정인（兼 成均館大司成 臣 鄭廳）…”과 같은 중요 

한 부분이 남아 있고, 비신과 한 돌로 제작된 이수가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어 태조, 태 

종의 신도비와 함께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비로 평가된다.

보물 제1806호 ‘합천 해 인사 내 전수함음소 권490 목판（0E川 海印寺 內典隨函音疏 卷 

四百九十 木板）’는 1245년（고려 고종 32）에 대장도감에서 판각하여 완성한 경판이다. 

내전（內典）은 부처의 설법을 담은 불경이고 음소는 음에 대한 해석을 뜻하는 것으로, 내 

용은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여섯 가지 실천덕목인 육바라밀다（穴'波羅蜜多）를 설 

명한 것에 대한 주석이다. 본문은 반야（般苦）가 한역한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大乘理起 

穴波羅蜜多經）의 10권에 대한 음의（音義）를 내용으로 하였고, 끝부분에 ‘을사세고려국 

대장도감봉칙조조（己E歲高麗國大藏都監奉動離造）’의 간기（刊記, 펴낸 시기, 주체 등의 

기록）가 있다. 지금까지 ‘대장경목록’ 에도 없이 인쇄본만 알려져 있었으므로, 이 경판의 

발견은 대장경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구리 태조 건원릉 신도비’ 등 4건의 문화재가 체계 

적으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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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건원릉은 태조의 능으로서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동구릉 경내에 위치하고 있다.

건원릉은 고려의 왕릉인 현릉(공민왕 능)의 제도를 표본으로 태종 8년(1408)에 조성되 

었다. 정자각은 고려시대에도 건립되었으며 조선왕조도 건국 초기부터 왕릉에 정자각을 

조성하였으므로 건원릉의 정자각도 능침의 조성과 함께 건립되었다. 정자각은 능제에 

따라 능침 남쪽에 낮게 자리 하고 있다.

□ 연혁 및 건축적 특징

0 연혁

건원릉 정자각은 태종 8년(1408) 건원릉을 조성하면서 함께 지어졌다. 이후 선조 19 

년(1586)에 중수했다고 전하며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에는 왜군이 방화하려 했으 

나 불이 붙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숙종은 건원릉을 수리하려 했지만 왜란 

의 신기한 사연을 듣고 손대지 않았다고 숙종실록에 전한다. 그러나 1764년(영조40) 건 

물이 크게 퇴락하여 중수도감을 설치하고 건물을 수리했다. 1784년(정조8)에도 소규모 

수리가 있었으며 고종 16년(1879)에는 건원릉 외에 목릉, 휘릉, 숭릉, 혜릉, 원릉, 수릉, 

경릉의 정자각을 고치면서 수리했다. 일성록에 의하면 이 때의 수리는 주로 비각과 정자 

각의 계단석이 기울어져서 수리했다고 하였다. 기록에 남은 건원릉에 대한 마지막 수리 

는 광무 3년(1899) 능의 석물을 고친 기사가 있지만 이 때는 정자각은 손대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0 건축

『 국조오례의』길례 단묘도설에는 ‘산릉의 침전(寢殿 : 정자각)은 능실(11室) 남쪽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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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북쪽에 자리하여 남쪽을 향하게 하고 모두 3칸으로써, 동쪽과 서쪽에 계단이 있 

고, 신좌는 북쪽에서 남쪽을 향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정자각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건원릉 정자각은 이와 같은 모습이다. 정자각은 홍살문 북쪽 능상 남쪽 

에 있다. 장방형의 기단 위에 정전 정면3칸 측면2칸에 배위청 정면1칸 측면2칸이 전체 

적으로 丁자형을 이루며 서 있다. 기단은 장대석을 4단 이상 쌓은 단정한 모습이다. 배 

위청 동측의 향로(香路) 계단석 우석은 테두리만 조금 남고 마모가 심하여 문양을 확인 

하기 어렵지만 본래는 다른 정자각과 마찬가지로 구름무늬가 새겨져 있었다고 추정된 

다. 정전은 1출목 2익공이고 살미 끝은 18세기의 조각모습을 지니고 있다. 정전은 전체 

적으로 전형적인 조선시대 정자각의 규모나 외관을 잘 간직하고 있다. 또한 공포부분 등 

세부는 18세기의 양식을 따르고 있어서 영조 40년(1764) 도감을 설치하고 실시하여 중 

수 때의 시대 특징을 충실히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즈흐i초효호q쁘쁘츼

□ 입지 및 역사문화환경

숭릉은 조선 18대 현종(顯宗)과 비 명성왕후의 능으로 동구릉 서쪽 끝에 자리하고 있 

다. 숭릉은 하나의 곡장 안에 왕과 왕비의 능을 나란히 조성한 쌍릉의 형식이다. 숙종 즉 

위년(1674)에 현종의 능을 조성하였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숙종10년(1684)에 현종의 

비 명성왕후의 능을 왕릉 옆에 나란히 조성하였다. 능 아래에는 정자각과 비각이 자리하 

고 있다. 능역 남쪽이 저습하여 진입로 등이 쉽게 물난리를 겪는 등 진입부분이 지형적 

으로 취약하지만 능역은 비교적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의 거 

리가 비교적 멀고 정자각이 경사지 위에 있어서 멀리서 보기에도 우뚝한 모습이 돋보인다.

□ 연혁 및 건축적 특징

o 연혁

숭릉 정자각은 숙종 즉위년(1674)에 현종의 능을 조성하면서 건립되었다. 건립 이후 

정자각은 몇 차례 수리를 거쳤으며, 순조 28년(1828)에는 정자각 월대를 개축했다는 기 

록이 순조실록에 보이고, 마지막 수리 기록은 고종 16년(1879)에 계단석을 수리한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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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축

정자각의 지붕을 팔작으로 조성한 것은 인조 장릉의 정자각부터 였다. 장릉 정자각은 

정전 3칸, 배위청 2칸으로 5칸의 팔작지붕 형태였다. 이를 전례로 동구릉에 조성된 효 

종의 정자각도 팔작지붕으로 조성되었고, 현종 14년(1673)에 효종의 영릉(率俊)을 여주 

로 천릉하면서 정자각의 규모를 8칸으로 확대하여 정전 5칸, 배위청 3칸으로 조성하고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구성하였다. 이후『현종산릉도감의궤』에는 숙종 즉위년(1674)에 

숭릉을 동구릉에 조성하면서 영릉의 정자각을 표본으로 조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효종영릉천릉도감의궤』에는 영릉 천릉 시 정자각의 제도를 광릉 정자각을 따랐다 

고 기록하고 있다. 8칸 정자각은 광릉 이후에 기록상으로 선릉, 정릉, 효릉, 강릉, 장릉 

등에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영릉, 숭릉, 명릉, 익릉, 의릉의 정자각이 8칸으로 지어 

졌다. 이와 같이 정자각이 8칸으로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영악전이 폐지되며 그 기능을 

정자각이 수용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현존하는 8칸 정자각은 숭릉 

을 비롯하여 익릉, 휘릉, 의릉의 정자각이 있다. 그러나 숭릉을 제외한 나머지 정자각은 

맞배지붕의 형태이며, 숭릉 정자각은 조선왕릉 42기(남한 40, 북한2) 중 유일한 팔작지 

붕 정자각으로 정전 5칸, 배위청 3칸의 8칸 정자각이다. 공포는 정전은 일출목 이익공, 

배위청은 이익공의 구조이며 규모가 8칸으로 확대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건 

축된 외관을 보여주고 있다.

__ ——三리三—一-- --- ——_____己츪츄||詞10효포끄 

I느=三三=三三三三三三— ——'

□ 입지 및 역사문화환경

목릉은 조선 14대 선조와 원비 의인왕후, 계비 인목왕후의 능으로 현재 동구릉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원래 목릉의 능역은 선조 33년(1600) 의인왕후가 승하하자 

왕비릉인 유릉(俗11)의 터로 정해진 곳이다. 광해군 즉위년(1608)에 선조가 승하 후 선 

조의 능인 목릉이 건원릉의 서편에 조영되었는데, 능에 물이 차고 터가 좋지 않다는 상 

소에 따라 인조 8년(1630) 현 위치로 천릉하고 유릉과 목릉의 능호를 합하여 목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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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게 되었다.

그 후 인조 10년(1632)에 선조의 계비 인목대비가 세상을 떠나자 계비의 능을 왕릉의 

동편 언덕에 조영하게 되어 현재와 같이 세 능을 이루게 되었다.

□ 연혁 및 건축적 특징

0 연혁

광해군 즉위년(1608)에 건원릉 서쪽에 조성되었다가 지세가 좋지 않다는 풍수가의 

견해와 터에 물이 차는 등의 이유로 인조 8년(1630) 건원릉 동쪽으로 천장되었다. 천장 

이후에도 여러 차례 건물 수리가 있었지만 건물 자체에 손을 댄 기록은 보이지 않으며, 

고종 16년(1879)에 계단석을 고쳤다는 기록이 있다.

0 건축

기단은 장방형으로 정전이 배위청보다 한 단 높다. 정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에 다포 

식으로 공포를 짰다. 현존하는 정자각 중에 다포식 공포를 갖춘 건물은 이 건물이 유일 

하다. 공포는 내외 1출목이며 외부 살미는 약간의 곡선을 갖추면서 아래로 처져 있고 소 

첨차와 대첨차는 높이에 비해 길이가 길어 안정된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17세기 초에 

다시 지어진 문묘 대성전의 공포 짜임과 유사한 분위기를 갖추고 있어서 이 시기에 다 

포식 공포의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지붕은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배위청은 정면 1칸, 

측면 2칸이고 기둥위에 바로 보머리가 얹혀지며 기둥 사이에 행공첨차를 끼워 화반 역 

할을 하도록 꾸몄다. 정전측면은 고주 둘을 세워 벽체를 구성했는데 이런 방식은 정자 

각에서는 보기 드물다. 나머지 창호나 화방벽을 한 벽체 등은 대체로 조선시대 일반적 

인 정자각의 제도를 잘 따르고 있다.

25



나만갑 선생 신도비 （羅萬甲先生神道碑）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6호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산163

조선시대 문신（文臣）인 구포 나만갑（羅萬甲, 1592〜1642） 선생의 신도비이다.

나만갑 선생은 광해군 5년（1613）진사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성균관 유생이 되었으나 

인목대비（仁穆大如） 유폐사건으로 벼슬길을 버렸다가, 1623년 인조반정으로 다시 벼슬 

길에 오른 후 대과에 합격하였다. 병조정랑, 홍주목사, 형조참의 등을 역임하였고 병자 

호란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에서 인조를 보위하며 식량 공급에 힘썼다. 이후 병조참의가 

되었으나 억울한 죄로 남해로 유배되었고 영주에서 세상을 떠났다. 후에 좌의정으로 증 

직되 었다.

저서로서는 병자록（內子錄）, 구포집（殿滿集）이 있다.

신도비는 방형 대석위에 비몸을 얹고 그 위에 팔작지붕 모양의 개석을 얹은 형식이다. 

비문은 좌의정 김상헌이 지었고, 글씨는 송준길이 쓰고 전액은 손녀사위 김수항이 썼 

다. 비문에는 조상들의 약력과 나만갑의 일생 및 자손들에 대하여 적혀 있다.

사진촬영_ 影石 김 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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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구리아트홀 기획〉

제1회 구리 작가 릴레이 원로작가 김 응수 초대 전

2013.10.1.〜 10.6. /구리아트홀 갤러리 

주제 : ‘바다의 세월’

- 작가의 말 -

사진기라 부르는 카메라의 셔터를 누른지 어느새 70년이 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저의 고향 평양은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카메라 보급이 적었던 시절 

이었지만 외국인 선교사는 아마 서울보다 많았을 것입니다. 카메라로 우리의 일상을 찍었던 

그들의 모습이 늘 부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중학교 1학년 형님에게 선물 받은 카메라가 제게는 행운이었습니다.

그 행복의 절반과 제 인생의 절반을 강화도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의 주제를 

구리아트홀에서 “바다”로 선정했습니다.

구리시에 적을 둔지 35년이 넘었으니,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사진인생 절반의 세월을 

넘긴 강화도 바다를 중심으로 전시하였습니다.

아직도 들릴 듯 보일 듯 아른 거리는 ‘바다, 갯벌, 배, 어부, 바닷가 어린이, 일몰’ 그 모두 

가 아주 먼 날이 아닌 어제와 같이 생각됩니다. 이제는 그 흔적조차도 아련한데 말입니다. 

한강의 민물과 강화의 바닷물이 만나 부조화속에 화합을 만든 겨울 고드름은 우리의 여적 

（餘酒）으로 남기에 충분합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스무 세 점의 작품은 바다가 주는 여유와 호탕함보다는 추억과 여적을 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바다의 추억도 몇 점 더했습니다.

사진은 세계인이 함께 읽고, 보고, 향유하는 언어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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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세월-협동
바다의 세월-먹구름빛과항해

바다의 세월-丕개잡이 출발

해 느끼고 감동하는 시간과 문화의 징검다리 입니다.

또한 사진은 작가의 자유로운 행동에 따라 인생이나 사건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사진은 타 

인이 희망이나 절망까지 개입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35년 전 “바다”가 주는 추억과 인생의 여적을 잠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초대해 주신 구리아트홀과 구리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3. 10.
影石 김 응 주

三^謝’리江

원로작가 김 응 주

1992- 구리문화원 명예이사（현）

2001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남양주지부고문（현）

1953 .6. 화랑무공훈장（육군 참모장）

1993- 구리역사문화 사진전 27회 전시

1994-「구리시지」발간에 사진 촬영 ■ 게재（600점）

1995. 10. 구리시민의장 문화예술상（구리시장）

2009. 6. 고구려 유적 발굴 당시 귀중한 자료 기증 감사패（구리시장）

2010. 11. 구리 시승격 25주년 기념 구리역사문화 사진전

2012. 11. 구리아트홀 프롤로그 전시「풍상의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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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 임원 연수자료〉

불교문화（佛敎文化）의 이해（理解）<I>

구리문화원 

부원장 이 병 탁

2. 석가모니 일생 （B.C. 623〜544）

석가（Sakya）-종족（種族）의 명칭

모니 （muni）-성인（聖人）의 의미

본명:싯타르타

부（父）는 성주（城主）인 슈도다나왕이며

어머니는 마야부인으로부터 출생 후 7일 만에 죽음으로 이모가 양육하였다.

싯타르타는 본래 총명했을 뿐 아니라 천문, 과학, 의학, 무예 등도 특출하였고 사색적 

이여서 부왕은 매우 걱정하였는데 당시 관상하는 선인（仙人）이 예언하기를 장차 출가하 

여 중생을 구원케 되 리 라는 예 언을 하였다 한다.

그는 19살 나이에 일찍 결혼하여 아들을 출산하여 아버지가 되 었다.

생 • 노 • 병 • 人K生老病死）에 대하여 심각한 고뇌와 사색으로 문을 나와 환자, 죽음 그 

리고 삶에 어 려운 천민들을 목격하고, 29세에 출가하였다.

6 년간 수행（修行）하여 35세에 성불（成佛）하여 45년 간 포교하였으며 진리를 체득하여 

미혹과 집착을 끊고 일체의 속박에서 해탈하여 열반에 오르게 되었다.

8 0세에 타계하였으며 제자들에게 유명한 가르침을 남겼다.

‘법을 스승으로 삼아라.’

⑨ 팔상도（八相圖）

석가모니의 일생을 여덟 단계로 나누어 그린 불화.

불교에서 그 개조인 석가모니의 일생을 8단계로 나누어 극적인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사찰의 팔상전이나 영산전에 봉안하며, 팔상정 • 팔상성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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뗘s 率來儀相 
（도솔래의상）

KS 降生相 
（비람강생상）

四門遊觀相

（사문유관상）

諭城出家相 

（유성출가상）

雪山修道相 

（설산수도상）

樹下降魔相 

（수하항마상）

庭苑轉法相 

（녹원전법상）

雙林 混 藥相 

（쌍림열반상）

첫 번째 그림은 도솔래의상（兒率來儀相）으로, 탄생을 위하여 도솔천을 떠나 흰 코끼리 

를 타고 북인도의 카필라 왕궁을 향하고 있는 모습니 다.

두 번째 그림은 비람강생상（벼監降生相）으로, 마야부인이 산달을 맞아 친정으로 가던 

도중 산기가 있어 룸비니 동산으로 가서 부처를 낳는 모습이다. 부처는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출생하였다.

세 번째 그림은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으로, 부처가 도성의 성문을 나가 노인과 병 

자, 죽어 실려 나가는 시체를 보고 북문에서 출가하는 사문을 만나 출가를 결심하는 그 

림이 다.

네 번째 그림은 유성출가상（輸城出家相）으로, 29세 되던 해에 사랑하는 처자와 왕위 

를 계승할 태자의 자리를 버리고 성을 떠나 출가하는 모습이다.

다섯 번째 그림은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으로, 6년 동안 갖은 고행을 겪으며 스승을 

찾아다니다가 스승은 밖에 있지 않고 자기 안에 있음을 깨달아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 

에서 선정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여섯 번째 그림은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으로, 선정에 들어가 갈등이 심하지만 수 

행이 자신과의 투쟁임을 깨닫고 용맹 정진하여 마침내 마군의 항복을 받고 대오각성의 

경지에 드는 모습이다.

일곱 번째 그림은 녹야전법상（度野轉法相）으로, 대오각성한 석가모니가 그곳에서 

500리쯤 떨어진 녹야원으로 가서 처음으로 5명의 수행자에게 설법하여 그들을 귀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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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모습이다.

여덟 번째 그림은 쌍림열반상（雙林混藥相）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한 후 제 

행무상（諸行無常）과 용맹정진할 것을 당부하고 사라쌍수 아래서 열반에 드는 모습이다.

화폭마다 제목을 적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 것이 이 불화의 특징이다. 부처 

가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도솔래의상（兒率來儀相）, 룸비니동산에서 탄생하는 비람강생상 

（昆監降生相）, 사문에 나가 세상을 보는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성을 넘어 출가하는 유 

성출가상（輸城出家相）, 설산에서 수도하는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보리수 아래에서 마 

귀의 항복을 받는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 녹야원에서 첫 설교를 하는 녹원전법상（度苑 

轉法相）,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는 쌍림열반상（雙林混藥相）의 8장면인데, 8폭으 

로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한 폭에 2개씩 묶어 모시기도 한다.

옛날 불화 중 현존하는 팔상도는 그리 많지 않으나, 경기도 용문사와 경북 예천의 용 

문사, 승주 송광사, 하동 쌍계사 등에는 18세기 초의 팔상도가 보존되어 있다.

H . 불교（佛敎）

석가모니（釋述牟J0）를 교조（敎祖）로 삼고 그가 설（說）한 교법（敎法）을 宗旨（종지）로 하 

는 종교.

2600년 전 자신의 삶은 자의에 의한 것이며 고통의 원인을 집착에 있다고 생각. 고통 

이 사라질 때 열반에 경지에 다다른다. 이를 위해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 

어 진리의 가르침을 펴는 종교이다.

燃 불교의 특징

• 현실을 직시하는 경향.

• 모든일에 집착을 갖지 않고 실천 강조.

• 관용과 평등 관철.

• 바른 행위는 바른 결과를 낳는 연기 법（緣起法） 중시

• 각성과 해탈을 이상의 경지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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緣 불교의 종파

• 소승불교（남방불교）

- 작은 수레라는 명칭이며 석가모니 당시의 수행 방법을 유지하며 자기성불을 목적 

으로 수행하는 종파로 스리랑카, 라오스 등 동남아지 역에 전파되어 있다.

• 대승불교（북방불교）

- 대승（大乘）의 교리를 기본이념으로 화엄종, 천태종, 율종（律宗）, 선종（禪宗）, 삼론 

종（三論宗）, 법상종（法相宗）등이 이에 속하며 석가 입멸 후（BC100년경） 재래불교 

를 소승이라 하고 이타적（利他的） 세계관을 바탕으로 일체중생（一切衆生）의 제도 

（濟度）로 많은 사람을 구제하여 태우는 큰 수레의 의미가 있다.

※ 인도一 중국一 고구려一 일본 

해 한국 불교의 종파

• 조계종-마음을 고요하게 하며 느낌으로 깨우침을 강조하는 모임 （선종（禪宗）

• 태고종-사찰의 개인소유 인정과 결혼문제를 자율에 맡김 （연화사, 승암사）

• 천태종-참선을 중요시 여기고 풍습에 생각을 달리하는 모임 （구인사）

• 원불교-1916년 박중빈（朴重彬）이 창시한 일원상（一圓相）의 진리와 함께 대중화, 

시 대화를 추구하는 종파

우 교종（敎宗）-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깨우침을 중히 생각하는 모임 （교학）

우 선종（禪宗）-마음을 고요히 하여 느낌으로 깨우치는 모임 （참선）

선（禪）一三門 ［정신을 통일 • 번뇌를 끊는다 • 진리를 생각하다］에 들어가 무아（無我）지경 

에 드는 일

燃 한국의 종교

구분 불교 기독교 유교

교주 석가모니 예수 공자

율법 경전 성경 유학

비고 삼국시대 조선 23대 순조

燃 한국의 불교 전래（삼국시대）

구분 고구려 백제 신라

연도 372 384 527 （공인）

왕 소수림왕 침류왕 눌지왕

전래자 순도 마라난타 묵호자



潔 한국 불교의 3보사찰

불보（佛寶） 사찰 통도사（通度寺） 경남, 양산, 영취산

법보（法寶）사찰 해인사（海印寺） 경남, 합천, 가야산

승보（僧寶） 사찰 송광사（松廣寺） 전남, 순천, 조계산

隊 총림（II林 : 종합수도도량）

• 영축총림（통도사）

• 덕숭총림（수덕사'）

• 팔공총림（동화사）

• 해인총림（해인사）

• 고불총림（백양사）

• 쌍계총림（쌍계사）

• 조계총림（송광사）

•금정총림（범어사'）

廢 조선왕릉원찰

• 건원릉 - 개경사 - 태조

• 영릉 - 신륵사 - 세종/소헌왕후

• 선릉 - 봉은사 - 성종/정현왕후

隊 실록수호사찰

• 오대산사고 - 월정人!•（강원,평창）

• 정족산사고 - 전등사（인천,강화）

• 정릉 - 흥천사 - 신덕왕후

• 광릉 - 봉선사 - 세조/정희왕후

• 융릉 - 용주사 - 장조/헌경왕후

• 태백산사고 - 각화사（경북,봉화）

• 적상산사고 - 안국사（전북,무주）

燃 오대적멸보궁

• 영취산 - 통도사（경남,양산） • 사자산 - 법흥사（강원,영월）

• 오대산 - 상원사（강원,평창） • 태백산 - 정암사（강원,정선）

•설악산-봉정암（강원도,인제）

1. 삼보사찰 （三寶寺刺）

⑨ 통도사 （通度寺）

신라 선덕여왕 15년（646년） 자장 율사가 창건한 고찰이다.

부처의 진신사리（眞身舍利）가 안치되어 있고 영축산의 모습이 부처가 설법하던 인도 

영취산과 통하므로 통도사라 칭하였다.

승려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본사찰에 금강계단（戒壇）을 통하여야 하고 모든 진리를 회 

통（會通）하여 모든 중생을 제도（濟度）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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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불법을 배우고 귀국하여 왕명으로 통도사를 창건하게 되었고 

승려의 규범을 관장. 법식（法式）을 가르쳐 불법을 널리 전파하였다.

경내에는 대웅전과 대광명전（大光明殿）, 극락보전등 12개의 법당과 비각, 천왕문, 법 

종각 등 65동의 580여 칸에 달하는 대규모 사찰로 국지대찰（國之大조ID로 불리고 있다.

국보 제290호로 지정되어 있는 대웅전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고 있다.

성보박물관은 한국 최초 불교 전문 박물관으로 도난, 훼손 등의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사찰의 전래 문화재를 안전하고 효율적 전시 및 불법 홍보와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건축되어 3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金 해인사 （海EP寺）

국보 제32호인 팔만대장경이 소장되어 있으며 신라 애장왕 3년（802）에 지금의 대적광 

전 자리 에 해인사를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려 말 몽골의 침입으로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 대장도감이란 임시기구를 설치하여 고 

종 23년（1236）부터 38년（1251）까지 15년간 걸쳐 완성되었으며 부처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만들어진 경판 수는 무려 8만1,258판에 이른다.

글자 수는 5,200만 자가 되며 높이로 쌓았을 때 3,250m（백두산보다 506m 높음）에 

달한다.

목판 한 장의 크기는 가로70cm 세로25cin 두께 약 3.5cm 수종（樹種）은 주로 벚나무 

의 마디 가 없는 부분을 이용했다.

팔만대장경은 오랜 역사와 내용의 완벽함, 고도의 정교한 인쇄술의 극치로 세계의 불 

교경전 중 완벽한 경전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대장경판전（大藏經版殿）은 햇빛, 온도, 환기, 습도를 고려하여 변질이 되지 않도 

록 보관되고 있으며 국보 제52호이며 1995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 김 영환 공군대령과 빨간마후라

令 송광사 （松廣寺）

사적 제506호로 신라 말기 혜린（B球）이 창건하였다. 고려 명종 30년（1200）에 보조국 

사 지눌（知訓）이 수선사（修禪寺）라 칭하고 도（道）와 선（禪）을 닦기 시작하면서 타락한 고 

려 불교 부흥운동으로 불도를 바로 세움으로써 각광을 받아 대찰로 중건하였다. 수선사 

를 언제 송광사로 개칭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조계종은 신라 때부터 내려오던 구산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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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山禪門）의 총칭으로, 고려 숙종 2년（1097） 대각국사 의천（義天）이 일으킨 천태종（天 

合宗）과 구별해 부르기도 하였다. 이후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약 180년 동안 16명의 

국사（國師）를 배출하면서 승보사찰의 지위를 굳혔다. 사찰문화재를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사찰로 사내（寺內）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조계종의 발상지로 현재 선수행（禪修 

行）의 도량（道場）이며 조계총림이 있는 사찰이다. 송광사는 조계종의 발상지이며 사찰 

입구에 편백나무가 울창하게 들어서있는 유서 깊은 사찰이다. 지금도 여름 수련법회가 

30여 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IV. 불상의 수인（手EP）

어떤 불상의 이름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손 모양이다. 불상의 

손 모양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손가락만으로 특정한 모양을 짓는 수인（手印）과, 손에 무 

언가를 들고 있는 계인（契印）의 두 가지가 있다. 이 수인과 계인을 합쳐서 인계（印契）라 

고하며, 산스크리트어로는 ‘무드라’ 라고 한다.

수인이란 부처나 보살이 스스로 깨달아 몸에 지니고 있는 진리나 서원（W）을 밖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열 손가락으로 짓는 손모양을 말한다. 그런데 부처나 보살이 지니고 있 

는 진리나 서원의 덕은 무한한 동시에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외면적 

표식인 수인의 종류 또한 무한하다. 이들 수인은 다시 모든 불상이 지을 수 있는 통인（通 

印）과 한 불상만 지을 수 있는 별인（別印）으로 나뉘어진다. 선정인과 시무외인 • 여원인 

은 어느 불상이나 지을 수 있는 통인인 반면, 항마촉지인과 전법륜인은 석가여래가, 구 

품인은 아미타불이, 지권인은 비로자나불만이 지을 수 있다.

이처럼 수인에는 교리적으로 중요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불상을 만들 때 함부로 그 

형태를 바꾸거나 특정 부처의 수인을 다른 부처에 표현해서는 안 된다.

燃 부처님 손모양（手印）의 종류

부처와 보살의 손이나 손가락의 모양을 인상（印相）이라고 한다.

인상은 깨달음과 서원을 담고 있다. 특히 손가락의 모양을 수인（手印）이라 하는데, 석 

가모니 부처님의 근본5인（항마촉지인, 선정인, 전법륜인, 시무외인, 여원인）, 비로자나 

불의 지권인, 미륵불의 시무외인과 여원인, 아미타불의 구품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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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인（禪定Ep）
결과부좌 상태로 참선, 즉 선정에 들 때의 수인.

왼쪽 손바닥을 위로 해서 배꼽 앞에 놓고, 오른손도 손바닥을 위로 해서 그 위에 겹쳐

놓으면서 엄지 손가락을 서로 맞대어 놓는 형식. 법계
정인（法界定印）이라고 한다. 석존이 보리수 아래 앉아 丁〕^^^〕••'드'

선정에 들었을 때 취한 수인. 〜一一

0 항마족지인（降魔觸地EP）

석가모니가 성도 전 결가부좌와 선정인을 취하고 수행하고 있을때 마 

왕 파순이 석가모니가 성도를 이룰 경우 자신의 위력이 감퇴될 것을 우 

려하여 가지가지 방해를 하였는데, 석가모니가 당신의 깨달음을 지신（地 

神）에게 증명해 보라고 하면서 지은 수인. 선정인에서 왼손은 그대로 두 

고 오른손을 풀어 손바닥을 무릎에 대고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는 모 

습. 석가모니만이 취하는 특정한 수인.

0 전법륜인（轉法輪EP）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도 후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에게 

첫 설법을 하며 취한 수인. 대체로 가슴 부근에 손을 모아 

손가락을 맞대고 손바닥의 안팎을 내보이는 모습을 한다.

엄지와 검지를 맞대면 법신（法身）, 엄지와 중지를 맞대 

면 보신（報身）, 엄지와 무명지를 맞대면 화신（化身）, 왼손 

을 오른손 아래에 가져다 댄 모습인데, 이 두 손을 맞대어 기교화한 것은 법（法）을 굴린 

다는 의미이며, 왼손은 중생의 상구보리（上求善提） 오른손은 부처의 하화중생（下化衆 

生）을 상징

0 시무외인（施無뿌印）과 여원인（與願EP）
시무외인은 중생의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수인으로, 손가락을 

펴고 손바닥을 밖으로 하여 어깨 높이까지 올린 모습.

여원인은 중생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게 하는 수인으로, 손가락을 

펴서 밖으로 향하여 아래쪽으로 드리우는 모습.

시무외인과 여원인은 부처님마다 두루 취하는 수인으로 통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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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하며, 석가모니불（또는 미륵불） 입상（立像）의 경우 오른손은 시무외인, 왼손은 여원 

인을 취하고 있다.

® 지권인（智W） M
리®와 지（智）가 둘이 아니고 중생（衆生）과 불（佛）이 같은 것이며, 미혹

함（述）과 깨달음（语）이 본래 하나라는 상징. 좌우 두 손 모두 엄지를 속에 사히 

넣고 주먹을 쥔 다음에 왼손을 가슴까지 들고 검지를 펴서 세우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으로 왼손 검지의 첫째 마디를 잡는다. 이 수인은 일체의 무명 ®혀^^ 

번뇌를 없애고 부처의 지혜를 얻는다는 뜻.

비로자나불의 수인.

a 아미타정인（阿偶院定EP）= 묘관찰지정인（妙觀察智定EP）

아미 타정 인은 아미 타불의 수인으로, 묘관찰지 정 인이 라고도 한다.

선정인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손바닥을 위로 한 왼손에 오른손을 

포개서 배꼽 부근에 놓고 각각 둘째 손가락을 구부려서 그 끝이 엄지손가락에 닿게 한 

모양이다.

V. 우리나라 불상의 종류

® 불상

불상은 흔히 격에 따라 불상, 보살상, 나한상 등으로 나뉘는데 불타를 여래라고도 한 

다. 불타의 뜻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의미한다. 소승불교에서는 석가모니를 말하나 대 

승 불교에서는 다양한 명칭이 있다.

a 보살

보살은 불교의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 수행하며 부처의 자비（慈悲）를 실천하여 중생들 

의 교화에 노력하는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수행자를 말한다.

우 미륵보살, 관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대지보살, 보현보살

b 나한

부처님을 따르던 제자와 숭앙받던 고승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수행자의 머리는 부처의 

나발이 아닌 민머리 모습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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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 불타

o 석가여래

불교 창시자 석가모니를 형상화 한 것이며 우리나라 석가의 입상불은 시무외인, 여원 

인의 손모양을 하고 좌상은 선정인의 자세에 오른손은 항마촉지인을 취하고 있는 모습 

이 일반적이다. 협시보살은 대체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양쪽 좌우에 위치하고 있다.

0 아미타불

불교 우주관의 서쪽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위한 자비를 베푸는 부처로 무량수불（無量 

壽佛）, 무량광불（無量光佛） 이라고도 하며 보통 아미타 9품인의 수인（手印）을 취하고, 협 

시보살로는 좌우에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있는 것이 특징이나 시대가 지나면서 대세 

지보살자리에 지장보살이 등장하게 되었다.

0 약사불

동방유리광 세계에 살면서 모든 중생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고통을 없애주는 부처로 

수명을 연장해 주는 부처이다. 항마촉지인 또는 약그릇을 들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협 

시로는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등장하게 된다.

0 미륵불

석가 다음으로 부처가 될 보살로 현재 도솔천에 있으면서 56억 7천 만년 후 이 세상에 

나타나 미래에 성불（成佛）하여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래불이다. 협시보살로는 대묘상과 

법화림보살이 등장한다.

0 비로자나불

부처의 진신을 나타내는 존칭으로 비로사나 또는 노사나라고도 한다. 화엄경의 주존 

불로 부처의 광명이 모든 곳에 비치며 불신（佛身）이 모든 세계를 포용한다는 의미이다.

수인은 지권인을 취하고 있으며, 협시로는 석가불과 노사나불이 좌우에서 모시고 있 

는 경우가 많고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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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 보살의 종류

® 문수보살（文殊落1）

대승불교에서 최고의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다. 문수는 문수사리（文殊師치D의 준말로 

훌륭한 복덕（福德）을 지녔다는 의미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인도에서 태어나 반야（般 

苦:지혜）의 도리를 선양한 보살임.

0 보현보살（普賢S휴）

자비（慈悲）나 이（理）를 상징하는 보살로 부처님의 행원（行願）을 맡아보며 문수보살이 

여래의 왼편, 보현보살은 오른쪽 협시로 자리하고 있다.

® 관음보살（觀音善苑）

자비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로 광세음（光世音）보살, 관세음자재보살이라고도 한다. 

법화경（法華經）외에 화엄경 등을 중심으로 관음신앙이 전개되었다. 관음보살은 아미타 

불을 대세지보살과 지장보살과 함께 협시하는 경우가 많다.

0 대세지보살（大勢至哲1）
아미타（阿彈院）불의 오른쪽에 협시®侍）하는 보살로 광명과 지혜의 신으로 모든 중생 

을 광명지혜로 비추어 지옥, 아귀, 축생을 떠나 무한한 힘을 얻게 하여 주는 보살이다.

a 일광보살（日光11）
태양처럼 빛나는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중생을 교화하는 보살로 약사불의 왼쪽 협시 

보살로 중생의 현실적인 몸과 마음의 고통을 제거하고 안락하게 해주는 보살이다.

o 월광보살（月光善1）
약사여래의 오른쪽에 모시는 보살로 달처럼 청정한 덕상을 갖추고 중생을 교화하는 보 

살이다. 부처님의 법화경 설법을 들은 보살

p 지장보살（地藏善滿

중생제도를 위하여 부처가 되기를 포기하고 영원히 보살로 남기를 서원한 보살로 석가 

모니 부처 입멸 후 미륵불이 출현할 때까지 지옥의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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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죽은자의 죄（罪） 심판（審判）

令 명부시왕（臭府十王）

명부시왕（吳府十王） 또는 시왕은 불교에서,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열 명의 왕을 일컫는 

다. 이는 중국의 도교와 한국의 민속 신앙에도 영향을 미쳤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3일 간 이승에서 머물다가 명부사자의 인도로 명부로 간다 

고 믿는데, 이때 명부에서 죽은 자의 죄를 심판한다는 열 명의 왕이 바로 명부시왕이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진광대왕（秦廣大王） • 초강대왕（初江） • 송제대왕（宋帝） • 오관대왕 

（五官） • 염라대왕（間羅） • 변성대왕（變成） • 태산대왕（太山） • 평등대왕（平等） • 도시대왕 

（都市） • 오도전륜대왕（五道轉輪, 혹은 전륜대왕） 등이 있다. 이중 다섯 번째인 염라대왕 

은 시왕 중의 우두머리로 여겨지기도 한다.

죽은 자는 시왕 중 7명의 대왕에게 순서대로 각각 7일씩 49일 동안 심판을 받는다. 그 

러나 살면서 죄업을 많이 지은 자는 49일 이후 3명의 대왕에게 다시 심판을 받는데, 죽 

은 후 100일이 되는 날은 제8 평등대왕, 그리고 1년이 되는 날에는 제9 도시대왕, 3년째 

에는 제10 오도전륜대왕의 심판을 받아 총 3년의 기간 동안 명부시왕의 심판을 받는다.

〈초반지옥〉

이 지옥에서는 죽은 모든 중생들이 심판을 받게 되며 총 7단계로 되어 있다.

거해지옥까지 통과한 중생들은 여기에서 천상계, 인간계, 축생계, 아귀도, 아수라, 팔 

열지옥, 팔한지옥으로 가게 되며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은 3단계의 절차가 더 남아있다.

⑴ 도산지옥

도산지옥（刀山地獄）은 온통 칼로 뒤덮인 산을 의미하는 지옥으로 진광대왕（秦廣大王） 

의 심판에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떨어지는 지옥이다. 구두쇠가 가는 지옥으로 이 곳에 

서의 형벌은 끝없이 맨발로 걸어가야 한다.

（2） 화탕지옥

화탕지옥（火湯地獄）은 엄청난 크기의 무쇠솥에 물을 끓이고 있는 지옥으로 초강대왕 

（初江大王）의 심판에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떨어지는 지옥이다. 도둑질을 하거나 빌려 

간 물건을 갚지 않은 중생들이 가는 지옥으로 이 곳에서의 형벌은 전술한 무쇠솥에서 끓 

여지는 것이다. 무쇠솥에 끓여지는 물질은 죄질에 따라 똥물, 용암, 화산 등이 있다.

40



⑶ 한빙지옥

한빙지옥（寒氷地獄）은 한빙협곡이라 하는 엄청난 크기의 빙하가 있는 지옥으로 송제 

대왕（宋帝大王）의 심판에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떨어지는 지옥이다. 주로 불효 여부 

를 판단하며 이 곳에서의 형벌은 전술한 협곡에 갇히는 것이다.

（4） 검수지옥

검수지옥은 잎이 칼날인 나무로 이루어진 숲으로 오간대왕의 심판에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떨어지는 지옥이다. 위기에 몰린 이웃을 구하지 않은 중생들이 가게 되는 지 

옥으로 이 곳 에서의 형벌은 이 숲에 있는 나무에 시달리는 것이다.

（5） 발설지옥

발설지옥（拔舌地獄）은 다른 지옥과는 달리 과수원이 많은 매우 풍요로운 곳으로 지옥 

의 상징인 염라대왕（間羅大王）의 심판에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떨어지는 지옥이다. 

상대방을 헐뜯은 중생들이 가게 되는 지옥으로 이 곳에서의 형벌은 중생의 혀를 길게 

뽑은 뒤 크게 넓혀 놓고 나서 그 혀에 나무를 심고 밭을 가는 것이다.

（6） 독사지옥

독사지옥（毒姓地獄）에는 큰 독사가 살고 있으며 변성대왕（變成大王）의 심판에 통과하 

지 못한 중생들이 떨어지는 지옥이다. 강력범죄자를 다루는 지옥으로 이 곳에서의 형벌 

은 중생들끼리 서로 싸움박질을 일삼으며 간헐적으로 큰 독사에게 물린다.

（7） 거해지옥

거해지옥（iE敵地獄）은 큰 톱을 사용하여 죄수들을 자르는 귀왕이 있으며 태산대왕（太 

山大王）의 심판에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떨어지는 지옥이다. 상업적인 문제와 관련된 

죄를 지은 중생들, 그 중에서도 주로 살아생전에 사기꾼들이 가는 지옥으로 이곳에서는 

톱으로 중생들의 몸을 자른다.

〈후반지옥〉

이 지옥에서는 죽은 모든 중생들 중에서 앞의 7단계의 지옥을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심판을 받게 되며 총 3단계로 되어 있다. 흑암지옥까지 통과한 중생들은 여기에서 인간 

계, 축생계, 아귀도, 아수라, 팔열지옥, 팔한지옥으로 가게 된다. 거해지옥에서 끝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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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들에게는 천상계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려있지만 거해지옥에서 철상지옥으로 넘어가 

는 순간, 천상계의 문은 닫히게 되어 여기까지 오게 된 중생들은 절대 천상계로 갈 수 

없고 최대한 노력해도 인간계로밖에 갈 수 없다.

（8） 철상지옥

철상지옥（鐵床地獄）은 못이 빽빽히 박힌 침상이 있는 지옥으로 평등대왕（平等大王）의 

심판에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떨어지는 지옥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중생 

들이 가는 지옥으로 못히 박힌 침상에 누워 중생의 몸에 못을 관통하게 한다.

（9） 풍도지옥

풍도지옥（風途地獄）은 광풍이 부는 지옥으로 도시대왕（都市大王）의 심판에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떨어지는 지옥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중생들이 가는 지옥으로 여기에는 

1년 간 체류하면서 죄업을 덜어야 한다.

（10） 흑암지옥

흑암지옥（黑閣地獄）은 어둠 속의 지옥으로 오도전륜대왕（五道轉輪大王）의 심판에 통 

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떨어지는 지옥이다.

우 참고문헌

• 문화유산을 통한 우리문화의 이해

성균관 석전교육원 - 김경선 교수

• 대한민족문화대백과

• 두산백과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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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오례의」의 국장의례와 석실제도

구리문화원 향토사 연구소 

소장 박명섭

1） 석실의 크기

광（遺）을 판다. 깊이는 10척인데 영조척（營造尺）을 쓴다.

넓이는 29척으로서 탄말（炭末 : 숯가루）로 쌓아 채우는 두께가 동쪽 • 서쪽에 각각 5촌 

이고 석회 • 세사 • 황토 등 세 가지 물건을 섞어서 다져 채우는 두께가 동쪽 • 서쪽에 각 

각 4척이다. 석실의 동쪽 • 서쪽에 대는 방석의 두께가 각각 2척 5촌이고 중격석（中隔 

石） : 두석실의 중간을 가로 막는 돌의 두께가 4척이고 동실 • 서실안의 너비가 각각 5척 

5촌으로 총계 29척이다. 길이는 25척 5촌이다.

남쪽 • 북쪽에 탄말 세 가지 물건을 다져 채우는 두께는 모두 위와 같고 북우석（北［偶石 

: 현궁（玄宮）의 북쪽 내면에 대는 돌）의 두께가 2척 5촌이고 문비석 （門W石 : 문짝이 되 

는 돌）과 문의석（門｛츠石 : 문비석을 의지하는 돌）의 두께가 각각 2척이고 석실안의 길이 

가 10척으로 총계 25척 5촌이다. 남면을 터서 연도（美道 : 무덤 입구으로부터 광중에 이 

르는 길）를 만든다.

2） 격석의 크기

양실 사이에 격석을 설치한다. 격석의 높이는 5척 5촌이고 두께는 4척이고 길이는 14 
척이다.

3） 북우석과 방석

그 다음 북우석과 방석을 설치한다.

북우석은 양실에 각각 하나씩 쓰는데 높이는 5척 5촌이고 두께는 2척 5촌이며 길이는 

10척이다. 방석은 양실에 각각 하나씩 쓰는데 높이는 5척 5촌이고 두께는 2척 5촌이며 

길이는 12척 5촌이다.



4） 개석의 크기

양실 위에 개석을 각각 하나씩 올려 놓는데 개석은 두께가 3척이고 너비가 10척이며 

길이가 14척 5촌이다. 광 바깥 평지 위의 동 • 서 • 북 삼면은 그 지대석을 벌려 놓을 것 

을 헤아려서 그 밑바닥을 굳게 다진다.

5） 초지대석

초지대석 24개를 벌려 놓는다. 초지대석의 높이는 각각 2척이고 길이는 6척 1촌 5푼 

이고 너비는 각각 3척 3촌이며 12면에 각각 2개를 쓴다. 흙을 파고서 벌려 놓는데 삼면 

과 지면이 가지런하게 한다.

6） 정지대석

초지대석 위에 정지대석 12개를 놓는데 정지대석 높이는 각각 2척 1촌이며 너비는 각 

각 3촌이며 길이는 12척 2촌이다.

7） 우석과 면석, 만석

정지대석 위에 우석 12개와 면석 12개를 놓는다.

우석은 운채（雲彩）를 새기며 높이는 각각 2척 1촌이고 두께는 각각 3척이며 길이는 각 

각 6척이다. 면석은 높이가 각각 2척 1촌이고 두께는 각각 3척이며 깊이는 각각 6척 4 
촌이다. 돌마다 외 면 한가운데에 그 방위의 신을 새기고, 사방에 운채를 새긴다.

다음에는 면석, 우석 위에 만석 12개를 놓는다. 만석의 높이는 각각 1척 4촌이고 너비 

는 각각 3척 3촌이며, 길이는 각각 12척 3촌이다. 돌마다 하면 외면의 폭 5촌에 앙련을 새 

긴다.

8） 인석

돌마다 끝이 서로 잇닿는 곳의 상면을 등분하여 너비 2척 5촌, 길이 6척으로 깎아 파 

서 인석（引石）을 넣는다. 또 만석 위의 판 곳에 인석 12개를 놓는다. 인석의 길이는 각각 

6척이고 두께는 각각 1척 2촌이다. 돌마다 외단에 모란（壯丹）을 새기기도 하고 규화（휴 

花 : 해바라기 꽃）를 새기기도 하며 서로 걸러가며 배설하기도 한다. 그 꽃을 새긴 끝은 

만석 밖으로 1척이 나오게 하고 하면이 만석에 닿는 것에는 만석의 높낮이에 따라 파서 

서로 엇물리게 한다.



9） 석실내의 벽화

개석 내면에는 먹（＞）으로 천형（天形）, 일월（0月）, 성신（星辰）, 은하（銀河）를 모두 전차 

（별이 운행하는길）에 따라서 그린다. 먹은 유연묵（油煙＞）을 쓴다. 해는 주（朱）로 그리고 

달과, 성신, 은하는 분（粉）으로 그린다. 그 천상（天像） 밖에 네 방석에는 모두 분으로 바 

탕을 칠하고 동쪽에는 청룡을 그리고 서쪽에는 백호를 그리는데, 머리는 다 남쪽을 향한 

다. 북쪽에는 현무를 그리는데, 머리는 서쪽을 향한다. 남쪽에는 양쪽의 문비석이 서로 

합치는 곳에 주작을 그리는데, 두 문짝이 합쳐서 하나의 형상이 되도록 하며, 머리는 서 

쪽을 향한다. 그 네 짐승의 앞머리를 격석의 창 아래서부터 그린다.

10） 송황장판

다음 석채에 송황장판을 놓고 그 위에 지의（地衣）와 욕석（W席 : 요）를 편다. 송황장판 

의 길이와 너비는 석채와 같고 두께는 4촌인데 먹칠을 한다. 또 석채 밖의 땅위 둘레에 

는 대자리와 돗자리를 깔고서, 욕석 위에 재궁을 모시고 문 안에 발을 드리운다. 문 안의 

상변 좌우에 작은 갈고리를 설치하여 발을 단다. 재궁을 들여 모시고 명기를 넣는 등의 

절차는 별도의식과 같다.

11） 문의석, 문비석

산릉도감의 제조가 작공을 거느리고 현궁의 문비석을 닫고 드디어 문의석을 덧댄다.

문비석은 양실에 각각 2개씩인데 너비는 3척 2촌 5푼이고 높이는 6척 3촌이며 두께가 

2척이다. 문의석은 양실에 각각 1개씩을 쓰는데 높이는 5척이고 두께는 2척이고 너비는 

6척 5촌이다.

12） 능의 높이

능의 높이는 만석으로부터 12척 5촌이 되게 한다.

13） 박석

박석은 12면의 모퉁이마다 각각 1개를 쓰고 면마다 2개를 쓴다. 모두 36개이다.

박석의 상단을 초지대석과 정지대석 사이의 파인 곳에 5촌이 들어간다.

14） 죽석

죽석의 길이는 각각 6척 9촌이고 8면의 넓이는 각각 3촌이고 지름은 8촌이다.



난간 1면의 길이는 15척 3촌인데 12면의 둘레를 합하면 1백 83척 6촌이다.

16） 곡장

동, 서, 북 3면을 담으로 두르는데 높이는 3척 4촌이다. 북쪽 담 밑에는 2 계단을 설치 

한다. 담 안쪽에 석양 4개를 동, 서에 2개씩 설치하고 석호 4개를 북에 2개, 동서에 각 

각 1개를 석양 사이에 설치한다. 석양의 높이는 각각 3척이고 너비는 각각 2척이며 길이 

는 5척이다. 석호의 높이는 각각 3척 5촌이고 너비는 각각 2척이고 길이는 5척이다.

17） 지석

남쪽에 3계단을 설치한다. 석대 남쪽으로 7척쯤 되는 곳에 깊이 5척의 땅을 파서 바닥 

에서 1척 5촌을 삼물로 쌓는다. 지석의 내면 4변에 유화를 발라서 자획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고 곧 개석을 서로 합치고 양쪽 돌이 합친 틈에 또 유화를 바르고 구리철사로 

가로 세로 한 번씩 묶어서 판 땅의 가운데 놓고 그 사방과 상면에 삼물로 두께 1척 5촌 

이 되 게 찬찬히 굳게 다져 쌓은 뒤 에 흙을 채 워 쌓아 묻는다.

18） 석상（혼유석）

또 석실 남쪽 한가운데에 석상 1개를 설치한다. 석상의 길이는 9척 9촌이고 넓이는 6 

척 4촌이고 두께는 1척 5촌이다. 족석（足石）은 4개인데 북모양을 만들고 4면에 어두（魚 

頭）를 새겨서 네 모퉁이에 한 개씩 두며 높이는 1척 5촌이며 원의 지름은 2척 2촌 5푼이 

다. 밑에 지대석을 둔다.

19） 석망주（石望柱）

석망주의 길이는 각각 7척 3촌이다. 상단 1척으로 원수（圓首）를 만들고 그 다음의 1척 

3촌에는 위에 문두를 새기고 아래에 염의（ffi衣）를 새기며, 그 다음의 4척 3촌은 8면을 

만들고 염의 아래 내면에 귀를 만들어 구멍을 파며, 하단의 7촌은 둘레를 깎아내어 대석 

의 파인 곳 한가운데에 세운다. 대석의 높이는 3척 6촌이다.

상단의 2척 6촌은 상하층으로 구분하고 그 가운데에 허리를 만드는데 허리의 길이는 

6촌 1푼이며 상층의 하변에 앙련엽을 새기며 하층은 상변에 복련엽을 새고 하변에 운족 

을 새긴다. 상하 원의 지름은 각각 2척 1촌이며 상하와 허리가 다 8면이다. 그 아래 1척 

은 땅속에 들어간다.



20） 장명등（長明燈）

가운데 계단의 한가운데 북쪽 가까이 장명등을 설치한다.

21） 문석인（文石人）

좌우에는 문석인 각각 1개를 세우고 석마 각각 1개를 세운다. 문인석은 관대（冠帶）를 

갖추고 홀（휴）을 잡은 형상을 새기는데 길이는 8척 3촌이고 너비는 3척이고 두께는 2척 

2촌이다. 대석에는 다리를 잇대는데 높이는 3척 4촌이며 땅위로 나오는 부분 6촌에는 

운족을 새기고 땅 밑으로 2척 3촌이 들어간다. 석마의 높이는 3척 7촌이고 너비는 2척 

이고 길이는 5척이다. 대석과 네다리 안은 석양과 같이 하고 문석인의 남쪽으로 조금 뒤 

에 둔다.

22） 무석인（武石人）

아랫계단의 좌우에는 무석인 각각 1개를 세운다. 무석인은 갑주（甲胃）를 입고 검을 찬 

형상을 새기는데 길이는 9척이고 너비는 3척이고 두께는 2척 5촌이다. 대석인은 문인석 

과 같다. 또 석마 각각 1개를 세우는데 문석인의 남쪽으로 조금뒤에 둔다. 문석인, 무석 

인, 석마는 모두 동, 서에서 서로 마주 보게 한다.

23） 정자각（丁字閣）, 예감, 비각, 수복방, 수라간

석실 정남（正南）의 산 기슭에 정자각을 세우고 그 북쪽의 임방（王方）이 되는 곳에 예감 

을 파고 그 동쪽에 비각（碑閣）을 세운다. 내상（內喪）이 먼저 있는 경우에는 비석을 세우 

지 않는다. 남쪽에 고방（庫房）을 설치하고 재주（齋W）와 재방（齋房）은 적당한 곳에 설치 

한다. 참봉（參奉） 2인과 수릉군호를 두어 쇄소（1투）를 맡기고 초채（旗採）를 하게 된다.

우 참고문헌

• 조선왕릉의궤

• 한국의 제례문화

• 조선왕릉 초기제례 （한형주）

• 조선후기 제례（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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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교문동의 역사와 문화상

- 주민의 구술 내용과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

구리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조사자: 이면옥, 정남선, 김지희, 손미례, 조영숙

1） 황진옥 • 윤진섭의 구술 내용

■ 조사내용

• 장소 황진옥님 자택

• 날짜: 2012년 5월 12일 M：00 〜 16:00
• 조사대상자; 황진옥（1936년생）, 윤진섭（1937년생）

• 구리관련성: 황진옥（구리출생, 前구리소방대근무）, 윤진섭（구리출생, 前구리농협1호점 근무）

황진 옥 윤진 섭

안말과 박촌에 대해서 말씀 해주세요.

호 아랫말을 박촌이라구두 하구, 박촌은 박씨네들이 많이 살아서 박촌이라고 했지. 그 

옆이 샛다리, 정각사 있는 데가 샛다리, 경찰서 옆에가 도리미. 도리미를 왜 도리미 

라고 했는지는 몰라. 길이 이렇게 빙 돌아간다고 해서 도리민가?

그리구 지금 세무서 있는 데가 가능골. 그게 다 없어졌고 이문안 저수지 밑에가 갈매 

지, 이문안 저수지 밑을 갈매지라고 불렀어요. 거기 한 대여섯 가구가 살았어요. 거 

기가 어디냐 하면 지금 구리실내체육관 밑에 고물상 있는데 그쪽이지. 제칠일안식교 

회 밑에 고물상 있는 데를 갈매지라 했어요. 두산아파트 뒤. 명칭은 이문안 전체가 

그렇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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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다리는 왜 샛다리라 했을까요?

= （웃음） 우리도 그걸 왜 샛다리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에 관한 건 모르 

겠고 옛날부터 그렇게 불렀어요.

여기 구리에는 언제부터 사셨어요?

# ［황］ 우리 아버님대부터 살았어요. 여기 

서 우린 태어났어요. 이문안에서 태어 

났죠.

박촌에서 태어났구 살았죠. 우리 살던 집도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인창초등학교 26 
회지.

（웃음） 6 • 25 다 여기서 겪었으니까. 윤진섭씨도 나랑 같이 인창학교 26회.

난［황진옥］ 36년생이고, 이사람［윤진섭］은 37년생이구 안골태생이지.

# ［윤］ 우리 아버님은 원래가 와부 월문리. 거기서 사시다가 일루 왔지.

우리 형제가 7남맨데 나부터 여기 태생이야 이문안 안골.

이곳의 발전상은 다 보셨을 텐데 언제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됐나요? 

처음부터 집은 많지 않았을 텐데요.

# 여기 사람 많이 없었어요. 구리가 완전히 시골마을이었지. 발전되기 전에 박촌이 28 
가구였어요. 6 • 25 전후라고 보면 되지. 안골에는 그때 몇 세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마을이 형성된 시기가 언제부터인가요?

# ［황］ 시청 오기 전에 교문 1단지가 처음 형성됐어요. 박명섭이네 집 있는데［구리 교문 

도서관 근체 단독주택이 형성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왔죠.

교문1단지가 형성되고 91년도에 한성 1차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어요. 90년, 91년 

도부터 짓기 시작해서 교문 1단지가 완전히 형성된 거예요. 한성아파트를 제일 먼저 

짓고 그 다음이 두산아파트. 그리고 대명빌리지가 지어진 거죠.

= ［윤］ 토평리 다니는 길이 맨날 물이 차던 곳이고, 토평 • 벌말은 해마다 물난리가 나면 

헬기로 사람을 실어 날랐지. 일화제약으로. 그거 연중행사야 장마나면 헬리콥터로 

실어 나르고. 여기 물 안 드는 이유가 왕숙천 제방 쌓고, 팔당댐 - 소양댐 막구 난 후 

에 수해가 덜해졌어요.

여기 한다리 물 다 들지, 아천리 물 다 들지, 이문안 앞에 물 다 들지. 그때는 체육관 

밑, 거기까지 물이 다 들었어요. 아까 갈매지라고 한 그곳까지 물이 다 들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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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쌍용아파트가 산이어서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살았고 저쪽 아파트 단지들은 다 

논,밭이었죠. 하나아파트가 논과 밭이었지.

장마 때 형제약수터 산에서 보면 어디가 높고 낮은지 다 보였어요. 수누피다, 벌말이 

다 하는 데만 몇 가구씩 살았지, 집이 별로 없었어요. 아치울 그런데도 집이 얼마 없 

었어요. 도로를 따라 산 밑인 오른쪽은 집이 있고 왼쪽은 논밭이었으니까. 한다리도 

지금 교회 있는 데로만 집이 있었죠. 안골은 삼육중' 고등학교 밑에, 시청을 중심으 

로 （바라봤을 때） 우측은 안골, 좌측은 아랫말［박촌］. 지금은 붙어 있지만 옛날엔 간 

격이 모두 떨어졌다고. 도로를 넓히면서 또 곧장 펴면서 그렇게 됐지. 가능골 거기도 

열 가구 미만이 있었을 거야.

옛날에는 땔나무 하러 아차산에 많이 다녔고, 이문안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 농사 

를 지었지. 이문안 저수지는 해방 전에 만드는 걸 본 기억이 나. 거기서 물을 대다가 

한성아파트쪽 논에 다 물 댔으니까. 샛다리, 한다리 저수지도 다 비슷한 시기에 만든 

인공저수지죠.

워커힐길이 뚫린 지 얼마나 되었나요?

= ［윤 워커힐 가는 길은 마차길이었어요. 아마 6.25사변 후에 뚫렸을 거야. 80년대 전 

에 군인이 넓히고…….

= ［황］ 그전엔 농사짓는 마차가 다녔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아천리에 기름저장 탱크를 

만들면서도로가 뚫렸어요. 거기가 우미내지. 그게 70년대니까 한 40년 됐어요.

= 우미네 가는 길 오른쪽은 알아보겠는데 왼쪽으론 많이 바뀌어서 우리도 잘 못 알아 

볼 때가 있어

학교와 생활권은 어디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 ［윤］ 예전에 우미내는 초등학교 학군이 서울이어서 광장동 학교로 다니고 한다리부 

터 인창초로 다녔어요.

혀 ［황］ 중학교부터 청량리로 다녔어요. 청량리로 학교 다닐 때는 차가 없어 걸어다녔 

죠. 한해에 10여 명 정도가 진학했는데, 선후배가 같이 입학해서 다녔고, 걸어다니 

다 트럭에 매달려서도 다녔지. 그땐 망우리길이 꼬불거리는 길이었어요.

선생님은 박촌 출신이신데, 왜 박촌이라 불렸나요?

= ［황］ 박씨들만 모여 살아서 박촌이라 했죠. 박촌에 우리 혼자 황씨가 살았지, 유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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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박촌도 재개발된다 해서 주민들이 전부 헤어지잖아. 모두 완전히 풍비박산이 됐 

지. 거기 남아있는 사람이 서너 명? 아마 그 정도 남아있을 거야［서너가구를 말함］. 

거기 남아있는 가구가 두일네, 석환네. 그래두 7가구 정도 되겠는데. 거기 가서 확실 

히 알려고 하면 박영호를 만나면 되지.

# ［윤］ 박촌은 도로가 나면서 줄어들었어요. 길이 나면서 마을 앞을 치고 나가면서 집이 

줄어들었어요. 박영호 작은집도 그때 없어졌으니까, 길이 마을을 관통하면서 길 옆 

집들이 없어졌어요.

〈박촌마을 원경〉 〈박촌마을 근경〉

여기도 새마을운동 했었나요?

= ［황］ : 새마을운동 있었죠. 박정희 정권, 63년도에 혁명이 났으니까 64, 65년부터 새 

마을운동했어. 아궁이 개량사업부터』

- ［윤］ 난 군대 제대하고 바로 직장 다녀서 동네일은 잘 몰라.

구리 소방서에 근무하셨다는데, 그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구리소방서가 언제 생 

겼나요?

= 구리소방서가 73년 6월 1일 의용소방대로 발족이 됐어요. 그날이 구리가 면사무소로 

있다가 73년 6월 1일부터 읍사무소로 됐어요.

그런 내용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전체 웃음）

휴 그걸 기억할 수밖에 없어. 73년도부터 구리 소방서에 있었으니까. 발족 당시 정식소 

방대가 아니구, 의용소방대 내에 상비대원이라구, 4명을 고용해서 근무를 시켰어요. 

하루에 2명씩. 자체 부담이었어요. 모든 게. 비용, 운영이. 그땐 다 그렇게 했죠. 국

3） 구술자가 인터뷰 내용이지만 실제는 5 • 16은 1961년에 발생하였고,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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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 보조가 안되가지구 읍사무소에서 근무비용을 주었죠. 77년 4월 1일 정식 공 

무원 발령을, 4명이 정식 소방관으로 양주 군청에서 받았죠. 그때 찍은 사진이 있어 

요. 그때 소방서는 망우리 올라가는데 교문1동 사무소 위 셋째 집에 찬조를 받아서 

우리가 직접 지었어요.

초창기 농협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 ［윤］ 33년 동안 다녔는데, 주로 여기서만 다녔지요. 원래는 단위조합농협자리 거기가 

옛날 농업은행이었는데 5 • 16혁명 때 협동조합이랑 통합되어서 농협이 되었지. 거 

기서 10여 년 있다가 의정부, 양주로도 다녔지.

63년 농업은행이랑 협동조합이 통합돼서 미금단위 농업협동조합, 구리단위 농업협 

동조합, 다 중앙회서 전부 만들었죠. 그거 다 우리가 만든 거야. 내가 입사할 때 금곡 

밖에 없었어. 그게 농업은행이었어요. 한대병원 옆 농협이 구리농협 1호점예요.

윤대감님이 계시다고 하던데요. 안골에 윤대감님이 계셨어요?

= 윤 알고 싶어요? 내가 이거 얘기 안 할라고 했는데…….

- ［황］ 이 사람이 윤대감이야. （웃음）

［윤］ 우리 윤가되는 어른이 거기 사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윤가 한 사람만 남으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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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윤대감이라구 불렀지. 안골이라는 데가 옛날 윤씨들이 많이 

살았다구요. 한 20여 호 살았을 거야. （한숨） 6 • 25때 죄 망가져서 없어졌어. 월북하 

구 우리 한 집만 남았어.

6 • 25 때 사람이 많이 죽었죠. 저쪽에서 인민군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육사에서 후 

퇴하는 군인들 구경했지. 그땐 우린 어렸으니까 고개에서 구경했지요. （웃음） 

초등학교 졸업할 때니까 피난갈 생각도 못했고, 어, 어, 하다보니 주저앉은 거였죠.

6 • 25땐 피난도 못 갔고, 1 • 4후퇴 때 무서우니까 등짐지고 안중 서정리까지 피난갔 

지요.

= ［황］ 난 안성까지 갔었어. 안성 큰댁이 있으니까, 안성까지 갔어. 그때 우리 같은 나 

이엔 재미있어서 나갔는데 뭐.

도 ［윤］ 그때 공산당이 됐어, 윤씨네가 6 • 25 끝나고 풍비박산이 되서 모두 흩어지고 우 

리 한 집만 남았지. 내가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한숨） 부친이 서당하시고 아이 

들 가르치셨는데……. 나한테 재당숙어른［7촌］이 거기다가 별장을 지어놓고 있었다 

구요. 99칸 별장을 지어놓고 있었죠. 그 양반이 누군고 하니, 바로 윤비의 삼촌이요, 

순종황제 윤비［순명효황후］.

그 양반이 거기에 별장을 짓고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월문리서 이리로 오 

신거지. 윤덕영씨 집은 서울이고 여기에 별장이 있었는데, 삼육중 - 고등학교 밑에 

풍천장어 집터가 바로 윤대감 별장 터에요.

〈윤대감 별장터）

그때 이 양반［황］도 봤지만 우리가 열살 미만에 굉장했다구. 그 양반 행차 때 일본 순 

경들이 덕고개부터 쭉 서가지구 집까지 호위하는 모습이 굉장했다구. 그땐 세도가 

그랬어요.

윤덕영씨. 윤비의 삼촌. 그 양반이 역사를 다 아시겠지만 친일을 한 게 아니겠어요? 

해방되고 후손들이 흔적 없앤다고 헐어서 팔아갔다고 모두.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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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구 거기.

그러다가 6 • 25가 났지 . 그 당시 안골 윤씨네는 의용군에 많이 나가고, 그때 윗말［안 

골］하고 아랫말［박촌］하고 고개가 있었어요. 그때 아랫말에서는 의용군에 한 명도 안 

나가니까 고개에다 태극기 꽂는다고 걔네들이 그랬어. 윤씨네들이.

그때 윤씨네들이 그때 그렇게 돼서, 다 파산이 된 거야. 아랫말에서는 6 • 25때 청년 

들은 벌판으로 숨어 다녔으니까. 의용군에 안 나가려고.

의용군은 공산군을 말하는 거고, 모두 강제가 아닌 지원을 한 거에요. 말 그대로 의 

용, 의로운. 그래서 데리고 간 거죠.

우리 아버님만 반대했어요. 그래서 내무서까지 끌려가서 20일 동안 잡혀 있었다구. 

그 한마디했다구. 사람들이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렸는데, 그때 내무서 빨갱이라 

하는 거기로 잡혀가셨지. 의정부 내무서로. 9 • 28 수복 때 윤씨네는 다 절단이 났지. 

우리 한 집만 빼놓고. 안골에서는 의용군에 나가고 아랫말에서는 아무도 의용군에 

안 나가니 까 안골 윤씨 네 가 풍비 박산이 난거 지 .

〈안골마을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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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성배님의 구술 내용

• 조사내용

• 장소: 토평동 화원

• 날짜: 2012년 7월 6일 15：00〜18：00
• 조사대상자: 정성배（토평화원 운영）

• 구리관련성: 구리출생, 前구리농협조합장 역임

먼저 ‘한다리’라는 이름의 유래는 어떻 

게 되나요?

= 원래는 한다리는 백교마을로 이름이 되어 

있는데 흰 백伯），다리 교（橋） 자이며 풀 

이하면 흰다리 이다. 요즘엔 한다리다.

거기에 내시촌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 우리 마을이 내시촌이었다. 이 내시들은
정성배님 인터뷰 （화원 안어I서）

언제까지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내시촌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무덤들이 많이 있었 

고, 지금도 비석이 남아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묘는 오대감 묘가 있다. 어디 오 

씨이고 이름은 모르지만, 오씨들이 시제 지내려 일 년에 한 번씩 온다.

비석들이 세워져 있지만 지금은 오지 않는다. 그들과 종친인 내 친구가 오씨 묘를 관

리했는데 최근에 친구가 죽었다.

오대감 묘의 위치는 마을회관 위에서 조금 올라가면 산 위에 있다. 우리 집이 마을회 

관 쪽이어서 우리 집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다. 

내시촌들의 무덤자리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현재 제 

일교회 위쪽에 있다.

〈안골마을 입구〉

（예전에는 돌다리가 있었던 곳 

밑으로 개천이 흘렀지만 

현재 부분 복개 공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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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들이 가마를 타고 다리를 건넜다고 하는데, 다리를 세운 것인가요?

호 옛날엔 돌다리가 있어서 가마 타고 들어갔다. 현재 한다리 상회 앞이 돌다리 였다. 돌 

다리를 한다리로 부른 것이 아니라 원래는 백교마을인데, 흰백을 사용하였고 흰다리 

라고 했지만, 흰다리라는 것은 그 전에 구리시 부시장 하던 분이 전에 한학자였다. 

이분이 ‘백교（흰다리）보다는 한다리가 낫지 않는가! 하면서 한다리로 사용했다. 일제 

전에도 백교부락이었다. 지금은 복개하였고 옆엔 물이 흐르고 있다.

〈1970년대 한다리 마을〉

〈2012년 현재 한다리 마을〉

그 전에 인구는 어느 정도였는지요?

- 그 전에 인구는 없었는데, 요즘에 인구가 많이 늘었다. 허스름한 집이（예전엔 초가집 

과 약간의 기와집이었다） 예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지금의 기와집은 다 새로 

지은 집들이다. 토박이는 몇 명 안 된다. 우리는 토박이로 7대째 살고 있고 지금도 

살고 있다.

〈한다리 마을의 전경〉 〈한다리 마을의 입구〉

한다리엔 산치성은 안 하는지요?

7 한다리엔 산치성은 안 하고 마을 입구 복덕방 앞에 （할아버지） 향나무가 하나 있고, 

마을회관 옆에 （할머니） 향나무가 있다. 그 전엔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떨어져 있다. 

제사를 두 군데에서 따로따로 지내고 있다. 지금도 통장의 주관으로 10월 상달에 지 

낸다. 제물은 통장이 준비한다. 마을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제주가 되며 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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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통장이 동네 돈으로 제사를 

지낸다. 회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시 

에서 보조금과 여러 찬조금（공장, 창 

고 입주 등）으로 제사를 지낸다.

〈할매향나무〉 〈할매향나무 - 도로 사정상 2m 정 

도 옮겨 심었다는데 이미 죽은 듯 

하다〉

구리시는 원주민보다 타지 사람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는 현실에, 그 

렇게 제사를 지내는 곳은 드물다. 

후원금 등이 들어와 아직도 유지되 

고 있는 것이 신기하다. 혹시 제사 

지내는 사진이 마을회관에 있는지요?

= 난 조합장 일을 하고 다니느라 마을에 없어서 동네일을 못해 사진이나 자료 등이 없 

다. 그러나 전에 구리문화원 이사로 활동했다. 문헌상으로 남은 것은 현재 광진구문 

화원 김민수씨가 자료를 갖고 있다. 김민수씨가 조사해서 책을 냈고 나도 인터뷰 했 

던 자료를 한 권 갖고 있고 책은 빌려줄 수 있다.

올 10월 음력 상달에 사람들이 모여서 날짜를 잡아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장례에 참 

석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제주를 뽑았고, 특히 우리 아버지가 제주를 많이 하셨다.

97살에 돌아가셨다. 나는 그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자료를 남기 라고 했으나 남은 건 

없다.

〈2012년 음력10월 상달 향나무제사, 마을주민들의 소원을 적은 소지를 태워 올리는 모습〉

한다리엔 우리굿당, 한다리 저수지 등이 있는데, 이곳에 사는 마을 분들은 이주 

해 온 분들이라는데요?

- 우리굿당은 토막나루에서 온 이주민이［토평동에서 한다리로 왔다］ 들여왔고, 현재의 

한강둔치는 둑을 쌓았지만, 토막나루라고 동네가 있어서 천호동에서 배 타고 다녔 

다. 아천리의 동네는 우미내 기름저장탱크 만들던 곳［현재 한국석유공사］에서 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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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다. 토막나루에서 이사온 사람들이 한다리에서 살았다. 현재는 3〜4명 남았 

고, 모두 집을 팔고 다 나갔다. 가끔가다 놀러온다.

그렇다면 토막나루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 토막나루의 위치는 한강유채꽃밭［현재 대형 태극기 위치］ 장소며 토끼굴을 지나 주차

장 옆 강가였다. 옛날에는 뗏목이 들어온 곳이며 지금은 없어졌다.

그때는 도로와 마을이 밑으로 있었다. 지금은 흙을 

갖다가 메꾸어서 높이 쌓은 것이다. 비가 오면 큰 난 

리였으며 토막나루와 돌섬과 벌말은 헬리콥터가 와 

서 구조해 아천리나 한다리로 왔다. 돌섬마을엔 사 

람들이 많아서 헬리콥터를 탔다.

한다리 저수지는 언제 생긴 건가요?

=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

〈한다리 저수지〉

한다리 굿당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호 한 30〜40년 정도 되었다. 한다리 마을에는 주소망교회, 두레교회, 제일교회와 또 하 

나는 사이비교회가 들어와 있었다. 오리구이 마을 2층에 새로 들어온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가끔 모이는 것을 보니 종교단체가 아닌 것 같다.

마을에 큰 교회가 들어오면 반대를 안 했는지요?

# 청년회와 대형교회 사이에 마찰이 있었으나, 어차피 사용하게 될 땅으로 결국은 손해 

를 보았다.

한다리에서 우리굿당 지나서 돌무들이 있는데 그 명칭의 유래는 무엇인가요?

- 돌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돌무들이다. 땅주인이 돌을 캐서 일본에 수출했다. 돌이 무 

척 많았다. 채석장이 아닌 순수한 자연석으로 정원석으로 사용했으나, 현재는 수출 

한 돈을 못 받아 사업이 망해서 동네 사람들과 마찰이 많았다.

〈돌무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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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리의 돌무들 위로 올라가면 효빈 김씨묘［태종의 첫 번째 후궁］라는 시조묘 

가 있어서 대원사터의 대원사 우물을 찾아갔는데, 지금은 현판이 남아 있어요.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 나도 약수를 뜨러 효빈김씨묘에서 돌무들 위로 올라가서 대원사터 우물에 가는데, 그 

것은 원래 땅주인이 절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자신이 주지로 남고 젊은 스님을 고용 

해 월세나 내게 하니, 동국대 나온 젊은 중이 화가 나 말소신고를 하고 집을 없애버 

렸지. 지금은 비닐하우스 친 자리가 있는데, 할머니 등이 몇 분 정도 와서 기도하고 

간다. 우리도 가끔 가다 약숫물을 뜨러 가지. 지금 절터는 없어졌으나 물맛은 좋다. 

어렸을 때（고등학교 때） 장난삼아 뱀을 잡아서 약수터에 넣었더니（그때는 오막살이 

집이 있었다） 물이 빨갛게 변해서 뱀의 피인 줄 알았는데, 물이 뿌옇게 되었다. 당시 

할머니에게 걸려 무척 혼이 났던 기억이 있다. 그 할머니가 그만 두고 스님이 한 명 

왔는데, 밥하러 오는 아줌마를 겁탈해서 쫓겨나갔다. 다음에 태고종에 속했던 사람 

이 인수를 받아, 동네도 가끔 가서 사람들과 가깝게 지냈다. 이 분이 대원사라 이름 

짓고 절을 크게 만들었다. 그래서 신도도 많았고, 나는 신도는 아니 지만 같은 종씨라 

불러서 자주 갔다.

그때는 화목했구 사람들도 많아서, 겨울철에 움으로 오셔서 그 스님이 옛날이야기 

한다고 해주면서 부처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지금도 하우스로 할머니 몇 분들 

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간다고 한다.

또한 우리 마을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인 제일교회 목사님（당시는 전도사님, 광나루 

장신대 4학년이었던 분）이 한다리 주민들에게 오셔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다. 

우리 마을에 처음 오신 분은 미국 가셔서 돌아가셨다고 한다.

제일교회에서 광나루 장신대 다니던 전도사님이 오셔서 마을에 돌아다니며 기독교 

를 전파하셨다. 당시 난 고등학교 2학년 축구선수였으며 학교에서 끝나면 밤중에 집 

에 왔는데 나를 기다려 주셨다. 목사님은 마을 사친회를 주관해 마을에서 못 배운 사 

람들을 가르쳐 주었다. 그때 한다리 마을에서 대학 나온 사람은 몇 안 되었는데, 지 

금 목사님 집터（전에는 우리 땅이었다）에 천막을 치고 밤나무 아래에서 내가 군대 갔 

다 오고 나서 야학을 시작했다. 또 목사님이 미군선교사를 초빙해서 텐트를 치고 고 

등학교 진학을 못한 사람들을 가르쳐 주었다.

당시 우리 동네 대학생은 우리 형 하나밖에 없었고 고등학생은 3명이었다. 을지로 6 
가에서 방송통신 교본을 사다가 선교사님과 함께 중학교 과정을 가르쳐 주었다.

원래 제일교회 자리는 불교 신자가 땅주인이었지만, 교회에게는 절대 팔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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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우리 아버지가 돼지 기른다는 목적으로 교회터를 샀고, 일 년 후에 땅 주인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천막으로 예배당을 지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작 

년에 50주년 행사를 한다고 전화가 왔고 참석하니, 교회를 세워준 사람들이라며 감 

사패를 주었다. 그때 각지에서 온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 반가웠다.

제일교회는 한다리 마을에서 상급학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을 교육시켜 주며 많은 

일을 해주었다. 한다리 주민들과 함께한 동고동락의 50년 세월을 보냈다. 그때 야학 

공부할 때는 길도 험했고 마차가 다니는 길이어서, 버스가 없어서 수업이 끝나면 선 

생님을 광장동까지 걸어서 배웅해 드렸다（그때까지 버스는 광장동까지만 다녔다）. 

당시 내 친구들도 고생을 많이 했다.

지금도 그 시절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친구들이 가끔 이야기한다. 제일교회 50주년 

기념전에 사진전을 했으니 제일교회 역사에 한다리 마을의 활동과 현장이 많이 남아 

있을것이다.

〈1972년 제일교회〉 〈2012년 현재 제일교회〉

효빈김씨묘와 전주이씨 경녕군파 등의 묘는 어떤지요?

= 효빈김씨묘 근처와 전주이씨 경녕군파 등이 분열이 있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 

이가 안 좋다. 전주이씨 후손들은 서울에 살고 현재 살고 있지는 않다. 전주 이씨들 

이 저수지 근처 배밭 있는 곳에 재실을 만들어놓고 가끔가다 오는 후손들의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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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경녕군파 묘역에 가는 길을 잘 닦아놓았고, 상석 

등이 있다.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 시루봉이 복원되었습니다.

시루봉의 성격과 역사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요?

〈태종의 후궁 효빈 김씨묘〉

7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광진구에서 복원한 고구려 보루는 원래 우리 구리시 거

였다. 문화원 초창기에 박명섭 이사와 함께 예산 1억을 따서 우리가 처음에 발굴 및 

개발을 했다. 현재는 광진구 소속으로 되어서 많이 안타깝다.

문충기, 박명섭, 나 셋이서 구리시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광 

진구에 뺏겨서 서운했다.

시루봉은 예전에 군인이 지키던 곳이며 횃불을 올리던 장소였다. 아차산에서 한강유 

역이 다 조망되어서 광진구엔 주군이 있었고 시루봉은 조선시대 전부터 봉화를 올리 

던 곳이었다.

6 ■ 25 때 한다리 마을의 피해는 어땠는지요?

# 한다리는 6 • 25때 폭격을 맞았고, 마을회관 자리에 아주 큰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초등학생 아이들 5명이 큰 구멍에 들어갈 정도로 매우 큰 나무에, 북한군이 그 자리 

에 탄환을 넣어 놨는데 미군이 그것을 알고 폭격했다. 현재 마을회관은 건설부 소속 

이 되었다. 지금은 한국석유공사 안에 있는 은행나무는 천 년이 넘었다고 했는데, 일 

반인의 출입금지 라 용문사의 은행나무가 오래된 것이 라고 알려 져 있다.

한다리 저수지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지금 시청에서 관리해 오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저수지 준설을 하고 있다. 현재는 한 

다리 약수터가 두레약수터로 변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 시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다. 동네사람들이 관심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우리의 지명을 찾아야 하고, 이 

것은 동네사람이 관심을 갖고 시청에 건의해야 되는 사항이다.

시루봉-한다리-관룡탑-돌무지 코스로 가서, 관룡탑 뒤로 돌아가면 탑이 많 

이 무너져 있던데요. 문화재법상 50년이 지나면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잘 지어 놓았지만 관리가 허술하던데요?

호 꼭대기 관룡탑 자리는 옛날에 절터가 있던 자리이다. 박명섭씨와 절터에 대하여 조사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 지금은 처사님과 보살님은 다 돌아가시고 아들이 남아있 

다. 현재는 많이 망가져 있다. 전에 내가 문화원 이사로 있었을 때 아들에게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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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때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라면 어땠는지……’ 이야기해 준 적이 있다.

‘우리 어머니가 처사님 옷인 가사를 만들어 주었다고, 지금의 탑을 만들 때 일조했던 

사람이라구, 지금 상태는 아니지 않냐구’. 그러나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같다. 

지금 스님의 아버지가 관룡탑을 만든 것이다. 그 할머니가 짐을 지고 다니느라 어깨 

등이 구멍이 많이 났다. 하도 돌을 이고 지어 죽은 것 같다. 짚신절터라 했고 그 할아 

버지는 경주 사람으로 영감을 얻어, 물어물어 이곳으로 와서 탑을 쌓은 것이라고 한 

다. 할머니 살아 계실 때는 관리가 잘 되었는데 많이 아쉽다.

한다리엔 마을 제사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고, 다양한 종교가 함께 있는 곳인데.

# 지난번 바람에 마을회관 앞의 향나무가 쓰러졌다. 내가 통장에게 건의해서 세워 놨지 

만 죽을 것 같다. 미신이 아닌 하나의 마을 수호신이며 민속으로 봐주었으면 한다. 

향나무 앞에 돌로 만든 곳에서 제사를 지낸다. 우리의 제사는 밤 12시에 지낸다. 제 

사진설도가 사노리, 갈매동에는 있지만 한다리에는 없는 것 같다. 내가 살아있는 동 

안 자료와 사진들을 정 리해야겠다.

1 0월 상달의 향나무 앞에서의 제시-, 우리굿당. 한다리 저수지. 관룡탑, 돌무들, 대형 

교회 등 매우 보기 드문 마을이다. 우리 마을의 살아있는 전통과 문화를 잘 지키고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마을의 전통을 정 리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또 죽기 전에 

느티나무를 꼭 심고 싶다. 10월에 있을 마을 향나무 제사 때 연락드리겠다.

〈1970년대 제일교회 주변 풍경〉

〈현재（2012년） 한다리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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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종렬 • 이광무의 구술 내용

• 조사내용

• 장소 우미내 경로 회관

• 날짜: 2012년 9월 22일 13:00〜16:30
• 조사대상자: 이종렬（1941년）, 이광무

• 구리관련성: 이종렬（구리시 거주）, 이광무（現 구리시 우미내 대동회 회장）

〈1972년 우미내 전경 （항공촬영）〉

이곳에 선대가 언제부터 거주하였는지?

- 확실하지는 않지만 오래되었고. 옛날부터 해마다 홍수 때문에 큰 피해들을 봤다고 합 

니다.

을축년（흔히 1925년을 의미함） 홍수라고 말씀들 하시던데요.

= 이때 홍수 피해를 본 분들이 거처를 잃고 결국 이리로 밀려와서 여기로 정착했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원주민으로서 제일 오래 사신 분이 여씨들이라고 해요. 

이분들이 여기에 오신 지가 약 120년에서 150년 가까이 됐다고 그래요. 지금 이웃 

마을에 그 후손들이 살고 계신데, 어쩌다 이 주변으로 왔는지는 몰라도 제일 먼저 여 

기 정착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마 할머니가 이쪽에 내려오시면서 살게 

되었는데. 원래 우리가 경기도 양주군 북촌면 덕소리, 지금 와부읍이라고 이야기하 

는 곳에서 살다가 물난리 이후에 이쪽으로 내려오셨다고 그래요. 아마 역사로 보면 

우리 태어나기 전이니까, 딱 찍어서 몇 년이라고 말을 드릴 수는 없고, 상당히 오래 

됐다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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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미내 마을 전경〉

큰 홍수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하던데요.

포 예, 그 을축년이 몇 년 전인지는 몰라도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을축년, 병자년 그 홍 

수들을 많이 겪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이 여씨가 제일 첫 번 

째 어떤 사유로 자리 잡았는지는 몰라도 그 분들이 제일 먼저 여기 정착을 했답니다. 

그 후에 살기 위해 이쪽으로 오신 분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 동네 마을이 형성된 거 

지요.

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사셨나요?

= 여기 마을이 정착되면서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여기는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운송수단이 수상수송이 었어요. 물 위로 뗏목이나 배, 

이런 걸 가지고 물물교환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 종사를 했지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 

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한 겁니다. 가계를 그걸로 꾸려나갈 수 있었던 거지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들이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아버지 또래 분들이 배를 타고 저 강원도에 가서 땔감이나, 지금으로 보면 연료가 아 

니고 나무 자른 거 말린 거를 큰 돛단배에다 싣고 와서, 마포에 가서 물건으로 새우 

젓 이런 걸로 많이

가져 와서 곡물하고 

바꿉니다. 그런 물물 

교환에 종사하는 분 

들이 생계유지를 한 

거에요. 저도 조그만 

새우젓 같은 것들을
〈우미내 마을 4층 건물에서 멀리 보이는 옛 나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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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억이 나요.

결국 이 한강을 통해서 이곳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네요.

= 그렇지요. 영월, 정선, 이쪽에서 뗏목을 띄워가지고 그 뗏목을 타고 여기 와서 이 앞 

이 정착지였어요. 여기 강 모양을 보면, 안이 들어가 있어요. 포구마냥. 여기다 뗏목 

을 대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오면 완전히 여기서 해체를 해 가지고 가져갔는데, 그걸 

주로 이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았던 거지요.

〈우미내, 옛 나루터〉 〈우미내 마을 4층 건물에서 멀리 보이는 옛 나루터〉

그럼 토막나루가 따로 있으면서 위에 터가 있었다는 것이군요. 토막나루는 한 

강 쪽이잖아요?

= 그 위 토평동 그 쪽인데, 토막나루는 말나루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 건너가 암사동입 

니다. 암사동 그쪽으로 건너가는데 나룻배 두 척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때문에 나루터 

라고 했지 , 사실 여 기보다 그 나루는 작았어요.

여기가 더 규모가 컸군요?

휴 암, 컸지요. 그리고 거기는 뗏목이나 그런 게 정착을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토막나루는 단지 도강하는 수단이었고, 상업이 발달한 곳은 여기 이 동네였다 

는 것이네요?

= 예. 원래는 위치로 봐서 필요하기는 요 밑으로 내려가서 광장동이라고 있어요. 광진 

교가 있는데, 거기가 원래 요지였어요. 도로도 좋고 해서 거기서 뗏목에 필요한 목재 

같은 걸 가지고 가려면 교통수단이 좋으니까 금방이라도 가져가지만, 여기는 고개를 

넘어와야 하는데, 단 편리한 건 뭐냐면 포구마냥 들어와 있고 거기보다 한가하고, 그 

렇기 때문에 장소를 이쪽으로 정해놨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거기에서 수입 

을 올릴 수 있어서 먹고 사는데 큰 다행스런 일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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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돌섬 나무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참 생소한 이야기인데, 

그럴 수 있겠다 싶네요.

호 그리고 여기 이 벌판축구장 있는데서부터 저 위까 

지 토평동, 수택동까지가 벌판이었지요. 그러면 “땅 

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생계를 이런 어려운 쪽으로 했 

느냐, 농사를 짓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때는 거의가 땅에 대해서는 신경들을 안 썼어요. 여기 

는 쉬우니까 바로 현금 나오지, 그때 한 번 갔다 오거

나 배 타고 오면 현금 나오니, 땅에 대한 욕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황무지에 억새 같은 것들이 있었고 여기 습지가 많으니까, 장자늪에서 내려오는 물 

이 자주 들고 해서, 농사짓는 데는 아주 악조건이었었어요. 그래서 농사보다는 뗏목 

이나 배 타는 쪽으로 선호를 했지요.

동네 이름의 유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동네 이름을 우미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아마 그 이름을 짓기에는 한두 가지 이 

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하나는 저 바깥 벌판 쪽에서 이쪽을 

보면 이 산쪽으로 소가 딱 누워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소 우（牛）자 꼬리 미（尾）자 라 

고 해서, 한문으로 쓰는 우미내가 소 우（牛）, 꼬리 미（尾） 입니다. 그래서 소꼬리 동네 

라고도 했고.

또 하나는 옛날 자연산 소나무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연료로 쓰려고 나무들을 자르 

고 그랬어요. 자르는 게 사실 금지 

됐을 때지요. 벌목을 못했을 때인 

데, 잘라도 소나무에서 움이 나고, 

다시 싹이 텄다고 합니다. 한국 소 

나무는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르면 죽어요. 그런데 움이 났으 

니, 아주 기이한 현상이다. 그래서 

움이 난다고 해서 우미내. 이게 복 

합적으로 동네 이름을 짓는 데 도움

이 된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우미내라고 하게 된 이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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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이 사셨을 때, 대략 몇 가구 쯤 됐을까요?

혀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아주 많이 했어요. 이 친구한테 어제 이것［질문지］ 받고 내 

가 정말 관심있는 걸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은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을 이름은 우미내인데. 네 가지로 불렀어요. 이웃 

집에서도 어디 가냐 그러면, ‘어디가요’ 이러는 게 아니라, ‘움말 간다’ ‘아랫말 간 

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바깥마을, 안마을, 너머마을, 건너마을, 이래서 네 가지에요. 이것을 구분한 

다면. 여기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사진［마을 전경사진］에 보면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저쪽으로 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구가 있었어요. 그게 바깥마 

을이 형성된 집이고, 안마을이 거기서부터 따져서 저 끝까지가 안마을인데, 지금 저 

우미내 회관 있는데까지가 안마을이에요. 지금 검문소 있는데 이쪽을 다 통틀어서 

말하고, 29가구가 있었어요. ［제보자는 현재네, 강임네 등 29가구 이름을 다 기억하 

고 있었다］

〈옛 느티나무 앞에서 찍은 사진〉 〈옛 느티나무〉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대단합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정말 잘 하는 것 같 

아요.

‘# 어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내가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K1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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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락이 있잖아요. 산자락 이쪽에서 넘어가면 지대가 높았어요. 거기를 넘어가면 은 

행나무가 있고, 지금 K1 이 있는 근처를 너머마을이라 했고, 집이 한 십여 채 이상 있 

었어요. 그리고 건너마을에 일곱 가구 정도가 있었으니, 약 50여 호가 살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우미내의 K1 건물 입구〉 〈옛날 K1 앞에서 찍은 사진〉

그럼 바깥마을 다섯 가구도 누가 살았는지 아시겠네요?

= 그렇죠. 제일 첫 번째 집이 우리 집이었어요. 그 집이 구리시에서 세 번째 가라면 서 

러운 집이었어요. 그렇게 큰 집이었어요. 계단이 23칸, 32계단이었지. 지금은 6m 높 

이가 별거 아니지만. 그리고 네 집이 있었어요. 그 정도에요. 모르지, 내가 지금 있는 

거를 못 댄 건 있을 거에요. 없는 거를 더 댈 수는 없으니까. 이건 거짓말을 할 수 없 

어요.

그러니까 여씨 분들이 지금으로부터 120년 내지 15이년 전에 여기 와서 사셨는 

데. 그 을축년 홍수가 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분들이 다들 오신 분들이죠?

- 물론 다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대부분이 살길 찾아서 온 분들이지. 정착할 때가 

정확하게 있었다면 물이 들어나가던 그 자리가 수몰이 되지 않는 한, 또 복구해서 그 

자리에 살았는데. 그것도 내 땅이 아니었겠죠. 근데 일단 어디 살 곳을 찾아가자고 

해서 온 게 여기로 온 거지요.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서울 쪽이니까, 시골 사람들은 겁 

나서 서울은 가지 못해서, 여기가 맨 끝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정착을 하신 것 같아 

요. 그런데 또 보면 광나루 살던 분들이 여기로 올라온 분들도 있어요.

지금은 모두 몇 가구 정도 될까요?

- 현재는 자네가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호 현재는 90여 가구가 살고 있고, 가구 수가 그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너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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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하고 건너마을은 K1 기름 탱크가 들어오는 바람에 70년대 중반 강제 이주당했죠. 

그래서 그분들이 아치울의 택지지구로 옮긴 분들도 있고, 또 일부는 보상을 받은 후 

팔고 거여동 쪽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주로 크게 두 부류로 해서 강제 이주가 됐죠. 

박정희 정권 때.

그렇게 하고 나서 남은 가구가 지금 90여 가구라는 건가요?

이제 남아있는 바깥마을, 안마을 두 군데만 해서 가구 수가 90여 가구가 되는 거죠.

호 근데 그때 분들이 지금까지 여기 사시는 게 아니고, 여기 사시는 분들이 다른 곳으로 

나간 분들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또 이쪽이 우미내하면 산수가 좋잖습니까? 그래서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땅 사서 집짓고 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우미내 본토 분들은 많지 않아요.

■ 본토 분들은 9 〜 10가구가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키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는 집성촌은 형성되진 않았겠어요?

= 아까도 저 가구 이야기를 했는데, 집성촌이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어느 성씨가 많 

다, 적다’ 하는 것은 얘기할 수 있어도, 이가면 이가, 김씨면 김씨가 집성촌으로 이뤄 

지진 않았어요. 지금 저쪽에 보면 이촌마을이니, 주촌마을, 그런 곳이 있지요. 그런 

곳이 구리시에서도 몇 군데 있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 마을의 교통은 주로 어떤 상태였나요?

= 수상교통인데, 교통으로 따지면 여기가 참 열악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알지 

만 길 쪽으로는 거의가 평지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저 워커힐 쪽으로 가는 방향에 

사태가 하도 많이 나서 사태배기라고 했어요. 성황당이 있는 여기를 사태배기라 했 

어요. 비만 오면 막 무너져 내려오고 해서, 지금도 도로 쪽으로 보면 옹벽 같은 구조 

물을 설치하여 방지하고 있고, 특히 워커힐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곳은 사실은 

위험한 길이였어요. 비가 오고 나면 길이 없어졌는데, 인력이 부족한 시절이니까, 옛 

날에는 거의 방치상태였어요. 그 길에 옛날에는 구배（언덕）가 약간 있었어요. 구배를 

다 올라가지 전에 성황당이 있었헜고, 그리고 쭉 평지로 가다가 아까 이야기한 사태 

배기길은 구배가 굉장히 심했어요. 걸어가기가 힘든 정도의 길이였고, 더 올라가면 

좌측 밑은 광장 취수장이고 지금은 워커힐이지요.

동란 후 학구제가 해지되고 난 후, 초등학교를 광장동에 다녔는데, 그때 보니까 강 

쪽 밑으로 길이 나 있었는데, 두 사람이 비껴가기가 힘든 길이니, 길이라 할 수 없었

69



죠.

그럼 지금 같은 길이 뚫린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 19기년부터 작업이 시작되어 신작로가 뚫리기 시작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 셈 

입니다.

■ 쪼 그 전에는 길이 있었지만, 거의 농로 수준이어서 비가 오고 나면 장화 없이 갈 수 없 

는 엉망진창의 길이었고, 더구나 사태배기는 포장도 되지 않았고, 낙석도 떨어져서 

학교 다니기기 몹시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19기년） 신작로라는 말이 붙게 된 

것이지요. 도로라고 있었지만 농로 수준이었고, 사태배기 밑으로 길이 있었던 것은 

오래 전 이야기여서, 여기는 옛날에는 교통의 요지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아주 요지 

가 됐는데, 그것은 여기가 강이 있고 산이 있으니 돈 있는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특 

히 워커힐 때문에 제대로 된 도로가 된 거지요. 그때 길은 좁았으나 땅은 넓었어요. 

그래서 워커힐 공사를 현역 군인들이 했는데, 광장동 길을 사용도 했지만, 모래와 골 

재를 운반하려니까 이 쪽 길이 필요해서 길이 좁으니 확장공사를 했는데, 군인들이 

불도저로 마구 밀어 밭들이 최소한 1미터 이상 도로에 편입되서 주민들이 땅에 들어 

눕고 했지만 마구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구리시도 이쪽이 낙후되니까, 이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면과 시 

가 차이가 나느냐는 여론에 신경들을 썼지요. 사실 자치단체장들은 경계면에 신경을 

많이 썼죠.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면장님을 만나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아우성으로 끝났죠. 따져보면 구리면사무소에서 중화리［현, 서울 중랑구 중화동］까 

지도 구리면인데, 거기는 서울과 가까워서 발전이 되었는데, 발전시킬 곳은 구리면 

은 이쪽이다 한 거죠. 속된 말로 메기가 입을 크게 벌려도 우미내 벌판은 물바다라고 

해서, 비가 오면 1년 농사가 다 날아 갔어요. 지금은 자기네가 잘못해서 본 피해도 보 

상하라고 난리들이지만, 그때는 1년 농 

사가 그렇게 망가져도 그걸로 끝났어 

요.

그런데 구리면이 읍으로, 시로 승격되 

면서 여기도 신경을 많이 써서 우미내 

가 이렇게 됐죠. 그런데 본토 사람들이 

얼마 없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나도 그렇지만, 그러나 여기에 지금 사 〈현재의 잘 닦여진 워커힐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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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 못지않게 우미내에 애착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전화나 전기가 들어온 시기는 언제인가요?

호 먼저 학교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옛날 분들은 한 82〜83세 까지는 아마 인창초등학 

교를 다니신 것 같고, 그 전 분들은 이 근처에 학교가 없었으니까, 학교를 다니지 못 

했어요. 그러니까 서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광무］ 할아버지의 사랑방이 서당인 셈 

이었죠. 원래 해방촌인 건너마을에 해주 윤씨가 훈장으로 있는 서당에 여기 사람들 

이 다녔는데,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다리를 다쳐 다닐 수가 없게 되자, 

여기로 와서 글을 가르치면 방을 주겠다고 하셨죠. 그때 이 사람의 할아버지는 이 곳 

의 유지셨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서당이 생긴 거죠. 제가 형 

을 따라 다니면서 글을 배웠으니까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때 글 읽다가 졸면 훈장님이 3m 정도 되는 회초리로 멀리 앉아 있는 사람까지 때 

리셨어요. 그래서 서당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 서당을 다니시던 분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한문의 전문가가 되신 건 아니고, 한문을 먼저 알고 한글을 배우기가 훨씬 쉬운 

정도의 수준인 셈이죠. 그 후부터 지금 80세 조금 넘은 분들이 인창초등학교를 이 

마을에서 다닌 거에요. 지금 제가 나이 기살인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1950년 6월까지 여 기 다니다 6 • 25전쟁이 터져가지고 못 다녔죠.

그리고 아천동 본대에서 걔네［인민군］들 교육 받다가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해 학구 

제 때문에 여기서 인창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나이 많은 형님들이 제 연령에 학 

교를 못 들어가서 그런지, 아버지뻘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성큼성큼 걸어가면 우리는 따라가느라 지치고 집에 와서 지쳐서, 숙제 

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항의를 했어요. 왜 가까운 곳이 있는데 그 

렇게 먼 곳으로 다녀야 하느냐 그랬더니, 이것이 학구제 때문에 안 된다 그랬는데, 

결국은 시도교육위원회가 합의를 해서 학구제가 해지되면서 편리한데 가까운 곳으 

로 갈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우리가 여기 ［광장초등학교］로 다녔는데, 그냥 거저 먹 

기인 셈이었죠.

그럼 지금도 학군이 광장동인가요?

호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거죠.

= 인창초등학교로 다닌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린 여기［광장초등학교］로 다니고.

아, 그럼 선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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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쪽으로 다니던 사람들이 옮기기가 그렇다고 거기서 졸업한 사람들도 있었 

어 . 따져보니까 제가 인창초등을 다녔으면 31회 인 셈이고, 지금도 그때 동창들이 졸 

업은 하지 않았지만 고향이지 않느냐고 하면서 동창회 오라고 연락이 와요. 우리는 

지금은 1반, 2반이니 하지만, 그때는 1조, 2조 그랬어요. 반을 1조, 2조. 왜놈들 걸 

따온 거지. 1조는 오전, 2조는 오후. 그래서 여기 같은 동네 애들 딱 2조가 하나 있었 

어요. 용춘식이가 그 2조인데. 우리는 오는데 그 친구는 가는 거야. 그 친구는 밤에 

오는 거야, 밤에! 그래가지고 3학년까지 거길 다니다가 한 해가 지나가고 우리는 광 

장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여기 오니까 우린 5회야. 광장초등학교는 역사가 있는데 

6 • 25전에는 무시했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6 • 25 다음 해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1 

회나 2회가 되어야지, 왜 5회냐 그랬더니, 광장초등학교가 장안초등학교의 분교였었 

대. 그래서 그쪽에서 흡수해 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광장초등학교 5 
회인데 여기 이 사람들 다 광장초등학교 졸업한 거야. 우리 조카들이 다 광장초등학 

교 나왔는데 15회서부터 23회, 25회들이지. 동창회에 갔더니 3회가 딱 1명 있었어요.

여기 며느리상은 어디 있는 건가요?

= 여기에세마을회관］ 워커힐 쪽으로 가면 옛날에는 고개가 시작되는데, 쭉 올라가면 

성황당이 나타나요. 이 길이 72년도에 확장되면서 지금의 자리에 모셔진 셈이죠. 사 

람들이 성황당을 지나가면서 오늘 하루가 무사하기를 바라면서 돌을 거기다 놓고 갔 

는데, 그 돌이 쌓이고 쌓여 길로 자꾸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성황당에서 제 

일 가까웠기 때문에, 늘 가서 돌을 긁어서 올리고 올렸던 기억이 나요.

〈지금의 며느리상〉 〈옛날 며느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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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럴 정도였어요?

= 동네 대동고사를 지내거나, 혹은 누가 동네사람 모르게 여기다가 떡이나 여러 음식 

같은 것을 보통 당 위에 올리는데 여기는 못 올리게 되어 있으니까, 앞에 두고 갔지요.

당집이 있었어요?

호 그래야 성황님을 모시지. 한옥 기와모양 되어 가지고, 조그마하게 문이 있었어요. 그 

문이 쌍발인데 열면 앉은 자세였는데. 지금 이런 거를 고증할 기회가 있을 줄 알았다 

면, 그때 내가 세심하게 봤을 텐데. 그때는 왜 그걸 열어 봤느냐 하면, 그 곳에 맛있 

는 음식을 가져다 놓거든!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그랬지. 쳐다보면 지켜보는 것 같고 엄청 무서웠어요.

그리고 모양이 요새 노래 잘하는 예쁜 여자애들 있잖아요. 걔들을 비교해 놓고 누구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때는 겁에 질려가지고 빨리 여기 있는 거 

필요한 거 가지고 가려고 해서 제대로 보지도 못 했어요. 그것을 동네에서 알면 큰일 

났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떤지요?

= 뭐 이상한 이야기가 있고 그래 가지고, 거부감이 있어서 가보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동네서 공동관리를 했어요. 다 성황당은 성황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 안해도 돌멩이가 밑에 떨어지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걷어 올리곤 했고, 

동네고사 지내면 거는 게 있어요. 그게 성황당 표시야. 어디든지 성황당 가면 줄에 

걸려 있잖아요? 그런 것이 훼손되면 다시 매어주고 그런 것을 누구든지 먼저 보면 했 

어요.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그걸 한다 그래서, 구리시 쪽으로 민원도 들어가고, 이 

래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보지도 않았어요.

성황당 위치는?

호 （지도에서） 이 위치에 있었는데, 길이 나면서 여기 있는 서낭당도 불도저로 밀어버렸 

고, 두상, 흉상을 모셔다가 여기 산자락 밑에 옮겨다가 모신거죠. 검문소부터 50m 
떨어져 있고, ‘모던 기와카페’ 입구에서 30m 더 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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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의 염원을 적은 소지를 올리는 모습）

C3수히*« •서’上‘»<성母앙）•효사 •*

■ 사서느 •弓 ♦서* 그•♦«<««♦'

I. S냥세녀I

» »하幻*♦써 "
■3：/t» 41 1*，너*〒.•서. ‘HM’V’t MU. « .«♦.*«디

성황당 관리는 누가 하나요?

- 성황당이 있는 곳의 원래 땅 주인은 장영자였는데, 최종렬이 경락을 받아 현재 주인 

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비를 들이든지 동네 돈으로라도 성황당을 새로 개축을 하려 

고 했으나, 땅 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아 지금의 상태입니다.

〈서낭당 가는 길〉

땅주인은 여기사람 아닐 거 아니에요?

= 그렇죠. 박명섭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 저도 

인터뷰를 같이 했는데 ‘서낭당을 여기 모시면서 우리 며 

느리상이 시끄러워 하실 터이니, 동네 안으로 모시는 것 

이 괜찮을 거다’고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서낭님도 우 

리들의 뜻을 이해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허름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서낭당도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아는, 힘쓰는 외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이거 동네에서 관리도 안하니까, 관리하겠소’ 하 

며 열쇠를 그 사람에게 준 거에요. 근데 열쇠를 딱 잡더 

니 잡신이든 무당이든 들어오면 돈 받고 하니까 동네사

람들도 꺼림칙해하고.

“이것［성황당］ 당신 것 아니야, 동네 것이야. 돌이켜보면 고구려 때부터 유래를 찾을 

수 있는 곳인데, 당신이 ‘내 것이다’ 하면서 작년에도 박명섭 소장님이 오셨을 때, 

왜 통보 안하고 왔냐는 식으로 홀대하지 않았느냐. 그 분도 벌말 토박이다. 그런 사 

람한테 왜 통보 안 하고 왔냐는 식으로 홀대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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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를 하였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동네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주니까, 또 혹해가지 

고 ‘좋은 게 좋지’ 하면서 넘어가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년에 한 번은 서낭제 혹은 대동제는 모 

시고 있어요. 그 전통은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여기 마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네요?

호 새로 지어서 모시는 것도 과제고, 등록 안 되고 내 땅입네 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관 

리하는 외지인한테 동네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나간다고 다짐을 받 

았으니까 해결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통장이든 저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동네 

일이니, 같이 처리를 할 것입니다. 시에서 열쇠를 채웠으나, 그걸 몰래 복사해서 오 

는 사람들 고사 지내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사를 지내고 돼지머리를 강가에다 

버리니까 해골이 무성하다는 말도 있어요. 동네 과반수가 찬성하면 그놈을 몰아내고 

땅주인도 허락을 하지 않으니 동네 안에다가 모시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데 날짜 잡고 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라서 기회를 보고 있어 

요. 시에서도 복원을 하려고 예산까지 편성을 해 두었는데, 땅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 

아서 그냥 없었던 걸로 해서 끝내버렸어요. 2000년 9월부터 복원사업을 시작했어 

요. 그런데 여기 땅주인이 허락을 안 하니, 시에서도 평방 200m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현 상태라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미내 마을 전경〉

if흥느 갓&•*=■：＜. •- . - ■ES1B
〈아차산과 우미내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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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명섭의 구술 내용

• 조사내용

• 장소 : 아치울 마을 현지조사

• 날짜 : 2012년 11월 30일 10:00 〜 14：00

• 조사대상자 : 박명섭（1939년）

• 구리관련성 : 구리출신 인창초등학교 29회, 現 구리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소장

아치울 지명에 대해 알려주세요.

호 아차산 아래 있는 동네가 아천동이라고 하고 아천리라고 하지요. ‘川（천）’ 字가 붙는 

것은 개울가에 사람들이 사니까, 아마 산 높은 데서 흘러내리는 냇가 주변에 사니까 

아천리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아치울은 아차산 4보루에서 용마산 가는 골 

짜기에서 흘러 내려오는 개울 양쪽으로 집들이 있어요. 아차는 산 높을 ‘아’ 에 산 높 

을 ‘차’ 로 표기하고 있어요.

〈아치을 마을입구〉

이곳도 산 밑으로 마을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 예전에는 벌말, 돌섬, 토막나드리. 이 세 동네만 강변으로 붙어 마을이 있었고, 나머 

지는 다 아차산 쪽으로 마을이 있었어요. 아치울도 산 밑으로 마을이 있었고, 마을 

앞에만 논이 있었고, 벌판으로는 조, 수수, 콩, 밀, 보리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팔당댐이 생기기 전에는 춘천에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서 물난리를 겪었어요. 왕 

숙천도 비가 오면 물이 범람해서 넘치니까 둑을 만들었어요.

둑이 있나요?

= 왕숙천 범람을 막기 위한 이 둑은 6 • 25전쟁 후 만들었는데 밀가루로 만든 둑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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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부역을 하고 밀가루 배급을 받아갔기 때문에 밀가루로 만든 둑이지. 둑이 만들어 

지기 전에는 아치울도 산 밑에만 사람들이 살았다구. 검배에서 시작해서 마을을 싸 

고 돌아서 밀알교회로 해서 한다리까지 가는 거야. 이 둑을 쌓았기 때문에 장마를 피 

할 수 있었어요. 물이 넘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이 둑이 없을 땐 농사 허탕으로 

짓는 거지요. 지금 이 둑 넘어 강가 둑은 전두환시절에 만들어진 거지.

조개 늪, 벌말 샛강, 돌섬하고 벌말 지나가는 샛강. 둑 건너 강 쪽이 자갈밭이어서 골 

재 채취하던 곳이었어요. 돌섬 앞에서 여기까지가 자갈 벌판이었어요. 여기서 나오 

던 조개가 재첩과 같은 조개로 콩조개라고 불렀어요. 잘다구, 말뚝조개, 함박조개 그 

런 것들이 많았어요. 우미내 앞에는 움조개, 칼조개 등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우미 

내 앞에가 조개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조개섬이 라고 했어요.

〈마을에서 바라 본 한강〉 〈마을하천（일부 복개 공사함〉

아치울에는 어떤 성씨들이 살았나요?

= 아치울은 전주 이씨 경녕군파, 효령군파, 전주 김씨가 많았어요. 아치울 위쪽 아차산 

에는 전주 이씨 묘가 많아요.

아치울 새 주택들은 언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나요?

= 지금 아치울에 새로운 주택이 들어선 것은 20년 안팎이 

죠. 아치울엔 원주민들이 약 20여 호도 안 남았을 거에 

요. 별장도 들어서고 외지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서 살고 있어요.

아차산의 글자 변천에 대해 알려주세요. 〈아치울 마을（2012 현재）〉

호 처음 삼국시대에는 아단이 제일 먼저 나와요. 언덕 ‘阿

자에 아침 旦 자로 나오다 旦 자가 이성계 이름의 旦 자랑 같다 해人1 旦 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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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자로 바꿔요. 이게 정약용 선생이 주장하는 거죠. 언덕 w 자와 또 ‘旦’ 가 19세 

기에 산높을 ‘< 자에 산높을 ‘< 가 되요.

%지도• 

후—

줘i 〈19세기 전반 지도 e勝山 표기〉

아차산, 남행산, 액끼산 차이는 뭔가요?

■죠 남행산은 남쪽으로 길다고 해서 남행산이고, 서울의 내사산이 인왕산, 낙산, 북악산, 

아차산인데, 그때 남행산이 들어가 있어요. 동네마다 망우리 사람은 망우산, 광진구 

사람은 옛날같이 언덕 ‘아’ 자에 또 ‘차’ 자 써서 아차산（阿旦山）, 우리 구리 사람은 산 

높을 ‘아’ 자에 산 높을 ‘차’ 자 써서 아차산（e陸山）. 이렇게 같은 산을 가지고서도 다 

르게 부르는 거에요. 아계산, 애끼산도 지역에서 불려지는 이름으로 인창초등학교 

교가에 나와요.

〈아치울 마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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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물놀이와 풍물놀이

L2部

구리문화원 풍물반 

지도강사 류 승 표

우리는 사물놀이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물놀이, 농악놀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전통음악의 한 장르로 생각할 것이 

다. 그리고 무당들이 하는 시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사물놀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고리타분한 옛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 

을 가깝게 체험할 기회가 없었거나 충분한 재미와 즐거움의 요소를 느끼지 못해서 그것 

이 시끄럽게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색안경을 버리고 음악에 한 걸음 다가가면 쉽게 

빠져들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사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물놀이의 한 

단면만을 즐기고 있기에 쉽게 싫증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사물놀이를 올바로 알고 그 뿌 

리를 그리고 맛을 알게 되면 그 즐거움은 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 즐겨보 

자.

사물놀이는 말 그대로 사물（꽹과리, 징, 장구, 북）로 노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상은 대부분 잘 모른다. 먼저 사물놀이에 대한 오해가 한 가지 있 

다. 그 오해는 ‘사물놀이가 옛날부터 전해오는 전통음악의 한 장르’ 라는 것이다. 사물 

놀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전통음악이 아닌 창작음악이다. 그것도 고작 30년 정도밖에 되 

지 않는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창작을 했을까?’ 그것 

은 바로 “풍물놀이”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물놀이를 설명할 때 풍물놀이와 비교하며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풍물놀이에 대하여 올바로 아는 것이 사물놀이 또한 올바로 알 

게 되는 것이다. 즉 그 맛의 뿌리는 풍물놀이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물놀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1970년대 말 우리의 풍물놀이는 클래 

식과 대중음악의 영향으로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대규모 

인원이 연희를 하는 것 그리고 연희에 필요한 큰 마당이 있어야 했던 것이다. 마을에서 

하는 풍물굿의 경우 주민들이 풍물놀이를 하지 않아도 생사에 지장이 없었으나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 연희패 즉 남사당패의 경우는 생계에 커다란 문제가 됐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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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젊은 예인 몇 명이 주축이 되어 작은 소극장에서 가장 적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풍물놀이를 만들게 되었고 클래식음악처럼 놀이가 아닌 연주형태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 장단을 새롭게 구성하여 음악을 만들게 되었다. 이것이 사물놀이의 시작이며 이렇 

게 풍물놀이에서 최소한의 악기인 사물（꽹과리, 징, 장구, 북）을 가지고 그것을 연주하는 

4명이 새롭게 구성한 곡들을 연주하는 것이 “사물놀이”인 것이다.

풍물놀이는 하는 지역과 연희 목적과 쓰임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과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서로 같은 형태지만 쓰임이나 지역에 따라 장단 이름과 용어가 다양하여 명칭통 

일과 이론화작업이 잘 되어있지 않아 복잡하며 그것에 따라 지역과 연희패의 색깔이 구 

분되기도 한다. 바로 그런 부분이 음악의 맛으로 표현되고 즐거움이 되며 보존 가치가 

되는 것이다. 사실 이론화 작업이나 명칭통일이 그 고유의 색깔을 획일화할 수 없는 문 

제가 있지만 그것을 구별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 생각한 

다.

풍물은 풍장, 매구, 농악, 판굿, 걸립, 두레 등으로 불린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농악놀이는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이름이라 하여 지금은 잘 쓰지 않는다. 판굿은 

남사당놀이의 여러 과정 중 하나에 속하며 사물놀이의 최초 연주자들이 남사당 출신들 

이기에 사물놀이패의 연희는 판굿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풍물놀이는 타 

악기가 주를 이루며 군악, 마을 고사반, 전문연희패 등 다양하게 보여지고 있고 그것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용어들이 서로 뒤섞여 있고 무엇이 그 

최초인지는 추축해 볼 수밖에 없다. 요즘 볼 수 있는 풍물놀이는 보통 각 지역의 농악놀 

이 그리고 남사당패의 판굿이다.

풍물놀이는 몇 십 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며 소수의 취악기와 타악기로 구성이 되 

어 있어 소리 또한 상당히 크기에 울림이 없는 넓은 마당이 적합하다. 그리고 장단은 감



상하기 좋은 형태보다는 연희 행위에 맞게 구성되어 있어 음악적인 면보다 보여지는 것 

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장단이 하고 있다.

풍물놀이는 크게 악기를 연주하는 앞치배와 악기를 연주하지 않는 뒷치배로 나뉘며 

앞치배의 역할은 악기연주와 진（판제）에 따라 움직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진 

은 작은 여러 단위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여러 이야기의 진들이 모여 하나의 풍물 판 

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풍물놀이의 핵심이라 하겠다. 뒷치배는 연기자 또는 광 

대의 역할을 하며 특정한 인물의 복장을 하고 그것을 풍자하며 연기를 한다. 중요한 것 

은 이 부분이 사물놀이에서는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아예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음악적 

인 부분을 부각시키는데 뒷치배는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풍물놀이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변형을 가하지 않은 자기 지역 고유의 연희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각각의 색깔이며 감상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연희를 살펴보면 각 

지역의 풍물놀이는 대체로 액과 살을 푸는 고사반과 진에 따라 이동을 하는 판 그리고 

무동놀이를 포함한 개인놀이가 주가 된다. 그러나 남사당패와 같은 연희집단은 덧뵈기 

（산대놀이）, 덜미（인형극）와 같은 연극적인 부분과 얼음（줄타기）, 버나（접시돌리기）, 살 

판（땅재주）의 기예적인 부분이 더 포함되어 있다.

사물놀이는 새롭게 부쳐진 이름이기 때문에 다른 용어는 없고 그것이 어디에서 영감 

을 얻어 지어졌는지는 알 수 있다. 원래 사물이란 용어는 불교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불교사물은 법고, 운판, 범종, 목어를 일컫는데 이 불교사물의 사물이란 용어를 풍물악 

기 네 가지（꽹과리, 징, 장구, 북）에 대입했다 할 수 있고 그것에 놀이라는 우리말을 부 

쳐 사물놀이라는 새로운 연주 장르의 명칭이 생겨났다.

장단은 풍물놀이에서의 흐름을 무시하고 우리음악의 일반적인 형식인 “세틀（만, 중, 

삭의 세 개의 흐름을 갖는 것으로, 만은 아주 느리고 중은 중간속도 삭은 빠른 것을 말 

하며 이것은 정악 즉 궁중음악에서 사용하는 국악 용어다.）형식”에 맞게 느린 것에서 점 

차 빠른 것으로, 작은 소리에서 점점 큰 소리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형태로 재구성 하였다.

연주인원은 사물악기에 대한 연주자만 필요하며 기는 기수 대신 받침대를 사용하고 

때에 따라서 태평소 연주자를 섭외해서 쓰기도 한다.

풍물에서 연희는 지역과 단체별로 다르지만 사물놀이는 새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풍물 

의 연희를 가지고 재구성하여 연주곡을 만들었다. 각 지역의 가락을 재구성하여 각각의 

곡을 만들고 그것을 앉은반으로 연주하고 있으며 고사반의 비나리를 연주곡으로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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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굿을 하나의 음악적 흐름으로 정리하여 연주하고 있다. 이렇게 사물놀이의 연주곡은 

창작된 것이어서 연주자들마다 다르게 연주하고, 새롭게 만들어 연주한다고 해도 그것 

이 잘못 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다양성을 보일 수밖에 없으며, 그런 다양성이 사물 

놀이가 발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물놀이는 여러 지역의 그리고 단체의 것을 곡으로 만들다 보니 같은 장단이 서로 다 

른 곡에 연주되더라도 그것의 뿌리가 다르기에 다른 장단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생기 

게 된다. 그리고 풍물놀이에서 장단이름 대신 판제 명칭을 장단과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혼돈이 생기고 있으며, 국악 교육이 획일화되고 그것의 바탕인 이론이 확 

실히 정리가 되어있지 않아서 풍물 이외의 장르（정악과 민속악 전반）에 사용하는 용어와 

도 혼선이 생겨 더 복잡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장단의 용어를 정확히 지켜 연주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며 그것은 장단의 획일화, 음악의 획일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장단의 형태가 비슷한 것이지 강약과 부침새가 다르기에 각기 다른 소 

리와 셈여림을 내며, 그것이 음악의 색깔을 결정짓는 것이고 그것이 획일화 되는 것은 

고유의 것, 맛, 음악을 잃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문제가 그 뿌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 

다. 그래서 위의 문제점들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기로 하겠다.

먼저 장단이름과 판제 명칭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동살풀이 

장단을 예로 들어보자. 이 장단은 우도농악의 오방진（동, 서, 남, 북, 중앙의 다섯 군데 

에서 진을 감는 것）이라는 판제에 쓰이는 장단이다. 대부분의 아마추어 풍물인들은 오방 

진은 알아도 동살풀이는 잘 모른다. 오방진의 자세한 뜻을 모르고 그것이 장단이름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도에서 동살풀이라는 장단이름 대신 오방진이라는 진이름 

으로 장단명을 대신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오래 전부터 우리는 그래왔 

고 그게 익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여 다른 지역과 교류가 생기고 사물놀이 

가 생기면서 지역과 관계없이 연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오방진은 

호남우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같은 형태의 진이 있고 거기에 쓰이는 장단 

이 다르다. 웃다리에서는 길군악 칠채를 오방진 가락으로 쓰고 있다. 즉 우도농악을 하 

는 사람들한테 오방진은 동살풀이 이고 웃다리 풍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은 길군악 칠채인 

것이다. 이제는 지역의 벽이 무너졌고 전공자들이 생겨 여러지역의 풍물놀이를 하기 때 

문에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있어야 지역 특색에 맞는 연주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 그래서 장단명과 판제 명칭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게 정리하여 이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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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비슷한 장단이 서로 다른 곡에 나오지만 용어가 다른 경우다. 제일 많이 연 

주되는 장단 중의 하나인 이채 장단을 예로 들어보자. 이채는 징을 두 번 치는 장단이 

다. 채라는 용어는 풍물에서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의 용어이다. 보통 앞에 숫자가 

（이채, 삼채, 오채, 칠채 등등） 붙고 그 숫자는 대개 징을 치는 횟수를 나타낸다. 징의 숫 

자는 수신호를 의미하며 군 

악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

지고 있고 징을 수신호에 사 

용한 이유는 징소리가 가장 

멀리에서도 들리기 때문이 

다. 채는 풍물과 무속 등 소 

수의 특정 장르에 나타난다.

이채의 또 다른 용어에는 

자즌（진）가락과 휘모리가 있 

고 자즌가락은 가락, 즉 장단 

을 자질게 연주한다는 뜻으로 빠른 장단이라 보면 되고 휘모리는 판소리와 같은 장르가 

일반화 되어있는 전라도（우도, 좌도）의 지역적 특징이 풍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여겨 

진다（다른 모리 종류는 풍물에서 나타나지 않음）. 자즌가락은 웃다리지역（경기, 충청권） 

에서 쓰는 용어이고 휘모리는 아랫다리（우도, 좌도, 영남） 지역에서 쓰는 용어이다. 그 

렇기 때문에 웃다리 사물놀이를 연주할 때에는 자즌가락이라는 장단이름을 써야하고 우 

도사물놀이를 연주할 때에는 자즌가락이라는 장단이름을 쓰면 안 되는 것이다. 휘모리 

와 자즌가락은 비슷한 박자 형태로 보이지만 패턴이나 셈여림 등 그 색깔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풍물 용어간의 혼선이 오는 경우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풍물 외의 다른 장르의 장단 

용어를 풍물에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 문제의 출발점은 국악 전공자들에게 있 

다. 초창기 국악 이론화 작업을 하고 그 기틀을 만든 분들은 정악（궁중음악）을 하던 분 

들이었고 민속악（풍물포함）을 폭 넓게 조사하고 이론화하지 못했다. 그래서 민속악의 가 

장 대표적인 것（판소리, 산조 등）에 대한 용어가 익숙해 있었고 비슷한 형태의 장단들에 

대해서는 그 용어를 대입해 버린 것이다. 민속악의 대표음악은 판소리이며 장단 흐름은 

모리라는 형태로 되어있다. 모리의 앞에 중, 중중, 자진, 휘, 단, 엇, 엇중 등의 속도와 

구조를 나타내는 말이 붙는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국악 전공자들의 대부분이 풍물 

놀이를 많이 접해보지 않았고 국악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 획일화된 모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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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풍물 장단명으로 쓰고 있다.

자진모리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풍물에서는 지역에 따라 삼채, 덩덕궁 마 

당쇠 등의 용어로 불리고 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전공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용어는 자 

진모리 이다. 이미 자진모리는 깊숙하게 뿌리를 내렸다. 하지만 이것은 꼭 바로잡아야 한 

다. 삼채와 구조가 비슷하지만 모리의 형태는 첫 박과 아홉 번째 박, 즉 중 후반 포인트 

한 곳에만 강박이 들어간다. 그것은 자진모리는 반주를 위한 장단형태라는 것이다. 하지 

만 삼채는 넘겨치는 양장구 형태를 하고 있어 뚜렸한 대삼, 소삼이 나타나고 채가 넘어 

갈 때 묘한 셈여림의 변화가 나타난다. 즉 삼채는 독자적인 연주의 리듬꼴인 것이다. 그 

래서 자진모리가 삼채를 대신할 수 없고 삼채가 자진모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장 

단 이름이 그 음악의 색깔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 외에도 용어나 지역적 특징 등 많은 것이 혼용되어 쓰이고 제자리 

를 못 찾아가고 있다. 전국의 많은 풍물인들이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만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리라 생각되고 그 관심이 사물놀이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게 할 것이며 

조상님의 위대한 유산에 감탄하며 그것을 올바르게 보존하며 전수하게 될 것이다. 사실 

풍물뿐만이 아니라 무속은 더 상황이 심각하다. 이유는 자료가 더 남아있지 않고 관심 

또한 더 크지 않기 때문이다. 흔히 무속을 신이 내리고 점괘를 봐주는 강신무만 생각하 

고 미신으로 치부해 버리는데 불과 몇십 년 전만해도 우리 주변에는 서낭당이 있고 마을 

의 안녕을 위해 굿을 하고 사람이 죽으면 넋을 위로하기 위해 굿을 했다. 이것은 신기가 

없는 세습무 즉 대대로 굿하는 법을 대물림 받아 하는 예술성이 뛰어난 의식이다. 풍물 

놀이도 마찬가지 지만 굿은 축제며 놀이 이고 볼거 리 가 많은 종합예술인 것이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이다. 그래도 요즘은 예술로써 가치를 많이 인정 

해 주고 있지만 ‘서양보다 못한, 그리고 미신의, 고리타분한 옛날 것’ 의 인식을 많은 사 

람들이 가지고 있다. 우리가 너무 서양 것에 젖어 있어 우리 것에 대한 위대함을 보지 못 

하고 서양 종교의 영향으로 미신이 되어버리고 젊은 층이 접할 기회가 없어 고리타분한 

것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서양 음악과 종교를 우월한 문화로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왔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문화를 경시하고 배척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것 

을 올바로 알고 즐기고 후대에 전수한다면 그 가치도 자연히 전해지리라 생각된다.

우리 문화에 애정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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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문화원 향토사연구회

동학혁명의 발상지 정읍을

총무 정경일 

때 : 2013. 4. 1.

2013년 향토사연구회 문화유적 답사지로 회원 모두의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근대화의 

초석이 된 동학혁명의 발상지 정읍을 찾아가 보기로 하였다.

출발 전에 정읍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 사전조사와 답사를 좀더 효율적 

으로 하기 위한 코스의 선택, 무엇보다 회원들의 식사며 간식 준비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체크하여 정읍으로 출발한다.

정읍은 전라북도 서남부에 위치한 대도시 전주와 광주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 

며, 호남 서해안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정읍시는 남동쪽으로는 노령산맥 

줄기로 산세가 수려한 내장산 국립공원과 입암산이 연결되어 있고, 북서쪽으로는 광활 

한 동진평야가 펼쳐져 있어 북서쪽이 터진 일종의 분지형태를 이루고 있고 하천은 남동 

쪽 내장산 줄기에서 시작하여 시내를 관통하여 북서쪽으로 흐르고 있다. 목포와 서울간 

을 잇는 KTX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및 국도 3개 노선이 연결되어 있어 서해안 지방의 교 

통요지이고 운암저수지를 수원지로 한 동진강과 내장산으로부터 흐르고 있는 정읍천이 

합류하여 부안군과 경계를 이어 서해에 유입하고 그 유역은 관개지로서 토지가 비옥하 

여 농업 에 적합한 곳이다.

정읍은 구리시의 9경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9경을 가지고 있으며 정읍 4대문화권 

（내장산국립공원권,동학농민혁명유적지 권, 태산선비문화권, 정읍사문화권）으로 관광지를 

나누어 권역별로 소개하고 있다. 향토사연구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권과 정읍사 

문화권을 위주로 답사하기로 하였다. 짧은 일정에 많은 것을 보고 오기 위하여 마음이 

바빠진다. 약 4시간 이동하는 버스에서는 향토사 전 회장이셨던 정남선 선생님으로부터 

동학혁명에 대해 들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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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학농민혁명의 배경을 살펴보면

19세기 후반 안동김씨, 풍양조씨로 이어지는 

세도정치가 이루어지고, 탐관오리들의 득세로 

인해 사회가 동요되었다. 삼정（전정, 군정, 환 

곡）제도는 지방관리들의 수탈수단으로 변해 농 

촌사회의 파탄을 가져왔으며 수탈을 견디기 힘 

들었던 농민들이 화전민이 되거나, 거지가 되고 

또한 굶어 죽는 자들이 속출하였다. 이로 인한 

민중의 불만이 커갔으며 이러한 봉건사회의 모 

순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주인의식이 싹트게 되었다. 1860년 최제우에 의해 동학이 창시 

된 후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봉건사회를 반대하고 서학과 왜를 배척하는 반외세사상을 

주장하면서 조선사회에 그 교세가 확산되었다. 이에 조선의 위정자들은 동학을 사교로 

금지하고 1864년 혹세무민의 죄로 교조 최제우를 처형하였으며, 이후 동학교도들에 대 

한 조선의 탄압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동학 제2대 교주 최시형에 의해 동학이 농민 대중 

에게 더욱 확산 ' 조직화되면서 동학의 창시자였던 최제우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하고 동 

학교도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교조신원운동이 전개되었다. 이후 교조 

신원운동은 계속되는 정부의 묵살과 더불어 전라도 군수 조병갑의 불법착취와 동학교도 

탄압에 대한 불만이 도화선이 되어, 동학교도들은 1894년 1월 전봉준을 중심으로 전라 

도 ' 충청도 일대 농민들이 모여 고부 관아를 습격한 고부민란（古卓民亂）을 일으켰다. 관 

아를 점령한 전봉준은 정부에 대하여 조병갑의 횡포를 시정할 것과 외국 상인의 침투를 

금지하라는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결과, 정부로부터 폐정을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 

고 10여 일 만에 해산하였다. 그러나 고부민란을 조사하러 온 안핵사 이용태가 오히려 

민란 관련자들을 역적죄로 몰아 혹독하게 탄압하여 동학농민운동의 봉기의 원인이 되었 

다. 동학농민운동은 비록 실패했지만, 이 운동은 안으로는 갑오개혁과 밖으로는 청 • 일 

전쟁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후 3 • 1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 동학농민운동의 발상지 정읍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은 전라도 고부군에서 일어난 민란에서 비롯되었다. 전라도는 물산이 풍 

부한 곡창지대로 국가재정도 이 지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전시대 

에 걸쳐 수탈의 대상이 되어 농민들은 항상 탐관오리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었다. 1894 

년 2월 10일 고부군수 조병갑의 지나친 횡포에 항거하는 광범한 농민층의 분노가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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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민란이 일어났다.

민란의 직접적인 불씨가 된 것은 만석보（萬石狀）의 개수문제에 따르는 수세징수사건에 

서 비롯되었다. 1892년 말 고부군수로 부임해 온 조병갑은 탐관오리의 전형적 인 인물이 

었다. 그는 기회있는 대로 갖가지 명목으로 수탈을 자행하였는데, 농민에게 면세를 약속 

하고 황무지 개간을 허가하여 주고도 추수기에 강제로 수세（收稅）하였고, 또한 부민（富 

民）을 체포하여 불효 • 불목 • 음행 • 잡기 등의 죄명을 씌워 그들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 

은 것만도 2만여 냥（兩）에 달하였으며, 자기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운다고 강제로 거둔 

돈이 1,000여 냥이나 되었고, 대동미를 정미（精米）로 받는 대신 돈으로 거두고 그것으로 

질이 나쁜 쌀을 사서 상납하여 그 차액을 착복하기도 하였다.

특히 만석보는 농민들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동진강（東津江）에 건설한 수리시설로서 이 

를 이용하고 있던 농민들에게 받는 수세（水稅）가 너무 과중하여 자주 그 경감을 청원한 

바 있었다. 그런데 조병갑이 새로 군수로 부임해 오자 여기에 덧붙여 강의 하류에 필요 

하지도 않은 신보（新'狀）를 쌓게 하고 이를 이유로 농민들에게서 고율의 수세를 징수함으 

로써 700여 섬이나 착복하였다.

1893년 12월 농민들은 우선 억울한 사정을 민소（民訴）의 형식으로 군수에게 진정하기 

로 하고, 동학접주 전봉준을 장두（狀頭）로 삼아 군수 조병갑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호소하 

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봉준은 동학접주인 동지 20명과 함께 각 마을 

집강（執鋼）에게 보내는 사발통문（沙4本通文）을 작성하여 봉기를 맹약하였다 厂 „

Z---------------------------- 사발통문결의문 ------------------ IffI#*후

②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할 것 . -새 어 브이 *

③ 군기창과 화약를 점령할 것 K
④ 군수에게 아유（阿誤 ： 아첨）하여 인민을 침어（侵漁）한 탐리（貪吏）를

격징（擊懲）할 것

丄 ④ 전주영을 함락하고 경사（京師）로 직향（直向）할 것 이

이듬해인 1894년 2월 10일 전봉준은 김도삼（金道三）, 정익서（鄭益端）, 최경선（崔景善） 

등과 함께 봉기하여 고부군아를 습격하고 불법으로 수탈되었던 수세미（水稅米）를 되찾 

아 농민에게 돌려주는 동시에 일단 해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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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군수 조병갑은 간신히 난을 피하여 전주에 이르러 전라감사 김문현（金文銀）에게 

보고하고, 김문현은 이를 다시 정부에 알리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김문현의 보고에 의 

하여 조병갑의 죄상을 알게 되자 그를 체포하여 파면하고, 새로 박원명（朴源明）을 고부 

군수로 임명하고 이용태（李容泰）를 안핵사로 삼아 사태를 수습하게 하였다. 하지만 안핵 

사 이용태는 사후처 리를 동학교도 탄압의 기회로 삼아 온갖 악행을 자행하여 그들의 격 

분을 샀다.

1894년 4월 전봉준은 김기범（金箕範）, 손화중（孫華中）, 최경선（崔景善） 등의 동학접주 

들과 함께 무장현成長懸）에 모여 민간에 포고하여 이번의 거사는 탐관오리의 숙청과 보 

국안민에 있음을 천명하는 창의문을 발표하였다.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의 이름으로 된 ‘무장동학포고문’ 으로도 불리는 이 창의문에 

서 과감히 봉기할 것을 요청하자 근방의 10여 읍에서 이에 호응하고, 10여일 만에 1만 

여 명이 동원되었다. 동학교도와 농민과의 결합은 이때부터 비롯되었고, 전봉준은 동학 

농민군의 지도자로 봉기의 앞장에 서게 되었다.

전봉준은 같은 해 4월 말 고부, 흥덕, 고창, 부안, 금구, 태인 등 각처에서 봉기한 동학 

농민군을 김개남과 모의하여 고부 백산伯山）에 집결시켰다. 여기서 항전의 대오를 갖추 

게 된 후 전봉준이 동도대장（東徒大將）으로 추대되고 손화중, 김개남이 총관령（總管領） 

으로 보좌하게 하였다.

전봉준은 우선 창의의 뜻을 천명하는 4개 항의 행동강령 인 ① 사람을 죽이 거나 재물을 

손상하지 말 것, ②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히 할 것, ③ 일본오랑캐 

를 내쫓아 성도（聖道）를 밝힐 것, ④ 군사를 거느리고 입경하여 권귀（權貴）를 모두 죽일 

것 등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창의의 뜻을 밝히는 또 다른 격문을 작성하여 농민들의 적 

극적인 호응을 요청하였다.

무장, 백산에서의 봉기는 지역적인 민란의 성격을 지양하고 이제는 반침략, 반봉건을 

지향하는 외세와 집권층에 대한 도전이며 개혁운동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5월에 들 

어서면서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부안관아를 점거 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라감사 김문현은 영장（營將） 이광양（李光陽）과 초군（D'#軍） 이재섭（李在變） 등에게 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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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별초군 250명과 보부상으로 편성된 관군을 이끌고 부안 방면의 동학농민군을 토벌 

하게 하였다.

관군은 5월 10일에서 11일 새벽에 걸쳐 도교산（道橋山）에 근거를 둔 동학농민군과 황 

토현（黃土現）에서 접전을 벌였으나 대패하고 말았다. 황토현싸움에서 승리하자 동학농 

민군은 그 기세를 몰아 정읍으로 진격하여 이를 점거하였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동학농민군의 사기가 더욱 높아졌으며 관군이 패배한 뒤 전주는 

거의 무방비상태에 놓였다. 전라감사 김문현과 판관 민영승은 앞다투어 도망치고 말았 

다. 이 무렵 정부의 구원 요청에 따라 청군과 일본군이 출동해 옴으로써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후 동학농민군이 두 차례에 걸친 패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전의를 상실한 상황 

아래서, 전봉준은 폐정개혁안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인다면 해산할 용의가 있음을 밝 

히는 강화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초토사 홍계훈도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6월 11일 전 

주화약이 성립되고, 동학농민군은 전주성을 점거한지 10여일 만에 철수하고 모두 해산 

하여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청이 파병을 하자 일본도 즉각 파병을 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을 

둘러싸고 청 • 일 양국 사이의 전운（戰雲）이 짙어져 갔다. 국내 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 

전봉준으로 하여금 2차 봉기를 결심하게 된다. 전봉준은 전주에서, 손화중은 광주에서 

척외0구俊）를 부르짖으며 봉기하자, 전국각처의 동학농민군이 11만 가까이 모였다. 한편 

최시형을 중심으로한 충청도의 동학 교도인 북접은 처음 종교적 입장을 고수하여 무력 

항쟁에 가담하기를 꺼려하였으며 남접의 전봉준을 가르켜 ‘국가의 역적이며 사문（師門） 

의 난적’ 이라고 까지 극언하며 대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항일구국투쟁이라는 명분 앞에 

남, 북접이 공동전선을 펴는데 성공하였다.

그후 동학농민군 1부대가 목천 세성산에 포진하고 있었는데 일본군과 처음 접전을 벌 

인 전투에서 수백명이 사망하고 패전하였다. 그 후 몇 번의 전투에서도 동학농민군이 

계속 패하였으며,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과 관군의 섬멸작전에 의해서 지도자인 접주, 

성찰 등이 체포되어 효수되자 모두 해산하였다. 전봉준도 변절자 김경천의 밀고로 체포 

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어 1895년 3월 30일 손화중, 최경선등과 41세에 최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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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로부터 시작되어 동학농민군이 전국을 휩쓸었던 " 동학농민 

혁명"은 수십 만의 희생자를 낸 채 좌절되었지만, 한국의 근현대사를 결정지은 역사의 

일대 사건이자 봉건적 사회질서를 타파하고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반봉건 반외 

세의 기치를 높이 세운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중항쟁이었으며 나아가 3 • 1운동의 

초석이 되었다.

정남선 선생님의 해설을 들으며 어쩜 저렇게 상황을 잘 정리하면서 설명을 할까 감탄 

하며 어느덧 우리가 처음 보고자 했던 황토현전적지에 도착하였다.

정읍시 문희경 문화관광해설사께서 친절하게 마중을 나와 반겨 주셨다. 버스에서 내 

리는 순간 건물도 많지 않아 굉장히 넓고 시원한 느낌을 받으며 해설사님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였는데 길가에는 보라색의 작은 야생화 봄까치가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어서 역 

시 우리가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나게 하였다.

답사를 다니며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민중들이 이루고자 하였던 함성이 무엇이었 

는지 생각하며 해설사님의 해설을 들어보아야겠다.

해설사님은 정읍을 우물 정（井）에 고을 읍（邑）자를 쓰며 샘골이라고 한다. 그것은 공기 

가 좋다라는 뜻으로 해석한다고 하셨다. 정읍하면 생각나는 것이 내장산이라고 하지만 

오늘은 자연과는 또다른 동학농민의 마음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정읍을 소 

개하였다.

“동학혁명은 119년 전의 이야기지만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아보고자 했던 것이 아니 

었을까!”라는 말과 함께 생각하며 우리들을 그늘로 안내하셨다.

- 황토현전적지

처음으로 들른 곳이 사적 제295호로 지정되어 있는 황토현전적지이다. 10만 평 규모 

인데 5만 평이 사적지로 소나무숲을 그대로 보존하고 공사를 했다고 한다. 그때 당시 

사실 그대로 소나무는 알고 있지 않을까? 어찌보면 산 증인이 소나무일 것이다. 해설사 

께서는 생각해 보면 동학농민관련 답사를 할 때는 보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많은 상상력 

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곁들인다.

황토현전적지는 관군과 농민이 처음 싸워서 승리를 했던 곳이다. 그때의 승리 이후로 

농민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세력을 넓혀가고 확장을 하는데 큰 의미를 두어 사적지로 지 

정되었다. 황토현전적지 정상부에 ‘보국안민 제폭구민’이라는 글이 씌여 있는 탑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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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기리고 후손에게 길이 전하기 위해 세운 탑이다.

정상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끝없는 평야가 펼쳐진다. 이곳이 왜 탐관오리들이 욕심 

을 부려 부임하고자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 동학혁명유적지기념관

조금 걸어서 실내로 들어왔다. 맞은편에 2011년에 새롭게 기념관이 개관을 해서 이곳 

까지 조성해서 그림 등을 전시하고 있다고 하셨다. 기념관에서는 동학농민 전반에 관해 

설명을들었다.

그 때 당시에 이곳 고부는 평야지대이다 보니 관리들이 오고 싶어했는데 처음 조병갑 

이 군수로 오게 되었는데 이유는 조선 후기에 영의정을 지낸 조규순의 처조카로, 뒷배경 

이 좋아 최고의 곡창지대를 수탈의 장소로 이곳으로 부임하게 된다. 자신의 아버지가 조 

두순으로 태인 현감을 지냈는데 그 비석을 세우고자 천 냥을 걷어들이는데 한 냥은 지금 

은 약 4만 원 정도라고 하니 참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지금도 농민들의 한을 담고 

공적비가 피향정에 세워져 있다고 한다. 동학혁명의 원인이 된 만석보를 만들게 되면서 

수세를 걷어들이게 된다. 그러면서 농민혁명의 시발점이 된다. 1893년 사발통문（사발을 

엎어서 그린 원을 중심으로 참가자의 이름을 둘러가며 적어서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도 

록）을 작성한다. 농민운동이 대대적으로 시작된 계기가 된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부터 

1년의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매년 5월 11일 황토현전적지 동학농민기념 

제가 열린다고 한다. 역사는 항상 우연성 이 아닌 필연성으로 온다고 말씀을 하신다. 순 

박한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농기구를 들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을까? 참으로 마음 

이 아픈 현장의 모습인 것 같다. 동학농민혁명은 민주주의의 시발점이라고 말씀하신다.

- 전봉준 사당

사당으로 가는 길에 전봉준장군 동상에 그려진 농민들이 전장에 나가는 모습이 아니 

라 마치 소풍 가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었다고 한다. 역사에 관한 것을 표현을 할 때 

는 역사를 잘 이해하고 표현을 했으면 한다는 말씀도 덧붙이셨다. 참 공감하는 내용이다.

잠시 쉬 어가는 마음으로 우리 단체 사진도 찍 었어요.〜〜

사당은 91년도에 조성이 되었다고 한다. 조선후기 1890년대는 약 인구가 1,050만명 

되었다고 한다. 동학농민혁명에서 이름 없이 돌아가신 분은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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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학자는 35만명으로 추정한다 하니 참으로 어 

마어마한 농민들이 희생되었다. 이곳 사당에는 동 

학란으로 규정해 역적으로 취급했다가 역적의 굴 

레는 벗어주고자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명예만을 찾게 됐 

다. 119년이 흘러 3천 분 정도를 찾았으나 2004년 개관해 200분 정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무명 농민군위폐, 전봉준장군, 김개남, 손화중 등이 모셔져 있는데 우리 향토사회 

원은 박명섭 소장님과 함께 단체 분향하고 다음 목적지로 발길을 돌렸다.

- 갑오동학농민 기념탑

황토현 정상부에 올라왔다. 1963년에 건립. ‘동학농 

민혁명’ 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탑이라 

고 한다. 개관식에 박정희대통령이 오셔서 연설을 하 

셨다고 하는데 탑에는 제폭구민（除暴救民）, 보국안민 

（保國安民） 농민의 구호가 새겨져 있으며 동학농민운동 

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이후 

이며 그 이전에 연구를 했던 분들은 논문비도 받지 못 

했다고 한다. 농민 후손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기념탑이라고 한다.

/내야 AH야 파라새야 녹 드바세 앉지마라 

녹두꽃이떨거지명 얿포강수 울고 간다

여기서 녹두꽃은 전봉준 장군을 의미하며 청포장수는 백성을 의미한다고 한다.

정치어의 효시이다. 전국적으로 12개의 노래가 전해지며 대표적인 민요라고 한다.
I）

（ >
가보어< 가보에 을미억 을미적 명신도I명 옷가보리

농부가인데 1895년에 을미적거리다가는 1896년 병신년이 되도록 우리의 뜻을 이 

루지 못하리. 전봉준 장군의 안타까움을 노래로 표현했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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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봉준선생 고택 （사적 제 293호）

우리는 버스를 타고 다시 이동을 하였는데 전봉 

준 장군이 사셨던 고택으로 향했다. 해설사께서 

전봉준 장군이 아닌 선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곳에서 전봉준선생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서당훈장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한다.

1974년에 복원된 곳이고 전봉준 장군과 관련하여 사적지가 두 군데 있는데 황토현전 

적지와 고택이라고 하신다. 남부지방의 초가집으로 4칸 집으로 표현되고 있고 복원된 

집이 사적지로 지정이 된 것은 건축학적인 측면보다는 당시에 전봉준장군이 기거를 하 

면서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사회지도급의 인사들이 많이 와서 토론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여 사적지로 지정이 되었다고 한다. 장군은 안방에서 기거를 하셨고 사진이 한 장 걸 

려 있다. 유일하게 남겨진 사진이라고 한다.

- 만석보 유지비 （전북 기념물 제33호）

버스로 10분 정도 달려 시원한 물이 흐르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두물머리인데, 정읍과 태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만나는 곳이다. 이곳이 배들평야란 

다. 서해가 만조가 되면 배가 드나들었다 해서 배들평야라고 한다. 일제 강점기 때 도수 

로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해 주신다. 이곳에 나룻터가 있었고 만석보라는 곳은 다른 데가 

흉년이 되어도 이곳은 흉년이 들지 않는다. 그럼에도 1893년（고종 30） 고부군수 조병갑 

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 만석보 바로 아래에 새로운 보를 일부러 쌓았다. 조병갑은 농민 

들을 강제로 징발하여 부역을 시키고 남의 산에서 수백 년이나 된 나무들을 마구 베어다 

썼다. 첫해에는 세를 걷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임금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 

세라는 명목으로 보세（狀稅）를 징수하였다. 일두락（一斗落）에 상답（上꼬）은 이두（三斗）, 

하답（下査）은 일두（一斗）씩을 받아 현재의 이평면과 부안군 백산면에 700여 석을 쌓아 

놓는 등 폭정을 일삼았다. 새 만석보는 너무 높아서 홍수가 나면 냇물이 범람하여 상류 

의 논들은 피해를 입었다. 보세를 줄여 달라고 한 농민들은 관아에서 매를 맞았다. 이에 

분개한 농민들은 1894년 1월에 고부 관아를 점령하고, 만석보로 달려가 헐어버리고 말 

았다. 이는 동학농민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1973년 5월 11일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가 이곳에 2.5m의 만석보유지비（萬石狀遺 

地碑）를 건립하였다. 이평에서 신평리 쪽으로 2.8km 정도 가면 왼쪽 둑길 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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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목장터 （전북 기념물 제 110호）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도 설명을 

잊지 않으신다.

2001년 4월 27일 전라북도기념물 제110호로 

지정되었다.

이평면 두지리에 있는 말목장터는 동학농민 

운동（東學農民運動）의 최초 봉기 장소이다. 조 

선시대인 1894년（고종 31） 전라도고부군（古卓 

郡）에서 일어난 동학농민운동 당시 배들평야에 농민 수천명이 고부로 가기 전에 모였던 

곳으로 이곳에는 큰 감나무가 한 그루 있다. 녹두장군（綠豆將軍） 전봉준（全1^準：1854〜 

1895）은 이 감나무 아래에서 말목장터에 모여든 농민들에게 고부군수 조병갑（趙素甲）이 

농민들에게 무리한 수세（水稅） 징수와 만석보（萬石狀） 축조로 농민들을 강제 동원하는 

등의 탐학과 농민 수탈의 실정을 알리고 농민봉기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고 전해진다. 

1998년 1월 8일 말목장날 말목장터를 후세에 알리기 위하여 유지비를 세웠다고 한다.

맛있는 점심시간 공부에 열중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우리 향토사 선생님들은 배고픈 줄도 모르시나 보다... 오후 1시 30분이 되어서야 식당 

에 도착해 점심을 든다.

- 동학농민기념관

월요일이라 개관을 하지 않는 날이지만 해설사께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 

서 할 수 있었다.

기념관의 주제를 담고 있는 공간（진혼）이라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 모두가 유리로 되어 

있었고 말을 하면 울림이 되어 돌아오는 것은 다시 한 번 그때 그 마음을 생각하고, 불빛 

이 항상 꺼지지 않으며 평등한 세상을 꿈꾸고, 많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은 한사람의 

힘은 작지만 민중이 모이면 큰 힘이 됨을 나타내는 공간이라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 

서 쉽게 이해 할 수 있었다. 최시형의 사형 직전의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는데 단성사 

앞에서 찍은 것이고 사형선고를 내린 사람이 고부군수였던 조병갑이었다고 한다. 조병 

갑은 동학농민혁명 때문에 유배되지만 대한제국때는 고등재판소의 재판관이 되어서 사 

형선고를 내렸다고 한다. 1층은 동학농민혁명의 시대적 상황이 전시되어 있으며, 2층은 

동학농민혁명의 전반에 걸쳐 전시된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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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사

출발 전에 정읍사 가요를 들으며 여인네의 애

달픈 마음을 생각해 보았다. -、

해설사께서 가요를 불러 주셨는데 쓸쓸함이 Iby.
묻어난다. 정읍사의 가요를 되새기며 조용히 걷 I!쏂I췌츤너^으!鶴 

고 싶었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 여인의 고운 하 W또!

자태만을 확인하고 정읍사 오솔길로 향했다. 오 I빠^희^하즈“드］ 

솔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와서인지 아니면 마지

막 코스의 부담 때문인지 초입에서부터 힘들어진다. 후미에서 걷는 선생님들과 함께 천 

천히 걸으며 정읍의 오솔길을 느껴본다. 군데군데 피어있는 생강꽃 향기도 맡아보고 구 

리에서는 보기 힘든 굴피나무 열매도 주워가며 모처럼의 여유를 가져 본다. 한 시간쯤 

걸어가니 힘드신 몇몇 선생님들이 앉아서 휴식을 하고 계신다. 해설사께서는 힘들지 않 

다고 금방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마음을 다스려야 할 듯싶다. 마지막에 다리가 후들 

후들……. 다른 선생님들도 힘드셨을 텐데……. 걱정을 하다 보니 동네가 보인다. 휴

버스에 모두 올라 구리로 향할 준비를 하였다. 친절하고 정성껏 해설해 주신 해설사님 

과도 헤어져야 할 시간이다. 우리가 준비한 음료수와 국장님께서 마련해 주신 선물도 드 

리고 우리도 선물을 받아 아쉬운 작별을 했다.

구리로 올라오면서 휴게소에 들러 간단하게 저녁식사를 마쳤다.

잠깐 눈을 감아 휴식을 취해 본다.

모처럼 하루를 비워 온전하게 나의 시간으로 사용했다는 뿌듯함과 함께 동학농민혁 명 

에 대해 이제 조금은 알았다는 뿌듯함이 피로를 이긴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힘들어 하 

시는 선생님들을 깨워 안전하게 내려드리고 나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며 긴 

하루를 마감한다.

향토사회원 모두 답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문화원 원장님, 힘든 여정을 함께 동 

행해 주신 이병탁 부원장님과 국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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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제고회 국외유적닪사〈I〉

답사대상: 구리시 문화관광해설사 

답사지역 : 심양, 등탑, 환인, 집안, 신빈 

답사시기 : 2이0.6.14〜18 
글 : 이정원

1. 6월 14일 월요일

구리시 문화해설사 교육의 일환으로 고구려를 찾아가는 중국여행 첫날이다. 구리시청 

에 5시 30분까지 늦지 않으려고 밤새 긴장하였다가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하니 정겨운 

모습들이 보였다. 배웅 나와 주신 박명섭소장님, 이병탁선생님, 황진영선생님의 환한 미 

소가 더욱더 반가워 보였다. 어두운 빗길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준비된 김밥과 구수한 

된장국은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고구려의 핵심 유적지를 둘러볼 생각에 두근거렸 

다.

기내에서 간단한 아침식사를 마치고 졸음이 밀려와 눈을 붙이고 나니 벌써 심양이다.

심양은 과거 ‘심수’ 라고도 불리던 곳으로 중국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이다. 중국 동북 

삼성의 하나인 요령성의 성도로 동북에서는 가장 큰 도시이며, 정치, 경제, 문화, 교통 

의 중심지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청나라 초기 황제의 무덤과 고궁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적지 중의 하나이다. 또한 우리민족과 관련이 깊은 곳으로 고구려, 발해 

의 영토였으며, 병자호란 후 소현세자 부부와 봉림대군이 청나라에 끌려와 머물렀던 장 

소이다.

• 백암성（연주성）

공항에서 가이드 김선방씨를 만나 첫 답사지인 백암성으로 출발했다. 중국 요녕성 등 

탑시 서대요향 관둔촌의 동쪽 산에 위치한 백암성은 요동평원의 최전방이다. 백암성은 

거대한 암반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사용된 돌이 회백색인 것에 붙여진 명칭으로 암주성, 

연주성으로 불리기도 한다. 근처에 석회석 광산이 있어 시멘트 공장이 많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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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암성에서 본 태자하 백암성 서남쪽 태자하와 마을

성 둘레는 약 

2km로, 성벽을 

석재로 견고하게 

쌓아올린 내외협 

축식이고, 동남 

벽은 태자하를 

굽어보는 자연절 

벽을 이용하였고 전체적으로 성벽이 잘 남아 있다.

백암성 입구 표지판에서 성벽을 향해 걸어가는데 온통 들판에 에델바이스가 보여 눈 

을 즐겁게 해주었다. 성벽 곳곳은 중국이 보수한 흔적이 있어 고구려 성벽과 확연히 구 

분이 된다. 기단 부분은 들여쌓기 방식으로 축조되었고, 성벽 위에는 여장의 기초 흔적 

이 남아 있다. 동남쪽 절벽에는 내성이 있는데, 이곳에는 점장대로 불리는 망대가 있다. 

성문은 서남쪽 평지에 위치하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흔적은 찾을 수가 없다. 성 내부 

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고 멀리서도 한 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고구려 양식을 잘 간 

직한 성벽이 남아있다. 성벽 바깥으로 ‘치’ 가 잘 남아 있는데 적을 3면에서 공격할 수 

있으며, 돌출되어 있어 전망하기가 좋은 곳이다. 특히 서북쪽의 치가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여 아름다웠다.

관둔촌의 촌장 

집에서 점심식사 

를 마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집 앞 태자하에

백암성 입구 백암성 북쪽 성벽서 노니는 오리 

들을 한가하게 바라다보니 드디어 중국에 도착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 신성자 석관묘

일정에 없던 새로 발견된 청동기시대 석관묘를 보자며 안내된 곳에서 초기 고구려의 

석관묘를 볼 수 있었다.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차도에서 조금 주택가 쪽으로 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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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언덕에 반쯤 노출된 석관묘가 보였다. 우리가 사진을 찍고 있는데 도리어 동네 아이 

들은 우리를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궁금해 했다.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듯했고, 공개지 

역이 아닌 곳이라서 우리는 그 곳을 바쁘게 떠나야 했다.

신성자석관묘 측면 신성자석관묘 앞면

좀 더 차로 이동하다보니 토성과 표지판이 보였다. ‘신성자성지’ 라고 적혀 있는 표지 

판 뒤로 나지막한 토성은 그 형태와 규모를 추측하기 어려웠다. 공개지역이 아닌 곳에 

우리를 안내해 준 가이드에게 정말 고마웠으나 마음껏 답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가 

안타까웠다.

• 고검지산성

신성자성지 표시판 신성자성지 토성

중국 요녕성 환인현 목우자진 고검지촌의 북쪽 산에 위치한 고검지산성은 포곡식산성 

으로 환인으로 들어가는 교통로이다. 해가 질 무렵 에 도착하고 보니 마음이 급해져서 표 

지판도 지나쳤다. 우리는 산성입구까지도 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다보다 사진으로라도 

담고 싶은 마음에 달려가 보니 남의 밭 안에 서있었다. 김선방씨가 우리의 행동이 한해 

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제야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멀리서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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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남아있지 않다는 입구가 있는 소나무 숲이 보였다. 산꼭대기 어딘가에 산성이 남아있 

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버스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늦게 숙소에 도 

착하고 보니 피로가 밀려왔다. 고구려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 첫날을 무사히 마쳤다.

고 검지산성 마을입 구 고 검지산성 입 구

2. 6월 15일 화요일

환인은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장소로 지금은 민족구역자치정책에 의해 민족자치현 

이 되었다. 숙소인 ‘용흥국제호텔’ 에서 일어나 보니 객실 창문에서 멀리 오녀산성의 모 

습이 보였다. 당당한 그 모습에 압도되어 떨리는 마음을 추슬러야 했다. 많은 중국인들 

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오녀산성을 보기 위해 많이 찾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만주 

지역은 일제의 강제합방으로 나라를 잃고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독립운동을 벌였던 

곳이다. 밀양의 갑부였던 윤세용, 세복 형제가 전 재산인 수천 석지기 전답을 팔아 환인 

지역에 동창학교를 1911년 2월에 세운다. 학교에서 조국의 해방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 

고자 하였고 백암 박은식, 단재 신채호 선생을 초대하여 민족주의 사학으로 올곧은 민족 

정신을 가르쳤던 곳이다.

• 비류수와 망강루고분군

환인은 3면이 혼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멀리서 보면 태극의 모습을 하고 있다. 특히 숙 

소 앞 혼강은 바위에 물이 부딪혀서 끓는 소리가 난다고 ‘비류수’ 라 한다. 아침 산책으 

99



로 길을 나서니, 중국인들이 강변 광장에서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침 햇살 

에 반짝이는 강 건너편은 한참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장소가 있었다. 보이는 산을 올라 

서면 주몽의 무덤으로 추측되는 ‘망강루고분군’ 이라고 한다. 그곳은 고구려 초기 고분 

으로 부여의 귀고리 장식과 유물이 다량 출토되어 고구려 초기와 부여와의 관계를 조명 

할 수 있는 곳이다. 주몽이 부여에서 이주해 온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숙소 앞 비류 수 비류 수

• 오녀산성 전시관과 오녀산성（홀승골성）

3층으로 구성된 전시관은 관광객이 많아 혼잡하였고, 현지 해설사가 중국인에게 적극 

적으로 해설을 하고 있었다. 오녀산성 발굴 과정에서 나온 유물과 환인 주변에 초기 고 

구려 유적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고구려 초기의 집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집 짖는 

과정을 화면을 통해 볼 수 있게 하고, 성 쌓는 모습을 재연하였다. 사진 촬영 이 금지되어 

있어 감시가 심했다. 꼼꼼히 살펴 본 뒤 산성입구까지 가는 전용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하 

는 동안 산행에 대한 기대감이 앞섰다.

오녀산성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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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녀산성은 요령성 환인시 동북쪽에 위치하여 수십 미터의 절벽으로 되어있다. 산 정 

상은 넓은 평탄지로 따로 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는 성이다. 서쪽 길은 직선 계단길과 가 

마꾼이 이용한다는 구불구불한 산책길인 옛길로 이루어져 있다. 경사가 급한 계단길로 

산을 오르다보면 땀도 나고 숨도 턱에 찬다. 드디어 '천창문'을 지나 고구려의 첫 도읍지 

를 만나게 된다. 산 정상에 도착해서 맛보는 아이스크림은 시원한 바람과 함께 산을 오

르는 수고로움을 잊게 한다.

천창문 오너산성안내도 서문 문지틀

계단 옆 서문에서는 문지틀과 옹성의 모습도 볼 수 있다. 또한 1호 대형건물지는 왕궁 

터로 알려졌지만 너무 작다는 느낌이 든다. 다른 건물지에서는 온돌시설이 발굴되었는 

데 아차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다. 조금 더 걷다보면 ‘천지’ 를 만난다.

저수지와 우물로 1년 내내 마르지 않는다고 하지만 산성의 모든 사람이 먹기에는 부족 

한 감이 있다. 오녀산성의 가장 높은 곳인 점장대에서는 환인호와 환인댐의 건설로 호 

수에 잠긴 고려묘자 고분군, 환인 시가지를 조망하기 좋다. 단체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 

이고 전망이 좋아 많은 인파가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호 대형건물지 천지 고려 묘자 고분군

오녀산성에서 내려가는 길은 남쪽으로 난 길을 이용해야 한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날 

수 있는 계단에서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내려가다 보면 절벽에 난간이 붙어있는 길 

로 하산하게 된다. 절벽을 타고 걸으니 긴장이 풀어져 마지막 계단에서는 털썩 주저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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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쉬게 된다. 산성은 천연의 요새로 훌륭한 방어성이지만, 평상시에는 도성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힘을 내서 다시 걷다보면 우물을 만날 수 있다. 우물을 지나니 

고구려 성벽이 나타나고 동문과 남문을 만날 수 있다. 공들여 쌓은 성벽에서 고구려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절벽 계단 오너산성 동문남쪽 계단

• 상고성자 고분군

환인시 육도하자향 상고성자촌에 있는 고분군으로 동북쪽으로는 육도하가 흘러서 동 

쪽 혼강으로 흘러드는 곳이다. 지금은 20기 정도가 보이는데 대부분이 돌무지무덤이다.

원시적기단의 형태로 고구려 초기 공동묘지로 보인다. 세계문화유산으로 고분군들이 

등재되면서 입구에는 관리소를 두고 있지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상고 성자고 분군 표지판 돌 무지 무덤

• 하고성자성

고구려의 도성체계는 평상시에 거주하는 평지성과 전시를 대비하는 산성을 짝으로 하 

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오녀산성의 짝인 평지성으로 학자들이 추정하는 곳이 바로 하고 

성자성이다. 환인시 육도하자향 하고성자촌에 위치한 토성으로 지금은 훼손이 심해 문 

위치를 대충 짐작할 수 있을 정도다. 온전히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이 무리인 것 같아 아 

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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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성자성 표지판 북부관애

• 북구관애

고구려는 자연 지세를 이용한 효과적인 방어로 차단성인 관애를 만들었는데, 계곡과 

계곡사이에 설치한 관문이다. 환인에서 집안으로 가는 길목에 설치하여 수도를 수호하 

는 방어선으로 육로상의 교통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 무심코 지나가면 일정치 않은 

강돌로 쌓았다 허물어져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다. 그러나 고구려에 관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계곡에서 여유 있게 수박을 먹고 나니 여행의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았다.

3. 6월 16일 목요일

집안은 길림성 중에서 고구려 유적이 가장 풍부하게 남아 있는 지역으로 400년 넘게 

고구려의 수도이다. 장수왕이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하기 전까지 18명의 왕이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문화를 발전시킨 장소이다. 또한 신채호는 학생들을 가리키며 고구려 유 

적을 답사하여 우리 선조들의 찬란하였던 문화유적과 강대한 국가를 운영하였던 것을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고 한다. 환인, 집안 지역의 유적을 직접 답사하였으며 “집안시 고 

구려 유적을 한 번 답사하는 것이 김부식의 “삼국사기” 고구려사를 만 번 읽은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였다. 신채호는 집안답사에서 광개토왕비를 보고 선비를 정벌한 것에 

대하여 일제의 비문 훼손에 대한 의문점을 나타내고 또한 선비가 고구려의 후손으로 정 

권이 교체되자 더 이상 정복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으로 보아 동족 사 

랑이 남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 국내성

중국 길림성 집안시 압록강 통구분지에 위치한 국내성은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로 평 

지성이다. 서쪽으로는 통구하, 남쪽에 압록강이 천연의 해자 역할을 하고 북쪽의 우산 

과 용산이 자연 방어벽을 형성하여 고대의 수도로 알맞은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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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2개, 남북으로 1개의 대로가 있었는데 고구려와 동일하게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 

다.

남쪽 국내성 밖 묘향산 음식점 앞에 있었던 주차장은 아침마다 시장이 선다. 산책으로 

가보니, 중국인들이 단오절 준비를 위해 시장을 보는 모습이 마치 우리나라 5일장처럼 

생동감이 있었다. 오늘부터 3일간 단오절 휴일이라고 했다. 단오절에는 약초（藥草）나 창 

포（葛薄）를 사용하거나 쑥으로 인형（人形）을 만드는 풍습으로 향（香）이 강한 풀이나 약초 

（藥草） 등으로 액（厄）을 예방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집 앞에 걸어둔다고 한다. 

또한 명절음식으로 쭝쯔（대나무 잎으로 찹쌀을 싸서 찐 음식）을 먹는다고 한다.

국내성 남쪽 성벽 단오절 시장모습 국내성 남벽

갑자기 비가 내려서 시장에서 나와 다시 성벽 답사에 나섰다. 동쪽은 성벽 복원을 위 

해 건축물을 해체하는 작업중이었다. 북쪽 성벽은 아파트 사이를 지나가며 성벽이 남아 

있는데 문지틀과 치를 확인할 수 있다. 서벽은 통구하를 끼고 있고 비교적 잘 남아 있으 

며, 배수구와 어긋문을 볼 수 있다. 1시간이면 충분히 국내성을 돌아볼 수 있어 좋았고 

숙소인 ‘취원호텔’ 에 돌아와 사라져버린 화려했던 고구려의 왕궁과 국내성을 상상해 보 

았다.

북 벽 과 il 서 벽 hH 수 구 서 벽 어긋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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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도산성

국내성과 짝을 이루는 산성으로 환도산성은 멀리서 보아도 천연의 요새라는 생각이 절 

로 든다. 산성 바로 아래에는 산성하고분군이 있다. 답사를 하려면 정문인 남문을 통과 

해야 하는데, 산비탈면을 이어서 성벽을 쌓고 성문을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성문이 

있던 자리에 새로 길을 만들고 낮은 곳은 작은 개울이 흘러 통구하로 들어가고 있다. 성 

벽에 배수구시설도 보이고 성문 앞에 우물자리도 남아있다.

환도산성 표지판 남문입구 남벽 배수구

남문에서 우측 길로 들어서서 조금 걷다보면 ‘음마지’ 라는 저수지를 만나는데 예전에 

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알 길이 없다. 음마지에서 좌 

측 길을 따라 가다보면 언덕 위 ‘점장대’ 에 이른다. 돌로 쌓아 올려 계단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점장대에서는 멀리 있는 집안 시내가 한눈에 보인 

다고 하는데, 폭우가 내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또한 성안 궁궐터와 고분, 병영터가 

보였다. 궁궐터는 토끼풀이 자라고 있었고 팔각탑 주춧돌과 와당도 발견할 수 있다.

궁궐터 팔각탑 주춧돌점장대

〈다음에 2부가 계속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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御使 朴文秀（어사 박문수）. 壯元詩（장원시）

落 照（낙조）

落照吐紅排뜨山 （낙조토홍괘벽산）

토하는 듯 넘어가는 붉은 빛은 푸른 산에 걸려있고

寒鳴尺盡白雲間 （한아척진백운간）

기 러기는 자로 잰 듯 흰구름 사이로 사라지며

問津行客we應急 （문진행객편응급）

나루를 찾는 나그네의 독촉은 응당 급해지고

辱寺歸僧杖不聞 （심사귀승장불한）

절로 돌아가는 스님의 지팡이는 한가롭지 않으며

放牧園中牛帶影 （방목원중우대영）

초원에서 풀을 뜯는 소의 그림자는 허리 가운데로 들어가고

望夫臺上妾底囊 （망부대상첩저환）

댓돌 위에서 서방을 기다리는 아낙의 쪽이 뒤로 젖혀지며

蒼煙古木淫南里 （창연고목계남리）

고목으로 저녁 짓는 흰연기가 남쪽마을 계곡으로 올라가고

여기까지는 부처님이 꿈속에서 가르쳐 준 후 나머지 한 줄은 박문수에게 지어서 맞추 

라고 말하고 사라졌다.

다음 여덟 번째 글은 박문수가 지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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短髮旗童寺苗還 （단발초동농적환）

나무를 하는 떡거머리 총각이 즐거운 듯이 풀피리를 불며 돌아간다

이상이 박문수기가 과거볼 때 제출하여 장원 급제를 한 글로서 칠장사 나한전에 빌고 

그날 밤을 칠장사에서 자면서 꿈속에서 부처님의 계시를 받은 글이다. 이글이 오늘까지 

전하여 오는 유명한 박문수 몽중등과시 이 다.

‘낙조（落照）’는 암행어사로 이름이 높은 박문수의 시（詩）이다. 33세가 되도록 과거에 

급제 못했던 박문수는 그날도 과거에 응시하려고 길을 떠났다. 서울에 들어가기 전 해가 

저물어지자 주막을 정하고 오지 않는 잠을 청했다.

너댓 명의 길손은 벌써 코를 골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제일 나이 많은 박문수는 온갖 

상념에 잠겼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과거에 급제를 해야 할 텐데……

‘나이도 33세……

‘낙방한다면 고향의 어머니를 무슨 면목으로……

‘내일 새벽에 길을 나서면 넉넉히 과거장에를……

그는 짐을 풀고 몸을 씻으려고 계곡으로 나갔다. 몸을 청결히 씻고 시냇가에 잠시 쉰 

다.

멀리 서산에 해는 넘어가고 경치도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마침 그때 훤칠 

한 체격의 백발 노인이 황소를 끌고, 황소의 등에는 한 소년이 퉁소를 쥐고 있었다.

유심히 바라보는 박문수. 그때 백발 노인이 큰소리로 말했다.

“이놈의 황소야! 피리를 불어야 하겠니 !”

그러는 동안 어슴푸레 잠이 들었다. 비몽사몽간에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나 그에게 말 

을건넸다.

“젊은이 어디로 가는 길이요?”

“서울로 갑니다.”

“서울에는 왜?”

“내일 과거가 있어서”

“과거라니, 이미 끝나지 않았소?”

1） 박문수 （朴文秀, 1691 〜 1756） 조선 영조때의 判®®府事（판돈령부사）, 자는 成甫（성보）, 호는 善隱（기은）, 시호는 忠憲（충헌） 본관은 B靈（고령） 

영조때 名御使（명어사）로 명성이 높았고, 후에 戶g判書（호조판서）로 있으면서 균역법을 만드는데 힘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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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는 깜짝 놀랬다.

“뭐라고요?”

“내가 장원한 글귀를 듣고 왔는데”

“어르신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글의 제목이 낙조였었지. 해지는 저녁이란뜻의 낙조 말일세.”

“예? 그게 정말입니까?”

그러자 노인은 태연히 장원에 뽑혔다는 시구를 외는 것이 아닌가.

“落照吐紅括혀山 … 蒼然古木淫南路”

여기까지 외고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을 자아내는 듯한 표정으로

“마지막 글귀가 뭐였더라…”

노인이 사라지자 박문수는 눈을 번쩍 떴다. 주위는 고요하고 등잔불은 깜박였다.

‘참 이상한 일이다. 낙조라고…’

박문수는 시구를 되풀이하면서 과거장으로 갔다.

구름처럼 몰려든 팔도의 선비들.

마침내 시제는 바로 낙조였다.

박문수는 끓어 오르는 흥분을 억누르며 노인이 알려준 그대로 익숙한 솜씨로 붓을 휘 

둘렀다.

계곡에서 자기 등 뒤를 지나가던 노인의 말 ‘이 놈•의 황소야! 피리를 불어야 하겠니?’ 

가 떠올랐다.

박문수는 싱긋 웃고는 마지막 구절을 적는다.

“短髮#焦童寺苗a（단발한 초동이 피리를불며 돌아오더라）”

다시 한 번 글귀를 되새겨보아도 참으로 놀라웠다.

과거장에는 큰 파문이 일었다.

가장 일찍 제출한 시가 장원에 급제되었으니 말이다.

후세 사람들은 이 시를 신선이 가르쳐준 시라고 하여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황소’ 는 박문수의 별호였다. 그는 성품이 온순하나 한 번 화가 나면 황소처럼 무서웠 

고 어떤 일이고 하려고 들면 황소처럼 끈기가 대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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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장사 ［七長寺］

칠장사는 서울에서 다녀오기에 부담이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우선 용인을 지나 양 

지에 와서 진천으로 가는 17번도로를 탄다. 백암을 지나고 죽산리에 오면 장호원-안성 

을 연결하는 38번 도로（이 길은 최근 확포장되어 6차선도로가 되었다）로 들어가야 하는 

데 이 지점에서 우회전하여 6차선 도로를 타고 2킬로쯤 달린 뒤 인터체인지가 보이면 

표지판 지시대로 진천방향을 목표로 큰 도로를 내려와야 한다. 2차선 도로로 다시 들어 

와 7킬로쯤 남쪽으로 달리면 안성 컨트리클럽 입구가 나오고 입구를 지나 고개를 넘으 

면 곧 칠장사로 들어 가는 작은 도로가 오른쪽으로 나온다.

작은 골짜기를 넘어가면 칠장사로 들어가는 길이 꼬불꼬불 이어질 듯 끊어질 듯 이어 

지는데 이 도로는 차 두 대가 교행하기 힘든 도로임을 감안 저속주행해야 한다.

칠장산군（덕성산-칠현산-칠장산）은 백두대간의 속리산에서 가지쳐 나온 정맥인 금북 

정맥에 속한 산이다. 높이는 500미터 내외로 높지 않지만 산의 폭이 크고 숲이 울창하 

여 그 일부는 안성시와 진천군의 경계를 이룬다.

칠장산 동남방향에 위치한 칠장사는 고려초기에 창건된 절인 듯하다. 이 절 출신인 혜 

소국사비가 세워진 것을 고려 11대왕인 문종 13년으로 잡는다면 혜소국사가 활동한 시 

기는 그 이전일 것이기 때문이다. 혜소국사는 칠장사출신이다. 10세에 입문하여 이 절 

에서 입적하였다는 기록을 참고로 하면 그가 국사의 시호를 받았던 문종시절 이 절은 

가장 융성하던 때가 아니 었을까 짐작된다.

현재의 대웅전은 조선조 말에 중창한 것으로 조선조 말에 세워진 중소규모의 절의 대 

웅전이 갖는 일반적인 특징을 갖는다고 유형문화재 설명문인 대웅전 설명문에 기록되어 

있다.

규모는 아담하여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양식이다. 스님의 설명에 의하면 건물 

은 근세의 것이지만 배흘림이 느껴지는 기둥은 전부 같은 것이 아니고 원래의 전각에 

쓰였던 원주 중에는 600년 전 것으로 보이는 기둥이 있다는 것이다. 원통전쪽 기둥 몇 

개를 그 실례로 보여주는데 연륜과 원주의 나무결과의 사이에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지 

는 모르지만 영주 부석사나 조사당이며 각지의 고찰들을 머리속에 떠올려도 이만치 오 

래된 기둥은 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만치 오래된 절 칠장사는 부도밭의 부도가 45기에 이르는 등 전통 깊은 사찰로서의 

내력을 엿볼 수 있는 물증은 적지않으나 사적기 등이 제대로 전해오지 않아 정확한 내 

력은 알 수 없다.

109



대웅전은 단청이 벗겨져 있고 풍상이 끌질을 하고 지나간 흔적이랄 수 있는 목질의 무 

늬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고풍함과 깨끗한 가난함이 밴 해맑은 인상을 보여준다.

기단은 장대석을 5단으로 쌓고 원형 초석 위에 약간의 배흘림이 있는 원주를 세웠다. 

마당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돌계단 소맷돌의 운형문（구름모양무늬）이 조촐하다. 소맷 

돌 중에 없어진 것도 있는데 그 자리엔 미끈하게 다듬은 현대판 소맷돌이 볼품없이 끼여 

있다. 요즈음 들어 개를 키우는 절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소맷돌이랑, 부도 받침돌마저 

도 가져가는 간 큰 도둑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변산의 어느 절에서 "맹견주의"라고 써 

붙인 팻말을 보고 놀란 적이 있는데, 칠장사 스님 한 분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영 

짖지를 않아 문제라고 했다.

칠장사는 대웅전과 앞의 응향각, 안쪽의 요사채, 바깥쪽의 명부전이 둘러싸여 이루어 

놓은 공간에 푸른 잔디밭이 가꾸어져 있어 정돈되고 편안하며 정갈한 느낌이 우러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찰이 과다한 방문객 탓인지, 아니면 사찰 측의 소홀함 

때문인지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날리는 살벌한 분위기 임을 감안하면 칠장사의 안마당은 

돋보인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웅전 뒤로는 높은 언덕이 감싸듯 대웅전 위로 적당히 

솟아 그 높이와 울창한 숲으로 칠장사 전부를 푸른 옷소매（숲의 푸르른 나무와 가지들） 

로 감싸 안으려는 것처럼 보여 아늑한 느낌이 더해진다.

칠장사 대웅전 안 마당에는 괘불대가 3대나 있다. 괘불대는 괘불을 달 때 탱화걸이 나 

무를 부지하기 위한 버팀돌기둥이다. 사월초파일이 되면 엄청나게 큰 괘불을 걸어 불심 

을 앙양함은 물론 석가탄일의 축제적 분위기도 맛보게 한다. 옛날부터 석가탄일 무렵은 

봄이 절정을 이룰 때여서 인근의 고을 주민들 중 신도는 물론 신도 아닌 사람들도 구경 

삼아 절로 모여든다. 칠장사에는 외부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국보 괘불탱화가 있다. 보 

존문제상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을 따름이다.

대웅전 옆에는 석불입상이 숲을 뒤에 두고 서 있다. 안성 봉업사 석불입상으로 보물 

제983호이다. 이 불상은 고려시대에 번창했던 절인 죽산 봉업사에 있던 것으로 원래는 

죽산중학교에 있었으나 칠장사로 옮겨왔다. 전체적인 조각이 수준 이상의 솜씨를 보여 

주는 이 석불입상은 보존상의 잘못으로 얼굴의 마모가 심하여 그 인상이 구체적으로 드 

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결점이다. 중학교 창고에 있었는지 교정에 있었는지 알 수 없으 

나 이런 문화재를 중학생들에게 맡겨 두었던 셈이니 한심하다.

대웅전 옆 원통전 왼쪽으로 그늘이 짙은 숲속 비탈길을 조금 올라가면 이절의 가장 유 

명한 인물이었던 고려조의 국사 혜소의 비가 있다. 고려 문종때 혜소국사를 기념하기위 

해 세운 비이다. 비신 높이는 3.15미터, 폭은 1.42미터이다. 현재 비석, 귀부, 이수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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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각 안에 세 조각으로 보존되고 있다. 귀부는 경기도 여주 고달사지의 귀부처럼 대 

형이다. 귀부나 이수의 조각은 수작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나 비신 측면에 조각된 쌍룡 

은 정교하고 사실적이어서 비의 조성연대가 고려불교문화의 최융성기에 속한다는 것을 

웅변해 준다. 깔끔한 조삭（새기고 깎음의 한자 표기）이 드러내는 용은 만지면 용린（비늘） 

이 감촉될 것만 같다. 이 비석을 보고자 한다면 그 측면의 쌍룡을 보아야 한다. 보통솜씨 

가 아니다. 혜소국사비는 보물 488호이다.

혜소국사비전각 왼쪽인 계곡 안쪽에 나한전이 있다. 사방 2미터 정도밖에 안 되 보이 

는 방인데 엄연히 한 채의 집이다. 지붕이 무거워 보이는데 그 위에 600년 묵은 노송이 

가지를 뻗고 있어 더욱 그런 느낌을 준다. 노송은 노송이로되 600년 묵었다는 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지름이 2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소나무가 

600년간 생명을 유지해 왔다면 지름 2미터 정도로 삶의 영역이 제한될 수가 있을까하는 

상식선에서의 의문 때문이다. 소나무 아래엔 소나무의 품격이 도나무（경기도나무）이며 

수령이 600년이라는 표기가 보인다. 이 소나무는 고려 공민왕의 왕사였던 나옹화상이 

심었다고 한다.

나한전 안에는 7인의 나한이 안치되어 있다. 채색된 작은 석상들이다. 이들은 혜소국 

사가 교화하여 일곱현인으로 만들었다는 칠장산과 칠현산의 내력을 증언하는 7인의 나 

한좌상이다. 한칸밖에 안되는 전각을 받치는 네 기둥을 보면 좀이 슬고 세월에 깎이어 

나무살은 떨어져 나가고 결만 남아있는데도 꿋꿋이 무거운 지붕을 받치고 있다. 이 전각 

을 그림처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노송 못지않게 전각의 왼쪽 추녀 끝에 붙인 작은 깨 

알같이 그득하게 채워진 글들이 쓰여진 미니어처 편액이다. 이 작은 건물에 너무도 잘 

어울리는 편액엔 탄명스님이 이 전각을 지어 노천에서 풍상을 맞고 있는 나한을 안에 모 

신다는 글귀가 들어있다. 전국의 풍광이 아름다운 지역에 지어진 정자의 안쪽에는 으레 

정자가 지어진 내력이나 건축에 도움을 준 인사들의 방명이 적혀 있다. 이 작은 전각도 

그런 전통을 따르고 있으되 규모가 작아 더욱 사랑스러운 느낌을 준다.

천왕문의 사천왕상 중 한 조상은 마치 여느 사람과 같은 모습을 보여 주목을 받는 천왕 

상이나 조금 견강부회의 느낌을 준다.

천왕문에서 주차장을 내려오니 오른쪽에 하늘을 찌르고 있는 철당간이 보인다. 옆에 

사적비도 있다. 부근에 여흥 민씨（민비의 친정가문）의 산소자리가 있다. 당간지주는 사 

찰에서 법회 등 의식을 할 때 당을 달기 위해 세우는 돌, 쇠 등의 재료로 된 기둥이다. 칠 

장사 당간은 현재 몇 개 남아 있지 않은 당간 중의 하나이다. 당은 일종의 깃발이다.

칠장사와 떨어진 죽산리에는 5층석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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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장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혜소국사비 전각과 나한전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깊은 숲으로 

들어가면 된다. 길은 곧 급경사로 바뀌고 숲은 울창해지는데 숲 바닥은 산죽밭이다. 산 

죽밭은 꽤 오래 이어져 있다. 산죽밭을 지나면 경사가 완만해지고 노송이 많아 더욱 그 

늘이 시원한 주 능선이다. 여기서 오른쪽 길로 올라가면 칠현산, 왼쪽길로 빠지면 칠장 

산이다. 칠장산으로 가는 길은 활엽수림 속에 노송이 진한 그늘을 이룬 기분 좋은 산길 

이다. 평탄하게 가다가 급경사를 올라가면 능선봉이다. 봉우리 위는 헬기장이다. 왼쪽, 

오른쪽으로 내려다보면 골프장이 보이는데 북으로 보아 오른쪽이 안성 컨트리 클럽이지 

만, 왼쪽은 무슨 골프장인지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다. 이 골프장은 남쪽 산등성이를 

밀어붙여 골프장을 확장하고 있다. "지키라,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수호하라"는 워즈워 

드의 싯귀가 생각나 기분이 엉망이다.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쪽이 골프장이라니. 정 

상은 숲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 잘 보이는 건너편 봉우리는 정상이 아니다. 정상은 

헬기장에서 3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정상엔 삼각점이 있다. 전망을 틔우기 위해 나무를 

친 흔적 이 있지만 그사이 풀과 나무가 자라 시야를 가로막고 있다.

남으로는 칠현산이 보인다.

칠장산을 내려와 혜소국사비 아래 골짜기 바위 아래서 샘솟는 약수를 마시면 어떤 더 

위도 그 자리에서 식어버릴 듯하다. 칠장사 아래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칠장산을 둘 

러오는 길은 두 시간도 채 안 걸리므로, 제대로 된 산행을 즐기고자 한다면 칠현산까지 

연장하여 산행한 뒤 칠현산에서 명적암을 지난 큰길로 내려오는 것도 하나의 코스로 생 

각할 수 있다.

칠장사와 임꺽정의 관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꺽정이 이 절의 주지였던 병해스님을 

몇 번 만나러 왔다는 사실이 소설"임꺽정"의 내용 가운데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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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민 백일장

일시 : 2013. 5. 11 

장소 : 동구릉（원릉）, 문화원（강당）

. 그리기 스 사 진



제23회 시민백일장 최우수상 - 그리기부문

동구초 1학년 김 윤 민

장자초 6학년 김 효 린

교문중 2학년 고 은 경
수택고 2학년 허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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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23회 시민백일장 최우수상 - 사진부문

교문중 1학년 김 지 민

인창고 3학년 이 주 희



제23회 시민백일장 최우수상 - 서예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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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짓기 - 초등 저학년 부문 최우수〉

친구

한 지 희

수택초등학교 3학년

따스한 햇빛 시원한 바람

친구들과 동구릉에 옹기종이 모여앉아

바람과 동무되어 함께 노네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드나들고

넓은 들판에선 친구들이 폴짝폴짝

벌레들도 내가 좋다고 친구하재

들판에 작은 꽃들도

나를 보며 반가워해주고

팔랑팔랑 나비가 웃으며 인사하고 가지

다음에도 내가 오면 친구 해줄까?



〈글짓기 - 초등 고학년 부문 최우수〉

‘바후기 i’ 의이음

손 민정

동인초등학교 5학년

내 또래들은 어버이날, 부모님 생신만 되면 훌륭한 사람이 되어 호강시켜 드리겠 

다고 큰소리를 치곤한다. 그것이 과연 진정한 효도일까?

나는 진정한 효도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

효도란 부모를 정성껏 잘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다른 자 

식들은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를 다니며 돈 많이 벌어 호강시켜 준다며 잔소리를 

한다. 그럴 때면 왠지 모르게 경쟁심을 갖고, 효도를 한다며 큰소리를 친다.

부모님들은 정신 차렸다고 좋아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효도는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이지, 경쟁심에서 나오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질투라고 할 수 있다.

‘반포지교’ 란 사자성어가 있다. 뜻은 ‘까마귀는 부화한지 60일 동안은 어미 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지만, 이 후 새끼가 자라면 먹이사냥에 힘이 부친 어미 

새를 먹여 살린다.’라는 뜻이라고 한다. 흔히 사람들은 음침한 울음소리와 검은 색 

깔 때문에 나쁜 일을 가져다주는 흉조라고 알고 있지만, 반포지효라는 사자성어의 

뜻처럼 늙은 어미 새를 먹여 살리는 습성만은 우리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습성이라 

고 생각한다.

요즈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독거노인문제만 해도 그렇다. 예전에는 대가족 

형태가 많았지만, 세대가 바뀌면서 핵가족화되었다. 더불어 결혼 시기도 늦어지고,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생활하는 싱글족도 적지 않다. 이렇다 보니 혼자 살게 되는 

독거노인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혼자 사는 노인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다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들이 많고, 혼자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적으로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노인들이 



늘면서 문제가 된다. 까마귀도 늙은 어미를 먹여 살리는데, 사람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를 독립했다고 나 몰라라 하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 

요한 곳에 모두 그 혜택이 돌아가진 못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하니 국가의 도움만 

을 기다릴 수는 없다.

우리가 부모님께 할 수 있는 효도를 하나씩 실천한다.

보석으로 부모님을 치장하는 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부모님 

은 보석도 좋아하시겠지만,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내 마음을 드리고 싶 

다. 내 마음을 드린다는 건 사랑, 존경, 감사하는 내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 마음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인다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무관 

심 속에 외롭게 홀로 눈물짓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 없어지게 되지 않을까?

효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는 내 마음만 전해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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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짓기 - 중학생 부문 최우수〉

사가의 강곤W 붘씨

유현아

교문중학교 3학년

무더운 여름날에도 쉴 새 없이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다.

사실 우리 아버지는 다른 보통의 아버지들처럼 안정된 직장을 가진 회사원이 아니 

라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기술자이다. 덕분에 연세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무 

거운 짐을 나르시고 가구를 제작하시는 일을 맡아 하신다.

어린 시절의 나는 이런 일을 하시는 아버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 

이런 일을 하시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겼던 적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던 부끄럽던 어린 시절의 어느 날, 학교에서 부모님 직업을 조사해 

오라는 숙제가 있었다.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일을 하면서 힘든 점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오는 것이 숙제였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나는 그 때 무척이나 

당황했었다. 부모님들에 대해 웬만큼 잘 알고 있고 나름 효도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그런 숙제를 받으니 쓰기가 막막했기 때문이다. 아마 그 때부터 

였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노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이. 그동안은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도 정말 가족애가 남다른 사람만 가능하다 생각 

했었는데, 막상 관심을 가져보니 내 생각은 한낱 편견에 불과하단 것을 느꼈다. 내 

가 그동안 부족하다 느꼈던 아버지의 사랑은 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묵묵 

히 내 어깨를 살포시 안아주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책임감은 그가 쓰러졌을 때 내 마음에 강렬하고도 짜릿한 불씨를 피워 

올렸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더 이상 육체적인 고된 일을 하기엔 무리가 있으셨지만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계속 버텨오다가 결국 이겨내지 못 

하시고 쓰러지신 것이었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우리는 오랜만에 많은 대 

화를 나누었다. 대화를 하면서 아버지는 내게 오히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것만 

누리게끔 해주고 싶은데 그래주질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아직도 그 때 그 말씀을 하시던 아버지의 눈빛과 어조가 잊혀지지가 않는다.

자신이 아픈 그 와중에도 자신의 건강보다 가족들에 대한 사랑의 책임감을 우선시 

하시는 아버지는 그동안 얼마나 홀로 고독하게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것일까.

아무도 깊이 생각해오지 않았던 그의 책임감과 사랑에 대한 무심하고 삭막한 대우 

를 그는 어떻게 참고 버텨오신 것일까. 나는 그 때 그동안 아버지가 느꼈을 감정들 

과 그를 억눌렀을 의무감이 어렴풋이 느껴져, 한동안 끊임없이 뒤에서 눈물을 쏟았 

던 기억이 난다.

언제나 ‘아버지’ 라는 단어는 내 마음 한 구석을 짜르르 먹먹하게 만드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재주가 있다. 그의 하늘같이 넓고 어쩔 땐 바보같이도 느껴질 수 있는 순 

수한 사랑을 지키려는 책임감을 우리는 언제나 완벽히 이해할 순 없다. 하지만 아버 

지란 존재가 우리에게 든든하고 끝없는 관심으로 사랑을 베풀어준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이름이 더욱 더 빛이 나는 것이 아닐까?

눈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언제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지닌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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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짓기 - 고등학생 부문 최우수〉

대통기의 우시 서"L으

김 지 태

수택고등학교 2학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하셨 

다는 뉴스 보도를 보면서 방미 일정 중 정치 • 경제 • 사회 분야는 물론 외교 • 안보 

등의 연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고등학생인 나의 시선을 사로잡은 내용은 대통 

령의 적극적인 문화 세일즈였다. 특히 내 머리에 쏙쏙 들어온 대통령의 연설 중 “5 

천년 역사가 만들어 온 한국문화는 아름답고 개성적이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독특한 힘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은 나와 같은 청소년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그 

의미를 되새기며 곱씹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일까? 단아한 한복차림으 

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켜 대한민국의 문화를 전 세 

계에 알리며 4천억 원에 가까운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우리의 전통문화부터 순수예술까지 문화 홍보대사 역할을 자처하며 여러 번의 고운 

한복을 입고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린 대통령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 

낸다.

이처럼 대통령이 직접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문화를 세일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 무엇을 하여야 할지도 생각해 보게 하였다.

우리나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목숨과 

맞바꾸면서 이 나라를 지켜낸 민족이다. 외세의 침입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수많은 

문화재를 약탈당해 여러 분야의 인사들께서 보이지 않게 갖은 애를 쓰시며 노력하 

고 있지만 순순히 우리 문화재를 쉽게 내어 줄 리가 없다. 우리 문화재의 약탈은 지 

금 현재까지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소 

중한 문화재를 소홀히 관리하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난다. 작년에 우리의 허술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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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틈타 민족의 혼이 담긴 ‘아리랑’을 중국이 자신들의 무형유산으로 둔갑시켜 세 

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를 추진하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개한 일이 있었 

다. 그 동안 우리의 무관심으로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가 중국의 문화재가 될 뻔한 

것이다.

옛 선조들께서 물려주신 여러 분야의 문화들은 모두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라고 

생각한다. 어느 것이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문화들이 사라 

지지 않게 우리가 잘 계승해서 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년 전 한 사람의 어처구니없는 방화로 우리의 국보 1호인 숭례문이 허망하게 불 

타서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생생하게 TV화면을 통해 지켜보았다.

그 당시 어린 마음에 부모님과 함께 늦게까지 화재 진압 장면을 보며 안타까워했 

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로부터 5년 후에 5천 만의 국민들의 염원으로 새롭게 복원된 숭례문의 복구 기 

념식이 있었다.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이 마침내 우리들의 품으로 돌아와 시민들에게 

개방된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숭례문 복구를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문화와 문화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부 

터 둘러보길 바란다.

가까이에 있는 고구려 대장간 마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동구릉의 문화적 가 

치를 알고 주말에 한 번쯤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나 또한 세계문화유산 

‘동구릉’을 알리는 어가행렬에 참여하여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우치 

는 뜻 깊은 하루를 보냈다.



〈글짓기 - 일반부 부문 최우수〉

기-1거고母

자자한 인정을 받는다.

부처님…….

원릉 위에서 아이들과 어울려 

뛰놀며 함박웃음 짓는 그였다. 

시선이 겹치는 찰나에도 

이들 앞에서 스스럼없는 

그는 천진하였다.

부러움을 얻는다.

그리고, 

거리를 걷는다.

일말의 동정을 받는다.

권위자…….

원릉 위로 올라간 아이들을 

호되게 꾸짖는 그였다.

동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통제의 그늘을 씌워버린



그는 무지하였다.

원망을 받는다.

그리고,

거리를 걷는다.

왕도는 있다.

선택은 없다.

부자의 친밀한 교감이 

마주하는 장.

그 좁은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지금도

친목 위를 걷고

온정을 거두며

왕도를 걷는다.



2014 문화유적답사 미리보기

제 47차 문화유적답사

오 상기 일정은 부득이한 경우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회 

차
답사일 장소 회비 답사코스 신청일

47 2014. 4. 17（목）
충북 

제천

회 원 20,000원 박달재 - 의림지

- 제천향교
4.3（ 목）

비회원 30,000원

박달재

옛 가요 ‘울고 넘는 박달재’ 의 무대가 된 고개입니다. 조선시대 과거 길에 오른 

선비 박달과 고개 아래에 살던 금봉이란 처녀의 슬픈 전설이 어려 있으며, 높이 

453m의 고갯마루는 두 사람의 사연을 기 리는 테마공원으로 꾸 

며져 있고 ‘울고 넘는 박달재’ 노래가 구슬프게 울려 퍼지는데 

요, 고개 아래로 터널이 뚫리면서 박달재길은 운치 있는 관광도 

로가 되었습니다. 박달재자연휴양림을 기점으로 천둥산(807m) 

과 주론산(902m) 일대를 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산악코스도 나 

있으며 덕동교에서 박달재까지 11km 거리입니다.

의림지

삼한시대에 축조된 김제 벽골제, 밀양 수산제와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저수지로 본래 "임지"라 하 

였습니다.고려 성종 11년(992)에 군현의 명칭을 개정할 때 제천을 ’의원현’ 또는 '의천’이라 하였는 

데, 그 후에 제천의 옛 이름인 '의'를 붙여 의림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축조된 명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구전에는 신라 진흥왕(540〜575)때 악성 우륵이 용두산에서 흘러내리는 개울물을 막아 

둑을 만든 것이 이 못의 시초라고도 하며, 그 후 700년이 지나 현감 "박의림”이 4개 군민을 동원하 

여 연못 주의를 3층으로 석축을 해서 물이 새는 것을 막는 한편 배수구 밑바닥 수문은 수백 관이 

넘을 정도의 큰 돌을 네모로 다듬어 여러 층으로 쌓아 올려 수문기둥을 삼았고 돌바닥에는 "박의림 

" 현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합니다. 호반둘레 약 2km, 호수면 158,677m2, 저수량 6,611,89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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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8〜 13m의 대수원지로 혜택을 받는 농지 면적은 289.4정보이며, 보수 당시 수구를 옹기로 축 

조한 흔적이 발견되어 삼한시대 농업기술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수리시설보다는 유원지로서 그 명성을 더해가고 있는데 경승지로 호수 주변에 순조 7년 

(1807)에 세워진 '영호정'과 1948년에 건립된 '경호루’ 그리고 수백 년을 자란 소나무와 수양버들, 

30m의 자연폭포 등이 어우러져 풍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및 해빙기에 잡히는 공어 

(빙어)는 담백한 맛의 회어로 각광받고 있는 명물이며, 순채는 임금의 수라상에 올릴 만큼 유명했 

습니다.그리고 우리나라 3대 악성의 한 분이며 가야금의 대가인 ''우륵’’선생이 노후에 여생을 보낸 

곳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가야금을 타던 바위 우륵대(일명 제비바위, 연암, 용바위)와 차를 마시던 "우 

륵정’’이 남아 있습니다.

제천 향교

향교는 훌륭한 유학자를 제사하고 지방민의 

유학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나라에서 지은 교 

육기관이다. 고려 공양왕 1년(1389)에 지어진 

제천향교는 원래 마산 서쪽에 있던 것을 선조 

23년(1590)에 지금의 자리로 옮겼으나 임진 

왜란으로 인해 쇠퇴하였다. 그 뒤 순종 융희 

1년(1907)에 대성전과 명륜당이 불에 타 없어 

졌고 1922년에 대성전을 다시 지었다.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대성전, 명륜당, 동재, 서재 등이 있고 그 밖에 부속건물이 있다. 대성전은 공자를 

비롯하여 여러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제사 공간을 형성하는데 중심이 된 

다. 명륜당은 학생들이 공부하던 곳으로 배움의 공간을 이루며, 그 앞에 학생들의 거처인 동재, 서 

재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토지, 노비, 책 등을 지급 받아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나, 갑오 

개혁(1894) 이후에는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제사만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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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차 문화유적답사

우 상기 일정은 부득이한 경우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회 
차

답사일 장소 회비 답사코스 신청일

48 2014. 10. 24（금）
충남 회 원 20,000원 명재고택-개태사-

10.10（ 금）
논산 비회원 30,000원 돈암서원

명재고택

조선 숙종 때 건립되어 현재까지 잘 

보전되어 온 명재 고택.

이 곳은 명재 윤증（1629〜1714）의 호 

를 딴 대표적인 양반가옥（중요민속자료 

제 190호）이다.

윤증은 많은 관직에 제수되었지만 평 

생 관직에 나가지 않았고, 소론의 수장 

으로 불리며 조선유학사에서 예학을 정 

립한 대학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이 고택은 그의 여러 제자가 추렴하여 그러한 스승을 모시고자 

지은 것이지만 실제로 윤증은 고택 옆 아주 작은 초가집에 살았다 한다.

명재고택은 크게 七’ 자 형태의 안채와 ‘丄 자 형태의 사랑채로 구성되는데, 사랑채는 시원스럽 

게 개방된 구조로 누마루와 창문을 통해 수려한 정원을 방안에서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안채는 여성들의 공간임을 생각하여 안이 쉬이 들여다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바깥이 훤히 내다보 

이며, 채광과 온도를 고려한 건축구조 등등 선조들의 지혜와 한옥의 아름다움을 면면이 엿볼 수 있 

다. 명재고택이 가지고 있는 개방적이며 실용적인 건축 아이디어에서 선인들의 정신, 풍류 그리고 

배려를 배운다.

개태사

대한불교 법상종에 속하며 936년（태조 19） 태조가 후백제를 정벌한 기념으로 창건하였다. 태조 

는 후백제의 신검（神劍）을 쫓아 황산 숫고개를 넘어가서 마성에 진을 친 뒤 신검에게 항복받고 삼 

국을 통일하였는데, 이것을 하늘의 도움이라 하여 황산을 천호산이라 바꾸고 절을 창건하여 개태 

사라 하였다. 이후 조선 초기부터 퇴락하기 시작하였으며, 1428년（세종 10）이 절이 연산현（連山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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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있는 것이 옳지 못하므로 풍년을 

기다린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는 진언이 있어 세종이 현재의 위치로 

옮기게 하였다. 1432년 이 절의 승려 

가 큰 수정석（水晶石） 2과（II）를 세종 

에게 헌상하였고, 세종의 불교진흥책 

으로 중흥의 기틀을 보였으나 그 뒤 폐 

허가 되었다. 1930년에 김광영（金光 

營）이 중건하여 도광사（道光寺）라 하였

i湖

다기-, 그 뒤 다시 개태사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중요문화재로는 보물 제219호인 사지석불입상（寺地石佛立像）, 충남민속자료 제1호인 

개태사 철확, 충남문화재자료 제247호인 5층석탑과 제275호인 석조（石權）가 있다.

돈암서원

돈암서원은 1634년（인조 12）에 사계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의 학문과 덕행을 추

모하고, 그의 사상을 잇기 위해 창건되었다. 1660년（현종 1년）에 돈암이라는 이름으로

사액을 받았으며,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 훼철되지 않고 존속한 서원 중의 하나이

다. 돈암서원은 평지에 자리잡은 대 

표적 인서 원에속하며 , ‘돈암’은 서 

원이 창건되었던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하임리 숲말 산기슭에 있는 

바위 이름으로, 현재 서원의 자리에 

서 서북쪽으로 약 L5Km 떨어진 

곳에 있다. 돈암서원은 양성당을 모

체로 하여 건립되었고, 서원의 건물

배치와 규모는 김장생이 창건했던

강경（江景）의 죽림서원（竹林書院, 옛 황산서원 黃山書院）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한다. 현 

재의 서원은 동쪽을 향해 앞으로 펼쳐진 일대의 들판을 내다보고 있다. 서원 경내의 건

물과 시설물로는 사당인 숭례人］•（崇禮강당인 양성당, 동재와 서재, 응도당（凝道堂）, 

장판각, 정회당, 산앙루, 내삼문, 외삼문, 하마비, 홍살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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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시원에 오시면 우키:2까이 버이J시가.

- 문화 원 현 황 )

- 2013년 구리문화원 주요사업

- 구리문화원 연혁

- 시설, 주요사업 및 조직

1. 시설

2. 주요사업

3. 인원

4. 고문

5. 기구표

- 구리문화원 임직원

- 육성기금 운영위원회

- 향토사 연구소

- 예절교육 연구회

- 구리문화학교 운영위원회

- 구리문화 편집위원회

- 구리문화원 장례 운영위원회

- 동아리 연합회

- 구리문화원 강사 현황

- 문화학교 수강현황

- 구리문화원 문화학교 제19기 수강생 모집



2013 구리문화원 상반기 주요 행사

일 시 장 소 행사명 비 고

1월 30일（수） 11：00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연합회 총회
- 원장 참석

- 2012년 결산, 2013년 예산심의

2월 20일（수） 10：00 구리문화원 자체감사실시
- 허대정 감사 참석

- 문화원 회계, 육성기금 감사실시

2월 26일（화） 11：00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문화원 총회
- 원장, 사무국장 참석

- 도지회 2012년 결산, 2013년 예산심의

2월 28일（수） 11：00 보륜뷔페
제207차 이사회 

제22차 정기총회

- 2012년 사업결산 승인

- 2013년 人『업계획 및 예산 승인

3월 18일（월） 11：00 의정부문화원 북부원장단회의
- 2013년 상반기 사업논의

- 원장, 사무국장 참석

3월 26일（화） 11:00 구리문화원
육성기금 

운영위원회

- 2012년 사업결산 승인

-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4월 9일（화） 10:00 교육청북부청사
평생교육 

현판 수여식

- 경기도 31개 시 •군 평생교육기관 참석

- 사무국장 참석（2013 평생교육기관 선정）

4월 16일（화） 08:00 충남 홍성
제 44차 

문화유적답사

- 홍주성역사관-한용운선생-김좌진장군 생가지

- 문화원 회원 및 임직원 35명 참가

4월 23일（화） 16:00 구리문화원
옹（ 세자 선발 

심사위원회

- 어가행렬에 따른 왕과 세자 공모 심사

- 심사위원 9명 참석（왕3명, 세자9명 신청）

4월 29일（월） 18：30 보륜뷔페 제208차 이사회
- 문화원 중장기 발전방향 논의

- 임원수첩 작성

5월 2일（목） 15：00 구리시청대강당
노은 김규식 선생 

추모제

- 구리문화원 주관

- 기념사, 업적소개, 예다미 공연, 기념촬영

5월 8일（수） 16：00 구리시청 시장실
왕, 세자 위촉패 

수여식

- 어가행렬의 왕과 세자에 대한 위촉패 수여식

- 사무국장, 문화예술과장, 팀장 배석

5월 10일（금） 20；00 한강시민공원
유채꽃 축제 

개막식

- 문화원（향토사, 예절, 시니어클럽）참여

- 원장, 임직원 참석

5월 11일（토） 

09：00 〜 16：00
구리광장 〜 동구릉

2013 구리동구릉 

문화제

- 제23회 시민백일장 개최

- 어가행렬 줄타기공연 주관

- 전통성년례 주관

5월 13일（월） 11：00 포천문화원 북부원장단회의
- 2013년 상반기 사업논의

- 원장, 사무국장 참석

5월 30일（금）〜31（토） 수원화성
경기도 문화원 

직원연수

- 경기도 31개 人1 • 군 문화원 직원연수 개최

- 조성경 팀장, 윤정미 주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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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구리문화원 하반기 주요 행사

일 시 장 소 행사명 비 고

6월 1일（토） 11시 서울 인사동 2013 어르신 공연
- 구리, 영등포 공연

- 취타대, 풍물, 북놀이

6월 4일（화）〜5일（수） 전북 부안
2013 전국문화원 

사무국장 연수

- 지역문화를 말하다

- 문화원 운영회의법

6월 12일（수） 08시 강원도 삼척
제 45 차 

문화유적답사

- 08시 문화원 출발

- 죽서루/실직군왕릉

6월 19일（수） 08시 경북 구미 구미시 전국합창대회
- 예다미 출전

- 예선 및 본선

7월 3일（수）〜6일（토） 중국 북경
경기도 문화원 

문화정책 연수

— 스토리텔링 기법

- 문화원형 사례 탐방

7월 13일（토） 19：30 장자호수공원 예절연극 - 전통예절을 연극화

9월 27일（금）〜28（토） 포천시종합체육관 경기도민속예술제
- 27일 개막식

- 28일 폐막식

10월 18（금）〜19일（토） 가평 임원연수
- 임원화합

- 문화원 발전방향 토의

10월 24일（목） 08시 충북 괴산 제46차 문화유적답사
- 08시 문화원 출발

- 괴산향교/송시열유적지

11월 29일（금） 17：00 구리시청 대강당 제18기 나눔발표회
- 개회식/ 축하무대

- 발표회/ 작품전시회

12월 9일（월） 문화원
조선왕조 이야기 

제5권 발간
- 조선왕조 연재 만화 발간

12월 16일（월） 문화원 향토연구 보고서 - 보고서 발간

12월 20일（금） 문화원 제19기 수강생 접수 - 수강신청

12월 27일（금） 문화원 구리문화지 발간 - 문화지 발간

12월 30일（월） 18:30 보륜뷔페
제212차 이사회 및 

송년의 밤

- 이사회

- 송년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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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문화원 연혁

1991.
1991.
1991.

1991.

5.10
6.29

10. 4
10. 11

구리문화원 설립발기인 총회

구리문화원 창립총회/ 초대 김종국 원장 취임

제79호로 문화관광부 인가취득 （지방문화사업조성법） 

법인설립등기 （등록번호 : 115221—0001764）

1992. 8.25 구리문화 제1호 발행

1993. 9.28 제94-2호 시범문화원 지정

1994. 2 〜 12 아차산 지표조사 （조사 보고서）

1995. 9.15 구리문화학교 개설

1995. 10. 4 제2대 원장 문춘기 취임

1996. 7.18 구리문화원 육성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5기호）

1997. 9.22〜 11. 5 아차산 제4보루 1차 발굴조사

1998. 7.23〜 9.10 아차산 제4보루 2차 발굴조사

1999. 7.20 〜 10.27 아차산 시루봉 1차 발굴조사

1999. 11.26 제3대 원장 김순경 취임

2000. 8. 18 집행부직무분담 및 집행절차에 관한 시행규정 채택 

구리문화원 대의원 선임 및 운영규정 채택

2000. 9. 고구려 국제 학술회의 개최

2000. 10.24 〜 12.22 아차산 시루봉 2차 발굴조사

2000. 12. 구리 시 의 역사와문화 발행

2002. 1. 구리시 의 민속문화발행

2002. 1.20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채택

2002. 8.30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채택

2002. 11.29 구리문화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채택

2002. 12. 구리문화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2003. 1. 1 제4대 원장 김순경 취임

구리문화원 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채택

2003. 2. 구리문화원 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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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4.30 구리문화원 홈페이지 구축

2004. 6.27
2004. 9.23〜9.30
2004. 10.18
2004. 10.24

2004. 10.26

제1회 구리동구릉문화제 （능행차, 성년례, 남미음악축제） 

아차산 고구려 유물 사진 전시 회

구리 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

고구려대제 （장자호수공원）…고구려의 동맹 재연

노은 김규식과 항일독립운동 학술 발표회

2005. 8.〜 12.
2005. 8.19-23
2005. 9.〜 12.
2005. 9.〜 12.
2005. 12.2W2.28

아차산 제 3보루 발굴 사업 

중국 고구려 문화유적답사 

복권기금 지원사업 

장수기원 증정용 사진 사업

아차산 제3보루 유물유적 사진 전시회

2006. 6.
2006. 8.
2006. 11.16
2006. 연중

2006. 연중

성년례, 전통혼례 재연

일본 백제 도예 문화답사

제1회 구리건원학술대회 - 조선왕릉 동구릉의 역사와 문화

예절교육운영

육성진흥기금 사업으로『동구릉 안내』발행

『동구릉에 묻힌 조선의 왕... 그들은 왜 동구릉에 왔는가』

2006. 11.27
2007. 2.23
2007. 3.15

2007. 5.19
2007. 10. 1
2007. 12.

제5대 원장 김문경 취임

제16차 정기총회 개최

경기도교육감 평생학습관 지정（2007년〜2008년）

2007년도 동구릉 건원문화제 -어가행렬

독립원사 이전（구리시 인창동 56-36） 
경기도 지정 구리시니어클럽 설립인가

2008. 1.
2008. 2.28
2008. 4. 7
2008. 5.〜 10.

현대음악 강좌 개설（드럼반, 통기타반, 색소폰반） 

제17차 정기총회 개최

경기도 무형문화재 갈매동 도당굿 개최

향토지킴이 양성과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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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6.27
2008. 6 연중

2008. 10. 6

2008. 11.
2008. 12.
2008. 12.12

제2회 건원학술제 “조선왕조의 문화유산과 왕릉금석문” 개최 

복권기금 전래놀이지도사 양성과정 진행

제22회 온달추모제향

외국인문화체험, 놀토문화체험 등 운영

‘아차산과고구려’ 만화책 발간

제13기 문화학교 발표회 개최

2009. 2.
2009. 2.26
2009. 5.27
2009. 6.28
2009. 7.14
2009. 9. 4
2009. 12. 4
2009. 12.20

경기도교육감 평생학습관 지정（2009년 〜 2010년）

제18차 정기총회 개최

제19회 구리시민백일장

향토사연구회 탁본전시회

건원문화제 （2009년도 어가행렬）

경기도민속예술제 （갈매동 회다지 재연）

제14기 문화학교 발표회 및 전시 회 

‘조선왕조 이야기’ 만화책 발간

2010. 1.
2010. 2.
2010. 2.26
2010. 4.16
2010. 5.
2010. 5.26
2010. 7.
2010. 9. 9
2010. 10.
2010. 10. 6
2010. 11. 1
2010. 11.15
2010. 11.30
2010. 12.13

사회적기업 인증（노동부장관）

경기도 교육감 평생학습관 지정（2011년 〜 2012년）

제19차 정기총회 개최

경기도 무형문화재 갈매동 도당굿 주관

제18호 구리문화지 발간

제20회 구리시민백일장

“어려운 이웃돕기” 협약체결（구리시청）

건원문화제 （제3회 구리건원 학술대회 개최）

‘조선왕조 이야기2’ 만화책 발간

제24회 온달장군 추모제향 주관

임시총회 개최（제6대 김문경 원장 선출）

구리역사문화 사진전 개최（출품작가: 김응주 명예이사） 

제15기 문화학교 발표회 및 전시 회

제6대 원장 김문경 취임

2011. 2.24 제20차 정기총회

135



2011. 4. 25 노은 김규식 선생 추모제향 주관

2011. 5. 19 성년례 주관（구리중학교）

2011. 5. 28 동구릉문화제（민속공연, 21회 시민백일장 주관）

2011. 6. 9 2011년 갈매동 도당굿 공개행사 주관

2011. 8. 15 제1회 8.15 광복절 사생대회 주관

2011. 9. 30 제18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양주별산대 놀이마당 ）

2011. 10. 5 제25회 온달장군 추모제향 주관

2011. 11. 30 제16기 문화학교 발표회 및 전시회

2011. 12. 28 ‘조선왕조 이야기3’ 만화책 발간

2012. 2. 29 제21차정기총회

2012. 3. 23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5호 갈매동 산치성 도당굿 주관

2012. 4. 13 노은 김규식 선생 추모제 주관

2012. 5. 19 동구릉문화제（22회 시민백일장 주관, 전통민속공연）

2012. 7. 6 전통성년례 주관（구리여자중학교）

2012. 9. 10 동구릉 안내책자 발간 기념회 개최

2012. 9. 21 제9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화성人））

2012. 10. 8 제26회 온달장군 추모제향 주관

2012. 11. 30 제17기 구리문화학교 수료식 및 작품전시 회

2012. 12. 20 제1회 구리시 학생 영상다큐 경연대회 주관

2012. 12. 21 ‘조선왕조 이야기4’ 만화책 발간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2. 28
5. 2
6. 11
7. 11
8. 1
9. 13
9. 27

11. 5
12. 22
11. 29
12. 30

제22차정기총회

노은 김규식 선생 추모제 주관

동구릉문화제（23회 시민백일장 주관, 전통민속공연）

전통성년례 주관（동구릉재실）

어르신문화 프로그램 문화나눔공연 （인사동 남인사놀이마당）

경기북부 문화원 문화유적답사 주관（동구릉）

제19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포천시 종합운동장）

제27회 온달장군 추모제향 주관（고구려대장간마을）

‘조선왕조 이야기5’ 만화책 발간

제18기 구리문화학교 나눔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이사회 및 송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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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문화원 주요 사업 및 목적

1. 시설

-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217-14

- 건물 : 지하 1층, 지상 2층 약 800m2

- 주요시설 : 원장실, 사무국, 자료실, 향토사연구소, 예절교육연구회, 대강당 

대연습실, 드럼실 등 강의실 5개, 소품실, 동아리방, 악기실

2. 주요사업

- 지역고유문화의 발굴• 보급 - 보존■ 전승 및 선양

- 갈매동도당굿（경기도문화재） 등 지역 고유전통문화의 전승 및 선양

- 온달장군추모제향 개최

- 사노동 장례의식, 벌말다리밟기 등 사라져가는 민속문화 발굴 및 보존

- 갈매동 회다지 선소리 녹취사업, 갈매동 지경다지기 민속예술제 참가

- 향토사의 발굴 - 조사 ■ 연구 및 사료의 수집 - 보존

- 아차산 고구려 유적 발굴 조사（아차산성, 아차산 보루 등）

- 아차산 고구려 역사 특강

- 망우산 근현대사 묘역 위인 탐구

- 지역 주요문화재에 대한 금석문 탁본 및 전시

- 효빈묘, 신도비, 석탑 등 지역 비지정문화재 발굴

-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 동구릉 문화제 전통민속공연 주관（어가행렬, 백일장 등）

- 성년례 재연

- 전통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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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예절연극, 마당극 공연

-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 운영

- 동구릉（조선왕조）, 아차산（고대）, 망우산（근현대人｝） 등 지역문화유산 답사

- 국내의 세계문화유산, 주요 유적에 대한 정기답사 실시

- 내 고장 문화역사체험 상설운영

- 가족과 함께하는 놀토 문화유적체험행사

-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체험행사

-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 보존 및 보급

- 연간『구리문화』지 발간

- 연간 2회『구리문화소식』지 발간

- 역사소설『동구릉』,『만화로 보는 예절』,『전통우리예절』책 발간

- 역사 만화책『아차산과 고구려』,『조선왕조 이야기』발간

-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 전통문화학교 개설 및 작품전시발표회 개최

- 향토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개설

- 예절지도사, 전래놀이지도사 양성

- 역사, 문화 특강 개최

- 찾아가는 예절교육 실시

- 소고만들기, 탁본, 전래놀이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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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문화사업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운영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문화도우미, 전래놀이지도사 ）

- 외국인 노동자 문화체험

-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기원용 사진（영정사진） 사업

- 소외계층 아이들과 함께하는 역사체험

- 교육복지투자협의체 운영 （관내 초등학교 다문화 및 소외계층, 취약계층 아동）

3. 인원

구 

부

임 원 사무국

회원
원장 부원장 이사 감사 소계 국장 팀장 주임 소계

현원 1 5 41 1 48 1 1 1 3 523

4. 고문

직 위 성 명 주 소 전 화 비 고

고문 김종국 초대문화원장

고문 문춘기 2대문화원장

고문 김순경 3,4대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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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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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문화원 임직원

〉.'（ \ ?〜厂75：：丄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원 장 김문경

I

원일건설（주） 대표

내무부원장 이병탁 전） 부양초교 교장

직능부원장 최덕구 통일약국대표

직능부원장 김항오 천안 벼룩시장 대표

직능부원장 조영자 구리경찰서 보안협력위원

직능부원장 최청수 구리 경찰서 보안협력위원장

명예이人）• 김응주 구리문화지편집위원사진작가

명예이사 홍도암 전）대한노인회구리시지 회장

명예이人｝ 박명섭 구리 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총무이사 김충현 다솔기획 대표

재무이사 이승준 예절교육연구회장

이 사

강호현 동호산업개발（주）대표

고정석 고정석치과 병원장

곽성호 （주）세인투어 대표

김기 선 전）구리시 학원연합회장

김 동준 （주）큰바위문화복지 대표

김 보영 무용협회 구리지회 지부장

김선 율 시골여행 대표

김은주 무용협회 구리지회 부지부장

김재석 구리시 주민자치협의회장

김정숙 여성 노인회관 강사협의회 장

김정희 전）동구동주민자치위원장

박남식 구리시니어클럽 실장

박말수 본추어탕대표

박영희 구리경상도민회장

박혜선 예다미 단장

반용곤 미술학원장

서천원 （주）우주실업 대표

신계화 구리오페라단 단장

신동영 미디 어에스트 대표

신동환 신동환 법무사무소 대표

심찬섭 법무법인경기일원대표변호사

심홍식 구리시 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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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문화원 임직원

co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안정섭 새마을운동 구리시지회장

이내홍 한샘학원장

이명 희 스피치 강사

이문기 꽃이나들이가는날 대표

이병길 （쥐고려정보대표

이병삼 삼성내과 원장

이승우 구리 시 민스포츠센터 관리소장

이 사

이영 갑 검도부동산컨설팅대표

이한윤 성진토건（주） 대표

장향숙 구리시 생활체조협회 회장

최광대 인창초총동문회 홍보국장

한상진 （주）한림종합건설 대표

홍재인 구리서예원 원장

황용기 보륜뷔페 대표

황진영 구리문화학교 운영위원장

감사 허대정 허대정 회계사 대표

국장 윤승민 구리문화원 사무국

팀장 조성경 구리문화원 사무국

주임 윤정 미 구리문화원 사무국

관장 윤병진 구리시니어클럽

실장 박남식 구리시니어클럽

과장 박흥곤 구리시니어클럽

과장 한수자 구리시니어클럽

팀장 조소영 구리시니어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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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

육성기금 운영위원회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소 속 비 고

위원장 김문경 문화원장 당연직

부위원장 이병 탁 문화원 부원장 문화원 임원

위 원

신원균 구리시 기획홍보담당관 시장추천

하재 남 구리시 문화예술과장 당연직

이병 철
법무부범죄예방위원 

구리지구 협의회장
문화원장 추천

김준석 구리시의회 사무과장 시의장 추천

김용호 구리농협 조합장 문화원장 추천

감 사 허대 정 회 계 사 문화원장 추천

간 사 윤승민 문화원 사무국장 당연직

항토사 현구소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소 장 박명 섭

운영위원

황성 희

전문위원 은광준 김미숙

운영위원장 이형옥 이해안

총무 정경일 김 남신

서 기 김준정 송기 범

교 육 오일순 신윤아

감사

정남선 전위원장 김지희

손미 례 도영봉

운영위원

이면옥 전위원장 김순희

김명희 전위원장 최해정

이미자 전위원장 서태숙

이정원 이정화

이미나 조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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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잘교육 연구회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고 문

이병탁 전）부양초교 교장

회 원

전수광

황진영 구리시해설사 황성희

회 장 이승준 국가공인실천예절지도사 도영희

위원장 김영미 신순희

총 무 도영봉 이재옥

전） 위원장 김 춘자 김외순

회 원

이미나 박은정

정호준 최미리

서 태숙

구리문화학교 운영위원회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교 장 김문경 원장

위원장 최청수 구리 경찰서 보안협력위원장

운영

위원

홍재인 구리서예원 원장

서천원 （주）우주실업 대표

김정숙
여성노인회관 

강사협의회장

박영희 （주）에셈빌 대표

이명 희 전）학원연합회 회장

김기 선 삼광학원 원장

간사 윤승민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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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문화 편집위원회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발행인 김문경 원장 심사

평가부

이면옥 전）향토사연구회위원장

위원장 이병탁 부원장 오일순 동구릉해설사

부위원장 황진영 전）구리시해설사회 회장

교정부

김명희 전）향토사연구회위원장

총무 김남신 아차산해설사 이 미 사 동구릉 해설사

기획부

이형옥 향토사연구회운영위원장

사진부

김응주 사진작가

이 미나 예절지도강사 도영봉 1 사진작가

심사

평가부

이승준 예절교육연구회 회장

홍재인 시인, 서예원장

진화자 한국문인협회회원

배정인 문화학교강사（진도북춤）

구리문화 장혜 운영위원회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위원장 김문경 원 장（당연직）

부위원장 이병 탁 부원장

운영위원

이승준 예절교육연구회 회장

박명 섭 향토사 연구소장

황진 영 이사

서천원 이사

장향숙 이사

간 人 b 윤승민 사무국장

동하리 연합회

단 체 명 대 표 전화번호 지도교사 비 고

구리문화원 사진회 김응주 이정화 사진

예다미 박' 혜 선 한준희 여성중창단

여음 신은영 류승표 표 1=1

눈꽃송이 권금봉 사무국 어르신문화도우미

전래놀이연구회 이춘자 사무국 검정고무신

다도회 김영 미 사무국 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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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문호원 강사 현황

강 좌 강 사 전화번호 주요경력

가야금 박계화

추계예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예술학 박사

국악교육지도사 1급, 최충웅, 채성희, 최지애, 이효분 사사

경기민요 송은선

대한민국 전통예술 경 연대회 경 기 민요부분 은상 

문화협회 경연대회 경기민요부분 금상

개인지도 및 주민자치센타 등 강사

대금 박상미

단국대 음악대학 국악과 （대금전공）, 건국대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졸업 

수련관 및 학원 단소,대금 강사

북놀이 차봉환
무형문화재 19호 선소리 산타령 보존 회원

한국민속촌 농악 단원 역임, 보라매풍물단 기술 지도위원

생활역학 조규문

대전대학교 철학과 박시，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대우교수 

현재 중앙일보 오늘의 운세 연재

서 예 

문인화
김이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자과정 서예문인화 교육전공 이수 

세계 평화 서화대전 세종대왕상 등 40여회 수상

진도북춤 

외 북 

살풀이 춤

배정인 국립국악원 승무 수료문화예술진흥회 진도북, 진주교방무, 삼고무 이수

판소리 

남도민요
김형옥 문화재 5호 판소리 전수자, 국악지도자 판소리 강사 자격증

표 n 류승표
단국대학교 국악과 졸업（타악전공）제2회 한국의 장단 찾기 대회 

무속 일반부 최우수상

풍수지리 최광의
시 간고려풍수지 리학회 관산위 원장

청주노인복지 회관, 하남문화원 풍수지리과 강사

드럼 조수성
두드림 컬쳐 （닥터드럼） 소속강사 죽전프라미스문화센터 , 

역삼 청소년수련관 등 드럼강사

사진 이영천
경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미디어디자인학과 사진전공（석人｝）졸업 

L.Y.C.사진문화연구소대표 디지털이미지 제작. 촬영 전문강사

색소폰 원희선 유니 버셜 색소폰 단원

통기타 박장복
현 구리시 7080통기타 팀 멤버 및 다년간 지도 

라이브 카페 다년간 활동

일본어
이 찌가와 

미사에

동해대학 단기대학부 아동교육학과 졸업 

교문중학교, 예봉중학교 방과후 일어 강사

마 술 정지용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구리지회 연기분과위원장 

개미엔터테인먼트-개그콘서트팀과 기획 및 공연

한국무용 권나윤 NY 세종무용학원 운영, 구리시생활체조연합회 이사

우크렐레 조현철
대신대학교 종교음악과 졸업 , 한국우크렐레 협회지도자 과정 자격증 

한국우크렐레협회 구리,남양주 지부장

146



문화학교 수강현황

강좌 회 원

가야금

김나연. 김인수. 김춘애. 두점민. 문영숙. 박서연. 박서정. 박혜영. 서현숙. 송유진. 우혜정. 임하영 

조명애. 조용란. 차춘옥. 최미경. 함정인

경기민요
김길자. 김미숙. 김병순. 김복자. 김애숙. 김용주. 김인수. 김필숙. 박숙자. 박은화. 박희순. 안병화 

양경숙. 윤성자. 윤성진. 윤정애. 이경순. 이금옥. 이영숙. 임미경. 장영금. 정영순. 조영희. 채규순

풍물（기초）
김옥희. 김흥배. 두윤순. 미야우치아키오. 박정아. 서소영. 서철규. 송수란. 안영순. 용석화. 이병권 

이상희. 이선탁. 이선희. 이용식. 이은진. 임영이. 조문정. 조연숙. 조인제

풍물 （중급）
강명자. 김미남. 김옥녀. 김은인. 김흥배. 두윤순. 박정화. 서소영. 서철규. 안영순. 양병환. 엄영옥 

용운희. 이병권. 이선탁. 이선희. 조문정

풍물 （전문）
김미남. 김민선. 김영미. 김윤희. 김은아. 박미혜. 서은정. 신성인. 신은영. 양병환. 윤경아. 이병권 

이선희. 이은주. 이해란. 임진숙. 조문정. 한은진

대 금
강미란. 강상임. 강희성. 권중완. 김광식. 김병현. 김종진. 김찬석. 김현식. 당성증. 류정림. 박병열 

심영신. 안교성. 이범준. 이상훈. 이태헌. 이혜숙. 정은철. 최석조

진도북춤
고은아. 김원자. 박월선, 여문자. 이경희. 이순재. 이원례. 이은영. 정태원. 차윤자. 최연희. 최정원 

함정인

살풀이춤
고윤주. 고은아. 김선아. 김원자. 박월선. 박정화. 배민혜. 배향숙. 여문자. 이경희. 이순재. 이원례 

정태원. 차윤자. 최연희. 최정원

서 예
김면채. 김봉윤. 김은자. 문성호. 박광자. 서광석. 송관석. 시선영. 안미숙.안종선. 어경희. 윤덕진 

윤제준. 이상훈. 이정구. 정숙영. 정옥자. 정충섭. 차경애. 최이섭. 최정임

문인화

강정호. 김봉윤. 김종근. 김종환. 김학서. 문성호. 박광자. 박순현. 송혜순. 시선영. 안미숙. 안종선

어경희. 윤덕진. 윤제준. 이정구. 정성필. 정숙영. 정옥자. 조민지. 차경애. 최병선. 최완희. 최이섭

최정임

판소리 강미성. 김기학. 김징여. 박은화. 안종선. 유성순. 이금자. 이영숙. 이옥희. 이 헌. 조정순

풍수지리 

（양택）

김부기. 김순태. 김의남. 김현정. 방성길. 서임석. 성남순. 안서희. 염명환. 유포영. 이흥식. 임하영 

장유진. 최원범. 홍종달. 황지혜

풍수지리 

（음택）
김의남. 방성길. 서임석. 염명환. 유포영. 이흥식. 최원범

북놀이 1 반
권경숙. 김광석. 김수정. 김연순. 김영례. 김춘옥. 성남순. 이미자. 이용숙. 이의준. 장은자. 정기순 

정영희. 조미숙. 조종덕. 최은경. 최향란, 허정옥. 황옥분

북놀이 2 반 고연실. 권현수. 박성자. 성남순. 오명옥. 이명화. 이혜경. 이혜숙. 전진임. 천흥자

역학 

（초급）

강태희. 김기옥. 김무영. 김병문. 김원화. 김종득. 김종환. 김진우. 김혜연. 문감채. 박미옥. 박영숙

손희숙. 송선자. 안명옥. 안영순. 안종식. 유도화. 이상국. 이상희. 이영현. 이옥희. 이윤신. 이재필

이희주. 정범태. 조영희. 조창희. 최수미. 최숙경. 최원범

역학

（직장인 반）

김계윤. 김진우. 민병우. 박미옥. 박선영. 성남순. 안명옥. 영공스님. 유금숙. 이경숙. 이영현. 이태임 

조수정. 조창희. 종연스님. 하정순. 혜전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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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 

（중급）

강정호. 강태희. 구제연. 김기옥. 김부기. 김원화. 김종득. 김종환. 김철수. 김혜연. 도영봉. 문감채

박영숙. 석순실. 송선자. 신수철. 안서희. 안영순. 안종식. 양병환. 유도화. 이상희. 이옥희. 이윤신

이재필. 이희주. 정범태. 조영희. 조창희. 최광주. 최수미. 최숙경. 최원범. 함정규

드 럼

공경복. 구명희. 김금숙. 김소영. 김옥란. 김인묵, 김정선. 김정아. 김지연. 김태민. 김희정. 나희순

문경남. 박선정. 백말자. 변종운. 성민정. 송두복. 신경희. 신선경. 신종덕. 신향영. 심규선. 오봉섭

오순근. 오승종. 오유라. 원청숙. 유인형. 유제준. 윤혜경. 이은경. 이인수. 이지연. 이창덕. 이태임

임수빈. 임영옥. 임인묵. 장명숙. 장아연. 전미아. 정경일. 정승호. 정연국. 정현수. 정현욱. 조미원

조병운. 조세영. 조태영. 진연수. 최경임. 최은숙. 최창덕. 한명실

우쿨렐레 권은순. 김미라. 노옥순. 신영미. 양방원. 오경화. 이민자. 이선경. 임남희. 정문희

사진 （초급） 김광열. 김동호. 김봉자. 김수연. 김종기. 문태성. 서철규. 송혜준. 안영순. 용석화. 이천우. 임경희

사진 （중급） 김미숙. 김영승. 김흥진. 박경수. 박세명. 유재석. 윤석주. 윤인수. 이숙자. 임경희. 최정순

색소폰
기홍철. 김성수. 김영애. 김용환. 김은희. 김종민. 김천식. 박석록. 박석주. 박현철. 서영애. 안재욱

이재필. 이지연. 임영덕. 전점수. 정분순. 정우연. 정재웅. 조사용. 최정일. 최천식. 한경은

통기타

권중완. 김경춘. 김금숙. 김난희. 김대현. 김선희. 김옥란. 김은성. 박민선. 박성희. 박은정. 서희전

송백선. 신금이. 신향영. 유상열. 이경복. 이기대. 이상준. 이숙경. 이윤재. 이지연. 이채은. 이현숙.

임지훈. 장명숙. 장은석. 조병일. 최학영. 허성일. 황운학

일본어
김명기. 박영숙. 박찬순. 박형건. 배영애. 백순례. 서진돈. 신동열. 신주용. 안연옥. 오정연. 이춘익 

이혜진. 임영덕. 최영희. 홍성현

스피치

고연실. 김경욱. 김미옥. 김민석. 김민정. 김상준. 김연자. 김용오. 김진경. 김태은. 김혜정. 두점민

박경자. 박노성. 박연철. 박우찬. 반용곤. 서명희. 심효필. 안종선. 양미순. 유선희. 윤정숙. 이경숙

이선정. 이양현. 이영숙. 이영행.'이현경. 이호준. 임흥빈. 장현진. 조명심. 조정순. 최돈수. 최경자

최기숙. 허 란. 홍수연

강 좌 회 원

※구리문화원 평생회원 ■ 특별회원 - 일반회원※

평생회원 고순례 김남신 김창용 이해안 차경희

특별회원
박금자 김영미 오일순 유영숙 조금순 정금주 이미자 윤미순 박미희

서성화 성홍기 박중건 노정환 정덕근 김덕순 김민수 이면옥 김진이

우대회원 이정화 장휘덕

일반회원

전창희 최정일 백연진 한경은 김정옥 허현숙 이혜숙 황계순 손금자 

이태헌 손미례 김준정 이정화 정경일 이형옥 김지희 신윤아 송기범 

정남선 장미경 정호진 이춘자 황성희 박원순 한성숙 천흥자 김명화 

이영자 이 환 김옥희 고금순 김정자 설점례 박정순 이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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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문화원 문a학교 체19기 수강생 모집

구리문화원 문화학교에서는 제19기（2014년도） 문화를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구리문화를 계승 • 발전시키며 각 

분야의 기초와 전문지식을 넓히고자 합니다.

1. 교육기간:2014.01.02~2이 4.12.31

- 1 분기（1 월~3월） 2분기（4월~6월） 3분기（7월~9월） 4분기（10월~12월）

2. 등록기간 : 수시접수

3. 수 강료 : 2014년 연회비 - 1 만원

수강과목별 （月 1 만5천원, 2만원, 3만원, 4만원）

4. 신청접수 : 구리문화원 사무국 S 031 ）557-6383-4

우 반별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강사와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 좌 강 사 수강료（1 개월） 시 간

（신규）스피치 （기초） 이명희 40,000원 매주（수） 10：00 〜 12：00
（신규）통기타（초급） 박장복 40,000원 매주（화） 15：00 〜 17：00

스피치 （심화） 이명희 40,000원 매주（월） 19：30 〜 21：30
가아구 박계화 30,000워 매주（화） 10:00 〜 12:00
경기민요 송은선 15,000원 매주（己） 13：00 〜 15：00
대己 박상미 20,000원 매주（수） 19：00 〜 2030
드럼 조수성 30,000원 매주（수） 주1회 50분（10시 〜 6시）

문인화（사구자） 김이문 15,000원 매주（화） 13：30 〜 15：00
서예 김이문 15,000원 매주（화） 10：00 〜 12：00
북놀이 차봉환 15,000원 ［개주（목） 10：00 〜 12：00

사진 （초급） 이영천 20,000원 ［개주（화） 09：30 〜 11：00
사진 （중급） 이영천 20,000원 매주（화） 11：00 〜 12:30
살풀이춤 배정인 15,000원 매주（목） 11：00 〜 12：30
진도북춤 배정인 15,000원 매주（목） 09：30 〜 11：00
색소폰 원희선 30,000원 매주（목） 19：00 〜 20：30

생활으학（초급） 조규문 15,000원 매주（己） 09:30 〜 11：00
생활역흐K 중급） 조구문 15,000원 매주（그） 11：00 〜 12：30

생활여학（직장인반） 조규문 15,000원 매주（목） 18:50 〜 20：20
우쿨렐레 조현철 30,000원 매주（목） 10：00 〜 11：00
일본어 이끼카와 15,000워 매주（화） 1400 〜 1500

통기타（초급） 박장복 40,000원 매주（수） 1S00 〜 20：00
통기타（중급） 박장복 40,000워 매주（수） 16：00 〜 18:00

판소리 김형옥 15,000원 매주 a 10：00 〜 12：00
풍물（기초） 유승표 15,000원 매주（日） 09：30 〜 11：00
풍물（중급） 유승표 15,000원 매주（己） 11：20 〜 12：50
풍물（전문） 유승표 15,000원 매주（수） 10:00 〜 12：00

풍수지리（양택） 최광의 15,000원 매주（월） 10:00 〜 12：00
풍수지리（음택） 최광의 15,000원 매주（월） 13：00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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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지

구리문화원이 개원푄 지 22년이 되었습니다. 

문화는 삶을'담는 그릇이며

오늘의 삶은 내일의 역사 속으로 기록되어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기어/

내용들을 글로 표현해서 훌륭한

“문화지”로 발간하려고 노력해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고 고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간 옥고를 보내주신 분들게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구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뜻있는 분들의 투고를 기대합니다.

仏 ‘

-구리문화원 편집위원장 -

— 워고글 항'' I 기아기시아. —

令 내용

■ 향토사 연구사례 ■ 홍보자료

■ 문화유적, 유물의 사료 ■ 제언

■ 시, 수필, 기행문, 생태 ■ 기타

令 접수처 : 구리문화원 사무국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217너4)

으 원고량 : 제한없음

아 문 의 : 丁 031)557 - 6383〜4 / F. 031)553 - 3993
E-mail： gurimh@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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