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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러리 용인 | 



| 초대시 |

∷이원오

· <용인문학> 신인상 수상 

· <시와소금>으로 등단

· 한국작가회의 회원 

· 용인문학회 부회장

오래된 계단

가을은 입추쯤에도 귀띔을 하지 않는다

태양에 장기 투숙하는 어느 오후를 지나

창공과 밀담을 하는 시절이 되면

빨래는 제철음식인양 물기를 맛있게 먹어 치우고

바람은 떨어지는 잔물을 손으로 마름질 한다

계단에는 절망의 그림자를 지우고 싶었던 날들이 

족적으로 남아 있다

누군가의 흔적이 모여

신발의 지문이 퇴적되어 검다

빛의 속도로 가는 서러운 세월의 길에는

활자들이 함께 하고

낱장은 짧은 잠 옆에서 서성이곤 한다

창공과 화해하던 날이 되면

어느 덧 서러움이 동반하는 밤 

초승달이 손짓한다

뒤축을 닳던 사람만이 느끼던 계단에는

한때 바람을 궁기로 달랬던 그가 있다 용인
문화



권두언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용인을 꿈꾸며

  지방 지속가능성 20년. 지방과 세계의 환경 상

황을 개선하는 약 수만 개의 지방 이니셔티브와

도시 계획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성

과로 많은 도시 마을 국가에서 참여적 거버넌스

문화를 도입하고 정착 시켰다.

비전을 규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절차를 검토

할 때 대중과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와 참여를 통합

시키는 것이 기획 및 의사결정 과정에 관례가 되

었고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기반이 되었

다.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지속가능발전으로 정의한 유엔의 보고서

를 접해보면 지방의제21(의제21 제28장)은 시민

들에게 가장 가까운 수준의 거버넌스로 지방정부

가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을 교육하

고 끌어 모으며 반응하는데 생생한 역할이 있다

라며 지방의제21추진을 촉구했다.

의제21은 각국의 지방정부가 지방의제21을 작

성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명시했다.

이에 우리 용인시는 자연환경 보전과 기후변화

에 대처하는 다양한 부분에서 행정력을 시민사회

와의 협력과 소통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참여

와 더불어 실천하는 행동의 결실로 2014년 녹색

실천부분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도

출했다. 이는 우리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각 분과 위원들의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구적 노력이 아닐까 생각하는 바이다.

우리는 2016년 새해에는 좀더 현실에 맞는 새

로운 시민실천운동을 발굴하여  시민과 함께 시민

이 충족하고 만족하도록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

한 활동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도록 노력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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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시대는 미래세대와 현세대가 함께하

면서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다. 이를 위해 푸른환

경새용인21실천협의회(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

회) 가 환경 중심에서 환경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충

실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용인
문화

∷권숙찬

·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상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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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으로 읽는 용인역사 |

동백의 어제를 통해 본 역사의 징검다리

동백동 일대는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대표적인 계획 신도시다. 석성산(보개산)

을 배후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춰 자연친화형으로 조성되었다. 전형

적인 농촌마을에서 대규모 주거단지로의 변화는 채 10년이 걸리지 않았다. 

사진은 이처럼 빠르게 변화한 동백의 어제와 오늘을 연결해주는 역사의 징검다리이다.

20세기의 끝자락이었던 1990년대 말 어정, 중리, 백현 등이 포함된 지역의 모습이다.

그 중심지는 지금 동백 호수공원이 있는 주변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동백은 구성(駒城) 권역에 포함되어 삼국시대로부터 한강 유역 지

배권을 둘러싼 각 세력의 다툼이 치열했던 곳이기도 하다. 특히 5세기 경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 역사서에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지명이자, 조선시대를 거치는 동안 용

인지역 삶터의 중심권역에 속해 있었다. 

동백에 있는 <용인문화유적전시관>에 가면 동백지역의 어제와 오늘을 만날 수 있다. 용인
문화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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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이제는 인구 100만명 돌파가 머지

않았다. 또한, 그동안 골치 덩어리

였던 용인시 부채누적과 경전철 문

제 등 재정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

고 있는 중이다. 100만 대도시로

서 용인은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

고 할 수 있다. 

*본 책자는 용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비매품)



내가 사는 동네는 석성산(471m) 아랫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산 정상에 오르면 동쪽으로 영

동고속도로를 따라 용인 시내가 한눈에 보이고,

서쪽으로는 수원까지 시야가 아득히 펼쳐진다. 

석성산 아래 저수지에서 시작된 실개울은 동네

한가운데 있는 공원의 연못을 지나 습지(濕地)로

흘러든다. 이 습지에서는 몇 년 전까지는 개구리

가 울고, 공원에서는 청개구리 울음소리가 요란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소리들을 들을 수가 없

다. 청정한 시골 동네가 아파트 단지로 바뀌면서

청개구리가 살 수 없게 된 탓이다.

나는 이 산의 둘레 길을 매일 걷는다. 소나무와

참나무의 혼성림이 무성한 숲을 이루어 하늘을 가

린다. 산 까치와 산 비둘기, 꿩, 까막딱따구리...

등 텃새와 많은 철새들이 찾아온다.

둘레 길에 들어서면 숲이 터널을 이루어 서늘

한 그늘, 상큼한 공기, 쭉쭉 뻗은 나무들은 지친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런데 지난 겨울 이 산은 너무 황량했다. 잎을

떨어뜨린 거무죽죽한 참나무들은 장대를 꽂아 놓

은 듯 무심히 서 있고, 겨울 햇살만 쓸쓸한 그림

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눈이 내려 온 산이 흰색의 별천지를 이루고, 함

박눈이 쏟아지면 신선의 세계에 온 듯한 환상적인

겨울 풍경을 볼 수 없었다.

중부지방은 심한 가뭄으로 소양강이 바닥을 드

러내 용수 부족과 발전 중단을 걱정할 처지까지

이르렀다. 비를 가진 구름이 이곳 중부 지방까지

올라오지 못한 때문이다. 슈퍼 엘리뇨가 기압 배

치에 이상을 일으켜 폭염과 가뭄 등 예년과 다른

날씨가 계속된다고 한다.

3월이 되자 메마른 이 산에도 봄소식은 왔다.

생강나무가 노란 꽃을 피우고, 하순에는 진달래

꽃으로 산이 분홍색으로 물들었다. 4월 중순에는

산벚나무들이 여기저기에서 흰꽃을 피워 산을 장

식했다. 삭막하기만 했던 겨울은 가고 봄기운이

온산에 가득하다.

벚꽃과 함께 모처럼 봄비가 내렸다. 그러나 겨

우 나무들의 목을 축여줄 정도였다. 그래도 참나

무들은 마치 우산을 조금 편 듯한 모양새로 새 잎

이 나오더니 며칠 뒤에는 잎을 활짝 폈다. 텅 비

었던 산이 다시 녹색의 잎으로 가득하다. 산속은

다시 어둑어둑해졌다. 구절초도 동그란 잎눈에서

새잎이 나오고, 계곡 주변의 물봉선도 낙엽 틈새

용인문화8

에세이 산책

뻐꾸기는 어디로 갔을까?



로 가녀린 떡잎을 내밀었다. 둘레길 맥문동도 새

잎을 부챗살처럼 폈다.

겨울 가뭄을 이겨내고 때가 되자 꽃과 잎을 피

우는 생명력과 그 의지가 놀랍다. 

4월 하순에 뻐꾸기가 왔다. 이 골짜기와 저 능

선에서 이따금씩 뻐꾹 뻐꾹 울었다. 뻐꾸기 소리

에 산이 갑자기 살아난 느낌이다. 여름은 뻐꾸기

가 이 산의 주인이다. 그런데, 6월이 되자 뻐꾸기

소리가 그쳤다. 뻐꾸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탁란(托卵)에 실패한 것일까? 아니면 다

른 곳으로 옮겨간 것일까? 아무튼 뻐꾸기 소리는

더 이상 이 산에서 들을 수 없었다. 그리고 여름

이 되었는데도 그 시끄럽던 매미 우는 소리도 들

을 수가 없었다.

새나 짐승들은 먹이가 없거나 환경이 나빠지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가 있다. 그러나 나무들은

한번 뿌리를 내리면 아무리 환경이 나빠져도 견뎌

내야만 한다. 이 산의 목마른 나무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하늘을 향해 서 있을 뿐이다.

예년 같으면 여름부터 태풍이 몇 차례 한반도에

상륙한다. 그런데 요 몇 년 새 태풍도 한반도를 빗

겨 갔다.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많은 비를 몰

고 와 가뭄을 해소해 주기도 한다. 금년에도 태풍

은 일본열도와 중국 남부 지방으로 상륙했다.

심한 가뭄이 계속되면 생태계에 이상이 생기고

환경이 파괴된다. 이 산의 숲이 심한 가뭄으로 몸

살을 앓고 있다. 내년에는 우순풍조(雨順風調)...

기상이변 없이 비가 넉넉히 내려 숲이 생기를 찾

아 초목(草木)이 무성하고 꽃피고 벌과 나비와 새

들의 낙원이 되어 다시 뻐꾸기 소리를 들을 수 있

게 되기를 기대한다.

2015 Winter Vol. 35 9

뻐꾸기는 어디로 갔을까?

용인
문화

∷전관수

· 전 소년조선 기자

· 기흥구 중동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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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Stor
y

심산유곡 천년고찰 백련사

심산유곡 산길따라 굽이굽이 먼길을 가야 구경할 수 있는 천년고찰 백련사. 

백련사는 전통사찰 54호로 신라 애장왕 2년인 801년 선응선사에 의해서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

며 1980년 거의 폐사 되었지만 성월스님의 중창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춘 고찰이다.

고즈넉한 산속에 위치한 탓인지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의 나라인 에버랜드 옆에 위치해서인지 별

세계에 온 듯한 사찰의 모습이 아름답다.

/처인구

| 포토스토리 |

∷ 김호경

아이디어 연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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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박물관  전보삼 관장

“경기도 뮤지엄파크 구상에 용인시도 동참해주길”

경기도박물관은 국내 5대박물관으로 꼽혀왔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제외하면 규

모와 관람객 전시물과 수장고 자료를 포함한 여러

면에서 앞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수

년 동안 경기문화재단에 의해 통제되고 관리되는

체계로 바뀌면서 침체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우려

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새로 임명된 전보삼

(65) 경기도박물관장에게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양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동국대에서

초대석



한국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신구대학교 미디

어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해 온 ‘아이디어 뱅크’ 전

보삼. 

만해기념관 설립자이자 관장으로 줄곧 남한산성

을 지켜온 그는 경기도박물관협회장과 한국사립

박물관협회장, 한국박물관협회장 등을 역임하면

서 ‘박물관계 큰형님’이란 별칭으로 불리는 만큼 인

맥과 식견도 넓다. 

그는 경기도박물관이 소재한 용인 문화 현실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경기도박물관과 용인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한 구상은 뭘까.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커다란 덩치에 비해 (용인시가)

문화적 공간과 콘텐츠 활용은 약한 느낌이다. 모

든 출발은 앉은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경기

도박물관 주변을 중심으로 구상중인 뮤지엄파크

에 용인시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

히기도 했다.

다음은 지난 14일 <용인문화 편집팀>과 박물관

장실에서 만나 나눈 일문일답.

-사립박물관 관장에서 공립박물관 관장으로

발탁됐는데 소감은?

“경기도박물관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무거

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간 만해박물관 운영과사림

박물관협회장을 지내며 터득한 노하우와 문제의

식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그간 주어지

는 적은 예산 속에서 적극적 마케팅이나 경영을 못

했다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어왔다. 이를 극

복하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고 생

용인문화12

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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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박물관 전보삼 관장

각한다. 이제는 박제화된 유물과 유산에 소리를

입혀 세상에 내 놓아야 한다.”  

-그간 경기도박물관이 예산 축소로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극복해 나갈 예정인

가? 

“경기도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아카데미

>가 있는데 대부분 프로그램은 퇴직한 노년층 위

주로 편성돼 있더라. 젊은층과 가정주부들이 참여

하고 관심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보강을 관계자들

에게 주문했다. 특히 생활문화를 강조했다. 이제

는 유형 유산을 넘어 무형의 자산을 보여줘야 하

며, 고고학을 넘어 인간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새로

운 장을 보여주고 느끼도록 해줘야 한다.”

-철학을 전공하고도 관장에 발탁된 이유와도

관계가 있나? 

“사립박물관장을 오래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적

극 활용해보라는 뜻 아니겠는가. 적어도 유형유산

위주에서 생활문화와 무형유산과의 균향잡힌 활

만해기념관



성화에 도움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도 남한산성 안에 있는 만해박물관에 사

시는 것으로 아는데, 1개의 박물관을 분관하는

사례는 국내에선 드문 편인데. 

“현재 만해기념관은 5곳에 공간을 두고 있다. 앞

으로 많게는 전국 21개관 정도 설립하고 싶었다.

아마도 경기도박물관장으로 오지 않았다면 그 일

에 매진했을 것이다. 박물관이 하나여야 하는 고

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이젠 제주도 등지에서도

소문을 듣고 그곳에도 하나 세워달라는 연락이 오

기도 한다. 만해를 통해 꿈 꿀수 있도록 만해의 콘

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어디든 상관있겠는가.”

-경기도박물관이 소재한 용인에 대한 느낌은

어떤가?

“도시 규모와 덩치에 비해 문화공간이 좀 약하다

는 생각이 든다. 시림박물관, 시립미술관도 없지

않은가. 하지만 당장 사정이 어렵다면 기존 시설

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극복하면 된다.

경기도박물관이 용인에 있으면 절반은 용인 것

이다. 모든 출발은 앉은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이며 그 토양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경기도박

물관도 용인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용인관련 좋은 문화구상이나 아이디어가 있

다면?

“경기도박물관 주변을 중심으로 뮤지엄파크를

구상중이다. 이미 팀을 만들어 기본 그림을 그렸

고 용인시도 이 사업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박물관 일대는 커

다란 문화벨트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 작

은 미술관이나 예술작가들의 작업공간을 연계하

여 조성된다면 아주 휼륭한 문화존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대거 몰려오는 문화특구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용인시 관계자들과도 적극 대

화해 나가고 싶다.”

-앞으로 도립박물관장으로서 계획이 있다면?

"최근 10여 일간 홍콩을 다녀왔다. 세계적인 전

시회를 보고 왔는데 내년 경기도박물관 설립 20주

년에 맞춰 특별기획과 연관이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 ‘어린왕자’를 주인공으로 한 전시회

다. 경기도박물관은 경기도를 넘어 전국 그리고

국제적인 전시를 할 때가 됐다. 이를 통해 과거 경

기도박물관의 위상을 되찾는 첫 걸음을 떼고 싶

다.”

용인문화14

∷ 편집부

용인
문화

초대석



용인군에서 용인시까지 행정의 변화 ● 정지훈

용인시 도시성장과정과 도시 관리 방향에 관한 소고 ● 전병혜

100만 대도시를 앞둔 용인의 일자리와 경제과제는? ● 현승현

시 승격 20년! 용인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기획특집

1996년 도농복합시로 승격된 용인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2016년 3월 1일
이면 용인군에서 용인시로 승격된 지 20주년이다.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인구 100만명이 돌파가
머지 않은 용인시. 그동안 골치 덩어리였던 용인시 부채누적과 경전철 문제 등 재정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다. 용인시의 중요한 변화, 인구, 일자리와 경제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
으로 100만 대도시 용인의 향후 도시관리방향에 대한 생각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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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인구에 회자되는 말 중 “10년이면 강산이 변한

다.”라는 말이 있다. 2016년 3월 1일이면 용인

군에서 용인시로 승격된 지 20주년이 되어 용인

의 강산이 두 번 변했다고 말을 할 수 있다. 그러

나, 그 20년 동안 용인은 강산이 두 번 변한 정도

가 아니라 경기 남부의 핵심도시로서, 우리 한국

의 변화와 수도권 성장의 대표도시로서 그 위상을

달리하고 있다. 

통계상의 객관적 수치만 보아도 1996년 시승

격 당시 약 27만여명의 시인구에서 2015년 10

월말 기준 약 99만여명으로 3.7배의 인구성장을

이루어내었고, 이러한 인구성장은 한 때 우리나

라의 가장 높은 인구성장율 도시로서 기록도 가지

고 있다. 

시승격 이후 현재까지 용인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급속하게 변화한 성장형 도시로

서 그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의 물리적 성장은 다양한 사회 전반

의 법․제도적 변화를 같이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

적인 것이 공공조직으로서 행정조직의 변화이다.

한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그 증가량만큼

행정수요가 동일하게 증대하는 것으로 그에 따라

행정조직에서 제공해야 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

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필연적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조직 규모도 증대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조직의 변화는 우리의 현

행 법령상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통해 통제되고

기획특집 Ⅰ

용인군에서 용인시까지 행정의 변화



2015 Winter Vol. 35 17

용인군에서 용인시까지 행정의 변화

있다. 공공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이

시민(주민)들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

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조직의 규모와 양을 조

정하지 못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제하고 있

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각급 지방

자치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1) 제59조

와 제90조, 제112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인 「지

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

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각급 지방자치단체 행정조

1) 지방자치법 제59조는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 제90조는 지방의회 사무처 등에 관한 사항, 제112조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공무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1996년 용인시 행정기구 및 관련사진은 제1회 용인시 통계연보와 용인시 포토갤러리(http://tv.yongin. go.kr/) 및 용인신문
(http:// www.yongi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9643)을 참조하였다.

<그림 1> 1996년 용인시 행정기구 및 관련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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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규모가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그 기준과 원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이다. 이러한 인구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용인시는 1996년 3월 도농복합시 형태로 시승격

이 이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조직의 규모가

증대되어 왔는데, 중요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996년 용인군에서 용인시로

1996년 3월 1일 용인군이 도농복합형태 시로

승격되면서 용인시가 시작되었다. 시승격 당시

용인읍을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으로

분할하였고, 수지면이 수지읍으로 승격되고, 내

사면이 양지면, 외사면이 백암면으로 개칭되어 2

읍 8면 4동 체제로 용인시가 출발되었다. 

시 승격 당시 용인시의 인구는 272,177명이었

기획특집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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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무원 정원은 1,080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252명이었다. 행정기구는 1실, 3국, 3

소, 3관, 19과, 2사업소, 94계(현재 팀)으로 이

루어졌다. 시승격 당시 시청사는 현재 처인구청

이 용인시청사로 활용되었다. 

시 승격 이후 용인시는 지속적으로 시인구가 증

가하였고, 그에 따라 행정구역 및 행정기구의 개

편이 이루어져 왔다. 2001년에는 2읍 7면 10동

<그림 2> 2005년 3개 구청체제 용인시 행정기구도



의 행정구역으로 증설되었고, 행정기구도 1실 4

국 16과 2직속기관, 3사업소로 변경되었다.

2004년에는 2읍 7면 11동의 행정구역 체제로 변

동이 발생하였고, 행정기구도 1실 5국 20과 2직

속기관 5사업소 1출장소로 점차 행정기구의 크기

가 증대되기 시작하였고, 1996년 시 승격 당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252명에서 2004년 497

명으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증가가 발생하여 대대

적인 행정기구의 개편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게

되었다. 

2005년 3개 구청시대의 개막

2004년 용인시는 시인구 70만을 넘어섰고,

2005년 77만의 시인구를 보유한 대도시로서 급

속한 성장이 진행되었다. 급속히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용인시 행정기구는 큰 변화

가 필요하였고, 그 움직임으로 자치구가 아닌 일

반구3) 형태의 3개 구청을 신설하는 대규모 행정

구역 및 행정기구 개편이 2005년 10월 31일 단

행되었다. 급성장하고 있는 시인구에 보다 원활

용인문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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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5년 용인시 행정기구도

3) 자치구와 일반구의 가장 쉬운 구분은 자치구의 경우, 구청장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선출직 공무원)하지만, 일반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이 임명(임명직 공무원)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간단히 이해될 수 있다. 용인시 3개 구청장은 4급 지방직공무원으로 용인시장이 임명하는 일반
구이다. 

4) 본 청은 2005년 현재의 문화복지행정타운을 신청사로 하여 업무를 개시하였고, 처인구청은 과거 용인군청사 건물을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다. 
기흥구청은 2003년 건축된 기흥읍청사를 활용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수지구청은 2011년 현재의 청사를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기구 운영의 효

율성과 시민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의 3개 구청4)을 설치하게 된 것이

다. 

3개 구청체제로 변모하면서 행정구역 및 행정

기구의 대대적인 개편도 이루어 졌는데, 우선 행

정구역에서는 3개 구청 관할 읍․면․동으로 조정되

면서 2읍 7면 11동 체계에서 3개구 1읍 6면 22

동으로 변화가 발생하였고, 행정기구에서는 3개

구청별 7개과씩 총 21개과가 증설되어 본청과 구

청의 보다 시민편의적인 행정기구로 개편되었다.

특히, 행정기구의 증설과 함께 공무원 정원도 큰

2015 Winter Vol. 35 21

용인군에서 용인시까지 행정의 변화



폭으로 확대되어 2004년 1,306명이던 정원이

2005년 1,781명으로 475명의 정원이 증가하게

되었다. 시 승격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공무원 1

인당 주민수가 2005년 하향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3개 구청 체제로 인한 공무원 정원의

증가 때문이다. 2005년에 설치된 3개 구청체제

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기흥구의

인구증가로 기흥구 분구5)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

고 있기도 하다. 

2015년 100만 대도시 진입을 앞둔 용인시

2015년 10월말 기준 용인시의 시인구는

991,867명으로 집계되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

용인문화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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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구 40만명을 넘어설 경우, 자체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통해 분구가 가능하며, 기흥구는 2015년 10월말 기준 412,843명(내국인 
408,517명)이다(용인시 통계바다(www.estat.go.kr)). 

6) 2014년 기준 인구 50만 이상의 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 평균은 364.32명이며, 용인시는 86.65명이 많은 450.97명으로 측정되었다(행정자치부 
내고장알리미(https://www.lai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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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창원시처럼 통합형태가 아닌 단일형태의 자치

단체로서는 수원시가 가장 먼저 인구 100만을 돌

파하였다. 수원시는 1949년 시로 승격되어 100

만 시인구 돌파까지 43년(2002년)의 시간이 걸

렸고, 고양시는 1992년 시로 승격된 후 약 22년

(2014년)의 시간이 걸렸다. 1996년 시 승격 이

후 20년이 되는 2016년이 되면 용인시 인구는

100만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6년 27만여명의 시인구에서 정말 빠른 시간

에 100만 대도시로의 진입이 예측되고 있는 것이

다. 

100만 대도시 진입을 목전에 둔 용인시의

2015년 행정구역은 3개구 1읍 6면 2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개 구청체제가 시작된 2005년

이후 2007년에 1개동(동백동)이 신설되었고,

2010년에 1개동(영덕동)이 신설되어 총 2개동의

증가가 그간 이루어졌다. 행정기구도 2005년 본

청 4국 체제에서 2015년 현재 6국체제로 변화되

었고, 공무원 정원도 1,781명에서 2,175명으로

394명의 증원이 이루어졌다. 

본청만을 기준으로 1996년과 비교해 보면,

1996년 3국 19과 94계(현재 팀)였던 행정기구

가 6국 31과 142팀으로 변모하였다. 행정기구만

놓고 보면 가히 시(市)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하나

가 더 들어온 격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를 하

면, 2015년 10월말(내국인 인구) 기준으로 기초

자치단체 중 가장 적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지

방자치단체는 충남 계룡시이다. 충남 계룡시의

인구는 41,292명으로 용인시(975,077명)가 약

23.6배가 많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중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2014년 행정자치부 통계상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 공무원 1인당 주민수(450.97명)가 가장 많은

시이다.6) 이처럼 객관적 수치만으로도 용인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100만 대도시 용인의 준비

100만 대도시 용인은 먼 훗날의 미래가 아니라

바로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간 용인시

는 급격한 도시의 양적성장 속도에 비해 내실을

다지고 역량을 함축하는 질적성장의 속도가 따라

가지 못한 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가장 대

표적인 것이 도시성장에 필수적인 지원조직으로

서 행정조직이 도시성장 속도에 부응하지 못했다

는 점이다. 수치상으로도 시승격 이후 2015년

10월 기준으로 인구는 약 70만명이 증가했지만,

공무원 정원은 1,095명만 증가했을 따름이다. 

현재 용인시 공무원 1명이 456명의 시민을 담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용인시민 456명의

<그림 4> 용인시 시승격 이후 인구와 
공무원 1인당 인구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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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즈(Needs)에 용인시 공무원 1명이 충실히 부

응할 수 있을까? 물론 공무원 1인당 적정 주민수

에 대한 정답은 없다. 그러나 용인시민들이 체감

하는 용인시 행정서비스가 만족스럽고, 신속 정

확하며 공평무사하게 이루어진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용인시정은 충분히 질적성장을 확보한 것

으로 평가될 수 있다. 

시 인구 100만이 넘어서게 되면, 용인시의 행

정조직에 대한 권한이 법․제도상으로 확대되게 된

다. 즉, 현행 법령상 부시장을 한명 더 둘 수 있으

며, 1국을 증설할 수 있고, 직급 체계에서도 3급

이상의 직급이 신설가능하며, 공무원 정원도 약

100~200명 이상을 증원할 수 있는 법․제도상의

권한변화가 수반되게 되는 것이다. 또 한번의 대

규모 행정조직 개편이 예상되는 것이다.   

한편, 용인시는 과거 폭발적 도시 성장속도가

최근 2~3년을 기점으로 점차 성장 안정화기에 접

어들고 있다. 그간 도시 성장속도에 따라가지 못

했던 용인시의 다양한 역량을 강화하거나 내실화

를 추진할 시기가 온 것이다. 그 중심에 용인시 행

정조직의 적극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인구 100만이 넘어가면 필수적으로 대규모 행정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지지만, 이 개편이후 당분

간은 현행 법령상 큰 규모의 행정조직 개편은 법․

제도적으로 어렵게 되어 지금부터 향후 용인의

100년을 준비할 행정조직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마치며

용인시는 시승격 이후 급격한 시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행정조직의 규모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용인시 행정조직의 성장의 이면에는

다양한 현실적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가장 대

표적으로 행정수요인 시인구의 성장속도에 비해

행정조직의 증가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민

들이 체감하는 용인시 행정서비스 수준이 상대적

으로 저평가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행정

조직의 핵심 구성요소인 공무원들의 자치역량 수

준에 대한 문제점, 행정조직의 외연 확대에 따라

잦은 공직 인사이동으로 인한 외부환경 변화 대처

능력 저하 등이 내부적 문제점으로 존재하고 있

다. 

이처럼 용인시는 급격한 도시성장에 따른 성장

통을 현재에도 대내외적으로 겪고 있으며, 향후

시인구 100만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또 한번의 행

정조직 변화가 법․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행정조직 전문화 및 안정

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간 용

인시는 시인구의 급격한 성장에 중앙정부의 기준

에 따라 행정조직의 규모와 변화가 수동적으로 이

루어진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이제 100만 대도

시로서 진입을 당면하고 있으며, 용인시의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용인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조직을 보다 능동적으로 구성하

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와 용인시는 2005년 용인발전연구센터에

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인연이 시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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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0여년을 넘게 용인시의 다양한 분야 중 용인

시 행정의 변화에 미약하나마 한 축을 담당하면서

용인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보

다 젊고 유능한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큰 강점

이 용인시에 있으며, 그러한 우수한 인적자원을

통해 고품격 명품도시로서 용인의 비전과 청사진

이 100만 용인시민과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으

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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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군에서 용인시까지 행정의 변화

∷ 정지훈박사

용인발전연구센터책임연구원

(일반행정분야)

용인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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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시 성장과정과 

앞으로의 도시 관리방향에 관한 소고(小考)

들어가는 말

1995년 지방자치제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많

은 도농복합시가 탄생되었다.1) 용인시도 이와 같

은 배경에 따라 1996년 3월 1일 용인군에서 용

인시로 승격되어, 2016년 3월이면 용인이 시로

승격된 지 만 20주년이 된다.

용인시는 최근 20년간 전국에서 인구성장률 1

위의 도시로서 눈에 띄는 성장을 해왔다. 시 승격

이 되던 1996년 3월 당시 용인의 인구는 불과 27

기획특집  Ⅱ

<표 1>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인구규모 순위

*울산시는 1997년에 광역시로 승격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승인통계기준

1) 1995년에 남양주시(미금시+남양주군), 평택시(송탄시+평택시+평택군), 1996년 용인시(용인군), 파주시(파주군), 이천시(이천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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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규모 65위의

중소 규모의 도시였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 5위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4위의 인구규모를 자랑

하는 대도시로서 성장하였고, 2016년 3월 이후,

용인시 총인구는 100만명을 넘게 될 것으로 예측

된다. 서울시를 비롯한 세계 주요 대도시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용

인시는 한 동안 소폭이기는 하나 인구성장이 유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듯 대도시로 성장한 용

인시 승격 20주년에 즈음하여 용인의 과거와 현

재를 차분하게 되짚어 보고, 전국 5위 도시규모

에 걸맞는 살기 좋은 도시로서 용인의 미래를 꼼

꼼하게 그려보아야 시점이다. 

일반적으로 도시를 구성하는 3대 요소로서, 인

구, 시설(토지), 활동으로 꼽는다. 그 중 도시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지표가 바로

인구이다. 필자는 용인의 도시성장과정을 인구의

변화과정과 당시의 사회경제적인 상황들을 비교

하여 고찰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100만 대도시

용인의 향후 도시관리방향에 대한 짧은 생각을 제

시해보고자 한다.

<그림2> 용인시 인구성장곡선(1968~2015.10)

<그림1> 생물의 생장곡선(Growth Curve)



용인시 인구성장과정 

인구집계가 가능한 1968년부터 2015년 10월

말 현재까지의 용인시 인구를 <그림2>에 나타내

었다. 용인시 인구는 1970년에 9만 6천명,

1980년에 13만 5천명, 1990년에 18만 8천명,

2000년에 39만 5천명, 2010년에 89만명,

2015년 10월 현재 99만명으로 성장하였다. 여

기에서 용인시 인구성장곡선의 형태를 자세히 들

여다보면, 그래프의 모양이 생물(사람 포함)의 생

장곡선(Growth curve)(그림1 참조)의 완만한

S자 형태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수용한계에

따라 S자 곡선의 기울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

만, 모든 생물 또는 도시의 성장은 수용한계 및 주

변환경에 따라 대부분 S자 형태를 띠게 된다. 

용인시의 인구성장곡선을 보게 되면, 2007년

(변곡점)부터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그래프의 커

브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용인시의 인구는 점차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도시의 성장과정을 생물의

성장과정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데, 그 이유는 마지막 부분(도시관리방향)에서 다

시 언급하기로 한다. 

용인시의 도시성장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여 당

시 사회경제적 이슈와 함께 설명하면 다음과 같

용인문화28

기획특집  Ⅱ

<그림3> 서울시와 경기도 인구추이(1960~2012)
출처: 용인발전연구센터(2014), 「100만 대도시 비전과 로드맵 연구」의 내용을 재편집



다.

용인시의 도시성장단계 제1단계는 ‘정체기’로서

1968년부터 1992년까지가 해당된다. 이 시기는

용인시 인구가 약 20년간 인구 10만명에서 20만

명 정도의 수준을 장기간 유지한 정체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대한민국이 빠른 경제성장을

한 시기이지만 대부분 서울, 인천 등 대도시에 인

구 및 산업이 집중되는 시기였다. 1980년대말 서

울시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이 시기

는 1980년 12월 「택지개발촉진법」제정, 1981년

「도시계획법」개정을 통한 ‘도시기본계획’의 도입

등의 제도적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용인시의 도시성장단계 제2단계는 ‘초기팽창기’

로서 1993년부터 2000년까지가 해당된다. 이

기간의 용인시의 연평균인구증가율은 10.2%였

다. 인구성장곡선의 기울기가 갑자기 급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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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용인시의 시기별 사회경제적 주요이슈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1993년 무렵이다. 이 시점

에 주목하여 <그림3> 서울시와 경기도의 인구변

화추이 그래프를 보면, 1960년대부터 1990년초

까지 서울시의 인구는 급속도로 팽창하다가

1992년을 기점으로 감소-정체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당시 서울의 과밀문제에 대한 해소대책과

주택 200만호 건설이라는 정부의 주택정책 발표

의 일환으로 수도권 5개 신도시(분당, 일산, 평

촌, 산본, 중동) 건설이 가시화되고, 서울의 인구

가 유출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 시기에 용인은

신도시 등 개발파급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위치(경부고속도로축)에 대규모 택지개발 및 아

파트 대량공급이 시작되었다. 

즉, 서울시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시점이

용인시의 인구가 급증하게 된 시점과 거의 일치하

는 것이다. 특히, 1994년 준농림지역에서의 규

제완화(공장설립가능, 고층 아파트 개발지침 완

화)에 의해서 용인시 수지 일대에서는 대량의 농

용인문화30

기획특집  Ⅱ

매일경제(1999년 12월 30일자)
1990년대 수지지구 등 택지개발 시작

매일경제(1997년 4월 17일자)

매일경제(1999년 10월 27일 1면)



지에 기반시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민간

건설사들의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성행하기 시작

하였다. 용인에 난개발이라는 오명이 씌워진 것

이 이 시기에서 비롯된 무분별한 개발 때문이다.

당시, 건교부에서는 용인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

책을 검토하기에 이르렀고, 당시 종합 일간지 1

면, 부동산 및 경제지면의 대부분을 장식할 정도

였다(‘용인 마구잡이 개발 대책 마련’, 매일경제

1999년 10월 27일자 1면). 이렇듯, 용인시의 도

시개발과 성장과정에는 서울의 과밀 해소, 주택

200만호 건설, 신도시 건설, 준농림지역에서의

규제완화 등 굵직한 정부정책과 연동되었다 할 수

있다. 

용인시의 도시성장단계 제3단계는 ‘후기팽창기

-인구급증기’라고 할 수 있는데 2001년부터

2007년까지로 구분하였다. 경기도의 인구가 서

울시의 인구를 넘어서는 시기로서, 용인에서는

수지, 구성 등에서 이루어졌던 택지개발사업 및

민간 주택건설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완공되어 인

구유입에 탄력을 받는 시기이다. 2005년에 용인

시에 3개 구청이 설치되고, 그 이후로도 용인을

대표하는 죽전1․2지구, 동백지구, 보라지구 등이

완공되면서 이 짧은 시기에 용인시는 인구 40만

명에서 80만명으로 전례가 없는 인구성장을 경험

하게 된다. 이 시기의 도시계획 관련 이슈로는 90

년대부터 비롯된 용인과 같은 수도권 위성도시에

서의 난개발 문제, 기반시설 선확보 등 합리적인

국토이용 관리를 위하여 종전 「도시계획법」과 「국

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고, ‘선계획-후개발’이라

는 주요 골자를 담아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또한, 재개발 및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등의 제도를 통합하고, ‘도

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화두의 계기가 되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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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1997년 12월 2일자)

<그림 4> 1990년대의 용인 : 인구팽창기 초기

한겨레(1999년 5월 12일)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제4단계는 ‘성장안정기’라 할 수 있

는데, 2007년 이후부터 2015년 현재까지가 해

당된다. 연평균 인구성장률이 약 5% 수준으로 떨

어지면서 2007년을 기점으로 인구성장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도시의 성장이

안정화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이제 도시관

리의 방향도 바뀌어야 함을 말해준다. 정부에서

도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을 제정하고, 2014년 9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를 선언하면서, 종전의 개발의 시대에서 인

구감소 및 축소시대로의 대응으로서 도시관리 및

도시재생으로의 전환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용인시 인구는 그나마 당분간은 꾸준하게 인구

가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2016년 3

월이면 용인시 총인구(외국인 포함)가 시 승격 20

년만에 100만명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그

림7 참조) 용인시에서 현재 진행중인 도시개발사

업 등 대규모 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한 잔여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나가면서, 서울을 비롯한 국

내외 안정화된 도시에서 주력하고 있는 마을재생

및 주거환경관리 등 도시재생(Urban Regen-

eration)으로의 정책적 전환을 위한 준비를 시작

해야할 것이다. 

용인시 도시관리방향에 대한 소고(小考)

용인시의 도시성장은 앞에서 간략하게나마 살

펴 본 용인시 인구성장과정과 당시 주요 사회경제

적 이슈를 보더라도, 정부의 도시 및 주택정책과

규제완화의 표본으로서, 급격하게 압축적인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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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죽전지구 준공 2007년 동백지구 준공

<그림 5> 2000년대의 용인 : 인구팽창기 후기(급증기) 출처: 용인디지털문화대전



을 하여온 대한민국의 성장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

다. 시로 승격되던 1996년 전국 도시인구 규모

65위에서 전국 5위(경기도 4위)에 랭킹된 전례가

없는 빠른 성장을 한 도시이다.

정부의 수도권 정책 및 도시계획에서 빠지지 않

는 이슈를 담고 있는 지자체이기도 하다.

인구집중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과히 놀라울만한 일이기는 하나, 이는 각종 도시

문제도 빠른 시간 내에 파생되었다고도 볼 수 있

는 것이다. 인구집중에 따른 도시 과밀화 문제,

학교․상하수도․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충족 문

제, 환경 및 경관 훼손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등이

바로 그것이다.

100만명에 가까운 인구성장은 사실, 용인시 행

정구역 면적 591.3㎢에 골고루 균등하게 유입된

것이 아닌 경부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에서 접

근성이 양호한 수지구 및 기흥구, 그리고 처인구

일부지역에 해당되는 얘기이다. 이 때문에 용인

은 동서지역의 개발 편차가 크다고 문제시해왔

다. 용인 서북부지역인 수지구 일대는 이미 과포

화상태로 개발이 되어 있고, 처인구 대부분의 지

역은 20년 이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용인시가 1996년 3월 도농복합시 형태로 시 승

격이 된 만큼 수지/기흥지역의 도시지역에 대한

관리와 처인구 농촌지역에 대한 도시관리 방향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처인구 동남부 지역에 수도권 규제가 풀린다 해

도 수지 일대의 고층 아파트 위주의 주거중심의

개발이 된다고 하면, 과연,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인가? 그것은 처인구 주민들부터 반대할

일이다. 도시는 도시답게, 농촌은 농촌답게 지역

이 갖고 있는 고유성과 정체성을 고려하고, 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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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용인경전철 개통 역북지구 택지개발 현장

<그림 6> 2010년대의 용인 : 성장안정기 출처: 용인디지털문화대전/ 용인시 포토갤러리



역주민에게 돌아갈 편익을 배려하면서, 토지수용

의 한계를 검토하여 살기 좋은 도시와 농촌이 될

수 있는 균형있는 성장관리정책이 필요한 것이

다. 예를 들면 수지구 및 기흥구의 아파트 및 주

거위주의 과밀지역에서는 더 이상의 주거지 개발

을 지양하고, 지역의 건전한 성장을 견인하는 자

족기능을 갖춘 공해없는 산업시설의 적극적 유치

및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공원이나 오픈스페이스, 공공공간(주차장

등)의 확충, 도시경관의 개선, 도시민들의 공동체

회복 및 강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의 도시재생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처인구 농촌지역은 농축산업의 고부가가치 창

출이 가능한 6차 산업의 육성과 발굴을 아끼지 않

아야 한다. 6차 산업의 원천이 없다면 시에서 농

촌관광휴양단지 등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기폭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주민들의 경제

활동과 관계없는 공장이나 창고의 난립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일부지역에 집단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풍부한 토지자원을 활용

한 지역경제를 유도할 수 있는 산업용지의 추가적

인 배분과 기업유치 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한다.  

2016년 3월, 시 승격 20주년이라는 상징적 의

미 외에도 인구 100만명 돌파가 가시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한층 진일

보된 도시관리 방향의 정립이 시급하다. 기존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도시개발 위주의 정

책에서 개발의 속도와 시기, 양을 조절하는 이른

바 도시성장관리정책(Urban Growth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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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용인시 총인구(외국인 포함) 예측



agement)과 수지구의 아파트 밀집지역, 기흥구

신갈 및 상갈지역 등 오래된 주거지 정비 및 재생,

처인구 김량장동 일대의 상가활성화 등 도시재생

(Urban Regeneration)정책으로의 전환을 계

획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최근 용인시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는 성장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용인시의 새로운 도시성장

관리의 방향이 담겨질 것이라 기대해 본다. 

본 글의 서두에서 도시성장곡선은 생물의 생장

곡선(Growth Curve)과 유사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도시는 살아 움직이

는 생명체와 같아서 수용의 한계가 반드시 존재하

고, 훼손을 하였다가는 원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

하여,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살피고, 또 살피는 생

명을 다루는 의사의 마음처럼 세심한 예방과 조치

가 필요하다. 전국의 국토 및 도시개발의 실험의

장소, ‘테스트 베드(Test-Bed)’로서 법규 및 조

례, 지침 등을 한꺼번에 또는 과도하게 풀어버리

거나, 손을 대는 일은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다. 

또한, 용인시와 같이 서울과의 접근성이 양호

한 도시는 서울 및 수도권의 정책에 파급되는 영

향이 큰 도시이다. 그렇기에 서울의 정책과 수원,

성남, 화성 등 용인의 주변도시들과 정책의 호흡

을 같이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유사한 조건의

도시들과 연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자

체간 상생과 협력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용인을 둘러싼 평택, 화성 등 산업기반이 강력

한 도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

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구감소시대에 접어들었

다. 이제는 도시 간 인구유입과 유출방지를 위한

지자체간 인구경쟁의 시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적인 도시정책으로, 100만명 이상의 시민들

이 빠져나가지 않고, 정주하고 싶은 도시로서 알

뜰하고, 살뜰하게 가꾸는 도시관리의 지혜가 필

요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인구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용

인시의 미래를 생각해서, 새로운 도시관리 방향

전환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용인에 대한 전문

가와 시민단체, 용인지역을 넘어선 서울, 수원,

성남 등 주변도시와의 연대를 통하여 용인시민

100만명을 섬기고, 배려하는 심정으로, 조금은

느리더라도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마음으로 소통

과 화합의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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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발전연구센터책임연구원

(도시계획분야)

용인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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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을 앞둔 용인의 일자리와 경제과제는?

들어가며 

용인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

가? 주변의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에버랜드, 한

국민속촌 등 관광도시의 이미지가 많거나 무분별

한 난개발, 경전철에 따른 재정난 등 부정적인 이

미지를 갖고 계신 분이 적지 않다. 

용인시는 경부고속도로와 평택-음성 고속도

로, 국지도 근접 연결 등 수도권 남부 교통결절점

의 중심지로서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도시에 비해 경제산업도시로서

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이다.

용인시는 1996년 도농복합시로 승격됨에 따라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공간적 특성을 지니고 있

다. 당시 용인시의 장점은 저렴한 지가와 서울과

의 인접성으로 인하여 많은 공장들이 용인시에 입

지하게 되었다. 

현재는 중앙정부의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인

센티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아래 용

인에 있었던 대기업들이 이탈하게 되고, 몇 몇 공

공기관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공동화 현상

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찌 보면, 용

인시내의 자체 일자리는 점차적으로 부족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인구 1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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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가 머지 않았고, 그동안 골치 덩어리였던 용

인시 부채누적과 경전철 문제 등 재정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 중이다. 이제는 100만 대도

시로서 용인의 위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는 경제산업도시로서 탈바꿈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인시의 산업경제적 변화

용인시는 1996년 도농복합시로 승격된 이래,

지난 20년간 급속한 인구성장과 대규모 택지개발

로 인하여 2015년 10월 현재 99만명이 넘는 대

도시로 성장하였다. 용인시의 인구가 증가한 만

큼 산업경제적인 부분도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우선, 3차 산업의 사업체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

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 4차 산업의 사업체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3차 산업 중에서 운수업 및 통

신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1996년에 비해서

2013년 현재 6.2배 정도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

다. 우리나라의 IT산업의 발전과 함께 사업체수

도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용인시의 교통요충

지로서의 장점으로 인하여 택배․수송 물량 증가로

인하여 운수업체도 많이 증가하였다. 특히, 경기

연구원에서 발간한 <GRI 정책연구(2013-11)>

에 따르면, 용인시의 물류창고 비중이 경기도내

전체에서 약 1/3를 차지할 정도로 운수업 사업체

와 종사자수를 많이 보유한 도시이다. 4차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공

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 및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1996

년에 비해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10.6배 성

장하였으며, 교육 및 서비스업은 4.5배 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용인시의 산업경제적 변화는 용인시의

인구성장으로 인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

에 맞물리면서 사회복지와 교육서비스가 급속하

게 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1차산업인

농업․임업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 2차산업인 제조

업은 0.5배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용인시의 자체 일자리라고 할 수 있

는 사업체종사자수의 변화를 살펴보자. 가장 크

게 종사자수가 증가한 산업은 4차산업으로 나타

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4차산업 특성상 사람과 밀

접한 서비스 또는 상품을 판매하는 산업이기 때문

에 이에 따른 종사자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996년에 비해서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은 10.6배 성장하였으며, 교육 및 서비스업

은 4.5배 성장하였다.  

<그림-1> 용인시 산업별 사업체수 변화(1996~2013)
자료 : 용인통계연보(199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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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2차 산업이

다. 1996년에서 1997년 2차산업이 급격하게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IMF 외

환위기로 인하여 많은 제조업체가 도산하거나 기

업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1997년 이후부터는 2001년까지는

사업체 종사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2

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체 종사자수는 오르락내

리락 하게 되었다. 이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활성

화되기 시작하면서 관내에 있었던 대기업 공장들

이 인근에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결과적

으로 기존 제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의

종사자수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나 녹십자 등이 이전

하거나 이전결정을 했던 시기다. 결국에는 제조

업 종사자수는 1996년 대비하여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지역고용조사」

<그림-2> 용인시 산업별 사업체종사자수 변화(1996~2013)
자료 : 용인통계연보(1997~2014)

<표-1> 인근 지자체와 남성과 여성 고용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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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 일자리 여건과 과제

용인시 일자리 여건을 살펴보기 위해서, 용인

시의 고용률 수준을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보았

다. 용인시는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고

자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수원시나 성남

시는 여성고용률이 45%대 이상이라면, 용인시는

여성고용률이 40%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

기 때문에 여성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용인시 여성고용률 제고

를 위해서는 경력단절 여성 및 중장년 취업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여성 경제인에 대한 정

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수원시나 성남시는 여성

경제인을 위한 ‘여성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자료 : 용인시 일자리센터 내부자료(2013년)

<표-2> 용인시 일자리센터 직종별 미스매칭 현황 (2013년 기준,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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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우대, 구매활동 촉진, 기술력향상 및 판

로개척 지원,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운영 등

지원해주는 데 반해, 용인시는 제도적 지원이 미

흡한 실정이다.  

용인시 직종별 미스매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경비 및 청소 관련직, 환경·인쇄·목

재·가구·공예 및 생산 단순직 등 직종에서 구인보

다 구직인원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

에 대한 구직자들의 취업 희망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구인인원에서는 보건·의료

관련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음식서비스 관련직

등의 직종에서 구인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

로 나타나 이 분야에 대한 인력 수급이 필요한 실

정이다.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는 구직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 직업지도프로그램

을 통한 진로탐색 및 구직기술 제고,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지원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기업경영

자 관점에서는 계층별, 지역별 수요가 많은 직종

관련 인재양성 및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수요맞춤

형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취업경쟁력을 높이고 구

인기업에 맞춤 인재 알선 및 고용확대에 기여하는

<그림-3> 용인시 산업단지 조성 현황
자료 : 용인시청 홈페이지

(htt p://yongin.go.kr/)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구직자와 구인자의 눈높

이를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용인시가 일자리

징검다리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용인시의 산업인프라는 어떠할까?

용인시는 기흥구와 수지구를 중심으로 죽전디지

털밸리, 흥덕IT밸리, 마북현대연구단지 등이 밀

집되어 있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은 조성되

어 있다. 또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

간주도의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다. 특히, 소규

모 산업단지는 민간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세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현재까

지 약 10여개의 소규모 산업단지가 조성중이거나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용인시는 주목할만한 대규모 산업단지

가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산업

도시의 이미지는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추

진 중인 산업단지는 용인시 이동면에 있는 ‘용인

테크노밸리’이다. 용인테크노밸리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경우에는 첨단산업 유치뿐만 아니라   지

역경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특히, 2016년 이후부터 제2경부고속도로가 착

공을 시작하게 되면, 이 지역에 산업단지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죽전디지털밸리-마북현대연구단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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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중앙정부의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정책목표(2014.08.11)



덕IT밸리’의 첨단 융복합 산업연구 벨트 구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

히, 이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비즈니스 공간 및 지

식산업혁신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하다. 그리고 제조업 밀집지역 기업들을 위한 교

통체계 개선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기

적인 취업박람회 개최 및 기업 채용정보 데이터베

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글을 마치며

2014년에 박근혜정부에서는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정부는 유

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자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하였다. 이와 함께, 유망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

하여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용인시도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산업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망서비스 중심의 산업을 육

성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

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즉, 과거는 제조업 중심

의 산업이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고 이

를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용인시 고용률 제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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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용인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방향



여성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우선적으로는 유망서비스산업 중심의 외국계

투자유치 관련 제도 구축 및 기업 애로사항의 적

극적인 대응하기 위한 통합 원스톱 기업서비스 제

공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외국계 투자유치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과 함께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담당공무

원의 교육훈련 강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다음으로 보건/의료, 관광/콘텐츠, 교육, 물

류, SW 등 유망서비스 관련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이 필요하다. 용인시에 가장 부족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병원이다. 특히, 관내 대형종합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지역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하거나 종합대학교 대형병원 유치를 위한 전

담팀을 구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또한, 신

규 산지관광특구 지정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한 테

마파크 조성 등 관광산업 활성화와 기존의 물류창

고를 집적화와 고도화를 유도하여 최첨단 종합물

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이다.  

용인시는 시승격 20년이 지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해야 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

룩하기 위해서는 관과 민이 함께 이끄는 민관협력

차원의 창조적 경제 생태계가 필수적이다. 여기

에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은 용인시의 장점인 풍부

한 관광자원과 소비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新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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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승현

용인발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지역경제분야)

용인
문화



2015년 9월 전쟁기념관에서는 1419년 대마도(쓰시마) 원정을 통해 왜구를

물리쳐 대승을 거둔, 이달의 호국 인물로 장군을 추모하고 호국정신을 현양하는

행사를 가졌다.

장군의 묘가 용인시 수지구 고기리 산79번지 릉골에 묘가 있으니 우리 龍仁은

충절의 고장임에 틀림없다.

장군의 본관은 장수(長水.전북) 자는 돈문(敦文) 호는 설죽(雪竹), 할아버지는

군기시윤(軍器寺尹) 이길상(李吉祥), 아버지는 장천부원군 도원수(都元帥) 이을

진(李乙珍)장군이며 본인은 슬하에 4형제를 두니  승평(昇平), 덕평(德平), 사평

(士平), 후평(厚平)이다.

그는 어릴 때 부터 말타기. 활쏘기등 용력이 뛰어나고 기상이 남달리 출중하여

21세가 되던해인 우왕7년(1381년) 아버지를 따라 강원도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

하니 그 공로로 정용호군(精勇護軍)이 된다.

1397년(태조6) 옹진만호때 또다시 왜구를 격퇴하니 첨절제사(僉節制使)에 오

른 뒤 상장군이 된다.(37세)   

1400년(정종2) 40세때 방간이 일으킨 제2차 왕자의 난을 진압, 공을 세우니

대마도 왜구倭寇를 격퇴한 이종무李從茂 장군

인물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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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명공신 4등에 책록되고 통원군(通原君)에 책봉된 다음, 6년 후인 1406년(태종6)

46세에는 장천군(長川君)으로 개봉(改封)되며 1408년(태종8) 48세 때는 남양수원

절제사를 겸직하고 1409년 안주도병마사(安州都兵馬使)로 임명되었으며 곧이어 병

마절제사(兵馬節制使)로 승진하였다.

1412년 52세때 하정사(賀正使)가 되어 명(明)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와 동북면병마

도절제사판길주목사(東北面兵馬都節制使判吉州牧使)를 거쳐 영길도 도 안무사 가

된다.

1417년(태종9) 57세 의정부 참찬 1419년(세종1) 59세때 승록대부 삼군도체찰

사(三軍都體察使)가 되어 대마도 정벌의 책무를 맡는다.

고려말경 부터 국정혼란을 틈 타 왜구의 침략이 왕왕, 그 피해가 빈번하던 중 1389

년(공양왕1)에 朴葳가 쓰시마를 공략 후 그 침략 규모가 줄었지만 조선 건국후에도

남해안 일대 노략질을 일삼으니 1393년(태조2)부터 1407년(태종7)까지 14년간 60

여차례에 이르니 그 피해가 극심해서 큰 골치거리가 되었다. 

그러던 중 1419년(세종1) 봄 왜구의 배 50여척이 충청도 비인(오늘의 서천)에 출

몰하여   약탈하니 만호 김성길과 그 아들이 맞서 싸우다 전사하매, 분개한 주변 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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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몰려드니 왜구가 연평도로 도

망, 절제사 이사검에게 중국으

로 가던 중 식량이 부족해서 왔

다는 속임수에 쌀 40섬을 주어

돌려 보냈다는 보고에 안정적 국

가운영과 안팍으로 소요근절을

위해 병권을 장악한 상왕   (上王)

태종은 세종과 함께 유정현, 박

은, 이원, 허조, 최윤덕 등 대신

을 모아놓고 대마도 왜구가 중국

에 가 있는 동안 허술한 틈(허점)

을 타서 원정계획을 수립한 후

왜구격퇴에 경험이 풍부하고 신

임이 두터운 이종무를 지목, 대

마도 원정에 나서니 때는 1419

년(세종1) 6월17일이다.  

3군도체찰사 이종무는 우박

이숙묘 황상을 종군절제사로 유

습(柳濕)을 좌군 도 절제사, 박

초. 박실을 좌군절제사, 이지실

을 우군도절제사, 김을화 이순

몽을 우군절제사로 삼아 전선

227척 수군 1만7천2백85명과

65일 간의 식량을 준비, 대장정

에 나섰다.

마산포 경유 거제 도착 6월26일 출격하니 대마도 왜구들은 중국갔던 자기들

배가 오는 것으로 착각, 마중까지 하니 이종무는 왜구 투항을 요구, 주춤하는 사

이를 이용 129척의 적의배. 2천여채의 가옥을 불사르고 100여명의 왜구 사살

인물열전

46 용인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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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여명의 중국 포로를 구출하는 전과도 올렸으나 우리 수군의 피해도 컸다.

이때 쓰시마 도주(島主)의 강화 요청으로 7월3일 철수, 거제에 돌아오니 원정은 일

단락 되었다.

이 후 왜구의 노략질이 줄어 임진왜란까지 평화적 통상관계가 지속되었다. 세종8

년부터 제포(오늘의진해) 부산포, 염포(울산)등 3포가 개항됨은 물론 주변 국가에 신

생국가 “조선의 국력”을 보여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원정은 외적에 대해 대체로 수동적 전략을 펴온 조선이 적극적 공세로 왜구 소

탕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사례로 의미가 크다 하겠다.

비록 말년에 부침이 있었으나 이종무는 조선역사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먼저 침공

한 원정대의 수장으로 이름을 남기었다.

1425년(세종7) 다시 장천부원군(長川府院君)이 되었다가 65세로 타계하니 임금

은 내관을 시켜 조상하고 3일간 조회를 정지시키고 왜구토벌 때 장군의 공로가 크니

시호를 양후(襄厚)라 내리어 공로가 있음이 양(襄)이요, 생각함이 어둡지 아니함이니

후(厚)란 의미다. 임금이 제사를 하사하는 교서를 내렸다고 전하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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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문화

대마도 왜구를 격퇴한 이종무 장군

∷ 유성희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2015년 9월 전쟁기념관에서는 이달의 호국 인물로 이종무 장군을 추모하고

호국정신을 현양하는 행사를 가졌다. 장군의 묘가 용인시 수지구 고기리 산79

번지 릉골에 묘가 있으니 우리 龍仁은 충절의 고장임에 틀림없다.



1968년 경 필자가 용인공보기자로 일할 때 양

지면 제일리 산매동에 취재를 갔다가 그곳 노인들

께서 산매동 팔경에 대하여 글을 읊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다. 당시에는 새파란 날탱이 인데다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시였기에 귓전에 흘려버릴

수밖에 없었다. 후에 생각이 나서 찾아가보니 당

시에 팔경을 읊던 노인들은 모두 떠나신 후였다.

지금의 내가 그때쯤의 노인이 되었으니 그럴 수밖

에 없는 노릇이 아닌가?

그 때 그 “산매동팔경”을 채록하지 못한 것이 참

아쉽다.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무형의 자산이었

던가가 나이 들어 보니 더욱 새롭게 느껴진다. 사

실 고향을 노래하고 정서를 가꾸어 놓은 이와 같

은 자료들이 얼마나 귀중한 유산이었는지를 당시

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거다.

마침 문헌을 더듬던 중 송전에 살았다는 안방경

의 자배집(炙背集)과 우리 조상이 남긴 천동팔경

(泉洞八景)을 발견하고 마을별로 유식한 분들이

살던 곳에는 반드시 팔경을 만들어 그 정서를 공

유했던 점에 유의하면서 몇 군데 기록을 더듬어

보고자 한다.  

‘팔’자는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숫자인데 예로

부터 중국의 소상팔경은 중국 호남성 동정호의 남

쪽 소수(瀟水)와 상수(湘水)가 합류하는 곳의 아

름다운 여덟가지 경치를 소재로 하여 시로 읊거나

그림 또는 노래로 상찬하였는데 중국에서는 북송

의 송적(宋迪)에 의하여 소상팔경도가 그려진 이

후 고려시대의 이인로, 진화, 이규보, 이제현 등

당대 문인들이 소상팔경에 대한 시를 남겼는가 하

면 조선시대 안견, 이징, 김명국, 정선, 심사정,

최북, 이재관 등 유명한 화원들도 소상팔경을 소

재로 그림을 그렸다. 

이와 같이 유독 팔경을 선호하는 것은 중국의

팔자 선호 정서와 무관하지 않은 것 으로 중국에

서는 八이 ba로 발음된다. ‘돈을 벌다’는 뜻인 중

국어 ‘發財’라는 말이 facai로 발음되는데 이 fa

발음과 ba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八이라는 숫

자를 매우 좋아한단다.

또 명승지를 여덟 개로 한정하는 것은 “팔이라

는 숫자가 주역의 팔쾌 와도 연관되는 숫자이고

춘하추동 4계절에 명승지를 음양으로 해서 둘씩

배정하기 좋은 까닭도 있다”(다음 넷)고 한다.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의 동도사 언저리에 ‘원어

비동유적지영세불망비’가 있고 이 비에 어동팔경

(魚洞八景)이란 시가 새겨져 있다. 이 작품은 어

비리에 세거해 온 강릉김씨 문중의 회와(晦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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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팔경(龍仁八景)을 아십니까?



492015 Winter Vol. 35

언신(金彦辛1436〜1487 조선문신)의 작품이라

고 전 한다.

말할 것도 없이 어비리 마을 일대의 수려한 팔

경을 상찬(賞讚)한 것, 각 지방에 따라 자기들이

사는 고장의 명소를 선정. 이를 팔경에 대입 시키

고 있는데 더 말할 것 없이 팔경상찬의 원천은 중

국의 소상팔경이며 이를 원용한 그림이나 시를 받

아들여 우리나라에서는 관동팔경이니 또는 자기

가 몸담고 있는 고향의 경관이나 정서에 대입시켜

팔경을 노래하고 즐겼다고 보는 것이다.

소상팔경의 그림 소제(화제)를 보면

제1경 산시청람(山市晴嵐) 

산의 짙푸른 기운과 마을의 정경 

제2경 연사만종(煙寺晩鐘) 

안개 낀 산속에서 들리는 저녁 종소리. 

제3경 원포귀범(遠浦歸帆) 

저 멀리 포구로 돌아가는 배

제4경 소상야우(瀟湘夜雨) 

소상강에 내리는 밤비

제5경 평사낙안(平沙落雁) 

강변 모래사장에 내려앉는 기러기

제6경 동정추월(洞庭秋月) 

동정호에 뜬 가을 달.

제7경 어촌낙조(漁村落照) 

어촌에 드리운 저녁 놀

제8경 강천모설(江天暮雪) 

강위로 내리는 겨울의 눈 등이다.

어동팔경(魚洞八景)이란 시제는 

제 1경 성륜산욱일(聖輪峰旭日) 

성륜산에 떠오르는 아침 해

제 2경 탁령정취우(濯纓亭聚友) 

탁령정 벗들의 모임

제 3경 용강  낙조(龍崗落照)   

용강 언덕의 황혼 

제 4경 금단사효종(金丹寺曉鍾)

금단사의 새벽 종소리,  

제 5경 수선대명월(睡仙臺明月) 

수선대에 뜨는 달 

제 6경 석우촌수조(石隅川垂釣) 

석우천에 드리우는 낚시, 

제 7경 방목리오연(放木里午煙) 

방목리에 떠오르는 한 낮의 연기, 

제 8경 갈마산취적(渴馬山翠蹟) 

갈마산 녹음의 자취 등이다. 

이처럼 옛 어비리의  경관을 팔경으로 하고 있

으나 가만히 들여다 보면 큰 틀에서 소상팔경의

프레임과 유사한 점을 느낄 수 있다. 고려나 조선

조 화원들이 소상팔경을 즐겨 그렸듯이 중국에서

선호하는 八자 선호의 문화도 우리나라 문사들에

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16세기 안방경(安方慶, 중종8  ~선조 2

년, 1513~1569 조선 전기의 문신)이 지은 송전

팔경인데 팔경시제에 따른 칠언절구의 시가 기록

용인팔경



되어 있어 먼 옛 조상들의 시취를 맛볼 수 있다.

이곳 소제도 비슷하다. 아마 이러한 분위기는 전

국에 전하는 팔경 소제 역시 소상팔경과 비슷한

범주일 것으로 생각된다.

송전팔경(松田八景) 

원문은 송전 悟理洞 팔경으로 되어 있다.

一景 : 학가야망(學稼野望)-학가정에서 들판을

바라보고-

後山餘脈結爲丘 

뒷산의 여맥이 다시 솟아 언덕이 되고

大夜千疇共一頭 

천여 개 벌판의 밭두렁은 한 봉우리를 받들었구

나.

閑倚小亭延眺望 

정자에 기대어 먼 곳 바라보니

靑黃禾稼各春秋 

푸르고 누른 곡식 제철 따라 여무누나.

二景 탁영어조(濯纓魚釣)-갓끈을 씻고 낙시질

하며-

燕尾溪分繞一□ 

제비꼬리처럼 갈라진 강 두루 돌며

垂綸還似子陵來 

낚시 줄 드리우니 엄자룡이 돌아 온 듯

須臾釣得銀鱗出 

잠간사이 퍼뜩이는 은린을 낚아내니

紅雪霏霏映酒杯 

눈발 같은 붉은 꽃잎 술잔에 아롱지네.

三景 도림승화(道林僧話)-도림사 노승과 말을

나누며-

琳宮高掛北山岑 

아름다운 궁궐하나 북쪽 산에 걸렸는데

從古相傳是道林 

예로부터 절 이름을 도림사라 하는 구나

幽討幸逢禪老話 

다행히 선사 만나 귀한 말씀 듣고 보니

卻忘塵土十年心 

십년 쌓인 마음의 티 깨끗이 잊어지네.

四景 부촌향음(父村鄕飮)-마을 노인과 술을 나

누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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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비울유적지 영세불망비각



2015 Winter Vol. 35 51

용인팔경

秋月春風佳節回 

가을 달 봄바람에 가절이 돌아오면

村鄰父老此中來 

이웃집 늙은이들 이곳으로 모이네.

鳴茄擊鼓爭歡謔 

피리불고 북치며 마음껏 즐기면서

花揷頭邊酒滿罍

머리에 꽃을 꽂고 술잔 가득 마시네

五景 묘봉신월 (卯峰新月)-묘봉에 뜨는 달을-

千丈卯峰聳半空 

천장이나 높은 묘봉 반공에 솟았는데(원문에는

妙峰임)

翠微相映正蒙龍 

푸른 색 서로 비춰 바로 용을 덮은 듯 하고

一輪新月忽騰上 

새로 솟은 둥근 달은 홀연히 높았으니

十裏荒村淸晝同 

십리 골 황촌 대낮 같이 환 하여라.

六景 화악만운(華嶽晩雲)-화악산 저녁에 드리

운 구름-

華嶽山高晩日晴 

화악산 높은 봉에 저녁 해 걸려 있고(원문에는

火嶽으로 됨)

靑雲一帶半腰橫 

한 줄기 띠구름이 산허리를 감았구나.

新光滿眼堪怡悅 

노을빛도 고을시고 멋들어진 이 경치를

持贈何由遍友生 

친구들께 골고루 나눠주면 좋으련만.

七景 송전취연(松田炊煙)-송전의 저녁 밥 짓는

연기-

籬落相連定幾廛 

울타리를 잇대어 한 집안 같이 지내니

佳聲知是爲良田 

도란도란 그 말소리 농사짓는 얘기로세

朝朝暮暮炊煙起 

아침저녁 밥을 짓는 연기 피어올라

白氣橫拖粘碧天 

푸르른 하늘에 흰 연기 서리누나.

八景 대로행인(大路行人)-큰길을 지나는 길손-

周行詰曲並山長 

큰 길은 산을 따라 구불구불 뻗어 있고

去馬來牛有底忙 

말도가고 소도 오며 분방하기 그지없네.

時有角聲林外落 

이따금 수림 밖에서 고각소리 들려오니

始知佳客下南鄕 

아마도 귀한 손님 남쪽나라 가는 걸세. 



이 글을 옮기면서 떠오르는 생각으로는 이미 잊

혀지고 소멸된 것은 어쩔 수 없겠으나 우리들이

옛 조상의 글에 감흥하고 이를 아름답게 여길 줄

알았다면, 면사무소 마당에 즐비하게 세운 면장

재임기념비를 세우는 것 보다는  “송전취연” “묘

봉신월” 같은 시 한 구절이라도 돌에 새겨 해당 마

을에 세우고 고향 아끼는 마음을 이어간다면 몇

백 년 전 옛 사람의 정취를 함께 음미할 수 있으리

라

또 이동면 천리를 중심으로 읊은 팔경이 있다.

원제는 용인 천리 고택팔경이라 되어 있는데 ‘운

수 이병돈 무신지 정월 휘호(雲水 李丙暾 戊申之

正 初 揮毫)’라 되어 있다.

용인 천리 고택팔경

秋月滿庭我泉堂 

천리 우리 집 뜰에 가을달이 가득 찼는데

詠風飮酒華鶴樓 

화학루 위에서 한잔 들면서 바람을 읊노라

白蝶亂舞花樹亭 

화수정에는 백접이 어지러이 춤을 추고

靑朝起魚小蓮池 

맑은 아침 작은 연못에서는 물고기가 뛰어 오른

다

西出東流九溪水 

구계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南立北向三峰山 

삼봉산은 북쪽을 향하여 남쪽에 있다.

夕陽落照讀書臺 

독서대에 석양의 낙조 비치고

朝雨雲藏龍德在 

아침에 오는 비는 구름에 가리어 용덕사에 있

네.

글쓴이는 이동천리에 살면서 이동면 일대의 지

형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계수는 이동면 천리 구수동이고 독서대는 도

암 이재 선생이 독서를 하던 곳으로 이동면 천리

에 있다. 일일이 해설을 붙이지 않더라도 이곳에

자리를 잡아 세대를 이어 살던 조상들이 고향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한 결 같이 묻어 있는 듯

하다. 그리고 팔경을 노래하고 기록으로 남긴 작

가들의 인적사항이 함께 전해지는 것은 다행한 일

이다. 

또 원삼지역에는 숙종·정조 때의 명무 이주국의

증손, 이재의(李載毅)가 남긴 문산집(文山集)에

원삼면 일대의 팔경을 읊은 삼오칠언구(三五七言

句)의 사(詞)가 있다. 이 내용은 이석호박사가 번

역하여 용인문화 Vol 12호에 게재 되어 있음으로

여기서는 소제(所題)만 옮긴다.

원삼팔경(遠三八景)

제1경  산사효종(山寺曉鐘) 

산사의 새벽종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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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  평촌모연(坪村暮烟) 

평촌의 저녁연기

제3경  안현낙조(鞍峴落照) 

안현의 낙조

제4경  응봉제월(鷹峯霽月) 

응봉에 뜨는 밝은 달

제5경  구봉잔설(九鳳殘雪) 

구봉산의 잔설

제6경  쌍령취우(雙嶺驟雨) 

쌍령산에 내리는 비

제7경  삼암상화(三巖賞花) 

삼암에 핀 꽃

제8경  유천관가(柳川觀稼) 

유천마을의 농사풍경 등이다.

여기서 마지막 8경의 구절을 옮겨보면 

川上望

滿水夜俱長

一色黃雲秋欲晩

老農場築此時忙

鷄酒樂年康  

냇가에서 바라보니

냇물이 밤과 함께 가득찼네.

한 빛 황금물결에 가을이 저무는데 

늙은 농부의 곡식 거두기는 이때가 가장 바쁘도

다.

닭고기와 술로 그 해의 편안함을 즐기네.

지면상 다 옮기지 못하는 점 아쉽지만 제1경부

터 8경까지 이와 같이 멋들어진 詞가 연속된다.

팔경 소재도 종소리, 저녁연기, 낙조, 달, 잔설,

비, 꽃, 농사짓는 풍경 등이다. 이 또한 팔경 소재

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모현면에는 일호 남계우가 파담팔경(琶潭八景)

을 읊은 詞가 전하는데 서정적이며 격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淸流琶潭碧波深 

파담에 물 맑고 푸른 물결 깊은지라 

推窓溪聲几案侵 

창문여니 시냇물소리 안석으로 스며드네. 로 시

작되는 파담팔경은 其一 其二로 나누어 진 장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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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이다. 소제를 보면

제1경 파담청류(琶潭淸流) 

파담에 흐르는 맑은 물

제2경 화악청람(華嶽晴嵐) 

화악산의 맑은 기운

제3경 계산만풍(溪山晩楓) 

닭이산의 단풍

제4경 응봉귀운(鷹峯歸雲) 

응봉에 드리운 구름

제5경 사장설월(沙場雪月) 

눈 덮인 모래사장의 달

제6경 표암사양(漂巖斜陽) 

표암의 저녁 놀

제7경 부곡촌락(芙谷村落) 

부곡 촌락의 정경

제8경 한평전야(寒坪田野) 

한평의 전야 등이다.

여기서도 팔경의 소재와 분위기는 대동소이하

다. 

아마 당시에 채록하지 못했던 산매동 팔경도 이

런 범주에 속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러나 “파담에 물 맑고 푸른 물결 깊은지라. 창문

여니 시냇물소리 안석으로 스며드네”와 같은 시구

는 절창이 아닐 수 없다. 들여다보면 소재(素材)

는 소상팔경과 비슷하지만 이를 읊은 시인의 시상

(詩想)은 각기 당시대 이 고장의 정서를 평면예술

로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기에 충분한 영동성이 내

재되어 있다. 

10여 년 전 쯤 인가?  김종경 용인신문사 대표

가 제안하여 용인시에서 용인팔경을 선정한 바 있

다. 그 때 필자도 위원으로 이의 제정에 참여한 바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어딘가 졸속한 구석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최신 용인팔경을 보면

一景, 성산일출(城山日出) 

성산에 뜨는 해

二景, 어비낙조(魚肥落照)

어비저수지의 지는 해

三景, 용담조망(龍潭眺望) 

용담저수지의 조망 

四景, 광교설경(光敎雪景) 

광교산의 설경

五景, 선유사계(仙遊四季) 

선유대의 사계

六景, 작오비산(鸛鳥飛山) 

조비산에 나르는 오작 

七景, 파담만풍(琶潭晩楓) 

비파담의 늦가을 단풍

八景, 가실앵화(稼室櫻花) 

가실마을의 앵두꽃(벗꽃). 등이다.

우선 짚어보아야 할 것 중에서 ‘성산 일출’이다.

성산은 문수산과 광교산 협대의 중간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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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 정상에서 일출을 보려면 문수산이나 태화

산. 금박산 위로 해가 뜨고 성산에서 뜨는 해를 보

려면 신갈 서쪽에서 보아야 하는데 성산에서 일출

이 될 때면 한낮이 될 것 같아 일출의 의미가 없

다. 지평선이나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해, 낮은 곳

에서 욱일하는 장관이라면 용인의 가장 동쪽 조비

산 정상이 좋은 곳이다. 

둘째 어비낙조는 서해 낙조와 같이 수평선으로

지는 해가 아니어서 성산에서 바라보는 광교산 방

향의 낙조가 더 장관일 것이다. 어비호수는 어비

낙안(魚肥落雁), 아니면 어비수조(魚肥垂釣)가 좋

고, 광교산 설경은 동남방향이어서 눈이 쉬 녹아

묵리계곡 양 안의 설경만큼은 못하고, 용담조망

보다는 독조산(어은산) 조망의 시야가 더 넓고 멀

리 보인다. 

용인팔경제정은 조례나 법정사무를 거치는 것

이 아니기에 개인의 주관이나 느낌에 따라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필자는 

1경 조비산 일출. 2경 어비호 수조. 3경 독조

봉 조망. 4경 성륜산 설경. 5경 선유대 사계. 6경

광교산 낙조. 7경 비파담 만풍.  8경 가실리 벗

꽃. 이라 고쳐보고 싶다. 

고향 팔경은 눈으로 보는 것 보다 감성으로 느

끼고 그것을 글로 표현 한 것으로 아름다움을 떠

올리게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정양화 선

생의 칠언절구로 된 파담만풍에서도 느낄 수 있

다. 

十月霜風繡晩楓 

시월 서리바람이 늦 단풍을 수놓으니

琶潭景色古今同 

파담마을의 경치는 고금이 다르지 않네

相公大夢仍何處 

약천상공의 큰 뜻은 지금 어디에 있는고

似聞彈琴憶古翁 

선생을 회억하니 비파소리 들리는 듯하네

기실 파담 만풍은 일호 남계우가 남긴 파담팔영

의 속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파담 만

풍이 다른 지역의 만풍보다 월등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약천상공의 취적과 어울려 마음으로 느끼

는 경치도 현상 못지않은 감성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산사의 아침 종소리”와 같은

경치는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정취(情趣), 또한 선경에 못지않은 것이어서 이를

팔경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당대의 팔경은 문사나 화사에 의하여 글

과 그림으로 기록하여 전해지고 있으며 이것은 무

형의 정신적 자산이기에 용인팔경도 한번 재정비

해 보고 팔경상찬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은 어

떨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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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회 포은문화제 사생대회, 백일장 및 스토리텔 공모전 수상작품

  포은문화제 경기도 청소년 사생대회 대상  

 이 름 : 박은엽

학 교 : 용인초등학교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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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은 피아노입니다. 내가 피아노를

치면 ‘콩콩’ 마음 속에서 들립니다. 피아노는 실로

폰처럼 소리가 예쁘지만 피아노는 소리가 울려 퍼

집니다.

피아노는 벌들의 행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벌들의 행진은 벌떼들이 “도도도도♬♬  미미미미

♬♬ 솔솔솔라시♬♬♬” 친구가 벌집에 돌을 던져

서 벌떼들이 화가나서 벌떼들이 쫓아다니는 것 같

습니다. 그리고 벌떼들이 열심히 꿀을 모아서 함

께 나누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노랫소리로 들으며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내가 피아노로 벌들의 행진을 치면 곤충들이 한

꺼번에 힘을 모아서 강도를 혼내주는 것 같습니

다.

공연장에 가면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 나팔,

피리, 드럼, 북이라는 악기 연주가 많습니다.

연주 악보는 슬픈 악보도 있고, 기쁜 악보도 있

습니다. 

저는 기쁜 악보가 좋습니다.

기쁜 악보는 행복한 생각이 노랫소리로 나와서

내 머릿 속에서 기쁨을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내 머리 속에서 기쁨이 만들어지면 다른 사람들

의 머리 속에도 기쁨이 흘러 나올 것 같습니다.

슬픈 악보는 속상한 그리고 외로운 생각이 노랫

소리로 나와서 내 머릿 속에서 슬픔을 만들어 주

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 속에서 슬픔이 만

들어지 면 다른 사람들의 머리 속에도 슬픔이 흘

러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는 두 명이 함께 연주를 할 수 있

습니다. 한 사람은 위에 그리고 한 사람은 밑에를

연주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의 연주는 강아지, 고양이가 피아노

위에서 뛰어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는  쿵

쿵 ♩♩도도를 연주하고, 고양이는 콩콩콩 ♪♪♪

미레도를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랑 강아

지가 싸우면 두둥둥 소리가 들립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랑 잡기놀이를 하면 음악 소리가 빨라져서

내 마음도 바빠집니다. 저는 이 소리가 두두두두

들립니다. 신나게 놀던 고양이와 강아지가 피아

노 위에서 쉬고 있으면 연주가 끝난 것 같습니다.

나는 박수를 쳐주고 싶었는데 고양이와 강아지가

잠을 자는 것 같아서 살금 살금 나왔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또 보고 싶습니다.

“강아지야 고양이야 다시 연주를 해줄래?”

공모전 수상작품

  포은문화제 백일장 대상  

  제 목 : 피아노

  이 름 : 김예린

  학 교 : 능원초등학교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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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결혼해서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농부의

아내이며 삼 남매의 엄마죠. 아들 둘 딸 하나 있

어요. 딸도 결혼해서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

고 학부형이 되었지요. 세월의 흐름으로 손녀, 손

자가 있는 할머니가 되었답니다.

지난달에 포은문화제를 다녀왔어요. 정몽주 선

생님 묘소를 보니 소풍 갔던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시간이 오래 지난

추억이죠. 그 때 그 시절에는 묘소도 멀고, 길도

험한 돌길, 풀도 많고... 울퉁불퉁 오솔길이었는

데... 지금은 도로 포장도 잘 되어 있고, 길도 넓

고, 참 좋은 세상이지요. 그러나 그 때 그 시절 학

교 다니던 초등학교 때가 좋았어요. 포은 선생님

묘소 소풍 갈 때는 아침 일찍 도시락 싸 가지고 걸

어서 갔지요. 1반, 2반, 3반 모두 같이 가서 놀다

가 점심 먹고 집으로 왔어요. 노래도 시키고 보물

찾기해서 공책과 연필 한 자루씩 선물 받고... 봄

소풍! 꽃 피는 따뜻한 날에 도시락 가지고 가던 그

날이 그리워지네요. 가을소풍! 단풍 들 때 소풍가

면 남자 아이들은 약한 여자아이들을 괴롭히고 장

난치기도 하고, 놀림 주기도 했었는데. 그 어린

시절이... 지금은 모두 자라서 어른이 되고, 세월

이 흘러 아들, 딸 결혼시키고 지금은 할머니 할아

버지 되었네요, 꿈같은 세월이죠.

저는 광주초등학교 39회, 광주중학교 15회 졸

업생이지요. 단벌머리 소녀가 엊그제 같은데 어

느덧 학교 졸업한 지가 몇 십 년 넘었네요. 초등

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포은문화제에 가니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지

금도 보고 싶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생각나고, 제자도 기억에 남는 제자가 제

일 소중하다.”고 했는데, 학교 다닐 때 숙제를 무

척 많이 내주셨어요. 책 열 번 읽기, 시와 시조 외

워 오기, 책 못 읽고 시와 시조 외워오지 않으면

청소하고 나머지 공부... 그 선생님이 보고 싶습

니다. 그 선생님 덕분에 공부도 하고, 지금 현재

도 그 때 외웠던 포은 선생님의 시조가 생각납니

다. 

제13회 포은문화제 사생대회, 백일장 및 스토리텔 공모전 수상작품

  포은 스토리텔링 공모전 은상 

- 제 목 : 추억의 학창 시절 - 포은문화제를 다녀와서

- 이 름 : 강경숙

- 주소 : 용인시 모현면 초부리 20번지 화수전원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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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끊어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얼크렁 설크렁

살아보세.

중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 유윤진 선생님도 보

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진을 보고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했던 남한산성 소풍, 학교 소풍가

서 찍은 흑백사진, 세월은 사진마저 바라게 했어

요. 희미한 사진이지만, 추억의 얼굴이지요. 선

생님은 모두 부모님과 같아요. 소풍 다닐 때 좋았

어요. 남한산성 소풍 사진보면 추억의 학창시절

생각이 나요.

저는 지금 농부의 아내입니다. 남편은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평생 직업이죠. 열세 살 때부터

나무하고 농사짓고 칠십 평생 넘도록 몸 바쳐 일

하였죠. 소도 기르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농

기계도 사고, 남편은 마음이 부자로 살았지요. 농

사를 지으면서 일 년에 한 번씩 초등학교에 장학

금을 주었지요. 가정형편 어려운 학생을 주지요.

어려운 사람 쌀 가져다주고. 참 고마운 분이죠.

그러나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

을 겁니다. 고생만 하고 이제 밥 먹고 살만하니깐

하늘나라 가셨지요. 10월 18일(음9월 26일)이

첫 제사입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을 사랑합니다.

저는 남편이 수지침을 배우게 해 지금은 수지침

으로 봉사를 다니죠. 자원 봉사. 밤이면 장구 배

우며 사물놀이 배우죠. 모현면사무소 이층에서

배우고 있어요. 지금이 행복해요. 사물놀이 배우

면 마음이 편하고 신명나요. 신바람이 최고죠.

이번에 포은문화제에 가서 공연도 했어요. 모

현면사무소 사물놀이 단원 모두 공연 행사에 다녀

왔어요. 정말로 재미있었어요. 포은문화제에 참

석하는 모든 분들 축복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마운 사람, 불쌍한 사람도 많은데, 남을 즐겁게

하고, 웃음을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즐거

움 주는 사물놀이. 노래, 춤, 재주꾼, 모두 고마

운 분들이죠. 기분이 좋은 날은 행복합니다. 욕심

없이 살아가면 즐거워요. 마음 편안해요. 여러 곳

에서 와서 행사에 참가하니 좋습니다. 감사합니

다.

2015 Winter Vol. 35

공모전 수상작품

용인
문화



제13회 포은문화제 성황리에 개최

고려시대 충신이자 우리나라 성리학의 기초를

세운 포은 정몽주 선생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기

위해 본 문화원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제13회

포은문화제가 지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용인

시 모현면 정몽주 선생 묘역에서 성황리에 개최되

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조선시대 사대부가에서 중

시했던 성리학 의식인 관혼상제(冠婚喪祭)를 테

마로 성년의식, 상례의식, 제례의식, 혼례의식이

재현되어 전통문화 전승보전의 전형을 보여주었

다는 평가를 받았다. 먼저 행사 둘째날 열린 관례

(冠禮)는 인간이 태어나서 성년이 되는 의례로써

마침내 어른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예식이고, 셋

째날 열린 전통혼례는 관혼상제 중 혼례(婚禮)에

해당하는 의식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다문화 부부 5쌍을 선

정하여 전통적인 방식으로 혼례를 치렀다. 

전통혼례는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에 사는 최계

순 여사(80세)가 2014년 5천만원을 기탁하여 이

루어진 것으로 올 해 두 번째 혼례를 성대하게 치

렀다.  그리고 포은 정몽주  선생이 복권되어 그

의 묘를 고향인 경상도 영천으로 이장하는 모습을

재현한 천장행렬은 관혼상제 중 상례(喪禮)에 해

당하는 의식으로, 추모제례는  관혼상제 중 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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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祭禮)의식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 종묘제

례 기능보유자인 이형렬 선생의 집례로 진행되었

다. 

경연 대회로는 청소년국악경연대회를 비롯하여

청소년백일장(대상, 능원초 2년 김예린), 사생대

회(대상, 용인초 2년 박은엽)가 열렸고 전국의 유

림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선시대 과거시험

을 재현한 한시백일장이 열려 정병한(74세, 서울

송파구)씨가 장원을 차지했다. 또한 포은선생의

삶과 정신을 이야기로 엮어 널리 알리고, 다양한

형식의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포

은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공연 행사로는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제8회

용인가곡합창제, 삼태기, 마당극, 55사단군악

대, 오페라 정몽주 등 다채로운 공연이 관객들을

즐겁게 했다. 체험․전시부스에서는 조선시대  여

성들의 삶과 생활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규방

공예 체험, 도자기 체험, 솟대 만들기 체험, 탁본

체험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

었다. 뿐만 아니라 용인의 유림들을 조명하는 특

별전과 일제강점기 한일 독립운동을 벌인 ‘용인의

항일 독립운동가전’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

시켰다.       

제24회 할미성대동제 개최      

본 문화원이 주최하고 할미성대동굿보존회(회

장 유성관)가 주관한 제24회 할미성대동제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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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10월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영동고속도로 터

키참전비 일대와 용인실내체육관 앞 주차장 특설

무대에서 펼쳐졌다. 본 행사 전날인 10월 4일에

는 산제를 지냈고, 5일 열린 본 행사에는 오전 9

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미성대동굿 12거리를 비

롯해풍물길놀이, 타동맞이, 사물놀이, 판소리,

한국무용, 아쟁산조, 대금산조, 고사번, 경기민

요, 진검무 공연 비롯해 등 다채로운 전통문화 공

연들을 선보였다. 

할미성대동굿은 오래 전부터 민간에 의해 전해

오고 있는 용인시의 대표적인 경기도당굿으로써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할미성대동

굿보존회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8회 우리문화한마당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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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화원 문화학교 16개 교실 수강생들이 1년

동안 배우고 익힌 기량을 선보이는 ‘제8회 우리문

화한마당’이 지난 11월18일 문화예술원 공연장

과 전시실에서 열렸다. 오후 3시부터 마루홀에서

열린 공연단체 발표회에는 남도민요, 판소리, 한

국무용, 경기민요, 선소리산타령, 하모니카 등 6

개 교실의 공연이 펼쳐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루홀을 찾은 관객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았다.

공연 행사에 이어 진행된 전시 행사는 동양화, 사

군자, 서예, 민화, 유화, 수채화, 한시교실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시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송재권, 이인영, 김장호 전 원장이 참석한 것을

비롯해 조길생을 비롯하여 문화원 이사 및 문화위

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문화원 임직원 역사문화답사  

본 문화원 임․직원 문화답사가 지난 11월11일

충청남도 서산시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2015년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문화원 임․직원

및 용인시 문화관광과  간에 결속의 시간을 갖고

자 합동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서산마애삼존불

상, 해미읍성을 답사했다.    

문화원봉사단 출범

본 문화원 봉사단이 지난 11월18일 정식으로

출범식을 거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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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출범식에서 조길생 문화원장은 양해석 단장을

비롯한 27명의 봉사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

고, 선서를 통해 봉사단은 용인의 역사문화 지킴

이로서 자긍심을 갖고 나 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솔선수범의 자세로 지역 문화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봉사단은 지

난 11월12일 창립총회를 갖고 임원진으로 양해

석 단장, 배영숙 홍재석 부단장,박장순 감사, 이

미진 총무를 선출하였다.     

문화원합창단 제13회 정기연주회

본 문화원 합창단(회장 손대영, 지휘 임경택,

반주 우지혜)은 지난 11월6일 문화예술원 3층 마

루홀에서 제13 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배

꽃 핀 마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합창 뮤지컬을

선보여 관객들의 많은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 

1부에서는 ‘애인있어요’ 등의 가요합창을, 2부

에서는 ‘배꽃 핀 마을’을 주제로 합창뮤지컬을, 3

부에서는 난감하네 등의 국악과 합창을 공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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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가는 늦 가을 밤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또한

퓨전 국악단 울림과 해금 연주가 특별 출연하여

이번 정기연주회를 더욱 빛내주었다.    

실버합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 

본 문화원 실버합창단(회장 이명자, 지휘 조현

경, 반주 장윤선) 제5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9월

18일 문화예술원 3층 마루홀에서 열렸다. 평균

연령 70세 단원으로 구성된 실버합창단은 이번

공연에서 제1부 ‘행복한 세상’, 제2부 ‘행복한 바

램’, 제3부 ‘행복한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리운 금강산’ 등 12곡을 열창의 무대를 펼쳤다. 

또한 문화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0월10

일과 26일 유무상통과 양지요양원을 방문하여 환

우들을 위로하는 공연을 펼쳤고, 이어 10월30일

국립합창단이 주최한 전국골든에이지 합창경연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유화교실 제10회 아내이아 展  

본 문화원원 유화반 회원들의 작품 전시회 ‘아

내이아전(我內異我展)’이 지난 10월 15일부터 18

일까지 문화예술원 전시실에서 열였다.

아내이아전(我內異我展)’은 내 안의 또 다른 나

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으

로 열 번째 회원전을 가졌는데, 이번 전시회에는

곽진진, 구영희, 김기주, 박하원, 신덕균, 우인

숙, 윤태희, 이금현, 주혜비, 최금희 등 10명이

참여하여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변해가는 일상의 아

름다움을 표현한 풍경과 인물, 여행지에서 만난

이국적 풍광, 삶의 관조, 영성의 추구 등 자유로

운 주제와 소재의 작품들을 선보였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지난 3월 용인문화재단이

지원하는 시민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됐

신덕균씨의 작품 ‘세월’

Culture Center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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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88~90차  전국역사문화기행 답사

제88차 전국역사문화기행

- 일  시 : 2015. 9.18(금)

- 장  소 : 전남 보성군

- 답사지 : 봇재다원, 강산마을, 조정래문학관

나청선생생가, 유신리 마애불상

제89차 전국역사문화기행

- 일  시 : 2015.10.16(금)

- 장  소 : 강원 홍천군

- 답사지 : 수타사, 삼봉약수, 팔봉산

남궁억기념관, 강재구추모공원

제90차 전국역사문화기행

- 일  시 : 2015.11.20(금)

- 장  소 : 전북 정읍시

- 답사지 : 황토현전적지, 전봉준고택

동학농민기념관, 만석보유지 용인
문화

문화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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