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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君子）의 기본덕목（德0）
i

知者不惑하고 仁者不憂하며 勇者不if니라

（지4불혹）. （인자불우） （용자불구）. * <
'‘ •.‘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아니하며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 논어（論語） 자한편（子辛篇）에서-

군자（君子）
•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 a 벼》; 있던 4람; 이르던 말

• 아내가 자기 남편을 이르던 말

표지 : 조선 태조고황제 시비 
소재: 구리시‘인창동，. 

촬영:影石김응주 "



문화예술로 승화시킨 위기극복

구리문화원 원장

김문 경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리시민여러분!
슈 <

어느덧 2016년의 해가 저물고 있즙니다. 남은 기간 계획하셨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

시길 바랍니다. 2017년 대한민국은 성숙된 국민의식으로 국가의 기틀을 바로-잡아야

할것입니다.. 고

2016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정 혼란을 야기한 부패（腐 

敗〉스캔들（scandal）에 대한 분노를 촛불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Z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새로운

광장 응원문화를 만들어냈던 우리 국민은 이제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비폭력 평화시위로 세계

인들을 다시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평화롭게 의사를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체포나 연행되 

는 국민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또한, 평화시위가 끝나고는 주위의 쓰레기를 스스로 치우는 /성숙된 

국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핰

.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의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로 뭉쳐 국난（國難）을 타개해 왔습니다. 2017년에 

는 국제 정세가 불확실하고 세계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쑤' 짤

' 이러한 때 일수록 국가의 기강（紀鋼）과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jW'l 민여러분! - .

지난 201겨에 발생된 메르스 사태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5생정신 ■ 

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정유년（丁西年）에도 화합하여 희망의 새 역사를 만들어7）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내（家內）에 만복（萬福）이 깃들며 온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充滿）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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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문화원의 날」선언문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복된 고장의 시민임을 자부하며 영광스러운 내 고장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주역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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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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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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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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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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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을 경주한다.

넷째 ,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적극 펼친다.

다섯째 , 우리 고장의 자랑스런 문화유산과 향토예술을 꽃피워 간다.

2011 년 6월 24일

구리문화원 임원일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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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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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풂에는 티를 내지 않고

8. 자신을 위한 거짓을 자제하며

9. 과오에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10. 회원은 책무와 분수를 지킨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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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활동 이모저모］

아그뛔广*푸^ 근sm買T퍼

뉴리）문홰웬 제 셰청시）'

제25차 정기총회 （3월 7일） 제61회 현충일 추념식（6월 6일）

구리문화원 육성기금운영회（3월 31일）

9



［문화활동 이모저모］

경 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 부천시종합체육관 

구리여중 참가 （9월 23〜24일）
찾아가는 전통예절체험 - 이천 설봉서원 

（7월 5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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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활동이모저모］ 三才才
- * 4 •

-. _ .…』，유 丄=09扇r . . MRMR: <■ JKSW 'WMBIMW?휴廢

^ _ •:"乂；洲

구리 시승혀 30주넌 기넙

곪샠문에 담간 큐랴시 모화유산

구리시승격30주년기념 구리시문화유산탁본전 （10월 4〜9일） 제224차 이사회 （7월 14일）

구리갈매동도당굿 （4월 8〜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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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활동 이모저모］

불기2560년 봉축점등식 - 구리시청대강당 （5월 3일） 2016 구리문화원 송년의 밤 （12월 1일）

J부L 처

제9회 세계인의날 기념 한마음축제 ‘ 여음’초청공연-장자호수공원 （5월 21일） 화재없는 안전마을 선포식-구리문화원 （9월 21일）

12



［문화활동이모저모］.广r』

_ _ __ 그 ' ；.》： _ mHHiiiiiiii

13



*: . I 广* ' . *

. • '‘ '‘ •• •’효유. 허
I제21기둔화학교 수료식 & 작품발표회 I 숮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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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쓰于

I 제21기 문화학교 수료식 & 작품발표회 I

<2016년 11 월 11 일, 행정복지센터 공연장>

三=之시三—=；___--

경기민요

모듬난타

판소리•북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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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제끼기 문화학교 수료식 & 작품발표회 I 즈으스- 

<2016년11월11일, 행정복지센터공연장> 三. 广才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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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 太祖 高皇帝 詩碑 

（조선 태조 고황제 시비）

소재 :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로 197 
（동구릉 입구）

登白雲窒（등백운봉） 

백운봉에 올라

引 手쪼 tt 上葬峰（인수반라상벽 봉）

손을 끌어 담쟁이를 잡고 푸른 봉우리에 오르니

—＞하高臥白雲中 （일암고와백운중）

한 암자가 흰 구름 속에 높이 누워 있구나.

苦將眼界爲语土 （약장안계위오토） 

만약 장래에 눈앞에 뵈는 땅이 내 땅이 된다면,

楚越江南 fi 不容（초월 강남기 불용） 

초나라든 월나라든 강남땅을 어찌 마다 하겠는가.

17



특별기고

人. 지역의문화예술프로그램

II 기획실태와활성화방향

전, 문화정책개발원 수석연구원 

임학 순

정부는 1980년대부터 ‘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중요한 문화정책의 가치로 설정하면서 지역의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구축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지 

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80년에 들어와서 공연 

및 전시 순회프로그램과 문화예술 사회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사업들은 지역단위의 자체 기획능력과 자생력을 높이기보다는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프로그램 확산에 더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1955년에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문화예술 정책에 관심을 갖는 자치단체들이 하나 둘씩 나 

타나면서,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하고,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의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 환경의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 

으로 ‘ 중앙문화프로그램센터’등 중앙차원의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체계가 지역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역할과 사업이 무엇인지를 모색하였다.

지역의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환경 실태

1.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체계

이 글에서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술활동의 산출물로서 다 

양한 행동단위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개념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개념에 

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이 기획체계의 산출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기 

획체계는 기획조직, 재정, 전시작품 등 프로그램 내용, 공간 및 시설 기자재, 인력, 정보 및 지 

식, 문화고객, 문화예술프로그램 시장 및 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 설 

정 및 계획수립 • 집행 • 평가 • 환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2. 지역의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환경 실태

①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시장구조와 유통실태

첫째, 공연프로그램과 전시프로그램은 서울과 광역시에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지역 간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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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매우 크다. 이것은 문화자원이 서울과 광역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문화시장의 차 

이가 크고, 지방의 문화예술 기획 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예술프로그램은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 그리고 기관과 기관 간에 상호교류 

와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공립문화 예술단체의 경우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로 할당되며 실제 작품활동비는 매우 적기 때문에,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을 4〜5회 하 

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다른 지 역으로 이동하여 활동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셋째로, 현재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공공도서관, 人!（군,구）민회관 등 지역의 문화공간 

들은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초청기획을 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상설프로 

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드물다.

②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의 제약요인

현재 우리나라 지역의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환경은 예산부족뿐만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인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할수 있다.

첫째, 프로그램 기획능력이 낮다는 점이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토대 

로 한 책임경영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일반 행정조직과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 

이라고 할수있다.

특히 지역의 문화예술프로그램 현장에서는 전시기 획을 담당하는 전문큐레이터나 무대제작, 

조명, 음향 등의 전문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정보 서비스 및 상담체계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현재는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수준에서 기획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실정이며, 프로그램의 작품성이나 

흥행성, 프로그램 참여자, 프로그램 평가정보 등 구체적인 기획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체 

계가갖추어져 있지 않다.

또한 지역문화예술 공간의 대관정보 서비스 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또한 공공문화조직인 경우에도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 공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획프로그 

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3.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련 조직이나 단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 

은 점도 프로그램의 기획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문화예술기관들은 중앙과 지방뿐만 아니라 지방과 지방 간에도 상호협력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예술기관 상호 간에 제작 및 기획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 

기 위한 협의의 장이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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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지역의 문화시장은 안정되거나 지속적이지 못하며 작가 및 출연자들이 스타인지 아 

닌지 프로그램의 대중적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변화가 심하다.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연 및 전시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겪 

고 있는 애로사항으로 “예술프로그램 제작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적어 관객확보가 어려워서”, 

“기획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없어서”, “지역여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기가 어려워서”, 

“프로그램 기획에 관한 제반정보가 없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의지가 약 

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협력이 매우 미흡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 활성화 방향

1. 기본방향

1997년 6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설립된 ‘ 중앙문화프로그램센터’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문화예술프로그램기획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 

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 문화현장의 프로그램 기획력과 자생력을 높여 문화자치의 토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지역의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현장이 직 

면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 기획체계, 정보와 지식의 한계, 전문성, 재원확보, 관련 조직 간 

네트워크 미구축 등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문화민주주의 (Cultural Democracy)와 문화형평성 (cultural equity)차원이다. 이것은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문화예술 공간을 이용하여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시장이 큰 대도시권보다는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 및 문화소외지역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문화예술프로그램 단위 간의 네트워크 센터로서의 기능이다. 이것은 중앙문화프로그 

램센터가 예술프로그램을 직접 제작 공급하는 조직, 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무대에 올리 

는 프로그램 수요자 등 예술 프로그램 관련 조직 간의 연결 핀(linkage pin) 기능을 수행함으 

로써, 예술프로그램의 지역 간, 기관 간 유통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계체계가 구축되면 각 단위가 개별적으로 직접 행동하는데 드는 소요비용을 절감시 

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 기획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가치를 토대로 이 글에서는 ‘ 중앙문화프로그램센터’ 의 역할을 크게

① 문화예술프로그램기획 정보서비스

② 문화예술프로그램기획 컨설팅

③ 모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④ 문화예술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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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기획정보 서비스 사업 개발확대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현장의 프로그램 기획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 

여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직면하는 정보제약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 

역의 문화예술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기획 시 필요로 하는 정 

보내용으로 ‘ 프로그램 유치가격 및 총비용’ 에 관한 정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로 들었으 

며, 그 다음으로는 ‘프로그램의 내용 및 질’ , ‘ 프로그램의 규모（소요공간, 참여인원, 기자재 

규모 등）’, ‘ 초청한 프로그램의 무대장치, 조명, 음향, 영사, 전시기법 등에 관한정보’, ‘ 공연 

및 전시단체 섭외방법’, ‘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 관련사항’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프로그램 공동제작 여건 조성 및 지원 사업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기획 사업이란 프로그램 관련단체나 개인의 프로그램의 기획과정 전 

반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제작 및 기 

획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상호 정보와 지식의 교류를 통한 전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조직의 프로그램 기획자들이 상호 공동기획에 관한 

협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 교류의 장을 만들고, 상호 프로그램을 쉽게 교류할 수 있 

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문예회관연합회의 사례와 같이 공연 공간, 전 

시 공간, 문화예술 사회교육기관 등 문화예술기관 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 프로그램 공동기획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 

업으로 우수 프로그램 공동기획사업에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 컨설팅 기능

예술프로그램 기획 컨설팅 사업이란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프로그램 기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 역에서 프로그램 기획과 관련하여 일정한 상담을 요청할 경우에 중앙문화프로그램 

센터에서 이에 상응하는 상담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농협, 수협, 복지회관, 여성회관 등 문화예술 전문기관이 아닌 조직들이 일정한 예산 

과 공간 여건에서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려고 추진할 

경우에는 기획과정 전반에 걸쳐 기초적인 정보와 지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상담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5. 모델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이 사업은 바람직한 양질의 예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프로그 

램 기획능력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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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기획하여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프로그램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발된 프로그램 중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예술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프로그램 목록집을 만들고, 이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각 프로그램에는 프로그램의 내용, 운영체계, 

주요고객, 소요재정, 소요시설 및 기자재, 강사요건 및 교육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포 

함되어야 한다.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중앙문화프로그램센터에서 직접 모델프로그램을 개발하 

기보다는 고객들의 프로그램 제작 및 기획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맺음말

지금까지 지역의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몇 가지 제시하여 보았 

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조직, 인 

력, 재정 등 사업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추진체계는 특정조직이 중심이 되는 집 

권형 체계와 관련 기능을 분산하여 추진하는 분권형 체계를 모두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올해 설립된 ‘중앙문화프로그램센터’ 가 문화프로그램 기획 정보 서비스 및 컨설팅 업 

무를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 인력,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과 관련된 조직들 간의 상호 역할 분담과 조정을 통하여 유기 

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문화프로그램센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공동사업 

이나 위탁용역 또는 기능분담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예술정보체계 구축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추 

진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인 바, 중앙차원의 프로그램기획 지원사업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 

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중앙문화프로그램센터 등은 프로그램 현장에 있는 고객 지향적인 운영을 해야 하며, 

우선 운영실적 및 평가보고서 발간, 지역문화예술프로그램 교류협의 세미나 개최, 문화예술 

프로그램센터 회원제 운영,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고객과의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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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 연해주의 독립운동과 김규식（金至植）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 

신주 백

1. 머리말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투쟁이 지속되었 

다는 점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지역에서 항일운동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정치적 조건이 크게 달랐다. 때문에 항일운동가가 어떤 지역에서 활동했는가를 보면 그 

의 항일투쟁론을 거 칠게나마 파악할 수 있다.

만주지역에서 항일투쟁을 했다는 사실은 실력양성론이나 외교론 등이 아니라 독립전쟁론을 

기본지침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지하듯이 만주라는 공간은 

1910년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기 이전부터 항일운동가들이 주목했던 곳이었다.

즉, 독립군 기지건설의 최적지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김규식이 1912년 3월 만주로 망명한 

것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 만주에서 김규식의 삶은 항일투쟁, 그 중에 

서도 독립전쟁을 위한 활동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하지만 만주에서 김규식의 활동을 정리한 연구는 아직 없다. 그의 생각과 활동이 구체적으 

로 들어난 문헌자료가 없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오늘 발표문도 그러한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그래서 발표문은 김규식의 행적이 드러나는 1919 

년 2월경 발표된 ［대한독립선언서부터 1931년 그가 죽을 때까지의 행적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발표문에서는 당시 만주지역, 더 넓게는 전체 항일운동의 상황을 고려하는 가운 

데 그가 관여했던 단체를 정리하고 그의 선택을 분석해 보겠다.

2. 군정（軍政） 우위（優位）의 독립전쟁과 김규식

1） 대한독립선언서와 김규식

김규식이 어떤 생각으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접적인 문 

헌은 1919년 2월경에 발표된 대한독립선언서이다. 선언서는 조소앙（趙素晶）이 초안을 집필하 

였는데, 김좌진（金W처럼 대종교（大｛宗敎）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많았으며, 만주（滿洲）와 노령 

지역（露領地域）의 독립단체에서 활동하던 39명의 저명한 지도자들 명의로 발표한 독립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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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선언서는 ［3 • 1 독립선언세처럼 외교론적인 독립운동노선의 견해가 반영된 다른 독립 

선언서와 달리 독립전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자는 입장을 천명했다는 점에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 그와 관련된 내용 일부만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우리 대한 동족 남매와 온 세계 우방 동포여 !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독립과 우리들의 평등 

복리를 우리 자손 려민（藥民）에게 대대로 전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 이민족 전제의 학대와 압박 

을 벗어나서 대한 민주의 자립을 선포하노라.

실로 항구일관한 지성의 격발로써 저 이민족으로 하여금 깨닫고 새롭게 하여 우리의 결심은 

야비한 궤정（*）을 초월하여 진정한 도의를 실현함에 있다. 우리 대중이여! 공의（公義）의 독 

립자는 공의로써 진행하게끔 일체의 방편을 다하여 군국전제를 삭제하고 민주평등을 세계에 

널리 실시함이 우리 독립의 제일의（第一義）이다.

무력 겸병을 근절하여 평등한 천하의 공도를 진행하는 것은 곧 우리 독립의 본령이다. 밀맹 

사전（密盟私戰）을 엄금하고 대동평화를 선전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복국（復國）의 사명이다. 권리와 부를 모든 동포에게 베풀며 남녀 • 빈부를 고르 

게 조화하며, 등현등수（等賢等壽）로 지우노유（智愚、老幼）에게 균등하게 하여 사해인류를 건질 것 

이다.

이것이 우리 건국의 기치이다. 나아가 국제 불의를 감독하고 우주의 진선미를 구현할 것이 

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족의 시세에 응하고. 부활하는 궁극의 의의이다.

궐기하라, 독립군! 독립군은 일제히 천지를 바르게 한다.

일명 ［무오독립선언세라고도 하는 선언서는 1917년에 발표된 ［대동단결선언］의 정신을 그 

대로 이어받아 독립 이후에 수립할 국가의 성격이 ‘ 大韓民主’, 곧 민주공화정체임을 천명하 

였다. 또한 ‘ 군국전제’, 곧 절대군주제를 부정하고 민주와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 독립의 제1 

의’ 라고 하고 있다. 3 • 1운동이 전개되고 있던 와중인 4월 11일 상해（上海）의 임시의정원에 의 

해 제정된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 곧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정신보다 앞서 

제기된 것이다. 더구나 선언서는 독립한 이후의 ‘ 건국의 기치’, 곧 국가 건설의 방향을 남녀 

와 빈부 차이를 부정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대동사회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이러 

한 정신도 ［대한민국임시헌정］ 제3조, 곧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無 

하고 일절 평등임”이라는 정신보다 앞서 제기된 것이다.

선언서는 민주와 평등을 지향하는 독립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립군의 궐기, 곧 

독립전쟁을 벌이자고 독립운동가와 단체들에 촉구하였다. 무력에 의한 자주적인 독립 쟁취를 

천명함으로써 외교론적 인 독립운동론을 부정한 것이다.

민주와 평등을 추구한 선언서에 서명한 김규식의 생각은 이후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일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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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뒤에 언급하겠지만 김규식은 만주지역 독립운동단체가 복벽주 

의（復群主義）와 공화주의（共和主義）를 지향하는 단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복벽주의 단체 

에 가담하지 않았다. 둘째, 그는 1926년경부터 비밀결사적인 정당（政黨）을 표방하는 독립운동 

단체가 등장했을 때는 여기에 가담하였다. 그가 참가한 정당은 독립 이후에 ‘ 평균적으로 평등 

한 국가’ 를 수립하려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2） 북로군정서（北路軍政1）에서의 활동

1919년 3 • 1운동의 영향을 받은 만주지역의 독립운동단체들은 독립전쟁을 적극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용정과 국자가를 중심으로 동만지방（東滿地方）의 한인사회에는 여러 무장단체가 

출현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1919년 8월 정의단（正義團）에서 명칭을 변경한 군정회（軍政會） 

이다. 군정회는 왕청현（汪靑懸） • 춘명향（春明鄕） • 서대파구（西大城淸）에 본영을 두고 있었는데, 

10월에 군정부（軍政部）로 개칭했다가 상해의 통합 임시정부의 지시에 따라 1919년 12월 대한군 

정서（大韓軍政署）로 다시 이름을 바꾸었다. 대한군정서는 서간도, 곧 남만지방（南滿地方）에서 활 

동하던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와 구분하기 위해 대한북로군정서（大韓北路軍政署）라고도 불렀다.

북로군정서는 당시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가 있던 이동휘（李W의 무장투쟁론을 지 

지하고 있었다. 즉, 이동휘는 민족（民族）의 자력伯方）으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우리의 주장과 

행동을 내세워야 하며, 소련과 일본 또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의 적국（敵 

國）과 연합（聯合）하여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고, 독립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그는 이렇게 해야 국제사회로부터 교전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으며, 독립 이후 국가 

건설을 우리 민족이 주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북로군정서에서 김규식은 이범석（李範W）, 이장녕（李章勤 등과 함께 사관연성소（士官鍊成所）의 

교관으로 활동하였다. 사관연성소는 1920년 3월 왕청현 십리평에 건립된 군사간부 양성학교 

로 김좌진이 소장이었다. 생도들은 주로 대종교의 청년 신도와 왕청현 덕원리（德源里）에 있던 

명동학교（明東學校） 학생들이었다. 사관연성소는 학생들에게 군사학과 총검술을 가르쳤고 전 

투훈련도 실시하였다. 군사학의 교재로 사용된 교재는 보병조전（步兵操典）, 축성교범（築城敎範）, 

군대내무서（軍隊內務書）, 야외요무령（野外要務令） 등이었는데, 책의 제목만을 놓고 볼 때 일본군 

의 교재였을 가능성이 높다. 적의 교재로 적의 전법을 익히려 했던 의도와도 관계가 있을 것 

이다.

연성소는 1920년 9월 졸업식을 거행하여 289명의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일본군이 만 

주지역 독립군을 공격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독립군들이 백두산 일대로 이동하기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였다. 졸업생의 대다수는 교성대（敎成隊）로 편성되어 북로군정서군과 함께 

이동하던 중 화룡현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과 만나 접전을 벌였다. 하지만 청산리전투에서 

김규식이 어느 부대를 지휘했는지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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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군은 일본군의 공격으로 백두산 일대에 집결하지 못하고 북만지방（北滿地方）으로 이동하 

여 밀산에 집결하였다. 그들은 이곳에서 서일（徐—）을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大輸罰立軍團） 

을 조직하고, 러시아 연해주로 월경할 것을 결정하였다. 20만 명 가량의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볼세비키의 도움으로 무기도 공급받고 조직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규식은 이때 군대 지휘를 책임지는 총사령에 추대되었 

다. 김좌진과 이범석 등 대한독립군단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독립군은 1921년 3월 이만 

을 거쳐 자유시（I由市:알렉쎄호스크）에 도착하였다. 독립군은 이곳에서 노령에서 활동하던 조 

선인 빨치산 부대와 독립전쟁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통합하여 1400여 명의 병력 

을 가진 대한의용군（大韓義勇軍:사할린의용군）을 조직하였다. 김규식은 여기에서 홍범도（洪範 

道）, 이청천（李靑天） 등과 함께 참모부원으로 선발되었다. 그의 군사적 능력은 타국 땅에서 처 

음 만난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념을 떠나 독립을 위해 함께 활동하려 했던 독립군들의 움직임은 6월에 있었던 자 

유시참변伯由市慘變）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다. 사회주의자들 사이의 주도권 다툼의 와중에 

서 일어난 이 참변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만주에서 건너간 독 

립군에게는 커다란 타격이었다. 김규식이 이후 활동에서 반공C反共）이란 태도를 견지하는 것 

도 이때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3） 민정（民政）에 기초（»）한독립전쟁과 김규식

1） 고려혁명군（高麗革命軍） • 대한군정서（大韓軍政署）에서의 활동

자유시참변을 경험한 김규식이 언제 만주로 돌아왔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발표자 

가 확인한 가장 빠른 시기는 1922년 말 그가목릉현（穆W） 마교하（馬橋河）에서 김좌진, 이범석 

등과 활동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들은 중국 지방관헌에게 무장 해제를 당하였고, 다시 영안 

현（學安懸） 영고탑（W古塔）으로 이동하여 이주한인（移住韓人）을 상대로 의무금 징수활동 등을 벌 

이며 재기를 모색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을 받았고, 중국 지방관헌이 체포 

하려 들자 다시 흩어졌다.

북만지방에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김규식은 동만지방으로 활동거점을 옮겼던 것 같 

다. 그가 1923년 5월 연길현延吉懸） 명월구（明月淸）에서 고려혁명군（高麗革命軍）이란 무장단체 

를 조직할 때 참가했기 때문이다. 그는 여기에서 총사령, 곧 최고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그런데 고려혁명군의 활동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국민개병의 민병제라는 조직방침을 채택하 

는 한편에서, 둔경제（=制）를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둔경제란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며 평소 

에는 생활에 필요한 생활경제를 스스로의 노동에 의해 확보하면서 군사훈련을 받다가, 기회 

가 오면 군사활동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령에서 만주로 돌아온 직후 의무금 징수활동 과정 

에서 겪은 경험이 그와 동료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배경의 하나였을 것이다. 또한 이주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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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부담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산리전투 당시와 달리 장기적인 운동기반을 마련할 필 

요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조치이기도 할 것이다. 내외적 상황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서 1923년 참의부（參議府）, 1924년 정의부（正義府）, 그리고 김규식이 활동하는 신민부（新民府）가 

1925년에 결성되었던 것이다.

김규식의 입장에서 보면 고려혁명군 활동 때부터 ‘ 조선인만의 자치’ 에 기초한 활동이 시작 

된 것이다. 그렇다고 고려혁명군이 자치단체로서의 형식과 내용을 갖춘 조직이었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신민부（新民府） 단계에 가서야 조직적 실체를 드러낸다. 만주 독립운동 단체의 

주류가 무장적 독립운동단체에서 자치적 독립운동단체로 넘어가고 있던 과도기에 남만지방 

의 대한통의부（大韓»神의 경우처럼 동만지방에 나타난 현상의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고려혁명군의 활동이 오래 간 것 같지는 않다. 과거 북로군정서 시절에 함께 활동했 

던 사람들이 결성한 대한군정서（大韓軍政署）가 1924년 3월 영안현 영고탑에서 재조직되어 활 

동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 조직에서 참모로 선임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5월에는 고려혁명 

군의 지도부 사람들도 모두 흡수되면서 대한군정서의 조직이 개편될 때 김규식은 군대의 지 

휘 책임을 맡은총사령에 선출되었다.

2） 신민부（新民府）에서의 활동

1925년 3월 대한군정서를 중심으로 북만지방 등지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단체들은 목릉현 

에서 부여족통일회의（夫餘族統一會議）를 개최하고 신민부를 결성하였다. 회의에서는 “국가의 

완전한 건설과 민중의 철저한 해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권폭력의 침략주의를 근본적으로 제 

거”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세계의 민중과 협동의 동작”을 취한다고 

선언하였다. 민중과 반침략주의를 선언한 신민부는 김혁（金麻）을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하 

고, 위원제에 입각하여 민주적인 논의과정을 거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검사원［檢査院검사원 

장:현천묵（玄天默）］을 두어 집행부를 견제하고, 원로들로 참의원［參議院/ 참의원장:이범윤（李範介）］ 

을 구성하여 상징성과 위상을 높이려고 하였다. 또한 행정계통과 별도로 군대, 곧 둔전제0色 

田制）에 기초를 둔 보안대［保安隊/ 대장:박두희（朴斗®）」도 두었다. 신민부는 기관지로 ［신민보（新 

民報）］를 발행하였다. 삼부 가운데 유일한 활동이었다.

신민부와 마찬가지로 정의부와 참의부에서도 자치를 통해 군사역량을 강화하고 정치경제적 

인 실력을 축적해 두었다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가간의 전쟁이나 중국의 군벌전쟁 등 대 

외정세가 항일운동에 유리하게 조성될 수 있다면 이를 활용한다는 전술론을 갖고 있었다. 이 

러한 상황이 조성되기까지 군대는 둔전제（血田制）에 입각하여 유지되어야 했다. 따라서 당시 

군대（軍隊）는 국방기능을 담당하는 조직, 곧 독립전쟁을 위해 국내에 침투하거나 만주의 친일 

파 등을 처단하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조직이었다기보다는 관할 구역 내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사실상 경찰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민부의 보안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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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한 측면이 조금 약하였다. 그래서 무장활동 우선이냐, 자치가 우선이나는 논쟁이 신민부 

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신민부 상층기관 어디에서도 창립 당시 김규식의 이름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들 대 

부분이 북로군정서, 고려혁명군, 대한군정서 등에서 함께 활동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그렇다고 그가 신민부에서 활동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바로 

다음 ‘ 제3）’ 절에서도 언급하겠지만, 1927년 2월 신민부（新民府） 내 민정파（民政派）들로 구성된 

고려국민당（高麗國民黨）에서 1928년경 군사부위원에 김규식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발표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결론을 내리겠다. 김규식은 신민부의 중앙간 

부로 활동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신민부의 취지는 동감하였다. 이러한 이해를 다른 측면에 

서 해석하면, 신민부 시절 그는 무장단체 활동 일변도에서 경제와 교육 등 자치활동을 기반으 

로 장기적인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활동의 무게 중심을 확실히 옮겼다. 민정（民政）을 

우위（優位）에 두는 독립전쟁론（獨立戰죠命）을 추구（追求）했던 것이다. 이는 다음 ‘ 제3）’ 절에서 더 

욱 명확히 확인된다.

3） 고려혁명당（高麗革命黨） ■ 고려국민당（高麗國民黨）에서의 활동

1920년대 중반경 만주지역 독립운동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 하나 나타난다. 즉, 

자치 기반을 튼튼히 쌓아가면서 장기적인 독립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는 한 

편에서, 독립운동만을 생각하고 활동하는 비밀조직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정당（政黨）을 표방하는 형태로 가시화되었다. 즉, 참의부 활동구역에서는 한인회（韓 

人會）, 정의부의 활동구역에서는 다물당（黨） • 한족노동당（韓族勞動黨） • 고려혁명당（高麗革命黨）, 

신민부의 활동구역에서는 한국귀일당（韓國歸一黨）과 고려국민당（高麗國民黨）이 각각 결성되었 

다.

1920년대 중반경에 이르러 이들 정당이 출현하게 된 배경은 첫째, 정당제（政黨制）를 통해 민 

주주의사회를 실현시켜 보려는 세계적인 사조의 반영이었다. 둘째, 뚜렷한 이념과 강력한 통 

일조직을 갖춘 공산당이 정부를 통제하고 지도하는 현실이 소련에서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그 

것의 이론적 내용인 조직론이 만주지역에 전파되었다. 셋째, 민족주의운동의 지도자들 스스 

로가 대중의 통일적인 의사를 결집하고 뚜렷한 이념을 표방하면서도 안정되고 강력한 독립운 

동을 추진할 수 있는 정당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즉, ‘ 혁명（독립）’ 과 자치의 임무를 구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신민부 활동구역에서 조직된 한국귀일당과 고려국민당의 경우는 좀 더 색다른 

배경이 하나 있었다. 왜냐하면 한국귀일당은 신민부 내 군정파（軍政派）를 이끌고 있었던 김좌 

진이 조직한 정당인 반면, 고려국민당은 이들에 반대하여 신민부 내 민정파（民政派）가 결성한 

정당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의부에서는 이러한 대립이 없었다. 두 정당은 지금의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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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투쟁을 우선해야 하느냐, 아니면 자치행정을 우선해야 하느냐라는 대립의 산물이었다. 

정의부가 이미 이 문제를 극복하고 있었는데 비해, 신민부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주 

도권 다툼의 성격까지 겹치면서 1928년 10월 군정파에서 ‘ 빈주사건（賓州事件）’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두 세력은 완전히 갈라섰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김규식은 고려국민당의 군사부위원이었다. 고려국민당은 1927년 2월 

김혁（金麻이 일제에 검거된 이후부터 1927년 5월 人h이에 ‘혁명（독립）’을 위해 결성된 조직이 

다. 민정파와 군정파 사이에 분열과 대립의 산물인 것이다. 고려국민당은 동빈현（同賓懸） 소량 

자（小完子）에 본부를 두고 주하현과 동빈현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김규식이 창립 당시부터 이 

조직의 결성에 참여하여 간부로 선출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1928년 당시 군사부위원이 

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고려국민당의 무장활동은 다른 민족주의운동 단체처럼 1927년부터 시 

작되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고려국민당의 무장활동은 다른 민족주의운동 단체처럼 1927-28 

년 사이에 조성된 장개석의 북벌이나 군벌（軍關） 간의 혼전 속에서 비밀스럽게 반 장작림 세력 

과 호응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고려국민당은 봉천군벌이나 중국국민당이 

인정해 주는 한인의 자치를 통해 안정되고 단합된 역량을 확보하려 했을 것이다. 1920년대 후 

반에 들어 만주지역에서 민족유일당 결성운동과 삼부를 통합하여 새로운 자치기관을 결성하 

려는 활동이 동시에 일어났던 것도 이와 같은 인식과 전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김규식의 정당 활동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1926년 3월 정의부의 활동구역 

에서 결성된 고려혁명당（高麗革命黨）에도 김좌진 등과 함께 참가하였다. 이 때만 해도 신민부 

자체가 민정파와 군정파로 확연히 갈라져 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함께 참가했던 것이다.

그러면 고려국민당은 어떤 이념을 추구했을까. 창립 당시의 강령을 통해 김규식의 정치적 

입장을 유추해 보자.

① 우리들은 인간성 실생활의 당면적인 모든 계급적 기성제도 및 현존의 조직의 일절을 파 

괴하고 물질계 정신계를 통하여 자유 평등의 이성적 신사회를 건설한다.

② 제국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반항에서 우리와 공명하는 각 피압박민족을 결합하고 

동일전선에서 일치의 보조를 취한다.

계급지배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고려혁명당은 고려국민당과 함께 1929년 4월에 결성되는 국민부（國民府）에 참가하였다. 물론 

군정파는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면, 김규식의 정치 지향점은 명백히 반공이면 

서도 진보적인 정치성향이었다고 말할수 있다.

그런데 국민부 결성 이후 김규식이 여기에 적극 참여한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그의 행적은 

연길현에서 교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것과 정치 지향점에 대한 

또 다른 시사점을 다음 ‘ 제4장’ 의 1930,31년도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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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당치국（以黨治國）’ 에 입각한 활동과 김규식

1929년 즈음부터 김규식의 단체활동은 이전과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 같다. 특정한 조 

직의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뒤에서 활동하는 형식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우선 그가 

대외적인 활동보다는 연길현에 학교를 세우고 교육에 전념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시사받을 수 

있다. 그리고 1929,30년에 이렇다 할 활동을 벌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즈음 그의 행적을 확 

인할 수 있는 사례는 1930년 7월경 위하현（章河！W에서 결성된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에서 부위 

원장으로 취임한 것뿐이었다.

한국독립당의 당강（黨鋼）과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당강 : 삼본주의（三本主義）

1.민본정치（民本政治）의실현 2.노본경제（勞本經濟）의조직 3.인본문화（人本文化）의 건설 

조직 : 중앙집행위원장-홍진/ 총무위원장-신숙/ 조직위원장-남대관

선전위원장-조경한/ 군사위원장-지청천/ 경리위원장-최호/ 감찰위원장-이장녕

당강에서 말하는 ‘ 本’ 과 ‘ 人’ 은 사실상 북만지방에 거주하는 조선인 농민을 의미할 것이다. 

한국독립당은 농민 위주의 정치, 경제, 문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한국독립당의 중앙집행위원 

과 간부진은 대부분 이청천이 이끌었던 생육사＜生育社） 출신이거나 신민부 시절의 민정파 출신 

이 었다. 따라서 한국독립당은 군사보다는 자치방면에 활동의 무게를 두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한국자치연합회（韓國1治聯合會）라는 연합체적（聯合體的）인 표면기관（表面機關）을 둔 것도 같 

은 이유에서 였다.

한국독립당은 중앙집행위원회가 북만지방의 독립운동 세력을 끌어 모으는 과정에서 지도부 

를 완성하였는데, 김규식은 이때 4명의 부위원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다. 부위원장 

가운데 이장녕만이 감찰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중앙집행위원의 한 사람이었고, 나머지 세 사람 

은 실제 일을 처리하는 중앙집행위원이 아닌 것으로 보아 명예직에 가까운 비상임 부위원장이 

었을 가능성이 많다. 더구나 김규식은 한국독립당의 표면기관（表面機關）인 한국자치 연합회（韓國 

S治聯合會）의 간부도 아니 었다. 따라서 그가 한국독립당의 표면적인 활동에서 한발 물러나 있 

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신민부 시절 민정파의 일원으로 진보적인 정치이상（政治理想）을 갖고 있었고, 즉각 

적인 무장활동보다 이주한인의 생활안정을 우선시하는 자치활동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가 김좌진이 주도했던 한족총연합회（韓歲쫴¥合會）에 참가하지 않았던 것 

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말년에 그가 한국독립당의 주된 활동공간이었던 

북만지방을 떠나 동만지방인 연길현에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 사업에 종사했던 것도 이와 연관 

이 있을지 모르겠다.



5. 맺음말

김규식은 1931년 4월 한족자치연합회의 본부가 있던 주하현 하동농장에 갔다. 그는 지청천, 

신숙 등과 만나 장래 운동을 협의하였는데, 당시 직권을 남용하여 하동농장 주민들로부터 원 

성을 사고 있던 백운봉과 최호 등은 김규식이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그를 살 

해하였다. 김규식이 죽임을 당하게 된 배경이 간부들의 지역대결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비리 

때문인지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당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물론 1930,31년에 만주지역 민족운동에서 사회주의운동 세력과 민 

족주의운동 세력 사이의 대결은 대단하였다. 서로를 죽이는 것도 불사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만 하동농장은 명백히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던 공간으로서 한국독립당과 한족자 

치연합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최호 등이 사회주의자였다면 발붙일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김규식은 우리 나이로 52세에 세상을 떠났다. 1920년대 만주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 

는 40대로서 그의 체력, 열정, 그리고 연륜이 어우러진 시기였다. 그의 삶은 독립운동의 큰 

흐름과 일치하였다. 1920년대 초반기 군정（軍政） 우위（優位）에 기초한 무장독립전쟁, 1920년 

대 중반경부터 민정（民政）에 치중한 자치활동과 민족운동의 통일을 위해 민족유일당 결성에 

뛰어든 활동이 이를 증명해 준다. 그만큼 시대가 독립운동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는지 

를 판단하여 적절하게 대응했던 40대의 삶이었던 것이다. 이런 점은 1920년대 내내 김규식과 

거의 같은 삶의 궤적을 밟아 왔던 김좌진의 삶과 대조적인 점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세도정치 （世道政治）와 세도정치 （勢道政治）

구리문화원 

이 병 탁

1. 세도정치（世道政治）

조선시대의 세도정치를 형태에 따라서 22대 정조（正祖）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세도정치（世道政治）는 정조（正祖: 1776〜1800） 이전의 정치형태로 단순한 정치에 따른 권력 

보다 세도（世道: 세상을 바르게 잘 다스리는 도리）, 즉 치세지대도（治世之大道: 세상을 다스리 

는 근본적 큰 도리）를 국왕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세도인심（世道人心）을 바로잡으려는 

사상적（思想的）, 도의적（道義的）인 인물이어야 하였다.

그러한 일을 감당하려면 훌륭한 인격（人格）과 학식（學識）이 뛰어나고 덕망（德望）이 높아야 

했고, 따라서 왕이 높은 관직을 맡기고 상응하는 우대를 하였는데 중종（中宗: 1506-1544）대 

에는 조광조®Wi）, 효종（孝宗: 1649—1659） • 현종（顯宗: 1659—1674）대에는 송시열（宋時烈） 

이 바로 그 예에 속한다.

©조광조（趙光祖: 1482-1519）

중종（中宗: 1506-1544）대의 문신（文臣）으로 성명（性命）과 이 • 기（理 • 氣）의 관계를 논（論）한 

유교철학의 성리학자（性理學者）였으며 호는 정암（靜）©, 본관은 한양（漢陽）이며 김굉필（金安 

弼）에게 성리학을 수학（修學）하였다.

성리학（性理學）연구에 힘써 김종직（金宗直）의 학통（學統）을 이은 사림파（士林派）의 우두머리 

가 되었고 1515년 34세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감찰（監察）을 역임하며 왕의 신임을 얻어 대 

궐에서 왕을 알현（B見）할 때마다 유교（儒敎）로써 정치와 교화｛敎化）의 근본을 삼아 왕도정치 

（王道政治）를 실현해야 세상이 잘 다스려진다는 지치주의（至治主義）를 역설하였다.

그는 호조（戶텨）, 예조（禮«）에서 인물의 재능을 심사하여 관리를 선발하는 정랑（正郞: 正5 

品）을 거쳐, 춘추관 기주관（春秋館記注官）을 역임하였고, 중국 송（宋）나라 때 향촌0#村:시골） 

의 상호부조를 위해 여씨（呂氏） 형제가 만든 농촌자치규정인 여씨향약（呂氏鄕約） 제도를 조선 

8도에 실시케 하였다. 홍문관（立文館） 부제학（副提學:正3品）이 되어 미신타파를 주창하여 삼 

청동에 도교（=）의 일월성신（0月星辰）을 구상화｛具象化）한 성제단（Wi®에 사해용왕（四 

海龍王）, 명부시왕（W十王） 등을 제사지내던 소격서（略格署）의 폐지를 왕에게 강력히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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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없애게 하였다.

1519년 38세에 대사헌（大司憲）에 승진하여 왕세자의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부빈객（副賓客: 

從2品）에 임명되었으며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관리를 선출하기 위해 현량과（賢良科）를 설치하 

여 자기 일파의 신진사류（新進士類） 특히 30대의 소장학자（少壯學者）를 요직에 안배하는 한 

편, 당시 조정의 실권을 잡았던 훈구파®］舊派）를 외직（外職）으로 몰아내고 중종반정（中宗反 

正）으로 공을 세웠던 107명에게 정국공신（이功臣）을 내렸는데 4분의 3에 해당되는 76명의 

공신을 박탈하고 급진적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마침내 훈구파의 결정적 반발을 일으키게 되었 

다.

훈구파의 후궁 희빈 홍씨는 조광조가 공신들을 제거하고 임금이 되려한다는 소문을 퍼뜨리 

며 대궐 안의 나뭇잎에 꿀로 주초위왕（走肖爲王:조씨가 왕이 되려고）이란 글자를 써서 벌레가 

먹게 하여 나뭇 잎을 왕에 보여 크게 충격을 주었다.

한편 조광조의 도학적（道學的）인 언행에 염증을 느껴오던 중종도 처음과 달리 그를 투옥하 

고 훈구파의 끈질긴 공격으로 끝내 기묘사화｛1519년. 중종14년）로 투옥 후 전남 화순군 능주로 

귀양갔다가 곧 사약을 받고 그곳에서 죽었다. 후일에 기묘사화｛己卵士禍）로 죽은 사람들을 기 

묘명현卵名賢）이라 하며 죽수서원（竹樹書院）에 제향（祭호）되었다.

※묘소 소재 : 경기도용인

©송시열（宋時烈: 1607-1689）

조선 숙종（1宗: 1674-1720）때의 학자이며 노론（老論）의 영수, 호는 우암ttJS이다.

사계（沙漢） 김장생（金長生）의 제자로 1633년（인조11년） 27세에 생원시（生員試）에 1등으로 합 

격하여 고양군에 있는 세조의 맏아들인 덕종（德宗:追尊）의 경릉참봉（敬H參奉，從9品）이 되었다.

1635년 인조（仁®의 차남 봉림대군의 사부（師傅）가 되어 다음 해 병자호란 때 왕을 남한산 

성에 호위하여 따랐으며, 청（淸）과의 화의（和議）가 성립되어 1637년 정월 30일 인조는 송파（松 

城）의 삼전도（三田渡）에 설치된 수항단（受降壇）에서 청태종（淸太宗）에게 항복하니 근세사상 

처음 보는 치욕을 당하고 낙향하였다.

1649년 효종（孝宗）이 즉위하자 장령（掌令: 사헌부（司憲府）.從4品）에 등용, 1658년（효종 9년） 

찬선（贊善: 世子 가르치는 관원. 正3品）에 등용, 이조 판서에 승진하여 청（淸）을 정벌하기 위한 

북벌계획（北伐計劃）을 추진하였으나 효종이 1659년 재위 10년에 승하｛昇週）하자 수포로 돌아 

갔다.

1660년（현종 1년） 우찬성（右贊成:從1品） 재직 중 효종의 장지（葬地）를 잘못 옮겼다는 규탄을 

받고 낙향하였다. 은거 후 1689년 숙종 때 경종（景宗: 숙종의 2男, 희빈 장씨 소생）이 왕세자 

에 책봉되자 시기상조라고 반대하는 상소（上를 했다가 제주（濟州）에 귀양, 거주에 제한을 

받는 안치（安置）를 당하였다. 그 후 중대한 범법행위자로 취급되어 국문（鞠問）을 받기 위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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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중 남인（南人）의 책동（策動）으로 人｝사（賜死）되었다.

일생을 주자학（朱子學） 연구에 몰두한 이이（추M）의 학통（學統）을 계승하여 기호학파微湖學 

派）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황（李混）의 이기이원론（理氣三元論）을 배격하고 이이（奔耳）의 일 

원론적F元論的） 사상을 발전시켰으며 뛰어난 학식으로 많은 학자를 길러냈다.

사후（死後） 공주의 충현서원（忠賢書院）, 경주의 인산서원（仁山書院） 등에 제향되었고 시호는 

문정공（文正公） 이다.

2. 세도정치（勢道政治）

조선 정조（正祖 22대: 1776-1800） 때에 치세（治勢）의 도리（道理）를 정신적으로 왕을 보좌하 

기보다 실제로 정치적 권력행사를 위임받아 권세（權勢）를 부리는 정치형태로 변질되면서 일 

반적으로 종전의 세도（世道） 대신 세도（勢道）라 일컫게 되었다.

정조 때 홍국영（洪國榮）은 영조（英®의 세손（世孫）인 정조를 보호하여 무사히 왕위에 즉위 

（卽位）케 한 공（功）으로 도승지（都承旨） 겸 금위대장（禁衛大將）에 임명되어 왕의 신변보호를 

맡는 한편 정사（政事）의 모든 결재권한을 위임받았기에 세도정치 W政治）는 홍국영에서부 

터 시작되었다.

세도정치（勢道政治）의 특징은 왕과 친척 또는 신하로서 왕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사람은 관 

직의 고하（高下）를 막론하고 정치의 도리보다 인사행정에 직접 참여하여 권력의 남용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외척（外賊）들이 마음대로 권세를 휘두르었다.

정조가 승하한 후 12세에 순조（23대. 1800-1834）가 어린 나이에 즉위하면서 진보세력인 실 

학사상가«學思想家） 및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 숙청과 탄압이 시작되었다.

바로 이때부터 당파에 의한 당쟁（黨爭）의 시대가 종식되고 집권자의 일족（一族）만이 정권을 

독점하는 세도정권（勢道«）이 형성되게 되었다. 순조（純®, 헌종（憲宗）, 철종（哲宗） 대에 걸 

쳐 60여 년간 정권을 독점한 안동김씨（安東金氏）의 세도（勢道）정권은 정조로부터 순조를 잘 

부탁한다는 유탁（遺託）을 받은 김조순（金祖淳）의 딸이 23대 순조（純®의 비（如： 純元王房）로 

봉해지면서 25대 철종（哲宗. 1849-1863）대에는 그의 비促： 哲仁王局 역시 안동김씨 김문근 

（金汝根）의 딸이였음으로 비록 왕족이라 할지라도 김씨세도（金氏勢道）에 억눌려 살아야 했다. 

따라서 삼정（三政: 田政, 軍政, 還穀）은 문란해지고 정치의 기강이 무너져 민생은 도탄에 빠지 

게 되어 홍경래의 난을 비롯한 각처에서 민란（民亂）이 일어나게 되었다.

26대 고종（高宗: 1863-1907）이 왕위에 오르자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정권을 잡고 안동 

김씨 세력을 꺾어 세도정치의 폐단이 없어지는 듯하였으나 대원군이 민비（閔如: 高宗如 明成 

皇房）에게 추방당하고 민비가 1895년 을미사변（己未事變）으로 시해될 때까지 민씨일족（閔氏 

—族）에 의한 외척의 세도정치（W政治）가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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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영（洪國榮: 1748-1781）

정조 때 문신. 세도정치가（勢道攻治家）임.

20세가 되어 17기년 문과에 급제하여 왕세자를 가르치는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설서（說 

書:正7品）가 되어 당시 사도세자（思'I'卓世子:英祖次男）를 죽이는데 주동역할을 한 벽파（僻派）들 

이 영조의 세손（世孫:正祖）을 음해하려고 하니 벽파의 정후겸（鄭厚혀） 등을 탄핵하여 실각시 

켜 1776년 정조（正®를 즉위시키는데 많은 힘을 기울여 정조로 하여금 깊은 신임을 받게 되 

었다.

이후로 왕에게 국사（國事）를 아뢰고 의사를 결정할 때 홍국영의 손을 거치게 되어 세도정치 

（勢道政治）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시작되었다. 이처럼 홍국영이 실권을 장악하게 되자 백관（百 

官）들은 물론 8도 감사나 수령（首領）들까지도 그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었고 홍국영은 갖은 횡 

포와 전횡（專橫）을 일삼았다.

1778년（정조 2년） 왕비 효의왕후（靜I王房）가 소생이 없음을 기화로 정조보다 14년 연하인 

누이동생을 정조의 첫째 후궁（元婚洪氏）으로 삼게 하여 세도정치를 더욱 굳게 다지게 되었다.

그러나 원빈홍씨가 다음 해에 병사하여 왕의 외척으로서 집권하려던 계획이 실패되었고 정 

조는 그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여 그가 스스로 조정에서 물러날 것을 권 

고하였지만 오히려 1780년 왕비인 효의왕후（孝!%王房） 김씨가 원빈홍씨를 살해한 것으로 잘 

못 믿고 왕비를 독살하려고 음식에 독약을 넣었다가 발각되어 집권 4년 만에 재산을 몰수당하 

고 다음 해에 강릉에서 34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다.

© 홍국영（洪國榮）의 지략（智略）

영조（21代:英®는 숙종（肅宗）대의 무수리（숙빈최씨）의 아들로 태어나 갖은 수모와 천대 속 

에서 성장하여 31세（1724년）에 왕으로 등극하였으며 왕권에 대한 신념이 너무도 엄격하였다. 

사도세자의 아들（정조 14세）이 할아버지（영조）에게 뒤주 속에서 몸부림치는 아버지를 살려달 

라 울며불며 애원했건만 뿌리치고 자결케 하였으니 영조와 손자 사이의 분위기는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엄격한 영조의 휘하에서 어느 때 본인도 아버지와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한 치 앞을 가 

늠할 수 없는 운명의 불안한 환경에서 할아버지를 극진히 존경하였고, 영조는 세손（世孫）을 

올바르게 잘 키워서 백성을 위하는 왕으로 등극시키기 위해 깊은 배려와 사랑이 가득 차 있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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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세손 때 아버지（사도세자） 사후（死後） 영조와 대화（對話）의 한 장면（場面） 소개

영조 （세손에게） ‘ 요즘 논어（論語）와 대학（大學）을 읽는다지?’

세손（정조） ‘예，할바마마!’

영조 사기（史記） 사략（史略:역사책）은 아직 읽지 않는가?

（아들 사도세자를 죽게 하여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며 세손이 그 사건을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세손 ‘ 틈나는 대로 읽고 있습니다.’

（무심코 대답하였으나 영조의 의도를 눈치 채고 긴장이 흐른다.）

영조 ‘ 그렇다면 사략에 왕이 자식을 해（害）치고 자식이 왕을 해（害）하는 부분

도보았는가?’

세손 ‘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알고 있으나 소자（小子）의 생각은 차라리 모르는

것이 좋을 듯해서 그 부분은 모두 찢어 버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영조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영조 （흡족했던 영조） ‘ 그거 참 기특하군! 찢어 버렸다 이 말이지?’

‘ 여봐라!’

‘ 동궁에 가서 세손（世孫）이 읽고 있는 사략을 가져오너라.’

순간에 세손의 등줄기에는 땀이 흘러내렸다. 탄로나면 아버지 사도세자와 같은 일을 당할 것인가?

이를 어찌한다. 이실직고해야하나? 정신이 몽롱했다.

잠시 후 내관（內官）이 사략을 영조 앞에 바쳤다.

세자는 눈을 감아 버렸다.

‘외 참말이었구나! 그거 참, 혹시나 했는데.’

（세손은 어리둥절）

‘ 내 손자 하나는 영특하게 두었노라, 참으로 영특해!’

（손자에게 자랑스럽게 손을 잡아 주었다.）

세손, 어전W에서 나와 내관（內官）에게 물어 동궁에서 책을 내어준 홍국영을 찾아갔다.

세손 ‘정말고맙소!’

홍국영 ‘ 황공하옵니다, 별일은 없으셨는지요?’

세손 ‘ 공은 그걸 어찌 알고 그 부분을 없앴소?’

홍국영 ‘ 전하께서 갑자기 그 책을 찾으신다 하기에 그 이유를 생각하니 문득

중국의 수양제가 생각나서 불안하옵기에 그러한 내용을 모두 찢었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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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의 책을 찢었사오니 그 벌 달게 받겠사옵니다.‘

（무릎을 꿇고 아뢰었다.）

（세손은 손을 잡고 일으켜 그 자리에서 한 장의 글을 써서 주었다.）

（세손이 왕이 된 이후를 생각하며, “혹 홍국영이 반역의 중죄라도 참형（慘刑）에 처하지 않고 살려 주리라!” 

이후 홍국영을 신임하여 항시 가까이 두게 되었다.）

•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박영규

• 「조선왕비 오백년사』- 윤정란/ 이가 출판사

• 「한국사』- 을유문화사/ 근세후丁 I 편

.r 조선왕조실록』—강현식

.「한국사대사전』-고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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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전통혼례식>

혼인 례 홀기(婚 WO 記)
2016.11.17.

여성노인회관 대강당 

예절교육연구회

집례 : 윤승민 사무국장

〈신랑 : 김홍기. 신부 : 남효진 /신랑 : 송연민. 신부 : 이혜민〉

1. 거례선언 (擧禮宣言)이제부터 000씨의 0남 00군과 000씨의 0녀 00양의 혼인예식을 

거례하겠습니다.

2. 서부모 - 초자례 - 초녀례 (tf 父母 • @1子禮 ■ @1女禮)

• 신랑과 신부가 각기 부모의 교훈을 받고 서약하는 의식을 치르겠습니다 .

1) 양가의 집사는 각 초례실의 정한 곳에 주안상을 차리세요.

2) 신랑과 신부는 각기 초례실 앞에 북향해 서세요.

3) 주인은 동쪽 방석에 서향해 앉고, 주부는 서쪽 방석에 동향해 앉으세요.

4) 신랑과 신부는 방으로 들어가서 북쪽 방석의 서쪽에 남향해 서시오.

5) 각 집사는 잔에 술을 부어 잔반을 두 손으로 들고 신랑 신부의 왼쪽 앞에 서세요.

6) 신랑은 두 번 절하고, 신부는 네 번 절하세요.

7) 신랑과 신부는 방석 위로 올라가서 잔반을 받으세요.

8) 신랑과 신부는 꿇어 앉아 좨주하세요.

9) 신랑과 신부는 방석 끝에서 서향해 앉아 술을 마시세요.

10) 신랑과 신부는 일어나서 잔반을 집사에게 주고, 집사는 잔반을 받아 원자리에 놓으세요.

11) 신랑과 신부는 방석의 서쪽으로 내려가 남향해 절하세요.

12) 신랑과 신부는 주안상의 남쪽 앞에 남향해 꿇어앉으세요.

13) 아버지는 교훈을 내리세요.

“네가 이제 너의 짝을 맺는 것은 우리 가통을 잇기(큰아들이 아니면 사람의 도리를 다하기) 위함이 

다. 아내와 사랑하고 화합하기를 공경으로 부지런히 할지니라, 네가 그렇게만 한다면 모든 일이 합당 

할것이다.”

13-1) 신랑이 대답한다.

“알겠나이다. 아버지의 가르치심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사오나 감히 명하심을 잊지 않겠나이다. ”

14) 어머니는 교훈을 내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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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무겁게 하고 오직 사랑해서 밤낮으로 장부의 도리를 어기지 말지니라. ”

15) 신랑과 신부는 어른께 서약해 대답하세요.

“알겠나이다. 어머니의 가르치심을 행할 수 있을지 오직 두렵사오나 밤낮으로 부지런히 행하겠나이다. ”

16) 신랑과 신부는 일어나서 절하세요

17) 신랑의 아버지는 기러기를 신랑에게 주고 신랑은 두 손으로 받아 머리가 왼쪽으로 되게 

받으세요.

18) 양가의 어른은 일어나세요.

19) 신부는 어머니의 왼쪽 뒤에 가서 동*]] 서세요.

20)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가세요.

21) 집사는 신랑의 좌우 뒤에 따르세요.

3. 전안례(莫雅禮)

• 신랑이 신부의 집에 원앙같이 살겠음을 다짐해 기러기를 드리는 의식을 치르겠습니다.

2) 신부의 집사는 전안상을 방 앞에 놓으세요

3) 신부의 아버지는 방 앞 계단의 동쪽 아래에서 서향해 서세요.

4) 신랑은 신부의 집에 이르러 계단의 서쪽에 동향해 서세요.

5) 주인은 읍례를 하고, 신랑은 몸을 굽혀 예를 올리세요.

6) 주인이 먼저 올라 전안상의 동쪽에서 서향해 서세요.

7) 신랑은 따라 올라 전안상의 남쪽에 북향해 서세요.

8) 신랑은 꿇어앉아 기러기를 전안상 위에 머리가 서쪽을 향하게 받들어 올리세요.

9) 신랑은 일어나 두 번 절을 하고 주부는 신랑이 두 번째 절을 할 때 전안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세요.

9) 신부는 집사의 부축을 받아 방에서 나와서 남향해 서세요.

11) 신랑은 신부에게 읍하고, 신부는 허리를 굽혀 답례하세요.

12) 신랑이 먼저 내려오고 신부는 따르세요.

4. 교배례 (交拜禮)

• 신랑과 신부가 처음으로 만나 맞절로 인사하는 의식을 치르겠습니다.

1) 신랑은 동쪽 계단 아래에 북*fl 서고, 신부는 서쪽 계단 아래에 북향해 서세요.

2) 양가의 어른은 각기 정한 자리에 앉으세요.

3) 신랑 • 신부의 어머니는 근배상 앞에 나가 마주서서 허리를 굽혀 서로 예를 표하고, 신랑 

의 어머니는 홍초에 불을 켜고, 신부의 어머니는 청초에 불을 켠 다음 다시 예를 하고 원 

자리에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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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부의 집사는 동쪽에 신랑의 자리를 펴고 신랑 좌우로 가고, 신랑의 집사는 서쪽에 신부 

의 자리를 펴고, 신부 좌우에 서세요.

5) 신랑과 신부는 좌 • 우 집사의 도움을 받아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으세요.

6) 신랑은 서향해 읍하고, 신부는 동향해 허리를 굽혀 답례하세요.

7) 신랑은 동쪽자리로 올라가고, 신부는 서쪽자리로 올라가서 마주보고 서세요.

8) 신랑 • 신부의 집사는 각기 원자리로 돌아가세요.

9) 신부는 먼저 두 번 절하세요

10) 신랑은 한번 절하세요.

11) 신부는 다시 두 번 절하세요.

12) 신랑은 다시 한 번 절하세요.

5. 서천지례 (»天地禮)

• 신랑과 신부가 천지신명에 서약하는 의식을 치르겠습니다 .

1) 신랑은 신부에게 읍하고 동쪽자리에 서향해 앉고, 신부는 허리 굽혀 답례하고 서쪽자리에 

동향해 앉으세요.

2) 각 좌집사는 잔반을 신랑 • 신부에게 주고, 각 우집사는 술을 따르세요.

3) 신랑과 신부는 잔반을 눈높이로 받들어 올려 하늘에 서약하고, 잔반을 내려 바닥에 좨주 

해 땅에 서약하세요.

4) 각 좌집사는 잔반을 받아 원자리에 놓고, 신랑과 신부는 안주를 집어 빈 접시에 담으세요.

6. 서배우례 (tf配偶禮)

• 신랑과 신부가 배우자에게 서약하고, 서약을 받아들이는 의식을 치르겠습니다.

2) 신랑의 우집사는 홍실을 왼손에 걸치고, 신부의 우집사는 청실을 오른손에 걸치세요.

3) 각 좌집사는 잔반을 신랑 • 신부에게 주고 우집사는 술을 따르세요.

4) 신랑과 신부는 잔반을 가슴높이로 받들어 올려 배우자에게 서약하고, 술을 반쯤 마신 다 

음 우집사에게 잔반을 주세요.

5) 각 우집사는 잔반을 받고 일어나서 각기 오른쪽으로 돌아 상대편 좌집사의 왼쪽에 앉아 

잔반을 좌집사에게 주세요.

6) 각 좌집사는 잔반을 받아 신랑 • 신부에게 주세요.

7) 신랑과 신부는 잔반을 받아 가슴높이로 받들어 올려 배우자의 서약을 받아 들이고 남은 

술을 마신 다음 잔반을 좌집사에게 주세요.

8) 각 좌집사는 잔반을 받아 상대편의 우집사에게 주고, 우집사는 원자리로 돌아가 잔반을

원자리에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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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배례 （a 杯禮）

• 하나의 박이 두 개의 바가지로 나뉘었다가 원자리로 돌아와 하나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의식 

을 치르겠습니다.

1） 각 좌집사는 잔대 위에서 잔을 내려 상 위에 놓고, 각 우집사는 근배상 위에 표주박잔을 

나누어 갖다가 잔대위에 올려놓으세요.

3） 각 좌집사는 잔대를 들어 신랑과 신부에게 주고, 각 우집사는 표주박잔에 술을 따르세요.

4） 신랑과 신부는 표주박잔을 들어 술을 마시고, 잔반을 좌집사에게 주세요.

5） 각 좌집사는 잔반을 받아 원자리로 놓고, 각 우집사는 표주박잔을 갖다가 근배상 위에 합 

쳐 놓은 다음 손목의 실을 원자리에 걸고, 각좌집사는 술잔을 잔대 위에 올리세요.

6） 신랑과 신부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7） 신랑은 신부에게 읍을 하고 신부는 신랑에게 몸을 굽혀 답례하세요.

8） 신랑과 신부는 각기 다른 방으로 나가세요.

8. 필례선언 （SM言）

1） 이상으로 00Q군과 000양의 혼인예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이제 신랑과 신부가손님 여러분께 인사를올리겠습니다.

3） 신랑과 신부가 중앙에 서고, 양가의 어른은 신랑 • 신부 좌우에 서세요.

4） 양가를 대표해 신랑의 아버님 000선생님께서 감사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5） （양가대표 인사）

6） 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로 경례를 받으세요.

7） 신랑 • 신부와 양가 어른께서는 경례하세요.

경례! 바로!

2이 6년 전통 혼인례 준비물

병풍, 기러기 한 쌍, 기러기 싸는 보자기, 신랑 - 신부 혼례복, 근배상（근배상 보자기 큰 

것）, 동로상2개（청홍보자기）, 신랑 - 신부 의자 2개（동그란 의자, 보자기）, 방석 청 - 홍, 대 

야 2개 , 표주박, 홍초, 청초, 다담상, 수건 2개, 홍실, 청실, 송 ■ 죽, 호리병 , 술병 , 술잔, 

과일（대추, 밤, 배, 감, 쌀, 전, 포, 팥등등）, 모사기, 시접, 잔반, 빈그릇, 술, 돗자리, 홍 

보자기（2개）, 청사초롱

전체진행도

사전준비 : 사전회의 , 물품점검 

진행과정 : 홀기 순서에 맞게한다. 

참여자 : 시연의 충실도와 시연자 집중도 

기타 : 혼인례 홀기 참조



구리 마을신앙과 민속문화

아천 동 우미내 마을 대 동고사

구리문화원 향토사연구회

우미내마을은 지도상으로는 아천동= 되어 있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교문1동으로 되어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4년에 양주군 구지면 지역을 구지면의 이문동과 백교리 전부, 인장리 일부를 병합하여 

교문리라 하고, 아치울과 우미천리 전부, 토막리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아천리라는 지명으로 

구리면에 편제하였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3호로 구리면이 구리읍으로 승격되었고, 1980년 4월 1일 법 

률 제3169호로 양주군 구리읍이 남양주군 구리읍으로 분리되었다. 1986년 1월 1일 구리읍 교 

문리가 구리시 교문동으로 승격되었고, 1995년 3월 13일 구리시 교문동이 지금의 교문1동과 

교문2동으로 분리되었다. 법정동은 교문동이고, 교문2동은 행정동이다. 1986년 1월 1일 구리 

읍에서 구리시 승격에 따라 아천리와 교문리가 합쳐서 행정동이 되었으나, 1995년 3월 13일 

교문동 일부와 아천동 전 지역이 교문1동으로, 그 외의 지역은 교문2동으로 개편되었다. 현재 

우미내 마을의 입구에서 마을의 명칭 기원을 알 수 있는 비석을 발견하였다. 그 비석에는 “우 

미내 마을은 마을 주위의 산이 바위산임에도 불구하고 소나무가 잘 자라고 베어내도 움이 잘 

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온다. 또한 우미내 계곡이 소의 꼬리처럼 가느다란 모양 

을 하고 있어 우미천（牛尾川）이라 하였다고 한다. 1912년에 발행된「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 

일람」에는 우미천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라고 쓰여 있다. 우미내에는 지금까지 마을에서 모시 

는 공동체 신앙으로서〈서낭당〉이 존재하고 있으며, 여기에〈장자못〉설화까지 결부되어 있어 

전형적인 서낭신앙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 제명 : 서낭제

9） 당명 및 형태

서낭당이라 하며, 우미내 마을 입구에서 검문소를 바로 지나 구리시에서 워커힐 쪽으로 가 

는 비냥고개（혹은 서낭고개라고도 부른다）를 넘어가는 = 오른쪽 녹지에 조그만 당집이 있 

다. 서낭당 위로는 금줄이 쳐져 있고 금줄 사이사이에는 지전（紙錢）이 꽂혀 있다. 당집 위 부 

분에는 적색 • 백색 • 녹색 • 황색 깃발이 꽂혀 있는데, 황색 깃발은 깃대가 꺾여 있었다. 검정 



색 깃발은 보이지 않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깃발 색깔로 보아 오방색（五方色） 깃발을 모두 갖 

추어 꽂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신격 및 신체

상반신만 있는 여자의 흉상（胸像）으로, 본래 있던 것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들에 의하여 한강 

에 버려졌으며, 현재의 것은 10여 년 전에 새로 만들어 모신 것이다. 현재 당집을 짓고 그 안 

에 석상을 모셔 두었다. 여자의 흉상은 이곳에 있는 장자못의 설화에 나오는 부잣집 며느리의 

상으로 전해지고 있다.

4） 제일

마을 ‘ 대동고사’ 는 매년 음력 10월 초사흘 안에 벌어진다. 혹 마을에서 초상이 나거나 부정 

이 생길 경우에는 한 달을 연기해서 음력 11월에 한다. 날짜를 정하는 것은 음력 섣달 그믐께 

쯤 일찍 잡아둔다.

5） 제주

제일 5일 전에 생기복덕（生氣福德）을 보아서 깨끗한 사람으로 제주（祭主）를 정하고, 제주를 

중심으로 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도와주면서 대동고사를 드린다. 지금은 

보통 마을 통장이 제주를 겸하고 있다. 보통 대동고사는 마을 토박이들 중심으로 치러지고 있 

는데, 제주를 비롯하여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 

만은 참여가 허락되지 않는다. 일단 제주로 선정되면 개고기를 먹지 않으며, 상갓집에도 가지 

않는다. 제일 전에 출산이 예정된 여자는 마을 밖에 나가서 출산을 해야 한다. 현재에는 대동 

고사의 전통이 많이 약화되었으나, 금기만은 엄격하게 지키는 편이다.

6） 제비

각자 정성껏 낸다. 적게는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내며, 외지인들도 참여하고 있으 

나, 동네에 살더라도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일체 참여하지 않는다.

7） 제차

옛 장영자 별장 앞 오른쪽 산비탈에 있는 도당나무에 치성을 드리고 난 후, 서낭당으로 옮겨 

서 서낭제가 치러진다. 축®0은 따로 읽지 않고, 먼저 대동 소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집집마 

다 개인 소지를 올린다. 소지 올리기가 끝나면 보통 제주집에 모여서 올렸던 제물을 함께 나 

누어 먹으면서 마을일에 대하여 논의를 한다.

이때 제주를 비롯하여 서낭제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부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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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은 스스로 불참한다.

► 1차증언채록

우미내 마을 입구에서 검문소를 바로 지나 구리시에서 워커힐 쪽으로 가는 도로 오른쪽 녹 

지에 조그만 당집이 있다. 이 고개는 예전부터 ‘ 비냥고개’ 혹은 ‘ 서낭고개’ 라 불렀다. 서낭당 

위로는 금줄이 쳐져 있고 금줄 사이사이에는 지전（紙錢）이 꽂혀 있다. 당집 위 부분에는 적색 

• 백색 • 녹색 • 황색 깃발이 꽂혀 있는데, 황색 깃발은 깃대가 꺾여 있었다. 검정색 깃발을 모 

두 갖추어 꽂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깃발 색깔로 보아 오방색（五方色） 

깃발을 모두 갖추어 꽂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서낭당은 우미내 마을에서 모셔지는 서낭님을 

모셔놓은 곳이다. 마을 노인회장인 이종서 씨는 이 서낭당에 모셔지는 서낭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종서: 이 서낭당이 지금 이제 저희 동네 수호신이시자 서낭님이신데, 그게 연도는 말이예 

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거의 고구려 말엽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 

이 갑니다. 우리 선대부터 쭉 이어내려 왔으니까요. 그저 추정으로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 

런데 육이오 당시에는 말이에요. 이 동네 피난 온 서울 분들이 이 동네 많이 와 계셨어요. 그 

런데 그 때 관료출신들이 대략 이리 피난을오셨었어요. 뭐 순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래가 

지고 그 분들이 여기서 9 • 28 수복 이후에 아주 이 동네가 깨끗하고 무사하게 피난을 했다고 

해서 그 분들이 해마다 성금을 바치고 했었어요. 이 동네 치성 때문, 그리고 그 단장을 해 드 

리고, 그 서낭신에 대해서 아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지금도 서울에서 

이 무속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나 이 분들한테 뭐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서낭신한테 

정성을 들이라고 하는데, 다 이 서낭님이래요. 그래 지금도 저렇게 됐는데요. 늘 찾아오셔서 

약주 부어 놓고 정성들이고 과일 같은 거 늘 나가면 있어요.

이렇게 오래되고, 영험이 대단하다고 믿어지는 서낭님을 모신 서낭당은 원래 구리시에서 워 

커힐 쪽으로 넘어가는 길목인 비냥고개 혹은 서낭고개라 불리는 곳에 있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칠 때면 반드시 돌을 던져 서낭에게 인사드리고 가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지금의 위치로 옮겨지게 된 것은 원래 서낭당이 있었던 자리로 도로가 뚫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종서 : 그래서 그 서낭님을 당시에는 참, 원래 위치가 여기가 아닌데, 요 아래 이렇게 오시 

다 보면은 참, 고개가 있어요. 고 위 산 쪽으로 아주 각을 정교하게 잘 짓고 모셨었습니다.

현재 위치보다 더 아랫쪽에 모셨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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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서: 예. 요광장동쪽으로, 그러니까광장동이 아니지, 내려가는길쪽으로, 구리시인데. 

그래서 참, 동네에서 매년 음력 초삼일 안으로 날을 잡아가지고요, 인제 그 동네에서 제주를 

정합니다. 매년, 그래서 그 분을 중심으로 해서 동네에서 쌀도 내고 돈도 내시고 해서, 그 제 

수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려서 매년 그 무병장수를 빌고 동네 발전을 빌었었죠. 지금까지 

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육이오 사변 이후에 도로 내는 관계로다가 그게 싹 없 

어졌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가 길로 들어가고.

이 서낭당에 모셔진 서낭신에게는 인근의 장자못과 연관된 유래담이 전해진다. 이 유래담은 

구리시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널리 퍼진 이야기이다. 제보자 이종 

서씨가 말하는 서낭신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이종서 : 그 서낭신의 유래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옛날 아주 부잣집 며느님이래요. 그래 

요 위에 가시면 장자못이라고 있는데, 그 장자못이 옛날에 아주 부자 장자가 살았었다고 그래 

요. 그런데 그분이 잘 사니까 하늘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잘 살피고 오너라 해서, 그 

성인이 한분 마음을 살피러 내려왔대요. 그래서 스님이 되어서 바랑을 지고 그 집에 가서 동 

냥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인어른이 마음이 나빴으니까그러겠죠. 중이 오니까 소 외양간으 

로 데리고 가 가지고, 쇠똥을 한 삽 퍼서 바랑에다가 넣어 줬다. 그래서 인제 그 분은 마음을 

살피러 왔으니까 ‘ 아하 이 사람이 장자로 살지만 참 마음이 이렇게 나쁘구나’ 이런 생각을 했 

겠죠. 그러고 그 분이 여기 이만큼 오셨대요. 여기 이만큼, 이 동네로 오셔서 고기가 원래 이 

만큼 비탈이예요. 그래 내려오시다가, 이렇게 강에 내려가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그 

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의 전설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그 며느리가 여기 그 

우물로 쌀을 씻으러 왔대요. 아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성인이 ‘ 이 집 남의 식 

군데, 이 사람 마음은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내려가서, 쌀 씻는데 내려가서 그런 얘기 

를 했단 말이죠. ‘ 내가 집에를 다녀오는 길’ 이라고. 그런데 며느님이 ‘그러시냐’ 고 그러고 그 

바랑을 보니까 그 쇠똥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씻어서 빨아서, 자기가 쌀 씻은 것을 정 

성껏 공양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남의 집, 이 분은 그 

남의 집사람인데 마음이 착하고 갸륵하구나’ 이렇게 해서 데리고 ‘ 나를 따라 가자’ 고. 그래서 

그 분을 우물에서 데리고 나와서 동행을 하는 거죠. 그래 인제 지금 고기쯤 가면 ‘ 절대로 집에 

서 무슨 소리가 나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도 그렇게 부르 

고 난리니까 돌아봤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 목이 떨어졌어요. 목이. 그 양반의 목이 떨어 

졌답니다. 그 목을 거기다 모셨다는 얘깁니다. 그 스님이 그래도 마음이 그렇게 갸륵했으니, 

여기 서낭신이 돼서 그저 오며 가는 분들한테 얻어 자시라고. 그래서 그 분을 모신 겁니다.

이 유래담에서도 나타났듯이 원래 서낭당에 모셔진 서낭신의 모습은 착한 며느리의 목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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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서낭신체의 형상이 지금의 반신조형물（半身造形物）로 변하게 된 

까닭에 대해 이종서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종서 : 그래 이제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모셨는데, 그리고 해마다 동네 치성을 드리고 있 

는데, 육이오전쟁이후에 길 내고 이러느라고 그분의 목이 이렇게 떨어져서. 원래 그게 세멘으 

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인제 돌로, 화강암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막 굴러 내려오고 이랬 

었어요. 그 길바닥까지. 그래서 그 분만 이렇게 모셨죠.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그때 해놓 

았다 하더라도. 거 뭐 길, 다리 내고 이런데 그렇게 잘 모셨더니 안 돼서, 비가 와서 또 내려 

구르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을 다시 모셔다가 지금 있는 위치에다가 조그맣게 그 

렇게 해서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모셨거든요. 전과 같이, 원래 같이라는 것이 옛날 

그대로 복원이 돼야 하는데, 여러 가지 변형이 되었거든요. 그 머리 부분도 원래 잘해서 모셔 

놨더니, 미군 아이들이 아주 큰 유물로 생각하고 지프차로 싣고 그냥 갔대요. 그냥 오며 가며 

보다가.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 한 몇 분이 다시 그 돌 만드는 데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요. 

좀 이렇게 아주 가장 아름다운 여인상으로 이렇게 해서 상반신까지 이렇게 다시 모셨습니다. 

지금은 그게 정식 복원을 하자면 지금 그 위치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 위치에다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절벽이 돼가지고.

도로가 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이종서: 예, 도로나면서.

예전에 서낭신의 모습은 머리뿐이었어요?

이종서: 요 머리뿐이었어요.

아, 머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있는 것이었어요?

이종서: 그렇죠. 그래서 도안을 해서 그것을 잘 이렇게 깨끗하게 아주 잘 만들었어요. 요 목 

부분을 보완을 해서.

그러다가 미군들이 그것을?

이종서: 미군 애들이 갖고 가 버렸죠.

처음에 머리만 있다가 목까지 있다가 다음에 없어졌다가 지금과 같이 상반신 형태로 된거네요? 

이종서 : 예. 예. 아주 착하고 아름다운 며느리상으로다가, 여인상이죠.

이 서낭당을 중심으로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시월 초에 마을 공동제의인 ‘ 대동고사’ 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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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 이에 대해서 제보자 이종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종서 : 그래서 참 동네에서는 매년 음력 초삼일 안으로 날을 잡아 가지고요. 인제 그 동네 

에서 제주를 정합니다. 매년, 그래서 그 분을 중심으로 해서 동네에서 쌀도 내고 돈도 내시고 

해서, 그 제수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려서 매년 그 무병장수를 빌고 동네 발전을 빌었었 

죠.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마을 ‘ 대동고사’ 는 매년 음력 10월 초사흘 안에 벌어진다. 혹 마을에서 초상이 나거나 부정 

이 생길 경우에는 한 달을 연기해서 11월에 한다고 한다. 생기복덕을 보아서 깨끗한 사람으로 

제주를 정하고, 제주를 중심으로 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도와주면서 대동 

고사를 드린다. 보통 대동고사는 마을 토박이들 중심으로 치러지고 있는데, 제주를 비롯하여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만은 참여가 허락되지 않 

는다. 대동고사는 우선 현 서낭당 위쪽에 있는 도당나무에 가서 먼저 치성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송재: 이 위에 있어요. 이 위에 있는데, 그게 참나무예요. 옛날에 거기 나무가 큰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나무가 인제 작년 제거되면서 없어졌고, 땅 주인들이 없앴고. 임시적으로 참 

나무에다가 대신 허는 거죠. 옛날 장영자 별장 그 쪽에 있어요. 참나물들이. 그쪽 저 원두막 

식으로 해 놓은 데, 그 쪽에 그 옆에 바로 있는 거예요. 인제 그건 시월 초하루에 고사 지낼 

때, 대동고사 지낼 적에 거기다가 인줄을 쳐놔요. 미리 가서, 그때 보시면 확실히 알죠.

옛 장영자 별장 앞 오른쪽 산비탈에 있는 도당나무에 치성을 드리고 난 후, 서낭당으로 옮겨 

서 서낭제가 치러진다. 축（祝）은 따로 읽지 않고, 먼저 대동 소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집집마 

다 개인 소지를 올린다. 소지 올리기가 끝나면 보통 제주 집에 모여서 올렸던 제물을 함께 나 

누어 먹으면서 마을일에 대하여 논의를 한다.

현재 마을 사람들은 서낭당을 새롭게 만드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제보를 해주 

신 모든 분들이 쇠락해진 서낭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서낭신의 유래를 말하면서 

그 전통의 깊음을 계속 강조하였다. 통장 일을 맡고 있는 이송재씨는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말하면서 새롭게 만들 성황당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조사를 하면서 만나본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마을 공동제의인 대동고사가 지속적으로 이어 

져이하며, 자신들은 이 전통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 말했다. 조사자가 만나본 제보자들 중에 

가장 젊은 이명무 씨의 다음과 같은 말은 우미내 대동고사의 밝은 미래를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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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무: 저희는 모르지만. 매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대동고사를 지내잖아요. 대동고사 

를 지내면은 보통 토박이 분들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이걸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면 

동네 분들한테 십시일반 모아서 이제 지내면서 거기 가서, 고 위에 장영자 별장 앞에 거기서 

한번 지내고

장영자 별장 그 나무에서 지내는 거죠?

이명무: 그 밑에요. 그 밑에 인제 거기 좀 고목이 있었는데. 거기 공사하면서 없어졌나 보드 

라고요. 거기 그 절벽 위에, 절벽에 거기 뭐가좀 있었어요. 거기서 지내고, 그 다음에 당제 거 

기서 지내고 그렇죠. 그래서 지내면, 다 지내면 동네 분들, 동네잔치나 마찬가지죠. 다들 오셔 

가지고 했는데. 그 내력이 알고 싶으시죠. 그 내력은 근데 그건 동네 노인회장 그 분이 잘 아 

세요. 에 좀 우리 어릴 때는 인제 번거롭게 해요.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대부분 뭐 옛 

날에 우리 집에서 다 했으니까. 인제 많이 했어요. 인제 나이가 들어서, 자꾸 알게 모르게 인 

수인계를 받는 거 같드라구요. 특히나 인제 일 년에 대동차례하면은 동네분들 하여튼 천 원이 

고 걷어서 음식 준비해 가지고 제 지내고, 또 와서 동네 사람들하고 하는데, 요새는 인제 좀 

그게. 요 동네도 원주민이 줄고 타 지역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인제 고게 인제 좀 약간 괴리 

가 생기죠. 인제. 고걸 잘 극복하면은 전통도 계승할 만한 것 같아요. 계승할 만한 것 같은데, 

인제 얼마만큼 다들 생활에 저거 하니까. 생활에 저거하다 보니까. 인제 참여. 참여율이 예전 

같진 않죠. 그리고 이게 누구든지 주도적으로 이걸 끌어가야 되요. 끌어서 하여튼 해야 되는 

데, 인제 이 동네도 예전에는 토박이분들이 많아서, 구심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전 

체적으로 봐도 타향에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의미가 좀 많이 줄었죠. 근데 헌데 저희가 

나이가 좀 들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 계속 해야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어린 때는 귀찮았는데, 지금 보니까아 이게 그게 아니구나. 이게 정성인데, 차례 지내듯 

이.

► 2차증언채록

우미내 마을의 대동고사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서낭신이 모셔 있는 당집으로 향하였으나 작 

년 가을과 달리 주변이 생각 외로 수풀들이 많이 자라서 찾기가 쉽지 않았다. 당집에는 전신 

상이 아닌 흉신상이 서 있는 이유를 이전의 조사에서 이미 밝혔으나, 다시 한 번 그 이유와 서 

낭신의 연혁, 전설 등을 마을회관에 가서 그곳 분들에게 여쭤 보기로 하였다. 때마침 노인정 

에서 몇 분들이 계셔 서낭신과 관련된 것들에 대하여 김금순 할머니와 대담을 하였다.

서낭당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던데요?

김금순 : 6 • 25 때 인제 폭격 맞아가지고 （다시）세워놓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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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5때, 폭격당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거군요? 어. 거기에 할머니들 소원 빌러 가고 그러 

세요?

김금순 : 그럼, 지금 넘어로 글로 소원 빌러 가고 그러잖아.

위치가 처음부터는 거기가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김금순 : 아니, 본래 거기야.

본래 거기예요?

김금순 : 어, 본래 거기야.

좀 아래쪽이라고 하던데? 도로가 나면서 위치를 옮겼다고 들었었는데요?

김금순 : 아니, 본래 거기 산 밑에 있어, 육이오 때는 기와집으로 이렇게 조그마하게 해人1 했 

었어요.

그때는 크기는 별다른 건 없었겠네요? 어. 안에 인물은 할머니 같지는 않던데요?

김금순 : 그건 장자집 며느리야. 장자집 며느리.

그럼 장자못하고 연관이?

김금순 : 거기 장자못의 연못이 그 며느님 살던 집터

그런데 왜 연못이 됐어요?

김금순 : 아, 그 집이 벌을 받아가지고 연못이 됐어.

원래 집이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김금순 : 옛날에는 장자가 부자잖아. 그러니까 장자 부자야.

아, 그럼 부자라는 의미의 장자요?

김금순 : 어. 장자, 부자.

그럼 왜 며느리를 거기（서낭당）다가 놓게 됐어요?

김금순 : 옛날에 신도사가 시주를 하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주인 영감님이 어찌나 그렇게 욕 

심이 많고 그랬는지, 어느 날 도사가 시주를 하러 가니까 소 외양간에서 저기 쇠똥을 삽으로 

다 한 삽 떠 갖고 줬대잖아. 스님에게 시주를 하라고. 아 그래서 이 며느리가 아버님 무슨 일 

49



을 하시냐고, 스님더러 쏟아버리시고 공양미 받아 가시라고 며느님이 그랬대. 그래서 스님은 

고맙다고 돌아서는데 며느님이 백미라도 드리려고 쫓아나가니까 스님이 날 쫓아오되 뒤를 돌 

아다보지 말라고 그러더래. 그 스님이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낭당） 그림 

이 있었어. 선녀같은…. 그래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천둥번개가 치고 난리가 나 

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장잣집 며느리가 무서워가지고 뒤를 돌아다 봤대. 그랬더니 장자네 

집이 폭발이 되가지고 그냥그냥 바다가 됐대. 그래가지고 연못이 그렇게 됐어. 옛날에 그래서 

놋그릇이 그렇게 많았대. 지금도 파묻혀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놋그릇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었대.

장자집 며느님만 남은 거네요?

김금순: 그 영감님들은 다 그냥 날라가 버리고 장자집 며느리만 남았대.

단지 며느리가 착해서 서낭신을 모시기에는 좀 모자라지는 않나요?

김금순: 그런 건 아니고 며느님이 그냥 너무 정성스럽게 도사님한테 시주를 바치고 그래서 

집은 파산되고 며느님만 살아남은 거지.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고 장잣집 며느리만 화상 

으로 그려 놨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나 서낭님을 위하고 인자 해마다 고사 지내고 10월 

초에 하지.

제사를 주관하시고 그러시는 분 있나요?

김금순 : 주관은 동네에서 주관이지.

마을 동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고요?

김금순: 그냥 동네에서 고사 잡숫지.

관리하시는 분 있으세요?

김금순 : 관리는 동네에서 하지.

서낭당에 금줄이 있다고 그러던데 금줄은 없어졌나요?

김금순 : 금줄은 끊어져 버렸지.

다시 안 달아요?

김금순: 다시 안 달아. 금줄은 제사지낼 때나 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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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에는 안 달아요?

김금순: 종이로 있는 건 있어.

도당나무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김금순 : 몰러. 도당나무에 대해서는…….저기 뭐야, 서낭당 고사지낼 때 도당고사 지내고 

그랬지

제사는 그럼 당일 하루만 하고 끝나나요?

김금순: 당일 하루만 오후에 해.

물론 전설이란 것은 이 사람 이야기 좀 다르고 저 사람 이야기 좀 다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인터뷰를 하신 할머니의 이야기는 처음 조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장자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도 더 나온다. 그 이야기도 또 다르다. 그리고 대동고사의 비중도 별로 

크지 않은 것 같다. 아무래도 자료집의 조사는 뭔가를 너무 부풀려 놓은 듯한 인상이 조사를 

해 갈수록 더 하였다. 도당나무에 대해서는 확실한 위치를 찾지를 못하여 헤매였지만, 결국 

장영자씨의 별장 구석에서 발견을 하였다.

마을회관에서 녹취를 마치고 동네 슈퍼를 들렀다가, 차양막 아래서 서낭당에 대한 다른 이 

야기를 우연히 물어 보게 되었는데, 슈퍼 주인인 김기용 할머니께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김기용: 서낭당 현재 위치가 거기가 그 자리가 아니에요. 서울 쪽으로 있었지. 도로가 깎이 

니까구리 쪽으로 좀온 거지.

육이오 때 도둑맞아서 새로 만든 거라면서요?

김기용: 그 지금 그게 아니라 옛날에 하얗게 만들었어요. 석회로. 왜 학생들 만드는 거 있 

죠. 석회로, 만들어 갖다 왔는데 미군이 그걸 집어 던져버렸어.

도둑 맞은 게 아니었어요?

김기용: 아니지 미군들은 종교적이잖아.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우상숭배니까 버려 버린 

거지. 인제 다시 동네에서 만든 거지. 70년대에 도로를 만들면서 하나 해달라고 그랬지. 시에 

서 해준 거지.

（고사를）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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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아니, 몇 사람만와서지내지.

별로 그렇게 거창한 잔치는 아니네요?

김기용: 그래, 별로 거창한 잔치는 아니야. 일 년에 한 번씩은 하지.

원래 그림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김기용: 그게 당이었잖아. 시낭당. 옛날에 집이 있었으니까.

더 컸다는 말입니까?

김기용: 어. 지금은 임시로 해논 거야.

길 넓히느라 당을 헐어버렸어요?

김기용: 그럼 헐어버렸지. 옮겨온 게 아니고 당을 헐어버리고 그것만 갖다논 거지.

예산이 내려오면 그렇게 당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김기용: 그렇지. 옛날엔 집이 지어 있어 가지고 그 안에다 붙여 놓고 그랬지.

크기는 얼마나 돼요?

김기용: 조그맣지. 한 1평 정도밖에 안 될 거야.

그림은 어떻게 됐어요?

김기용 : 타 없어졌지. 근데 이게 개인 땅이니까 （당을 지을지는） 모르지.

그럼 어디다가 짓는다는 거예요?

김기용: 그거 뭐 어떻게 하겠지. 자리가 그거밖에 없는데. 줘야 되겠지. 동네 그거 하는데 

줘야지.

제사가 굉장히 거창하다고 그랬는데. 그렇진 않은가 봐요? 제사는 누가 주관해요?

김기용: 제주는 마을 통장이 지내지. 동네에서 마을 어른들이 하는 거지, 뭐. 다 동네 편하 

라고 하는 거니까.

비용은 어떻게?

김기용: 비용은다 걷어요. 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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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걷어요?

김기용 : 한 집에 2,000원도 내고 3,000원도 내고 5,000원도 내고 잘 사는 집은 10,000원도 

내고.

마을사람들 다 내요?

김기용 : 예, 다 걷어요.

몇 가구 정도 살아요?

김기용 : 50가구 정도. 제사지내는 사람은 대여섯 명밖에 안돼

무당 오고 하지는 않고요?

김기용 : 어.

많은 사람이 올 만한 크기는 아니더라구요?

김기용 : 소줄이라고 하지. 소줄 낸다고 하잖아. 돈 낸 사람들만 적어가서 소줄로 주는 거야. 

그것만하는거야.

다시 장자못을 보기 위하여 이동하였다가, 장자못 근처 비닐하우스에서 이선비 아주머니를 

만나서 장자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연못의 유래 좀 말씀해 주세요. 없던 연못이 생긴 건가요?

이선비 : 없던 연못이 새로 생긴 거지. 그러니께 옛날에 큰 부잣집에 중이 시주를 하러 온 거 

야. 며느리가 시아버지 몰래 쌀을 퍼주고 시주를 한 거야. 그런데 시아버지가 보고 야단이 난 

거야. 그래서 시아버지가 바가지에 있는 쌀을 버리고 다시 바가지에 쇠똥을 하나 담아서 중을 

줬어. 그러니까 중이 며느리보고 지금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며느리가 중을 

따라가고, 중이 며느리한테 아무리 천둥번개를 쳐도 집을 쳐다보지 말라고 그런 거야.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천둥번개가 치니까 자기 시아버지가 걱정스러워 가지고 뒤를 

돌아본 거야. 그래가지고 벼락이 떨어진 거야. 여기는 벼락이 쳐서 집에 연못이 생겼다는 거 

고. 그 며느리는 여기 우미내 가다보면 여자 목만 이렇게 한 서낭이 있어. 거기쯤 가다가 비가 

쏟아지고 벼락이 치니까 뒤를 돌아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여자의 목이 달아났다는 거야. 그 

래가지고 그 여자를 거기다 모시는 거야. 지금도 우미내 동네에서는 일 년에 10월 며칠인가 

어쨌든 제사를 매년 드려. 동네 사람들 쌀을 조금씩 다 걷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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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상으로는 이쪽에 장자마을이라고 있는 것 같던데?

이선비 : 장자마을 있지. 장자마을이 지금 저기 태평지구 아파트 단지. 아파트 이름이 장자마 

을이라는 집이 있어.

장자못에 얽힌 말이 다르던데?

이선비 : 그럼 다 다르지. 이를테면 할머니가 알려주는 이야기랑 할아버지가 알려주는 이야 

기랑 다다른거야.

지금 장자못은 어딨어요?

이선비 : 지금 장자못 살리기를 하는 거야. 구리시에서, 옛날에는 굉장히 좋았어. 낚시질을 

하고 그랬어.

마을 다 떠나버리고 그런데 물이 왜 이렇게 썩었어요?

이선비 : 그 이후로 위로 아파트 단지가 생긴 거야. 태평지구 말고 1단지 생기면서 그런 거 

야. 또 사람들이 늘고 그러니까. 그리고 폐수 때문에 이게 망가진 거야. 오염이 되서.

개천이 연못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이선비 : 어. 이게 다 연못에서 나오는 물이지. 지금 공사하고 다시 공원을 만든다고. 살리려 

고 하는 거지. 지금 더러운 흙 다 퍼내느냐고 공사하고 있어. 지금 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보자〉

이종서 （아천동우미내 마을 

이송재 （아천동우미내 마을 

최상곤 （아천동우미내 마을 

이명무 （아천동우미내 마을 

김금순 （아천동우미내 마을 

김기용 （아천동우미내 마을 

이선비 （아천동우미내 마을

1933년 생, 남）

1948년 생, 남）

1924년 생, 남）

1965년 생, 남）

1932년 생, 여）

1941년 생, 여）

1950년 생, 여）

〈조사일자〉

2000년 8월 27일, 2000년 9월 9일, 2001 년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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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묘역에서 만난 근현대 역사 인물

조사: 구리문화원 향토사연구회

망우묘역은 조선 순조 이후 일제강점기 동안 활동했던 독립운동 

가, 아동문학가, 사회운동가, 정치가, 소설가, 화가. 학자등유명인 

사가 잠들어 있는 곳이다. 서울에서 구리시의 관문에 있으나 관심이 

멀었던 곳으로 이제 공원화 작업이 이루어져 주민들이 찾고 싶은 새 

로운명소,‘ 사색 - 산책길’로 인식되고 있다.

구리문화원 향토사 연구회는 2006년부터 망우묘역에 특별한 관심 

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하여 2007년 묘역에 연보비가 있는 분들을 중 

심으로 탁본 작업하여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 

여 만들어진「구리 망우묘역에서 만난 위인들」은 현재 우리고장 수업 

프로그램 홀동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2015년「망우묘역에서 만난 근 

현대사 역사 인물」발간자료를 통하여 독립운동가의 애국애족 정신과 

유명 인사들의 발자취를 본받아 국가와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쉬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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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온공주（明溫公主） • 김현근（金賢根）

조사자L 이정원

• 생몰연월일

명온공주 : 1810년 10월 13일 〜 1832년 6월 13일 \

김현근 : 1810년 12월 12일 〜 1868년 8월 26일

• 특징

명온공주 : 조선 제23대 왕인 순조와 왕비 순원왕후 김씨의 장녀 

문조（文祖, 효명세자）의 친동생, 복온공주와 덕온공주의 친언니

• 묘번호

203747

• 묘찾아가는길

동락천 약수터에서 팔각정으로 가다보면 방정환 연보비가 나오고 방정환 묘로 올라가서 , 

11시 방향으로 조금 올라가면 오른편에 갓머리를 쓴 큰 비석이 있고, 왼편에 장명등이 서 i 

있는 명온공주와 김현근 합장묘가 나온다. i

• 비문

전체 크기 : 가로 120cmX세로 225cmX너비 85cm I

1. 전면（67x179）

上II 國崇錄大夫東 W

增領議政金公賢根之墓 

明溫公主）附左

2. 좌측 （35x179） 수

明溫公主旣葬三十有七年H原1•金公卽世越三年合封于 公主墓實楊洲鐘巖之 i

西原世後三十有三年公之孫參判德主公誌 i
狀屬章銀以表汗之文日子之外大父溫泉洪公奉 敎］異 貴主碑今甲子一周而子乂職太史敢以 1 

請1%按公譚賢根字聖#號竹史 !

安東人仙源尙容八代孫世考違漢淳丁曾判書 m領議政 姓 1
增貞敬夫人平山申氏懲之女祖 It®陽吏«判書致仕 j

增領中福會祖韓憲行判官It領議政公以 純祖庾午十三月十三日生十四尙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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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主授東率再奉使命穴爲#官提擧之司十 三今 上己*特階上11國判敎率義禁府異數

世公事親至性侍疾不'解居喪哀毁輸節與伯氏判書公 0 夜對床I合治如世公在童

子時 S 試五言絶句意楊而辭純廟大寄之及遷副室益  IS 重 H 持奉職以勤待人以誠公素愛林

, 泉起호東門之外左右琴書篇然

서 有塵外想晩年守制結城幕側病S家人請還京第醫治不能得伯氏混位方勸而後乃行人穴0而卒

I 成辰八月三十五日世計聞

! 3. 후면 (67x179)

i 上震博特 增上國 II以東園副M喪葬如典系子떠三敎蜜參奉 增吏뼈參判

»取族姓 增吏톄參判子德均爲孫改

命名女適德水李頭永生員子種甲床子;兩洙判官子復主率主;兩河武防藥系子泰主뜌龍睦都正三女

長適恩津宋8憲次恩津宋

너 誌淳次完山李M變公雅早tW路規短出入禁W四十餘年終始諫約 用能保受

五朝殊卷惑然稱賢儀賓泊可爲子孫法世其隱卒之 敎苦日小心H

i 愼—生執守w有深知者於w足以華衰百w

너 崇頓紀元後五王辰穴月 H 改立

서 崇政大夫原任吏뼈判書督辨內務府事兼私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

j 成均館事 至章閣提學韓章210

i 前面再從弟正憲大夫原任吏뼈判書議政附左參贊兼協辨內務府事侍講院

檢校輪德 至章閣直提學聲根講書

陰記姚姓資憲大夫丁唐判書原任至章閣直提學尹用求講書.

我 聖上三十有三年王辰穴月十有三0成子 明溫公主卒距其生庾午十月三日)S 三十有三

I 歲越四H辛卵 上遺史親爲

i 文祭之奉讀者失聲不能意其文有日明B端莊之相 O 順倫和之聲於是中外觀者义咸知

서 主德性之認得平天而成平敎有苦是者

益相與齋各'！卓歎助 聖上悲側世 公主我 聖上長女我 中宮殿下所生世八歲受封號

■ 十四蜜降于東率景f 安東金賢根爲右議政文忠公譚尙容之八世孫吏톄判書

너 今致仕奉朝賀S陽今尙衣 h元余正漢淳其祖苦父世

I 公主生長宮憲泊然無暗好  nt 喜觀書

I 籍賞言天下之樂莫樂於視書以故發言中律不習而能其明詩有苦是者至平居穆然寡言左右任使無

서 敢有閑慢語者 tt』L 在傍一未

W狀 
라느 —y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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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 日 無故輸構非女子行世其端莊有苦是者上奉 兩=姚恒有 子色遠不媒公姑宗黨融-治治 

十載之間無臺忍不得其

適其姚順'倫和有苦是者以苦是之德之盛而 不京響有純社昌大 後以增我 邦家之光乃反天闕其 

年仰滅我 聖上0》平호易

4. 우측 （35x179）

故馬我 孝明世子孝友植於天干 主特有深愛 主每H□第諸 闕必 射迎禁門之內 

其送邪如之'» 鑑壽號日梅M 女史

M 其志之潔而德之聲世 主素少疾悲及 世子棄靑邸遠警®得沈病方在床姑中間 福溫公主襄 

增御不可復醫鳴呼悲夫

主 意不能育以是歲八月之望 h奏干楊州鍾 響卵之原휴周職詞翰受 命當表墓夫 宮按S關之 

積 II 外延所得詳世陷

是我 上g 先世子華衰之辭懸諸日月弊뷰坑重英與京受敬述以鑑干石鳴呼其麻緩可徵干百 

世歎

崇頓紀元後四王辰八月 H 立

資憲大夫禮虐判書兼知經휴事 私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縮事 至章閣提學洪吏周 

奉 敎 IS 饌

• 연보비 - 없음.

• 석물

장명등 - 전체 크기 : 가로 78 X 세로 158 （cm）

• 약력 및 활동

1810년（순조 10년） 음력 10월 13일 조선의 제23대 왕인 순조와 그 왕비 순원왕후 김씨의 

장녀로 태어났다. 1817년（순조 17년） 음력 5월 11일 정식으로 공주로 봉작되어 명온공주（明 

溫公主）라 하였다.

1823년（순조 23년） 음력 5월 10일 명온공주의 부마를 간택하기 위해 전국의 12세부터 15세 

까지의 남자들에게 금혼령을 내렸다. 1823년 음력 6월 2일 진사를 지낸 안동 김씨 김한순 

（金漢淳）의 아들이자 명온공주와는 동갑내기인 김현근（金賢根）으로 부마가 결정되었다. 김 

현근은 이때 동령위（東=#로 봉해졌다. 1823년 음력 7월 20일 명온공주와 김현근의 가 

례가 열렸다.

1824년（순조 24년） 음력 9월 8일 친오빠인 효명세자가 공주의 집에 다녀갔다. 1826년（순 

조 26년） 음력 3월 28일 여러 대신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순조가 효명세자와 함께 직접

스흐 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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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의 집에 행차하기도 하였다.

1832년 음력 6월 13일 명온공주도 오랜 투병생활 끝에 23세의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다. 

당시 순조는 장례를 복온공주의 예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고, 직접 명온공주의 집에 행차 

하였다.

1868년（고종 5년） 음력 8월 26일 명온공주의 남편인 김현근이 사망하였다. 김현근에게는 

사후 영의정이 추증되었다.

• 김현근약력 및활동

김현근（金賢根）은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자결한 김상용의 8세손으로, 순조 대에 이조판 

서를 역임한 김이양의 손자이기도 하다.

1810년 진사 김한순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1823년에 국왕의 사위인 부마（W馬）가 되었다. 

부인은 순조와 순원왕후의 첫째 딸로 태어난 명온공주인데, 그녀의 나이는 김현근과 동갑 

이었다.

김현근은 세 번의 심사 절차를 거쳐 부마로 간택되었다. 후보자로 단자를 제출한 사람이 

20명이었으므로, 그는 20대 1의 경쟁을 뚫은 셈이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항상' 첫 

번째로 심사를 받았는데, 이는 사전에 그가 부마로 내정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당시의 

정국은 김조순이 주도하고 있었고, 김현근은 김조순과 같은 안동김씨 출신이었다. 실제로 

김조순은 결혼식을 위해 설치한 가례청의 당상관으로 활동했고, 결혼 의식의 하나인 전안 

례（%r®를 김조순의 집에서 거행하기도 했다.

김현근의 원래 이름은 김승현（金承賢）이었지만, 부마로 간택된 날 이름을 바꾸었다. 안동 

김씨의 돌림자인 ‘ 근（根）’ 자를 살린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날 김현근은 동녕위（東*#란 

작호를 받았고, 공주와 결혼한 부마였으므로 1품의 품계를 받았다. 그렇지만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로 진출할 수는 없었다. 국왕의 사위에게 권력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마 

련해 둔 제도적 장치 때문이었다.

김현근은 순조의 사랑을 받던 공주와 결혼했지만, 그들 부부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 

했다. 공주는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시를 매우 잘 지었다. 그녀는 결혼한 이후 

에도 오라버니인 효명세자（익종）와 각별한 우애를 나누었다. 그런데 1830년에 대리청정을 

하던 효명세자가 갑자기 사망했고, 공주는 이를 상심하여 병석에 누웠다. 2년 후에는 공주 

의 여동생인 복온공주까지 사망하자, 공주는 끝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이때 공주 

의 나이는 23세에 불과했고, 김현근과의 결혼 생활은 만 9년을 채우지 못했다. 공주는 두 

차례 임신을 했지만 끝내 자식을 보지 못했다. 김현근은 공주의 장례식을 위해 양자로 들 

였고, 공주 이외에 정실부인을 두지는 않았다.

1837년（헌종 3）에 김현근은 헌종이 국왕이 된 것을 확인받는 외교를 펼쳤고, 이를 성사시

호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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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공적을 인정받아 토지와 노비를 하사받았다. 순조의 맏사위인 김현근은 종실（宗室）의 5

일원으로 국가적인 행사에 많이 참여했다. 그는 헌종 대에 조선의 사절단을 이끌고 두 차 

례나 북경을 다녀왔다. 조선 정부는 매년 북경으로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국왕의 아우나 서 

사위와 같은 왕실 인척이 대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 정부가 청과의 외교를 중시함 ' 

을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스

1863년 철종이 사망했을 때 철종의 명정을 쓰고 왕릉에서의 제사를 주관했고, 1863년 〜 !

1867년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에는 영건도감의 제조로 활동했다. 고종 대에 그는 i

판돈령부사, 판의금부사와 같은 고위직에 임명되었다. 고종은 효명세자의 왕비인 조대비 

에 의해 효명세자의 양자가 되어 국왕에 올랐으므로, 김현근은 고종에게 고모부가 되는 

존재였다. 1868년 김현근이 사망하자, 고종은 그에게 영의정 벼슬을 내리고 깍듯이 예우 

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게 했다. 김현근의 자손에 대한 예우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명온공주방상장례등록（순조 33년 간행）에 7월 14일 동부 숭신방 종암리를 장지로 최종 확 

정하였다는 기록이 있듯이 명온공주와 부마 김현근이 합장된 묘는 종암동과 돈암동의 경 

계지점으로 현 서라벌고등학교 뒷산 부근이다. 김현근의 묘표（墓表）는 1892년에 한장석이 

작성했다. 이 해는 명온 공주가 사망한지 60주년이 되는 해였고, 한장석은 공주의 묘표를 

작성한 홍석주의 외손자라는 인연이 있었다.

이 묘는 1936년 총독부 고시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에 의해 망우리공동묘지 조성과 함께 옮 

겨진 듯하다. 이장 이전에는 오석으로 된 묘비와 장명등 1기 문인석과 석수가 각 ！쌍씩 있 

었다라고〈서울정도600년사）에 기록되어 있으나 현 묘역에는 묘비와 장명등만이 있다. 

장명등은 태종의 후궁인 숙선옹주안씨묘에 있는 장명등과 비교할 때 숙선옹주안씨 장명 '

등은 조선전기의 형태를 명온공주 장명등은 조선후기의 형태적 특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망우리 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 의하면 1968년 8월27일（신청자 김백현） 이장된 

것으로 전산기록이 되어 있다.

김현근 부부가 살았던 신혼집은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태화빌딩 앞에 있었다. 이곳에는 

현재 ‘ 죽도궁터’ 라는 표지석이 있고, 죽도궁m刀宮）이란 이름이 김현근의 정신질환을 치 서

료하기 위해 무당이 대나무칼춤을 춘 데서 유래했다고 써 놓았다. 명온공주에 대한 순조 

와 효명세자의 각별한 사랑, 김현근이 종실의 일원으로 보인 다양한 활동상들을 고려할 

때, 표지석의 내용은 너무 자극적이고 부실하다고 생각한다.

• 기타사항

〈명온공주 가족관계〉

- 아버지 : 순조 （純祖, 1790년 〜 1834년, 재위 : 1800년 〜 1834년） / 조선의 제23대 왕

- 어머니 : 순원왕후 김씨 （純元王括 金氏, 1789년 〜 1857년）

- 오빠 : 문조 （文祖 익종, 효명세자, 1809년 〜 1830년）

스흐 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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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케 ： 신정왕후 조씨 （神貞王括 趙氏, 1808년 〜 1890년）

- 조카 : 헌종 （憲宗, 1827년 〜 1849년, 재위 : 1834년 〜 1849년） / 조선의 제24대 왕

- 여동생 : 복온공주 （福溫公主, 1818년 〜 1832년）

- 여동생 : 덕온공주 （德溫公主, 1822년 〜 1844년）

〈순조의 장녀 明溫公主의 喪葬 의례〉

『明溫公主房喪葬禮騰錄』을 중심으로

저자명:이현진

문서 유형 : 학술논문학술지 조선시대사학보 56 （2011. 3）

PP. 161-193 1226-5705 KCI

발행정보 ； 조선시대사학회 12011년 I한국 I한국어

주제분야 ; 인문과학〉역사학

〈1823년 明溫公主의 가례 절차〉

Princess Myeong-ons Royal Wedding Ceremony in 1823

저자명:김문식

문서유형 : 학술=

학술지 : 조선시대사학보 56 （2011. 3） PP. 125-160 1226-5705 KCI

발행정보 : 조선시대사학회 12011년 I한국 I한국어

주제분야 : 인문과학〉역사학

• 자료사진

명온공주와 김현근의 비석

• 참고자료

- 『중랑의 문화유산』중랑문화원, 2005.

- 『권력무상, 순조의 딸 명온공주의 묘』작성자 김영한

- 『순조의 맏사위 김현근』다산연구소, 글쓴이 김문식, 

2011-02-25

• 조사소감

망우묘역에 조선의 공주와 부마가 있다는 점은 뜻밖의 일 

이었다. 그러나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충격 

에 가깝다. 한해가 지나 갈수록 점점 더 파괴되고 허물어 

지는 모습은 안타까움을 더해 준다. 이번 기회로 두 분의 

행적을 알아 갈수록 보존에 필요성이 절실하게 다가왔다. 

명온공주와 김현근 알리기에 모두가 함께 하길 기원한다.

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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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영 （池銀永）

조사자_이강숙

• 호 - 송존 （松村）

• 생몰연월일 : 1855년 5월 15일 〜 1935년 2월 1일

• 특징

의사, 한글학자, 교육자

• 묘번호 - 202541

• 묘 찾아가는 법

망우리공원 관리사무소 순환로에서 좌측 방향으로 가면 왼쪽 형제약수터 표지판이 나온다. 

오르막길을 잠시 걸어가면 오른편에 지석영 묘 입구가 보인다. 길가에 연보비가 있고 나무 

에 작은 안내판이 붙어 있다. 연보비 샛길을 따라 올라가서 갈림길에서 2시 방향으로 올라 

가면 너른터에 지석영의 묘가 있다.

• 비문 — 전체크기 : 가로 58cmX세로 146cmX너비 23cm

1. 전면（58x146）

松村居士池公銀永之墓

2. 후면（58〉〈146）

公H銀永字公伯號松村 章事宗海之/司illl應源考譚翼龍 A 薄雲英之 世

辛E渡B 人牛症種法所症苗製造及種症實施法硏究 國쪼年全北全州牛症 開 

施行 宗甲申登科及副司果歷典籍司憲府持成子司憲府掌令坐於謀

流配康津新智島當時字典釋要著述江未刑t參議承政院副承旨漢城府尹大邱

官甲申東菜觀察使丁西오山裁判所判事中福院議官己玄大韓醫學校 初代

校長成 申 以國文硏究所副委員長太極動章授 庾成正三品通政大夫動四等八卦

章陸進己玄三月一0卒卓年八十一初配 陳氏再配金海金氏有五男

SM 盛周 盛一 盛it 盛吉 盛鳳 

W& 私昌 世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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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 英昌 大昌 光昌 鑑昌 

錦 昌 禹昌

—九穴三年王與八月十三H 城括人藥雲尹福采書

S 3.좌측 (23X 146)-내용 없음

i 4. 우측 (23X 146)—내용 없음

i • 연보비 — 전체 크기 : 가로 120cm X 세로 118cm

1. 전면(120x118) 

私쇼寸 지석영선생 i

(1855 〜 1935 의학자. 국어학자)

i 우두 보급의 선구자이며 의학교육자.

! 한글전용을제창한

I 사회, 경제, 문화의 각 영역에 걸쳐 선각자. ‘

j “우리 가족에게 먼저 실험해 보아야 서

i 안심하고 쓸수 있지 않겠느냐” 1

! 「1880년 가족에게 우두를 접종하면서」

! 2.후면 (120x118)

1855 서울 원동(지금의 낙원동)에서 출생 i

i 1879 ＜부산제생의원〉에서 종두법 습득 및 보급 I

! 1882전주.공주에우두국 설치

i 1885 종두술에 관한 지식을 종합한『우두신설』발간

! 1891 최초의 위생학서이자 예방의학서『신학신설』저술

I 1894 대구판관, 한성부윤(서울시장1 동래부사 역 임

i 1896 부산항재핀소 초대판사 겸 임

i 1899 관립의학교 초대교장. 과학적 의학의 도입

! 1907 국문연구소위원 역임. 한글전용운동 및 가로쓰기 주장

j 한한W®사전의 효시인『자전석요』저술

f 1908 국민의 신정을 요청하는『신정국문청의소』상소하여 공포

1910 훈4등팔괘장 수여. 일제강점 이후 망국의 통분을 느껴 초야로 은퇴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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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및 활동

1855년 5월 15일 서울 원동（지금의 낙원동）에서 태어났다.

지석영은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서당에 갈 수가 없어서 한의학에 조예가 깊은 중인신분의 . 

박영선에게 한문과 한의학을 배웠다. >

1876년 조일수호조약이 체결되고 6월에 수신사 일행인 박영선이 수행원으로 일본에 따라 i 

가게 되었다. （

박영선은 지석영이 우두법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동경의 순천당의원 의사 오다끼로 i 

부터 우두종법을 배우고 구가（久m明）가 지은『종두귀감』을 얻어 전해 주었다. 누

1879년 10월 우두종법을 배우고자 부산의 제생의원에서 두 달 동안 머물면서 종두법을 배 i 

우고 두묘 3병와 종두침 2개를 얻어 서울로 올라왔다.

두묘는 오늘날과 같이 저온 보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는 길에 처가인 충주군 j

덕산면에 들러 12월 25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종두가 실시되었다. 때마침 2살 난 처남이 j

있어서 처가 식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두를 실시하고 동네 어린이 40여 명에게 우두 1 

를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너

1880년 1월 13일 이런 결과에 만족한 그는 서울로 돌아왔다. 너

1880년 5월 두묘 제조법을 배우기로 결심하고 제2차 수신사 김홍집 일행이 일본에 가게 되 

자 지석영은 수행원으로 따라가게 되었다. 일본에 도착한 김홍집은 일본 외무경 이노우에 서 

를 통해 지석영에게 우두묘 제조법을 가르쳐 줄 것을 요청했다. 이노우에는 내무경에게 연 S

락하여 내무부 소속인 위생국 우두종계소장을 소개해 주었다. j

지석영은 종두법의 실제 훈련과 두묘의 제조와 저장법을 배운 뒤 두묘 50병을 얻어가지고 !

귀국해서종두를 계속 실시했다. !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났다. 지석영은 일본으로부터 우두법을 도입한 죄로 체포령이 내 I

려지고 몸을 피하여 죽음을 면하였지만 종두장이 난민들에게 완전히 불타버렸다. 그 해 8 ,

월 서울로 돌아와 종두장을 부활하고 종두법 보급에 힘썼다. i
1882년 9월 전라도 어사 박영교의 초청으로 전주성 안에 우두국을 설치하였고, 1883년에 i

도 충청도 어사 이용호 초청으로 공주부（公州府）에 종두를 실시하고 종두법을 교습했다. I
1883년 2월 우두법 교습에 전념하면서 문과（文科）에 합격하여 성균관 전적（典籍）과 사헌부 i

지평（持平）을역임했다. 1

1885년 갑신정변 이후 우두신설을 저술. 간행했고, 9월 부사과（副司果）로 우두 교수관이 되 j

어 전라도 지방에 내려가 순회 접종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1887년에 사헌부의 장령으로 일하다가 나라의 미움을 받아 1892년까지 5년간을 강진® 

津） 신지도®智島）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다. i

1888년 신지도에서 농서（農書）「중맥설』（重麥說） 를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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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 재배의 경제성에 대한 설명과 비료 사용을 강조하는 등 과학적 영농을 설명하고 비료 

채취 방법인 ‘ 권양계법’도 소개하고 있다.

1891년 위생과 병의 예방법에 대한『신학신설』을 저술하였다.

1893년 봄, 서울 교동에 우두보영당을 설립하여 많은 어린이들에게 종두를 실시했다.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정3품 형조참의（刑W參議가 되고 7월에 승지로 발탁 되었으 

며 8월 대구 판관.한성부윤, 1896년 5월 동래 관찰사로 승진하였다. 그 뒤 학부대신에게 의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간청했다.

1899년 의학교가 설립되고 초대 교장으로 임명되어 10여 년 간 우리나라의 과학적 의학을 

도입하는데 노력했다.

1902년 6월 지석영의 제청으로 훈동에 의학교 부속병원이 설립되었고 1907년 의학교가 폐 

지되고 대한의원 교육부가 생겨나자 학감（學監）으로 임명되었다.

지석영은 의학교 교장 때부터 사회활동과 국문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01년 2월 13일자〈황성신문〉논설『국문학교 설립취지』에 의하면, 정부에서 국문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은 지석영 때문이라고 쓰고 있고, 또 의학교 학생 모집에도 시험 과목에 국 

문이 들어가 있는 것도 한글 사용에 대한 그의 집념을 이해케 하는 대목이다.

1903년 8월 29일자의 황성신문 광고（廣告）에는 시험과목으로 漢文의 독서（讀書）, 작문（作 

文）, 국문（國文）의 독서（讀書）와 작문（作文）으로 되어 있다.

의학교 교장 때 황성신문 1902년 2월 15일 자에 의하면, 국문학교가 창설되자 교장은 김가 

진（金壽鎭）, 지석영은 교감으로 활약하였고, 광학사（廣學社）의 평의원（評議員） 15명 중의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으며, 1906년 8월 여자교육회（女子敎育會）가 설립되자 찬조원（贊助員 ）8 

명 중 한 사람으로 선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읽을 책을 선정, 간행 준비를 서둘렀 

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활동한 것을 알 수 있다. 1896년 독립협회 회원들이〈대조선독립협 

회회보〉지를 한문으로 간행한다고 하면서 원고를 청탁해 오자 지석영은 순 한글로 국문론 

을 써서 보냈다.

1906년『자전석요』（字典釋要）를 저술하고 1909년에 이를 간행하였다.

이 책은 현실에서 사용하는 16,298자의 한자에 대하여 국어와 국문으로 자의（字義）와 국어 

의 음（音）을 밝힌 자전（字典）이며, 옥편（玉篇） 또는 한한G鄭®자전의 효시가 된다.

1909년 이러한 공로로 팔괘훈장（A卦動章）과 태극훈장（太»章）을 수여받고, 1910년 대한 

의원 교육부 학생감으로 공로가 인정되어 훈4등 팔괘장（八卦章）을 수여받았다.

1910년 한일병합이 되자 망국의 통분을 견디기 어려워 대한의원을 그만 두고 초야에 묻혀 

여생을 보내다가 1935년 2월 1일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들 성주는 경성의학전문학교를 1919년에 졸업하여 의업을 계승했고, 손자 홍창은 

1949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대통령주치의로 활동했으며, 홍창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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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무영은 가톨릭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을 개업했다.

•기타사항

① 우두법

에드워드 제너가 우유를 짜는 사람은 소의 두창에 걸려도 두창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 

실을 알아내었고, 1796년 5월 14일 소의 우두농집을 8살 건강한 어린이에게 이식하여 성 

공하였다.

② 197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지구상에서 천연두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공식적으로 선포

③ 대한의원은 1907년 광제원을 발전시킨 국립병원

대한의원은 경술국치 후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의원관제 공포와 더불어 총독부의 

원으로 개칭되었으며, 오늘날의 서울대학교병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 자료사진

「자전석요」 우두기구

지석영묘 지석영연보비

흐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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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송촌지석영』

—『위인지석영편』

-『지석영』

—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의사협회 

웅진닷컴 

교원

• 조사소감

지금도 전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주사를 맞고 있지만, 지석영 선생님의 덕분으로 우리는 마 

마로 불리는 천연두가 없어졌다. 놀라운 점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옥편이 처음에 지석영 

선생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놀라웠다. 한글 연구도 많이 하셨지만 한자 자체도 같이 

발전시켜서 지금의 우리가 문자를 쉽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아쉬운 점은 한글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문은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쉬웠다.

서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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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창 (吳世昌)
•----------------------------•

조사자_최윤영

• 호 - 위창章倉)

• 생몰년월일 - 1864년 7월 15일 〜 1953년 4월 16일

• 특징

서예가, 언론가, 독립운동가＜3 • 1운동 때 천도교 대표로 33인 중 한 분)

• 묘번호 - 203733

• 비문 — 전체크기 : 가로 79cm X세로 170cm〉〈 너비 52cm

1 . 전면(22x130) 

吳世昌 墓

2 .후면 (22x130)

이 墓에 잠드신 範倉先生 吳世昌 어른은 一八亡四年 七月 서울에서 나시어 一九五三年 四月 世上을 떠

나시니 卓年 九十. 民族의 開化를 爲하여 몸소 그 先M 잡으셨고 W의 光復을 爲하여 獨立宣言 三 I 

十三人 中에 列하시였을 뿐 아니라 文化의 發展에 크게 힘주시어 書B와 金石考證의 巨壁을 이루시니 
‘ 平生에 남기신 ｛韋功은 길이 빛나 비길 바 없다. 어른 가신 지 三年 後生과 遺族이 뜻을 모아 先生이 끼

치신 빛을 오래 繼承하려 이에 一九五A年 十月 이 墓碑를 세우다. 一九五A年十月 H

3 .좌측 (22x52)

全 5L鎭 饌, 孫在聲 象, 金層顯 書 
I

4 . 우측 (22x52)

_縮 _激 _龍 _大

天福 天澤 天都 天得

i 天i% 天林 泰一 泰아누

5 血 講立

• 연보비 - 전체 크기 : 가로 120 cmx 세로 118cm

1 .전면 (102x133)

at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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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오세창선생

（1864 - 1953 독립운동가, 언론인, 서예가）

글과 그림이 대대로 일어나 끝내 사람에게서 없어지지 않은 것은 사람이 본디 가지고 있 

는 성품이 서로 비슷하고 사물의 근원이 있었던 까닭이다. 이에 솔거 이하 근래 사람에 

이르기까지 서화｛書®를 밝혀 놓고 높고 낮음을 품평하였다. -근역서화징에서-

2 . 후면（102x133）

1864년 서울 중부 이동（지금의 을지로 2가）에서 출생

1894년 군국기무처의 총재비서관. 농상공부참의 역임

1902년〈개화당사건〉으로 일본 망명. 천도교 입교 후 귀국

1906년「만세보』『대한민보사』창간, 항일 구국운동 및 국채보상운동 전개

1919년 3 • 1독립운동에 민족대표로 참여

1928년 최초의 서화 인명대사전『근역서화징』발간. 미술사, 서예, 금석학의 대가

1945년 민주의원（民主義院）의원.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회장 및 전국애국단체 총연합회장 

역임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 훈장복장 추서

1968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추서

• 약력 및 활동

1864년 7월 15일（음） 서울에서 역관으로 개화파인 부친 오경석과 모친 김해 김씨 사이에서 

1남1녀의 독자로 태어났다.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서울 출신이며, 천도교（天휴）인이다. 23세의 약관으로 

벼슬길에 나아가 박문국 주사（博文局主事）가 되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언론기관인 한성순 

보（漢城旬報）의 기자가 되어 문필로써 명성을 떨쳤다.

1894년（고종 31）에 군국기무처（軍W%處）의 낭청 • 총재비서관（郞廳 • 總裁秘書官）이 되 

었다가 농상공부 참의（農商丁部參議）, 우정국 통신국장（郵政局通信局長）을 역임했다.

1902년（광무 6） 개화당（開化黨） 사건으로 일본에 망명하였다가, 그 곳에서 손병희（孫素黑） 

• 양한묵（梁漢默）등을 만나 천도교에 입교하였다.

1917년 귀국하여 만세보（萬%0와 대한민보사｛大韓民報社）를 창설하고, 그 사장으로 취임 

하여 민족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2월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아 손병희, 최린（W, 권동진 

（權東鎭） 등과 함께 조선의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우선 동지를 포섭하기로 하였 

다. 이에 2월 10일경 최린과 최남선（崔南善）이 협의하여, 최남선이 독립선언서를 초안하였 

으므로 손병희 • 최린 • 권동진 등과 이를 검토하고 그 내용에 동의하였다. 2월 25일에는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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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희, 권동진과 함께 천도교 기도회 종료보고와 국장에 참배키 위해 상경한 천도교 도사（道 

師） 임예환（林禮^）, 나인협（羅仁協）, 홍기조（洪基北）, 박준승（朴準承）, 양한묵（梁漢默）, 권 

병덕（權«、）, 나용환（羅龍換）, 장로 이종훈（李鍾IS, 홍병기（洪素箕）, 교도 김완규（金完 a） 

등에게 독립만세에 관한 계획을 알려 찬동을 얻었는데 특히 그는 천도교 월보과장 이종일 

（李鍾一）을 동지로 끌어 들였다.

그는 2월 27일 그들과 함께 재동（齋洞） 김상규（金尙至）의 집에 모여, 독립선언서와 기타 문 

서의 초안을 보고 이에 찬동하여 민족대표로서 서명 날인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경 인사동（仁寺洞）의 태화관（泰華館）에 손병희 등과 민족대표로 참석하여 

독립선언서를 회람하고 만세삼창을 외친 뒤 출동한 일본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경시청총감 

부（警視廳t監部）에 구금되었다가,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 

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도 일본경찰의 감시를 피하여 독립운동자들과 극비리에 연락하였다. 광복 후에는 

민주의원 의원（民主議院IM）을 겸하였고, 대한독립촉성국민회장（大M立促成國民會長） 

과 전국애국단체총연합회（全國愛國M恩聯合會） 회장을 맡아보며 독립국가 건설에 공헌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 

였다

•기타사항

渴 오경석（吳=）

조선의 역관（譯官）, 서화가. 자는 원거（元桓）, 호는 역매（= • 진재（«）, 본관은 해주 

（海州〉. 지중추부사 응현»賢）의 아들 서울 출생. 33인의 한 사람인 세창（世昌）의 아버 

지. 중인（中人） 출신으로 역관이 되어 청나라에 왕래하며 신학문에 눈을 뜨기 시작하여 

『해국도지』（海國圖誌〉,『영환지략』（1環誌（略） 등의 서적을 구입, 친구인 유대치（劉大致） 

에게 읽게 하고 김옥균（金玉均）, 박영효（朴營孝）, 홍영식（洪英植） 등 소장 정치인들에게 

개화사상을 고취했다.

1869년（고종 6） 통정대부（通政大夫）, 1873년 가선대부（1善大夫）, 1875년 자헌대부（資憲 

大夫）가 되고 1876년 한학 당상역관（漢學堂上譯官）으로 좌의정 박규수（朴芽壽）와 함께 개 

국（開國）을 주장하여 병자수호조약（內刊1》好＜約）의 체결을 지지함으로써 조약을 원만히 

맺게 했다.

1877년 숭정대부（崇政大夫）를 거쳐 숭록대부（崇綠大夫）가 되어 쇄국정책에 반대하고 문 

호의 개방과 선진문명의 수입을 주장했다. 금석학（金石學）에 대한 관심도 커서 역대 중국 

의 금석문을 수집했다. 글씨는 특히 전자像字）를 잘 썼으며, 그림에도 일가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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浪 간송 전형필 （全勞弼）

본관은 정선®#善）이고 호는 간송 （ii松）이다.

1906년 7월 29일 서울 종로구에서 출생하였다. 부친은 전영기（全泳基）이며 중추원의관（中 

院議官）을 지낸 무관출신이고 배오개에서 미곡상을 경영했다. 어머니는 밀양 박씨（密陽 

朴氏）이다. 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으며 고종 사촌형 월탄 박종화（月치鍾和）와 교류하 

며 학창시절을 보냈다.

1921년 어의동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6년 휘문（徵文）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휘문고보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였다. 1928년 일 

시 귀국하여 스승 위창（樹倉） 오세창（吳世昌）을 만났으며 그의 조언으로 서화와 골동품 수 

집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오세창으로부터 간송（潤松）이라는 아호를 받았다.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가 합병된 역사는 없다"는 신념으로 조선의 독립을 굳건히 믿으며 일제 

의 수탈로부터 민족의 얼과 혼을 지켜내자는 뜻을 함께 했다.

수집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1938년 개인 박물관인 보화각（현 간송미술관）을 세웠다. 

1940년 경영난에 빠진 보성（普成）고보를 인수하여 교주（校主）가 되었으며, 1945년 광복이 

되자 보성중학교 교장직을 1년 간 맡았다.

1954년 문화재 보존위원이 되고, 1956년 교육공로자로 표창을 받았다.

그가 막대한 돈을 들여 수집한 문화재 중에는 1942년 일본인 몰래 안동에서 기왓집 10채 

를 살 수 있는 거금 10,000원을 주고 구입한《훈민정음（訓民正音）》원본을 비롯하여 수많 

은 고서적 • 고서화 • 석조물 • 자기 등이 있으며, 10여 점 이상이 국보로 지정되었다. 그가 

소장한 문화재 중 신윤복의 화첩도 유명하다. 1962년 문화포장, 1964년 문화훈장 국민장 

이 추서되었다.

凶 근역서화징 （II域書1徵

A5판 324면. 1917년 오세창（吳世昌）이 편집하여, 1928년 계명구락부（啓明像樂部）에서 

출판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역대 서화가를 신라, 고려, 조선의 상 • 중 • 하 5편으로 나누 

고, 이를 출생 연도순으로 배 열하였다.

이와 같이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서화가들에 대한 편자의 품평을 피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한 오세창의 업적은 높게 평가된다. 또한, 오세창은 서화에 해박한 지식 

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경석（慶鑑）으로부터 가업이라 할 만큼 이 방면의 연 

구에 대하여 물려받은 바 많았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가치는 더욱 높다.

그 뒤 우리나라 역대의 서화가를 평가하는 가장 권위 있는 문헌으로 한국서화가 연구의 

기본서가 되었으며, 광복 이후 출간된『한국서화인명사전』등은 모두『근역서화징』을 인 

용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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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

오세창

오세창의『근역서화징」

a

• 참고문헌

- 「그와 나 사이를 걷다』김영식

- 「독립유공자 공훈록』국가보훈처

• 포털사이트 NAVER - 두산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조사소감

역관 오경석의 아들로 서예와 금석학에 밝았던 위창 오세창 선생의 독립에 대한 열정과 의 

지를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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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긍선 （吳就善）

조사자_어성희

• 호: 해관（海觀）

• 자: 중극（重京）

• 생몰연월일 : 1878년 10월 4일 〜 1963년 5월 18일

• 특징

의학자, 사회사업가

• 묘번호 — 2030636

• 묘 찾아가는 길

망우리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왼쪽 순환로로 들어서서 동락천 약수터 좌측 오르막길에서 돌 

계단을 따라 15m 위쪽으로 올라가면 해주 오씨 가족 묘역이 있고 오긍선 묘는 가족묘에서 

제일 위쪽 오른쪽 끝에 있다.

• 비문 - 전체크기 : 가로 41.5cmx세로 108.5cmx너비 18cm

1. 전면（41.5x108.5）

海觀吳博士就善之墓

夫人密陽朴氏左

2. 좌측 （18X 108.5）

海觀吳競善博士墓表

西紀一九入三年發卵五月 十八日 貫海州吳公譚就善 公基督敎人世例例基

月三十三日 以延世大學校醫科大學奏擧行式典於新門內禮拜堂俊堂堂으之封

在時東（忘）憂里卵向原公字重京號海觀考仁惑姓韓山李氏高宗成街十月四

3. 후면 （41.5x108.5）

0生公於忠淸南道公州 邑第壽八十入公一番來去在舌東士行治基伍旦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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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貞 IS 可容詳於世故客於墓恒序次基賤展付於末可以當銘桶之煙煙 

世配密陽朴氏永大女子漢泳醫學博士保健部長官立益大學敎授李永 

俊崔榮至崔永奉女婚世重根長根奉根民子典子孫男女世沈東變李宗珍金 

龍 孫婚世街換益換貞換美 慶仁閉 會孫男女世海泳從姓世 

舊韓國時主事 獨立協會幹事 语我學堂卒業 美國센트랄大學 루이 i
, i

빌大學校醫科大學卒業 醫學博士 群山光州木i甫恥蘇病院長 群山 永明中學校安樂學校鎬岩長老敎 i

會設立 세브란스醫學專門學校敎授皮盧科長 !

너 基督保育院京城養老院設立歌美各國醫學界視祭硏究 세브란스醫專敎長 센트랄大學名擧理學博士 （

' 루이빌大學名擧法學博士 -

社會部長官社會事業功勞表彭 大韓基督敎書會中夫基督敎靑年會大韓民國公益表彭

4. 우측 （18X 108.5） 1

聖書公會理事長 서울女醫大理事 韓國社會事業聯合會長 세브란스醫大功勞表彭 大韓醫學協會功 .

勞表彭 延世大學敎名響法學博士 大韓民國公益表彭賞動 소파賞 文化動章大韓民國章追增

—九大四年 穴月 十八0 男震泳li饌 書 I

• 연보비 - 전체 크기 : 가로 123cm X 세로 135cm

1. 전면（123 X135） - 海觀 오긍선 선생 （1878〜1963 교육자, 의人E）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전신인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최초 한국인 교장 

을 역임하고 현대의학 도입과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일생 동안 우리나 ' 

라 의학발전과 사회사업에 헌신하시다.

2. 후면（123 X135） - 1878 충남 공주군 시공면 운암리에서 출생

1907 미국 루이빌 의과대학 졸업（의학박사학위）

1917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 한국 최초 피부과 창설

1919 경성 보육원 및 양로원을 설립하여 사회사업 시작

1934 세브린스 의학전문학교 제2대 교장에 취임 이어서 미국 센추럴 J

대학에서 명예이학박사; 루이빌대학에서 명예법학 박사 취득

1949 사회사업 공로표창. 의학교육 공로상. 공익표창 등을 각각 받음

’ 1963문화훈장대한민국장추증 1

• 약력 및 활동

스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중극（重®, 호는 해관（海觀）. 아버지는 인묵（仁默）이다. 1896년 배

' 재학당에 입학해 협성회（協成會 • 독립협회 • 만민공동회 간부로 활약하다가 일제에 의해

체포령이 내려져 피신했다.

可흐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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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미국으로 가서 센트럴대학교에서 물리 • 화학을 전공하고, 켄터키주 루이빌의과대 

학에 입학하여 졸업과 동시에 의사자격증을 받았다.

1907년 루이빌시립병원에서 6개월간 피부학을 전공했고, 이해 10월 미국 남장로회 선교부 

로부터 한국 파견 선교사 자격을 얻어 귀국, 군산야소교병원 원장으로 취임해 의료봉사사 

업을 시작했다.

1909년 군산에 영명중학교（永明中學校）를 설립해 교장을 맡았으며, 구암교회를 설립했다.

1910년 봄 광주 야소교병원장에 취임하고, 1911년에는 목포 야소교병원장으로 전임해 목포 

정명여학교（貞明女學校） 교장도 겸임했다.

1912년에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조교수 겸 진료의사로 취임했는데, 그가 첫 한국인 교 

수였다.

1916년 4월부터 1년 간 일본 도쿄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 의학부에서 피부비뇨기학을 전공 

하고 돌아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 피부과를 신설해 과장 겸 주임교수가 되었다. 한편 

1919년에는 경성보육원（지금의 기독보육원）을 설립해 고아양육사업을 시작했다.

1921년 세브란스의전 학감, 1929년 부교장을 지냈으며, 2년 간 구미 각국의 의학계를 시찰 

한 후 오스트리아 빈대학교에서 피부학을 연구했다. 1931년에는 경성양로원（지금의 청운양 

로원）을 설립했다.

1934년 2월 제2대 세브란스의전 교장에 취임했으며, 센트럴대학교에서 명예의학 박사학위 

를, 루이빌대학교에서 명예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42년 1월 일제의 압력으로 교장직을 사임한 뒤에는 보육사업에 전념했다. 8 • 15해방 후 

전국사회사업 연맹 이사장, 대한성서공회 이사장, 기독교청년회 이사, 중앙노동위원회 대표 

위원 등 많은 공직을 역임하며 사회사업 분야에 크게 기여했다. 대한의학협회 의학교육공 

로표창, 정부의 공익포장, 새싹회의 소파상（小波賞） 등을 수상했다.

1962년 그에게 소파상이 수여된 것은, 1919년 경성보육원을 설립해 고아를 보호 육성하는 

데 한 몸을 바쳤고, 평생을 깨끗한 지조의 인격자이자 고아들의 아버지로 살았기 때문이다. 

소파상을 받은 1962년 당시에도 그는 85세 나이로 보육원을 손수 운영하고 있었다. 이듬해 

86세로 별세하기까지 평생 2,400여 명의 고아를 길러냈다.

1963년 그가 세상을 떠나자 정부는 그에게 문화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증됐다.

해주 오씨의 영역에 들어서면 통상의 봉분이 아닌 한옥의 지붕 모양의 봉분을 한 무덤들이 

눈에 들어온다. “여관에 있다가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남기고 해관이 운명했다 

는 언론인 유광렬의 말을 떠올리는 듯, 후일 자손들이 새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 서양식이 

되 전통을 살린 이 모양은 미국체험의 개화사상과 전통 유교정신이 함께 융합된 해관의 삶 

을 엿볼 수 있다.

소、 서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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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으 감찰오인묵적선비（%吳仁默積善碑）

3년 흉년이 들었을 때 공주에서 금강을 쌀을 싣고 내려가 기민을 먹이신 분으로 생전에 

군산 사람들이 송덕비를 세우고자 하자 오라버니（오긍선）가 생전에 비석을 세움은 옳지 

못하다 하여 논바닥에 묻었다가 돌아가신 후 망우리 가족묘지에 갖다 세우셨다.

적선비 옆면의 한문 내용에 의하면 옥구군 재정면 조촌리의 소작인들이 비를 세운 것은 

1926 （병인 2월）으로 되어있다. 땅에 묻어 두었다가 오긍선이 이곳 망우리에 옮겨 세운 것 

은 1939년이다.

※한국 근대의학 120년 —해부학실습 （2007. 3. 24. 뉴시스 / 미디어다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은 제중원에서 출발,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어진 

다. 세브란스병원 동은의학박물관이 소장한 사진과 사료이며, 제중원의 책임자였던 에비 

슨이 미국의 부호들을 세브란스의 후원자로 이끌어 병원을 세우는 과정과 한국 근대의학 

발전과정을 사진으로 담고 있다.

해부학은 제중원의학교에서 에비슨에 의해 진행되다가 후에 허스트, 김필순, 오긍선이 강 

의를 담당하였다.

• 자료 사진

*

오긍선 오긍선묘 오긍선연보비

해주 오씨 묘표지 김찰오인묵적선비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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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해관오긍선』오긍선 기념사업회

-『그와나사이를 걷다』김영식

• 조사소감

아이들이 없으면 미래도 꿈꿀 수 없다. 평생을 고아들의 아버지로 살아가신 오긍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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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安昌治）

조사자_어성희

• 호 - 도산（島山）

• 필명 - 산옹（山鏡）, 섬메, 신도생（新島生）

• 이명 - 안광택（安廣宅）, 안창호（姜彭吳）

• 생몰연월일

1878년 11월 9일 〜 1938년 3월 10일

• 특징

독립운동가, 교육자, 신민회, 흥사단 조직

• 묘번호 - 없음

• 묘 찾아가는 길

망우리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오른쪽 순환로 방향으로 50m 가서 동락천 약수터 우측 샛길 

로 올라가서 유상규 묘를 찾으면 15m 위쪽에 안창호 비석이 있다. 현재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도산공원 내로 1973년 이장하여 부인과 함께 합장되어 계신다.

• 비문 - 전체크기 : 가로 30cm X세로 89cm〉〈 너비 12cm

1. 전면（30x89） 

島山安昌治先生墓地

2. 후면（30x89）

— 九七三年十一月十一에 이 地點에서 서울特別市 江南區 鳴鶴洞 島山公園內로 移葬

3. 좌측-내용없음.

4. 우측-내용없음.

• 연보비 - 없음.

• 약력 및 활동

도산 안창호 선생은 1878년 11월 9일 평안남도 강서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한학과 유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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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였다. 호는 도산（島山）, 필명은 산옹（山鏡）, 섬메, 신도생（新島生）이며 이명으로 안광 

택 （安廣宅）, 안창호（姜彭吳） 등을 사용하였다.

1894년 상경하여 언더우드가 세운 구세학당에 입학하였다. 구세학당에 재학 중 기독교에 

입교하여 신학문을 수학하면서 근대적 사고와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 졸업 후 귀향外여 독 

립협회 관서지부를 설립하여 근대민족운동에 앞장서게 되었다.

1898년 광무황제의 생신 축하일을 맞아 평양 쾌재정에서 열린 만민공동회에서 정부와 탐 

관오리의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하는 연설로 주목을 받은 후 가는 곳마다 많은 

청중들을 웅변으로 감동시켰다. 독립협회가 강제로 해산되자 1899년 고향에 남녀공학인 

점진학교를 세우고 탄포리교회를 세워 민중계몽운동을 벌였다

1902년 교육학을 공부하기 위해 부인 이혜련과 함께 유학길에 올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 

하였다. 여기서 주경야독하면서 재미한인들의 상호부조와 조국의 국권수호를 위해 1905년 

공립협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그 기관지로〈공립신보〉를 발행하여 재미동포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러일전쟁 직후 한국을 식민지화하려는 일제의 침략야욕을 규탄하면서 조국의 

국권수호에 힘썼다.

1905년 을사조약의 강제체결로 국권을 상실하자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고자 1907년 국내 

로 귀국하였다. 귀국 즉시 각계 인사들과 접촉하여 동지들을 결집하여 이갑, 양기탁, 신채 

호, 이동휘, 전덕기 등과 함께 비밀결사단체인〈신민회〉를 조직하였다. 신민회는 봉건적 

사회사상과 관습을 혁신하며 국민을 새롭게 하고 근대적 자유문명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교육, 산업, 언론 등 다방면의 구국운동을 전개하였고 대성학교와 자기회사 등을 설 

립하여 교육 계몽운동과 실력양성운동에 힘썼다.

1909년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처단사건이 일어나자 일제는 선생을 배후혐의로 체포하고 

민족운동가들을 탄압하였다. 1910년 국망이 가시화되자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준비하기 위 

해 중국 청도로 망명하였다. 여기서 청도회담을 열어 향후 독립운동의 방략을 논의한 뒤, 

시베리아, 독일,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갔다. 1912년 재미한인 민족운동단체인 대한인국민 

회 중앙총회를 발족하였다. 총회장으로 활약하던 도산은 북미, 하와이, 멕시코, 쿠바, 만 

주, 시베리아 등지의 한인사회를 결집하여 민족운동을 지도하였다. 그리고 1913년 민족운 

동을 담당할 중견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무실（務實）, 역행（方行）, 충의（忠義）, 용감（勇敢）의 4 

대정신을 지도이념으로 하는〈흥사단〉을 창립하였다.

1919년 3 • 1운동이 일어나자 대한인국민회의 원동위원으로 상해에 도착하여 상해임시정부 

의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서리로 취임하였다. 선생은 독립운동의 방략을 세우고 헌법과 법 

률을 제정 검토하고, 국내외 동포들에 대한 통신 연락과 통치 실현을 위해 연통제와 교통국 

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민족의 주권기관이자 독립운동의 총괄기관으로 임시정부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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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임시정부의 내분이 깊어지자 선생은 독립운동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론을 도출하고 

자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민대표회의가 독립운동계의 노선차이로 결렬되자 민족 

유일당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민족운동의 이념과 노선이 통일되지 못한 가운데 전개된 

민족유일당운동은 1928년에 분열되기 시작하여 1929년 각지의 촉성회가 해체되어 실패로 .

끝났다. 민족유일당운동 실패 후 이동녕, 김구 등과 함께 한국독립당을 결성하고 ‘ 개체는 !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개체를 위하여’ 라는 ‘ 대공주의’ 를 제창하였다. i

1932년 윤봉길의 흥커우공원 폭탄사건으로 일본경찰에 붙잡혀 경성으로 압송되어 서대문 서

형무소를 거쳐 대전형무소에서 2년 6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1935년 2월 가출옥하였다. 이 

후 전국을 순회하며 민족의식 고취에 노력하였고, 고향 근처 대보산 송태산장에 기거하면 i

서 동우회의 민족운동을 지도하였다. 국내 흥사단조직인 수양동우회가 발전한 동우회는 

1931년 이후 민족주의계열로서 조직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하였으나 1937년 일제의 탄압에 

의해총검거당하였다. i

종로경찰서에서 취조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으나 선생은 생명위독 상태에 빠졌다. 

일제는 서둘러 선생을 병보석으로 출옥시켜 경성제대 부속병원으로 옮겨 치료하였으나, 병 i
마를 이기지 못한 선생은 1938년 3월 10일 만 59년 4개월의 일기로 서거하였다. 선생의 서 

거로 인해 민중시위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일제는 장례식에 참석 인원을 제한해 

소수의 인척들만 참석하게 하고 망우리 공동묘지로 가는 길목마다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후 1973년 강남에 도산공원을 조성하고 도산의 유해와 미국에서 온 부인 이혜련의 유해 

를 옮겨합장하였다. 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S

•기타사항

※도산공원

도산공원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 나라 자주와 독립을 위해 바친 위대한 애국정신과 민 느

중 교화를 위한 교육정신을 국민의 귀감으로 삼게 조성되 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1973년 11월 10일 망우리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던 도산 선생의 묘소를 

이곳에 이장하는 동시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부인 이혜련 여사의 유해를 옮겨와 합장 「

하였다.

한편 청담동에서 논현동에 이르는 도로의 넓이 50m와 총길이 3,250m의 신설가로를 도 \

산대로（島山大路）로 명명하였다.

도산공원의 총면적은 29,9741rf이고, 도산선생 내외분의 묘소와 도산안창호 기념관, 기 ；

념비, 동상, 말씀비, 기념조형물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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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도산선생가족

부인 이혜련(1884〜1969) 1969년 LA에 안장, 1973년 도산공원으로 이장

큰아들 안필립(1905〜1978), 둘째 아들 안필선(1912〜2001)

큰딸 안수산(1915〜 ), 둘째 딸 안수라 (1917〜), 셋째 아들 안필영(1926〜)

• 자료사진

안창호 도산공원 내에 있는 도산기념관

안창호 묘비 안창호와 이혜련의 합장묘

• 참고자료

- 국가보훈처, 도산안창호기 념관 도산학회

— 네이버 퀘스트, 브리태니거

• 조사소감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담담하게 이겨내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과 선생의 가족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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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운 （韓龍雲）

조사자_강근옥

• 아명-유천 B天）

• 본명 - 정옥（貞玉）

• 법호 - 만해 e解1）

• 법명 - 용운（龍雲）

• 생몰연월일 - 1879년 8월 29일 〜 1944년 6월 29일

• 특징

승려, 시 인, 독립운동가＜3 • 1운동 시 33인을 대표하여 독립선언 낭독）

• 묘 번호 - 204411

• 묘 찾아가는 길

망우리공원 관리사무소 순환로를 기점으로 좌측으로 가면 동락천 약수터가 나오고 다시 10분 

정도 더 걸으면 왼쪽에 한용운 연보비가 있고 그 건너편에 돌계단으로 올라가면 한용운의 묘 

가 있다.

• 비문 - 전체크기 : 가로 88cm 세로 197cm 너 비 25cm

1. 전면（55x150）

萬海韓龍雲先生墓

夫人'命氏在右

2. 후면（55x150）

略 傳

四三一三年 己卵 八月 三十九0（陰七月十三日） 忠南 洪城郡 結城面 城谷里 韓應俊의 

次男으로 出生.本貫은 淸州.母는 溫陽 方氏

四三三0年 鄕熟에서 經史를 修學

四三三八年 百澤寺 薄谷和尙에게서 得度

四三四三年 韓0佛敎 同盟 條約을 粉碎棺1廢

四三四四年 滿洲에 亡命 獨立運動

四三四穴年 朝鮮佛敎維新論을 發行

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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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三四七年 佛敎大典을 發行

四三五0年 精選 講義 菜根譚을 發行

四三五0年 十三月 五歲호에서 禪定中 语道

四三五一年 月刊敎養雜誌『'性心』을 創刊

四三五三年 三 • —運動을 先導하고 行動鋼領으로 公約三章을 公表

獄中에서 獨立의 所信을 長文으로 發表 三年刑을 받음 !

四三五穴年 民立大學 設立 運動을 支援

四三五七年 朝鮮佛敎靑年會를 組織하고 總裁에 就任

四三五九年 十玄談註解 및 님의 沈默을 發行

四三穴0年 新幹會 中夫執行委員 및 京城支會長에 被選

四三穴三年 光州學生義擧時 民衆大會를 發起

四三穴四年 佛敎誌를 引受 編賴發行人 就任

四三穴穴年 城北洞에 專牛莊을 建築하고 黑風 等의 小說과 多數의 文章을 發表

四三七大年 朝鮮人學兵志願을 反對.

四三七七年 大月 三十九日(陰 五月 九B) 專牛莊에서 入寂 世壽 大十大 法® 三十九 

四三九五年 大韓民國 建國動章 大韓民國章 授與.

萬海思想硏究會 識 

安東金層顯書

3. 좌측(25x150) 내용 없음

4. 우측(12x75)

II紀四三一四年辛西十三月 日 立

萬海思想硏究會

鄭宅根

遺 族 韓英激

• 연보비 - 전체 크기 : 가로 117cm X세로 162cm

1. 전면(117x162)

萬海 한용운 선생

(1879〜1944 독립운동가, 시인)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는 것은 인류가 공통으로 가진 본성으로서, 이

같은 본성은 남이 꺾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스스로 자기 민족의 자존성을 억제하려 하여 1 

도 되지 않는 것이다. !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J 중에서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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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면（120x118）

1879 충남 홍성군결성면 송곡리에서출생

1905 설악산 백담사에서승려로 출가

1910 백담사에서『조선불교유신론』을 탈고하여 불교개혁주창

1917 12월 3일 설악산 오세암에서 좌선 중 오도송을 남김

1919 3 • 1 독립운동을 주도. 태화관에서 33인을 대표하여 독립선언서 낭독. 옥중에서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발표

1923 민립대학설립운동 주도하고 조선물산장려운동 적극 지원

1926『십현담주해』,『님의 침묵』발행

1927「신간회」발기. 중앙집행위원겸 서울지부장에 피선

1933 “총독부와 마주 보기 싫다”하여 성북동에 북향집 심우장을 짓고 주거

1940 창씨개명, 학병출정 반대운동전개

1962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중장 추서

1968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 약력 및 활동

1879년 8월 29일 충청남도 홍성에서 출생하였다.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다가 동학농민운 

동에 가담했으나 실패하자 1896년 설악산 오세암에 들어갔다. 그 뒤 1905년（광무9년） 인 

제의 백담사에 가서 연곡을 스승으로 승려가 되고 만화에게서 법을 받았다.

1908년（융희2） 전국 사찰대표 52인의 한 사람으로 원흥사에서 원종종무원을 설립한 뒤 일 

본으로 건너가 신문명을 시찰했다.

1910년 국권이 피탈되자 중국에 가서 독립군 군관학교를 방문하고 이를 격려하였다. 만주, 

시베리아 등지를 방랑하다가 1913년 귀국하여 불교학원에서 교편을 잡았다. 범어사에 들 

어가「불교대전」을 저술하고 대승불교의 반야사상에 입각하여 종래의 무능한 불교를 개혁 

하고 불교의 현실참여를 주장하였다.

1918년 서울 계동에서 월간지『유심』을 발간하였다.

1919년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추진된 3 • 1 운동 계획에 주도적으 

로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종로 태화관에 모인 민족대표들은 이종일이 가져 

온 선언서를 돌려보는 것으로 낭독을 대신하였다. 한용운은 독립선언식 이후 붙잡힐 경우 

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강령을 제시하였다.

첫째, 변호사를 대지 말 것

둘째, 사식을 취하지 말 것

셋째, 보석을 요구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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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선언식을 가진 뒤 그 자리에 참석했던 민족대표들은 모두 일경에게 붙잡혔다.

1919년 7월 10일에는 ‘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 이란 논설을 집필하여 명쾌한 논리로 조선독 

립의 정당성을 설파하였다.

1921년 12월 21일 석방된 뒤에도 민족운동을 계속하여 갔다.

192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선된 물산장려운동을 지원하고, 1923년 조선민립대학 기성회 1

상무위원으로 피선되어 활동하였다.

1924년에는 불교청년회 회장으로 취임한 뒤, 총독부에 대하여 당당히 정교®敎의 분립 

을 주장하면서 사찰령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5

1926년 시집『님의 침묵』을 출판하여 저항문학에 앞장섰다. 1935년에는 첫 장편소설『흑 

풍』을조선일보에 연재하였다.

1927년 2월에는 좌우합작 민족협동전선으로 신간회의 창설이 추진되자 발기인으로 참여 

하였다. 그리고 신간회가 창립된 뒤에는 경성지회장으로 피선되어 활동하였다. 나중에 신 

간회는 광주학생의거 등 전국적인 민족운동으로 전개, 추진되었다.

1930년 5월에는 김법린, 최범술, 김상호 등 20여 명의 청년 불교도들이 비밀리에 조직한 S

항일운동단체인 만당의 당수로 취임하였다. 1937년 만당사건의 배후자로 검거되었다.

1931년 조선불교청년회를 조선불교청 년동맹으로 개칭하였다. 불교를 통한 청년운동을 강 ：

화하고 월간지『불교』를 인수하여 이후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불교의 대중화와 독립사상 너

고취에 힘썼다. 스

1933년 55세 되던 해 한용운은 벽산스님이 기증한 지금의 성북동 집터에 심우장이라는 택 

호의 집을 짓고 입적할 때까지 여기서 여생을 보냈다. 총독부 청사가 보기 싫다고 하여 끝 

내 동북방향으로 집을 틀어서 지은 일화는 유명하다.

한용운은 독립운동을 함께한 동지들에 대해서는 매우 깊은 의리를 보여 주었다. 만주에서 

독립투쟁을 전개하다가 붙잡혀 마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김동삼이 1937년 3월 옥중 「

순국하였을 때에는 유해를 심우장으로 모시고 와 5일장을 치르기도 하였다.

하지만 변절한 친일인사에 대해서는 설령 친분이 깊거나 함께 독립운동을 하였더라도 단 (

호히 절교하고 일체 상대하지 않았다. 3 • 1운동 당시 동지였던 최린이 변절한 뒤 심우장을 ；

방문한 일이 있었으나 끝내 만나주지 않았다. 이에 무안해진 최린이 한용운의 딸에게 돈을 

쥐어주고 돌아갔다. 이 사실을 알고서 부인과 딸에게 호통을 치고 그 길로 명륜동 최린의 i 

집으로 달려가 그 돈을 집어 던지고 되돌아왔다고 한다. i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1940년 창씨개명 반대운동, 1943년 조선인 학병출정 반대 

운동 등을 펴기도 하였다. 그 후에도 불교의 혁신과 작품활동을 계속하다가 서울 성북동 

심우장에서 입적하였다. 장례는 전통 불교의식에 따라 화장하였으며, 유해는 망우리묘지 서

에 안장되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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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적이고 저항적인 민족시인으로 활동하였다 .

만해 한용운은 88편의 시를 모아 1926년『님의 침묵』이라는 첫 시집을 발간하였다. 88편의 

시는 대체로 민족의 독립에 대한 신념과 희망을 사랑의 노래로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시조와 한시를 포함하여 모두 300여 편에 달하는 시 작품을 남겼다. 그밖에 소설 

로는 ‘ 죽음’ , ‘ 흑풍’ , ‘ 후회’, ‘ 철혈미인’, ‘ 박명’ 등이 있다.

한국 문학사에서 한용운은 근대적 시인이며 3 • 1운동 세대가 낳은 최대의 저항시인으로 평 

가받고 있다.

- 한용운시 감상

님의 침묵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 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리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서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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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

한용운 심우장 한용운 열반 7〔）주기 추모제 한용운 동상（백담사）

만해기념관（백담사） 한용운 묘（망우산） 한용운 연보비（망우산）

• 참고자료

• 두산백과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네이버캐스트

• 네이버블로그

• 조사소감

역사책에 나오는 독립운동사에 한용운 선생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곳이 없어서 독립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다. 또한 불교에 귀의한 승려로서 대한민국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기 위해 많은 공헌을 한 것도 알게 되었다. 시인으로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불태 

우신 것은 국어책을 통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승려의 결혼을 허한 것은 아직까지 

여러모로 의견이 분분하다.

심우장에서 끝까지 독립을 외치시다가 독립되기 한 해 전 1944년에 입적하신 것은 좀 안타 

깝게 여겨졌다.

:K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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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빈 (朴勝彬)

조사자_김순희

• 호

학범 (學凡)

. 생몰연월일

1880년 9월 29일 〜 1943년 10월 30일

• 특징

법률가, 교육자, 국어연구가

• 묘번호 - 203610

• 묘 찾아가는 길

망우리 공원 동락천 약수터 부근 오긍선 연보비 뒤 왼쪽 길로 올라가면 좌측에 박승빈의 

묘가 있다.

• 비문 — 전체크기 : 가로 43cmX세로 156cmX너비 15cm

1. 전면(43〉〈121)

學凡潘南朴公勝彬之墓

2. 후면(43x121)

®紀四三一三年九月三十九0生

大韓帝國檢士 辯護士 普成專門學校長

著『朝鮮語學』

+1紀四三七穴年十月三十日卒

室«山宋氏檢父榮海

3. 좌측(15X 121)： 내용 없음

4. 우측(15X 121)： 내용 없음

• 연보비 - 없음

싀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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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및 활동

1880년 9월 29일 강원도 철원에서 부농 집안 6남매의 독자로 출생하였다.

1907년 일본 주오（中夫）대학 법학과를 관비 유학생으로 졸업（27세）하고 귀국 후 법관으로 

근무（1907년-1910년）하였으나 1910년 한일병합이 되자 변호사를 개업하고 순수한 한국인 

변호사 모임인 경성 제2변호사회 창립에 참여했으며 조선변호사 대표로 중국에서 열린 국 

제회의에 참석하였다. 당시 대한제국은 정치 • 경제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나 다름없었고, 

법제도 역시 일본의 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 그는 일본의 법률을 대중들에게 쉽게 이해 

시키기 위해 일본 법전을 언문일치의 쉬운 우리말로 번역하여『헌법』（1908）과『언문일치 

일본국 육법 전서』（1909）가 출간된다.

1925년〜1932년 7년 간 박승빈은 교육자로서 보성전문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여 당시 운영 

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교를 구하는데 진력한다. 주시경이 편찬하려던 우리말 사전『말모 

이』가 원고로 떠돌다 무산되고 박승빈이 활동하던 계명구락부로 인계되지만 여기서도 완 

성되지 못하고 1929년 조선어학회를 주축으로 조선어사전 편찬위원회가 결성되자 108명의 

발기인 중 한 명으로 참여하고 후원을 한다. 그러나 1933년 한국맞춤법통일안이 조선어 표 

기 법으로 확정되자 별도로 사전편찬작업에 돌입한다.

1931년 최남선（崔南善）, 오세창（吳世昌）등과 계명구락부（啓明恨樂部）를 조직.『계명』（啓明 

1921.5〜1933.1）,『신천지』（新天地, 1921.7〜1922.1）,『신민공론』（新民公論）,『낙원j（樂®, 

『신청년』（新靑年）같은 잡지와 고전을 출판하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강연을 통해 구습타파 

와 신생활운동을 전개하였다. 또 조선어학연구회（朝鮮語學硏究會）를 조직하여 독자적인 

국어 문법 체계를 세웠고, 주시경학파（周時經學派）의 조선어학회와 대립하여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반대하였다.

1933년 10월 29일 조선어학회의 ‘ 한글맞춤법통일안’ 이 정식으로 발표되자 1934년 2월 15 

일자로 기관지『한글』에 대항하여 기관지『정음』（正音）을 발행, 7월에 ‘ 한글맞춤법통일안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선어학회와 정면으로 맞선다. 기관지『정음』을 격월간으로 꾸 

준히 속간하여, 1931〜 1941년 4월 26일자 제37호로 폐간되기까지 약 10년 동안 국어연구 

와 연구기반의 조성에 이바지한다. 그러나 조선어학 연구회 활동은 언론과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한글통일운동을 교란한다는 일반 사회의 비난 속에 실효를 거두지 못 

한다.

1935년 조선어학을 출판하고 조선어학을 교재로 중앙불교전문학교（동국대전신）, 보성 전문 

학교（고려대전신）에서 직접 조선어를 가르친다. 그■러나 기관지『정음』（正音）은 1941년 폐간 

되고 35회, 37회는 필경으로 발행되기도 하는 등 그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1943년 친일단체（조선임전보국단,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 참여하였으며 같은 해 1943 

년 10월 30일 서울에서 사망한다.

3흐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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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상황고찰

1931년에 ‘ 조선어학연구회’를 조직하여 독자적인 국어 문법 체계를 세웠고, 주시경학파의 

조선어학회와 대립했다. 1931년 최남선, 오세창 등과 계명구락부를 조직하고,『계명』,『신 

천지』,『신민공론』,『낙원』,『신청년』같은 잡지와 고전을 출판하여, 대중을 계몽하면서 일 

본과 투쟁했다. 1933년 10월 29일 조선어학회의 ‘ 한글맞춤법통일안’ 이 정식으로 발표된다. 

1934년 2월 15일자로 기관지『한글』에 대항하여 기관지『정음』을 발행, 7월에 ‘한글맞춤법 

통일안 반대성명서’ 를 발표하여 조선어학회와 정면으로 맞선다.

조선어학연구회는 언론과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한글통일운동을 교란한다는 일반사회 

의 비난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박승빈의 국어 연구 동기

대한 제국시절 우리말로 된 법전이 필요하여 법전을 편찬하려하자 표기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

‘ 한글’ 용어 변천

1 895년 갑오경장 때 주시경선생의 모든 저서에 국어, 국문으로 표기.

1 910년 주시경이 국권상실 후 ‘ 한나라 글’ 이라 부름.

1 911년 4. 1. 오응빈이 국어연구학회 수료증에 ‘ 한나라 말’ 사용.

1911년〜1913년 어떤 단체나 저술에도 국어, 국문을 쓸 수 없게 되자 대신 ‘ 조선어’ 라는 명 

칭 사용

1913년 3월 조선어문회 창립총회에서 ‘ 한글’ 명칭 처음 발견.

1 927년 조선어학회（한글학회전신） 동인지『한글』펴냄

1926년 11월 4일 조선어연구회（한글학회의 전신）가 주축이 되어 매년 음력 9월 29일을 '가 

갸날'로 정하여 행사를 거행, 1928년에 명칭을 '한글날’로 바꾸었다.

1940년『훈민정음』원본이 발견됨. 그 말문（末文）에 적힌 "正統…年九月上靜’’에 근거, 양 

력으로 환산하여 1446년（세종 28） 10월 9일이 되므로 1945년에 10월 9일로 확정함.

- 박승빈은 ‘ 한글’ 명칭을 최남선이 짓고 주시경이 찬동하였다고 함.

의의와 평가

기관지『정음』을 격월간으로 꾸준히 속간하여, 1931〜 1941년 4월 26일자 제37호로 폐간되 

기까지 약 10년 동안 국어연구와 연구기반의 조성에 이바지함.

일제 초기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에서 주시경, 권덕규（權惠至）, 이규영（李至榮） 등이 편찬

90
¥



at aK
하기 시작한『조선어사전』의 원고를 계명구락부를 거쳐 인수하여 계속한 점 등은 민족문화 

계승에 공헌한 것으로서 민족항쟁사에 큰 의의를 가진다.

대한제국은 정치 • 경제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나 다름없었고, 법제도 일본의 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 그는 일본의 법률을 대중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일본 법전을 언문일치 

의 쉬운 우리말로 번역하며『헌법』（1908）과『언문일치』（1909）를 출간한다. 주시경이 편찬 

하려 했다가 무산되었던 최초의 우리말 사전『말모이』는 원고로 떠돌다가 박승빈이 활동하 

던 계명구락부로 인계, 계명구락부에서도 이를 완성시키지는 못했다. 그 후 조선어학회가 

주축이 되어 1929년 조선어사전편찬회를 결성하고 새로운 사전편찬사업을 시작하자, 박승 （

빈은 조선어사전편찬회의 발기 인으로 참여하여 조선어 사전편찬사업을 후원합니다. 조선 

어사전편찬회의 108명 발기인 중 한 사람이었다’'이제 대사업인 조선어 사전편찬을 인계받 i

은 본회는 이왕 전하를 비롯 제씨의 정신적 물질적 성원에 봉답（奉答）하랴고 필사적 최선의 I

노력을 다하여 조선어 사전을 세상에 발행키로 서약하노라. 돌아온 날에도 학식이 있는 자 

는 학식으로, 재산이 있는 자는 재산으로, 뜻이 있는 자는 뜻으로, 총동분기하여 역사적 민 

족적 대사업인『조선어사전』을 완성하자!’' 그 만큼 박승빈은 우리말 사전의 편찬을 민족적 

과업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어학회가 1933년 ‘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을 완성 S

하고 이를『조선어사전』의 표기법으로 확정하자, 박승빈은 별도로 사전편찬사업에 돌입합 i

니다. 박승빈이 주도했던 사전편찬사업은 결국 무산됩니다. 그리고 그가 주장했던 음소주 

의 철자법은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에 밀려 공식 철자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1936 

년 조선어학회 사정 ‘ 한글맞춤법통일안’ 에 대한 비판. 1953년 이승만에 의해 음소주의 철 

자법이 공식 철자법으로 복권될 수 있는 기회를 맞기도 하지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민족 1 

의 손으로 완성한 한글 맞춤법을 지 키자는 대중적 여론에 밀려 역사 저편으로 사라집니 다.

한글 연구 동기-동아일보 기사 1

" 내가 한글로 해서 연애병에 걸린 지 거의 20년이나 됩니다. 어릴 때는 공자, 맹자, 시전, 

서전이니 하고 한문 공부만 하다가 젊었을 때에 들어서서는 법률학을 마치고 변호사의 생 i

활까지 연장했었습니 다마는 일본에서 법률 방면으로 연구할 때 그때부터 나의 가슴에는 조 i

선어에 대한 애착이 싹을 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연치 않은 

일만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글을 연구한다는 다른 분들과 같이 나도 처음에는 오로지 주 i 

시경 씨의 주장을 목표 삼고 음미하는 동시에 어느 정도까지 공명（共鳴）했었습니다마는 근 

년에는 그의 흠집만 발겨질 뿐이므로 자연히 나의 신안（新案） 즉 나의 독단적 의견만 날로 

늘어갈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동료들에게 상서롭지 않은 주목과 비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 i 

기서 나는 다만 진리는 당시에는 손가락질을 당할지언정 영구불변으로 끝까지 남을 것이라 i

는 신임（信任）만 가지고 나의 연구를 힘 있게 세워 나갈 작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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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28년 12월 18일자

"무식한 자라도 자기들이 쓰는 말이 틀렸는지 바로 맞는지는 대부분적으로 알아보고 듣게 

되어야 할 것임을 스스두-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글의 분해적 또는 조직적 활용 

같은 것은 물론 전문가만 알 것이겠지만요."

-《동아일보》, 1928년 12월 18일자

• 저서 - 총 5권과 30여 편의 논문을 남김

주요 저서 :『조선어학강의요지』（1931）

『조선어학』（1935）

『한글어학회사정 ‘ 한글맞춤법통일안’ 에 대한 비판』（1936）

『간이조선어문법』（1937）

• 자료사진

박승빈

박승빈 묘（망우산）

- 『박승빈, 역대문법대계』한글논쟁논설집 상, 278, 279면

- 『국어연구의 발자취』（김완진 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 조선어학연구회『정음지의 광고문 연구』（여찬영, 대구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일제하의 국어운동연구』（박명채）,『일제하의 문화운동사』（민중서관 197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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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봉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네이버블로그‘한글을사랑했던비운의 국어학자’ -글, 최경봉

- 『식민지조선의 언어지배구조』（조선어 규범화문제를 중심으로）

미쓰이 다카시 저 I 임경화 역 I 소명출판I 2013.02.10

- 『國民①歷史』，니시오 간지（西尾幹三） 産經新聞□그 久■步 ex, 1999, 708면.

- 〈동아일보〉1928년 12월 8일자

- 2010.9. 강원도민일보 시정곤

- 한국민족문화대사전

• 조사소감

박승빈은 당시 국비유학생으로 일본 주오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 

다. 박승빈은 대한제국시절 우리말법전을 편찬하면서 우리말의 언문일치 문체 즉 표기법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전통적 세종대왕식 표기법을 고집한 훈민정음을 사랑한 

국어 연구가로 한일합방이 되자 서민을 위한 변호사로 활동하고 다양한 계몽활동과 신생활 

운동을 하였다. 일생을 바친‘ 조선어 사전’ 편찬 사업도 무산되고 그가 주장한 음소주의 철 

자법도 한글맞춤법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한다. 1953년 이승만에 의해 그의 음소주의 철자 

법이 복권될 뻔하였지만 대중의 여론에 밀려 사라지는 비운을 맞는다. 말년에 친일단체에 

참여한 점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가 우리 말과 글에 끼친 공로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망우리 공원묘원은 이와 같이 독립투사, 애국자, 지한파, 변절자, 친일행동으로 지탄을 받 

은 역사적 인물들이 혼재해 있는 곳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의 어려움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었고 박승빈의 표기법을 다시 조명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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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호 （徐內治）

조사자_이경심

• 호: 송암（松巖）

• 생몰년월일 : 1885년 7월 7일 〜 1972년 6월 7일

• 특징 : 독립운동가, 장로교 장로, 교육가

• 묘 번호 - 204370 （2008년 11월 18일 대전 현충원 이장）

• 묘찾아가는길

망우리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좌측으로 오르막길을 걷다 보면, 형제약수터에서 올라오는 길 

을 만나고 10여 분 더 걸으면 팔각정이 나타난다. 오세창 연보비를 지나면 서병호의 연보비 

가 나오고, 그 곳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돌길을 4〜5m 올라가면, 왼편에 서병호의 비석이 

있다. 현재는 대전 현충원으로 이장 되었다.（2008년11월18일）

• 비문 - 전체크기 : 가로 123cm X세로 83cm〉〈너비 31cm

1. 전면（123x83）

松巖徐西治 長老之墓

配金具禮執事

두 분의 유해는 2008년 11월 19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하였습니다.

2. 후면（123x83）

松巖 徐內治 장로님은 1885년 7월 초이례 황해도 송천에서 達成 徐景jh 목사 차남으로 태어나시어 송 

천교회에서 개척 선교사로 언더우드 목사에게 세례를 받으시니 한국 최초의 유아 수세자가 되시다.

1906년 서울 경신학교의 유일한 제1회 출신으로서 개화기의 기독청년으로 활약外시다. 1914년에는 중 

국 상해로 망명하셔서 남경 금능대학을 졸업하신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 신한청년당 당수 

로 파리 만국평화회의에 한국 대표를 파견하는 일을 추진하신 것을 비롯하여 독립운동에 공이 크시다.

1945년 조국광복 후는 모교 교장이 되시어 학교 재건과 영재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한편 사회복지 

사업에도 뜻을 두시어 온갖 정성을 다하시다.

1957년 선친과 언더우드 목사와 함께 설립하신 새문안교회에서 장로로 임직되시며, 1968년 원로 장로 

로 모심을 받기까지 오로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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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호 松巖이 뜻하는 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 소나무의 푸르름마냥 나라와 겨레와 민족과 교회 

를 위하여 평생을 신앙의 본이 되시며 사시다가, 1972년 6월 7일 향년 87세로 주님 곁에 가시다. 대한 

예수회 장로회 총회는 장로님의 업적과 그의 높으심을 기리어 총회장으로 모셔드리다. 1972년 7월 21 

일 새문안교회 당회장 강신명 올리다. 金具禮 집사님은 황해도 송천에서 1882년 1월 2일 光山 金"의 

장녀로 태어나 1898년 결혼하신 후 친척 간에 화목과 효부로 알려졌으며, 1920년 중국으로 망명생활 

중 독립운동자 들에게 희생적 봉사로 평생을 바쳐 지내시다가 광복 후 귀국하셔서 1953년 11월 26일 주 

님 곁에 가시다.

3. 좌측(31x83)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十一장 三十五 - 三十入절

4. 우측(31x83)

銅子 載賢

女 玉潤

子婦 金明鎭

孫子 元銀

京銀

萬銀 

昌銀 

銀 

外孫子 金春窒 

春博 

外孫女 惠珍

• 연보비 - 전체 크기 : 가로 124cm X 세로 142cm

1. 전면(124x142)

松巖 서병호 선생 (1885 〜1972 독립운동가)

내가 있기 위해서는 나라가 있어야 하고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하니

나라와 나와의 관계를 절실히 깨닫는 국민이 되자 〈좌우명〉중에서

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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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후면 （124x142）

서 1885년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 송천리에서 출생

: 1914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남경 금릉대학 유학

1918년 신한청년단 당수로 추대되어 이듬해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로 파견하는 등 활동

1919년 임시 의정원법 심사위원 임시 의정원 의원. 장연군 임정 조사원 등으로 활동 !

상해 대한적십자사회를 창설 이사장 역임

1920년 극동지역에 파견된 미국 의원시찰단에게 진정서 제출 등 독립외교활동 전개

1922년 국민대표회 준비위원회 서기로 활동 i
서 1923년 중국 상해에서 남화학원 설립 i

' 1925년신한청년회이사로 활동 ■

1933년 인성학교 이사장으로 역사와 항일독립사상을 교육하는 등 후진양성에 주력 !

' 1990년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셔

. I

' • 약력및활동 !.

I 1885년7월7일 황해도 장연에서출생하였다.

서 1905년 경신학교 졸업하고, 1914년 중국으로 건너가 남경 금릉대학에 유학하였다. 1918년 5

i 금릉대학을졸업하였다. !

I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종막을 고하여 11월에 세계대전의 휴전이 성립되고 새해 1월부 ;

터 파리강화회의가 개최된다고 알려짐에 따라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상호간의 의견을 타진 j 

i 하고 긴밀한 연락을 취하기 위해 상해（上海）로 모여들었다. 그래서 1919년 초에 그는 신규 i 

[ 식（申1植）, 김규식（金至植）, 여운형（呂運字）, 선우 혁（鮮W）, 한진교（韓鎭敎）, 장덕수（張 서 

스 德秀）, 조동호（趙東社） 등과 함께 상해 영국조계®界）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강력한 i 

i 추진을 목적으로 신한청년당（新W年黨）을 조직하였다. !

서 이 단체에서는 기관지「신한청년보』（新韓靑年報）를 발간하여교포들에게독립정신을 고취

시켰다. 신한청년당의 당원 수는 약 150명 정도였으며 당내에는 재무부（財務部）, 교제부（交 S

I 際部）, 토론부（W0, 체육부（體育部）, 서무부（麻務部） 등의 각 부서를 두고 당원이 일심 !

, 동력하여 독립운동의 선봉부대로서의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신한청년당은 신규식（申

； 封面이 중심이 되었던 동제사（同*의 핵심 인물들이 결성한 조직 단체인데 이 당시 그 {

서 는 신석우（申銀雨）, 여운형（呂運루）, 선우 혁鮮于», 조동호（趙東社）, 조소앙（趙素晶） 등과

； 함께 동제사의 이사로서도 활동하였다.

1918년 신한청년당은 그결성과 함께김규식（金至植）을 파리강화회의한국대표로 파견하여 I 

대외적으로 민족대표기관의 임무를 실행하였으며, 동시에 국내 및 노령®領）, 일본 등 각 ' 

지 동포사회에도 세계 대세에 따르는 독립운동을 펴게 하기 위하여 당의 중요 인물들을 파

*--------------------------- 후 
96



at at
견하였다. 즉 김규식（金至植）의 상해 출발 직후인 2월초에 그는 선우 혁（鮮W과 함께 국 

내로 파견되어 독립운동 전개 및 자금 갹출과 시위계획을 추진하도록 하여 3 • 1독립운동의 

기반을 조성한 후 상해로 귀환하였다.

상해에 도착한 그는 3월 하순경부터 신한청년당의 간부진인 여운형（呂運루） • 선우 혁鮮于 

樹） • 이광수（李光洙） • 김 철（金微） • 현 순（玄® • 최창식（崔昌植） • 여운홍（呂運6A） 등과 함 

께 프랑스조계의 보창로（寶昌路） 329호에 독립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각국을 향하여 독립 

선언을 하면서 임시정부의 조직에 착수하였다.

1919년 4월 25일에는 이춘숙（李春® • 남형우（南字耐） • 장 도（張濤） 등과 함께 임시의정원 

법 심사위원이 되어 임시의정원법 전문 13장 57조를 가결, 채택하였다.

이후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 내무부 지방국장, 대한적십자회 이사, 신한청년당 이사장, 대 

한인 거류민단 의사원 등으로 독립전선에서 적극 활약하였다. 또한 그는 임시정부의 황해 

도 장연군（長溫郡） 조사원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1920년에는 미국 의회에서 극동지역시찰단이 파견되어 중국과 한국의 여러 곳을 시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에서는 6월 28일에 미국의원시찰단 환영준비위원회를 조직하 

고 위원장으로 안창호（安昌治）를 선임하였다. 이 당시 그는 정인과（鄭仁果）, 여운형（呂運 

투）, 이희경（李喜«, 여운홍（呂運GA）, 이유필（李김순애（金淳愛）, 황진남（黃鎭南）, 신 

국권（申國權）, 임춘희（任春,與） 등과 함께 위원으로 선임되어 8월 5일 상해에 시찰단이 상륙 

하여 중국에 머무는 동안 곳곳을 따라다니며 진정서를 전달하는 등 외교 공세를 전개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초창기에 난항을 거듭하게 됨에 따라 1922년에는 독립지사들이 국민 

대표회（國民代表會）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그는 준비위원회 서기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 

회의도 별다른 효과 없이 해체됨에 따라 그는 김규식（金至植）, 윤 해（尹海）, 고창일（高昌一）, 

원세훈（元世I》）, 신 숙（申肅）, 도인권（都黃權）, 김 철（金여0, 이청천（李靑天）, 최동오（崔東 

0午）, 여운형（呂運투）, 정광호（鄭光好）, 김상덕（金尙德）, 조동호（趙東祀i） 등과 함께 조선공화 

국（朝鮮共和國）을 새로이 조직하여 1922년 9월에 노령（露領）으로 가서 소련에 의탁하려 하 

였다. 그■러나 레닌의 사망에 따라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1923년 3월에 다시 상해 

로 돌아왔다. 1923년 한인교민자녀 영 어교육을 위한 남화학원을 설립하였다.

1925년 2월 21일에는 상해에서 신한청년회총회（新韓靑年會總會）가 개최되어 임원개선과 

금후의 사업에 관한 새로운 계획이 결정되었다. 여기서 이사장에 김규식（金至植）이 선임되 

었으며, 그는 여운형（呂運투）, 한진교（韓鎭敎）, 김 철（金00, 정광호（鄭光好）, 박 진（朴震） 등 

과 함께 이사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서t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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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에는 인성학교（仁成學校） 이사장에 취임하여 독립사상을 고취시키며 항일정신을 함 

양시키는 등 후진교육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일장기（0章旗） 게양을 강요하자 학교 

를 폐교시키고 새로운 활동방안을 모색하던 중 광복을 맞이하였다.

1947년 귀국하여 1950년 경신학교 재단 이사장에 취임한다. 1953년 서울수복 후 기독교학 

교 연합회를 조직하였고, 1960년 경신학교에서 정년퇴직하였다. 1968년 독립운동에 참여 

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1972년 사망한다. 1980년 건국포장을 추서하고, 정부 

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80년에 건국포장,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 

서하였다.

• 기타 사항

浪 신한청년당（新靑年黨）

구분 : 독립운동단체

설립일 : 1918년

설립목적 : 독립운동

주요활동 : 기관지《신한청년보》발행, 외교활동 소재지:중국상하이

규모 : 150여명

내용 : ‘ 신한청년단’ 이라고도 한다.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앞두고 한국의 독립을 준비 

하기 위해 1918년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에 모여 조직한 단체로, 해외 독립운동단 

체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국내에서 망명한 김규식, 서병호, 여운형, 선우혁, 문 

일평, 신채호들이 발기했다.

독립청원서를 파리강화 회의와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 

식을 한국 대표로 보내는 등 외교활동을 전개했으며, 세계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고 

자 여운형, 장덕수를 각각 러시아와 일본에 파견하였다.

신한청년당의 핵심 당원들은 1918년 8월 초에 프랑스조계 안에 독립임시사무소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뒤이어 4월 19일에 결성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모체가 되었 

다고 할수 있다.

※서경조（徐景@11852〜1938）

（서병호 선생의 아버지）

1852년 12월 14일 평안북도 의주에서 출생하였다. 본명은 상우（相佔）, 경조는 자（字）이 

다. 한국장로교회 최초 7명의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독학으로 한 

학을 공부하였다. 1878년 처음으로 그리스도교를 접하였다. 1884년 황해도 장연의 솔내 

（松川）로 가, 형 상륜（相쓰）과 함께 한국 최초의 교회를 건립하였다.

스흐 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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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솔내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의 회합을 조직하고 한국 최초의 장로가 되어 해서지방 

의 교회 설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1907년 평양 장로회신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였다. 조 

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獨老會）가 신학교 졸업생들을 한국 최초의 목사로 안수할 때 다 

른 6명과 함께 목사가 되었다.

임지인 황해도 장연 • 옹진 등에서 2년 동안 미국 선교사 C.E.샤프와 함께 전도목사로 활 

동하였다. 1910년 H.G.언더우드가 세운 새문안교회에서 협동목사로 일하였고, 고양 • 시 

흥 • 파주 등 경기도 일원에서 순회목사로 전도활동을 펼쳤다.

1913년 새문안교회를 사임하고 목사직에서 은퇴한 뒤 장연의 솔내로 내려갔다. 1916년 

서울 안국교회에서 잠시 목회활동을 하다가 곧 사임하였다. 이후 상하이로 망명하여 독 

립운동에 투신한 둘째아들 병호（內治）와 함께 남은 삶을 보냈다.

• 사진 자료

서병호 서병호의 부친인 서경조 서병호 연보비（망우산）

서병호의 비석（망우산） 황해도 소래교회

• 참고 자료

국가보훈처『독립유공자（공훈록）』

http: / /blog, naver. com/kjyoun24/60030468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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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소감

처음 송암 서병호 선생의 묘역을 찾았을 때는 노란 들꽃들이 주인이 떠난 묘역을 감싸 안고 

있었다. 선생의 묘역은 국립현충원으로 이장되었지만, 아직 그의 행적을 기리는 비는 자리 

하고 있다.

지식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조국의 독립에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자로서의 후진양성의 그의 

모습을 잠시나마 알수 있는 기회였다. 우리가흔히 알수 있는 독립 위인은 아니었지만, 그 

의 행적을 쫓다보면, 진정한 지식인의 모습을볼 수 있다.

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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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X 구리시문화관광해설사 국외유적 답사

나라 ■ 교토 ■ 오사카 답사기

글 황진영 

사진 이해안

.'W繼5懲

2016년 5월 16일（월）

1. 법륭사의 미소

법륭사입구 오중탑과금당

법륭사는 아스카시대（6세기 중엽〜8세기초）의 사찰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목조건물이다. 

요메이（用明）천황이 발원하였으며 스이코천황과 쇼토쿠 태자가 요메이 천황의 유언을 받들 

어 607년에 건립하였다. 넓이는 56,500평이며 국보 및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것만도 19Q종류, 

2,300여 점에 달한다. 1993년 12월에 일본문화재로서는 최초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 

적 인 불교문화의 보물창고이다. 법륭사는 쇼토쿠태자를 모시는 성덕종（聖德宗）의 총본산이다.

법륭사는 오층탑과 금당을 중심으로 한 서원가람과 몽전을 중심으로 한 동원가람으로 나뉘 

어져 있다. 구조물은 모두 17채의 건물구조로 되어 있다. 법륭사의 특징은 우리나라처럼 남대 

문, 중문, 탑, 금당이 일직선에 배치된 것이 아니라 중문을 들어서면 좌측에 오중탑, 우측에 

금당이 배치된 형태이다.

법륭사의 중요문화재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남대문 - 법륭사의 현관에 해당하는 대문으로 1438년에 지어졌으며 위엄있는 모습의 문이다.

② 중문 및 회랑 - 중문의 금강역사상은 나라시대인 8세기초〜8세기 말에 건립되었으며 

굉장히 위엄 있는모습을 보인다.

③ 금당의 불상 - 쇼토쿠태자를 위하여 만든 금동석가삼존상, 요메이 천황을 위하여 만든 

금동약사여래좌상, 아나호베노 하시 히 토황후를 위하여 만든 금동아미타여래좌상, 이들을 

수호해주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장목（W木）으로 만든 사천왕상이 있다.

④ 오중탑（5층탑） - 아스카시대에 제작됨. 높이는 기단 위에서부터 32.5미터, 일본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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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의오중탑임. 동쪽 면에는 유마거사와 문수보살과의 문답장면, 북면에는 석가의 입적장면, 서 
广 면에는 석가의 사리 분할 장면, 남면에는 미륵보살의 설법장면이 그려져 있었다.

⑤ 대보장원 - 보물창고로 대보장원에 백제관음당이 있는데 여기에 백제에서 만들어 보내 준 

8등신의 날씬한 몸매와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비가 넘치는 표정을 가진 불상인 백제관음상이 

있다.

⑥ 몽전 - 대보장원을 나와서 법륭사 동대문을 들어서면 나란히 뻗은 긴 담장 끝에 동원가 

람의 대문이 보인다. 동원가람은 쇼토쿠태자의 초상과 사리를 모신 별원으로 팔각당 건물인 

몽전이 핵심이다. 몽전은 나라시대의 건물로 일본의 국보이다. 죽은 자의 진혼을 위한 묘당의 

성격이 강하다. 몽전 감실에는 쇼토쿠태자를 모델로 만들었다는 등신대의 구세관음상이 모셔 

져 있는데 녹나무를 깎아 만들었으며 유리빛 옥으로 장식한 조선풍의 보관을 썼으며 전신에 

도금을 한 것이 구리처럼 황갈색이다. 비불（秘佛）로 천년을 내려 오다가 19세기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으 성덕태자 - 6세기 후반에 요메이 천황（用明天皇）의 아들로 태어났다. 만 19세인 593년부터 스이코 

여왕의 위임을 받아 섭정을 하였다 .

일본 최초의 절 , 법흥사（法興寺 ：593년 창건）에서 고구려승 혜자（惠慈）와 백제승 혜총（惠聽、）으로부터 불 

교를 배웠다. 일본에는 538년 불교가 전래되어 공인되긴 하였으나 토착 종교인 신도（神道）가 성행하였고, 

유교도 도입되어 생활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었다. 특히 성덕태자 시절의 조정은 배불파와 숭불파가 

대립하고 있었다. 요메이 천황이 죽자 두 파간에 투쟁이 벌어졌는데 , 숭불파인 소가씨를 지원하여 승리하 

였다. 성덕태자는 일본이 불교국가로 자리잡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하였다. 물교를 포교하기 위하여 사재 

를 털어 법륭사（法%）를 지었고, 17조 헌법을 만들어 삼보를 공경할 것을 명하고 선악의 도리로 불교를 

채택하였다. 또한 606년（스이코 천황 14）에는 （승만경）과《묘법연화경）을 강의하여 천황으로부터 파마국 

의 수전（水田） 100정을 희사받기도 하였다. 그는 이를 반구사에 헌납하였다는 기록이 ＜일본서기＞에 전해 

진다. 성덕태자는 총 7개의 절을 세웠다.

《 법왕제설（法王諸說）》7에 의하면, 태자가 혜자에게 불교를 배워 불교를 융성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불교만을 발전시킨 것은 아니다. 불교를 중심으로 토착 종교인 신도와 유교의 좋은 점 

을 모으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상을 신불유습합사상（神佛儒習合思想）이라 하며 좋은 점은 

재빨리 받아들이는 일본인의 독특한 사상으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⑧ 중궁사｛주구지）-쇼토쿠태자의 모친 하시히토황후의 발원에 의하여 아스카시대에 창건한 

절이다. 이 절은 쇼토쿠태자가 세운 비구니 사찰이다. 우리 일행은 동원의 몽전을 관람하고 

걸어서 중궁사로 국보인 목조반가사유상을 보러 갔다.

목조 반가사유상은 마침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나라의 금동반가사유상과 특별 전 

시회를 위하여 출장중이었다.

도록에 나와 있는 목조반가사유상을 보면 지순하고 신성한 아름다움이 넘치며 얼굴의 표정 

이 섬세하고 부드러우며 지그시 감은 눈에 사무치도록 아름다운 사랑의 눈물이 빛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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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지노키 고분

법륭사 서방 400미터 지점에 있으며 직경 50미터, 높이 9미터 정도의 6세기 후반에 만들어 

진 원분（圓遺）이다. 1985년에 발굴하였는데 가형석관（家形石棺）이 발굴되었다. 부장품으로 馬 

具, 무기, 금동장식말안장, 금동관, 금동신발, 동경, 은제공옥 등 각종 옥이 발굴되었다. 금동 

장식 말안장은 馬具의 형식면에서 볼 때 신라산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석실 내에서는 각종 

토기, 다양한 종류의 스에끼가 발굴되었다.1985년부터 2004년까지 6차에 걸쳐 발굴하였다. 

횡혈식석실묘인데 다행히 석실문에서 석실 안을 볼 수 있었다. 석실 안 바닥에는 어린아이 머 

리통만한 각진 돌을 깔았고 석실 양쪽 벽은 어른 머리통만한 각진 화강석으로 쌓았으며 천정 

은 대형 교자상 크기의 큰 돌 세 개로 지붕을 덮었다. 석실출입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빛 

으로 무덤 안은 신비감을 자아낸다.

3. 17일

1. 나라국립박물관

동대사 안에는 정창원이라는 보물창고가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귀중한 문화재가 있는데 

일본측에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동대사에는 약 450톤이나 나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청동대불이 있다. 이 청동대불도 못보고 지나치다니... 그런데 이 동대사에 마음이 가는 이 

유는 동대사 건립의 4대 주역 중 한 분이 기부금을 받아오고 홍보를 담당했던 도래인 출신 행 

기스님이다. 왕인박사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일정에는 동대사 탐방계획이 없다. 길가 

옆이 사슴공원이라 사슴들이 도로에까지 와 어슬렁댄다. 사람들이 사슴에게 과자를 자주 주 

었는지 인파 사이로 다니 면서 과자를 구걸한다. 길가에서는 노파가 사슴 과자 한 봉지에 150 

엔을 받고 팔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지금이 한창 수학여행 계절이란다. 교복 입은 학생들로 

북적인다. 일본 학생 수학여행단을 안내하는 여자 가이드는 모두 모자를 쓰고 제복을 단정하 

게 입고 작은 깃발을 들고 있었다.

나라시 노보리 오지초에 있는 나라국립 박물관은 도쿄국립 박물관, 교토국립 박물관과 더불어 

일본 3대박물관 중의 하나다. 1895년에 개관하였고 나라공원의 한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 

대사, 흥복사, 춘일대사 등과 인접해 있다. 박물관은 불교미술자료연구센터, 동쪽 신관, 서쪽

동대사 입구

신관, 청동기전시관, 문화재보존수리소, 다실 

（茶室） 등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청동기전시 

관에서는 사카모토컬렉션인 중국고대청 동기 특 

별전이 열리고 있었다. 나라불상관은 불상전문 

전시관에 걸맞는 전시케이스, 특수조명, 고투과 

유리, 저반사필름을 부착하여 작품의 매력을 돋 

보이게 새롭게 단장했다. 여기에 전시된 불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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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해財

은 일본에서 수준 높은 불상들만 모아 놓은 것이라고 한다. 본관에는 일본의 역사적 유물과 

시대별 불상들을 전시하고 있었고 신관에는 회화, 서적 등 불교관련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었 

다.

키토라고분 키토라고분모형

5. 키토라고분

이 고분은 7세기 후반 〜 8세기 초에 조성되었다고 본다. 고분 밑에 2단 원분인 키토라고분 

모형을 만들어 놓아서 견학하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고분 가기 전 한쪽에는 단층건물 

인 키토라고분 유물전시관이 있다. 이 고분은 2단 축성이며 하단직경 13.8미터, 상단 9.4미 

터, 높이가 3.3미터인 아주 작은 규모의 고분이다. 석실 길이가 2.4미터, 폭이 1.04미터, 높이 

가 1.14미터이다. 특이한 점은 석실 안 벽에 사신이 그려져 있다. 한반도의 영향을 받았음을 

금방 알 수 있다.

6. 다카마츠즈카 고분벽화관, 다카마츠즈카고분

다카마츠즈카 고분은 2단 원분으로 고분 주변을 공원으로 꾸며 놓았다.

나라현 다카이 치군 아스카무라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2년 카시하라고고학연구소에 의하여 

발견된 이후 벽화는 국보로 지정되어 비공개 상태이다. 복제품을 전시하고 있다. 벽화는 천정 

부분과 사방 벽면에 그려져 있고 남쪽 벽면의 주작은 도굴되었다. 북벽에는 현무, 서벽에는 

여자군상,월상,백호,남자군상,동벽에는 여자의 군상, 일상, 청룡, 남자군상이 그려져 있다. 석 

실은 폭이 1.035미터, 길이가 2.655미터이며 관은 폭이 0.57미터 길이가 2.02미터이다. 다카 

마쯔즈카 남쪽에는 키토라고분이 가까이에 있다. 부장품으로는 해수포도경 , 은장당문양대도 

의 외장구, 유리, 호박제의 구슬류, 관을 장식한

금동제투장식 금구, 원형 장식금구, 동제모퉁이 

못 등 미술공예사상 귀중한 자료가 발굴되었다. 

천정부분의 성수도는 천정석 중앙사방 약 1미터 

범위 내에 그려진 것으로 직경 9미리 정도의 원 

형의 금박을 입히고 붉은 선으로 이은 성좌를 

표현하였다. 동서남북 7수씩 계 28수를 나타내
다카마츠즈카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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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벽화는 누가 보아도 고구려 고분벽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주차장에서 내려 굴길을 통과하여 다카마츠즈카고분으로 간다. 한참을 돌아서 가다가 언덕

을 내려가니 다카마츠즈카 주변지역 공원안내도가 보인다. 옆에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다. 고

송총고분과 벽화관은 우측으로 330미터 더 가라고 한다. 일본초등학생들이 견학을 왔나보다.

약 200여 명이 잔디밭에 질서 정연히 서서 교사의 안내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 다카마츠즈 

카 고분벽화관에 들어서니 벽화를 복원하여 전시했는데 거의 실물과 흡사하다고 한다. 채색 

한 남녀의 군상이 그려져 있고 해, 달, 사신도가 그려져 있어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전시관 안에는 횡혈식 석실을 복원하여 놓았는데 석실 벽에도 벽화를 복원 

하여 놓았다. 전시관에서 나와서 좌측으로 약 50미터쯤 올라가서 좌측을 보니 얕은 언덕에 다 

카마츠즈카 고분이 위치하여 있다. 2단의 원분으로 자그마한 고분이다.

7. 아스카자료관

아스카자료관은 말그대로 아스카 문화와 관련된 발굴 자료가 전시되어있다. 자료관의 설명 

은 학예사가 담당하였다. 특히 자료관 입구에 마련된 아스카지역의 모형과 그 주변을 둘러싼 

지역 지도가 인상 깊었다.

8. 카시하라（壇原） 고고학연구소부속박물관

회색빛 一자형의 긴 건물로 나라현 우네비초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라현립 가시하라 고고 

학 연구소가 실시한 발굴조사와 연구성과를 전시하는 자료관이다. 1938년에 고고학연구소가 

살립되었고 후지노키고분, 다카마츠즈카고분 등 유명고분을 발굴하여 그 결과물을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다. 국보 등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많으며 눈으로 보는 일본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다. 3개의 전시실, 2개의 특별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아스키-, 나라시대의 막 

새는 백제, 고구려를 많이 닮았다.

벽화모형 분수설명판 분수

9. 하시하카고분（署墓古壇）

야마타이국의 여왕 히미코의 묘라는 설이 있는 나라현 사쿠라이시의 전방 후원분이다. 후원 

부는 5단이며 전방부는 4단이다. 궁내청 관할이라 출입은 못한다. 하시하카 고분（전체 길이 

약 280미터）의 축조 시기가, 토기 등의 과학적 분석으로 240〜260년으로 추정되는 것이, 국 

립 역사 민속 박물관（치바현 사쿠라시）의 연구팀의 조사로 밝혀졌다. 중국의 역사서「위지왜 

인전」에 의하면, 히미코는 248년 즈음에 사망했다고 여겨진다. 연구팀의 春成秀肅同館 명예

105



교수（고고학）는「시기가 일치해, 히미코의 무덤일 

가능성이 지극히 높아졌다」라고 지적한다. 기나 j 

이설과 큐슈설로 2분 되는 사마일국의 소재지 논 I 

쟁에 영향을 줄 것 같다. 연구팀은「방사성 탄소 I 
연대 측정법」이라고 불리는 수법을 사용해, 하시 I

고분 전경（버스안에서）
하카 고분에서 출토한 토기 10점에 부착한 탄화물 

을 분석, 측정치를 연륜 연대 측정법의 연대로 환산했다. 출토된 토기는 고분시대 전기 초엽 

의 특색을 가진다. 하시하카고분은 최초의 고분으로 일본 학계는 생각한다.

5월 18일

1. 나라 문화재연구소 평성궁적（平城宮跡） 자료관에서

자료관가는길 자료관입구 평성궁 모형도

서기 710년 아스카와 가까운 후지와라쿄오에서 나라분지의 북단에 새롭게 만들어진 平城京 

으로 도읍이 옮겨졌다. 평성경（平城京）은 당나라의 장안을 본보기로 설계하였는데 남북 약 5 

킬로미터, 동서 약 6킬로미터이다. 북쪽에 평성궁을 건립하였다. 평성궁은 동서 약 1킬로미터 

로 대극전과 조당원 등의 궁전 외에 천황의 거주지인 내리（內M）가 있으며 주위에는 관청이 

늘어서 있었다. 평성궁에 도읍이 옮겨진 710년부터 장강경으로 도읍을 옮기는 784년까지의 

75년간을 나라시대라 한다. 전시관에는 나라지방의 발굴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평성궁（W 

宮） 중앙에 위치한 대극전의 모형도가 있는데 모형도를 보면 평성궁의 대극전은 궁궐문에서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으며 여기에서 즉위식, 원일조하식（元B朝賀式）을 거행하였고 외국사신 

을 접견하고 중요의식을 거행하였다. 70대의 남성해설사가 유물해설을 한다. 일본도 문화관 

광해설사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었다. 특히 여기에는 당시의 일본인들의 밥상차림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쟁반에 식기가 모두 네 개밖에 없다. 이를 보아서 상당히 검소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전시품으로는 목간, 화살, 화살촉, 철기류, 토기류, 징, 못, 스에끼, 여러 종류의 하니와와 각 

종 와당이 전시되어 있었다.

2. 교토의 청수사

하나하나가 고풍이 서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상점들이다. 상점마다 인산인해（人山人 

海）다. 사람에 떠밀려 완만한 골목 언덕길을 벗어나니 ‘ 淸水寺’ 란 현판이 붙은 2층 누각 형태 

의 청수사의 거대한 인왕문이 나를 위압한다. 인왕문에 오르면 서문과 삼중탑이 겹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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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사는 절문이 남문이 아니라 서문이다. 창건 '

자 부부의 초상이 모셔져 있는 개산당, 청수의 i

무대 왼편에 조성한 멋진 정원 성취원, 139개의 ■■효〉하B■昌
기둥을 절벽 밑 바위에 세워서 본당의 무대를 만 冒I쎼취會서! 

들었다. 이 무대가 유명한 ‘ 청수의 무대’다. 기 펴h혀혀퍠패러 

둥에 못 하나 人용하지 않고 견고하게 조합하였 페^^週여i
청수사 입구

다. 무대 밑은 10길이 넘는 낭떠러지다. 1년에 1

건 이상 투신자가 있다고 한다. 청수의 무대는 참배객을 많이 수용하기 위하여 본당의 앞을 

넓힌 것으로 실제로 부처님께 바치는 가무가 공연되었다고 한다. 본당의 불상은 비불이라 볼 

수 없는 것이 아쉬웠다. 서문 아랫길에는 오토와폭포가 있는데 가느다란 약수 물줄기 셋이 연 

못으로 떨어진다. 세 물줄기는 지혜, 연애, 장수를 의미하는데 한 가지만 선택하여 물을 마시 

며 기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한다. 물을 마시려고 70명 이상이 줄을 서 있다. 유럽에서 온 남녀 

여러 쌍도 소원을 빌기는 마찬가지인가보다. 만일 욕심을 내어 셋을 다 마시면 불운이 따른다 

고 한다. 과유불급（過對不及）이라. 스토리를 잘도 만들어 놓았다. 무대에서 바라보는 교토 시 

내의 전경은 가히 절경이다. 내려다보니 교토는 바둑판처럼 생긴 평탄한 도시다. 고층빌딩이 

드물다. 청수사는 교토시 히가시야마 청수산 서쪽 중턱에 있다. 맑은 샘물이 있어서 청수사라 

한다. 청수사는 8세기 후반, 쇼군 사카노우에노 다무라마로가 젊은 시절 발원하여 창건한 절 

이다. 그의 집안은 백제계 도래인 가문이다.

그의 집안은 청수사의 아랫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그 일대는 한반도의 도래인들, 특히 고구 

려인들이 많이 거주하였다. 청수사는 소실과 파괴와 복원을 거듭한 후인 에도시대인 1633년 

에 에도막부의 3대 쇼군인 도쿠가와이에미쓰가 재건한 것이다. 본당에 비불（秘佛）로 모셔진 

십 일면관음보살상은 1738년에 공개하였고 이후 33년마다 공개한다.

3. 이조성

이조성은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교토 고쇼를 수호하고 교토 방문시에 머물기 위한 목 

적으로 세운 성으로 1626년에 완성 하였다.동서 약 480미터, 남북360미터이며 두 겹의 해자 

로 둘러싸여 있다. 이곳에는 이에야스가 세운 에도시대의 건축물과 이에미쓰의 지시로 제작 

된 그림과 조각 등이 어우러져 모모야마시대의 문화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1867년 쇼군 요 

시노부가 통치권을 왕에게 반환한 후에는 이조성은 국가소유가 되었고 1939년에는 황실에서 

이조성을 교토에 기증하였다.1994년에 세계문화유산이 되었다. 우리는 구두를 벗고 맨발로 

복도를 걷는데 첩자나 자객이 몰래 침입하여 걸으면 나무가 소리를 내게 하였다고 한다. 여러 

방들이 있었는데 학, 오리, 호랑이, 사슴, 소나무 등이 방안 벽에 그려져 있었다. 복도를 한 바 

퀴 돌아 나와서 지금은 없어진 망루터로 오르는 계단에 앉아 잠시 더위를 피해본다. 서양 사 

람들도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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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려미술관

우리는 차에서 내려 한적한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가니 우측에 고려미술관이 나왔다. 그런데 

이게 어인 일인가? 출입문 좌우 담장은 기와지붕을 했는데 수막새가 예사롭지 않았다. 모두 

한자로 ‘ 高麗’ 라고 쓴 수막새였다. 일본에 이런 건물이 있다니? 또 대문 좌우에 의젓하게 서 

있는 무인석이 우리를 반긴다. 안마당에도 석탑과 문무인석이 딱 버티고 서서 우리를 반긴다. 

여기는 비록 일본이지만 ‘ 조선인의 기개는 죽지 않았소. 잘 오셨소. 구리시 문화관광해설사 

단 여러분!’ 하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 같았다.

고려미술관 입구 미술관 맞은편 부속건물

미술관의 상무이사 직함을 가진 60대 초반의 정희두씨가 고려미술관에 대하여 친절히 안내 

를 해 주었다. 고려미술관의 설립자 정조문씨는 경북 예천이 고향이다. 1920년대 후반인 일제 

치하에 일본으로 건너와 살게 되었는데 해방이 되었지만 돌아갈 방법이 없었다. 고생 고생하 

다가 빠찡고 사업을 하여 돈을 벌게 된 그는 어느날 골동품 가게 안의 조선 백자 항아리에 매 

료되어 우리 것을 모으기 시작하여 1988년에 고려미술관을 열게 되었다. 설립자 정조문씨는 

조선 문화의 자부심과 진정한 국제인이 되기 위하여 전 재산을 털어 3층 자택을 개조하여 미 

술관을 개관하였다. 아직도 한국국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설립자이신 아버지는 별세하셨 

고 지금은 아들인 정희두씨가 실무적 운영을 하고 있다. 애국자를 일본에서 만났다. 돈에 대 

한 철학을 다시 상기하여 본다.

‘ 돈은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다.’ 정조문씨가 전 재산을 미술관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아들 

대대로 부유하게 살고 있을 텐데.

미술관은 3층으로 되었으며 체험학습코너도 별도로 설치하여 놓았다.

소장품으로는 소박한 예술미가 넘치는 조선백자, 화조도 병풍, 조선 숙종 때 제작된 목조아 

미타삼존불감, 나전장생문소반, 고려 팔각사리함, 청자상감모란문편 병 , 백자철화용문항아리 , 

청자상감운학문완, 청동병 등 훌륭한 골동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다. 골목길을 사이로 둔 고려 

미술관 건넛집은 미술관의 부속기관인 고려미술 연구소다. 한국 국적의 주인이 일본에서 우 

리나라 작품만 일본에서 수집하여 고려미술관을 열고 있다니. 잠시나마 민족을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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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1 .교토대학박물관

박물관 입구 백제기와, 일본기와

교토대학 부속박물관은 3층 구조 인데 모두 11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1실-지구의 고동

3실-영장류

5실-온대림의 생물

7실-열대우림의 생물의 다양성

9실-강호시대의 교토•지도

11실—일본 고대문화의 전개

2실-화석

4실-재배식물의 기원

6실-표본제작품

8실一실험기기

10실-일본의 고문서

6실 에서 본 곤충표본은 놀라웠다. 지구상에 있는 아주 미세한 곤충까지다 채집하여 표본집 

을 만드는 학자의 성의와 끈질김에 감탄했다.

11실에서는 한반도에서 문화가 일본열도로 전래되었음을 알기 쉽게 도표로 설명해주고 있었 

다. 스에끼와 와당들이 전시되었는데 고구려 와당이었다. 전에 많이 보았기 때문에 눈에 익숙 

하다. 바로 고구려 와당임을 알 수 있었다. 최소한도 고대문화에 있어서는 한국이 일본의 선 

배다. 고대일본은 한반도를 통하여 중국문화나 한반도의 문화를 수입하였다.

2.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미술관

이 미술관은 도자기를 위주로 전시하는데 한국인 이병창 박사가 평생 모은 도자기를 특별전 

시관을 통하여 상설 전시하는 조건으로 이 박물관에 기증하였다. 그래서 이병창 컬렉션의 한 

국도자 특집전이 열리고 중국청자, 대만국립고궁박물관의 북송시대의 도자기, 일본의 도자기 

명인 宮本香山의 작품 특별전이 금년에 열린다고 한다. 미술관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청자, 백자 도자기를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다니 안복（眼福）이 터졌다. 도자기 겉에 

게를 만들어 붙인 솜씨는 놀랄 만하다.

3. 오사카 역사박물관

오사카 역사박물관은 오사카시 중앙구에 위치하고 있다. 입장료가 어른이 600엔이니 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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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7,8천원쯤 된다. 싸 

지 않다. 간사이공항에 

서 전철로 약 70분, 자 

동차로는 약 50분 걸린 

다. 두 개의 관람코스 

가 있는데 하나는 실물 
오사카박물관 궁터

크기 재현과 영상을 사용하여 오사카의 역사를 1시간 동안에 알 수 있는 코스이다.

다른 하나의 코스는 전시품을 모두 보면서 도는 상세코스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10 

층으로 올라가서 오사카 역사박물관과 "방송과 만든 입체적 특별 영상시스템을 관람하면 

서 도시 오사카의 흐름과 내 개의 역사시대를 중심으로 한 특별테마프로를 시각적이며 역동 

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일행은 박물관 10층으로 올라갔다. 직경 70센치나 되는 붉은 기둥으로 나라시대의 난 

파궁을 재현하여 놓았고 궁녀와 신하도 만들어 놓았다. 잠시 뒤 창문에 가림막이 내려오더니 

가림막에 대극전이 나타나고 궁궐의식이 진행된다. 실제 대극전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현실감이 있다. 약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디어가 기발했다. 

10층의 창문 유리를 통하여 내려다보는 오사카성의 천수각은 가히 일품이다. 햇빛에 하얗게 

빛나는 천수각, 마치 빛이 튀어서 나에게 오는 것 같다. 천수각 주변의 녹색의 해자, 우거진 

신록, 오사카 역사박물관의 입지조건이 훌륭하다. 여기가 천수각을 보는 최상의 전망대다. 모 

두들 넋이 빠져 내려갈 줄 모른다.

9층으로 내려가면서 관람한다. 9층에는 중세, 근세 오사카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고 8 

층에서는 특별 전시로 발굴현장을 실물크기로 재현하고 다양한 체험 코너를 만들어 놓았다. 

7층에서는 근대, 현대의 오사카 거리를 재현하였다. 6층은 특별전시실이며 4층은 강당, 2층은 

학습정보센터이며 지하 1층에서는 난파궁의 실물 고대유적을 볼 수 있다. 오사카시 신 지정문 

화재로서 중요유물로는 목조지 장보살입 상, 목조대승금강좌상, 석가열반도, 만다라도, 자수청 

면금강화상, 자수관음보살화상 등이 있다. 우리 일행이 관심을 갖는 유물로 고구려풍의 와당 

도보인다.

4. 오사카성

오사카박물관에서 바라본 오사카성 오사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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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로 출렁이는 오사카성이다. 성 안 구역으로 들어와서 한참 걷자니 왼편에 신사가 하나 

나타난다. ‘풍국신사（豊國神社）’ 였다. 풍신수길을 모시는 신사란다. 이 나라는 묘하다. ‘ 툭탁 

하면 누구를 모시는 신사’, 풍신수길을 여기 와서 보다니, 고약한 인연이로구나. 선조가 잠들 

어 계신 목릉이 생각난다. 신사마당구역에는 풍신수길 동상도 서 있다. ‘풍신수길공’ 이라 씌여 있다.

풍국신사를 지나서 조금 더 들어가니 우측에 대판시립박물관이라쓴 낡은 3층 건물이 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가 아까 올랐던 10층 건물로 박물관이 이전하였다고 

한다. 천수각 앞의 나무들은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서 한껏 녹색의 향연을 펼치고 있다. 조금 

만 한적하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이리라.

5월 20일

1 . 오사카 치카츠아스카 박물관

치카츠아스카박물관

피라미드 지붕 위로 오른다. 사방 15센치미터쯤 되 

는 화강석 약 250만 개를 계단식 지붕으로 입힌 특 

이한 박물관이다. 유명한 건축가 안도타다오가 설계 

한 건물로 상공에서 보면 전방후원분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한국어 해설폰을 개인별로 나누어 준다. 듣고 

싶은 유물의 번호를 해설폰에 누르면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다. 전시관은 나선형으로 위에서 밑으로 돌아 내려가면서 관 

람한다. 관람층은 1층, 지하1층, 지하2층으로 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전시관에 다양한 석곽이 

전시되어 있으며 특히 다양한 하니와가 많이 전시되어 있다. 연통, 집, 사람, 동물 모양의 다 

양한 하니와의 집결장이다. 일본인들은 묻힌 사람을 지켜주기 위하여, 무덤에 악귀가 범접하 

지 말라고, 무덤을 장식하기 위하여 하니와를 무덤 주변에 놓았다고 한다. 중요 전시물로는 

금동제 안장장식,금동제 단봉문환두대, 금동제 신발, 사천왕사가람모형, 연화문대치미, 삼각 

연신수경, 집모양하니와, 물새형하니와, 닌토쿠릉 고분모형, 길이 8.8미터의 수라（무거운 물 

건을 끌어 옮기는 도구） 등이 전시되어 있다.

2. 사카이시 박물관（#$市博物館）

회색 박물관으로 입장료는 일반인 200엔이다. 키

가 작고 왜소한 여성이 우리를 안내하였다. 차분하 

게 설명을 잘한다. 모즈 고분군과 후루이치 고분군 

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끄—

있다고 한다. 일본열도에서 혼슈까지 약 20만 기의 ■ .... , ■베^^^5
고분이 있는데 전방후원분은 그 중 약 4,700기이 치카츠아스카박물관

다. 대형 전방후원분은 오사카부의 모즈고분군과 후루이치 고분군에 집중되어 있다. 2개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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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군을 합치면 현존하는 고분이 약 90기에 달한다.

우 모즈 고분군

사카이 시내를 동서, 남북으로 약 4킬로미터 범위에 걸친 고분이다. 이 일대에는 100기가 넘는 고분이 

축조되었으며 도시화로 절반이 유실되었고 현재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후반에 축조된 47기의 고분이 

남아 있다. 그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의 왕릉인 닌토쿠천황（인덕천황）의 릉과 배총 10여 기 이상이 있다. 

닌토쿠천황릉은 분구의 길이가 486미터로 세계최대의 전방후원분이다. 잘록하게 들어간 부분에는 양쪽 

으로 돌출부가 있으며 3중으로 된 해자가 둘러싸고 있다. 석곤b, 갑옷, 투구가 발굴되었다.

닌토쿠천황릉의 남동쪽에 분구가 146미터인 전방후원분인 이타스게 고분이 있는데 주위에 배총 몇 기 

가 있었다. 여기서 출토된 투구형의 토용은 사카이시 문화재의 상징이라 한다.

모즈고분군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를 한 토우 외에도 금동제 장신구,철제마구와 무기와 같은 부장품이 

출토되었다. 이들 출토품에는 한반도와 중국의 영향이 보이며 당시 한반도의 문화가 일본에 전래되었음 

을알수 있다.

※후루이치고분군

후루이치 고분군은 오사카부의 동남쪽 후지이데라市에서 하비키노市에 걸쳐 동서남북으로 약 4킬러미 

터 범위에 펼쳐진 고분이다.4세기 후반에서 6세기 중반에 조영된 고분군으로 분구 길이가 400미터가 넘 

는 오진천황릉고분에서 한 변이 10미터도 안 되는 소형 고분까지 120기를 넘는 다양한 형태의 고분이 있 

다. 현재 44기 가운데 분구길이가 200미터를 넘는 거대한 전방후원분이 7기나 포함되어 있다.

부장품에는 철제무기와 무구, 다량의 칼과 검 , 금, 은의 화려한 제품, 금도금 금동제 말안장이 있다. 오 

진천황릉은 분구 길이가 425미터이며 닌토쿠천황릉에 이어 크기가 일본 2위의 릉이다. 삼단축성의 분구, 

잘록한부분의 양쪽 돌출부, 2중 해자와둑, 커다란 원통형의 하니와가 2만개이상놓여 있었다. 기타물 

새형 하니와가 출토된 쓰도시로야마고분, 고분의 축조기술이 해명된 미스즈카고분이 있다. 이 고분에서 

슈라가 출토되었다 .

답사 여행을 마치면서

이번 답사의 기회로 고대와 중세에 걸쳐 일본으로의 한반도의 문화전래를 많이 이해하게 되 

었다. 고구려, 백제, 조선에서 많은 우리 선조들이 일본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이들을 도래 

인이라 부른다. 한반도의 문화를 일본으로 전래시키는데 이들의 역할이 컸다. 이들은 일본에 

서 우리 것을 바탕으로 일본의 문화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112



< 제26회 >

구리시믿쌕일강

일시 : 2016. 10.21.

장소 : 동구릉（원릉）, 문화원（강당）

〔11리기 ] （三 서예 三〔 글짓기〕



제26회 시민백일장

------------------- 그리기 부문

＜최우수＞ 부양초 3학년 하 늘 ＜최우수＞ 부양초4학년 전주희

＜최우수＞ 삼육중1학년 정 선 우 ＜최우수＞구리여고2학년 민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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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시민백일장

-------------------- 그리기 부문 ---------------------

＜최우수＞ 일반부 홍삼 녀

＜우수＞ 토평초등학교 1학년 이 태 오

＜우수＞ 동구초등학교 2학년 이 다 민 ＜우수＞ 부양초등학교 4학년 양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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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시민백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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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빙심

김도 윤

수택초등학교 2학년 1반

교실이 흔들려요!

선생님!

잔뜩 웅크리고 

가슴이 벌렁벌렁 

고슴도치가 되었어요.

창 너머 참새들도 

깜짝 놀라 허둥거 리다 

후루룩 날아갔어요.

괜찮아, 괜찮아!

지진이 곧 가라앉을 거야. 

내 손을 꼭 잡아주시는 

우리 선생님.



저기을 삿아'시
유영은

토평초등학교 6학년 1반

틱. 철컥

세상이 어두워졌다.

마치 지구의 시초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아빠! 어디 갔어요.” 태형이가말했다.

“아빠 여기 있다. 진정해라. 태형아. 이건 잠시 정전일 뿐 곧 불이 들어올 거야.” 하지만 아빠가 

말씀하시고 몇 시간이 지났을까 불은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태형이와 아빠는 전기를 찾아 나서기 

로 했다.

“태형아 일단 집에 있는 손전등, 핸드폰, 식량을 챙기거라 어서! 긴 여정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아빠는 차키를 챙기시며 태형이에게 말했다.

차 타고 가는 길에는 정전으로 인한 건지 차도에는 차가 없었다. 차 타고 가는 길에서 태형이는 

아빠에게 어쭈었다.

“아빠, 정전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음... 일단 안전 계통의 어떤 원인으로 인한 정전과 전선의 단선이나 벼락 사고로 인한 정전, 내 

부 전기설비의 문제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래 정전이 되는 걸 보니 다른 이유 

가 있는 것 같구나... 우리나라도 전기 절약을 해야 할텐데.”

태형이는 생각했다.

‘ 만약 지구 전체의 전기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정전과 전기가 없어지는 것을 막는 절약 방법은 

없을까?’

띠리링 띠리링

“여보세요? 저는 한시민입니다.”



r

■ ■ •

‘ 누구지? 아 아마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셨나보다.’ 태형이가 생각했다.

“저희가 정전이 일어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빠의 표정이 밝아지셨다.

한국전력공사에 도착하였다 .

“흠... 이제 돌아다니며 정전이 된 원인을 찾아볼까? 태형아 너는 저쪽으로 가거라 난 여기서 찾 

아볼게.”

태형이는 돌아다니다 이상한 계기판을 보았다.

“음... 전기 공급이 시급하다고 써 있네. 뭐? 전기 공급이 시급해? 아빠〜 여기로 오셔서 보세 

요. 정전이 된 이유를 알겠어요.”

“이거 보세요!. 한 달 전기 사용량 수치가 평균보다 4배 정도 높고 계기판에는 전기 공급이 시급 

하다고 되어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 생각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것 같구나.”

“아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어떨까요?”

“무슨 절약방법이 있지?”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하나, 사용하지 않는 전등과 전기제품은 끈다. 둘, 에어컨의 실내온도를 

26。0〜28。0로 유지한다. 셋, 전기밥솥을 보온으로 하지 않는다. 넷, 전등 수를 줄이거나 또는 소 

비전력이 낮은 전등 사용하기 등 많은 방법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어떨까요?”

“그래, 좋은 방법이구나. 우리 함께 실천해 나가자.”

절약 방법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며칠 후에 불이 들어왔다.

이제 우리도 다 같이 태형이의 말처럼 절약하며 살아가자. 그럼 우리 모두 전기를 절약하는 날 

까지 안녕〜



〈글짓기 부문/고등학교 최우수〉

유토피아
이 에스더

구리여자고등학교 2학년 9반

코스모는 주위에서 말이 많은 사내였다. 그것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말이다. 그를 수식하는 여러 

단어 중 그와 가장 어울리는 것은 단연 질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는 물건을 정리할 때도 열을 맞춰 정리 

하는 등 강박증이 있는 사람처럼 질서를 중요시했다. 아니, 실제로 그는 심각한 강박증을 앓고 있다. 그 

런 그를 주위에서는 모범으로 삼자는 사람도 있었고 사람이 너무 야박하다며 인간미가 없어 가까이 하기 

싫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가 비난의 대상이더라도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젊은 나이에도 회사에서 촉망받는 인재였다. 그의 회사는 여러 나라의 난민들을 수용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를 중심으로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도시가 완 

공되었을 때 그의 완벽했던 삶에 균열이 일어나고 말았다. 사실 그도 눈치채지 못했던 실선 같은 금들이 

모여 나타난 결과겠지만 그는 완공 개막식에 나타난 완다라는 여자가 자신의 모든 일을 망쳤다고 생각했 

다. 그 여자는 자신의 고향과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며 시위했고 그녀의 고향사람인지 지인인지 가늠이 

가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몰려 개막식은 물거품이 되었고 이 시위로 성공적으로 끝마쳤을 개막식 

은 오히려 그의 회사에 대한 비난과 비리 의혹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코스모는 

오랜만에 분노라는 감정을 맛보았다. 맛은 아주 써서 목구멍으로 넘기려는 시도조차 하기 싫었다. 달면 以 

삼키고 쓰면 뱉으라는 말이 있다지만 그 쓴 것은 내 입속을 찢어 욱여넣어진 것이었고 뱉지 못하게 입을 i두
꿰매 버려서 입안을 계속 맴돌고 있었다. 코스모는 고통스러웠고 참기 힘들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 그는 당장 완다라는 여자와 말을 나눠보기로 했다. 그녀와의 면담은 의외로 쉽게 

승낙됐다. “당신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코스모는 침착하게 말했다. “당신네 회사가 한 짓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망쳐놨는지 알기나 합니까?”

“뭔가의 사소한 트러블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의 더 큰 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을 말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통



제는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시위를 멈춰주십시오. 당신도 이 도시에 살게 되면 좋은 혜택을 받 

으며 살 것 아닙니까?”

“야.” 코스모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완다가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래.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우 

리 마을 재개발해주면 좋지. 아주 좋아. 그걸로 우리는 좋은 삶을 약속받았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너네들 

이 그 약속 지키기는 했어? 질서정연한 사회? 통행금지 시간을 만들고 네 회사에서만 불법인 거 가지고 

엄청 통제하고 누구 코에도 못 붙일 코딱지만한 임금으로 우리 부려먹는 게 질서정연한 사회고 지향해야 

할 태도냐? 그딴 거 필요없으니까 내 고헤서 발 빼라고!” 코스모는 충격에 빠졌다. 자신은 들어본 적 

없는 소리다. 위에서나 아래에서나 들려오는 소리는 늘 긍정적이었고 이번 시위도 더 좋은 혜택을 받기 

위해 시위하는 선동자들이라고 보고받았기 때문에 처음 듣는 사실에 놀라고 말았다. 갑자기 구토감이 몰 

려오고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듯 소름이 돋는 감각이 전신을마비시켰다. “으으.....” 코스모의 입에 

서 앓는 소리가 났다. 그는 여태까지 쌓아온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는 다시 생각했다. 

저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자신은 완벽했고 또 완벽했다. 일렬로 선 가운데 툭 튀어나온 저 여자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 저 거짓말쟁이 여자는 가치가 없다. 인류에 쓸모없는존 

재다. 코스모는 위험할 때를 대비해 늘상비해 두는 작은 리볼버를 꺼냈다. 탕- 질서정연한사회의 시작 

을알리는폭죽이 터졌다. 코스모는매일 8시에 뉴스를본다. 그것은그가 정한규칙이자 질서였다.

“마제스티 컴퍼레이션의 성공적인 도시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도시의 이름은 유토피아, 정말 꿈의 도 

시가 아닐 수 없겠군요.”

•wk



내기나가

일반부 이수경

아버지

그 뜻을 헤아리기 전에 

가을바람 흩날리는

낙엽 따라 멀리 떠나가신 아버지

그사랑 예전에는

미처 몰랐지만

내 아이 커가는 모습에

어린 나를 발견하고

나 역시 내 아버지 주름을

따라가네

더불어 사는 삶을 일깨워 주신

아버지

벚꽃 피는 봄을 좋아하시고 

흩날리는 꽃잎 따라

사무치게 보고픈 내 눈물 감추고

못다한 사랑 깨우치는

하루도 지나가네

난지금어머니께

아직 어린아이구나.

참된 인성을 밑거름 삼아 

주위를 돌아볼줄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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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리문화원 연혁 三麥

1991. 5.10

1991. 6.29

1991.10. 4

1991.10.11

1992. 8.25

1994. 2~12

1995. 9.15

1995.10. 4

1996. 7.18

1997. 9.22〜 11. 5

1999. 7.20〜 10.27

1999.11.26

2000. 8.18

구리문화원 설립발기 인 총회

구리문화원 창립총회/ 초대 김종국 원장 취임

제79호로 문화관광부 인가취득 （지방문화사업조성 법） 

법인설립등기 （등록번호 : 115221-0001764）

구리문화제1호발행

아차산 지표조사 （조사 보고서）

구리문화학교 개설

제2대 원장 문춘기 취임

구리문화원 육성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5기호）

아차산제4보루 1차 발굴조사

아차산시루봉 1차 발굴조사

제3대 원장 김순경 취임

집행부직무분담 및 집행절차에 관한 시행규정 채택

구리문화원 대의원 선임 및 운영규정 채택

2000. 9.

2000.10.24〜 12.22

2000.12.

2002. 1.

2002. 8.30

2003. 1. 1

2004.10.26

2005. 8~12

2006.11.16

2006. 연중

고구려 국제 학술회의 개최

아차산시루봉 2차 발굴조사

구리시의 역사와문화발행

『구리시의 민속문화』발행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채택

제4대 원장 김순경 취임

노은 김규식과 항일독립운동 학술 발표회

아차산 제 3보루 발굴 사업

제1회 구리건원학술대회 - 조선왕릉 동구릉의 역사와 문화 

육성진흥기금 사업으로 동구릉 소개서 발행

「동구릉에 묻힌 조선의 왕... 그들은 왜 동구릉에 왔는가』

2006. 11.27

2007. 2.23

2007. 3.15

2007.10. 1

2007.12

2008. 6.27

2009. 2

2009.12.20

2010. 1.

제5대 원장 김문경 취임

제16차 정기총회 개최

경기도교육감 평생학습관 지정 （2007년〜2008년）

독립원사 이전（구리시 인창동 56-36）

경기도 지정 구리시니어클럽 설립인가

제2회 건원학술제 “조선왕조의 문화유산과 왕릉금석문” 개최

경기도교육감 평생학습관 지정（2009년 〜 2010년）

『조선왕조 이야기1』만화책 발간

사회적기업 인증（노동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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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2010. 9. 9

2010.12.13

경기도 교육감 평생학습관 지정（2011년 〜 2012년） 

건원문화제 （제3회 구리건원 학술대회 개최） 

제6대 원장 김문경 취임

2011. 4. 25

2011. 9. 30

노은 김규식 선생 추모제향 주관

제18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양주별산대 놀이마당）

2012. 3. 23

2012. 9. 10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5호） 갈매동 산치성 도당굿 

동구릉 안내책자 발간 기념회 개최

2013. 5. 2

2013. 6. 1

2013.11. 22

2014. 5. 6

2014.11. 4

노은 김규식 선생 추모제 주관

어르신문화 프로그램 문화나눔공연 （인사동 남인사놀이마당）

『조선왕조 이야기5』만화책 발간

석가탄신일 맞이 연등행사주관（구리시청 및 시내）

임시총회 개최 - 제7대 구리문화원 원장 선줄（김문경 원장 선줄）

2015. 1. 1

2015. 3. 3

제7대 원장 김문경 취임

실버카페 제2호점 “가비” 개업（인창동）

2015. 4. 16

2015.9.16 〜 17

2015.10. 12

2015.10. 31

2015.11. 27

2016. 3. 7

2016. 4. 8

2016. 4. 29

2016. 5. 3

2016. 5. 17

2016. 7. 5

2016. 7. 8

2016. 8. 19

2016. 8. 19

2016. 9. 23

2016.10. 4

2016.10. 7

2016.10. 15

2016.10. 21

2016.11. 11

2016.11. 17

제49차 문화유적답사｛강원 영월/장릉）

문화원 임원연수（전북 고창/선운사）

전통탁본전시회（행정복지센터 2층 전시관）

제25회 구리시민백일장（동구릉문화제, 원릉）

제20기 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회（행정복지센터）

제25차정기총회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5호 갈매동 산치성 도당굿 주관

2016 노은 김규식 선생 추모제 주관（구리시 보훈 • 향군회관） 

석가탄신일 기념 봉축점등식 주관（구리시청 대강당）

구리 시승격 30주년 기념 역사문화사진전（구리아트홀）

전통예절체험 프로그램 실시 （교문초등학교/ 이천설봉서원）

2016 전통성년례（구리여자고등학교 체육관/ 1학년 414명） 

전통혼례 재연행사 주관（도당굿 전수관）

갈매 산치성 재연（도당굿 전수관 야외/ 경기북부문화재단） 

제11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부천시 종합운동장/ 구리여중）

구리 시승격 30주년 기념 탁본 • 사진 전시회（구리아트홀 갤러리） 

제30회 고구려대형 온달장군 추모제향 주관（고구려대장간마을） 

2016 구리동구릉문화제（플리마켓, 화통콘서트, 마당극, 짚신걷기, 왕릉길） 

26회 구리시민백일장주관（동구릉/ 그리기, 글짓기, 서예）

제21기 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회（행정복지센터 전시관, 공연장） 

전통혼례 행사 주관（여성회관/ 주최: 구리시여성단체협의회, 후원: 구리시）

125



2. 일반현황

1）시 설

-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217-14

- 건물 : 지하1층, 지상 2층 약 800irf

- 주요시설 : 원장실, 사무국, 자료실, 향토사연구소, 예절교육연구회, 대강당, 대연습실 

드럼실 등 강의실 5개, 소품실, 동아리방, 악기실

2） 주요사업

-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 보급 • 보존 • 전승 및 선양

- 갈매동도당굿（경기도문화재） 등 지역 고유전통문화의 전승 및 선양

- 온달장군추모제향, 노은 김규식 선생 추모제 개최

- 사노동 장례의식, 벌말다리밟기 등 사라져가는 민속문화 발굴 및 보존

- 갈매동 회다지 선소리 녹취사업, 갈매동 지경다지기 민속예술제 참가

- 향토사의 발굴 - 조사 - 연구 및 사료의 수집 • 보존

- 아차산 고구려 유적 발굴 조사（아차산성, 아차산 보루 등）

- 아차산고구려 역사 특강

- 망우산 근현대사 묘역 위인 탐구（‘ 망우묘역에서 만난 근현대사 역사인물’ 발간 2014）

- 지 역 주요문화재에 대한 금석문 탁본 및 전시

- 효빈묘, 신도비, 석탑 등 지역 비지정문화재 발굴

-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 동구릉 문화제 전통민속공연 주관（어가행렬, 백일장 등）

- 전통성년례, 전통혼례 재연

- 찾아가는 예절연극, 마당극 공연, 전통예절 체험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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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 운영

- 동구릉（조선왕조）, 아차산（고대）, 망우리（근현대사） 등 지역문화유산 답사

- 국내의 세계문화유산, 주요 유적에 대한 정기답사 실시

- 내 고장 문화역사 체험 상설 운영

- 문화프로그램 운영 （매월 마지막 수요일）

-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체험행사

-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

- 연간 1회『구리문화』지발간

- 연간 1회『구리소식』지 발간

- 역사소설『동구릉』,『만화로 보는 예절』,『전통우리예절』책 발간

- 역사 만화책『아차산과 고구려』,『조선왕조 이야기』발간

- 동구릉 안내책자（2012년）, 망우묘역 인물 발간（2014년）

- 지역문화에 대한사회교육활동

- 전통문화학교 개설 및 작품전시 발표회 개최

- 향토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개설

- 예절지도사, 전래놀이지도사 양성

- 역사, 문화특강 개최

- 찾아가는 예절교육 실시

- 소고 만들기, 탁본, 전래놀이 체험

- 복지문화사업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운영

127



하낭혀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문화도우미, 전래놀이지도사 ）

-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장수기원용 사진（영정사진） 사업

- 소외계층 아이들과 함께하는 역사체험

- 교육복지 투자협의체 운영 （관내 초등학교 다문화 및 소외계층, 취약계층 아동）

3） 인원

구 

부

임 원 사무국

회원
원장 부원장 이사 감사 소계 국장 과장 주임 소계

현원 1 4 49 1 55 1 1 1 3 550

4） 고문

직위 성 명 주 소 전 화 비 고

고문 김종국 초대문화원장 1991. 6.29.
1995.10. 3.

고문 문춘기 2대문화원장 1995.10. 4.
1999.11.25.

고문 김순경 3,4대문화원장 1999.11.26.
200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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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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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직원현황

직위 성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원 장 김문경 원일건설（주） 대표

내무부원장 이병탁 전） 부양초교 교장

직능부원장 김항오 천안 벼룩시장 대표

직능부원장 조영자 구리경찰서 보안협력위원

직능부원장 최청수 구리 경찰서 보안협력 위원장

명예이사 김응주 구리문화지 편집 위원사진작가

명예이사 홍도암 전）대한노인회구리시지 회장

명예이사 박명섭 구리 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총무이사 김충현 다솔기획 대표

재무이사 이승준 예절교육연구회장

강태환 4-H 지구 지도자협의회장

강호현 동호산업개발（주）대표

곽경국 케이케이산업회장

곽성호 （주）세인투어 대표

김기선 전）구리시 학원연합회장

김도연 기아자동차영업팀장

김동수 남양주시 법원조정위원

김동준 （주）큰바위문화복지 대표

김보영 무용협회 구리지회 지부장

김재석 전）구리시 주민자치협의회장

김정숙 여성 노인회관 강사협의회장

이 사
김정희 전）동구동주민자치위원장

두점민 예다미 합창단원

박말수 본추어탕대표

박영희 구리경상도민회장

박혜선 예다미 단장

반용곤 전） 구리시 학원연합회장

서천원 （주）우주실업 대표

손명순 하나투어 구리역점 대표

신계화 구리오페라단 단장

신동영 미디어에스트 대표

신동환 신동환 법무사무소 대표

신은성
1

신수산학원/학원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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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직원현황

직위 성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이 사

심 찬섭 법무법인 경기일 원대 표변호사

안정섭 새마을운동 구리시지회장

이내홍 한샘학원장

이명우 전） 구리시의회부의장

이명희 스피치 강사

이문기 꽃이나들이가는날 대표

이병삼 삼성내과 원장

이병수 라이온스지 역부총재

이복영 구리상사대표

이성철 현대자동차인창지점 대표

이승우 구리시 민스포츠센터 관리소장

이은정 극단마중물대표

이재순 석장

이한윤 성진토건（주） 대표

장진호 녹색환경 감시단 구리시 본부장

장향숙 구리시 생활체조협회 회장

최광대 인창초총동문회 홍보국장

최명구 한국 열관리시공협회 이사

한영식 전） 구리시지역대장

황규태 전） 바르게살기운동회장

황용기 보륜뷔페대표

황진영 구리시 문화관광해설사

감사 허대정 허대정 회계사 대표

국장 윤승민

■
구리문화원 사무국과장 조성경

주임 이영민

관장 김수지

구리시니어클럽

실장 한수자

과장 조소영

팀장 윤지호

직원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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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의원명부

연번 ■人소■ 성명 전화번호 연번 소속■ 성명 전화번호

1 향토사연구소 이면옥 21 특별회원 이강숙

2 향토사연구소 정남선 22 특별회원 이경순

3 향토사연구소 이정원 23 특별회원 이혜경

4 예절연구회 정호진 24 특별회원 박원순

5 예절연구회 김영미 25 특별회원 정애화

6 특별회원 장미경 26 특별회원 박은정

7 특별회원 황계순 27 특별회원 조영숙

8 특별회원 도영봉 28 특별회원 권경숙

9 특별회원 이정화 29 특별회원 이선탁

10 특별회원 김명희 30 가야금 차춘옥

11 특별회원 이형옥 31 모듬난타 김광석

12 특별회원 김준정 32 서예. 문인화 안종선

13 특별회원 이춘자 33 진도북춤. 살풀이춤 이순재

14 특별회원 김춘자 34 풍수지리 김의남

15 특별회원 황성희 35 드 럼 한명실

16 특별회원 김복선 36 색소폰 박현철

17 특별회원 손경미 37 통기타 이현숙

18 특별회원 유영숙 38 생활역학 이상희

19 특별회원 박귀숙 39 풍물 신은영

20 특별회원 이경심 40 우쿨렐레 양방원

4 .육성기금 운영위원회

직위 성명 전화번호 소속 비고

위원장 김문경 문화원장 당연직

부위원장 이병탁 문화원 부원장 문화원 임원

위 원

방희준 구리시 기획홍보담당관 시장추천

강동호 구리시 문화예술과장 당연직

서천원 법무부범죄예방위원 구리지 구 협의회 장 문화원장 추천

이 기영 구리시의회 사무과장 시의장 추천

김용호 구리농협 조합장 문화원장 추천

감 사 허대정 회 계 사 문화원장 추천

간 사 윤승민 문화원 사무국장 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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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향토사연구소

직위 성명 전화번호 비 고 직위 성명 전화번호 비 고

소 장 박명섭 송기 범

전문위원 은광준 김지희

운영위원장 이면옥
도영봉

총무 조영숙
강근옥

김소영
사업감사 이정원 전위원장

이정화

회계감사 이정화
이경심

정남선 전위원장
이강숙

김명희 전위원장
이혜경

김순희 최윤영

서태숙 김경화

6 . 예절교육연구회

직위 성명 전화번호 비 고 직위 성명 전화번호 비 고

고 문

이병탁 전）부양초교 교장

위원

이춘자

황진영 문화원 이사 서태숙 국가공인실천예절지도사

회 장 이승준 국가공인실천예절지도사 황성희

위원장 도영봉 국가공인실천예절지도사 도영희 국가공인실천예절지도사

총 무 김복선 이완호

전） 위원장

김춘자 국가공인실천예절지도사 손경미

김영미 이은순

정호진 국가공인실천예절지도사 백향심 국가공인실천예절지도사

전수광 국가공인실천예절지도사 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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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리문화 편집위원회

직위 성명 전화번호 비 고 직위 성명 전화번호 비 고

발행인 김문경 원장

위원

이형옥 구리시 환경해설가

위원장 이병탁 부원장 이경순 건원취타대

부위원장 황진영 전）구리시해설사회 회장
이정원 구리시 문화관광해설사 총무

자문위원 박명 섭 향토사연구소장
김지희 구리시사회2육협의회 역사 강사

김복선 예절교육연구회 총무

총무 김명희 전）향토사연구회위원장
이경심 향토사연구회

위원

진화자 구리시의회 부의장
오병학 인터넷뉴스

정남선 구리시 문화관광해설사 회장 김응주

사진작가｛공보팀）이면옥 향토사연구회 위원장 이정화

한철수 구리옛생활연구소장 도영봉

8 .구리문화학교운영위원회

직위 성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교 장 김문경 원장

위원장 최청수 부원장

운영

위원

서천원 （주）우주실업 대표

김정숙
여성노인회관 

강사협의회장

박영희 （주）에셈빌 대표

이명희 전）학원연합회 회장

김기선 삼광학원 원장

황용기 보륜부페 대표

간사 윤승민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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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구리문화원 장례운영위원회

직위 성명 전화번호 비 고

위원장 김문경 원장（당연직）

부위원장 이병탁 부원장

운영위원

이승준 예절교육연구회 회장

박명섭 향토사 연구소장

황진영 이사

서천원 이사

장향숙 이사

간 사 윤승민 사무국장

10 . 동아리 현황

단 체 명 대 표 전화번호 지도교사 비 고

구리문화원 사진회 김응주 이정화 사진

예다미 박혜선 한준희 여성중창단

여음 신은영 류승표 프 n 
石'=

눈꽃송이 권금봉 사무국 어르신문화도우미

전래놀이연구회 이춘자 사무국 검정고무신

다도회 김영미 사무국 다례

드림포 S 박경빈 합동연수 댄스

11 . 건원취타대

직위 성명 전화번호 직위 성명 전화번호

지도강사 여승헌

단 원

이혜숙

• -

단 장 장미경 정정자

회 장 김준정 한성숙

부회장 최정일 김정옥

총 무 손금자 최복순

단 원 박원순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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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화학교 강사 현황

강 좌 강 사 전화번호 주요경력

가야금 （학원） 박계화

추계예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예술학 박사

국악교육지도사 1급, 최충웅, 채성희, 최지애, 이효분 사사 

현） 박계화 가야금 교습소 원장, 교문중학교 CA. CC 강사

가야금［초/중급］ 개개인 맞춰 레슨 연습 진행 

학원 위치 : 교문사거리/ 삼육고 건너편

경기민요 주현선
제3호 황해도 문화재 놀량사거리 이수자

현） 남양주시노인복지관 강사, 진접문화의집 강사, 주현선 소리예술 원장

대금 현보름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졸업 ,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졸업 （음악교육 전공） 

현） 가톨릭 국악 실내악단 단원（대금 수석）

모듬난타 배은정
세이브존 하계 수요, 토요 드럼 강사 

홈플러스 평생교육스쿨 합정점 드럼 강사

생활역학 조규문

대전대학교 철학과 박사.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 

현） 중앙일보 오늘의 운세 연재 및 다수 방송 출연

서 예 

문인화
김이문

경 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자과정 서 예문인화 교육전공 이수 

세계 평화 서화대전 세종대왕상등 40여회 수상

현） 경희대교육대학원 서예, 문인화 연구소장

진도북춤 

살풀이춤
배정인

국립국악원 승무 수료

문화예술진흥회 진도북, 진주교방무, 삼고무 이수

판소리 

북장단
김형옥

문화재 5호 판소리 전수자 

국악지도자 판소리 강사 자격증

풍물 류승표

단국대학교 국악과 졸업（타악전공）

제2회 한국의 장단 찾기 대회 무속 일반부 최우수상

전주세계소리축제 우리소리 樂페스티벌〈소리 프론티어〉수립문화상수상 

현 소나기프로젝트‘ 동인’, 민속악단‘ 류’ 대표

풍수지리 최광의
시간고려풍수지 리학회 관산위원장

청주노인복지 회관, 하남문화원 풍수지리과 강사

드럼 조수성
（주）프렌즈뮤직 이사

경기도 평생교육시설 홈런 인증 강사, 야마하 DTX드럼 교육 지원 강사

사진 이영천
경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미디어디자인학과 사진전공（석사）졸업 

L.Y.C.사진문화연구소대표 디지털이미지 제작. 촬영 전문강사

색소폰 강현배

한국 예술종합학교 기악과 색소폰 전공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콩쿨 색소폰 부문 2위, 조영남, 심수봉 콘서트 테너 색소폰 솔로 연주 

현）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김포공항점 색소폰 강사

통기타 박장복
현 구리시 7080통기타 팀 멤버 및 다년간 자도. 라이브카페 다년간 활동 

현） 남양주시 평생학습 통기타 강사

우크렐레 이동석

현） 예린음악학원 통기타 강사, 위드뮤직음악학원 통기타 강사 

화곡청소년수련관 통기타 강사, 롯데마트 구리점 통기타/우쿠렐레 강사 

홈플러스 평생교육스쿨 가양점/진접점 통기타, 의정부점 우쿠렐레 강사

136



y才 '

구리문화원 문화학교 제22기 수강생 모집 /

뻥노

우 신청접수 : 구리문화원 사무국 0031 ）557-6383~4 우" 

※ 주 소 :경기도구리시동구륭로 217-14 （동구릉에서퇴계원방향 150M 좌측） 

※ 연회비 :1만원 / ※수강료 :강자별 15,000원~40,000원（분기별접수

우 계좌번호 : 농협 （204020—51 -018388）
（★입금 시 강좌반/ 성함 으로 입금자명 변경 기재 플）

우 반별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우 강사와 수강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강 좌 강 사 수강료（月） 수강시간

전 

통

무 

화 

강 

자

가야금 （민요） 박계화 40,000원 매주（화） 10：00〜12:00

가야금 （산조） 박계화 40,000원 희망자 강사님 개별 연락

경기민요 주현선 15,000원 매주（월） 13:00〜15：00

대금 현보름 30,000원 매주（수） 19：00〜20：30

모듬난타 배은정 15,000원 매주（목） 10：00〜12：00

서예 김이문 15,000원 매주（화） 10：00〜12：00

문인화 （사군자） 김이문 15,000원 매주（화） 13：30〜15：00

진도북춤■살풀이춤 배정인 15,000원 매주（목） 09：30~11：（〕0

생활역학 （초급） 조규문 15,000원 매주（금） 09:30〜11：00

생활역학 （중급） 조규문 15,000원 매주（금） 11：00〜12：30

판소리, 북장단 김형옥 25,000원 매주（금） 10：00~13：00

풍물 （초급） 류승표 15,000원 매주（금） 09：30〜11：00

풍물 （중급） 류승표 15,000원 매주（금） 11 ：20〜12：50

풍물 （전문） 류승표 15,000원 매주（수） 10：00~12：00

풍수지리 （양택） 최광의 15,000원 매주（월） 10：00〜12：00

풍수지리 （음택） 최광의 15,000원 매주（월） 13：00〜15：00

일 

반 

강 

좌

드럼 조수성 40,000원 매주（수） 1회50분（10시~6시）

사진 （초/중） 이영천 20,000원 매주（화） 09：30〜12：30

통기타 박장복 40,000원 매주（수） 18：00〜20：00

우쿨렐레 이동석 30,000원 매주（목） 10：00~11：00

색소폰 강현배 40,000원 매주（목） 19：00〜20：30



편집후기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며

오늘의 삶은 L#일의 역사 속으로 기록되어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기에

내용들을 글로 표현해서 훌륭한

“문화지”로 발간하려고노력해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고 고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간 옥고를 보내주신 분들게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구리시의 문화 발전을 우/하여

뜻있는 분들의 투고를 기대합니다.

- 구리문화원 편집위원장 -

원고즈 항시 기가킵/니가.

⑨ 내용

- 향토사연구사례

- 문화유적 , 유물의 사료

- 시，수필, 기행문, 생태 

- 홍보자료

■제언

■ 기타

⑨ 접수처 : 구리문화원 사무국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217-14）

아 원고량 : 제한없음

W 의 : T. 031)557 - 6383〜4 / F. 031)553 - 3993
E-mail： gurimh@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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