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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인의 10대 실천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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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품에는 티를 내지 않고

8. 자신을 위한 거짓을 자제하며,
9. 과오에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10. 회원은 책무와 분수를 지킨다.

구리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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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문화」제 14호를 발간하면서...
- 시민의 요익안녕 （M益安W）을 기원합니다.구리문화원 창립 제15주년을 맞이하여「구리문화」誌 제14호를 발간하게 되

었습니다.
구리문화는 우리고장의 선조님들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철학이요 정

신이며 삶의 모습인 즉, 그것이 바로 시민들의 요익안녕（M益安蜜）을 위한 정
신 운동일 것입니다.
구리문화원에서는 이 고장의 역사와 그 유적에 대한 연구보존과 구리 시민들
의 정신문화 가꾸기 등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구리문화원 원장

김순 경

이번 구리문화 誌 제14호에서는 이성계（李成桂）를 도와 이씨왕조를 세우게 한 조선 건국의 설
계자 삼봉 정도전（三峰 鄭道傳）의 사상과 치세철학（治世哲學）에 관한 글을 비롯하여 아차산 제3
보루 고구려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와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뿌리인 예절에 관한 글 등을 실었습
니다.

중국의 동북공정（東北丁程）이라 하여 고구려 역사 왜곡이 진행되는 오늘날 구리시 아차산에서

남진정책의 흔적인 고구려 보루 발굴로 고구려 역사의 실체를 살펴 보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고 생각됩니다.
이와같이 구리시에는 조선왕조의 동구능 능침원이 있고 아차산 일대에는 고구려 군사 요새인

보루 15개중 6개 보루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구리문화원이 조선왕조 건국 역사의 일면과 고구려 역사의 실체 규명등에 큰
의의를 느끼는 한편 윤리와 도덕이 실종되어 전통문화의 뿌리가 흔들리는 오늘의 세태에서「예

절한국」의 맥을 잇게 하는 일도 문화원의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구리문화원에서는 다양한 문화학교 운영과 시민백일장 개최 그리고 향토문화 연구활동에 이은

국내외의 문화유적 답사와 매년 정기적으로 향토문화제 등을 개최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구리지역문화 창달을 위한「구리문화」誌 발간에 지원을 해주시는 구리시 당국과

구리문화원 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구리문화 誌에 소중한 옥고（玉稿）를 보내주신 분들과 본원 안영기 편집위원장님과 편집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구리문화지가 구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시려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문화원 임

직원들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구리문화 사랑에 감사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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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 ）

조선개국의 설계자

삼봉（三窒） 정도전（鄭道傳）의 꿈과 좌절

안영기
본지 편집위원장

고려 말인 1384년 우왕 9년 전라도 나주 거평 부곡어/서 유배 생활을 하던 정도전은 지금의 함홍인
함주（咸州）막사로 동북면 도지휘사로 있던 이성계를 찾아간다.

홍건적과 왜구 토벌로 무훈의 명성을 떨치던 이성계와의 만남은 정도전의 정치적 야심과 이성계의

군사력이 결합되어 조선 개국의 씨앗을 뿌리게 된 순간이다.
나라는 백성올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위민（爲民） 민본（民本） 사상을 편
정도전.

그 조선개국의 일등공신 정도전의 인생 역전은 어떠했으며 그의 사상과 철학은 무엇인가.
조선 건국의 설계자인 정도전의 꿈고/ 좌절을 실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고려의 멸망과 조선 개국

고려 말의 사회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던 권문세족들의 횡포와 국가

지도 이념으로 삼았던 불교의 부패로 민심이 극도로 피폐해졌다. 여기에 더하여 남방의 왜

구와 북방 여진족의 침입이 잦아져 대내외적으로 위기를 맞게 되면서 권문세족의 특권의식

과 불교의 폐단을 치유하려는 사회세력이 등장하게 된다.
특히 고려 후기 새로운 사상으로 수용된 주자（朱子）의 성리학 사상과 유교적 통치윤리

를 체득한 일군의 신진사류들은 기득권층의 특권을 견제하고 새로운 고려를 소생시키기 위

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걸쳐 일대 개혁을 시도하려 하였다.

이들 개혁론자들은 성리학에 입각한 도덕정치, 왕도정치의 회복을 추구하는 신흥 사대
부들로 신분적으로는 지방의 향리출신, 경제적으로는 지방의 중소 지주출쇠이 주류를 이루
었다.
그러나 이들 개혁론자들은 이성계를 왕으로 옹립하여 새로운 왕조를 주창해야 한다는
역성혁명론자들과 고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리학 사상을 중심으로 고려를 개혁해야 한

다는 온건 개혁론자들로 나뉘어 진다.

온건파 사대부들은 고려왕조의 테두리 내에서 점진적 개혁을 주창한 반면, 혁명파 사대
부들은 왕조의 교체만이 사회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 온건파의 대표 격이

정몽주, 길재, 이색 등이었고 역성혁명파의 대표가 정도전, 조준, 남은 등이었다.

-조선 개국을 이끈 혁명가들

조선을 개국한 인물들은 한마디로 고려 조정의 주변 세력들이었다.
역성혁명론을 개국이념으로 내세운 이들은 이성계, 정도전, 무학대사 세 사람으로 압축

할 수 있는데 이는 고려의 멸망과정을 살펴봄으로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개국은 공민왕 때 벌어진 친원파와 반원파의 대립에서부터 시작

된다.

친원파의 대표 격인 기씨 가문과 반원파의 대표 격인 공민왕의 대립은 원의 몰락으로 반
원 친명책（反元 親明策）을 유지했던 공민왕의 승리로 끝난다. 이때 공민왕파에 속해있던 대

표적인 인물이 이성계와 최영 장군이었는데 이들 반원（反元）세력은 다시 둘로 나누어진다.

이성계는 근본적으로 변방 세력이었기에 언제나 전쟁터로 내몰렸으며 최영은 중앙의 권
력을 잡고 있었다. 이는 곧 조정의 주변 세력과 고려왕조를 중심으로 한 중앙 세력으로 구
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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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변 세력은 이른바 성리학 이념에 바탕을 둔 개혁론자들이었고 중앙 세력은 왕족을

비롯한 훈구파들이다.

양대 세력은 우왕과 최영이 주장한 요동성 공락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이 절정에 이르러
요동성 공략에 나섰던 이성계와 조민수 일파는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여 중앙 세력의 수장

인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폐위시킨다.

하지만 조민수와 이성계는 차기 왕을 옹립하는 문제에서는 이견을 보이는데 조민수가

우왕의 아들 창을 내세우는데 반해 이성계는 우왕과 창이 신돈의 자손이기 때문에 왕（王）
씨 일족에서 왕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결국에는 창이 아홉 살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창왕은 등극 이듬해인 1389년 11월에 이성계와 정몽주에 의해 폐위당하는데 이
유는 이른바 폐가입진（廢假立眞）의 명분을 세워 우왕과 창왕은 신돈과 반야라는 여종사이

에 태어난 가짜이기에 왕씨의 후손인 공양왕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으로 즉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운다는 논리였으니 이로서 고려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즉위한다.

그러나 1392년 4월 공양왕의 스승이자 수문하 시중으로 있던 정몽주가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방원에게 살해되면서 권력은 이성계 일파에게 완전히 넘어간다. 당시 이방원과 정

몽주가 주고받았던 하여가（何如歌）와 단심가（丹心歌）는 이후에도 회자되면서 정몽주를 고

려 충신의 대명사로 인식시키게 됐다.

그 후 이성계는 마침내 그해 7월 공양왕을 내쫓고 정도전, 조준, 남은, 이방원 등의 추

대를 받아 고려 국왕으로 등극한다.

이성계는 즉위 초에는 고려 국호를 그대로 사용키로 했지만 새 왕조의 기틀이 갖추어지
자 정도전, 조준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듬해인 1393년 3월 명（明）나라의 양해를 얻어 국
호를 “조선”으로 확정지었다.

그런데 태조로 등극한 이성계는 당초 군권은 쥐고 있었지만 새 왕조를 주창하겠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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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그다지 강하지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
게 품은 것은 정도전과 무학대사였다.

이들 정도전과 무학은 출신이 미천한 성분 탓에 능력과는 상관없이 배척의 대상이 되었
고 항상 주변 세력으로 머물러야 했다. 때문에 변방 세력이란 이유로 전쟁터만을 전전해야
했던 이성계를 찾아 새로운 왕조를 개창할 것을 역설했는데 정도전은 사상적인 부분에서,

무학은 이성계 개인의 인성과 천명론을 앞세운 설득과 논리가 이성계의 불만과 일치되면서

비로소 조선의 개국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특히 고려 말 사회적 모순에 가장 비판적으
로 혁명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던 정도전의 정치적 야심과 이성계의 군사력 즉 문（文）과 무
（武）가 결합된 역사적 사건인 것이다.

이때 조선 왕조에 등을 돌린 고려의 절의 유신 두문동（杜門洞） 72현은 끝내 조선왕조에

출사하지 않고 고려왕조에 충절을 지키며 사림의 맥을 이어 나갔다.

- 삼봉（三호） 정도전（1337~1398）은 어떤 인물인가

• 출신배경
조선의 개국은 역성혁명론의 결정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논리

를 고려왕조에 대입한 사람이 바로 정도전이었다.

정도전은 이성계보다 2년 늦은 1337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났다.
정도전 가문은 고려조 내내 미미한 벼슬을 유지해 온 봉화지방
의 토착 향리였는데 아버지 정운경이 직제학이란 관직에 올라 비

로소 개경으로 진출했으나 외할머니가 노비의 딸로서 그에게는 늘

상 천민의 피가 섞였다는 신분적 콤플렉스가 따라다녀 이런 출신
배경이 정도전의 출세에 엄청난 걸림돌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동

문수학했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고
려 말 개혁을 꿈꾸던 일군의 성리학자들이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보잘 것 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신분 성향이 정
삼봉 정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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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으로 하여금 역성혁명의 꿈을 잉태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고려사”에는 정도전을 “가풍이 부정하고 파계（派系）가 밝지 못하다”고 탄핵한 대목이
곳곳에 있으며 태조실록 원년 8월에는 그의 모계（母系）를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고 있다.

〈김전이란 자가 있었는데 그는 일찍이 중이 되어 자신의 종인 수이（樹伊）의 아내와 몰

래 통정하여 딸 하나를 낳았다. 뒤에 김전이 환속하여 수이를 내쫓고 그의 처를 빼앗아 아
내를 삼았는데 김전은 딸을 우연（M）에게 시집보냈다. 이후 우연은 딸을 하나 낳아 정운
경（鄭5敬）에게 시집을 보내 아들 셋을 두었는데 정도전이 그 맏아들이다〉

노비의 아내가 환속한 주인과 사통（私通）해 낳은 딸이 바로 정도전의 외할머니였던 것

이다.

• 역성 혁명의 꿈
정도전은 아버지 정운경이 이색의 아버지인 이곡과 친구였던 덕으로 이색 문하에서 글
을 배울 수 있었으며 거기에서 정몽주, 이승인 등과 교분을 갖는다. 그런데 마침 공민왕이
반원 • 친명책（反元 • 親明策）을 펴면서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시작했다. 정도

전은 공민왕 9년（1360）에 성균시에 합격한 뒤 부인 최씨와 결혼해 이듬해에 맏아들 정진

（鄭B）을 얻었다. 이어 2년 뒤에 진사시험에 급제해 벼슬길에 접어들었다. 그는 충주의 사

록（司錄）을 거쳐 개경으로 돌아와 종7품인 전교주부（W主薄）로 봉직하다가 이내 왕이 비
서직에 해당하는 정7품의 통례문지후（通禮門/W）로 승진했다. 얼마 후 공민왕이 신돈을

총애하자 이에 실망한 정도전은 이내 사직서를 낸 뒤 삼각산 옛집으로 낙향했다. 그가 낙
향한 이듬해에 부친 정운경과 모친 우씨가 잇달아 사망했다. 정도전은 3년 동안 부친의 고
향인 영주로 내려가 시묘（侍墓）했다. 이때 마침 정몽주가 그에게「孟子」한 권을 보내주었

다. 정도전은 하루에 한 장 혹은 반 장씩 정독하며 孟子의「역성혁명（易姓革命）」즉 통치
자가 민심을 잃었을 때 물리력으로 왕조를 교체할 수 있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정도전이 고려조를 뒤엎고 새 왕조를 만들고자 하는 결심을 굳히게 된 것은 대략 이때
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도전은 3년상（喪）을 마친 뒤 1369년에 삼각산 밑 집으로 돌아와

학문을 연마하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공민왕이 13기년에 신돈을 복주（伏誌）한
뒤 대대적인 성균관 개혁을 단행했다. 이색이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이 되고 정몽주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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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등이 교관으로 임명되자 이들과 교분이 두터웠던 정도전도 이들의 천거로 정7품의 성

균관 박사가 되었다. 이때 그의 나이 30세였다.
성균관박사의 자리는 명륜당에서 유생들에게 유가 경전을 가르친 뒤 교관들과 서로 성

리학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당시 성균관에서는 정몽주가 이론에 가장 밝았다. 정도전은 이
들과 토론하면서「논어」와「맹자」를 비롯한 유가 경전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지니게 되었
다. 얼마 후 정도전은 정6품인 예의정랑（禮«正郞）으로 승진해 성균관박사와 국가의 제사

의식을 관장하는 태상박사（太常博士）의 업무를 겸하게 되었다.

• 친원（親元） 정책에 반대하다가 9년간 귀양살이
정도전이 33세때인 1374년 9월 공민왕이 시해당하고, 뒤를 이어 우왕（뼈王）이 즉위하자
권문세족인 이인임（李仁任）과 염흥방（廉興邦） 등이 등장해 공민왕이 추진해 온 개혁 정치

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당시 고려 왕조는 권문세족의 토지겸병 현상이 극에 달해 있
었고, 왜구의 침입 또한 극심해 망국의 징후가 뚜렷했다. 이듬해초 明나라 반군에 쫓겨 몽

골고원에서 원（元）제국의 잔명을 이어 가던 북원（北元）의 사자가 고려를 찾아왔다. 이는
고려와 힘을 합쳐 명나라를 공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친원파인 이인임 등
이 정도전을 영접사로 임명해 북원의 사자를 영접케 했다. 정도전이 이를 단호히 거절했

다. 대로（大怒）한 이인임은 정도전을 전라도 나주 회진현에 있는 거평（居平） 부곡으로 귀

양 보냈다. 정도전은 거평 부곡 내에 있는 소재동（消災洞）이라는 산간마을에서 3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면서 백성들의 어려운 처지를 목도했다.「삼봉집」에 실려 있는「가난（家難）」
에는 당시 그의 부인 최씨가 보낸 서신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

• 나주 귀양살이 당시 정도전의 아내가 보낸 편지.
〈당신은 펑일에 부지런히 글만 읽으면서 아침에 밥이 끓는지 저녁에 죽이 끓는지

간섭하지

않습니다. 집안에는 경쇠를 걸어 놓은 것처럼 한 섬의 식량도 없는데 아이들은 방에 가득해 춥
고 배고프다고 울어 댑니다. 제가 끼니를 맡아 그때마다 꾸려 나가면서도 당신이 독실하게 공부

하니 뒷날 입신양명하여 처자들이 우러러 의뢰하고 문호에 영광이 오리라 기대 했습니다. 그런
데 끝내 국법에 저촉되어 이름이 욕되고 행적이 깎이며, 몸은 남쪽 변방에 귀양을 가 독한 장기
（杖氣）나 마시고, 형제들은 쓰러져 가문이 여지없이 탕산（蕩散）하여 세인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지

14

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인과 군자라는 것이 정말 이런 것입니까〉

하늘처럼 믿고 있는 남편에 대한 절절한 원망이 배어 나는 글이다.

- 정도전은 다음과 같은 답장을 썼다.
〈나에게 붕우（明友）가 있어

정（情）이 형제보다 나았는데 내가 패한 것을

보더니 뜬구름처럼

흩어졌소. 그들이 나를 근심하지 않는 것은 본래 세（勢）로써 맷어지고 은（恩）으로 맷어지지 않았

기 때문이오. 부부관계는 한번 맺어지면 종신토록

고치지 않는 것이오. 그대가 나를 책망하는

것은 사랑해서이지 미워서가 아닐 것이오.
그대가 집을 근심하고 내가 나라를 근심하는 것이 어찌 다름이 있겠소.
다하고 있을 뿐이오. 성패（成敗）와 이해（利害）, 영욕（榮辱）,

각자 자신의 직분을

득실（得失） 모두 하늘이 정한 것으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오〉

정도전의 답장에는 가정 및 국가에 대한 근심과 더불어 세인들의 구설과 친구의 배신에
대한 분노가 감춰져 있다. 당시 정도전은 백성들이 의외로 순박하고 유식한 데 크게 놀랐

다. 그가 유배지에서 일상적으로 접한 사람은 전부（田父: 농민）였다.

「답전부（答田父）」는 정도전이 부곡 농민의 예리한 세태풍자에 감동되어 쓴 것으로 이름

없는 전부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이 잘 나타나 있다. 정도전은 전부의 식견에 놀라 그를
「은군자（隱君子）」로 칭송하면서 가르침을 청했다. 그러나 전부는 농사를 지어 국가에 세금

을 바치는 것을 천분으로 알고 살아가는 농민이라고 겸양하면서 이를 거절했다. 정도전은

귀양 3년째에 종편（從便 : 편한 곳으로 옮김） 조치로 인해 삼각산 밑의 옛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산 밑에「삼봉재」라는 오두막을 짓고 사방에서 모여든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얼마 후
제자들을 이끌고 김포로 이사했다. 정도전의 호 삼봉（三호）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돼 작명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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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계（李成桂）와의 만남

세월은 유수같이 지나가 어느덧 유배생활이 9년간에 달하게 되었다. 이 기간은 정도전

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날이었다. 그는 스스로 밭갈이를 하면서 의식을 조달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런 시련 속에서 그는「혁명」의 뜻을 더욱 굳건히 다졌다. 정도전은 마침내 우왕

9년（1383） 가을에 지금의 함흥인 함주（咸州）에서 동북면 도지휘사로 있는 이성계를 찾아간
다. 이때 그의 나이 42세였다. 정도전이 왜구 토벌로 명성이 높아던 무장 이성계를 찾아간
것은 말할 것도 없어 혁명을 모의키 위한 것이었다. 정도전은 이성계의 군대가 기강이 잡
히고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혁명의 성공을 확신했다. 정도전은 이듬해인 봄에 김

포로 돌아왔다가 얼마 후 다시 함주의 이성계를 찾아간다. 대략 이때 혁명을 위한 구체적
인 복안이 마련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 해에 정도전은 다시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다. 나주

로 귀양간 지 꼭 10년 만이었다. 정도전은 이내 전의부령（典儀副令）의 자격으로 서장관（書
狀官）이 되어 정몽주를 따라 명나라 수도인 금릉（金酸 : 남경）에 다녀오게 되었다. 이는 우
왕이 왕위에 오른 것을 승인받고 시호 책봉을 요구키 위한 것이었다. 정도전은 사행을 무
사히 마치고 돌아온 이듬해 4월에 종3품인 성균제주（成主）로 승진했다. 얼마 후 그는

외직（外職）을 거쳐야만 하는 관례를 쫓아 자원해서 경기도 남양부사로 내려갔다가 이내 수
문하시중（守門下侍中）으로 승진한 이성계의 추천을 받아 성균관 대사성이 된다. 마침내 정
도전은 당대 최고의 석학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때 그의 나이 46세였다.

그 후 이성계와 인연을 맺은 정도전은 이성계의 천거로 성균관 대사성에 오른 후 다시
밀직부사로 승진하여 조준 등 과 함께 전제개혁을 건의하여 이성계가 조정을 장악하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성계가 해주에서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자 반
대세력들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들고 일어났다. 당시 정몽주는 정도전 등을 제거한 뒤 이
성계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했다. 이해 4〜7월은 혁명파와 반혁명파 사이에 생
사를 건 일전이 벌어진 해였다. 오랫동안 이성계 일파와 행보를 같이 해 오다가 전제개혁

때부터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정몽주는 차제에 이성계 일파를 완전히 거세하고자 했
다. 공격의 화살은 정도전과 조준, 남은 등 세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내심 크게 기뻐한 공양

왕은 정몽주 등과 협의해 정도전을 영주 봉화에서 체포해 보주（甫州 : 예천）의 감옥에 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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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가 유배를 보냈는데 이때 정도전을 탄핵한 주된 이유가 “가풍이 부정하고 가계가 불명

확하다”는 것이었으나 정도전을 탄핵한 실제 목적은 이성계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정몽주 일파의 정치적 공략에 위기감을 느낀 이방원이 정몽주를 격살하였는데
이때 이방원의 나이가 26세였다. 이로서 475년의 고려 사직이 끝나고 조선 개국의 꿈을 이

루자 정도전의 조선 설계도가 펼쳐진다.

- 정도전의 전제개혁（田制改革）

•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
조선의 개국은 정도전의 역성혁명론의 실천임과 동시에 그가 염원하던 유교적 왕도정치
의 실습장이었다. 정도전은 이성계가 정권을 잡자 정책결정과 관료인사, 국가 재정, 군사,

교서작성, 역사편찬 등 人나 왕조 경영에 필요한 모든 요직을 한손에 거머쥐게 된다. 우선 17

조로된 편민사목（便民事目）이란 교서를 발표했는데 종묘사직 전반의 제도를 비롯하여 학교
및 과거제도 정비, 국가 재정의 수지문제, 과전법의 준수 등 국정 전반의 광범위한 개혁이

담겨져 있었다. 특히 정도전은 제일 먼저 신속히 전제개혁（科田法）을 단행, 구세력의 경제
적 기반을 박탈하고 새로운 왕조에 협조할 관리와 백성들에게 토지를 고르게 분배하였다

（1392년 5월）. 정도전은 무엇보다도 정치는 의식（衣食）의 풍족이 있어야 한다며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말을 남겼다. 정도전의 이상은

인욕（人飮）이 아닌 천리（天S）에 바탕을 둔 도덕정치 였지만 이에 앞서 민생 안정을 위한
경제적 기반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따라 그가 최우선 과제
로 내세운 것이 바로 전체（田制） 개혁이었다.
새 왕조의 개창을 민심과 천심에 순응하는 “역성혁명”의 근거를 마련한 대규모 경제 개

혁이었다.
그는 전국의 토지를 국가가 몰수한 뒤 인구수에 따라 나누어 주고자 했다.
이를 소위 계민수전（커%受田）이라고 한다. 그는 토지 수확의 반을 가져가는 지주의 횡
포를 부당하다 생각하고 국가는 수확의 10분의 1만 거두면 족하다고 생각했다. 孟子가 주
창한 정전제（井田制）의 이상을 구체화한 것이기도 했다. 이는 지나치게 이상적인것으로 이

때문에 지주출신 관료들과 가깝던 친우들로부터 노선을 달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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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전은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해 먼저 “조선경국전（»經國典）을 편찬하여 조선건국

의 이념적 지표를 설정하는 새로운 법제도의 기틀을 다졌으며 개경에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겨 각종 궁궐과 관청의 정비에 착수하여 새 왕조의 면모를 높였고 ‘경제문감’을 저술하

여 재상, 대간, 수령, 무관의 직책을 확립했다.
특히 정도전은 명（明）의 공물요구가 지나치자 요동정벌론으로 정치적 독립을 실행했고
사병（私兵）혁파를 추진해 병권 집중화운동으로 군권을 안정시켰다. 이러한 하부조직에 대

한 개혁 작업뿐 아니라 “경제문감별집”을 저술하여 왕이 나갈 길을 밝혔으며 “불씨잡변”을

저술하여 조선개국의 이념인 유교사상을 사회 속에 확립시키는 숭유억불（崇儒抑｛弗）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였다. 이렇듯 정도전은 역성혁명론으로 이성계로 하여금 조선을 개국
케 했고 한 나라의 근본이 될 법제를 확립했으며 민심 수습을 위해 천도를 단행했고 조선
개국의 이념인 유교사상을 사회 속에 확립시켰으며 재상이 중심이 되는 왕도정치를 내세워
왕이 가야할 올바른 길을 가르쳤다.

- 위민, 민본사상（爲民, 民本思想）

정도전은 통치자가 민심을 잃었을 때 물리력으로 왕조를 교체할 수 있다는 맹자（孟子）
의 사상을 바탕으로 국운이 기울어 가는 고려왕조를 폐하고 성리학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하

는 새로운 왕조를 꿈꾸었다.

그는 맹자의 귀민경군（貴M君） 사상에 입각해 백성을 하늘로 삼는 이상 국가를 세우

려 위민（爲民）과 민본（民本） 사상을 지나치게 평가했다.
정도전이 만들고자 했던 조선은 군왕（君王）의 나라가 아닌 신하들의 나라였다. 이는 주

례（周禮）에 나오는 이상국가의 모습을 구체화한 것으로 재상중심의 신권（臣權）국가를 지향

한 것으로 지금의 내각책임제와 흡사한 통치체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정도전의 이
같은 노력은 강력한 왕권을 확보해야할 갓 개국한 조선조에는 걸맞지 않는 통치체제로 이

방원에 의해 그의 꿈은 좌절되고 만다.

그렇다면 이방원이 정도전을 제거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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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권（王權）과 신권（臣權）의 갈등

조선 개국 후 정도전은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을 저술하여 조선 건국의 이념적 지표들

을 설정해 나갔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신하의 권력을 강조한 부분 즉 신권주의
（臣權主義） 였다

“국왕의 자질에는 어리석음도 있고 현명함도 있으며, 강력한 자질도 있고 유약한 자질
도 있어서 한결 같지 않으니 재상은 국왕의 좋은 점은 순종하고 나쁜점은 바로 잡으며, 옳
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일은 막아서 임금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경지에 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왕의 직책은 한 재상을 선택하는데 있고 재상과 의논하는데 있다”고 함으로서
재상 즉 신하의 역할을 강조한 신권주의를 제창했다.

이는 당시 그가 경국대전에서 의정부의 기능으로 총백관（總百官: 백관을 총칭함）, 평서
정（平0（: 일반 서민을 위한 정치）, 이음양（理陰陽 : 만물의 화기를 다스림）, 경방국（經邦

國: 나라를 경영함）을 든 사실로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은 이성계가 왕이 된 이씨왕조（李氏王朝）였다. 때문에 왕권이란 무엇에도
비견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이다.

그러나 정도전의 머릿속에는 자신과 같은 훌륭한 재상이 언제든 왕권을 제압할 수 있어
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있었다.

조선 개국 당시 이성계는 58세로 정무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이 틈을 비집고 정도

전은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재상 중심의 건국이념을 설정해 나갔다. 그러나 정도전의

이러한 구상에 가장 강력히 반발한 인물이 바로 이방원이었는데 이들의 갈등은 이미 태조
이성계의 후계자인 세자 책봉에서부터 시작된다.

태조 이성계의 첫째 부인이자 정비인 신의왕후 한씨는 조선건국 전인 1391년 55세의 나

이로 사망했지만 장성한 아들 6명（방우, 방과, 방의, 방간, 방원, 방연）을 두었다. 그리고
둘째 부인인 계비 강씨 사이에서도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방번과 방석이 그들이다.

19

계비 강씨는 나이는 어렸지만 당찬 여걸로 영향력도 대단하여 조선 건국 한 달 후인

1392년 8월 전격적으로 그녀의 소생인 11세의 방석을 세자로 책봉시킨다.
그러나 방석의 세자책봉은 조선왕실의 또 다른 비극을 잉태하는 싹이 됐다. 본처의 아
들이 당연히 왕이 되리라 믿었던 한씨 소생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계모의 처사에 분개했다.

원래 정치에 뜻이 없었던 장남 방우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다가 1393년 죽었고 실질적 장

남이 된 방과와 방원은 힘을 합쳤다.

그런데 자질이 일정치 않은 국왕이 세습되어 전권을 행사하는 왕권중심주의 보다는 천
하의 인재 가운데 선발된 재상이 중심이 되어 정치를 펴는 신권주의를 주장하고 있던 정도

전은 방석의 세자 책봉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어린 세자를 교육시켜 재상이 중심이 되는
신권왕도 정치를 꿈꾸었다. 그는 1인이 통치하는 전제 군주제를 증오했다. 때문에 강력한
왕권을 주장하는 방원과 같은 버거운 상대보다는 어린 세자 방석이 즉위하면 자신의 입지
가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한 정도전은 방석의 세자책봉을 찬성했다.

- 정도전의 죽음

새 왕조의 군사를 중앙으로 통합하려고 여러 왕자와 종친 절제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

위패（侍衛牌）로 불리는 사병의 혁파, 세자 책봉, 신권중심의 왕도정치 등 정도전의 이러한
구상과 세력 확장에 위기를 느끼고 왕권과 자신의 입지가 약화되는 것을 두려워한 이방원

은 마침 계비 강씨가 죽고 아버지인 태조가 병석에 누운 틈을 타 태조 이성계의 본처 한씨
소생들의 왕자들은 1398년 8월 26일 경복궁 남문에 쿠데타군을 배치한 후 이방원의 지휘로
정도전의 집（지금의 종로구청자리）에서 가까운 송현（松1벼 : 지금의 한국일보사 근처） 남은
의 첩 처소를 급습했다. 정도전과 남은, 심효생 등이 이곳에서 비밀리에 회합을 하고 있다

는 정보를 입수한 이방원의 선제공격이었다.
정도전은 급히 피신했으나 결국에는 체포되어 방원의 앞에 끌려나와 참수 당한다.

실록에는 정도전이 서얼 출신인 방석을 끼고 다른 왕자들과 종친들을 모해하려 했기 때
문에 이방원이 선수를 쳐 정도전 일파를 제거했다고 기록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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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태조 7년 8월 26일）은 그날의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정도전이 도망하여 그 이웃의 판사（判事） 민부의 집으로 들어가니 민부가 아뢰었다. ”
배가 불룩한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방원은 그가 정도전

인줄 알고 사람을 시

켜 잡게 하였더니 정도전은 침실 안에 숨어있는지라. 꾸짖어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엉금
엉금 기어 나와서 하는 말이 ”청컨대 죽이지 마소서. 정안군（이방원）이 예전에도 저를 살

려주셨으니 지금 또한 살려주소서...“라고 써있다.

그러나 이방원은 “네가 조선의 봉화백（奉化f百）이 되었는데도 부족하게 여기느냐. 어떻
게 악한 짓을 한 것이 이 지경에 이를 수 있느냐?” 하고 그를 목 베게 하였다 （1398.8.26）

실록에 기록된 정도전의 죽음에 관한 부분이다.

조선건국의 주역이자 조선개국 이념의 설계자였던 혁명아의 말로를 이렇게 비굴하고 비
참하게 서술하고 있다. 아마도 태조실록은 태종（太宗）의 즉위에 공을 세운 세력들이 기술

한 만큼 정도전의 죽음에 대해 왜곡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태종 이방원의 정권 찬탈
을 미화시키려는 조선왕조의 의도적인 매도일 것으로 후세 사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고려 말 권문세족의 횡포에 맞서 혁명의 열기를 불태우며 조선을 개국시킨 혁명아 정도
전의 인생역정을 보노라면 방원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정도전의 이러한 비굴한 죽음에는 쉽
게 동의하기 어렵다. 실록은 역사의 승리자에 의한 기록이란 측면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인기를 끌었던 TV사극 “용의 눈물”에서는 실록에 기록된 정도전의 죽음에 수
긍을 할 수 없는 듯 비장하게 자결하는 마지막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그런데 정도전의 죽음은 그 스스로 자초한 점도 없지 않다.

정도전은 자신을 한（漢）고조 유방（劉邦）의 장자방（張良）에 비유하여 조선개국에 자신의
공이 가장 컸음을 자랑하곤 했다. 그래서 “한 고조 유방이 장량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장

량이 한고조를 이용해 나라를 세웠듯이 자신이 이성계를 이용하여 조선을 개국했다”고 자
신의 공을 자랑했는데 이러한 자만이 그의 죽음을 자초했다. 그러나 그가 조선에 끼친 영
향은 대단하여 그의 사상과 철학이 조선설계의 근간이 됐다고 후세 사가들은 평하고 있다.

이방원의 정도전에 대한 증오는 그의 수진방 자택을 몰수하여 말을 먹이는 사복人'!（司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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寺）로 사용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뿐 아니라 이방원이 태종으로 왕위에 오른 후 정도전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가 서자임을 내세워 조선왕조 내내 서자들을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도

록

엄격히 차별 대우를 했다.

- 왕자의 난

이방원은 정도전을 제거한 후에 세자 방석도 살해하였는데 이것을 실록은 무인난（M
難） 또는 무인정사라 기록했지만 후세 사가들은 이를 “1차 왕자의 난”이라고 한다.
본래 “왕자의 난”으로 불리는 사건은 하륜（河倫）이 지휘했다. 충청도 관찰사로 있던 하

륜은 몰래 한양으로 올라와 이방원을 도와 난을 일으켰는데 하륜은 일찍이 이방원의 관상

을 보고 큰 인물이 될 것이라 예지했다. 그래서 이성계는 창업으로 끝나야 하며 수성（守

城）에 적합한 인물로는 이방원을 꼽았다.

정도전과 하륜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한 주역이다. 그런데 그들이 갈라서게
된 이유는 정치 철학의 차이에서 비록 됐다. 정도전은 신권강화를 도모했고 하륜은 왕권강

화에 힘써 두 사람의 사상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강력한 추진력을 지닌 지도자를 원했던

하륜이 승리하게 된 것은 당시 시대상과도 관련이 깊다고 하겠다.

이방원의 승리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정도전이 주장한 재상이 주도하
는 신권중심주의의 패배임을 의미한다.

이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한 후 강력한 왕권중심주의를 펼쳤던 배경에는 이러한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방원이 주도한 “왕자의 난”으로 재상이 주도하는 왕도정치를 꿈꾸었던 정도전의 꿈도
역사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이후 정도전은 조선왕조 내내 역적의 대명사로 인식되어 신

원되지 못하다가 정조（正祖）대에 그의 문집 삼봉집（三窒集）이 간행되어 그 멍에를 벗었고

1865년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왕궁의 설계자였던 정도전의 공로를 인정하여 문헌
공（젓篇公）이란 시호를 내렸다.

- 정도전의 한양 도성 및 경복궁의 설계

정도전이 한양 천도 사업의 총 책임자가 되어 한양의 종묘와 사직, 궁궐, 관아, 시전, 도
로의 터를 정하는 도성의 조영（造營）을 끝냈을 때 태조（M）이성계는 연회를 베풀면서 유

종공종（儒^0^）이라는 휘호를 하사해 정도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는 유학도 으뜸이요,
나라를 세운 공도 으뜸이라는 뜻이다.

경복궁은 조선시대의 정궁（正宮）으로 정도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당
초 한양이 새 왕조로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한양을 도읍지로 결정하기는 했으나 경
복궁 터를 정하는 데는 여러 이견이 있었다. 당시 최고의 풍수가였던 무학, 정도전, 하륜

등은 각각 다른 곳을 궁궐터로 지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룡산 천도를 반대했던 하륜은 모악산（지금의 연희동 일대） 아래에 도성을 지어야 한

경복궁 근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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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했는데 모악은 그 국면이 작고 형세가 왕궁이 들어서기에 적당치 않다는 이유로

일찌감치 논의에서 제외되었고 정도전과 무학대사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무학은 인왕산

을 진산으로 하고 북악과 남산을 좌우의 용호로 삼아야 한다고 했지만 정도전은 대왕은 남
쪽을 향하는 법이지 동향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며 북악산 아래쪽을 극구 주장했다.
이에 무학은 화산（火山）인 관악이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곳에 궁을 앉히면 관악산의 화기가

뻗쳐 우환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반박했다. 그러나 정도전은 관악의 화기는 가운데 있는

한강（漢江）이 막아 낼 수 있다며 굽히지 않았다.

결국 조선 조정은 정도전의 의견을 채택하여 북악산 아래에 왕성을 짓고 궁궐을 남쪽으

로 향하게 했으며 관악산의 화기를 막기 위해 불을 잡아먹는다는 전설의 동물 해태의 석상
을 세웠다. 이렇게 하여 경복궁 궁궐터가 정해진 것이다.

경복궁은 북경의 자금성（=）처럼 웅장하지 않고 동경의 황궁처럼 날렵하지 않으나

북악산을 주산（主山）으로 의연하게 자리 잡고 있어 조선조의 의젓한 선비를 연상시킨다.

그 안의 근정전（勤政殿）은 단아하고도 정중한 자태의 건물인데 “군신（君臣） 모두 국태민안
과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 삼가 정사를 돌봐야 한다”는 뜻으로 정도전이 작명한 것이다.
특히 한양의 성문과 중앙의 종루 이름을 숭례문（崇禮門）, 흥인지문（興仁之門）, 돈의문（敎義

門）, 홍지문（私智門:후에 숙정문（M門）으로 개칭） 그리고 보신각（普信閣）이라 하여 사람
이 살아가면서 늘 지켜야 할 다섯가지 도리인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5덕（德 또는 常）

에서 따왔으며 지금의 종로, 중구, 동대문구 등에 있는 수많은 동네 이름도 정도전이 작명

한 한성부의 5부（部） 52방（유）의 명칭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원군이 수백 년간 역신으로

간주된 그를 복권시키면서 문헌공（$=公）의 시호를 내린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정도전은 일찍이 경복궁의 의연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읊은바 있다.

城高鐵치千辱
雲統호》k 五色

年年上苑 dUE
歲歲郡人遊樂

■m

철옹성 같은 도성은 높이가 천길
구름에 쌓인 무악은 오색이 가득

철마다 꽃과 새들이 궁원을 찾으니
날마다 도성사람 즐거이 노니네

이 시는 정도전이 이방원에게 척살 당하기 넉

달 전에 읊은 진 신도팔경시(進 »八景詩)의
한 대목이다,

1995년에 종묘공원에는 그의 시비(M)가 세
워졌고 2004년 11월에는 경기도 평택에 삼봉 정
도전 기념관이 개관됐다.

그런데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속의 정
도전과 대화를 나눈다고 하면서 “정도전은 이방

종묘에 세워진 정도전 시비

원에게 패배했지만 조선의 통치 기반을 닦은 진
정한 혁명가” “조선 5백년을 지배한 혁명을 성공시킨 사람은 정도전”이라고 평하고 있다.

사학계에서도 최근에는 정도전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역사, 철학, 사상 등 다방면에서 전
개되고 있다.

과연 정도전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는 어떻게 다루어 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참고문헌
- 태조 실록(1392. 7-1398. 12)

- 조선왕조실록 박영규 저
- 其他 논문 참조

구리시

아차산 3보루 발굴조사 보고서

2005년 12월
고려대학교고고환경연구소

구리시와 구리문화원은 문화재청의 후원으로 아차산 보루중 가장큰 제3보루를 유적의 규모를 감

안하여 2차에 나누어 발굴키로 하고, 제1 차로 2005년 8월 77일부터 J2월 24일까지 140일간 실시하

였고, 2차는 2006년에 발굴키로 계획하고 있다.
아자산에는 모두 15개의 보루군（오류群）이 있는데 1998년 구리문화원이 서울대 빅물관에 용역을

주어 아차산 제4보루를 발굴하고, 2002년에는 시루봉을 발굴한 결과 남한에서 최초로 발견된 고구려
보루성으로 확인 되었으며, 출토된 유물도 지금까지 남북한을 통털어 발견된 유물보다도 많은 1500
여점으로 학계에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로 미루어 추측하건대 아자산 일원에 산재한 15개 보루성은 대부분이 고구려 보루성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발굴성과를 바탕으로 아차산 일원의 고구려 보루를 문화재청은 2004년 10월 국가 사적 제
455호로지정했다.

이번 제3보루 발굴은 고려대학교 매장문화 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발굴케 되었는데 J 1 차 발굴 조
사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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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 리 말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산49-1 번지 일원에 소재한 아차산 제3보루는 아차산 일대에 분포
하고 있는 15개소의 고구려 보루 중 하나로 이미 여러 차례의 지표조사를 통해 성격의 일
단이 확인된 바 있으며, 현재는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아차산 제3보루는 아차산 능

선 상의 작은 봉우리（해발 296m）에 입지하고 있으며, 북쪽의 아차산 제4보루 및 남쪽의 아

차산 제1보루와는 각각 500m 가량 떨어져 있다（그림 1）.
지표조사결과를 통해 볼 때 아차산 제3보루는 둘
레 304m, 내부면적 3,100示로 추정되며, 이러한 규
모는 아차산 일원 고구려 보루 중 가장 큰 규모로

주목을 받아왔다. 남북방향의 장타원형을 이루고 있

는 유적의 등산로가 유적의 중심부를 지나고 있어
서 계속적으로 훼손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남단 동
벽의 일부 석재가 6-7단 노출되어 있으며, 등산로
상에는 온돌로 추정되는 유구가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보루 내부의 일부 지점은 체육시설이 설치되
었던 관계로 훼손이 심하여 조속한 조사와 보존대

책이 요구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구리시
와 구리문화원에서는 아차산 제3보루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보루의 구조와 성격 등에 대한 학
그림 !. 아차산일원 고구려보루 배치도

술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유적의 활용

을 위한 정비•복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에 발굴조사를
의뢰하였다. 발굴조사는 유적의 규모를 감안하여 2차에 나누어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금번
의 1차 조사는 2005년 8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14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었다. 이 보

고서는 그동안의 조사내용과 성과를 개략적으로 요약 • 정리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연차적인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 종합보고서를 통하여 발표될 예정이다.

조사

단장 : 이홍종（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소장,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책임조사원 : 최종택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연구부장,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자문

위원 : 임효재（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이건무（국립중앙박물관장, 문화재위원 ）
노태돈（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최병현（숭실대학교 사학과 교수, 문화재위원）
西谷正（전 일본 구주대 교수）

학술

위원 : 박순발（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권오영（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심광주（한국토지박물관 연구실장）

강현숙（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조

사

원 : 손준호, 임희진（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연구원）

조사보조원 : 이수진, 김현욱, 오준정, 오은정（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연구원）
보

조

원 : 김영, 최인건, 오진석, 박은지（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연구원）

2. 유적의 입지

구리시 서쪽과 서울시 동쪽 경계를 이루고 있는 아차산은 일반적으로 서쪽의 龍馬峰과

북쪽의 峰火山 등 주변 산지를 포함하는 명칭으로 사용된다. 아차산의 남쪽에는 漢江이 흐
르고 있고, 동쪽으로는 中浪川, 서쪽으로는 王宿川이 흘러서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아차

산은 해발 285.8m로 그리 높은 산지는 아니나 주변의 용마봉（해발 348m）과 함께 인근에서
는 가장 높은 봉우리를 이루고 있으며, 남으로는 한강 이남의 전 지역이 한눈에 들어오고,

북으로는 멀리 의정부에 이르는 길목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

다.
이번에 발굴 조사한 아차산 3보루는 아차산 주능선의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으며, 보루

의 평면 형태는 북동-남서 방향으로 긴 타원형을 하고 있다. 아차산 능선의 서쪽에는 용마
산이 마주하고 있는데, 용마봉에서 보면 아차산 3보루는 고저차가 별로 없는 평탄한 지형

을 이루고 있는데（그림 2）, 이는 용마산의 보루들이 능선상의 돌출된 봉우리에 위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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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1998년 이미 발굴조사가 완료된 아차산 4보루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아차산 3보루에서는 한강 이남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일대가 잘 조망되며, 한강 이북

의 뚝섬주변의 중랑천 하구일대와 남산일대는 아차산 4보루 보다 훨씬 잘 조망되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그림 2. 용마산 2보루에서 바라 본 아차산성과 아차산 보루군

주지하듯 아차산 일원에는 20여개소의 고구려 보루와 아차산성이 자리하고 있는데, 아

차산성은 아차산 능선의 남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으로는 한강을 연하고 있다.
아차산성은 삼국시대 阿旦城에 비정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인데, 아단성은 396년

광개토왕의 남정 당시 공취한 성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475년 장수왕이 함성을 공함할 당
시 개로왕을 아단성 아래로 압송하여 죽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이들 두 기록에 따르면 아

단성 즉, 아차산성은 396년 이전 백제가 축성하였으며, 475년에는 고구려가 사용하였던 것

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1999년 시굴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성벽은 7세기 초 신라가 쌓

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성 안에서 백제나 고구려와 관련된 시설물은 확인되지 않았

다. 그러나 당시의 조사가 아차산성 일부 지점에 대한 시굴조사의 성격이므로 전면조사를
실시할 경우 백제나 고구려와 관련된 시설이 확인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아차산성을 제외하면 아차산일원에는 모두 16개소의 보루가 입지하고 있으며,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차산 서남쪽의 한강변에도 구의동보루와 자양동보루가 위치해 있었다. 기존
의 조사결과 아차산 남쪽 구릉 말단에 홍련봉 1, 2보루가 위치해 있고, 아차산의 주능선에

는 5개소, 용마봉 능선에는 7개소의 보루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 중 홍련봉 1보루

와 아차산 4보루, 시루봉 보루에 대해서는 발굴조사가 완료되었으며. 홍련봉 2보루와 용마
산 2보루에 대해서는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번 아차산 3보루 발굴조사 도중

아차산 3보루 남쪽 100미터 지점의 등산로 상에서 방앗간의 방아채를 걸었던 볼씨가 확인
되어（그림 3의 화살표） 주변을 조사해 본 결과 작은 보루로 추정되며, 향후 이에 대한 추

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잠정적으로 아차산 6보루로 명명하기로 한다.

그림 3. 새로 확인된 아차산 6보루외 추정 방앗간의 볼*I

한편, 그동안의 발굴조사 결과와 출토유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볼 때 아차산 일원의 보
루들은 대략 400〜500미터의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으며, 봉우리를 중심으로 원형 또는

장타원형의 성벽을 쌓고, 내부에는 온돌시설이 포함된 막사용 건물과 저수시설 등의 시설
물을 구축하였다. 이들 보루는 한강변에 위치한 소형과 아차산 일원에 위치한 대형으로 구

분되며, 한강변에 위치한 구의동보루에는 10여명의 군사가 주둔하였으며, 아차산 4보루와
시루봉보루에는 100여명의 군사들이 주둔하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홍련봉1보루

에서는 유일하게 기와건물이 축조되었으며, 남한에서는 처음으로 와당이 출토되어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 중 가장 위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보루는 대략 500년을

전후한 시점에 축조되어 551년 백제군에 의해 함락당할 때까지의 약 50여 년 동안 사용되
었으며, 한강을 경계로 하여 중랑천변과 왕숙천변의 평지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

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3白

그림 4. 아차산 3보루 전경（발굴조사 전, 남에서）

3. 조사경과 및 조사방법

발굴조사에 착수하기 전 유적은 남북으로 긴 장타원형의 지형을 이루고 있었으며, 상수

리나무와 소나무, 잡목이 우거져 있었다（그림4）. 전술한 바와 같이 아차산 3보루는 아차산
일원의 보루 중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유적의 남쪽에 대해서만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1차 발굴 대상지역은 가운데가 약간 함몰된 형태를 하고 있었으며, 그네를 비
롯한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부분적으로 훼손이 되었으나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다. 다만 유적의 동쪽 평탄면을 따라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온돌유구 등이 노
출된 부분이 있었으며, 동쪽 성벽 일부는 무너져서 석재가 노출된 부분이 확인되었다（그림

5）. 잡목을 제거하자 유적의 윤곽이 확연히 드러났으며, 유적의 상황을 기록한 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그림 5. 발굴전 노훌된 성벽（좍）과 등산로 성에 노출된 온돌유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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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보루의 둘레는

304미터였으나, 정확한 성벽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
해 성벽트렌치를 설치하고 이번 발굴에서 제외된

지점의 성벽은 지상에서 확인하였다. 금번 조사는
조사예산과 기간 등의 이유로 보루 전체를 조사할

수 없으므로 북쪽의 비교적 높은 평탄면을 제외하
고 남쪽의 저지대 함몰부를 중심으로 전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그리드를 설치하였다（그림 6）.
이번 발굴지점은 보루 전체 면적의 1/3 가량되

며, 발굴지점 북쪽에 기준점을 정하고 보루 전체를
사방 5미터의 그리드로 구획한 후 유적의 전반적

인 층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남북 기준 열을
중심으로 폭 2미터의 남북 트렌치를 설치하였으며,

S4열에는 동서트렌치를 설치하였다. 또한 성벽을 확인하기 위하여 S4W6 그리드와 S4E4 그
리드에는 트렌치를 설치하였으며, 유적의 최남단 S12E1 그리드에는 출입시설을 확인하기 위

하여 남북방향의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이상의 트렌치 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층위 상황 등

을 바탕으로 발굴지역의 북쪽에서부터 각각의 그리드를 굴토하였으며, 유구가 노출되는 상
황에 따라 각각의 사방 10미터 크기로 그리드를 확장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둑을 모두 제

거하고 유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12월 현재 동서 30미터 남북 60미터 구간을 전
면 제토하여 발굴하였다.

4. 조사내용

1） 개 요
아차산 3보루도 이미 발굴된 다른 보루들과 마찬가지로 석축 성벽을 쌓은 후 내부에 건
물 등의 시설물을 축조한 구조를 하고 있다. 유적의 규모는 남북으로 최장 140m, 동서 방
향의 폭은 40m 가량 되며, 성벽의 둘레는 지표조사시 304m로 보고되었으나 향후 발굴조사

가 완료된 후 측량을 통해 확인되겠지만 이보다는 클 것으로 생각된다. 탐색트렌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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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위를 확인한 결과 유적을 덮고 있는

퇴적토의 두께는 지점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10-20cm 가량의 표토
층을 제거하면 부분적으로 통일신라시

대 유물이 출토되는 층이 확인되었으

며, 그 아래에는 고구려 문화층이 확
인되었다. 고구려 문화층은 지점에 따

라 암반풍화토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마사토나 점토로 다져진 층을 바닥 면
으로 이용하였다.

유적의 남쪽에는 서쪽에서 지형을

따라 이어지는 성벽에서 돌출시켜 만
그림 7. 아차산 3보루 유구배치 개념도

든 계단식 출입구가 달려 있으며, 발

굴지역의 북쪽에는 축대가 설치되어있으며, 축대의 가운데에는 계단이 설치되어있다. 북쪽
의 축대와 동서 성벽 사이의 평탄면에는 모두 9기의 건물지가 확인되었으며, 건물지에는 1

기 이상의 온돌이 설치되어 있다. 북쪽의 축대 바로 아래 계단 서쪽에서는 방앗간이 확인
되었으며, S3E1 그리에는 용도미상의 수혈유구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그 아래에는 방형의
수혈유구가 유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부 일부를 조사한 결과 다른 보루의 저수시설과는

달리 방수처리를 한 흔적이 없으며, 바닥에도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장고로 추정된다. 그리고 S5E2, SeWs, SsEi 그리드에서는 두 겹으로 쌓

은 방형 석축이 확인되는데, 일견 건물지로 보이지만 내부에 시설이 없어서 용도를 파악하

기 어렵다. 아래에서는 이상의 유구들에 대하여 각각 기술하기로 한다.

2） 성벽
성벽은 지형을 따라 쌓았는데, 서쪽은 북서-남동 방향으로 휘어져 있으나 동쪽은 남북

방향으로 직선에 가깝게 축조되어 있다. 성벽의 총연장 길이는 미발굴 지역에 대한 발굴이
완료되어야 정확히 확인되겠지만 대략 350m 가량으로 추정된다. 성벽의 남쪽에 동벽 쪽으

로 치우쳐 계단식 출입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 조사지역에서 치 등의 부가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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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일정과 사후 보존의 문제 때문에 유적의 동서지점과 남쪽 출입구에

대해서만 성벽 기부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서쪽 성벽은 20미터 가량을 노출시켜 조사
하였다.

각 지점 모두 적당히 다듬어진 석재를 이용하여 축성하였으며, 석재의 크기도 비교적
일정하지만 쌓는 수법도 비교적 정교한 편이다. 성벽은 경사면의 암반풍화토를 수평으로

정지하고 쌓았는데, 성벽의 폭은 1미터를 넘지 않으며 내부는 마사토와 점토로 뒷채움을
하였다. S4W6 그리드의 성벽트렌치 1에서 확인된 현존 성벽의 높이는 2m 가량 되며（그림

8）. 무너지지 않은 원래 성벽의 높이는 4m 가량으로 추정된다. S4E3 그리드의 성벽트렌치
2에서는 약 1m 가량의 성벽이 확인되었는데, 성벽 기부에는 남쪽으로 둥글게 돌아가는 석
재가 확인되며, 성벽 상부에는 유적 내부에서 밖으로 이어지는 배수시설이 확인되었다. 배

수시설은 납작한 석재를 바닥에 깔고 다시 그 위에 판석을 세우고 뚜껑을 덮은 형태로 유

구 안쪽에서 흔히 확인되는 배수시설과는 바닥에 석재를 깔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림 9의 우측）.

3） 출입시설

S12E1 그리드에서 SioEi 그리드에 이르는 구간에서 남쪽으로 돌출된 출입시설이 확인되
었다. 이 지점은 남쪽의 아차산 2보루 등에서 아차산 3보루로 진입하는 등산로 상에 위치
하며, 최근 등산객을 위한 계단이 설치되어 있던 곳이다. 출입시설은 서쪽에서 이어지는

성벽과 거의 직교하여 남쪽으로 돌출되어 있으나 동쪽의 성벽과는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

그림 8. S4W6 그리드의 성벽트렌치 1에서 확인된 성벽그림

그림 9. S12E, 그리드의 출입시설 게단（작）과 성벽트렌치 2의 배수시설（우）

그림 10. S12E1 그리드의 출입시설 전경

다. 시간과 보존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출입시설 동쪽은 확인할 수 었었으나 서쪽의 경우
원래 쌓은 석축외에 두겹의 석축을 추가로 축조하여 보강하였으며, 그 바깥쪽에는 다시 별

도의 타원형 석축을 쌓아 보강하였다. 이 석축의 높이는 지점에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장
높은 곳은 3m에 달하고 출입시설 전체 규모는 남북 길이 12m이며, 동서 폭은 8m 가량으

로 추정된다. 출입시설 가운데에는 11단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게단 끝부분에서 기둥
자리가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원래는 문루가 설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다

른 보루의 발굴을 통해서 보루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 주는 출입시설이 확인된 바가 없는
데, 이번에 확실한 형태의 출입시설이 확인되어 규모나 형태를 알 수 있게 된 점도 이번
발굴의 성과 중의 하나이다.

4） 건물지
이번 발굴에서는 모두 9기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는데,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인 발굴
지역 북동쪽 지점에서 확인된 8호와 9호 건물지는 각각 2기의 건물로 분리될 가능성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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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건물지는 모두 지상식으로 일부는 건물 외곽에 석축 기단이 남아 있으며, 평면 형태는
방형을 띠고 있다. 대체로 지형의 방향에 맞추어 건물 축조하였는데, 1호, 5호, 8호, 9호 건

물지의 방향과 2호, 3호, 4호, 6호, 7호 건물의 방향은 서로 다르다.

건물 내부에는 모두 온돌이 설치되어 있는데, 다른 보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자형
과 직선형의 두 종류가 있다. 가장 구조가 잘 남아있는 2호와 3호 건물지의 온돌은 을

‘-i’자형이며, 두 기의 온돌 고래가 서로 맞닿아 있다（그림 11）.
이들 건물지의 북쪽 즉, 발굴지역의 북서쪽에는 동서방향으로 쌓은 석축과 계단시설이

확인되는데, 이는 북쪽 구역의 건물을 축조하기 위한 축대 시설로 보이며, 이는 아차산 3보
루가 다른 보루보다 규모면에서 크다는 것과 북고남저의 지형적 특성 등과 관련 있는 것으

그림 12. S1 열의 석축과 계단식 훌입시설

로 보인다（그림 12）.
한편 S3W1 그리드에서는 용도미상의 방형 수혈유구가 조사되었는데 윤곽선을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저수시설로 추정되었으나, 내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닥면에 작은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벽채 한쪽에도 아궁이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수혈의 벽채는 장

방형으로 보이나 서쪽은 직선이 아니라 타원형으로 비스듬히 경사져 바닥과 연결되며, 바
닥은 방형에 가깝다. 유구가 바닥면까지의 깊이는 1.2m 가량으로 일반 주거용 건물로 보기

에는 깊은 편이다. 유구의 가운데에는 돌을 세우고 뚜껑을 덮은 작은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온돌 주변에는 목탄이 둥글게 깔고 다시 그 위에 얇게 점토를 다져 놓았다. 작은

아궁이의 서남쪽 모서리 쪽 벽채에는 지름 20cm 가량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바닥면 쪽으

로 관통되어 있다. 구멍 내부에는 의도적으로 세워놓은 것으로 보이는 네모나게 다듬은 돌
이 들어 있으며, 구멍의 주변은 불을 맞아 붉게 변색되었다. 아직 이런 형태의 유구가 조사
된 예가 없어서 정확한 기능을 알 수 없지만 불을 다루는 일과 관련된 시설로 추정된다.
（그림 13）.

5） 저장시설
S4W1, S4W1, SsEi, S4E1 그리드에
걸쳐서 방형의 수혈유구가 확인되었
다（그림

14）. 위치나 규모 면에서

다른 보루의 저수시설과 같은 형태

로 추정하고 내부를 조사하였다. 규
그림 13. SaWi 그리드외 용도미성 수열유구 내부

모는 동서 6m, 남북 5m, 깊이 3m

그림 15. 방앗간 전경

그림 14. 저장시설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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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암반을 굴착하여 만든 점에서 저수시설과 동일하지만 바닥면과 벽채에 방수처리를
한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바닥면에 배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구가 확인되었
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이 유구는 저수시설이 아니라 지하식 저장고로 추정된다.

6） 방앗간
S1W3 그리드 주변에서 방앗간이 확인되었는데, S1 열의 축대와 계단을 두 개의 벽으로
삼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기둥자리가 확인되었다. 방앗간의 규모는 동서 6m, 남북 3.5m
가량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내부에는 서북쪽으로 치우쳐 방아확이 설치되어 있으며

방아확 동쪽에는 방아채의 쌀개를 걸었던 볼씨가 한 쌍 확인되었다（그림 15）. 그간 아차산

4보루를 비롯해 다른 보루에서도 문비석으로 추정된 이와 유사한 확돌이 확인된 에가 있었
으나 볼씨가 확인되지 않아 방앗간으로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발굴에서 볼씨
가 함께 확인되어 방앗간으로 추정하는데 무리가 없다. 또한 확돌의 경우 문비석으로 사용
된 경우는 주로 구멍의 주변을 쳐서 떼어내거나 문이 걸리는 턱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
어서 방아확과는 확실히 구분된다. 이번에 확인된 방앗간은 안악3호분 벽화의 방앗간과 흡

사하며, 이보다 150여년 뒤의 예이기는 하지만 실물자료로 확인된 가장 오래된 것으로 향

후 고구려는 물론 고대의 생활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5. 출토유물

아차산 3보루에서 출토된 유물은 토기와 철기가 주를 이루며, 소량이지만 통일신라 토
기가 출토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토기는 모두 고구려 토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는

데, 출토된 고구려 토기는 니질태토이며, 평저기형에 대상파수가 부착되어 있고, 문양이 시
문된 토기가 거의 없다. 제작기법이나 형태상의 특징은 이미 조사된 아차산 4보루나 시루

봉보루 및 구의동보루, 홍련봉1보루 출토품과 유사하다. 기종은 호 • 옹류, 장동호류, 동이

류, 완류, 접시류, 뚜껑류 등이 주를 이루며,

그 외에도 연통류, 이배류 등 거의 모든 고구

려 토기 기종이 출토된다（그림 16-21）.
다른 보루에서는 문자가 새겨진 토기가 종종 확인되는데 비해 아직 문자토기는 확인되
지 않았다. 아직 출토유물에 대한 정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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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대부완

그림 19.직구옹구연부편

그림 17. 소

호

그림 20. 동 이

그림 18. 원통영삼족기

그림 21. 양이부호

적의 중심부에 대한 발굴과 유물 정리 과정에서 문자토기가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 문자토

기 외에 이번의 발굴에서는 그림이나 부호가 새겨진 토기가 확인되는데, 별모양:）1나 우물
정자 모양의 부호와 함께 말과 같은 동물의 앞발로 추정되는 그림이 새겨진 토기가 출토되
기도 하였다（그림 22, 23）.

아차산 3보루의 철기는 다른 보루와 마찬가지로 철모, 철부, 철촉, 철준, 찰갑 등의 무기

류와 철겸, 철서, 집게 등의 농공구류, 솥 등의 용기류로 구분된다. 아차산 3보루에서는 비
교적 양호한 상태의 찰갑이 다수 출토되는 점은 다른 보루와는 다른 점이다（그림 24-27）.

6. 조사 성과와 의의

아차산 3보루는 아차산 줄기의 보루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보루로 주목을 받아왔다.
보루는 남-북 방향의 장타원형 평면이며, 외곽에 성벽을 쌓고 내부에 온돌을 포함한 건물

과 저장시설 및 배수시설, 방앗간 등을 축조하였다. 성벽의 총연장은 350m로 추정되며, 원

래 성벽의 높이는 4m 가량으로 추정된다. 보루의 남쪽에는 성벽과 연결되는 계단식 출입시
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문루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성벽 안쪽에는 온돌을

포함한 건물지 9기와 저장시설 1기, 방앗간 1기 등이 축조되었다. 보루 외곽에 성벽을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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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철모, 철준, 철촉 각종

내부에

그림 27. 철제삽날

각종 시설물을 설치한 점에서는 지금까지 조사된 다른 보루들과 같으나 이번에는

새로이 방앗간과 출입시설이 확인되었다. 출토딘 유물로 보아 아차산 3보루의 연대는 다른

보루들과 마찬가지로 6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아직 보루의 2/3 가량이 미발굴 지역으로
남아있지만 이번의 발굴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보루 외곽과 내부를 연결하는 출입시설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다른
보루의 발굴에서는 명확한 형태의 출입시설이 확인된 바가 없었는데, 이번에 규모와 구조
가 명확한 계단식 출입시설이 확인되어 고구려 보루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둘째는 방앗간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방아확과 볼씨가 함께 배치된 상태로 발굴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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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안악 3호분 벽화에 표현된 디딜방앗간과 유사한 구조이며, 실물자료로는 처음 발굴된

것이고 또한 가장 오래된 방앗간에 해당된다. 이 방앗간은 고구려 생활사는 물론 고대의

생활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는 보루의 내부가 축대에 의해 여러 공간으로 구분된 구조가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발굴된 보루는 홍련봉 1보루를 제외하면 모두 하나의 평면에 유구가 설치되었는

데, 아차산 3보루는 보루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축대를 쌓아 구분하고 있으며, 역시 이곳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아차산 3보루의 지형적 특징과 관계된 것일 가능성도 있지
만 규모가 크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서로 다른 기능의 건물군이 복합적으로 배치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향후의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아차산 3보루의 발굴을 포함해 아차산 일원에서 3개의 보루에 대한 발굴이 오나료되었
고, 현재 3개의 보루에 대한 연차적으로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 매 발굴이 완료될 때마다
조속한 보존대책을 강조하였으나 아직 정부차원의 대책은 없다.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계부
처에서는 학계의 논의를 통해 하루빨리 아차산 일원의 고구려 보루군에 대한 종합적인 조

사 • 보존 • 활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cavation Report on Achasan Mt. Fort No. 3
2005. 12

Institution for Archaeologyl and Environment,

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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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구려 억Af 유적 딥API

고준

선

구리문화원 사무국장

구리문화원과 （사）고구려역사문화 보전회가 공동으로 계획한 해외 문화유적 답사로 중
국내 고구려 유적을 택하고 일행 25명이 2005년 8월 19일 인천공항을 떠날 때는 비가 내리

고 있었지만 이날 오후 도착한 연길（延吉） 하늘은 초가을 하늘처럼 맑았다.

답사 코스로는 항일 독립운동 문화권인 옌벤（延邊） 및 옌지（延吉）지역과 고구려 광개토

태왕비와 장군총 그리고 국내성이 있는 압록강
건너 길림성의 지안（集安）지역을 택했다. 인구

가 218만명인 옌지는 조선족이 47%나 차지해
조선족 자치주가 있고 우리귀에 낯설지 않은

일송정과 해란강 그리고 항일독립운동의 씨앗
을 키워낸 용정（龍井）의 대성중학교가 있는 곳

이다. 이곳 대성중학교 역사박물관엔 항일 독립
투사의 면모와 활동상, 그리고 29세의 젊은 나
이로 옥사한 윤동주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
윤동주 시비

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人！” 비가 항일 민족혼의

상징으로 서 있었다.
그런데 중국은 2002년부터 조선족이 많이 살고있는 이곳 옌벤에서 이른바 삼관교육（三
觀敎育）을 실시해 왔는데 중국내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유독 조선족에게만 이를 종용해 조

선족의 의식을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삼관교육이란 조국관, 민족관, 역사관을 일컫는 교육으로
조선족의 조국은 중국이며
조선족은 중국민족이며

조선족 역사는 중국역사라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간악한 역사침탈 교육이 아닐 수 없다.

고구려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한 • 중 양국은 고구려사 왜곡을 방지하기로
구두약속을 했으나 중국의 역사왜곡 작업은 동북지역（길림성, 요녕성,흑룡강성）의 지방정

부가 시도하고 있어 중앙정부는 언제든지 지방정부의 일로 변명할 수 있는 용의주도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얼마 후 고구려 역사가 누구의 역사가 될지 불

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때문에 이제 우리정부나 학계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
적 역사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답사반 일행은 이곳에서 두만강변 조 • 중 국경 도시인 도문을 거쳐 백두산 등정길로 향
했다.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장백산（長白山）이라 부른다.

장백산 밑 동네인 이도백하 마을을 거쳐 산 입구까지 가는 길은 잘 정비된 시골길에 잣
나무와 토종 소나무를 접목시켰다는 미인송（美人松）이 가로변의 줄을 이었다.
장백산 입구에서 백두산 정상 바로 밑까진 짚차로 올라 5분여 걸어 정상에 오르니 장엄
한 영산 백두산 천지가 황홀하게 펼쳐지고 있다. 하루에도 기상이 백번이나 변해 백두산이

라고 이름이 붙여져 몇 번이고 백두산에 와도 천지를 보기 힘들었다는데 우리 답사반 일행
은 다행히 오후에 도착하여 한번에 장엄하고도 황홀한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었다.

백두산을 등정한 후 우리일행은 답사의 주 목적지인 옛 고구려 역사유적의 보고 길림성

（吉林:省） 지안（集安）을 찾았다.

43

이곳 지안은 동북공정（東北I程）이

라 하여 고구려역사 왜곡의 주 표적인
광개토태왕비와 장수왕묘로 알려진 장

군총 그리고 고구려 두 번째 도읍지인

국내성이 있는 곳이다. 동북공정이 한
창일 때 외국인 특히 한국인에겐 얼씬

도 못하게 접근을 막았던 이 유적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이곳을
자유롭게 개방하고 있는 것을
구려

보면 고

길림 성 통구외 장군$

역사를 자국역사로 강탈하려는

중국의 음모임을 엿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광개토태왕비와 장군총은 잘 정비돼 있었지만 태왕릉은

무너져 내려 폐허가 돼가고 있는 모습에서 고구려인의 후예로써 비탄함을 금치 못했다.

특히 논자（論者）는 답사에 오르기 전 길림성 길림시 용담산성 입구에 “고구려인은 조

선족이 아니다（高句麗人非朝鮮人）라는 안내판이 있다는 서경대 서길수 교수의 글을 읽은

바 있어 중국의 고구려역사 왜곡 실태가 얼마나 노골적인가를 알 수 있게 한다.

이에 앞서 지안 박물관을 둘러보았는데 이곳에는 고구려 고분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들

과 사진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 특히 아차산에서 발굴된 명문 토기와 똑같은 토기가
전시돼 있는 것을 보고 정말로 고구려는 우리 삼국의 역사였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역사문화유산은 결코 흘러간 역사의 유물로 머물지 않고 오늘의 밝은 빛으로 조명해 봄
으로써 수천 년 역사의 숨결을 느끼는 장쾌한 파노라마라 할 수 있다.
역사유적이야말로 후대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자산이다.

때문에 이번 고구려유적답사는 역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옛 고구려인의 기상을 살펴본

탐방이라는데 큰 의미를 지녔다고 자평해본다.
장군총에서 바라본 압록강 건너 북한 땅은 적막이 흐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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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염원

곽 병수

아!
통일이 어디메냐
너와 나 살든 마을엔

녹슨 철조망 잡초가 늙고, 늙었구나
비무장지대 지뢰밭
땅굴을 파고드는 두더지같은 인생이여

丄;

언- 훗날
아리랑 가락이 너희를 웃길 수 하을하

두렵구나
너에게 보내는 내 마음은
자“ 유

자유를 외치면서……
오늘도 토끼는 울고있네
묶인 허리띠를 풀어달라고…….

DMZ 지뢰체험 관광을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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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와 역사이야기

비스外기나%은다흐거나

방송작가정

영

미

요즘 TV 드라마나 영화나〈사극열풍〉이 불고 있다. 관객 천 2백만이라는 어마어마

한 기록을 세운〈왕의 남자〉가 그렇고 방송가에는 드라마〈서동요〉, 퓨전사극〈궁〉이
먼저 기선제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작품들은 서막에 불과하다. 올해 안에 우리

시청자들은 주몽, 광개토태왕, 연개소문을 드라마를 통해 만나게 될 전망이다. 바야흐

로 역사가 이야기의 옷을 입고, 배우를 통해 현실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러 평론가들은 이 역사적 인물이 주인공이 되는 드라마 앞에서 작은 걱정

을 하고 있다.드라마는 분명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이야기다. 비록 광개
토태왕이나 연개소문처럼 실존인물을 주인공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그 드라마속에 등장

하는 이야기나, 인물의 성격, 주변 인물과의 관계, 정치철학이나 로맨스까지 모든 것이
사실일 수 없다. 더욱이 현재 우리에겐 이 인물들에 관한 문헌자료나 고고학적 자료가

극히 부족한 상태다. 도대체 광개토태왕의 생김새가 진정 배우 배용준과 닮았는지...
천오백년전의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다분히 광개토

태왕과 배용준을 동일시하게 될 것이라는 게 평론가들의 걱정이다. 드라마속 가상의

이야기를 진짜로 믿고 드라마가 이야기하는 진실을 실제 역사속의 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은 명백한 역사 오류이며 어디로 튈지 차마 예측하기 어려운 뾰족돌을 자

갈밭에 뿌리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광개토태왕은 나이 18세에 왕위에 올라 22년간 광대한 영토를 개척한 고구려의 위

대한 왕이다.광개토태왕이 이끄는 군대는 멀리 대흥안령, 그러니까 지금의 몽골지역까
지 진격해 깃발을 꽂았고, 한반도 남쪽으로는 한강유역에 진출해 백제와 대대적인 영

토전쟁을 벌인다. 그런데 광개토태왕비를 분석해보면 당시 고구려가 가장 주목했던 세

력은 백제였다.고구려 사람들은 백제를 百殘（백잔）이라 부르며 깊은 원한을 표시했다.
당시 한반도는 한강을 차지하고 있던 백제가 가장 강성한 세력으로 성장해 있었는데,

광개토태왕의 할아버지인 고국원왕이 평양성을 공격해 들어온 백제 근초고왕의 칼에

전사할 정도였다. 광개토태왕은 이 사건으로 인해 백제를 반드시 격파해야할 ‘원수’로
삼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장차 집안의 국내성 다음으로 고구려의 세 번째 수도로

지목돼 있던 평양성이 적의 침략을 받은 것만도 통탄할 일인데, 자기 땅에서 자신의

궁성에서 왕이 적의 손에 목숨을 잃은 사건은 차마 덮어둘 수 없는 치욕이었을 것이

다.역사적 문헌에는 당시 6세였던 광개토태왕이 과연 할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는지
기록이 없다.다만 그가 자라면서 백제를 오랜 원수 국가로 여긴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다.
이 정도 추리는 조금만 깊이있게 생각해보면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연결이
다.광개토태왕 개인으로 보나 세력을 팽창시키고 있던 고구려의 국가적 과제로 보나

백제와의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정황이었다.

광개토태왕은 392년 대대적인 백제 공격에 돌입한다. 왕위에 오른지 2년. 스무 살의
젊고 패기 넘치는 왕이 벌이는 첫 번째 전쟁이었다. 고구려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한강
까지 내려온다. 석현성, 관미성 등 무려 10여개의 백제 성을 이 전투에서 빼앗았다는

기록이 이를 증명한다. 드디어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북에는 고구려가, 강남에는 브석제

가 마주섰다. 지금 아차산일대 남양주 일대에 남아있는 숱한 고구려의 군사기지들, 정
찰병의 보루들이 당시 고구려 군의 위세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제 전쟁을 마지막 한
판을 남겨두고 있었다. 전쟁을 계속해 백제를 완전히 섬멸하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한다. 당시 광개토태왕은 군대를 친히 이끌고 있었는데 젊고 당당한 이 왕은 어려서부
터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한데다가 전략 전술이 뛰어난 지략가였다. 왕의 진두지휘를

받고 있던 고구려군은 그 동안의 승리로 사기가 오를대로 올라있었고, 군사의 수나 물

자도 풍족했을 것이다. 집안의 국내성이 아닌 평양에서 직접 지원을 받는 구조라면 평
양과 한강까지는 당시에도 이삼일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구려군의 진격을

방해할 어떤 장애도 없어보였다. 이때 광개토태왕은 백제 아신왕에게 항복을 종용한다.

항복하면 이쯤에서 전쟁을 중단시키겠다는 뜻이다. 실제 전해지는 문헌을 보면 백제
왕은 항복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쟁은 여기서 끝이 났다. 고구려군대는 승전보를 울
리며 포로와 획득한 물자를 가지고 평양으로 국내성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남는다. 광개토태왕은 왜 끝까지 백제를 밀어붙이지 않았을
까. 고구려의 오랜 원한, 즉 구원을 해결할 절호의 찬스에서 다 이겨 놓은 싸움을 왜

중단한 것일까. 혹여 한강을 건넌다는 것이 군사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건 고구려의 수군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광개토태왕비에도 분명하게 기록돼있는
고구려

‘수군’의 존재다.다른 어느 곳에도 이 고구려 수군에 대한 기록은 없어 도대체

수군의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위력적인지, 고구려에 수군기지는 어디에 있었는
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지만 이후 수당전쟁에서 보여지듯 수군은 분명히 존재했

다. 그리고 고구려 수군은 수 양제의 백만대군을 무너뜨릴 정도로 강력한 군대였다. 광

개토태왕과 백제와의 이번 전투도 황해바다를 건너 한강 하류에서부터 진격해 들어오

는 수군과, 평양에서 내려온 육군의 수륙양용작전을 구사함으로써 승리를 거둘 수 있
었다. 그런 수군을 보유한 광개토태왕이 한강 도하를 두려워했을 리 만무하다.

학자들중에는 광개토태왕의 점령정책상의 특징을 그 이유로 드는 이도 있다. 광개토

태왕은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직접통치보다는 주로 간접통치 방식을 택했다. 고구려
의 복속국이 된다는 서약만 받으면 군대를 철수해 돌아갔던 것이다. 따라서 실제 국가
통치 내용상 고구려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난 변화는 별로 보이

지 않게 된다. 그런 기조가 백제와의 전투에서 드러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또한 광개토태왕이 백제와의 전투에만 몰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중

국과 부여, 요하 벌판을 오래 비워둘 경우 호시탐탐 고구려를 노리는 세력들에게 역침
공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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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전해지지 않는 한 당시 광개토태왕의 선택의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없다.
고고학적 자료도 설명해주는 것이 없다. 분명한 것은 392년 백제와의 전투에서 그는

한강을 건너지 않았고, 백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항복을 선언했지만 다시 군사를
모아 394년, 395년, 396년, 399년, 404년, 407년 등 무려 6차례나 고구려를 넘보며 싸움

을 걸어온다. 이기지 못하는 전쟁을 매년 벌였다는 것은 백제로서는 국가적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고구려 입장에서는 정치 군사적으로 완전한 우위

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볼수 있다. 백제는 이 고구려의 전쟁을 통해 이후 수도
를 웅진으로 옮길 정도로 국운이 기울어 갔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막강 고구려
가 끊임없이 신라, 백제를 상대하며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우위를 가지려 했지만 실상
한강의 주도권은 백제 이후 고구려가 아닌 신라에게 주어졌고, 결국 한반도 삼국통일
의 주인공은 신라가 되고 만다. 만약 그때 한강을 건너 백제를 초토화시켰다면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광개토태왕은 왜 강성한 대군을 이끌고 있었으면서도 한강
의 완전한 지배권을 갖지 못한 것일까. 의문이 여기에 머물게 되자, 혹자는 당시 고구

려군의 위세가 백제를 이기지 못할 수준, 그러니까 고구려보다 백제가 더 강성한 나라
였다고 보는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사실 고구려의 광대한 영토에 눈이 가려 백제의
위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충분히 재고의 여지가 있는 사항이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흐르면 역사적 사실을 꿰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데 몹시 어

려움을 느끼게 된다. 고려 대상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정확
히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 양이 너무 부족하다.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역사적 상상력은 감춰진 사실을 캐내는데 중요한 도구다.하지만 편협된 주관이 개입
된 상상력은 사실을 진실이라 호도하는 왜곡한 이해를 낳게 한다. 광개토태왕이 한강

을 건너지 않은 이유를 캐다보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고구려 수군의 존재를 파악하게

되지만 고구려가 백제보다 강성한 국가였다는 편협된 생각은 고구려가 한반도 통일을
이뤄내지 못한 이유를 끝내 알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
는다. 설사 광개토태왕의 판단근거가 기록으로 남아있다손 치더라도 평가와 해석의 차
이는 존재하게 된다. 천오백년이나 지난 지금 그 사실의 속 뜻까지 모두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미관계를 놓고 볼때 수백년이 지난 뒤
우리 후손들은 군사 지휘권이 없고, 우리 국토내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정치, 외

교, 경제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이 사실들을 놓고 미국 종속의 기간이었다고 해
석할지 모를 일이다.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는 있지만

절대 종속국이라고 여기지 않는데 이러한 진실까지 역사가 다 말해줄는지 차마 알 수

가 없다. 당대의 진실과 현재의 진실 사이에는 결코 넘나들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개토태왕이나 연개소문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부각돼 안방을
찾는다는 일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다. 드라마와 역사는 하나의 사실, 하나의 정황만으
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주 닮아있다.전체 스토리, 전체 이야기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나면 훨씬 재밌고, 그 깊은 속뜻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드라마와 역사속의
주인공들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잣대는 하나가 아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모

두가 다 그럴싸한 행동의 존재의 이유를 갖는다. 요즘〈서동요〉에서는〈사택기루〉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역사적으로 이런 인물이 있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서동이 백제에서

신라로 넘나들고, 신라의 공주가 백제까지 숨어들 수 있는 당시 사회상으로 보면 충분

히 개연성이 있는 인물 설정이다. 사실은 아니나 사실을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인 셈이
다. 드라마를 통해 조금씩, 그리고 직선이 아닌 우회도로를 타고 조금씩 본질에 접근해

갈 수 있다. 따라서 역사의 주인공, 그들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한 번쯤 생각해봤던 사

람이라면 자신의 상상력과 이 드라마를 다루는 제작진의 상상력을 비교해보는 것도 즐
거움이 될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진실을 파헤치는 일은 비록 많은 실수로

오랜 시간 돌아가는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고, 부정하면서 오늘의 문제를 풀수는 없다. 광개토태왕의 고

구려가 한반도 북부에서 멀리 요하를 건너 대흥안령산맥과 북쪽으로 지금의 사할린,
하바로프스크 지역까지 광대한 영토를 개척했다는 사실을 모른 다음에야 지금 중국이
한반도 북부지역이 자신의 영토며, 그 속에서 벌어진 역사 역시 중국 역사라고 주장하

는 동북공정에 맞설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다. 결국 역사를 모르면 존재의 이유 또한

모르는 것이 된다. 오늘은 내일이 되면 과거로 변한다. 끊임없는 과거의 연결이 곧 내

일이다. 따라서 과거를 알고 이해하는 일은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
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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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 방송작가로 활동
주요프로그램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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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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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와 나팔꿏
이 강순

우리 집 베란다 화분에는 지금 나팔꽃과 해바라기가 한창이다. 이슬을 달고 피어나 청

초한 꽃송이가 반짝이는 나팔꽃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황후 같은 기질과 기상을 뿜으며

거침없이 피어있는 해바라기를 보는 일은 요즘 들어 가장 큰 즐거움이다.

몇 해 전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문 앞에서 받았다며 큰애가 나팔꽃씨가 든
봉투하나를 가져왔다. 꽃씨를 언제 심을 거냐며 몇 날을 조르는 아이의 성화에 못 이겨 밭

언덕에서 흙을 파오고 거름흙을 사서 잘 섞은 다음 정성스럽게 두 아이와 함께 화분에다

꽃씨를 심었다. 그 해에는 그렇게 분홍색과 보라색 나팔꽃이 초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피어
이른 아침 거실에 선 내게 보다 싱그러운 아침을 맛보게 했다.

이듬해 3월이었다. 큰애가 햄스터를 기르고 싶다고 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햄스터는 우리 집 베란다 귀퉁이에 자리 잡았다. 어느 날, 햄스터가 발라먹은 해바라기 껍
질을 베란다 빈 화분에다 부어놓았는데 씨앗이 몇 개 남아 있었던지 예상치 못한 싹을 틔
、

워 그 해는 해바라기 꽃도 보게 듸었타丁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팔꽃과 해바라기는 매년
우리 집 베란다 화분에 자리 잡고…요염한 줄기와 기탄없는 가지가 어우러져 꽃을 피우고

싸를 맺었다.

I

올해는 9월이 시작되면서 나팔꽃과 해바라기가 피기 시작했다. 올 여름, 하루건너 오는

잦은 W15문인;1 예전보다 꽃송의가 크지 않지만 초롱초롱한 청보라 꽃송이가 주는 상쾌
함은 말로 i현할수 없는 기쁨이고 행복이었대으者〜

“엄마X 나팔꽃이 열 송이나 피었어요!
“아니에요, 열 한 송이에요J? -

"

매일이침 눈을 S면 베란다로 먼저 나가는4아이들의 반가운 목소리는 나팔꽃도 해바라
'치도 알아듣는두 고개를 조아렸다. 꽃송이를 셀 때마다 고개를 돌려

‘나도 여기 피어있어

요’ 라고 미소 짓는 것만 같아 생명이 있는 식물의 경이로움을 맛보게 했다.

해바라기와 나팔꽃의 사랑이야기가 담겨있는 동화가 있다.
키 큰 해바라기를 늘 부러워하던 나팔꽃과 자기밖에 모르는 심술궂은 해바라기, 그리고
나팔꽃에게 이웃마을을 구경시켜준 착한 해바라기에 대한 이야기이다. 담장 아래에서 살던

나팔꽃은 담장 너머의 세계를 무척이나 동경한다. 담 너머도, 멀리 이웃마을도 언제나 볼

수 있는 해바라기를 늘 부러워했다. 하루는 나팔꽃이 해바라기에게 부탁했다. “네 가지를
좀 타고 올라가면 안 되겠니?”하고. 맘씨 나쁜 해바라기는 그 부탁을 거절했지만, 착한 해
바라기는 나팔꽃에서 몸을 맡기며 가지를 타고 오르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던 태풍은, 잘난 체하며 뽐내던 심술궂은 해바라기를 그냥 두지 않는다. 기
세등등하던 해바라기는 모진 태풍에 그만 가지가 부러져버리고, 나팔꽃에게 가지를 내어

준 여린 해바라기는 나팔꽃과 함께 강풍을 이겨낸다. 서로 의지하며 함께 했던 결과이다.

예측할 수 없는 까마득한 미로에서 방황할 때, 무언가 간절히 원하고 구할 때, 누군가
내게 다가와 보내주는 관심과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일 게다. 그리고 작은 배려가 준 큰 성

과는 더 큰 삶의 활력이 될 것이다.
나는 마치 동화구연가나 된 것처럼 해바라기가 되기도 하고 나팔꽃이 되기도 하면서 아

이들에게 해바라기와 나팔꽃의 사랑이야기를 거실에 선 채 신나게 들려줬다. 우리 집 베란
다에 피어있는 꽃들 또한 올 여름 긴긴 비와 태풍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보내다가 이렇

게 예쁜 꽃을 피우지 않았던가. 마치 나를 위해 피어난 꽃송이처럼 한없이 고마웠다. 귀를
쫑굿 세워가며 듣던 아이들의 얼굴에도, 내 얼굴에도, 어느새 함박꽃이 피었다. 생활 속에

서 찾은 작은 여유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 듯 우린 기쁨에 겨워했다.
나는 화분 속에 있는 두 꽃에게 또 다른 생명을 불어넣어 준 셈이다. 내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마치 친한 친구이름을 부르듯 꽃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건네며 인사를 한다. 고
난 속에서도 서로7} 서로를 도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모습이 아이들이 보기에도 기특
하고 대견해 보였을 것이다.

나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다. 해바라기와 나팔꽃이 서로 도우며 이뤄낸 사랑이 내

아이들의 가슴속에서 얼마나 더 아름답게 승화될는지.
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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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禮）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행위규범 이다. 만사（萬事）는 예（禮）로부터 시작된다. 공자는 인

자（仁者）가 되기 위해서는 극기 복례（荒己復禮）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지킬 때 도덕 적으로 올바
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를동방예의 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 했지만우리는 광복 이후 무분별한 외

래사조의 유입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사상과 윤리 도덕의 혼란이 초래되었다. 결코 변해서는 아니
될 우리 고유의 정신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성교육이

상실되고, 가정에서는 산업화의 여파인

대가족의 해체와 핵가족화의 결과, 부모가 자녀의 인성

교육, 윤리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고 있다.
이런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한 자녀가 성인이 되어 부모가 된다면 자녀에게 인성교육, 윤리교

육을 시킬 수 있겠는가?
예절은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해 나가는데 필수적 요소이다.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

린 예절의식을 더 방치할수 없다. 사회 모두가 합심하여 윤리 • 도덕 교육의 활성화로 사회 구석
구석에 예절의식이 살아 숨쉬도록 해야 한다.

본지（本誌）에서는 예절관계 몇 편의 소논문을 실어 전통 예（禮）뮨화를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한다.

- 편 집자 주-

倫理와 道德
倫理의 뿌리는 道와德이요, 道德의 實體는 忠과 信이다.

金;浴휴
금강대학교 총장

1.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은 실천해야 빛이 난다

이율곡（李票谷）은 신의（信義）문제를 특히 강조하였다. 그가 쓴「격몽요결（W要

캐）」에서도 말하기를 “배워서 깨우쳤으면서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배
우지 않은 것만 같지 못하다（知而不^7 反不如M）”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

은 믿을 곳이 없으면 스스로 설 수 있는 백성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한다（民無f言

不立）”고 하였다.

사람에 대한 믿음은 3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는 말만 듣고 믿는 경우다. 이 경우는 행동까지 믿기는 어렵다는 의심이 뒤
따른다. 사기（1=）수법이 가장 침투되기 쉬운 경우다.
둘째는 행동만 보고 믿는 경우다. 마음속의 의도（意H）가 무엇인지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가 많다. 전폭적으로 믿기는 어려운 경우다.
셋째는 말을 들어보고 표정을 살펴보며 행동거지를 본다면 거의 믿을 수 있다는

경우다.「맹자（孟子）」에 나오는 말이다. “청기언야 관기모자면 인언수재리요（聽其言

I 윤리와도덕 I

觀其0^子 人馬度裁）”라는 말이 그것이다.

2. 마음이 병들면 그 증세는 말의 병증（病症）으로 나타난다

맹자는 “말에는 4가지의 병이 있다 （言有四病）”고 하였다.

첫째는 피사（設辭）라는 병이다. 이는 무엇인가를 덮어서 감추려고 편파적인 말을
하는 자의 언동（知其所敵）이다. 어떠한 실수 또는 과오를 저지르고서도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자신도 속았을 뿐이라는 식의 궤변을 구사하는 자들의
언동이 여기에 속한다.그런 사람은 신뢰할 수도 없거니와 의리가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다.

둘째는 음사（淫辭）라는 병이다. 무엇인가 함정을 파놓고 겉만 그럴듯하게 말하는

방자스런 자의 언동（知其所陷）이다. 때로는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지어 보이거나 거

짓으로 우는 시늉을 하면서 상대방의 동정심을 이끌어내는 수법을 일삼는 자태를
취한다. 표정관리 그 자체가 위선임으로 그런 사람으로부터 신의를 기대한다는 것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을 바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셋째는 사사（邪辭）라는 병이다. 무엇인가 배반하기 위한 속셈으로 간사스럽게 비
위나 맞추는 요망한 자의 언동（知其所離）이다. 간사한 사람들의 기본적 공통점은,

1） 아첨에 능하다는 점이요.

2） 자기 주장을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바꾼다는 점이요.
3）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의 내용도 철저히 부인한다
는 점이요.

4） 자신에게 실리가 있다면 언제나 상전을 바꿀 수 있는 가변적 이중성격을 지니
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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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 둔사GW）라는 병이다. 무엇인가 속이면서 궁색해하는 한편 책임을 지기

두려워서 회피하려는 자의 언동（知其所窮）이다. 알고 있는 사실도 모른다 부인하고,
목격했던 사건도 본 일이 없다고 잡아떼기 일쑤이고, 스스로 했던 말도 기억에 없다
고 회피하는 등의 술수를 부리는 자의 모습이 이에 속한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신뢰
성을 기대하고 의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육체적인 병은 약이나 수술방법을 통해서 고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마음의 병은

스스로 자각을 한다는 깨우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자각능력이 있는 사람이

었다면 처음부터 그와 같은 병에 걸려들지 않았을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은 모두가 성실성이 결여된 행동에서 빚어지고 있는 언행으로서

그 자체가 반도덕적이며 반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배신적인 내용의 말들이다.
그와 같은 말은 언제나 실제의 행동과는 유리（遊離）되는 것으로서 남의 신뢰를 얻

어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남을 속이고 자신의 양심도 속이고 있기 때문이다.

3. 겉치레보다는 속치레가 더 중요하다
신뢰사회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서로 믿고 살아가기가 어렵다. 때문에 가장 기대

되어지는 행동은 자신의 내면세계를, 사회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
는 일이다. 그래서 “언행합일（言行合一）” 의 가능성을 스스로 보증하기 위한 노력을

펴가야 한다.

다음의 훈귀（訓句）는 속이 빈 강정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날뛰고 있는 오늘의 현

실을 잘 지적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각성을 촉구하는 명언이기에 여
기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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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왕내성（外王內聖）: 겉으로는 통치자이지만 안으로는 성군다워야 한다는 뜻
외관내현（外官內賢）: 겉으로는 관료이지만 안으로는 현인다워야 한다는 뜻

외교내학（外敎內學）: 겉으로는 가르치되 안으로는 더많이 배워야 한다는 뜻
외승내불（外僧內｛弗）: 겉으로는 승려이지만 안으로는 부처님다워야 한다는 뜻

외목내신（外牧內神）: 겉으로는 목사이지만 안으로는 하나님 사자답게 살라는 뜻

참되고 알찬 힘을 지닌 사람을 가리켜 실력（實方）이 있다고 한다. 실력이 있는 사

!

람들만이 그가 지닌 실력만큼의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오늘의 사회를 가리켜 정보사

t
i

회라고 한다. 정보라는 것은 그것이 내 것으로 소화되었을 때 비로소 보람을 느낄 수

i

있는 것이다. 내 것으로 소화되어질 수 없는 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별 의미가 없다.

j

지난 날 사회에 있어서는 실력이 없어도 학력을 자랑할 수 있는 간판만 지닌다면

체면유지가 가능했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사이비（｛以而非）가 더 판을 쳤었던 것

도 속일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정보문화경쟁시대에 있어서는 지난 날의 수법이 통하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변한다는 것은 형식을 바꾼다는 의미의
변화가 아니다. 실력을 몸으로 익혀가기 위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앞에서 훈귀（訓句）의 내용을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른바 “겉치레”만을 가지고 살

아가기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i
1

너

I

i

I

일례를 들면, 교수（敎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인이다. 교수가 만약 자신이

；

알고 있는 것만을 가르친다면 배우는 학생들은 그 교수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것

i

은 알기 어렵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학문은 더 발전되어가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

i

래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교수를 교자（敎者）라 부르지 아니하고

학자（學者）로 부르

I

는 것이다. 즉 가르치기 위해서는 더 배워야하고, 더 배울 수 있어야만 더 잘 가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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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수 있고 더 훌륭한 후학의 양성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다.

승려가 승복만 걸쳤다고 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며, 목사나 신부가
목사라는 칭호만 지녔다고 해서 하느님의 사도（使徒）일 수는 없다. 문제는 외형적인
조건보다는 내면화（內面化）돼야 할 가치를 진실성의 개념으로 축적해 가는 일이 더

급하다.

4. 의식구조가 건전해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

사회변동이 급속하게 진행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잠꼬대와 같은 무의식적（無

意識的）인 동작은 금물이다. 그리고 설령 의식적인 동작이라 해도 무의미한 생활자
세는 환영받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사회 현실이다.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

는 순간순간의 동작이라 해도 뚜렷한 목적의식을 지닌 행위로서 가치 생산적이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숙명론적으로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행동

이 언제나 기로（映路）에서 양자택일（兩者擇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일례를 든다
면 아침에 집을 나서자 길 위에서 돈지갑을 습득하게 되었을 때, 거의 누구나 한 번

쯤은 어리둥절하게 된다. 그것을 주인에게 몰려줄 것인가? 아니면 용돈으로 써버릴

것인가? 그 마음의 갈림길에서 한 번만 잘못 나가도 영원히 돌이키기 어려운 고민
과 더불어 살아가야만 한다.

그와 같은 갈림길에서 의연（«）한 행동체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중심
（中心）이 바로 서 있어야만 한다. 중심이 바로 서 있을 때에는 누구나 자기통제

（self-control）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중심을 잃게 되면 안정（安定）을 유지할 수 없고. 움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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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가 중심을 잃게 되면 균형（均衡）을 유지해갈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이 중심을 잃게 되면 스스로의 위상（位相）을 유지해갈 수 도 없거니
와 안정과 균형도 다 잃게 된다.

5.

역사경험을 소중히 여길 때 좋은 거울의 주인이 된다

일찍이 중국 역사상 명군（明君）= 알려진 당태종（唐M）에게는 위징（魏徵）이

라는 현신（賢臣）이 있었다. 그는 당태종에게 범안직간（¥*%）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과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다. 비록 시대적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교훈으로 받아드i 줄 아는 여유를 지녀야 할 것이다.

以銅爲鏡 可: 동으로 만든 거울 앞에서는 옷깃을 여밀 수 있다.
以古爲鏡 可以知興督 : 지난 일을 거울삼으면 흥망의 까닭을 알 수 있다.
以人爲鏡 可以明得失 : 사람을 거울삼으면 일의 득실을 밝혀갈 수 있다.

그리고 제（齊）나라의 재상으로서 그 이름을 오늘에 전해주고 있는 안자（暴

子:BC?-500）는 그의 직간언（B諫言）에서 삼불상（三W）을 강조했다.

어질고 능력이 있는 인재가 있는데도 있는지조차 모르고

有M而不知 一W

지내는 것이 첫째 불상한 일이요.

（偏食하듯 同一人만 거듭 登用하는 弊端）
인재가 있는 줄 알면서도 등용할 줄 모르는것이 둘째의

知而不用 ◎휴

불상한 일이요.
（내 사람만 偏願적으로 登用하는 弊端）
사람을 등용했으면서도 그를 신임하지 않으려는 것이 셋

用而不任 三不洋

째의 불상한 일이다.

（登用한지 얼마 안 돼서 사람을 자주 바꾸려는 弊端）

I 윤리와도덕 I

그런가하면 그 유명한 송대（宋代）의 사마온공（司馬溫公: 1019-1086）은 우리에게
도 널리 읽혀졌던 자치통감（資治通鑑）의 편자로서 더욱 이름이 알려져 있다. 그는

말하기를 정치지도자의 경우 6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스스로의 욕
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연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정치인 사회를 비롯하여 각계에서 이른바 ‘게이트’사건이 줄을 이어서 터져 나오고

있다.

6가지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각자 자기반성의 좌우명으로 삼아 주었
으면 한다.

—難은 錢言이요

지도자 스스로가 한 말을 스스로 실천하는 일

=은 防敗

요스스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힘쓴다는 일

三難은 去邪

요간사스런 마음을 버리는 일

四難은 任賢

이요어진 사람을 등용하는 일

五難은 得人心이요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일

M難은 111^道

다하늘의 뜻과 법칙에 순응하는 일

6. 온고지신（溫故知新）할 줄 아는 지혜（智蒸）를 길러야한다

누구나 이 세상을 쉽게만 살아갈 수는 없다. 어려움을 얼마만큼 겪느냐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누구의 경우에 있어서나 현실과의 타협과 내일의 꿈（期

待性^慾望）을 위해서만 너무 집착하다보면 경험을 잊기 쉽고 경륜을 소홀히 여기기
쉬우며 역사가 귀띔해주는 가르침을 그냥 스쳐가 버리기 쉽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자주 애용한다. 그 네 글자 속에
담긴 의미는,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가고 미래를 가꾸어 가는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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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無限的資源）으로서의 가치를 던져 준다.
고（故）자는 옛 것이라는 고（古）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고（古）는 지나간 시간개

념의 의미를 지니지만 고（故）는 온갖 사연（W）이 얽혀 있다는 연고를 의미한다.
그래서 고향산천（MIW川）을 말할 때, 옛 고자（古）를 쓰지 아니하고 연고고 자（故）

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향에 담긴 정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사람마다 헤아릴

수 없는 사연을 늘어

놓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의 일생을 과거 현재 미래로 일관（一貫）해 간다.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일체성（一«）을 시간을 초월해서 발견하게 된다. 우리
의 공동체 역사 속에 담겨있는 것으로부터 그와 같은 의미를 찾아서 되뇌어 보자는

것이 바로 온고지신（溫故知新）인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온고지신의 참뜻을 음미해 보기도 전에 이른바 “변화도취증세

（變化陶醉症勢）”에 젖어든 증후군（症候群）은 “망고작신（忘故作新）에 너무 치우쳐 있

는 듯하다. 역사 속에 담긴 공동의 경험은 제쳐놓고 뿌리도 약한 생각만으로써 남을
놀라게 할만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렇다할 결과도 수확하기 전에 굴절현상（屈折現象）속에서 맴돌게 된다는 불행을 거

듭하게 될 뿐이다.
고위금용（古爲今用）이라는 말이 있다. “옛 것은 현재를 위해서 쓰인다는 뜻이다.

어느 새로운 것도 뿌리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온고지신（溫故知
新）을 거듭 음미해 볼 수 있을 때 변화는 보다 질서 있게 진행시켜갈 수 있을 것이

고, 우리의 생존의식은 더욱 짜임새 있는 틀로 가다듬어져 갈 것이며, 그리고 우리

일상적인 행동체계는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립되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이 오늘을 발판으로 하여 보다 바람직한 내일을 가꾸어 가는 길이다. 내일의

길이 보여야만 오늘을 더욱 바로 볼 수 있고 아울러 내일을 한층 밝게 전망할 수 있

I 윤리와도덕 I

게 된다.

어제를 전통의 개념영역으로 되씹어볼 줄 알 때 오늘의 현실을 폭넓게 조감하면서 냉철
히 평가할 수 있고, 오늘의 현실로부터 취사선택（取格W）할 수 있는 기준과 채장보단（採
長補短）할 수 있는 표준의 설정을 뚜렷이 해갈 수 있다. 그와 같은 종합적인 가치성의 열

매를 결실시켜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아이덴티티（identity）”가 향내를 풍기면서 자라
나는 “문화의 나무”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0인격이라는 나무를 키우는 밑거름은 성실성（誠實性）이요,
0가정이라는 나무를 키우는 밑거름은 효성（孝誠）이요,

0공동사회라는 나무를 키우는 밑거름은 신뢰성（信賴性）이요,
0사회정의라는 나무를 키우는 밑거름은 의리성（義®性）이요,

0국가라는 거목을 키워갈 수 있는 밑거름은 충성（忠誠）이다.

예의 윤리교육 활성화로

禮의 한국을 재건합시다

이상진
한국예절교육학회장
人日한국예절교육협회 이사장

공자（孔子）가 말씀하시기를 인자（仁者）가 되기 위해서는 극기복례（류己復禮）해야 한

다고 하였다. 즉 자신의 사욕（私慾）을 억제하고 예（禮）를 지킴으로써 도덕적으로 올바
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예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행위
규범인 것이다. 인（仁）이 내면적 도덕성이라면 예（禮）는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다. 본질

적으로 중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그 인（仁）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예（禮） 또한 결코 경

시할 수 없다. 더구나 내면에 있는 도덕성은 보이지 않으므로, 겉으로 드러내는 예로써

그 사람을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생활 가운데서는 예를 지키는 일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순자（荀子）는 말하기를, 소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 소를 부릴 수 있는 것은 사회를
형성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며,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예（禮）가 필요 하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예는 인간 사회가 존속하기 위한 필수불

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예（禮）는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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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 동안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해 오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것이다. 즉 예는 전

통 문화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이며, 전통 문화를 떠나서 예를 논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격한 서구화로 인하여 전통 문화가 붕괴되고 아울러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는 예의 또한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이라고 해서 언제나
옳은 것이며 결코 변화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통도

변화해야 하며, 서구적 가치 가운데서 좋은 것은 취해야 할 것이다.하지만 그것도 어디
까지나 전통이라는 기반에 바탕을 둔 상태에서 조금씩 서서히 변해 가야 하는 것이지,
마치 옷을 갈아 입듯이 한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바꿔 버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오늘날 급격한 서구화의 물결 속에서 전통 문화의 붕괴와 전통 예의의 단절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여러 방면에서 수 많은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구세대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에 헌신함으로서 오늘날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밑
거름이 되어 왔는데,신세대는 서구의 개인주의를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이기주의로 변
환되어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기반을 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상 • 하의 종적인 윤

리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든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은 개선

해야 하겠지만, 집단의 결속과

안정을 추구하며 인정과 예의를 중시하는 우리의 전통

윤리는 우리 삶의 기반이며 우리 사회 발전의 원동력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전통의 계층발전은 사회생활의 기반일 뿐만 아니라, 민족정신의 수호라고 하는 점에
서도 중요하다.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21세기에 즈음하여 세계의 각 나라들
은 모두 자국의 전통을 수호하고자 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통의 붕괴는 곧

민족정신의 붕괴로 이어지고 문화적으로 미국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
문이다. 우리는 이제 전통문화와

예의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경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윤리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윤리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

문에 권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만나는 권위자는 부모
이며 다음에는 학교 선생님이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 권위가

있는데, 그것은 과거

에는 임금이었다. 그래서 예로부터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를 강조해 왔던 것인데, 그
것은 곧 도덕의 기반이되는 세 가지 권위가 존중되고 또 일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
이었다. 오늘날에는 임금이 없으므로, 각 방면에서 범국민적인 존경을 받는 권위자 흑

은 전통에서 사회적 권위를 찾을 수 있다. 윤리 교육은 바로 가정에서 시작하여, 학교
를 거쳐 사회로 확산되어 나가야 한다.
먼저 가정에서 가정교육의 본질을 이어나가며 부모가 자녀들에게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이도 록 해야 할 것이며, 학교에서는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인성 교
육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 각 방면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매사에 모범을 보여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음으로써 진정한 권위자

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통 윤리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 발전을 위
하여 범국민적 예의, 윤리운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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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禮 문화의 실종

구리문화원 예절교육연 구회

들어가는 말

조선시대 정신문화를 이끌어온 경국제민（經國濟民）의 사상체계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자와 맹자인 공맹（孔孟）중심의 유교사상이요, 다른 하나는 노자와 장자인
노장（=）중심의 도교다.

유교는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을 중심으로 하는 덕치주의（德治主義）를
강조하고 도교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정치사상을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도교에서 말하

는 도（道）는 정치의 도요, 유교에서 말하는 도는 수기치인（修己治人） 즉, 자기를 먼저 닦고
사람을 다스리는 사상이다.

그래서 유교는 주로 통치자인 지식인들과 권력층들의 입장에서 본 통치이론임에 반해
도교는 피（被）치자인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본 정치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적 바탕 위에 양반과 상것으로 갈라진 엄격한 신분사회인 조선시대 예（禮）

문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물질문명 속에 실종된 정신문화를 짚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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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禮）란 무엇인가?

예（禮）는 질서적 측면에서 보는 외형적 절차적인 생활방식의 예가 있다면 내면적 마음
가짐인 정신적 예로 나눌 수 있다.

그 내면적 정신적 예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은 무엇인가를 항상 행동으로 옮기려 한다.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 마음과 행동은 올바른 덕（德）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덕（德）이란 무엇인가?

공자（孔子）는 그것을 인의 （仁義）라 했고 노자（老子）와 장자（莊子）는 무위（無爲）라 했다.
무위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움직임을 말하고 인의는 사람의 행동을 말한다.

그래서 공맹（孔孟）이 터놓은 길가에는 인간들이 사는 사회의 모든 현상이 있고 노장이
터놓은 길가에는 산과 강, 바람과 하는 즉, 자연의 만물이 있다.

노장은 자연의 짓을 믿었고 사람의 짓을 철저히 불신했다. 그래서 노장은 인（仁）을 앞세
우면 불인（不仁）이 생기고 의를 앞세우면 불의（不義）가 생겨난다는 상대적 이론을 주장하

면서 공자의 인의（仁義）를 인위0%）라 비판했다.

그러나 공자는 사람의 不仁을 극복하기 위해 仁을 밝혔고 不義를 극복하기 위해 義를

밝혔다. 공자는 참된 사람이 되라고 사랑함（仁 ）에 대하여 말을 하고 올바름（義）에 대하여
말을 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사랑함과 올바름으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이 바로

禮란 것이다.
예의 목적은 仁義에 있다. 그래서 공자는 삶을 걸어갈 때 한 다리는 인（仁）으로, 다른

한 다리로는 의（義）로 튼튼히 걸으라고 당부한다. 삶의 올바름을 사랑하는 것이 곧 禮라고

공자는 밝힌 것이다.

1. 예（禮）는 사랑함（仁）과 올바름（義）의 길
仁은 人世라고 맹자（孟子）는 말했고 仁은 愛人이요 극기복례（큐己復禮）면 爲仁이라고

論語에서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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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인（仁） 이란 사랑함이다.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남을 사랑하면 그 남도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확신을 인

（仁）은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러한 인（仁）이기에 나 자신을 먼저 닦아야 한다（修己）고 공

자는 말한다. 공자가 밝힌 애인（愛人）은 한없이 큰 사랑이며 그 사랑은 바로 나부터 시작
된다. 때문에 먼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인（仁）의 근본이며 의（義）의 출발이다.

의（義）란 올바름이다
남보다 내가 먼저 옳아야 한다. 선（善）을 앞세우고 악（惡）의 욕망을 억제 하고 절제 하
면서 나를 먼저 진실하게 닦아야 한다. 그래서 공자는 의리（義利）를 분별하라고 했다.

사랑함을 위하여 자신을 닦고（修己） 올바름을 위하여 자신을 이겨내야 하는 것 （55己）
이다. 그렇게 되면 나를 다스려 사람을 편하게（修己安人）하며 나만을 위하는 사욕을 버려
서 나를 이겨서 예로 돌아가면（吏己復禮） 그것이 바로 인（仁）이 되는 것이다.

인간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순한 행동으로 올바르면 그것이 예（禮）가 되는 법
이다. 겸손하라, 양보하라, 성실하라, 정직하라 등등이 바로 예의 마음씨요 몸가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 효제（孝弟）도 예（禮）의 바탕이다.
孝는 百行之本이요, 忠은 出於孝門이라고 論語에서는 말하고 있다. 孝는 모든 행동의 근
본이요, 충신은 효도가문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귀여워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행하는 禮로서 이를 제（弟）라 하고

손자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곧 仁이요 義다. 또 손자가 아래
에서 위로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고 공경하는 마음이 孝다. 이와 같은 孝弟도 禮의 바

탕을 이룬다

조선시대의 예문화（禮文化）

조선시대 禮문화를 이끈 근본정신은 유교의 忠과 孝다.

우기내가 전통 예 운시의 샃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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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숭유억불（崇儒抑佛）정책으로

유교문화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삼강오륜（三網五

倫）이 엄격히 지켜졌고 유교를 시대의 이데올로기로 확립했던 조선이었지만 禮에 지나치게

얽매여 사회가 분열되고 어지러웠던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다. 論語에 禮가 지나치면 서로

달라진다（禮勝則異）하였는데 조선시대가 바로 그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양반과 상것으로 엄격히 갈라져 나라의 힘이 쪼개진 엄격한 신분제도가 W들 때

문이라고 평한다. 따라서 조선은 체제로 보아서는 주자（朱子）의 시대였지만 論語말씀은 뒤

로 쳐졌고 성리학을 앞세워 싸움질로 지세웠다고 욕을 해도 괜찮다.
그래서 서계（西淡） 박세당（차'世^: 1629〜1703）은 조선은 주자로 망한다는 말을 남겼는

데 이 때문에 그는 함경도로 귀양을 갔다.
그런데

서구（西歌）에서는 일찍이 루소（J.J.Rousseau）나 밀（J.S.MHl）과 같은 사상가 들이

나와 사회계약론을 주장하여 “신분에서 계약으로”（From status to Attract） 시민사회가 발전

돼 왔지만 우리나라는 조선이 망할 때까지 엄격한 신분사회의 구조 탓으로 禮문화가 더욱
엄격할 수 있었고 또 그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선이 망했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았다.

三 근대화（近代化）과정의 예문화（禮文化）와 그 문제점

한국의 근대화는 일반적으로 갑오경장（甲午W： 1894） 이후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1960년대부터 1988년 서울 올림픽까지 2〜30년 사이에 급속히 이루어진
경제성장 시대를 근대화로 다루었다. 한국의 근대화가 서구와는 달리 짧은 기간 내에 이루

어진 것은 우리의 근대화는 서구처럼 정신과 물질적 근대화를 함께 이루어 온 것이 아니라
물질적 근대화만을 이루었기 때문이란 것이 정평이다. 때문에 우리의 전통 고유문화를 유
지하면서 정신적으로 건전한 생활문화를 동시에 정착시키지 못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근

대화 과정에서 고유의 전통문화보다 외래사조와 物神풍조를 앞세우게 됐다.

일반적으로 근대화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전을 전제로 한다. 산업사회로의 진
입은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인구의 대 이동을 수반하게 되고 인구의 대 이동은 필연적
으로 전통 대가족제를 해체시키고 핵가족 제도로의 전환을 가져온다. 그런데 핵가족의 등
장은 전통 가족제도처럼 오순도순 정이 오가는 가정이 될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의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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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를 잃게 된 문제점이 있다.

1. 가정 교육의 실종
가정은 孝와 사랑과 우애가 깃든 혈연으로 맺어진 天倫의 관계다. 그 속에는 이해를 초
월한 희생과 순종의 미덕이 있다. 이런 가정 속에서 孝와 禮, 전통과 문화, 가치관, 생활방
식 등 윤리와 도덕을 익히는 전인교육을 받게 된다. 학교는 결코 사람을 만들지 못한

다. (school never makes man) 그래서 가정은 도덕의 학교요 부모는 인간 최초의 스승인 것

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가정이 실종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실종은 신세대들로 하
여금 孝를 본받고 예절을 배우며 윤리와 도덕을 터득할 광장을 잃어버린 것이다. 뿐만 아
니라 지금 우리사회는 결혼대비 이혼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사회적 비극을 안고 있다.

때문에 지금 우리사회가 되찾아야할 시급한 과제는 효와 사랑과 우애, 그리고 도덕과
윤리의 뿌리를 내릴 대화의 광장이 있는 ‘가정’을 찾아야 한다.

잃어버린 효와 예절, 실종된 윤리, 타락한 도덕의 회복은 건전한 가정이 아니고는 불가
능하기 때문이다. 禮를 배우고 본받고 익힐 터전이 없는데 어찌 禮를 익힐 수 있는가?

2.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그렇다면 학교 교육은 어떤가?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의 교육풍토는 入試위주의 성적주

의에만 치우쳐 단 하나의 정답 외에는 모두 오답이라는 단답형의 말초적 지능은 발달시켰
으나 깊이 있고 다양한 사고력이나 창의력엔 미흡한 공부만 잘하는 지식전달 기능에만 주
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초적 지능은 발달되었으나 중추적 지성이나 인간의 성

숙을 기하는 인성교육은 뒤로 쳐졌다. 여기서 윤리와 도덕, 예와 효를 배울 수는 없었다.

3. 오도(誤導)된 사회교육
우리는 6.25이후 서구문명의 홍수 속에서 무분별한 외래사조의 유입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과 도덕, 윤리 의식을 뒤로 제쳐놓는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했다. 그리하여 전통윤리와
도덕 그리고 예절은 세월의 변화에 따라 결코 변할 수 없는 민족의 뿌리 정신임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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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한시하는 愚를 범했다.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야기된 지나친 경쟁의식과 물질만능의 物神 풍조는 사회를 더욱
삭막하게 만들어 ‘나’만 알고 ‘우리’를 모르는 공동체 의식을 져버렸다.

여기에서 우리는 뒤늦게나마 실종된 도덕, 붕괴된 윤리나 예절을 찾는 새로운 정신문
화 휴머니즘 운동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맺음말

우리는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 한다. 왜 우리는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 하는가?
아마도 이는 20세기 물질문명의 반동으로 풍성한 삶을 향한 정신적 풍요를 기하고 더
나아가 물질적 산업으로서의 문화가 최고의 부가가치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회고해 보면 지난 20세기는 물질문명의 풍요와 찬란한 과학기술 진보의 업적

을 이룬 세기였다. 그러나 풍요와 진보의 치수만큼 행복과 풍요를 안겨주지는 못했다. 풍
요는 본질적으로 나태와 타락으로 ‘인간’ 을 앗아갔고 발전과 진보는 필연적으로 경쟁 속에

약자와 열등자의 희생을 요구했다. 물질적 풍요가 정신적 빈곤을 초래했고 발전과 진보가
소외와 갈등을 낳아 사회를 삭막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21세기는 ‘인간’을 잃어버린 세기
였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 물질적 빈곤 속에서도 정신적 풍요를 누려 왔다.

개체보다는 공동체를, 갈등보다는 조화를 존중하는 문화를 사랑해 왔었다. 경쟁보다는
나눔의 문화를, 권리보다는 의무를 선호해 왔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삶의 모습이라 생각
해

왔었다. 때문에 지금 우리는 물질문명과 상업주의 병폐 속에서 잃어버린 참된 인간의

모습을 찾을 새로운 정신문화운동을 절감한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 함은 바로 이러한 인간성을 회복하여 정신적 풍요를 찾아야 한
다는 의미도 있다 할 것이다. 매사를 폭력적으로 해결하고 욕구를 섹스로만 채우려는 물질

문명의 타락 속에서 인간을 구원해 줄 유일한 처방은 정신문화인 휴머니즘이요, 사랑이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정신문화를 되찾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그 정신문화가 바로
도덕이요, 윤리요, 충이요, 효요, 예인 것이다.

앞에서 논했듯이 가정은 인간의 첫째 학교요, 학교는 인간의 둘째 학교요, 사회는 셋째

학교임에도 이런 학교가 실종되고 오도되고 있다는데 우리 사회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절의 나라 한국에 예절이 없다고들 한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잃고 살아
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실종된 도덕, 붕괴된 윤리, 인성의 망실을 바로 세워 사
람이 바르게 살 수 있는 바른 세상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펴 나가야 한다. 민족 전통의 맥

을 잇는 고유의 정신문화와 함께 건전한 생활 문화도 함께 정착시켜야 한다. 물질문명의
풍요도 건전한 정신문화가 뒷받침되어야 그 풍요를 구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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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문화원에서는 전통문화를 上존하고 계승하는 사업의 하나로 전통혼 례를 2006년 6’월 초순
경에 재현하려고 합니다. 전통혼례의 의미, 정신, 절차에 대하여 간락이 소개함으로써 감호 독자
여러분들에게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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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후의 급속한 서구화로 잊혀져 가던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문화운동이 각 문화원을 중심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로 신식혼인보다

전통 혼례를 치르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매우 바람직

한 현상이다. 여기서는 혼례의 의미, 조건, 정신, 절차에 관하여 지면상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혼례（婚禮）의 의미
혼례（婚禮）는 옛 가례（家禮） 사례（四禮） 중 두 번째 맞는 통과의례（通過*）이다. 남자
와 여자가 짝을 지어 부부가 되는 것은 음（陰）과 양（陽）이 만나는 것이므로 그 의식의 시

간도 양인 낮과 음인 밤이 만나는, 즉 해가 저무는 시간에 거행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혼
례（=）’라 했다. 또한 혼인（婚®）은 두 성씨의 남녀가 결합하는 것으로 새로운 삶의 출

발이며 만복（萬福）의 근원이다.（夫婦 三姓之合 生民之始 萬福之原）

혼（婚）은 남자가 장가간다는 뜻이고, 인（妖）은 여자가 시집간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헌법（憲法）이나 민법（民法） 등 모든 법률에 결혼«%）이라는 말이 없고 반드시

‘혼인（婚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憲法） 제 36조와 민법 제 3장 ‘건전가정의례정착 및 지원
■%

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남자가 장가간다는 뜻만 있는 ‘결혼（%）’이란 용어는 없다. 그

러므로 ‘혼인（婚써）’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2. 혼인의 조건
가. 혼인의 적령기

남자는 30세에 장가들고, 여자는 20세에 시집간다고 했으나〈禮記〉남자는 16세, 여자는

14세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가 부모 중 병환이 있거나, 50세 이상 연만한 자가 있
으면 나이 12세 이상만 되면 관（官）에 고（告）하고 혼인하였다.〈大典會通 卷 3>
나. 이성간（異性間）의 결합
시대의 변천으로 비정상적인 동성애（同性愛）의 형태가 확산되고 있으나 혼인의 근본 목
적이 종족보존（種族保??）을 위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면 당연히 혼인은 이성간（異性間）
의 결합이어야 한다.

다. 동성동본（同姓同本）이 아니어야 한다.
부여시대에는 일부일처제를 공식화했는데 실제로는 일부다처제가 행해 졌고 신라시대에

는 상류귀족층에서 친족혼까지 행해지기도 했다. 고려시대에는 일부중처제（一^重^I」）가

행해졌다. 그러다가 조선조에 와서는 동성동본의 금혼은 물론 모계 및 처족의 근친과의 혼
인이 법으로 금지되었다. 동성동본이 혼인하는 것은 씨족 윤리의 문란과 붕괴를 가져올 뿐

아니라 우생학적 견지에서도 지능이 떨어지고, 유전병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라. 근친상（近規^）에는 혼인할 수 없다.

고례（古禮）에 의하면 본인이나 부모 등 혼주가 기년（«年1년）이상의 상（喪）이 없어야
하고, 대공（大功9개월）의 복에 아직 장례를 마치지 않았어도 혼인할 수가 없다. 경국대전

（經國大»）에서는 사대부로서 상처한 자는 3년 뒤에 재취（=）할 수 있으나, 부모의 명령,
또는 나이 40인데 아들이 없는 이는 1년 뒤 재취를 허락했다.〈大典會通 禮典 婚隊 37쪽〉

3. 혼인의 정신
혼인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정신이 구현되어야 한다. 요사이 전통혼례를 치르는

사람이거나 신식혼례를 치르는 사람을 보면 절차에만 치중하고 정신을 등한시하는 경향을 많
이 볼 수 있는데 시대조류나 생활여건이 변화하였어도 혼인의 근본 정신은 달라질 수 없다.
가. 평등정신（Zp等精神）

예서（禮書）에 의하면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가 몸을 합하는데 뜻이 있다.남자와 여자가
몸을 합하여 부부가 되면, 남편이 높으면 아내도 높고 남편이 낮으면 아내도 낮다.”고 했다.

혼인하기 전에는 신분이나 나이에 따라 차별이 있더라도 부부가 되면 평등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존대말을 쓰고 서로 절하는 것이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나. 삼서정신（三S精神）

1）

서부모（S父母）: 신랑 신부가 혼인함에 있어 자기를 존재하게 하신 조상과 부모에게

서약하는것이다. ‘

2）

서천지（S天地） : 초능력자이며 양과 음의 기본인 천지 신명에게 서약하는 절차이다.

3）

서배우（S配偶） ：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가 배우자에게 서약하는 것이다.

4）

혼인의 절차

중국 주（周）나라 때의 혼인절차인 주육례（周A禮-납채, 문명, 납길, 납징, 청기, 친영）

가 있으며 주육례（周A禮）가 번잡하다 하여 축소한 주자사례（朱子四禮-의혼, 납채, 납폐,

친영）가 있으나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육례（傳統를 소개한다.

1）

혼담（婚談）: 남자 측에서 여자 측에 청혼（請婚）하고, 여자 측이 허혼（許婚）하는 절차

이다.

2）

납채（M）: 남자 측에서 여자 측에 며느리로 채택하였음을 알리는 절차로 생년월일
시（生年月日時）를 적은 사주（四柱）를 보내는 것이다.

3）

납기（納期） ： 여자 측에서 남자 측에 혼인 날짜를 정하여（洞吉） 알리는 절차로 택일
하여 보낸다.

4） 납폐（納m） ： 남자 측에서 여자 측에 예물을 보내고 받는 절차이다.
5）

대례（大;禮）: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부부가 되는 의식을 행하는 절차이다.

6）

우귀（于歸） : 신부가 신랑을 따라 시댁으로 들어가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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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술

지리산자락에서
종아리 굵기의 청죽을

한마디씩 아름으로 베어와
술독에 담궜습니다.

마디와 마디 사이
텅빈공간으로

한달이면 한방울

일년이면열두방울
시나브로 술이 스며들지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텅 빈 대나무속처럼
둘 사이에 아무 것도 없었지만
시간이 세월이 될 수록
사랑이 채워졌지요.

술이 익어가듯이

우리 사랑도 익어가지요.

함한식
• 월간 문학21 등단
• 안양대 국문과 졸
• 구리문인협회감사

가족간이대V

자녀들의 문제 행동이나 증상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는지 & 원인과

이해하여 보자. 먼저 자녀들의 문제 행동이 어떻게 생기는%

W과

의버를

V］간이쳐모델’잃통해

사람

들의 문제 행동이나 증상이 생기게 되는 궁극적인 원인에 대해 살펴보면서 증상이나 문제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인간이해 모델은 여러 가지 상담 이론과 동양의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람의 문제

행동이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원인과 과정을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 인간이해모델은 먼저 모든 인간에게는 공통적인 근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전제 한
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행동이나 증상의 원인은 이러한 근본 욕구가 좌절되었

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 모형에 의한 인간이해는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설명

된다.

1)

사람돌이 원하고 바라는 것

사람들은 누구나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 부자가 되는 것, 좋은 집에서 사는 것, 행복

.買〒두

원하고
바라는 것

문제행동/증상

부자, 건강, 행복

주의산만, 도벽, 틱

명예, 좋은 성적

가출, 인터넷 중독

학벌, 여행, 신앙
인정...

폭력, 강박, 편집증

사랑

화병, 정신병

대인불안, 우울증

그림 1.인간이해 모델

해지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좋은 학벌을 가지는 것. 사랑받는 아내나 남편이 되는 것, 건
강하게 사는 것,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 행복한 부부생활을 하

는 것,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여유, 독실한 신자가 되는 것, 직업에서 좋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원하고 바란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들이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같거나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저마다 인간들이 살면서 가지는 바람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소망이나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마다 자신의 소원이나 바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

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소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우습게 여기기 쉽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각 사람의 바람이나 소망은 그 사람

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중하다는 사실이다.

한 사람 개인인 나를 놓고 보면 내가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내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냐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
각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떤 가치가 중요하며, 또 어떤 것이 소중하다는 말은 사실 의미

가 없어져 버린다. 우리 모두는 철저히 한 개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에게 절

실하고 필요한 것을 모두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한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내게 소중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이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가져야 할 태도는 다른 사람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 주는
일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소중한 것을 인식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의 바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2） 사랑과

미움

인간은 모두 사랑받기를 원하는 본질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삶에서 인

간의 사랑받으려는 욕구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엄마가 안아주

고, 젖을 먹여주고, 몸을 만져주고, 눈을 맞춰주고, 노래를 불러주기를 원하는 등의 행동으

로 표현되는 사랑을 받기 원한다. 아이가 자라면서 사랑받기 원하는 방식들은 각자 달라지
게 된다. 누구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받기 원하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편안해지고 넉넉해진다. 그러나 사랑에 대한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좌절되면 여러가지

부정적인 정서들이 생긴다. （사실 부정적인 정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모든 감정은 주위의 환경이나 자극에 대한 자연스런 반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감정
이 문제를

야기하는 정서가 되기 때문에 알기 쉽게 부정적인 정서라고 표현하겠다.） 신경

질나고, 우울하고, 화가 나고, 외롭고, 슬프고, 허무해지고, 만사가 귀찮고, 살기 싫고, 주위

사람들이 싫어지고 미워진다.
사랑받기 원하는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일어나는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들은 한마디로

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사랑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과는 반대로 미움은 한 사람을 좌절에 빠뜨리고 절망에 빠뜨리고 심하면 자신뿐만 아니

라 다른 사람까지도 죽음에 몰아넣기까지 한다. 미움이 치명적인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키
기는 하지만 해결책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미움이란 결국 사랑받으려는 욕구가 좌절되
었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미움을 사랑에

대한 욕구좌절로 이해하게 되면 표면에 나타난 미움에 얽매이지 않고 이면에 있는 사랑을

보면서 미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비록 사랑의 욕구가 좌절되어 미움이라는 감정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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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더라도 그 미움에 휩싸이지 않고 미움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사랑의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3) 정서의 표현과 억압
사람들이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태도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과거의 정서적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3세

태도와 주어진 환경에서의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이전의 정서적 경험은 부모의 양육

비롯되어 그 사람의 정서적 태도를 결정

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린 아이 시절에 부정적인 정서들을 표현했을 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이 잘 받아준

경험을 한 아이들은 커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쉽게 자신의 감정 표현을 한다. 그러

나 어린 시절에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해도 반응이 없었거나, 무시당했거나, 비난을 받았

던 경험이 반복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커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쉽

게 표현하지 못한다.

3세 이전에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은 사람은 정서안정의 뿌리가 튼튼하여 웬만한 바
람에는 흔들림이 없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한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정서 표현에
자신이 없어 불안한 마음으로 살게 된다. ‘비난받을지도 몰라, 무시하면 어떡해, 내가 참아

버리지 뭐’ 이런 마음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막아 버린다.

정서와 관련하여 인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

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이전에 감정적 존재이다. 이 말은 인간은 항상 감성적으로 반응을

하는 가운데 감정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이다. 인간은 다양한 가정표현을 하
면서 살아가는데, 인간들이 표현하는 모든 정서들은 주위환경이나 자극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감정에 대해서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여 표현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사랑의 욕

구가 좌절되었을 때 올라오는 미움도 표현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누가 나를 부당하게
자극을 하고 상처를 주었을 때 올라오는 분노도 적절하게 표현해야 한다. 그러면 더 이상

미움이나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이러한 정서들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하면서 자라난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억압해 버린다. 이러한 정서들을 표현했을 때 주위에서 그것을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며 나아가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자신을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받
아들일 것이라고 스스로,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아이 시절에 표현하지 못한 미움의 감정이 반복되거나, 또 다른 일로 정서적,

심리적 상처를 입게 되면 그것은'그 사람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린아이들이
보이는 크고 작은 문제 행동은 거의 대부분 바로 이 정서표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것이 제대로 이해되고 공감되지 않은데 원인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4)

문제 증상의 발현

말 못하는 어린 아이들은 몸짓이나 울음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지만, 그것으로 충족
되질 않는다. 비록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부모나 그 대리인이 정서 표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면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지고 심하
면 정서 자체를 무시해 버리면서 억압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정서들을 이렇게 하나 둘 표현하지 않고 참다보면 표현하지 못한

부정적인 정서들은 쌓이고 쌓이게 된다. 그러나 우리말에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말 그대

로 표현하지 못한 부정적인 정서를 무한히 쌓아 둘 수는 없다. 억압한 정서들이 쌓이고 쌓
여 포화상태를 넘어서게 되면 결국 어떤 형태로든 표출되기 마련이다.사람들이 보이는 문제

행동이나 증상은 대부분의 경우, 표현되지 못하고 쌓인 부정적인 정서가 표출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문제 행동이나 증상은 그 정도와 아이들의 성격에 따라 참으로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잠이 안 오고,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사소한 것에 신경쓰게 되고

불안해지고, 주위가 산만해지고, 쓸데없이 부산스럽게 굴고 분주해지고, 학습장애를 일으키

고, 게임에 중독되고, 대인관계에 불안을 느끼고, 우울해지고. 눈을 깜빡이는 것과 같은 이
상한 버릇을 나타내고, 친구들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힘이 좋고 강단이 있는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가출을 하고, 히스테리를 일으키고,흡연을 하게 되고，술

을 마시거나 본드나 마약에 빠져들고,강박증세를 보이고, 심하면 정신분열증에 걸리는 등
의 증상이 이에 해당된다.

5) 문제 행동과 증상의 의미
정서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쌓이게 되거나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 행동이나 증상은 실로 다양하고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문제되는 모든 행동이나 증상의 의미는 한 마디로 자
신에게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것이다. 혼자 버려두지 말고 자기가 받아야 할 사랑을

가지

고 자신을 사랑해 달라는 신호이다.
부모나 그 대리 역할을 하는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아이들은 다양한 행동
을 하게 된다. 착한 행동이나 예쁜 짓을 해서 관심을 끌려고도 하지만 미운 짓을 해서 관

심을 끌려하기도 한다. 예쁜 짓은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서 관심을 끄는 것이고, 미운
짓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서 관심을 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행동을 보일 때 그 행동을
억압하려고 하게 되면 자칫 문제를 더 악화시키게 된다. 그 대신 관심을 가져달라고 직접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표출하는 아이들의 심정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문제 행

동이나 증상으로 ‘나에게 관심 좀 써 달라’ 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부모에게 ‘너무 힘드니
나 좀 살려달라’ 는

SOS를

보내고 있다. 아이들의 그런 행동은 자기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

해 선택한 최선의 생존전략이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문제 행동이나 증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사랑을 받지 못해 당하는 아픔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사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으며, 그만큼
그들의 좌절과 실망과 고통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처럼
사랑받기 위한 그들의 욕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좌절된 정도만큼 미운 행동으로 표
출되는 것이다.

6) 문제 행동과 증상의 해결 방안
아이들이 보이는 문제 행동이나 증상의 원인을 알게 되었으니 그 해결책을 발견하는 일

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아이들이 보이는 증상을 해결하려면 증상의 생성과정을 거꾸로 거
슬러 올라가서 문제의 원인을 풀어주면 된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쌓이기 시작했거

나 어떤 사건으로 인해 생긴 정서적 반응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또 공감 받지 못했

기 때문에 증상이 발현된 것이므로 그 원인을 찾아 하지 못한 정서표현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서 표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감정 표현은 생존을 의미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담이나 정신치료에서 정서의 적절한 표현을 강조하는 것이다.

미움이든 분노이든 좌절이든 실망이든 슬픔이든 우리 안에 쌓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
든 정서는 적절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랑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드
러나게 된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밑바닥에 있는 창조적인

감정인 사랑을 만나도록 하기 위함이다.모든 인간에게는 순수한 사랑의 감정이 생명의 원천

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사랑받기 위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함으로 생긴 미움의 감정이 이 사
랑의 감정을 변질시켜 버리고 사랑의 감정 대신 우리를 지배하는 감정으로 작동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사랑과 미움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한 면이 사랑이면 또 다른 면은 미움이

다. 사랑이 충족되지 못하면 사랑의 감정은 그 즉시 미움의 감정으로 변해버린다. 마찬가
지로 미움을 적절히 표현하게 되면 미움이 사라져 버리고,그 밑에 있는 사랑이 나오게 된

다. 이렇게 사랑이 흘러나올 때 인간은 진정으로 사는 것의 의미를 경험하게 된다.바로 이
런 의미로 적절한 감정의 표현이야말로 생존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다.

7)

감정 표현과 공감적 반응

감정을 표현하는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것은 우리의 환경과 그 환경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태도가 감정 표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좋든 싫든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그렇게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 생각에서부터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은 될 수 있는 대로 감추어야 한다는 그

런 가르침이 우리의 자연스럽고 적절한 감정표현을 판단하여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는 이런 우리의 잘못되고 왜곡된 생각과 판단을 떨쳐버리고 적극적으로 감정표현을 하도
록해야한다.

'丁느：'

적극적이고 적절한 정서 표현을 돕기 위해서는 공감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감정을

표현할 때 그대로 받아주고 공감적 반응을 하여야 한다. 공감적 반응을 얻게 될 때 억압된
감정이 풀려나면서 사랑의 감정이 올라온다.

공감은 이심전심（以心傳心）이란 말 그대로 너와 내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통하는 것
이다.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는 너의 마음에 나의 마음이 공명되도록 하는 것이다. 상대방

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다.
적극적인 공감에는 3단계가 있다. 공감의 1단계는 상대방이 지금 현재 느끼는 정서에

초점을 두고 그 정서를 표현해 주는 것이다. 실패로 인해 좌절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그
좌절감을 읽고 표현해 주는 것이 1단계의 공감이다.

공감의 2단계는 상대방이 현재 가지고 느끼는 정서 밑에 있는 이면 정서를 표현해 주는
것이다. 표면 정서 밑에는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이면 정서가 놓여 있는데, 그
이면 정서를 알아서 표현하는 것이다. 실패로 인해 좌절을 느끼는 사람의 좌절감 밑에는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바로 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2단계

공감이다.
공감의 3단계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서에 대한 나의 정서도 표현하는 것이다.실패

를 한 사람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때 그 좌절감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도 가슴이 아프다’ 라고 내가 느끼는 정서를

표현한다.

공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느끼는 그대로 또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

하는 말을 그대로 반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상대
방의 정서를 적절하게 그리고 충분히 공감해 주는 것이야말로 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
게 된다.

올바른 성문화

신순 회
(사) 한국예절교육혈회
경기도지회

득어가는”4

인간에게 양심이 발달하기 이전의 원시사회에서는 성의 표현이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웠

을 것으로 본다. 반면 인간의 성적 본능을 억압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문명이 발달 하였
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에 개인의 성적 표현은 어느 문화권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다. 인류조상인

‘호미니드(hominid)로 따져보면 성교의 역사는 수백만 년이 넘

었다고 본다. 성의 표현은 시대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기능이 변하고 있다.

1) 성 문화의 역사적 시작
초창기 세계 문화에서 인구가 집중된 곳은 현재의 이라크 지역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

트이다. 이 시기에 그들이 믿었던 신들은 대부분 자연을 상징하는 표상들이었는데, 그 신
들은 바로 생명이 다산에 달려 있다는 믿음을 상징한다.

그리스와 로마 문명이 싹트기 거의 10,000년 전 여러 종족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여신들

을 경배하였다. 이 수메리아인들에게 남녀를 상징하는 기호는 원래 성기를 단순하게 그리
는 것이었다. 곧 성교의 의미를 현대인들처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탓으로 여신을 받
드는 사원들에서는 개인이나 집단, 가축, 곡식 등의 풍요를 위한 성 의식이 거행되었으며,
그 의식에는 남녀나 동성간의 성교행위가 등장하였다.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해 갈등적 태도를 지녔다. 남성에 비

%

하여 신분이 낮았던 여성들은 남성들이 소유하지 못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

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이었다. 곧 잉태를 하고 아이를 낳는 여성은 경배와 두려움의 대
상이었다. 잉태의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여성이 남성을 유혹하고, 불구
자로 만들 수 있고, 파멸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곧 여성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존재하였다.

- 여성 생식기의 숭배
대지의 생식력을 상징하는 대지모신의 신앙은 만물을 낳고 모든 생명을 계승시킨다고

농경민에게 전송되고 있다.
고대인들의 성의 근본 목적은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생식이었다. 그리하여 아이를 낳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 인정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여성 성기 형태의 신앙이 먼

저 발달하였다. 이것이 고대 사회의 모계 중심사회가 형성되는 동기였다. 즉, 구석기 시대

이래로 여성은 풍요의 신 또는 대지모신으로 숭배되었으며, 생산과 번식의 신비한 능력을
지닌 존재로 숭배되었다.

금세기 중반까지 그들은 남성의 정액이 수태와 출산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들은 여성의 조상들 가운데 한 작은 영령이 어머니의 자궁에 삽입되어 자식이

출산 된다고 믿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며느리가 자식을 못 낳으면 삼신할머니한테 자식하나
점지해 달라고 장독위에 물 떠놓고 비는 의식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믿는 신앙이라

고 본다.

- 남성 생식기의 숭배
생명의 탄생이 여성 성기의 독자적인 역할에 의하지 않고 남근도 역시 작용한다는 개념

이 대두하면서 성기 신앙은 남근 숭배의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는 고대의 모계 중

심사회가 부계중심사회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청동기 및 철기

시대로 들어오면서 여성 성기에 대한 신앙보다도 남성 성기에 대한 신앙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러 문화권에서 남근은 단순히 풍작이나 다산에만 관련되지 않고 신력의 상징

으로 숭배되기까지 했다. 즉, 남근이 남성에게는 힘을, 여성에게는 다산을 부여하는 주술적

인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고대 유럽의 남성들은 공적으로 어떤 서약이나 맹세를 하는데

성경에 손을 얹고 하듯이 성기에 손을 대고 했다. 여성들도 악령을 막아주고 축복을 가져

다준다고 믿었기에 남근의 모습을 조각한 보석이나 부적을 지니고 다녔으며, 고대 로마의
여성들은 결혼전 남근의 조각품 앞에서 신성한 서약을 하기도 했다.

- 성교 행위의 숭배의식

성 신앙의 의식에는 보통 성교행위의 상징적인 동작들도 수반된다. 이 경우 대부분의
여신에게는 주로 남근을 봉헌하여 상징적으로 성 행위를 표현한다. 일본에서도 최근까지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를 상징적으로 교합시키는 의식들이 마을의 연중행사로 여서 곳
에서 성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러 문화권에서 종교의식이나 사회적 전통에 의하연 실제로 성교를 하였는데,
이러한 의식은 다양한 기능을 지닌다. 이러한 성교의식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난교(orgy)로
해석되는데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신을 달래거나 신에게 감사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달된

의식(그리스어로 orgeia)이었다. 그 예가 바로 박카스 축제와 같은 것인데 이러한 축제에서

춤들이 신성한 특성들을 잃게 되자 기독교에서는 비도덕적으로 여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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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변화

- 초기 유대교 문화: 고대 유태인 사회에서의 성 행동의 목적은 종족보존이었다(기원

전 1800-1000년). 곧 동성애, 자위행위, 수간, 낙태 등이 금지되었고, 월경기간 동안

의 성 행위도 금지 되었다. 성적인 vy아isd은 자신의 배우자에게로 국한시켜 혼외 및
혼전의 성교행위를 금지하였다.
- 초기 그리스 로마문화(1000〜 2000년) ： 초기 그리스 문하에서는 가족의 안정을 침해하

니 않는 한 대부분의 성교행위가 묵인되었다. 남편에게 자녀를 생산해주는 역할을 하
는 아내가 있고, 남성들의 사교나 성적 상대자가 되어주는 학식이 높은 창녀(hetairac)

가 있었으며, 또 단순히 남성들의 성적 만족을 위한 창녀(p=e)가 있었다.

■%

- 로마 제국주의 시대(기원전 186〜서기476): 로마시대에는 전반적으로 성의 표현에 대

한 기준이 매우 자유로웠다.

고대의 성 혁명들은 금세기의 것보다 매우 느리게 그리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발생
했다. 또 고대에는 성을 풍작이나 다산과 관련시킨 문화였기 때문에 단순히 향락을 추

구하는 금세기의 것과는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
- 초기 기독교 문화 : 기독교에서는 처음부터 성 윤리를 체계화 시키지 않았다. 예수의

추종자들 중에서 성 행동에 관하여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독신생활을 강조한 성 바울
이다. 방탕한 생활로 인하여 로마제국의 위상이 흔들려버린 4세기 말 기독교는 유태
교의 영향으로 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것은 성 오거스틴

의 등장으로 이루어졌다.

- 중세의 암흑기 : 계속해서 오거스틴이 주장한 가정을 중심한 순결의 미덕이 이어졌다.
- 문예부흥기(1300〜1519) ： 오거스틴이 등장한 이래 수세기 동안 유럽 사회는 성을 엄
격하게 도덕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너무 청교도적인 금욕이나 절제된 생활

에 식상한 사람들은 문예부흥기에 이르러 욕망을 보다 더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발산
하게 되었다.

- 종교계혁기(1517〜 1658)： 문예부흥기 동안 사람들이 욕망을 너무 자유롭게 표현하게
되자 기독교 지도자들은 죄의식을 느끼며 다시 청교도적인 도덕성을 마련하였다. 루

터와 캘빈은 결혼생활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 관계만을 인정하였고, 쾌락을 위한 성은
신을 섬기는데 죄가 된다고 주지시켰다.
- 청교도주의 및 빅토리아 왕조시대(1620〜1900)： 캘빈의 영향으로 결혼 관계외에 성

행동은 자제되었지만 지나친 통제에 항의하면서 자유연애, 산아제한, 여성평등, 결혼
개혁 등의 개념들이 대두하였다. 그러나 빅토리아 여왕(1837-1901)이 등장하면서 남녀

모두에게 자녀생산의 목적 이외의 성 행위를 금지하였다. 1837년 18세에 즉위하여 60

년 이상 통치했던 여왕은 19세기까지의 영국이 세계의 군사적이고 도덕적인 리더로

군림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건강해야 했고, 그 건강을 위해서 성 행동을 자제해야
했다. 기혼남성은 자신과 부인의 건강을 위해서, 더 나아가 대영제국의 번영을 위해서
한 달에 1회 이상의 성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여성들에게는 성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알아서는 안 된다는 정숙함을 강조하였다. 결국 1857년 38세의 여
왕은 성적인 내용이 섞인 책은 외설이라고 금지시켰으며, 기존의 책들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고 판명되어 몰수 • 파기되었다. 남녀 모두에게 자위행위를 병적으로 보았으

며, 여성이 처녀성을 잃을 경우 결혼하기도 어려웠으며, 심지어는 자녀를 생산할 목적

이 아니면서 남편이 부인에게 성 관계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다.
- 산업화 사회（19세기 중반 이후-20세기 초반） : 산업사회로 탈바꿈하면서 빅토리아 시
대의 욕구 좌절에서 벗어나 개인주의적인 사고에 의한 삶을 추구하면서 절제된 부분

이 점진적으로 완화 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9세기후반에서 20세기 초반 사이에 사회정화운동이 전개되면
서 매춘을 법으로 규제하고, 성교개시 연령을 높이고, 중산층이 선에 관한 논의를 삼

가고, 또한 동시에 가정이라는 사적인 영역에서 성에 대한 통제를 추구하려던 사회 운
동이 있었다.

"근대의 성 혁명 : 우리 문화권의 성 윤리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고대 중국 하, 은, 주
나라 3대에 걸쳐 아동 교육서로 이용했던 소학（小學）의 입교（入敎）편에 명시된

‘남녀

칠세부동석’ 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곧바로 근대화의 물결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미니스커트의
등장, 가족 계획의 보급에 이어 연애 결혼이나 혼전 성교의 유행, 포르노의 보급 등은

구세대와 신세대 사이의 거리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였다. 변화에 저항하려는 사람들
이 있고, 또 변화를 가져오는데 앞장서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된다.
성의 표현이나 태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최소한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변화가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일본은 1970년대 그리고 동구

권이나 중국 등은 199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성 혁명으로 인하여 이혼율이나 미혼모들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기도 한다.

그러나 모두가 바뀐것은 아니고 얼마전 국회의원의 성 추행을 들먹이고, 세계적으
로 중요 인물들의 스캔들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보면 윤리 도덕의 기준 룰은 항상
유지해 나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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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동 • 서양의 성개념 : 서양의 성 개념인 Sex의 어원은 라틴어 Sextus로 ‘나누다（Cut）’

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모성으로부터 탯줄을 자르므로써 완전한 성이 된다
는 뜻인 바, 이것은 완전하게 탄생된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이란 남
성과 여성으로 태어난 독립된 인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동양은 한자의 성（性）은 마음（心）과 몸（生）이 결합된 것을 의미 한다고 하겠는데,
이것은 정신과 육체를 총칭하는 이른바 전인적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
동 • 서양의 어원으로 볼때 성이란 인간 • 인성 또는 전인적 인간을 총칭하는 것이며

단순한 성행동이나 육체적인 성의 결합만의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남녀의 교제에 너무나 심한 제약을 가할 수는 없다.

오히려 둘만의 순수한 만남과 사귐은 축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둘의 사귐이 청소
년답게 아름답고 순수할 수 있도록 종은 교제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다. 예를 들면 편지

쓰기, 영화, 연극 감상, 음악회 미술 전람회 감상, 고궁산책, 독서와 대화 등이 있다. 그런
데 어느 한쪽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성인들의 성행위를 흉내내려고 할 때 이들의 순수한 관

계는 위기에 처하기 쉽다.

우이속의 시•가;

우리 인간들은 이성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도 없으며, 성을 배제하고 살기도 어렵다.

다만 인간의 본능을 자아（ego）를 통해서 조절하며, 우리 인간 생활에 합당하도록 조절해
가며 살아간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직하기 전 나는 정말 잘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돈, 권력, 명
예가 아니라 인간 삶의 4가지 사랑 （부모의 사랑, 부부의 人｝랑, 자녀의 사랑, 형제자매의

사랑） 을 다 이룬 사람이라고 한다. 이 4가지 사랑 중에서도 제일은 부부의 사랑이며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지켜야 하는 순결 미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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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견구 리 (cuftwro/加巾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통의 현대적 계승

• 고구려 역사와 조선왕조

500년

역사 연구

• 문화관광 자원 발굴 계승 발전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
• 전통 및 사회 문화예술 강좌 운영
• 문화원 중심의 문화 네트워크 형성

-문화활동 중진을 통한 여가 문화의 잘 향상
• 가족단위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 문화해설사 문화원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여가 활동 지원

-실버 문화 사업 개발

• 실버 문화학교 운영

• 노년층 프로그램 개발 지원

-지역주민의 문화사랑방으로 활성화

• 작은 도서관 운영
• 문화예술동아리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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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구리문화원 사업계획
•구리문화원은 2006년 2월 15일 제 15차 정기총회를 갖고 2006년도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사

업

: , 1. 제 6회 청소년
민속예술제

$7'

-

사

명

2. 아차산
*

제3보루 발굴

브

3. 제3회

:〕
■

’

동구릉문화제

4. 제 16회
시민 백일장

트 조三
'4’'
수.，

■

'후.三\
•
으•章•:三丄

시 : 2006. 9

- 내

용 ; 사라져 가는 우리고유의 전통 민속예술을 적극 발굴, 육성

5. 제 20회
온달춘향제
人f bt\ ‘ '•..•느
. **• ■•广-. ■ ■

' '

6. 갈매 도당굿

-

■.

놑厂三

丄率".

- 기

간 : 2006. 연중

- 장 소 : 아차산 3보루 현장
-내

용 • 아차산 제 3보루 2차 발굴조사

-일

시 : 2006. 5

-내

용 : 풍수학술제, 성년례, 전통혼례위탁보조

-일

시 : 2006. 5

-장

소 : 동구릉, 인창도서관

- 참
-부

가 : 2,000여명
문 : 사진, 비디오, 서예, 글짓기, 미술위탁보조

- 일

시 : 2006. 10. 7

-장

소 : 한다리 돌무리

-내

용 : 장군의 충성, 효성, 부부사랑을 높이 기리고 지역의 전통문

쉼터

화로 이어나감.
온달장군 보존회와 공동 추진위탁보조

'己＜

\ ■.. ■ .
■■

적

하여 전승. 보존시키기 위함.

Z

■心 ■三
三'" ■丁

실

— 일

".스'丁r-

'

업

;
■'즈'

-일

시 : 2006. 3

-장

소 : 갈매동

-내

용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 15호 갈매 도당굿 시연

— 기 간 : 년중

7. 예절교육운영

-내 용 : 학부모 생활예절, 지역사회 생활예절
자녀와 함께하는 예절

8j 장애 우문화체험
三、.三.三

*

'

掌
:. y三

-

9/4 14 호
구히 문화지

— 기 간 : 2006.8
-내 용 : 장애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험

-일

시 : 2006. 4

-부

수 : 2,000부

- 배부처 : 전국문화원, 관내기관단체 도서관, 박물관

S3

—2006 년도 사업계획
사업명

10. 내 고장을
체험해볼까요

11. 향토문화
조사활동

사

업

실

적

-기 간 : 2006. 7 〜 11
— 장 소 : 구리시 전역

\j

才*
'

-내

용: 우리 고장에 대한 답사와 조사를 통한 애향심 고취.-、-

—일

시 : 2006. 1 〜 12

•' ■•.'斗'":恐쓰 '•
三.

-장 소 : 구리시 관내

-내

—일

厂

용 : 고택조사, 망우리 묘역 위인 조사, 우리고장

사지 사
사어
사신
td

14. 육성진흥
기금사업

15. 문화유적답사
（산성 시리즈）

16. 해외백제도예
문화답사

> 추Wfc*
r" ‘ ‘
*

시 : 2006. 12

18. 제 3회
고구려 대제

19. 복권기금
지원사업

1

*S \
호'

■ *" . =

용 : 제 11 기 수강생들의 수료식, 작품전시 무대공연

— 일 시 : 2006 6

-장소 : 구리시 관내 노인정

— 기간:

년중

:今.
스

* ’’

-내 용 : 노인 대상으로 영정용 사진을 찍어 증정함

V買.:' . .

丁—. 三'斗

憂

시

— 내용: •운영지원

—일

•문화원류소재개발지원

‘

• 문화원 육성 진흥 기금 사업 기금사업

.■父

定-

시 : 2006. 3 ~10

-장 소 : 단양, 서산, 공주, 청주

•

'

藝

-내

용 : 백제, 삼국시대, 조선시대의 산성을 답사자체사업

-일

시 : 2006. 8

-내

용 : 일본 후쿠오카의 백제 도예문화체험자체사업

章r라
三W
■ .
= • --새
- .하：호추
丄:F三三

-기 간: 2006. 2

17. 전통 북 전시

허'

'•- '广' .-:

-장 소 : 구리시청 대강당

-내

13 장수기원용

' — K i.=■<

— 참 가 : 관내 초등학교

옛날 이야기 채록, 비지정 문화재 조사사회단체

12. 회원 솜씨자랑

- -

，투:.

-내 용 : 무형문화재 제 42호 악기장인 고 윤덕진님의
전통 북 전시.
—일

시 : 2006. 10

-내

용 : 고구려시대의 제천의식인 동맹을 재연하는

’

'‘三.三三＜2三

의식기타사업
，丁※』丁-

-기 간 : 2006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시기는 유동적임.기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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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흐

.■ -

*

''乂닌 *

' ® 2006년도문화학교 개강
구리문화원 문화학교에서는 2006년도 제11기 회원을 모집하여 2월 15일 개강식을 가졌

다 .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종강후 12월에는 작품발표회를 갖는다.
'흐
'
.g"
'쒀*'‘

-

- 교육기간 : 1학기 5개월（ 2006. 2. 16〈목〉〜 7. 19〈수〉）

'

2학기 4개월（ 2005. 8. 17〈목〉~ 12.13〈수〉）
'

쑤 강의시간 : 38주 （57시간）

※ 강좌 및 주요 강의내용
* .

丁라.

강좌 명

...

-

*- -

'

、

…, A

강좌명

교육 내용

-국악이론과 실기
가야금

M’ '
미술
, （기초）

*
미술*

（천문） '

쇼

주요

진도 북춤

IZ

-민요, 산조

=

（기초）

-가야금병창
-기초이론 및 데생

ZZ
a

-연필 정물화, 풍경화

（전문）

1=
=

丁

H판소뢰

'’’

"'오

（기초）

'

’

**

- h

사 진

-색채학

（기초）

-정물화, 풍경화 이론 및 실기

-설장고 기본 장단

-웃다리 가락 등
-사물놀이 기본 장단
-삼도 풍물놀이

-디지털사진（수정, 합성）

-흑백사진（인화, 합성）

-한국무용 기초

사 진

-포토샵, 리터칭, 합성편집

- 진도북춤（9분）

（전문）

-필름디지털카메라
-실전 촬영위주, 전시（12월

-남도민요

향토문화

-단가 , 판소리, 고법

（지킴이）

*

‘

-동구릉 유물, 유적
-아차산 유물, 유적

-구리시 유물, 유적
-악기의 이해

풍수리지
⑴

교육 내용

-사진이론, 촬영기법

- 수채화

- 초 • 중급 작품지도

■ - ''■丁...

주요

대

-양택론（주택,상가,공장 배치）

금

- 소리내기
-민요 연주

풍수 지리

（2）
+
■ 으 .7
경기민요
j

’

，三
V

-

- 음택론（묘소）

한 문

-패철론, 명당과 명혈론 등
’-장단과 민요 익히기

- 천자문, 사자소학
- 명심보감
-서예 기초지도

-노랫가락청춘가,한강수타령 등

（한글, 한자）
서

-장단과 민요익히기

예

-기본 자제 운필

- 초 - 중급 작품지도

-유산가, 제비가, 회심곡,

산타령, 경기민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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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구리문화원 문화유적 답사
구리 문화원에서 매년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유적답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금년은 제 4년차로 유적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산성（山城）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유적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그 일정과 답사 코스는 다음과 같다.

2006년 구리문화원 유적답사 일정
차

답사일

답사코스

장 소

주

제

3.28

충 북 온달산성-적성과 적성비-탑평리

삼국시대

（화）

단 양 7층 석탑

찾아서

4.26

충

남

（수）

서

산 삼존불

석축읍성을 찾아

19

9.28

충

남

백제의 향기를

（목 ）

공 주

20

10.27

17

18

（금）

해미읍성-개심사-서산 마애

공산성-무령왕릉-공주 박물관

충 북 상당산성-삼년산성-고인쇄
청 주 박물관

르6

산성을

조선시대

찾아서
조선시대와

삼국시대의 산성

참가인원

참가신청 일
*

3.7（ 화）

.

허'

.

80명 .
妻

4.4（ 화）

n

,

■

9.7（、목）J

10.10（횡;
■

그〕'’
■, ■ -

' •'丁' . 方'• 厂丄

■.•人*

<2006

유적답사 성곽의 소개〉

우리나라의 엉곽（城郭）

1.개 넘
성（城）이란 보통 성벽（城壁）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의미는 매우 넓다. 처음에

는 흙을 파서 도랑을 만들거나 흙으로 쌓았으나 사람들의 지혜가 발달하면서 나

무로 만든 목책（木W）과 돌로 쌓은 석축（石築）, 벽돌로 쌓은 전축（電蓄）도 생겼
다. 전형적인 성곽은 네모꼴로 쌓은 성과 다시 그 밖으로 네모꼴로 쌓은 곽（郭）

으로 구성되는 이중의 벽으로 구성된다. 안쪽의 것을 성, 또는 내성（內城）이라
하고 바깥쪽의 것을 곽（郭） 혹은 외성（外城）이라고 한다. 삼중인 경우에는 맨 안
쪽을 내성, 다음을 중성（中城）, 바깥을 외성이라고 하며, 만약 도성（者M）이면 왕

성（王城） 또는 궁성（宮城）이라 부르고, 그 바깥쪽의 것은 나성（羅城）이라 부른

다. 성은 외적의 침입이나 자연적인 재해로부터 성안의 인명과 재산을 스스로 보
호하기 위한 것으로 인위적 시설을 말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다. 지형적인 조건과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의 성곽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지가 많아 특히 산성（山城）이 발달하였으며, 네모꼴보다는 자연적인
포곡선（包谷線）을 형성하여 부정원형（不整圓形）이 많다. 옛말에 성（城）을 ‘잣’이

라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성이 중국계통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다. 대체
로 청동기시대에는 신전（神殿）이 나타나게

되거나, 신성구역（神聖區域）이

있게

되며, 이때 신전을 포함하여 지배자의 거주지를 둘러쌓은 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의 성곽은 집락（集^）의 형성과 지배자에 의한 노동력의 징발, 곧 정치집단
의 발생을 전제로 하므로 국가의 기원과 연계된다. 고전적 성곽발생 이론에 의하
면, 농경 집단이 유목집단의 약탈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성곽을 축

조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대략 넓은 농경지를 가진 배후의 낮은 구

릉위의 성곽들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남부 시베리아 지방에서

만주지방에 걸치는 도피용（M用）목책（Gorodisthche）과 관련을 지어서, 일찍부터
방어용인 산성 위주의 성곽이 많이 축조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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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류
우리나라의 성곽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성곽의 형태로 보면 평면의 모양에 따라 네모꼴. 둥근꼴. 반달꼴. 길다란
꼴로 구분할 수 있다.

2）

성곽이

축조된

위치에

따라 평지성,

낮은 산성, 높은 산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성곽을 축조한 목적과 기능에 의해서

X—
①

왕궁과 종묘사직을 지키기 위한 도

도성도

성 （都城）
②

지방의 행정. 경제. 군사의 중심지인 읍성
（邑城）

③

유사시에

대비

하여

방어용. 도피용으로

쌓은 산성（山城）

4）

낙안읍성

④

창고를 보호하기 위한 창성（創成）

⑤

군사적 요충지에 쌓고 군인이 주둔하던 진보（鎭墨）

⑥

왕이 행차할 때 일시 머물기 위한 행재성（行在城）

⑦

국경과 요새지에 쌓은 행성（行城, 일명 長城）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치선정 및 배치상의 흑징

우리나라의 성들은 평지의 경우에는 물을 이용한 천연의 저지선을 만들었고,
산성의 경우는 규봉（=：넘겨다보는 산）을 피하여 위로부터

공격을 못하도록

위치 선정을 하고 있다. 평지성인 경우는 대개 앞에는 물이 좌우에서 합쳐져 자
연적 참호를 이루게 하고 뒤에는 험준한 산에 의지하도록 하여 방어력을 자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위치선정은 사람의 힘을 가장 덜 들이고 적을 방
어 할 수 있는 점에서 지형의 유리함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대개
물을 이용한 천연장벽을 가진 평지형은 배후의 산에 산성을 동반하고 있다. 이러
換

2006 유적답사 성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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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곽의 배치상태는 이른바 기각의 형태를 이루는데, 이것이 더욱 큰 규모의
지역에 적용되면 산성들 사이의 기각지세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성
은 이 기각지세에 해당하여 하나의 단위성곽이 적의 공격 목표가 되면 다른 성

들이 적의 배후를 공격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5） 구조적 록징
우리나라 성곽의 구조상의 특징은 부대시설의 배치

에 있어서 산의 능선을 최대로 활용하여 축조하는 점이

다. 우선 수문과 성문을 계곡의 중앙과 그 좌우에 설치
하여 통행을 편리하게 하였으며 S자형으로 굽이 드나들
도록 하고 있다. 그 반대로 암문은 산등성이로 통하는
능선부의 바로 아래 비탈진 부분을 이용하여 공산성내

만하루와 연지 설치되어 있다. 치성은 산성의 경우 비
광산성내 만하로와 연지

교적 평탄한 지형에 성벽이 곧게 뻗은 곳에서 산등성이

쪽에 배치되었으며 대부분 곡성을 이룬다. 옹성은 가파른 계곡 경사면일 경우 대

부분 곡성으로 대치되며, 대지일 경우 -I 자형으로 되어 있다. 망루는 가장 높은

정상부, 혹은 산등성이와 연결되는 각부에 위치한다. 성내의 가장 낮은 부분에

연못이나 샘이 있으며, 대부분의 연못은 방형 혹은 원형으로 단을 두고 깊게 축
조하여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여장은 평사（平射）보다는 내려
다보고 쏘아야하기 때문에 그리 높지 않다.

. 단양의 온달산성 （溫達山城） - 사적 제264호 （2006년 3월 28일 답사）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 있는 삼국시대의 성곽. 둘레 682m. 석회암과 사암
으로 쌓은 석축

산성으로서, 성벽이 산의 정상 부근부터 북쪽

경사면의 윗부분에 둘려 있는

을 향해 형성된

테뫼식 산성이다. 성벽의 구조는 주로 내외협축

（內外=）의 형식을 취해 축조되었다. 1989년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지표조사
를 했다. 성벽의 기단부는 암반을 이용해 기초를 삼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는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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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를 보강하기 위하여 계단상으로 기단석축을
한 곳도 있다. 이러한 축조방법은 고구려 산성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수축된 북쪽

성벽의 기단 보축（補築）은 45。각도로 역삼각형의

돌쌓기를 하고 거기서 1m 안쪽에 성벽이 축조되
는 방법을 사용했다. 보은의 삼년산성에서 이러
한 방식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나타나고 있다.

온달산성

성문은 남문 • 동문 • 북문의 3군데가 확인되고 있
는데, 통행을 위한 보조시설을 갖추고 있다. 성 안에 본래 우물이 있었으나 지금

은 매몰되고 없다. 성 안의 물을 밖으로 빼는 배수시설인 수구（水□）가 북쪽 성
벽에 있는데 높이 65cm의 긴 사다리꼴이다. 성 안에서 채집된 유물로서 토기편 •
기와편 • 숫돌 • 철화살촉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토기편들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로 한정되고 있어 그 사용기간은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까지 였음을

알 수 있다.
온달산성은 광개토왕릉비문에

보이는 아단성（阿旦城）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원래 아단성은 396년 고구려가 백제로부터 공취한 58성 700촌 가운데 하나인데

실지회복을 위하여 출정한 고구려 온달장군의 전사 장소라는 전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1. 영춘면 온들산성과 함께 전해지는 이야기
온달산성은 고구려와 신라 백제가 3국의 영토분쟁이 가장 치열하고 심하던 때

에 쌓아졌다. 신라가 죽령길을 서기158년 개설하고 죽령을 중심으로 하여 한강을
장악하고자 손길을 뻗친 곳이 신라의 적성산성이고 서기 551년경 적성산성이 신
라군에 점령되어 전승기념비로 세운 것이 적성비이다.

이때에 고구려 사람은 영춘 온달산성에서 수자리를 살고 신라사람들은 적성산

성에서 수자를 살았다는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온달산성은 외국의 학자들이
찾아와 답사하고는 감탄을 자아내는 곳이다. 1400여년전에 쌓은 산성이 현재까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잘 보존된 것을 볼 때 얼마나 정성을 드렸으며 축성기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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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지 짐작이 간다. 온달산성이 쌓여진 연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신
기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돌을 가져다가 산으로 운반하
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 되었을까 또 무수한 전설과 이야기가

있고 지명의 전래 사연이 있고 속담이 온달장군과 연관되는 것이 많이 있다. 온
달산성을 평강공주와 하루아침에 쌓았다고 한다. 또 그렇게 쌓을 수는 없을 것이
고 사태가 급박하여 빠른 시일에 쌓았다 하겠다. 이 산성이 주는 교훈은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 하였다면 우리나라의 국경은
현재의 압록강과 두만강이 아니였음을 생각 할 때 거대국 만주의 대륙적인 기질
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본다. 온달장군은 약속을 지키는 용장으로서

언행일치를 행한 투철 사명감과 군인정신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온달을 바보라고 하는데 온달은 바보가 아니였고 흘어머님을 봉양하고자 좋은

음식을 대가 집에 가서 얻어다가 봉양하는 극진한 효심을 본 받아야 할 것이다.

평강공주는 신분을 초월하고 부귀영화를 버리고 한 남성을 국가의 기둥으로 키
운 내조의 힘을 표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온달산성 주변의 6km 이내의 122개 마을이 모두 지명과 유래 되었다. 특히 4

km 이내의 82개 마을 중 60%가 군사적 전술용어로 되어있어 온달산성의 이름 자
체를 되살려 준다. 그중 자연마을 명칭 몇 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

온달산성이 아단산성 이라는 설•• …

조선 태조의 이름을 중국서 받아올 때에 단（旦）자를 받아 왔으므로 당시 현의
이름을 감히 왕의 이름과 같이 함부로 부를 수 없어 단（旦） 자에 획을 두 번 그

어서 차（旦）자를 쓰게 되어 아차성이 되었고 또 현 명칭을 을하（刀阿）차현이라
불렀다. 이것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을은 꼭대기 시원지를 말하며 아는 한강을 아

리수라고 했고 단은 아침 단（旦）자로 있다가 차（旦）자로 변했다.
이것을 한글 그대로 말 한다면 한강상류 골짜기 동네라는 뜻이다. 이것은 오늘의

영춘과 같다. 이 온달성을 중심으로 많은 산성이 있고 남천리 성골에 가면 산 능
선으로 남은 산성이 그대로 있고 세목이 세거리에도 문루와 같은 산성의 흔적을

볼 수 있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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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평강공주가 이제 죽고 사는 것이 결판났으니 서로가 갈 길을 가는것
이 현명하다고 하며 평강공주의 덧저고리를 벗어서 관위에 놓고 통곡하여 관이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데 이곳 촌노들은 슬피 우는 사람을 보고 평
강공주 온달이 관 떠나보내는 것 같더라고 이야기 한다.

3.

적성산성（赤城山城）■■■■사적 제265호

충북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 산 3-1 에 위치하며 신라 진흥왕대（545-551년） 축

성된 길이 923m의 석축산성이다.

단양 적성비가 발견된 적성산성은 단양읍 하방리 성재산 정상의 주위가 환히
보이는 산 정상에 있다. 북으로 남한강을 두고 동

서로 남한강의 지류인 죽령천, 단양천을 낀 천혜

의 요새이며, 동시에 남한강의 수로와, 남쪽 죽령
의 육로를 가까이에 둔 교통상으로도 중요 한 길

목에 자리 잡고 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적성 산성

있는 이 산성은 그저 신라의 산성 가운데 하나라

고만 알려져 있었을 뿐 그리 유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진흥왕대에 세워진 적성
비가 발견된

후에는 대단히 유명한 곳이 되었다.

적성산성으로 가기 위해 단양읍 하방리에서 제천행로（S川行路）를 따라가면

산봉우리를 오른쪽으로 끼고 돌게 되는데 이곳을 ‘재깟모롱이’ 라 합니다. 과거에
는 이곳에 건물이 즐비했는데, 큰 화재가 나서 모두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재

깐’이라는 명칭이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재

［城］의 갓［모롱이］이라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산성 위에서 북동
쪽으로 멀리 90여 리 떨어진 곳에는 고구려 장군 온달이, 잃은 영토를 회복하기

위하여 남하한 곳이라고 하는 온달산성이 있습니다. 또 남쪽으로 5km에 공문성,

15km에 죽령산성, 북서쪽 남한강 건너에 가은암석성이 있다.
적성산성이 위치한 해발 323.7m의 산과 성 자리에 대한 기록을 종합해 보면,
명칭이

성산（城山） • 성산성 • 고성（古城）으로 되어

있다. 단양군의 북쪽 2〜3리

성산에 있는 석성으로 둘레가 1,768척이며 그 안에 큰 우물 1개소가 있다고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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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대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산성 중 이름이 없는 것은 ‘성재, 성산, 성치’ 등
으로 불리고 있으므로 이 산성도 이름이 없는 성 자리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적성산성은 성의 명칭도 모른 채 그 존재만 알려져

‘성산성（城山城）’ 이

라 불려 왔다. 그런데 1978년 1월 6일 단국대학교 조사단에 의해 이 성산성 안에

서 옛 비석 즉 신라적성비가 발견되고, 거기 새겨진 비문에서
가 3번이나 나와서 성의 이름이

‘적성’ 이라는 글자

‘적성산성’ 임이 밝혀졌다. 이곳은 본래 고구려의

적성현으로 신라가 점령한 다음에도 적성이라고 불렀던 것이니, 이 성은 곧 신라
가 고구려의 적성현을 공략하여 차지한 지방을 다스리며 쌓은 성이라 하겠다.

적성산성은 둘레가 922m의 석성으로 별로 가공하지 않은 할석 및 자연석으로

축조되었다. 남서쪽 끝의 산봉우리를 출발점으로 하여 북동쪽으로 달리는 산등을
따라 이어진 봉우리의 바깥쪽을 돌아 쌓아졌고, 이 산등의 남쪽 낮은 땅에는 논

밭이 이루어져 있다. 산성의 평면 형태는 북동에서 남서로 길게 뻗은 산등을 따

라 쌓여진 반월성인데, 남서 끝의 산봉우리를 막아 3겹의 석루（石튜）가 있으나,
북쪽 성안에 4〜6m’ 넓이의 평지가 도로로 끊어져 잘려 있으므로 이것이 내성인
지는 알 수 없다.

성안의 지세는 북고남저（北高南抵）인데다가 북쪽 성밖은 비교적 완만하고 산

등이 당（堂）고개 — 여우샘 — 놋재를 거쳐서 두악산（해발 722m）과 통하게 되어
있다. 이 점은 그곳 사람들이

‘남한강을 경계로 북쪽은 고구려였고, 남쪽은 삼한

（신라를 지칭한 듯） 이었다’는 전설과 성문이 북쪽에는 없고 남쪽에만 있는 점
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이 적성이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전쟁하는 상황에서 북

쪽에 대응할 준비로 쌓아졌으리라 짐작된다.
이 성의 기초는 흙과 돌로 다지고 그 위에 바깥벽은 자연석으로 고루 쌓았으

며, 안쪽 면의 성벽과 산의 사이 틈에는 흙과 돌로 채웠다. 안쪽의 높이는 그리

높지 않은데, 이 안쪽으로 사람과 말이 통행할 수 있거나, 건물자리인 듯한 장소
가 있어서 여기에 성랑（W）건축이 있었을 둣하다. 이런 성 쌓기는 삼국시대의

신라나 백제 산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다.

성벽의 유구（遺構）는 대부분 떨어지고 무너져서 ［대동지지］에 이미

‘성산고성

（城山古城）’으로 기록할 정도였으니 지금은 무너진 자리만 있을 뿐인데 남아있

I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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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태가 가장 좋은 곳은 북동쪽 끝으로 이곳은 윗 두께 0.6m, 안 높이 1.3〜

3.3m, 바깥 높이는 2.0〜4.3m정도 된다. 성문 자리는 남서쪽 끝과 남쪽에서 당고
개로 이어지는 산 동쪽 그리고 남동쪽의 3개소에서 폭 9m의 것이 확인되었으나
‘내유대정（內有大井）’이라고 한 우물은 흔적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성 안 땅의 겉면 경작지에서는 삼국시대의 토기와 기와조각이 여기 저기 보이

고, 남쪽과 북동쪽 끝 부근에서 고려의 토기와 청자 조각이 발견되었다. 이 산성
은 삼국시대에 축조되어 삼국이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틈바구니에서 격렬한

싸움터가 되었다. 또 후삼국이 정립했을 때에도 국경이 되어 적을 방비하기에 편
리한 곳으로 구심점 역할을 했는데, 아마 고려시대까지 산성의 역할을 했던 것

같다.

이곳에서는 고식（古式;）의 신라 기와 조각과 회색의 경질토기조각 등이 나왔
다. 이 조각들 가운데는 탑 모양의 꼭지도 있었다. 종모양의 몸에 보주형 꼭지가
달린 것인데 고신라 토기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경상도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

한편 적갈색토기 중의 1개는 쇠뿔모양 손잡이이고 1개는 의사문（M文）의 자

국이 있는 입술부분인데 본래의 그릇 모양은 바닥이 평평한 화분 모양 토기라고
생각된다. 이런 적갈색 토기는 백제와 신라에 모두 나타나고 있어서 그 계통이
무엇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럽다.

이와 같은 것을 종합해 보면 토기들은 전형적인 경상도 토기와는 달리 백제적

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는데, 이 점은 단양이 소백산맥의 북쪽에 있어 경상
도 지방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매우 흥미 있는 사실
이라 하겠다. 즉 단양은 본래 고구려의 영토이면서도 그 토지는 남한 문화권에

속하였고, 그것도 경상도보다는 충주를 통하여 서해안 백제 중심지방과 통하고
있음을 이 토기조각들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적성산성은 위치가 남한강을 북쪽에 두고 쌓은 전초기지이므로 고구려가 차지
하였던 것을 신라가 다시 점령한 뒤 수축（修築）한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의 성벽

은 2001년에 개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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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해미읍성（海美邑城） 一사적제 116호 （2006년 4월 26일 답사）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에 소재한 조선시대의 읍성.
조선 고종 9년（1872）에 저술한 해미 군지

와 고종 36년（1899） 에

발간된

해미읍지의

문헌 기록에 의하면 조선 태종 7년（1407）에

정해현（貞海懸）과 여미현（餘美懸）을 병합하
여

해미현을 설치하였으며

에

덕산（德山）에 두었던 충청

태종 14년（1414）
병마절도사영

을 해미로 옮겨온 후 효종 3년（1652） 병사영
을 다시 청주로 옮겨 갈 때까지 238년간 해

미는 호서지방의 군사적 중심지 역할을 하였

해미읍성 보루

던 곳이다. 병마 절도사영이 청주로 옮겨간

후 해미는 호서좌영으로 삼고 전영（前營）을 홍주（현 홍성）, 우영에 공주, 중영을
청주, 후영을 충주에 두고 호서지방을 방어케 하였는데 해미 호서좌영에는 병영

장이 현감을 겸임하는 겸영장을 두고 병무와 행정을 담당케 하였다. 숙종 19년

（1693）에 해미의 호서 좌영이 온양으로 옮겨 가면서 해미에는 현감을 두고 다스
려 오다가 다시 숙종 38년（1712）에 겸영장을 해미로 환원시키고 해미, 대흥, 온

양, 면천, 태안, 결성, 예선, 평택, 아산, 신창, 덕산, 당진 등을 조선말까지 관장

하였다. 이로 인하여 대원군 천주교 박해사건 당시 체포된 천주교 신도들을 이
곳 해미읍성에 압송하여 처형한 순교지이다. 해미읍성 성곽을 쌓기 시작한 연대

는 전해지는 기록 문헌이 없어 알 수 없지만 병마절도사영이 주둔한 이후부터

축성하기 시작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곽의 성 돌에 공주, 청주 등의 지명
을 공사 구간별로 음각으로 표시된 것을 볼 때 관할지역의 장정들을 동원해서

성을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성곽 축성이 완공된 것은 진남문의 안쪽 상단의 장

대석에

‘황명홍치사년 신해건（皇明리X治四年辛M建）’이라고 음각된 명문으로 볼

旧5

2006 유 적답사 성 곽의

소개

때 조선 성종 22년（1491）에 축성이 완공된 것으로 본다.

1926년 발간된 서산 군지에는 성곽둘레 6,630척, 높이 13
척, 치성 380첩, 옹성 2개소, 문은 동서남문이 있고 분문과
초루와 포루는 없으며 성내에 우물이 6개소, 탱자나무가 성
곽을 둘러싸고 있으며, 관아 건물로 동헌, 객사, 아관청, 착

창, 장군창, 현사청, 내아, 옥사, 책실, 사령청, 교련창, 관노

해미 읍성

방, 고자실, 외삼문, 내삼문, 동서남문루가 있으며 그 규모와
면적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진남문 우측에 현존한

‘해미 좌영루첩중수비’의 기록문에 헌종 14년（1849）박

민환이 해미 겸영장으로 부임하여 헌종 17년（1850）까지 폐허된 읍성을 크게 중
수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조선말엽에 크게 수축했음을 알 수 있다. 읍성내의 관

아 건물들은 대체로 일제 초기까지 존재하였으나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성

내에 학교, 면사무소, 우체국 등 현대 건물을 건축하면서 관아건물 대부분 매각
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축되어 훼손이 극심하였다.
현재 읍성내 복원된 건물은 동헌, 관아문, 책실, 동헌 부속사, 망루（청허정）,

동문, 서문, 남문, 포루 2동 등 10동의 관아 건물이 복원되었다.

三.

공산성 ［公山城］ — 사적 제 12호 （2006년 9월 28일 답사）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백제 시대의 산성. 둘레 2,200m. 웅진성（M#
城） • 쌍수산성（雙樹山城）으로 불리기도 했다. 금강에 접한 표고 nom의 구릉 위

에 석축과 토축으로 계곡을 둘러 쌓은 포곡형（包谷型） 산
성이다.

475년 문주왕（文周王）원년（元年）（475） 공산성과 금강
한산성（漢山城）으로부터 이곳으로 도읍（都邑）을 옮겨 삼
근왕（三斤王）, 동성왕（東城王）, 무령왕（武學王）을 거쳐 성
왕（=）16년（538）에

부여（扶餘）로 옮길

때까지

64년간
공산성과 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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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의 정치 • 경제 • 문화의 중심지인 공주를 보호하기 위해 축조되었다. 축성 시
기는 국력이 안정된 동성왕 때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백제시대에 축조된 이
래 여러 차례의 개축을 거쳐서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 성의 구조는 석축 약

1,810m, 토축 약 390m이다. 석축산성은 안팎으로 돌을 쌓는 협축방식（來築方式）
을 이용했으며, 내탁외축（內括外築）을 한 부분도 있다. 상단의 너비는 약 70cm

정도이고, 안쪽에는 백회를 발라서 성벽의 석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했다. 토축산

성은 돌을 혼합하여 쌓았는데 대개 높이 Im, 바닥너비 8.5m, 윗면너비 3m 정도
이다. 성내에는 깊이 2m 정도의 호（펴）가 형성되어 있다. 서쪽 성벽은 토축된 위

에 돌을 쌓아 축조했다. 성에는 진남루（鎭南樓 : 南門） • 공북루（ML樓 : 北門）와
암문（暗門） • 치성（雅城） • 고대（高臺） • 장대（將臺） • 수구문（水□門） 등의

방어시

설이 있으며, 동문과 서문의 터가 남아 있다. 성내에는 영은사（靈隱寺） • 광복루

（光復樓） • 쌍수정（雙樹호） • 명국삼장비（明國三將碑） • 쌍수산정주필사적비（雙樹
山호e事積碑）와 주초석 • 창고터 • 연못터 등이 남아 있고, 만하루지（유河樓hh） •

임류각지（臨流閣；바:） • 장대지 등이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동쪽과 서쪽에는
보조 산성이 있어 공산성을 보호하고 있다.
연꽃무늬 와당을 비롯하여 백제 기와 • 토기 등의 유물들과 고려 • 조선시대의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었다. 백제 멸망 직후에 의자왕이 잠시 머물기도 하였으며,
백제부흥운동의 거점지이기도 하였다. 1623년 이괄의 난 때 인조가 이곳으로 피
난했던 일화도 있다.

四. 상당산성 ［上黨山城］ - 사적 212호 （2006년 10월 27일 답사）

청주의 상당산은 계곡을 둘러 돌로 쌓아 만든 산성으로 백제 때부터 이미 이

곳에 토성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곳이다.

삼국시대（三國時代） 백제（百濟）의 상당현（上黨懸）에서 유래된 이름인 듯하며
둘레가 4km나 되는 거대한 포곡식（包谷式）석 축산성（石築山城）이다.

멀리 보이는 상당산성의 동장대 통일신라（統一新羅）초기에는 신라의 서원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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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原小京）이 청주지 역（淸州地域）에 설치（設置）되었는
데 ,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김유신（金庾信）의

세째

아

b

터

서원술성（西原述城）을 쌓았다는

mi

‘기록이 있는바, 이때 쌓여진 것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H

한다.
현재의 성벽은 임진왜란（王辰｛委亂）（1592）때 수축（修

M

들 원정공（元貞公）이

築）되고,

숙종（肅宗）（1674〜1720,

재위） 때

H

대대적인

멀리 보이 는 상당산성의 동장대

개축（改築）이 되었으며, 그 후 계속 수축된 것이 성문
무사석（武士石）의 명문（銘文）에 밝혀져 있다. 성 안에 5개의 연못과 3개의 사찰,
관청건물, 창고 등이 있었는데, 현재 남문과 동 • 서문을 비롯하여 동북과 서남에

암문애g門）이 있으며, 치성（雅城） 3개가 남아 있다. 성벽은 네모나게 다듬은 화
강암으로 쌓았으며, 비교적 잘 남아있으나 성벽 위에 낮게 쌓은 담（여장）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정상에 오르면 서쪽으로 청주 • 청원 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 보여

서쪽 방어를 위해 쌓여진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한옥（韓屋）마을자리는 옛 지도에는 초옥（草屋）의 민가（民家）가 있던 곳

이며, 저수지는 본디 수문이 홍수로 없어진 후 만든 것이다.
남문 밖에서 사량부（沙梁部）의 명문이 있는 기와가 나오기도 하며 조선시대

（朝鮮時代）에는 충청도（忠淸道）병마절도사영（兵馬節度使營）으로서

국방의

요충

이었던 유서 깊은 곳이다. 1970년에 사적 제 212호로 지정되었다.

1 . 삼년산성（三年山城） 一 사적 235호
삼년산성은 신라（新羅） 자비마립간立干）13년（470） 축성（築城）을 시작
한 지 3년 만에 완성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그 후 소지（招知）마립간 8년（486）에 실죽（實竹）이 3천 명의 인부를 징발해 개

축（改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삼년산성의 성곽 신라가 서북지방으로 세력을 확

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초（W肖） 기지였다고 생각되고 있으며, 삼국통일（三國統
—）전쟁 때 태종（太宗） 무열왕（武%!4王） （645〜661, 재위）이 당（唐）나라 사신 왕
문도（王文度）를 이곳에서 맞이하기도 하였다.
弓）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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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高麗）태조（太祖）왕건（王建）（918〜943, 재위）

은 이 성을 점령하려다 크게 패하였던 때가 있었던
난공불락의 요새이다.
성벽（城壁）은 납작한 돌로 내외협축（內外來築）을
하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석축산성（石築山

城）으로 평가된다. 성의 둘레는 약 1.7km이고 성벽

의 높이는 13m, 폭은 8〜 10m에 이른다.

삼년산성외 성곽

이 성에는 서문（西門） • 북문（北門） • 동문터（同門；바）가 있고, 특히 성벽의 군
데군더에

곡성（曲城）이

있어

우리나라 고대（古代）축성법（築城法）연구（硏究）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성내에는 아미지（W池）란 커다란 연못이 있었고, 성 밖의 산 능선에는 수많
은 고분군（古m）이 있어 유서 깊은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충북도는 청주 상당산성과 보은 삼년 삼
년산성 연못 산성 등 충북지역 산성들을 세
계문화 유산어

등록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삼년산성은 1994년 9월 세계유산 잠정목

록에 오르는 등 세계적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삼년산성외 연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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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05년 복권기금 지원사업 프로그램 결산
구리문화원은 지방 문화원 본연의 설립 목적인 정신 및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함께 현대의 문화 흐름과 접목을 통한 문화 활동을 적극 시도하고 있다.
특히 구리문화원은 지난 2005년도에 전국 지방문화원 중에서는 가장 많은 복권기

금 4600여만원을 지원받아 우리지역의 문화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체험 프로
그램을 개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하였다.

1.

.

청소년 연극“시.삭.꽃.實.연극을 배워볼아?"
씨를 뿌려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마음으로 준비한 청
소년 연극발표회를 갖고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을 통해 아름다운 마음

을 기르게 하는 문화체험을 안겨준 문화활동으로 연극 내용은 꿈을 키

우는 아름다운 여고시절의 학교 생활을 그려낸 작품이다.

- 공연 장소 : 구리시청 대강당

2.

"장애우와 할께 연극을 안들어 볼까?"

우울증,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의 정신지체의 구리시 거주 저소득 성
인 장애우를 연극에 직접 출연시켜 새로운 흥미와 상상으로 재활의지를

복돋아 빠른 사회 복귀와 삶의 자신감을 갖도록 한 연극.
구리 보건소의 재활교육센터와 정신보건센터의 추천과 도움으로 이

루어진 문화 사업이다.
-

3.

공연 장소 : 구리시 보건소

“우리, 뮤지컬을배워볼까?”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뮤지컬이란 평소에 접하기 힘들었던 생소한 공연예술

을 체험케 함으로서 구리시관내 초등학생 중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

대상자로 학교장 및 시회복지관 추천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케 하였다.

-공연 장소 : 구리시청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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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우와 할께3■는

우리의 소리, ：4

의 향이를 차아서...

문화와 동떨어진 환경속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우들에게 보성의 녹차밭을 둘러보고
선조들의 여유로움을 즐기며 예의바르게 마시던 전통의 다도를 체험하고 소리（서편

제）의 고향을 찾아 옛 가락을 심취해 보도록 한 문화체험.
-장 소 : 송광사, 낙안읍성, 순천만, 보성차밭,정응민 소리비

5.

문화소외 쳬 층과 할께너■는 백 다사 테플스테。I

만해 한용운 기념관과 백담사를 둘러보며 산사의 하룻밤 체험을 통해 불교문화를

이해하고 율곡의 오죽헌을 둘러보며 정신적 소양
을 익혀 정신문화 함양을 기한

문화사업. 구리시 관내 노인 극빈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여행임.
- 장 소 : 만해기념관, 백담사, 오죽헌, 강릉시립박

물관, 참소리박물관

6.

외국인 노동사와 하께斗는 전주 전통 한옥생화 체힘과

외국인 노동자에게 우리의 전통 한옥 생활을 체험케 하여 귀국후 우리 문화를 이해

하고 홍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줌은 물론 오랜 외국생활에 향수를 달래주어 생
산활동에 기여토록 한 문화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구리 실업인회와 천주교 노동자 센터에서 추천된 외

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여정이었다.
- 장 소:전주전통한옥생활체험관, 전주전통문화센타,

경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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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문화유적답사기〉

”!아의 승로밥

백담사의 하룻밤 산사（山寺）체험을 위해 도시의 콘크리트 장벽을 벗어난 안개 낀 늦가
을 아침은 가볍고 상쾌했다.
차창 너머 길가에 늘어선 코스모스는 흐느끼듯 하늘거리고 울긋불긋 물들어 내린 산자

락에 가을걷이가 끝난 들판은 텅 빈 충만 속에 내년을 기다리는 정겨운 농촌의 풍경이 펼

쳐진다.

지금은 아스팔트 신작로가 훤하게 뚫렸지만 옛날에는 인심 좋기로 소문난 곳이나 산골
의 오지 땅이라

다시 오기 어렵다며 강원도 인제（«歸）와 원통（元通）을 빗대 “인제가면

언제오나 원통해서 어이하리”란 말이 생겼던 인제 땅을 밟는다.

강원도 인제는 정선의 아리랑과 함께 우리 선조들의 삶의 애환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대
표적 산촌 마을이다. 인제군（郡）은 이곳에 산촌민속박물관을 지어 잊혀져 가는 옛 선조들

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산촌 겨울 생활을 나기 위해 방과 부엌과 외양간을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꾸며 놓고 방
에는 지금의 벽난로에 해당하는 ‘코쿨’을 설치하여 조명 역할과 함께 방을 따뜻하게 꾸민

집 구조며, 돌이 많고 경사가 급한 밭이 많아 두 마리 소로 이끌고 겨리쟁기질로 밭을 갈
아야 했던 산촌 농경모습. 인제 지방에서 나는 질 좋은 적송（赤^）등의 목재를 베어 설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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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대암산, 향로봉에서 벌채된 원목은 인북천에서

가리산, 방태산 등의 원목은 내린천을

통하여 합강에서 모아 뗏목= 서울 마포까지 운송하는 그 뗏목을 팔아 다시 인제로 오면

서 객주집 주모들에게 술값으로 털리고 빈털털이로 돌아온다는 낭만적 뗏목꾼들의 애환도
이곳 산촌 민속박물관에서 상상해 볼 수 있다. 떼돈 번다는 얘기는 바로 이 “뗏목”에서 유
래된 말이라고 전한다.

강원도 감자 바위를 떠올리게 하는 윤동주의 詩도 시선을 끈다.

굴

산골작이 오막살이

몽기몽기 웨인 연기

뚝

낮은 굴뚝엔
대낮에 솟나

감자를 굽는 게지 총각애들이

깜박깜박 검은 눈이 모여

앉아서

입술에 꺼멓게 숯을 바르고
옛이야기 한거리에 감자하나씩

산골작이 오막살이

낮은 굴뚝엔

살랑살랑 솟아나네 감자굽는 내

언구=5만밖에 되지 않는 작은 인제군이 이렇듯 훌륭한 민속박물관을 지어 홍보하는 문
화의식에 찬사를 보낸다.

민속박물관을 나와 대 설악의 품속으로 들어간다.

설악은 한계령과 미시령을 경계로 동해쪽은 외설악이요 서쪽（인제군）은 내설악 그리고
양양군의 오색일대를 남설악이라 부르는데 외설악은 기암절벽과 폭포가, 내설악은 백담 계

곡과 수렴동 계곡. 구곡담계곡등이 빼어나다.

그 내설악 오지에 자리 잡은 백담사 입구 만해（萬海）마을에 닿으니 앞에는 백담계곡의
맑은 물이 흘러내리고

뒤에는 내설악의 끝자락이 병풍을 치고 있다.

늦은 가을이라 이미 철이 지났으리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설악은 만산홍엽이 불타고 있
어 흘러내리는 단풍이 만추의 정취를 더 해주고 있다. 자연의 정취처럼 인간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움이 또 어디 있겠는가?

백담사 입구 인제군 언저리엔 만해 한용운을 기리는 박물관이 세워져 만해의 일대기와
그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고 기리는 문학 행사가 매년 열리고 있다.

만해 한용운.

승려이자 시인, 그리고 독립운동가였던 그는 1905년 이곳 백
담사에 입산수도하여 깨달음（覺）을 얻고 불교개혁과 함께

‘님

의 침묵’이란 시집을 발표하여 우리 문학사의 한 획을 그었다.

‘님의침묵’은 모두 88편의 시로 이루어졌는데 이 시집에 수
록된 시들은 모두 님과의 이별과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

만날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때에 다시 만
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님의 침묵속의 그 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드러내지 않고 있지 만 그 “님”은
부처요, 조국이요, 연인의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그중에서도 만해는
승려로서는 표출할 수 없는 이성으로서의 “연인”을 강력히 내포하고 있다는 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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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해 문학박물관을 둘러본 후 백담사로 향했다.

백담사（百潤寺）는 설악산의 주봉인 대청봉에서 백담계곡으로 절까지 흘러내리는 냇물에
작은 못（潤：담）이 100개가 있는 위치에 절을 세웠다하여 백담사란 이름이 지어졌다는 전설
이 전해 오고 있다.
백담사는 내설악 오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짐승이 많고 사람의 왕래가 드물어 옛날에는

좀처럼 찾기 힘든 수행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폐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은 편도로 차가 겨우 다닐 수 있게 길을 닦아 놓았는데 백담의 계곡 길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를 휘도는 굽이굽이 고갯길이 가파르고 그 밑 하얀 바위 위로 객진
번뇌를 씻어 내리듯 흘러내리는 맑은 계곡물은 문자 그대로 한 폭의 산수화를 방불케 하는

절경이다.

백담사에 이르니 만해 기념관이 눈을 끌고 그 앞에는 “나룻배와 행인”이란 한용운 시비
가 세워져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 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며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맛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

않고 가십니다 그려

그러나 당신이 언제던지 오실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며

날마다 날마다 낡아 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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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의 밤이 찾아왔다.

산사의 밤은 모두 잠이 들은 듯 고요했다. 하루의 산행이 피곤하여 잠을 청하려 했으나
잠들려 애를 쓰려 해도 애를 쓸수록 잠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절간의 하룻밤을 홀로 지새

게 되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 본다. 새삼 절에 와서 나를 찾아보려는 것인지
는 몰라도 홀로 있다보면 벌거벗은 나 자신을 뒤돌아 성찰할

수 있는 것 같다. 온갖 상념

속에 자는 둥 마는 둥 새벽 예불을 알리는 목탁소리에 정신이 맑아진다.

새벽 3시,

아미타불을 염하는 아침 예불의 목탁소리가 밤의 적막을 더 거든다.

법당에 들어가 예불을 올렸다.

“-청산은 날더러 물같이 살라하고 창공은 날더러 바람처럼 살라지만 조용히 정진하려
하나 속세의 바람은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구나 인연따라 만나 인연따라 헤어지는 세상
사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런 스님의 염불 독경소리를 들으며 법당을 나서니 마음이 한결 가볍고 맑아짐을 느낀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삶의 모습
이려니.
새벽 하늘을 쳐다보니 그렇게 맑을 수 없는 하늘의 찬란한 별들이 아름다운 빛을 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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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寺의 밤

새삼 초（楚）나라 굴원（屈原）의 독백어린 시가 생각난다

擧世背渴我獨';# （거세개탁아독청）

衆人호醉我獨jg （중인개취아독성）
온 세상이 다 흐려도 오직 나만은 맑고
뭇 사람들이 다 취해 있어도 오직 나만은 깨어 있네

아직도 일행들은 잠속에 묻혀있다.

2005. 11. 2 새벽
백담사에서

안영기

〈복권기금 문화유적답사기〉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하는

전주 전통 한옥 생활체험관에 다녀와서…

김진

이

복권기금지 원으로 운영 중인 생활문화 프로그램 .
‘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전주전통한옥생활관 ‘사업을 진행하는 날이다.
이 사업은 기획할 때와는 달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쉬는 날인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

일을 사업일로 정해야 했기 때문에 일정도 다시 짜야 했고 참여하려는 친구들이 많아
서 버스를 40인승에서 45인승으로 갑자기 바꾸게 된 우여곡절이 많은 프로그램이다.

‘외국인’노동자와의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해주신 노동 상담소 허 재석 신부님과 함께 마
석 성생 공단으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러 향

했다.
예정시간보다 조금 늦은 오후 2시 30분경 버
스가 출발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음악 테이
프를 틀어 달라고 한다. 테이프를 틀어주니 모
두가 한 마음인 듯 합창을 하고 참여자 중 맏
형인 샤자한이 방글라데시의 민속 음악인 듯한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의 의미 전달은

잘 안 되지만 풍부한 성량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곧이어 슈엘이 밤새워 준비했다는 릴레이 게임을 했는데 겹겹으로 쌓여진 네모난

상자를 한 겹 한 겹 풀어낼 때마다 재치 있는 질문들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였다.

토요일이라 차가 밀려 예정시간보다 1시간 30여분 늦게 전주전통한옥 생활체험관에

도착하였다.

1시간여나 기다린 매듭 선생님께 죄송하여 휴식할 시간도 없이 매듭체험에 들어갔
다.
매듭체험은 두 개의 이쁜 끈을 이용, 매듭을 지어 목걸이나 팔찌 만드는 법을 배웠

는데 방금 도착한 사람들답지 않게 힘든 내색 없이 열심히 만들어서 자신의 몸에 착용
하며 좋아하는 외국인 친구들의 모습이 고맙게 느껴졌다.

바쁘게 움직여 저녁 식사를 하고 대청마루에서 펼
쳐지는 마임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인간

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인생을 몸으로 표현하는

내용이었는데 마루에 빼곡히 앉아 숨을 죽이며 관람하
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

졌다.

이어서 특별히 준비한 국장님의 섹스폰 연주가 이어졌는데 한옥 대청마루에서 울려
퍼지는 섹스폰의 감미로운 음악은 이색적인 느낌으로 하루 동안 긴장으로 피곤했던 몸

과 마음을 풀어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연주가 끝나자 이에 질세라 베트남에서 온 피차이가 조그만 소고를 두드리며 노래
를 불렀고 샤자한의 노래가 이어졌다. 샤자한의 노래는 우리나라의 만담이나 개그와

비슷하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계속 꾸며가면서 이어가는데 긴 노래를 함께 부르며 즐거
워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음악이란 민족성과 언어가 달라도 사람들을 하나로 이

어주는 마법과 같은 선물임을

실감케 한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민족 방글라데人］.
이들의 행복지수는 끝없이 이어지는 노래에 있는 것은 아닐까?

처음 만났는데도 나이를 물어보고는 바로 누나라고 부르는 친구들.
슈엘, 쉘림, 죠이, 마닉, 하산이랑 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웠다.

한국에 온 지 8년인데 한번도 집에 가보지 못했다는 하산, 한국에 온 게 벌써 3번째
이고 방글라데시에서는 연예인이라는 슈엘. 한국 사람 말은 잘 믿지 못하겠다는 쉘림,
말이 없고 수줍음 많은 죠이, 개구쟁이 마닉..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런 친구들을

알게 된 기쁨과 함께 이 친구들이 간직

한 아픔에 내 마음도 같이 아파진다.

늦은 시간 모두 잠자리에 들고 나도 따라 잠자리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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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에서 깨어나니 새벽 4시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잔 뽑아들고

쪽마루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한옥집이 너무도 정겹다.
넓게 자리 잡은 장독대

집 바깥벽에 걸려 있는 대바구니
지게며 간단한 농기구들.

6시쯤 친구들을 깨우고 아침식사를 하려는데 무슨 일인지 웅성 웅성거린다.
식당으로 가보니 조식으로 준비된 5첩 반상에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올라온 것이었

다.
이 친구들은 종교 문제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외국

인이라고 특별히 생각해서 한 가지 더 준비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다.
부랴부랴 찌개를 치우고 나서야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서로 다른 종교와 음식문화로 인해 생겨난 일이었다.

판소리 체험
판소리의 기본 가락을 익혀 함께 불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대청마루에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이 익숙치 않아 조금은 힘들어 하는듯하다.

30분 정도 편안히 쉬는 시간을 갖고 다례（茶
禮）체험으로 들어갔다.

체험을 이끄는 선생님이 도우미 선생님 두 분
과 함께 차의 맛과 향기에 대해 느껴보도록 하는

좋은 시간을 갖게 해 주셨다.

물질적 맛으로는 쓰고, 떫고, 달고, 시고, 짠맛을 느끼고 마음（심미안）으로는 편안함
과 담담함과 주고 받는 정을 느끼게 해준다는 설명과 함께 먼저 눈으로 빛깔을 보고

코로 향기를 맡고 입으로는 맛을 보는 다례법. 차는 마음으로 느끼면서 조용히 마시는

것이란 걸 알았다.

이로서 체험관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시내로 이동하여 불고기로 맛있는 점심을 먹고

태조 이성계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경기전을 관람하였다.

주말이라 많은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있는 경기전 마당은 노오란 은행잎들이 늦가
을 정취를 더 해준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오전에 젓가락으로 쌀 옮기기 대회에서 1, 2, 3등한 민
뚜, 쉘림, 임란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모든 친구들에겐 기념품을 나눠주었다.

한국에 와서 힘들지만 월급 받을 때 기분 좋고, 1년에 1~2번 캠프를 가는데, 어쩌

다 가는 거니까 우리 기분을 풀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고 하는 가장 나이 어린 주보의 말이나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날이 오늘이라고 해서

진행하는 사람을

뿌둣하게 한 가장 맏형인 샤자한...

또 다시 레크레이션이 한창이다.

유난히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노래하는 걸 즐기는 방글라데시안들.
우리의 문화를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오늘 행사의 목적이었지만 어느새 내가 그들

의 문화에 동화되었음을 느끼며 귀가길 버스에 몸을 실었다.

함께 하는 시간만큼 서로에 대해 알아간다는 정석을 마음에 새기며...

히

人,nj백r),장 수상작

5걸 어느냘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도 기다리고 잇을테오

찬란한 슬픔의 봉을.
김영랑 詩

2005. 5.

동구 릉 숲 속의 백일장

제15회 시민백일장 최우수상
부문

그림

박 수 진（구리여고）

최 지 향（동구초）

오 혜 롄부양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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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연 진（구리여고）

문 지 선（인창초）

■k

사진부

문

조 한 윤（구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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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

민국 여성 서예대전 심사위원, 운영위원장 역임 /
한국서예청년작가전

초대작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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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 문인화전 초대출품 / 아름다운 한글서예

전 초대출품 / 개인전

2회

현） 경기대학교 미술학부 강사.

근묵서학회

이사,

구리미협 부지부장

耕讀 /

생성 /

황현숙
Hwang Hyun 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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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화랑초대） / 도올 모임전（도올 갤러리） / 한국미술 전망과 조망전（조형 갤러리） / 구리미협전（94-） / 경기미협 초대전（9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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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한국미술협회,한국 신구상회, 한강네트웍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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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X60 /

화선지

35x35 / oil on canvas

<2005 내고장을 체험해 볼까요> 공모작

고구려의 기상과 숨결이 서린
우리 고장

구리 시

이동 규
교문중학교 2년

이 글은 구리문화원이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2005 내고장을 체험해 볼까요' 체험학습으로

구리시 관내 초 • 중 • 고 학생들에게 공모한 과제물 중에서 선정한 최우수 작품으로 구리시
의 역사 문화유적 전반을 한 눈으로 알아볼 수 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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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의 기상과 숨결이 서린 우리고장 구리시

II.

조사동기

구리시는 경기도 동북부의 관문이며 역사적으로 많은 유적을 간직한 도시이다.
현재 고구려 박물관의 건립 여부를 두고 노력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구리 시민들도 차츰 ‘뜨내기’에서

‘터줏대감’으로 자리매

김을 하고 있으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는 노력이 차츰 확산되고 있다.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앞으로 살아갈 구리시에 대해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내 고장 체

험학습을 통하여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고, 내 고장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개개
인의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연결되어 보람찬 개인생활과 더불어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 발
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조사를 하게 되었다.

다가올 21세기 고구려 문화의 중심지이고 조상의 얼과 슬기로움을 통하여 미래를 담당

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을 다른 고장과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알리고자 체험학습을 열

심히 하였다.

III. 조사기간
2005. 9. 19 - 9. 25 （7일간）

IV.

조사 내용

1. 구리시의 위치
가. 위 치
구리시는 우리나라 중서부에 있는 경기도의 북동부 지역에 위
치해 있다. 서쪽으로는 아차산을 경계로 서울시 노원/중랑/광진구

와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왕숙천을 경계로 남양주시와 마주보고

있고, 북쪽 역시 남양주시와 접해 있다. 남쪽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으며, 그 너머에 서울시 강동구가 있고 양옆으로 서울시 송파구

와 하남시가 있다.

나. 구리시 역사
시

내

용

연 도

내 용

삼한시대

기원전 3세기

마한에 속함

고려

1308（ 충선왕）

서욜지역은 한양부로 격하

고구려

고구려 396
（광개토왕6）
475（ 장수왕63）

고구려는 백제에 대한 대규
모 정벌올 감행 아차산 함
락 장수왕의 남진으로 고구
려 영토로 확정

조선

1466（ 세조 12）

신중동국여지승람에
‘구지’ 로 명칭 처음 등장

백제

기원전 18년

지리적으로 백제의 서울 하
북위례성과 하남 위례성의
위치

일제시대

1914년

구지의 구（九）자와
망우리의 리（里）자를 따서
구리면이라 함

신라

553년 （진흥왕 14）

신라가 한강 하류지역을 공
격하여 신라의 땅이 됨

대한민국

1973. 7, 1

구리읍으로 승격
양주주군으로 편입

통일신라

757（ 경덕왕16）

서울지역은 한양군, 남양주
시 진접, 진건일대
풍양개칭

대한민국

1980. 4. 1

후삼국

898

양주（명칭처음사용）

현재

1986. 1. 1

대

시

대

연 도

1980년 4월 1일

양주군에서
분리되어 남양주군에 소속
구리시로 승격

2.

구리시 행정

1995년 12월 이후 총 면적은 33.3kn?이고, 이전의 면적추위를 보면, 구지면에서 구리면으
로 되면서 현 서울지역과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포함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구역이
넓어졌으나 1963년 개편으로 일부가 다시 서울시로 편입되어 면적에서 큰 변화를 보인 시

기였다. 행정구역상 8개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3.

구리시

각 지역 • 고개 • 유래

고개의 유래

가. 명당기행 - 망우리고개

구리시와 서울특별시 경계에 있는 고
개로 수도 서울의 동쪽 관문이다. 역사

적인 일화에 의해 붙은 이름으로 조선

태조가 말년에 이 고개를 넘어 현 건원
릉 자리에 자신이 묻힐 묏자리를 정하고
난 후 근심을 잊었다고 하여 붙여진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세조실록』권

31, 9년 12일 임인조와『세조실록』권41, 13년1일 기묘조에는 망올리（亡%里 • OTS）라 표
기되어 있다. 따라서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망우（W）의 유래는 후세인들이 지어낸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근심을 잊겠다는 말에 ’망우리’가 돼 지금의 망우리고개에 올라서서 자신의 음택이 될
자리를 바라보고 혼자 말하듯이 한 마디했다.
“이제야 근심을 잊겠노라.” 근심（憂）을 잊겠다（忘）는 뜻의 이 한 마디 말은 결국 이 곳은 ’
망우（=）’라는 지명을 낳았고, 이것이 고개이름과 동리 이름으로 붙여진 것이다.

생전의 근심들을 모두

흙 속에 묻고

”이제야 근심을 잊겠노라.” 태조 이성계의 입을 빌어 이 곳이 많은 사람의 ’근심을 잊은
터’가 될 곳임을 미리부터 예고해 주고 있었는지 모른다.

■쇼

나. 아차산

구리시의 서쪽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다.〈삼국
사기〉에는 ‘아차（阿姓）’와‘아단（阿旦）’ 두가지 표

기가 나타난다.
지금의

‘아차’ 와 음과 뜻이 똑같은 명칭은 조

선시대에 쓰여진 고려 역사책인〈고려人｝〉에 처음
나타난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봉화산을 포함하여 망우리 공동묘지지역과 용마봉 등의 광범위한
지역이 모두 아차산으로 불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아차산은 남쪽을 향해 불뚝 솟아오른 산이라 하여 남행산이라고도 하며 마을사람

들은 아끼산, 아키산, 에께산, 엑끼산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아끼산, 아키산, 에께산, 엑끼

산 등과 유사한 명칭은〈경기지（京!»）〉양주조에 화양사가 ‘악계산（獄淡山）’에 있다고
설명한 데서 나타난다.이 악계산은 아차산과 같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지금의 아차산 서

쪽 봉우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아차’와 ‘아단’의 뜻은 일반적으로

‘작은’

‘아들’ 로 보고 있다.

（1） 아름다운 문화유산

아차산 제4보루 복원조감도（1）

아차산 제4 보루 복원조감도（2）

또는

1） 아차산 제4보루
기록에 의하면 ”장수왕63년（서기475년） 고구려는 병3만을

이끌고 백제를 침공하여 한성을 점령하고 백제의 개로왕을 아
단성 밑에서 참수”하였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전쟁에서 패

한 백제는 공주로 도읍을 옮기게되고 고구려의 한강진출은 일
아차산 제4보 루 원 경

단락을 짓게 되는데 고구려의 아차산 점령기간은 백제의 한성

을 함락시킨 서기475년부터 나제 연합군에 의해 한강유역을
상실한 서기

553년까지 약 80년간으로 추정됩니다.

해발 285M의 아차산 정상에 서면 서울시를 둘러싼 모든 산
용마산 보루 원경

과 한강변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데 강 남안에는 백제의 최

초 도읍지인 하남위례성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지금의 강동
구 천호동 일대）과 몽촌토성（지금의 올림픽 공원부근）이 한
눈에 보인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2년에 걸쳐 구리시의 예산지원을
저14보루 유적발굴 설명회

받아 서울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한 아차산 제4보루에서는 당
시 주둔 했던 고구려 군부대의 막사시설로 추정되는 온돌유적

과 물을 저장하는 집수정과 고구려의 관직명이 음각 되어있는

명문토기를 비롯한 538점의 토기류, 1식의 투구 및 철제갑옷,
마구류를 비롯한 319점의 철기가 발굴 되어 지금까지 남한내에
제1회구리고구려국제학술대회

서 발굴된 전체 고구려 유물의 숫자를 능가하는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발굴된 유물은 구리시에 박물관등 유물을 보관.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현재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구리시에서는 아차산이 고구려 군사 요새로서의 학술적 중요성은 물론, 역사교육의 자

료로도 매우 높은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고 유적발굴이 종료된 2000년10월에 한 • 중 • 일 학
자를 초빙하여 ”구리 • 고구려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유적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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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바 있습니다.

2） 아차산 유물. 유적-아차산 제4보루

S 丁다가心
아차산에 가끔씩 오르내리긴 해도 제대로 알고 있는 내용이 부족했다.

망우리 고개에서 올라가 관리 사무실에서 이것 저것을 여쭤보고 도보로 걷기 시작했다.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이 많았다.

힘은 들었지만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에 즐거움도 있었다.
서울시와 구리시에 걸쳐 있는 아차산은 해발 300m밖에 되지 않은 야트막한 산이지만,

삼국시대 전략요충지로 특히 온달장군 전설이 많이 전해 내려온다.

해마다 구리시 아치울에서는 온달장군의 추모제가 열린다고 한다.

우리의 아차산 !

아름답게 후손에게 물려주자.

다. 동구릉（東九酸） -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지정문화재 - 사적 제193호 （1970년 5월 26일） - 인창동 산2-1 에 위치

동구릉은 태조의 건원릉부터 경릉（제24대 헌종,비 효헌왕후 김씨, 계비 효정왕후 홍씨）
까지 9릉 17위의 왕과 왕후릉이 안장되어 있다.

동구릉이라 명명된 것은 철종 6년（1855） 8월 26일에 수릉（추존 익종, 순조의 장남）을 9

번재로 모신 이후부터이다.

이곳은 조선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가 1408년（태종 8）사망하자 태종의 명으로 파주, 고
양등지에서 좋은 능자리를 물색하던 중 당시 검교참찬 의정부사를 지내던 김인귀（金仁貴）

가 추천하고 영의정부사 하륜（河滯）이 결정하여 능지로 정해진 곳이다.
동구릉은 능제의 변화와 조선 왕조 500년의 부침（浮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문
화유산이다. 더욱이 능 전역에 우거져 있는 숲과 능역을 가로지르는 개울물 등 빼어난 경

관까지 갖춰 찾는 이들이 많다. 구리시의 많은 문화행사들이 이곳 동구릉에서 열리고 있
다.

각 릉을 살펴보면,

1.

건원릉 : 태조 이성계의 능으로 1408년（태종8년）에 조영되었다.

2.

현

릉 : 세종의 맏아들인 조선5대 문종과왕비 현덕왕후권씨의 능

3.

목

릉 : 조선14대 선조와 왕비 의인왕후박씨와계비 인목왕후김씨의 능

4.

휘

릉 : 조선16대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조씨의 능으로 1688년에 조영됨

5.

숭

릉 : 조선18대 현종과왕비 명성왕후 김씨의 능으로 1674년에 조영됨

6.

혜

릉 : 조선 20대 경종의 비 단의왕후 심씨의 능으로 1718년에 조영됨

7.

원

릉 : 조선 21대 영조와 계비 정순왕후 김씨의 능으로 1776에 조영됨

8.

수

릉 : 순조의 세자였지만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요절한추존왕익종과
그의 신정왕후 조씨의 능

9.

경

릉 : 조선 24대 헌종과 왕비 효현왕후 김씨,계비 효정왕후 홍씨의 능

집안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몇 대 손 조상이 계신 릉이므로, 멀리 사시는 할아버
지께서 릉을 다 둘러 보시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아픈 몸이신데,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다

하셔서 멀리 전남 고흥에서 오셨다. 힘들게 오셨지만, 모시고 동구릉을 찾게 되었다.

조상에 대한 몇 대손부터 현재의 나까지 몇 번이고 알려 주셨다.
조상의 뿌리와 가치관을 심어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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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현장학습이나 백일장에 참가를 여러 번 하였고, 가족끼리 동구릉을 자주 다녔

다.

그 때마다 항상 지역주민외에 해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전과
달리 주차시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주변환경도 잘 정리되어 있어서 좋은 인상을 가지

게 되었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고, 우리 고장의 문화재가 세계 각 국의 알려지도록 우
리들은 다 같이 더 많은 관심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소중히 다루며 보존해 나가기 위해 노

력해야겠다.

라. 궁말

궁말（궁마을）은 조선후기 무렵부터 현（現） 인창 초등학교 자리에 궁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 이름이 궁말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고 전해 오기도 하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신라왕의 공주가 이곳에 묻혔다는 전설과 태조 이성계의 상궁이 왕

의 은총을 기다리다가 죽어서 여기에 묻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궁말이 되었다고도 한다.
- 현재 구리시 인창동 인창초등학교 입구에 위치해 있다.
주변환경이 다소 정리는 되어 있었으나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는 것이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은 듯하여 매우 안타까웠다.

손으로 손으로 큰 풀들을 뜯어 놓고 오긴 했지만,행정기관에서 보존을 위해 둘레에 펜

스를 쳐서 보존해 나가는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먼저 보존하기 위해 앞장서겠다.

마. 배탈고개 - “배 타는 고개”

조선후기 큰 장마로 인하여 모든 다리가 물에 잠겨서 왕
래를 할 수 없었다 한다.

그 당시의 다리는 돌 징검다리였다. 왕숙천이 범람하면서

최촌마을까지 물이 들었으며 물난리를 피하기 위해 이곳에
서 배를 띄워 왕숙천을 왕래하고, 구리 지방에서 다른데로

나갈 수가 없어서 작은 배를 이용하게 되었다.
너무 많은 물 때문에 낮은 곳은 물바다가 되어서 지금의 배틀［탈］고개에서 배를 타고 서

울 방면이나 다른곳으로 나갈수가 있었다.
그 때 그곳을 배탈곳［배를 타는곳］하다가 고개를 붙혀서

‘배타는 고개’ 즉 ‘배탈고개’가

된 것이라고 한다.
-

현재 구리시 인창동 동인초등학교 입구 삼거리 고개, 버스 정류장 위치

-

도착해서 보았을 때는 빈 음료수통이 올려져 있고, 주변 슈퍼 입간판이 나란히 붙어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져 있어서 주변 정리를 하고 사진을

잘킥*〜 〜

이 곳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버스 정류장

옆이라서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 같은데도 쓰레기
를 쉽게 버리는 장소인 듯 관심이 없는 듯 해 보였
다. 이 곳도 펜스를 쳐서 보존해 나가기 위해 노력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싶다. 다음에는 친구들
에게도 알려 주고 함께 찾아와서 다같이 깊은 관심

과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하겠다.

바. 돌다리 - “친환경 공원”

예전에는 교문동에서 구리시장쪽으로 개울이 하나 있었다.

지금의 수택동 지역으로 가려면 이 개울을 건너야 했는데, 아주 옛날에는 여기에 징검
다리가 놓여져 있었고, 나중에는 규모가 작은 돌다리가 놓여졌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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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돌다리라는 지명이 생긴 것이다.

지독한 악취를 내던 복개천을 주차장으로 사용했었는데, 그 주변은 너무나 지저분하고
어지럽혀져 있었는데, 2004년 10월 23일

새로운 돌다리 공원으로 모습을 바뀌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돌다리 친환경 공원화 사업에 착수하여 분수와 폭포, 도섭지, 전통
정자와 담장 및 넓은 녹지공간과 조명을 환하게 밝힌 친환경 공원이 되었다.
시민들의 쉼터와 아이들의 새로운 교육의 장소로 바뀌었다.

교통체증으로 공포감을 준다는 돌다리 사거리가 이제는 도로도 넓혀 원활하게 차들이

다닐수 있게 되었다.
주변의 불량경관을 정비하여, 새롭게 단장한 돌다리공원은 상징적인 친환경 녹지 휴식
공간이 새롭게 태어나 아이들이 맘껏 즐기는 모습과 어른들의 편안한 여유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한참 보고 있었다.

아이들이 양말을 벗고 분수 밑에서 노는 모습은 천진난만함을 엿볼 수 있었다.
옛날의 모습과 비추어 볼 때 어느 도시 못지 않게 자랑스러운 자리로 변해 있는 것이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다른 고장 사람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아끼고 소중히 다루며 편안히 쉴 수 있는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사. 명빈묘- 사적 제364호 （1991년 10월 25일） 조선시대
유 형 - 왕실묘역

（구리시 아천동 산 14）

조선 왕조 3대 임금인 태종의 후궁인 명빈 김씨（H% 金氏, ?〜1479）의 무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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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빈은 김구덕（金九德）의 딸로 태어나 태종 11년（1411）에 빈이 되었으며 태종과의 사이

에 자식은 없었다.
성종 10년（1479） 세상을 떠날 때까지 7대에 걸쳐 내명부를 지켰다.
조선 시대 왕실의 무덤은 능（酸）, 원（園）, 묘（墓）로 구별되는데, 능은 왕이나 왕후의 무

덤, 원은 왕의 부모 및 세자와 세자비의 무덤, 묘는 대군 공주 옹주 후궁 귀인 등의 무덤이
다.
묘는 왕릉보다 규모가 작고, 병풍석 난간석 무인석이 생략되었다.
명빈 김씨의 묘에는 봉분 앞에 묘비, 상석, 향로석이 있다.
상석 좌우에 댓돌이 있으며, 그 앞쪽 양옆에 문인석 1쌍이 있다.

전에 와 보았을 때는 관리가 매우 소홀하다고 여겼는데, 이번에 다시 와 보니 주변에 울

타리를 치고 나무계단에 자갈을 깔아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다.
관리해 놓은 것을 보고 다른 문화재와 비교가 되었다. 다만 아쉬움은 나무문에 열쇠를
잠가 놓아 왠지 그 모습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뭔가 폐쇄된 느낌이라고 할까? 우리들이
좀더 세심한 관심과 보호가 있었더란면, 이런 좋지 않은 인상을 느끼진 않았을 것 같다.

울타리로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한 만큼 이 곳을 찾는 이들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 주
어야 할텐데 하는 바람이다.

그래도 관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심되었다.

아.

장자호수공원

- “孝”와 勸의 교훈적 설화를 간직한 장자못

옛날 장자못에 장자（부자）가 살았는데, 아주 심통이 많고 고약한 사람이었다.

■봉수

하루는 장자의 집에 스님이 와서 저녁 때 염불을 하고 시주를 구했다.
주인인 장자는 어떻게나 심사가 고약한지 외양간에서 무러무럭 김이 똥을 넉가래로 푹
퍼서 “옛따 이거나 가져가거라.” 라고 하였다.

그러자 도사가 “참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받아가지고 돌아가는데, 그 근처에 우물 늪

에서 그 집 며느리가 저녁쌀을 씻다가 칠바가지에다가 김이 무럭무럭 나는 쇠똥을 받아가
는 도사를 보고,

“스님! 스님 ! 이리로 오십쇼.” 불러서는 그 쇠똥을 훌렁 쏟아버리고 우물을 떠서 바가지

를 부시고 저녁쌀을 씻어 놓은 것을 손으로 한 움큼 떠서 “이걸 가져가세요.” 하였다.
그 도사가 가만히 생각하니 그 집에는 며느리밖에 쓸모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조금 가다가 돌아서서 “젊은 댁은 날 따라 오라. 그리고 집에서 무슨 일이 있든
지 돌아보지 말아아.” 이렇게 당부를.하고 돌아가는데 우미천을 지나가다가 별안간 뇌성벽

력이 치면서 굵은 비가 막 쏟아지는 것이었다. 이때, “아이쿠 장독을 안 덮었네.”하고 며느

리가 돌아보다가 그대로 돌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 뒤 그 돌에 일 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지금은 길 넓히는 공사를 하다
가 그 돌을 불도저가 밀어 한강으로 빠졌다고 한다.

‘시아버지에 대한 며느리의 지극한 효심’ 설화 전해지는 ‘장자못’
역사교육의 장이 되도록 ‘장자못 유래비 건립 등 “지역명소” 자리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곳을 찾는 사람들은 이 설화를 통해 교훈을 얻어 가고, 고장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설
명해 주고 향취와 멋을 갖고 있는 장자못은 역사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1. 장자호수공원
한 때는 오폐수로 악취가 나던 장자못이 지난 2002년 정비작업
을 벌이기 전까는 거의 방치된 상태 그대로였다.

지금은 장자호수공원이 지역주민들에겐 더 없이 큰 휴게공간이
고 주민들의 정신적,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있는 장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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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환경을 가꿈으로써 시민들의 산책코스로 아이들에게는 환경 공부

를 할 수 있는 호수공원이다.

메타세콰이어, 갈대, 창포, 갯버들, 찔레, 부처꽃등이 서식.
장자호수공원 중하류에 위치하면서 새들의 휴식처률 제공하고, 수중으로 물
고기의 서식처로 제공된다.

장자호수공원의 내방객에게 장자못에 출현하는 조류와 물속에서 살아가는

어류의 생태롤 관찰할 수 있는 교육적인 공간이며, 내방객들에게 보는 공간
과 느끼는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수중 모터에 의해 펌핑되는 심층수가 수표면위로 분사되어 물을 수직으로

순환시켜주어 수온차이로 인하여 성충화룰 파괴하여 녹조의 생성과 번식을

막아준다.

산책로롤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자연적인 소재룔 통하여 일
체감을 얻고 혈액순환작용과 신경반사작용으로 현대병인 스트레스룔 해소
한다.

갈대, 가래, 개구리밥, 그덩, 물달개비, 물옥잠, 벌개미취, 부들, 붓꽃, 새여
가리, 억새, 연꽃, 물창포

• 장자호수공원 주요시설
면적 : 107,385^（수면적69,560m’, 길이=1.8km, vhr=25〜60m）

산책로 : 3.6km

평균수량 : 157,205 nf
평균수심 : 2.2m（0.2 〜 4.7in）
유입수량 : 15.000 ni/일（10.5일체류）
둑 : 둑마루 폭 3m. 경사 1：2

호안 : 돌, 말뚝 등 자연소재
수생식물 : 6,245m’

저미층관리 : 저니층 0.3m 제거후 황토 0.3m 포설
새들의 섬 :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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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자연친화적 왕숙천

왕숙천은 민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하

여 미역도 감고, 비가 오면 도시에서 투망을 가지고 사

휴뽀

람들이 몰려들어 물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깨끗한 왕숙

천이었는데, 인구 증가에 따른 오.폐수로 인해 하천이

오염됐다.
그래서 송사리를 잡던 그 시절 왕숙천을 그리워 한

다.
과거의 치수방제 개념에서 벗어나, 생태계를 복원하고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소공원과

다목적운동장 등 주민 이용시설을 만들고 꽃으로 조경을 해 놓았다.

주민들에게 하천을 재해 발생지라는 부정적 개념에서 여가생활을 즐기고 환경의 중요성

을 일깨우는 공간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남양주人1,구리시의 왕숙천과 한강 사이

의 끊어진 자전거도로가 정비되고 이용자가 훨씬 늘어나고 있다.

〈왕숙천에 살고 있는 철새들〉
터새로는 흰빰검둥이,황조롱이,붉은머리오목눈이,새호리기,,깜짝도요,멧비둘기,때까치,까

치, 참새

여름철새로는 검은댕기해오라기,쇠백로,중백로,중대백로,왜가리,제비,알락할미새,꾀꼬리
가 있고,
겨울철새로는 재갈매기,큰밀화부리가 해마다 찾아온다.

많은 종류의 새가 산지와 강가에서 자연조건에 맞게 서식한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서 휴일에는 사람들이 많다. 아쉬운 점은 휴식을 취

할 수 있는 곳에 그늘이 없어서 다 들어서긴 좁은 듯한 다리밑으로 몰려 드는 아쉬움이 있
다. 키 큰 나무와 그늘이 생길 수 있는 나무를 심고, 그늘막을 군데 군데 설치해 두어 편안

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4.

구리의 축제 문화 행사

가. 동구릉 문화제

문화제의 주요행사로는『어가행렬재현 , 시민백일장（영상부문）, 성년례재현 , 남미음악과
함께하는 타악기 공연』등이 실시된다. 어가행렬의 왕과 세자는 시민들의 참가신청을 받아

엄격한 심사기준에 맞춰 심사한다.

나. 구리 시민의 날 행사
매년 10월 10일 구리시청 주최로 구리의 시 승격을 기념하기 위해

‘시민의 날’행사를

개최한다.

다. 구리한강 유채꽃 축제

환경의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민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으로서 한
강을 배경으로 매년 개최된다

매년5월 중순에 개최되는 구리한강유채꽃 축제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하여 예술인과
관객모두가 자연속에서 휴양과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해마다 10만 여명의 관람객

이 찾아온다.

라. 구리 한강 코스모스축제

꽃피는 시기를 감안 9월 중순 2〜3일 동안 산과 들과 한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한강
둔치 5만여 평을 배경으로 시민들의 쉼터 공간을 마련해 주고, 코스모스꽃밭을 조성하여

시민축제 한마당이 열린다.
매년 가을 코스모스가 만발하면 구리 토평한강둔치 꽃 단지를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축제가 개최 된다.

가족과 함께 오시면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가득한 즐거운 쉼터가 제공된다..

V

I. 맺 음 말
내 고장의 문화와 역사탐방을 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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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역사학계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다.

고구려는 우리에게 있어 민족적 자존심이자, 유일한 자랑거리이다.
우리 고장 구리시에서는 유난히 고구려 시대의 유물과 유적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2004년 10월 시에서는 ‘아차산 역사문화 숨결 찾기 운동’을 벌이며 구리시에 국립고구려박
물관 건립할 것을 문화관광부에

공식 건의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다 한다.

신라의 동족배반으로 대제국이었던 고구려는 사라졌다.
그러나 고구려는 사라지지 않았다.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고구려는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박은식 선생은 역사가 없는 민족은 혼이 없는 민족이라고 했다.

그렇다. 역사가 없으면 민족의 미래도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역사인 고구려사를
올바르게 지켜내야 한다. 그러기에 고구려 박물관은 구리시에 건립되기를 간절히 희망한
다.

경기도가 ‘효사상’의 확산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효（孝）문화 메카로 발전하

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중인 가운데

‘효설화’ 가 담긴 장소들이 새삼 효의 상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형체가 있는 상징물로 표현하기 어려운 ‘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앞에서 소개한

내 고장의 장소가 효 상징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부터 우리의 문화를 보존해 나
가야 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내 고장 체험학습을 통해 내 고장 구리를 구체적으로 알고 이해함으로써 내 고장에 대

한 자긍심과 함께 앞으로 구리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문화원에서 벌인 내고장 체험학습 행사가 토대로 되어 살기 좋은 구리시 가꾸기 운동

이 각계각층으로 확산되어 우리 삶의 터전이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세계화 시대의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구리시민 모두가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공간 확보에도 주력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구리시 문화유적지를 조사하면서 안타까운 점도 많았다. 주변 청소, 관리소홀, 방치된
듯한 모습들, 발길조차 닿지 않은 부분들, 훼손 된 부분이 무척이나 안타까웠다.

소중한 문화유적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좀더 많은 관심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나 자신

부터 앞장서야겠다.
이번 내고장 체험학습을 통해 우리 고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뜻 있는 계기

가 되었다.

V

II. 참고 자료

아차산의 역사와 문화유산 발간지 / 구리 향토지 / 지역 주민 의견 인터뷰
구리 문화원 홈페이지(www.gurimh.or.kr) / 구리시청 홈페이지(www.gur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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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동 도당굿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 15호-

1. 갈매동 도당굿의 유래와 역사

근본적으로 농경생활에 기초를 둔 마을 생활풍습에서 마을 수호신을 모시는 마을굿은 그
자체가 제의요, 축제요, 놀이였다. 마을 주민들은 공동체의 축제를 통하여 집단의 화합과 단
결을 구가하고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였다. 구리시 갈매동에서 격년마다 봄이 오면

하는 도당굿은 서울 인접지역에서 끈끈하게 이어져온, 보기드믄 농촌축제가 되고 있다.

갈매동은 500여년 된 마을로 전해오는데 마을 뒷산만 넘으면 바로 태조 이성계가 묻힌

건원릉을 비롯하여 9개의 릉이 있다. 이러한 동구릉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나름의
독특한 풍속을 지켜왔다. 현재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마을 개발에 제한을

둔 한편 전래의 도당굿이 전승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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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동 도당굿의 제명은 “갈매동 치성산 도당굿”이다.

‘산’에

‘치성’을 드리는 것으로

갈매동 주민들의 단합을 위해 행해지고 있는 도당굿은 벽사형식의 토착신앙이다. 갈매동은

마을주위의 산 모습이 칙과 매화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풍수지리상 ‘갈마음수
（渴馬飮水）’ 형국이라 하여 갈마가 갈매로 바뀐 것이라는 설도 있다.

갈매동 도당굿은 산신신앙이 우위에 있고 상당과 하당식으로 산신당이 상당, 도당이 하

당격이다. 도당산 중턱에 산신당이 있는데, 산신당은 오래전에 소멸되었으며 현재는 나무가

있을 뿐이다. 도당은 아래에 있고, 당집은 산으로 올라가는 초입에 있으며 원래는 초가집이
었는데 나중에 보수한 것이라고 하며 그 안에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를 모시고 있다.

1995년 8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구리시 갈매동 도당굿은 그 주무（主자）
가 강신무인 모계로 전승되는 마을이다. 현재 주무 조순자의 경우 어머니가 갈매동 도당굿
의 주무였으며, 본인은 세습을 거부하였으나 신이 내림으로써 그 역할을 이어받게 되었다.

무보를 보면 4대의 모계혈통으로 무업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4대면 대략 100년
이상으로 갈매동 도당굿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경기도의 많은 도당굿이 추수를 끝낸 10월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갈매 도당굿은 봄에
제를 지낸다. 이는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농사의 편의를 기원하며 꽃피고 잎이 돋아나는

봄의 축제로 동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2. 갈매동 도당굿의 의의

한국문화, 특히 기층의 한국문화를 특정짓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마을굿의 중요성
은 새삼 강좌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재 경分도 전체를 놓고 볼 때, 많은 마을에서 행해졌던 도당굿이 대다수 소멸되었는

_ ....M
三三 甫
三
접경’%대이에 있으면서 개발제한구역흐로 묶여 있고, 인근에 동구릉이

W

jg킈찹고 W며, 더소나아가 갈빼동 사람들이 토박이를 종사욕내름의 공동체적 생활풍
—을 간직하고 농경생활에,총彬｝고 었어 도당굿도 그 격식과 법도를 그대로’ 이어가고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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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러한 점에서 갈매동

몇가지 남다른 의의가 있다.

첫째, 경기도 지역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도당굿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점

이다...제의의 일관된 과정들이 전통성을 간직하고 있다.

둘째, 도당굿 관련문서가 전해지므로 굿의 역사적 기원이 정확하게 규명되고 있으며, 오

랜 전통을 지닌 마을굿임이 증명되고 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으로 마을사람들이 도당굿을 대하는 태도가 여전하다는 점

이다.
신심이 뚜렷하며 도당굿을 마을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삼고 있다. 제의에 대한 마을 사
람들의 대동적인 참여는 현대사회의 소멸돼가는 상부상조 정신을 살리는 데도 일조하고 있
다.

넷째, 지방지치시대의 전면적 도래와 더불어 지역문화, 특히 지역의 역사적 전통에 뿌리
박은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구리시같이 작은 도시에서 갈매동 도당굿 정도의 역사와 규모를 자랑하는 문화재는 경

기도 전체를 둘러보아도 극히 드문 형편이다. 지방자치시대에 구리시 문화의 중심체로 뿌

리내릴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갈매동은 서울시와 바로 지척거리에 있는 접경지역이다. 접경지대라는 특수상황

이 오히려 농촌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도당굿 전승을 이루게 하였다.
경기도와 서울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민족문화로 지속시켜야만 할 것이다.

3. 도당굿 제의 절차와 내용

굿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 신을 부르는 청신（請神） • 신을 즐겁게 하는 오신（%$） • 신

을 돌려보내는 송신（送神）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격년 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신을 청해
들여 신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신이 보호하는 마을의 구성원들이 함께 즐기고 노는 것을 통
해 삶의 긍지를 되찾은 후 신을 본연의 장소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갈매동 도당굿은 삼화주 선출을 시작으로 제일을 결정한다. 삼화주란 도당굿을 주관하

는 5사람 중 도가, 시주, 화주를 선정하는 것을 말하며 음력 2월 초하룻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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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동 도당굿의 구성과 역할〉
역

구 성

비

할

당 주

도당굿의 전체틀 총괄지휘

도 가

제비마련, 음식준비

시 주

도가의 보조

화 주

도가의 보조

화 장

잡 일

고

삼화주라고 한다.

숙 수

（2년마다 새로 선출）

제롤 지낼시 제물을 차림

대잡이

대가 이끄는 대로 진행하며, 삼화주, 당주, 숙수를 선출

무 당

굿을 이끈다.

잽 이

삼현육각을 연주

당주 외 4인

도당굿의 최고격인 당주는 도당굿의 전체를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하며, 숙수는 제를

지낼시 제물을 차린다. 도가는 그 해의 회비를 걷어 제비를 마련하고 제에 사용되는 음식
을 준비한다. 시주, 화주는 도가의 보조로 그 일을 돕는다.
음력 3월 초하룻날이 되면 당주, 숙수, 도가, 화주, 시주 5명이 모여 제일을 결정한다.

이튿날 산신제를 시작하여 그날 밤 3월 2일 서낭맞이를 시작으로 다음날까지 유가를 돌고

3월 3일 본 굿이 이루어진다.
갈매동 도당굿의 제의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예고제
음력 2월 1일 제의를 주관하는 제주들을 뽑은 회의를 하여 제주들을 선출한다.

삼화주가 선정되면 도가의 주관아래 제의준비가 이루어진다. 당집 신단에 촛불을 밝히
고 북어, 막걸리 정도로 간단한 상을 올려 당신에게 신고제 성격의 치성을 드린다.

나. 부정풀이

선출된 제관 집을 돌아가면서 초부정을 하여 일체의 부정을 사전에 막아주는데 이를

‘집고사’ 또는 ‘가택안방풀이’라고 한다. 집고사가 끝난 후 무당과 제관들은 산으로 가서
우물여탐을 하는데 액막이 우물굿의 일종으로 우물물을 맑게 하여 일년 내내 마을 사람들

제써■

의 건강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있다.

다. 당집청소
음력 2월 10일, 20일, 말일에 마을남자들이 주동이 되어 벌초, 제기정리, 굿청 만들기,

치성터 다지기 등의 일을 치른다. 굿청은 도당굿터로 사용한다.

라. 나무준비

굿 날 유가를 돌 때 밤새도록 횃대가 필요하므로 충분히 준비힌다.

T과. 제일 결정
음력 3월 1일 새벽 2〜4시 사이 3화주 등이 모여 마을에서 학식과 천문을 아는 분에게

제일（祭日）을 잡게한다.

바. 우물고사
제일이 결정되면 아침에 제물에 쓰일 우물터에 우물 고사를 지낸다.

사. 조포모시기
조포란 손으로 직접 빚은 두부를 말하는데 음력 3월 2일이 되면 저녁에 숙수간 마당에

불을 피워놓고 깨끗한 산치성 우물에서 정화수를 떠다가 콩을 불린 후에 맷돌로 갈아 간수
를 섞어 일반 두부를 만드는 형식으로 빗는다.

조포는 일종의 액막이로 다음날 굿청을 끝내면서 치워버리는데 올리지 않고 남은 두부
는 함께 나누어 먹는다.
마당에 땅을 얕게 파고 지은 노구메는 산신에게 바치는 노구솥에 정성껏 지은 메밥을
의미하고 누룩으로 빚은 조라술은 제를 올릴 때는 사용하지

않고, 도당굿이 끝나고 뒷전을 할 때 마시지는 않고 보자기

에 싸서 당산에 뿌린다.

아. 안반고사

버%■

〈안반고사 차림＞

9시경 당주 댁의 안주인이 도당터에서 안반고사를 올린
다. 이 고사는 유일하게 여성이 올리는 제사이다.

자. 산치성
산치성 날짜는 음력 삼월 초하루 새벽에 정해진다. 산치

성 날짜가 정해지면 제주들은 당집 문을 열어놓고, 문 중앙
의 위쪽에 정해진 산치성 날짜를 적은 종이를 붙여놓는다.

〈안반고사 차림〉

10시가 되면 동구릉 방향 산중턱에 위치한 곳에서 산치성을 드린다. 이때 저마다 금기를
해야 하는데 준비한 모든 제물에 고깔 식으로 한지를 씌어서 부정을 일체 피하고 젓가락조
차도 한지로 싸서 운반한다. 참여자들 모두 입에 한지를 물어서 입부정을 막으며 실수가 있

더라도 말을 해서는 안 되며 모든 행동은 묵언의 눈짓으로만 이루어지는데 이를 ‘함봉’이
라 부른다. 산신에게 올리는 인사가 끝나면 독축을 하게 되는데 축문은 그 자리에서 태운

다. 이로써 산치성이 끝나고 산을 내려올 때도 올라갈 때와 마찬가지로 침묵을 지킨다.

차. 서낭맞이
산치성을 끝내고 돌아와 대를 마당에 세워두고 서낭맞이에 들어간다. 서낭맞이는 서낭

신을 맞아들이는 의식인데 이때부터 사람들은 대를 둘러싸고 돈을 걸면서 개인적인 복을
기원한다.

카. 유가
유별^종의 길놀이이다- 산치성을 끝낸 사람들은 대잡이가 들고 다니는 대를 앞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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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다닌다. 무당, 닫주가 앞장서고 바라와 삼현육각 북. 장고, 피리, 대금,

해금을 잡은 악사들과 주민들이 따른다.
유가는 바로 산치성을 끝내고서 이어지는 공동체의 축
제이며 각칵의 집에서는 집사r 동시에 한4. 이는

공동체의 숴의가 집안의 제의와 맞물리는 현창이다. 유가

는 다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나눔의 잔치이기
도 하다. 유가가 끝나갈 즈음에 동네 4거리에 이르면 사

〈유가돌기〉

草
거리 고사를 지내는데 이는 사람들이 많이 다

'1 는 4거리에서 고사를 올림으로써 안녕을 기

n는 거리굿으로 보인다.

' ■(장문 밟기)

타. 본 굿
오전 9시가 넘으면 동네주민과 인근 사람들이 몰려 굿당에 자리를 잡는다. 서서히 산

밑에서 올라오는 대잡이와 무당, 악사행렬의 등장과 더불어 굿이 시작된다. 일행은 아주

천천히 산을 올라오는데 이를 ‘장문밟기’ 라고 한다.
장문밟기는 매우 느린 길군악으로 8박에 한 발자국을 옮긴다.

본격적으로 굿거리는 무당이 진행하는데 그 순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부정거리
굿을 시작하기 전에 부정한 이가 있으면 주당살을 맞아 죽기 때문에 미리 피하는 의미

로 초부정을 한다.

2) 도당거리
도당거리는 갈매동 도당굿에서 중심이 되는 거리로
주무만이 진행할 수 있다. 가망청배는 원한을 품고 죽은
이들의 혼령을 불러 위로하는 굿으로 고깔모양으로 접

은 백지를 들고 춤을 추는데 백지는 부정을 가시는 의미
가 있다고 한다.
도당신장거리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강림하시어 후

손을 만나보고 축원을 해주는 의미를 지닌다. 도당거리
에서는 홍철릭에 검은 갓을 사용하는데 각 내용에 따라
무복을 달리 입는다.

〈사슬세 우기〉

3)

불사거리

불사거리는 천신(天神)께 올리는 거리로 붉은 치마를 입고 흰 장삼에 붉은 띠를 매고

홍가사를 착용한다. 붉은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4)

대안주거리

대안주거리는 장군거리 , 별상거리 , 신장거리 , 대감거리로 구성되는데 호구마마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는 별상거리에서는 무당이 붉은 치마를 뒤집어쓰는데 붉은 치마는 역신을 상징
하며 신께 술과 안주를 바치는 내용으로 사슬세우기를 한다.

5)

제석거리

제석거리는 흰 고깔을 쓰고 흰 장삼에 붉은 띠를 매고 홍가사를 늘어뜨리고 삼신할머니

께 비는 굿으로 자손의 번성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6)

창부거리

창부는 광대를 뜻하며 광대신을 불러 노는 즐거운 놀이 굿이다.

7)

계면거리

집집마다 쌀을 걷어 만든 계면떡을 모두 나눠먹는 거리로 떡타령을

한다.

8)

군웅거리

군웅거리는 대잡이와 무당이 같이 진행하는데 소의 머리에 닭을 올려

놓는다.소와 닭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잡귀를 쫓는 장수신이라고 한다.

이 재물을 안고 굿청을 들면서 춤을 춘다. 무당이 그 뒤를 따르며 사

〈구능메기)

방에 활을 쏘아 잡귀를 물리치는데 이를 ‘구능메기’이라고 한다.
구능메기가 끝나고 재물을 내려놓으면 무당이 이를 부채로 소머리를 쓰러뜨려 마을방향

으로 쓰러지면 좋지 않고 산으로 쓰러져야 복이 있다고 믿는다.

무당은 흰 도포를 입고 한지를 무는데 한지가 입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릇에 돈
을 넣고 절을 하며 돌아가면서 한지를 떼어내는데 정성이 부족하면 떨어지지 않고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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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면 살갗이 떨어진다고 한다.

9)

당굿

당집에 들어가 무사히 도당굿을 지냈다고 고하는 의미가 있다. 무당은 북어와 소족을
들고 굿을 하고 날 잡은 날 붙였던 첩을 떼어 소지를 올린다.

10)

뒷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굿으로 송신에 해당한다. 뒷전에서는 장고, 바라에 맞춰 노랫가락

올 하며, 한복을 입고 부채를 사용한다. 음식을 모두 고수레하고 생닭을 산신께 바친다. 칼
과 북어를 던지는데 칼끝과 북어 머리가 모두 밖으로 향해야 한다고 한다. 칼을 들어 바가
지를 깨뜨림으로써 뒷전이 끝난다.

4. 갈매동 도당굿을 이끄는 사람들

1)

단골무당

갈매동 도휴은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무당의 역사도 오래되었다. 마을에는 오래 전
부터 단골이 존재했다. 이러한 단골은 독특한 탄생내력을 지닌다. 마을사람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도당의 신들이 내려서 무당이 되는 방식이다.
계보로 보면 4대의 모계 혈통으로 무업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세습은 되더라
도 반드시 신내림이라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세습과 신내림의 이중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갈매동 도당굿의 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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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이다. 이 점은 무업의 계승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라는 생각이 든다.

- 무당최복동집안내력
① 이천분의 어머니
성명 미상으로 알려진 게 없다. 검암산 산신이 내려 무당이 되었다.

② 이천분
당시 인근 일대에 널리 알려진 큰 만신이었다고 한다. 친어머니로부터 신내림을 받고

갈매동의 단골무로 활동했다고 한다. 친딸 최복동이 14살 때 죽었다고 한다.
③최복동

9살 때 아버지가 죽었고, 14살 때는 어머니가 죽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었기 때문에 무업을 잇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어머니가 쓰

던 무구를 죄다 땅에 묻어버렸다고 한다.

나중에 그녀가 신이 내린 후에, 묻었던 무구를 다시 파내었다. 모친이 죽고 난 다음에

15살 때부터 시름시름 신병을 앓더니 신이 내려서 굿을 시작했다.
전성기 때는 그 일대에 ‘복댕이 만신’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다.
④ 조순자

최복동의 장녀 조순이는 당시 최복동의 산이패 일원이었던 허용업（대금）의 아내가 되었
고 차녀 조순자는 현재 무당이다.

자매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굿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다. 그러나 차녀 조순자는 무업을
피하려고 국악학원을 다녔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몸이 아파 신기가 있었으나 무업을 하지

않고, 무당 되는 것을 피하려고 인근 신흥각에 나가서 일을 하였다. 그러다가 종내는 신내
림을 피하지 못하고 무당이 되었다. 1995년에 어머니가 위독해지자 자신이 어머니의 신을

가져가지 않아서 어머니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그해 6월에 신을 받았다고 한다. 현
재 자신의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명두（무구의 일종）을 모시고 있다.

2） 산이패
음악을 담당하는 산이들은 전문적인 경기굿 산이들로 구성되었다. 갈매동 도당굿에서의
재비구성은 다음과 같다.

피리:허용업

대금: 허재훈

해금:한영서

도당굿에서 쓰였던 신이들의 음악은 다음과 같다.

유가돌기 : 길군악 — 굿거리 — 당악 — 허튼타령
본굿: 거성（대풍류）, 염불, 도드리, 타령, 굿거리, 당악

2006년

구리문화원 임원 명단

장

김순경서

（주）새한텅스텐 회장

내무부원장

이병 탁서

전 부양초교 교장 '

외무부원장

김문경서

원일건설（주） 대표

직능부원장

손태 일

i

동일전력（주） 대표

부원장

이상운서

구리시의회 의원

총무이사

김충현

다솔기획 대표

재무이 사

이중엽서

세무사

김 옹주서

사진작가

김경선서

구리시의회 의원

흥도암서

대한노인회구리지회장

원

박명섭

구리서예원 원장

김정 숙서

예원 꽃꽂이

1

구지환경 대표

박석 윤서

상아탑학원 원장

김 원태서

전 구리신문 사장

신동영서

비디오 작가

최 덕구서

통일약국 대표, 전 도의원

신동환서

법무사

곽성호서

（주）세인투어 대표

사

황진 영

i

전 송곡여고 교장

한준학

（주）동부엔지니어링대표

이춘언서

예일비전 스쿨 대표

이병길

감

구리문화원 향토연구소장

홍재인:

심 흥식

이

i

1

민족사관영재학원 전무

허성기서

도서출판북메니아

김 보영서

한국무용협회 구리시지부

이내 흥서

한샘 학원장

안영 기 서

논설위원, 전 시의회의원

이승준서

송옥물산（주）
전 시의회 의원

사

국

장

고준선서

과

장

장영 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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