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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引전 선언문
문화는 삶■을 담는 =루이다. 우리는 문화시다! 

에 살면 서 세계인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 

천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 닌다.

지방문화어은 천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웃［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컨의 주역 임을 자 

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 

화, 지방분거화에 다른 문화적 책임 등 시더적 

요청에 부응하고 서로운 문화환경을 컨도하는 

문화웃［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 

야 한다.

지방문화웃!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 

웃!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지방문화웃［흔 지역의 여러 문화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테 주도적인 역 할을 한다.

하나, 지방문확웃!은 이 시더 주민들에게 푈요한 

지식정보와•다문화 시더의 매가!자가 된다.

하나, 지방문화웃i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한나, 지방문화웃！은 일 회적 • 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히'고 지속적 • 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지방문화은!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발간사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파주문화원의 일 년을 되돌아보고, 

우리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갈무리하는「파주문화」제 32호를 발간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문화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자축（ 自 祝）하고자 합니다.

한 해의 문화예술적 축적물들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일은 우리가 선조들의 지나온 역 

사를 되새겨보고 이를 통해 우리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지향적 

이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8년 파주문화원에서 진행한 각종 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아울러 파 

주에서 펼쳐진 각 분야별 문화예술 소식을 망라（網羅）하였으며, 지역의 역사적, 문화 

적 유산에 대한 소개글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낸「파주문화」제32호는 얇지 

만 우리 시대의 문화적 유산을 미래에 전하는 소중한 자료로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파주문화」제32호에는 ‘임진강 석벽 조사 연구’, ‘화석정의 성격에 대한 연구와 복 

원에 대한 제언’ 등의 연구글들과, 2018년 새롭게 문화재로 지정된 ‘충정공 황보인 묘 

역’과 ‘교하동사무소’ 소개, 허백당 성현 선생의 ‘용재총화 이야기’ 등을 담고 있으며,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담론（談論）들도 수록하고 있 

습니다.



아무쪼록「파주문화」제32호가 ‘문향 파주’의 자랑스런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시대 

의 기록물로서 파주시의 문화예술 가족들과 47만 파주시민 여러분에게 유용하게 읽혀 

지기를 기원하며, 더불어「파주문화」제32호의 발간을 위해 옥고를 제공해 주신 필자 

여러분들에게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기해년（己玄年） 황금돼지띠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파주문화원 문화가족 여 

러분들의 가정에 부（富）와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를 기원하며, 새해인사를 함께 올 

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파주문화원장 우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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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주문화원 365

2. 제50차 정기총회

일시 : 2월 28일 I 대상 : 파주문화원 임원 및 회원

장소 : 시민회관 소공연장

회원과 문화원 근계자 160여 명이 참석한 제50차 정기총회는 문화비전선언문낭 

독, 짚 풀문화 공예품 공모전 시상, 개회사. 축사로 시작하였다 짚풀공예품 공모전에서 

는 월롱면 도내리의 장춘금이 대청석으로 대상을, 도래멍석을 출품한 김순식이 금 

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타 은상 3명, 동상 5명, 장려상 21명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

감사보고에 이어 20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원 

안대로 승인되었고, 공석인 파주문화원장 선출에서는 단독으로 출마한 우관제 후보 

가 만장일치로 선임되었다 우 신임원장은 미래지향적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해 파주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3. 제20회 파주짚풀문화공예품 공모전

작품 모집 : 2018년 1월 3일~2월 7일
시상식 : 2월 28일 / 전시기간 : 2월 23일 ~ 3월 9일
대상 : 전국민 누구나 / 장소 : 파주문화원（운정행복센터 행정동2층 전시）

농경사회였던 민족 고유의 체취를 되살리고, 과거와 현재의 소통을 통해 추억과 향수를 소환하는 전통문화 행사 ‘파주 잪풀 

문화공예품 공모전’이 제20회를 맞이했다

제20회 짚풀공예품 공모전에서는 관내 각 마을의 노인정, 마을회관, 개인 등에서 102명이 제출한 155개 작품이 접수됐다 이 

중 파주의 옛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전통성을 중심으로 작품성, 난이도, 기능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청석을 출품한 장춘금이 

대상을, 도래멍석을 출품한 김순식이 금상을 수상했고, 멧방석과 자세, 도래멍석을 출품한 곽옥희, 최교순, 조팽기 등이 은상을 

차지했다

매년 겨울 치러지는 ‘파주짚풀문화공예품 공모전’은 짚신, 멍석, 채반 망태 등 짚과 풀, 나무 등 천연재료를 이용한 작품이면 

전 국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고, 제작 시 화학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출된 작품은 반환이 불가하며 파주시 농경유 

물관 등에 보관•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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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0대 파주문화원장 취임

일시 : 3월 20일
장소 : 문산 센트럴웨딩파크

제19대 이용근 문화원장의 사임에 따른 제20대 파주문화원장 선거에서 우관제 전 

원장이 만장일치 무투표 선거로 당선돼 취임식을 거행했다.

염상덕 경기도문화원 연합회장과 도의원 시의원, 농협 파주시지부장 파주산림조 

합장 각 시군 전현직 문화원장, 유림, 회원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 

린 이날 취임식에서 신임 우 원장은 "파주문화원이 창립 51년을 맞이했다 선배 원장 

님들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가르침을 이어받아 더욱 도약하는 파주문화원을 만드는데 

온 정열을 쏟겠다."는 포부를 다짐했다

또한 “고문, 자문위원, 임원, 회원 모두의 참여와 연계를 통한 문화원 운영을 구현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문화원으로 만들것!다.”며 “숙원사업인 문화원 독립원 

사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것!다.”는 약속을 함께 다짐했다

5. 테마로 떠나는 파주여행

일시 : 4월~11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 대상 : 파주 시민 

장소 : 관내 유적지 및 박물관, 미술관 등

관내 역사인물 관련유적지, 박물관 미술관 민통선 안보유적 등을 테마 별로 돌아보는 가족답사 프로그램으로 4월부터 11월까 

지 8회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인조장릉과 파주삼릉, 비공개 원소인 소령원과 수길원을 돌아보는 4월 답사를 시작으로 5월 

은 교하와 월롱의 고인돌, 전곡리 선사박물관을 찾아가는 ‘선사유적 답사’, 6월은 문숙공 윤관 방촌 황희, 율곡 이이 등 파주의 인 

물유적지를 돌아보는 ‘파주삼현 답사’, 7월은 파주향교, 파산서원 등을 돌아보는 ‘유교유적답사’, 8월은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박물관과 미술관 등을 찾아가는 체험학습 위주로 진행됐다 성혼과 박중손 등 사대부의 묘역을 돌아보는 ‘조선시대묘역답 

사’와 민통선 안보유적 견학 전통사찰 순례 등이 하반기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율곡문화제가 열리는 10월을 제외하고 매월 둘째 주 토요일, 9시부터 시작되며 참가비는 입장료와 강사비, 식대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 회당 1만원이다 회당 40명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인터넷 접수 불가하고 매월 첫날（휴일일 시 익일 접수）, 9시부터 전화 

또는 방문으로 접수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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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기도 교육지원청 평생학습관 운영사업

일시 : 4월 ~ 12월 / 장소 : 관내 유적지, 문화학교 강의실, 각' 급 학교 등

경기도 교육지원청 평생학습관 지원사업은 각 급 학교에 문화유산 해설사를 파견해 우리고장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알리고 소 

중한 문화유산을 함께 지켜나가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각 급 학교의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을 조율하고, 실내와 실외에서 우리고장의 역사, 인물, 유적지 등을 알리는 ‘내 고장 바로알 

기’, 꽹과리 • 장구 ■ 북 • 징 등 네 가지의 악기를 이용해 흥겨움을 선사하는 ‘사물놀이 강좌’ 등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 

의 보급과 전통문화 계승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7. 문화학교 강사•수강생들의 ‘강릉 테마여행’

일시 : 5월 17일（목）~18일（금）

장소 : 강릉일원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강사와 수강생 40명이 1박 2일 코스로 강릉여행을 다녀왔다 문화학교 강사와 수강생들 간의 친목을 도 

모하고 타 문화원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문화학교의 발전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1일차는 전통과 문화의 거리 명주동 골목투어, 커피체험, 강릉대도호부 관아 다도체험, 평창올림픽이 열렸던 강릉 실내스케이 

트장에서의 컬링체험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목계리 예맥아트센터에서 출발한 둘째 날 코스로는 허준허난설헌 기념공 

원 강릉 습지공원 경포대, 하조대 등을 돌아보는 알찬 여행이었다

강릉문화원의 후원으로 진행된 강릉테마여행은 문화학교 개교 이래 처음 가진 특별행사로서 선진유적지 견학과 힐링여행을 통 

해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과 추억을 안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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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첫 만남 ‘같이가치’

일시 : 7월~12월 / 대상 : 단체와 일반 누구나 / 장소 : 관내 유적지, 명승, 관광명소 등

신도시 건설과 도시화에 따라 타지에서 이사 온 주민들이 새로 정착한 고장에 대해 바로알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 

록 마련된 지역탐방프로그램으로 파주를 4권역으로 나누어 회당 40명씩 8회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코스는 파주의 동쪽 경계인 적성과 인근 지역인 연천의 호로고루성, 경순왕릉, 감악산 출렁다리, 영국군 전적비 등이며, 2코스 

는 조리광탄 권역에 있는 파주삼릉, 보광사, 소령원과 수길원, 마장호수 출렁다리 3코스는 파주시 탄현권역으로 인조장릉과 검 

단사, 헤이리예술마을, 오두산통일전망대, 4코스는 제3땅굴과 도라산전망대 등 안보유적 견학코스였다 민통선 코스에서는 동파 

리 방면에 위치한 허준묘와 덕진산성 등도 함께 돌아보았다

최근 힐링여행지로 급부상하는 감악산 출렁다리 마장호수 흔들다리 등을 돌아보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호응 

이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9. 문화가족 역사문화유적지 순례

일시 : 7월 18일 / 대상 : 파주문화원 임원 및 회원

장소 : 강화도 일원

관외 문화유산을 돌아보며 타문화원과의 교류 및 문화재 보존, 수호 방법을 답습하고, 문화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선진유 

적지 견학프로그램이다 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연 1회 문화원 임원과 회원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인해 

평년보다 조금 늦게 무더위 속에서 진행되었으나 많은 인원이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집결지인 파주스타디움에서 3대의 버스로 나누어 탄 당일 참석자들은 강화도 전쟁박물관을 첫 코스로 하여 갑곶돈대, 광성보, 

보문사 등을 돌아보고, 풍물장터에 들른 후 다시 출발지로 되돌아왔다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역사상 가장 잦은 외침을 받아야 

했던 강화도의 수난사를 현지 해설사로부터 전해듣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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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파주문화원 임원연수

일시 : 7월 4일（수） ~ 7월 5일（목）/1박2일

장소 : 경남 산청 일원

타 지역의 문화체험과 임원 간의 교류를 혹대해 문화원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나가는 연례행사로서 문화원 직원과 임원 등 30 

여 명이 참가한 외부답사 프로그램이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는 산청문화원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 문화원 간의 협력을 다짐하는 알찬 시간이 마련 

됐다 의성 허준과 관련한 동의보감촌（한의학 박물곤0, 가락국 제10대 왕의 돌무덤인 구형왕릉, 문익점文益潮의 학문과 덕행을 추 

모하기 위해 창건한 도천서원, 우람한 고목과 아름다운 한옥이 있는 남사 예담촌, 큰 스님 성철대종사의 생가 등을 둘러보았다

이날 참가한 파주문화원 임원들은 향토문화 자원발굴과 지역문화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11. 제12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일시 : 9월 13일（목）~14일（금）

장소 : 동두천 실내체육관

경기도청소년 민속예술제는 사라져가는 민속예술을 발굴함과 아울러 청소년들이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알고 지켜나갈 수 있도 

록 경기도문화원 연합회와 지역문화 원이 공동 주관하는 민속예 술 경연프로그램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도내 26개 시 - 군 청소년 대표팀이 참여해 각 지역의 고유한 풍습과 정서를 담은 민속놀이, 민속무용, 민요, 풍 

물 분야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보였다

파주에서는 율곡문화제의 유가행렬 및 개막식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율곡고등학교 취타대 40여 명이 참가해 '무령지곡&두 

드림'으로 장려상을 차지했다 무령지곡은 전통 타악기를 이용한 행진곡으로 취타대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작품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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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활동

일시 : 7월 28일（토）, 31일（화） / 장소 : 반구정, 화석정

대상 : 파주문화원 문화재지킴이

학생들의 몽사 활동과 체험 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며 지역 내 문화재를 보존•수호하기 위해 펼쳐지 

는 청소년문화재지 킴이 연례행사이다

문화원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하여 자발적으로 모인 40여명의 청소년들은 7월 28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 

을 깨끗이 청소했다 1일차 오전에는 교하와 월롱 고인돌을 찾아가 주변에 흩어진 쓰레기를 줍고 고인돌 주변의 풀을 뽑았으며, 2 

일차에는 화석정과 반구정 등을 찾아가 정자 주변의 거미줄을 걷어내고 나무마루에 초를 칠했다

문화재 정화활동 뿐 아니라 재능기부 참가자인 문화유산 해설사의 설명이 곁들여져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도 지킴 

이 활동의 하나이다 오후에는 영집궁시박물관에서 활 화살 만들고 쏘기가 이어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즐겁게 봉사활 

동에 임하는 모습이었다.

13. 어린이 전통문화체험학교

일시 : 8월 3일（금）, 8월 4일（토） / 장소 : 파주문화원 강의실, 영집궁사박물관

대상 : 관내 초등학생 80명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전통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보존계승할 수 있도 

록 마련된 연례행사이다 문화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사전 접수한 어린이 80명을 40명씩 나누어 2회 진행했다

오전 9시 파주문화원에서 입학식을 가진 어린이들은 활화살 전문박물관인 영집궁시박물관으로 이동하여 박물관을 견학하고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문화원으로 돌아와 민속연 만들기 판소리 배우기, 다도 및 전통예절을 

두 팀으로 나누어 교체 진행했다

우리 문화의 멋과 맛을 고루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경쟁률이 매우 치열해 서둘러 접수해야만 참가 가능한 인기프로그램이 

다 체험비는 1만원으로 모든 활동비와 식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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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3회 방촌문화제

일시 : 9월 30일（일）

장소 : 황희선생유적지

청백리의 표상이자 인륜정치의 모범인 명재상 방촌 황희 선생의 숭고한 얼을 기 

리고자 제3회 ‘방촌문화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방촌영당에서 진행된 고유제를 

시작으로 축하공연 ‘대북퍼포먼스 기념식, 마당극 ‘춘향전’, ‘판굿&줄타기’, 난타와 

사물놀이 동아리의 공연 등이 이어지고 경기팝스오케스트라의 ‘반구정음악회’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어린이들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마당이 펼쳐졌고, 학생 및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참가해 잠재된 기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문예행사 등도 

진행됐다 기념관 앞에는 청렴한 관리로서의 한 생애를 보여주는 ‘방촌어록’과 ‘서서 

읽는 방촌 황희’ 등이 전시되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삶의 교훈을 심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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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31회 율곡문화제

일시 : 10월 13일（토）~14일（일）

장소 : 파주이이유적지, 운정호수공원, 율곡연수원 등

파주가 낳은 대선현 율곡 이이 선생의 유덕을 기리고자 제31회 율곡문화제가 파주이이유적지와 운정 호수공원 일대에서 다채 

롭게 펼쳐졌다 파주시가 주최하고 파주문화원이 주관한 제31회 율곡문화제는 ‘어제를 만나, 더 빛나는 오늘’이라는 주제로 파주 

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대표적인 축제의 면모를 여실히 각인시켰다

‘한국사상의 큰 터, 파주’라는 주제의 기념강연회가 경기도 율곡연수원 대강당에서 펼쳐지고, 선현들이 남긴 서책을 모은 ‘파 

주 고서 전시회’, 파주이야기할머니들이 공연하는 ‘율곡 인형극’ 등이 새롭게 선을 보였고, 율곡선생 관련 유적지를 답사하는 ‘0| 

야기로 만나는 율곡기행’이 3년 만에 재개되었다

첫 날인 13일에는 율곡선생유적지에서 ‘자운서원 추향제’ 봉행을 시작으로 유가행렬 재연 및 시민 길놀이, 개막식, 율곡백일 

장, 사임당미술제가 진행되었으며, 전통 줄타기, 서예 퍼포먼스, 우리놀이 한마당, KBS국악관현악단 소리터 공연이 펼쳐져 흥겨 

움을 선사했다

둘째 날인 14일에는 율곡백일장 사임당미술제 등이 전날에 이어 진행되고, 사임당을 추모하는 ‘신사임당 추향제’, 전국의 유림 

들이 모여 과거시험을 연상케 하는 ‘전국한시백일장’이 진행됐다 마당극 ‘놀부전’, ‘사자놀이&판굿’, 국악관현악단 ‘판&뮤직’, ‘서원 

음악회’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도 펼쳐져 전통문화예술의 진수를 한껏 펼쳐보였다

올해는 특별히 운정호수공원 특설무대에서 파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웅장한 클래식 연주와 호흡을 맞춰 ‘10월의 어 

느 멋진 날에’를 부른 바리톤 김동규, ‘맨발의 디바’ ‘감성 발라더’로 일컫는 가수 이은미가 출연해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공연 말미 

에는 행사의 폐막을 알리는 경축 프로그램으로 성대한 ‘불꽃축제’가 펼쳐져 운집한 수만 명의 시민에게 감동과 환희를 선사했다

율곡문화제
2018.10.13（퇴'''14®）

따주이이유적（새:mw 

（S거 耳후시 SM 자e서« 2M

거12힝 운정호수공욈

«11이?!•!:.•야새*;허I시 흐

2018년 10월 14일（일요일）

0 운정후만자차V&쇠 12：30~1<00
@ a 수버스킹 wooM%
e 달비*악Ai «0>-1930

71* 아은01 I 甘방규
하추IV하오낙 SM스■라

® 호슥친한BS*이 two

1, n춥교 KOI용. 걶어A1 찹여6171
2. 긴소DU*과 eS담fi 쳥기가

3 어!]01& 노익；0는 보호가 동빈

4 관람시 8s소3추의 빌 낙M추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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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반구정미술제 대상

김진서（탄현중학교 1학년）

O 반구정미술제 금상

이현정（봉일천초등학교 4학년）김지윤（산내중학교 2학년）

홍경재（연풍초등학교 2학년） 박승아（명지대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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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원 365

청백리백일장 초등부 운문부문 최우수

가을축제 안윤선 （자유초등학교 5-3）

할머니댁 가는 길 

창문 밖으로 보이는 

금빛들판

황금옷 벼아가씨 

푸른정장 메뚜기왕자 

귀여운 참새가족

푸른하늘 쟁반에 

단풍잎 요리 

시원한 바람 한상

금빛들판

가을축제에 

나도 가고 싶다.

曾 청백리백일장초등부 산문부문최우수

황희와 내 친구 .
* 정은채 （자유초등학교 5-4）

친구와 나는 자주 말다툼을 한다■교에서 놀이를 할때도 학원에서 문제를 풀때도, 심지어 노래방 

에서 선곡을 할때도 좋아하는 연예인을 말하면서도 의견을 말하기 보단 다툼처럼 말을 한다. 어떤때 

는 쉽게 넘어갈때도 있지만, 어떨때는 감정이 상해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다툴때도 있다. 이럴 때 친구 

와의 다툼을 잘 조절해주는 친구가 있다.

오늘, 방촌문화제에서 황희정승의 “네말도 옳고, 네말도 옳다”라는 일화를 읽으면서 그 친구가 생각 

이 났다. 그리고 나도 그 친구쳐럼 말의 옳고 그름보다 각자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마음먹 

었다. 그리고 어제, 동생에게 했던 말들, 친3에게 했던 말들을 생각해보았다. 생각해 보니 별거 아닌 

것에 마음 상해하고 화를 냈던 것 같다.

황희선생을.만나고 황희 같은 친구를 생각하며 “네말도 옳고, 네말도 옳다”라는 의미를 깊이 새기 

며, 푸른 가을 하늘을 마음껏 누린다.

15



파주문화 제32호

O 청백리백일장 중등부 운문부문 최우수

가을

박지은 （문산중학교 2-9）

점점 차가워지는 바람처럼 

내 마음도 차가워졌고 

점점 물들어가는 단풍처럼 

내 마음도 붉게 물들었고 . -

점점 멀어져가는 하늘처럼 

내 마음도 멀어져갔다.

사박사박

노을빛 치장한 그리움 밟으며 

힘없이 날리는 낙엽이 

꼭 날개 읽은 새 같다고 

나는 홀로 생각한다 

떠나는 사람

잡지도 못하게 하는 이 계절이 ~ 

남겨진 사람 위로 해줘버리니 

혼자인 내가

어떻게 이 계절을 미워할 수 있겠나 

그렇게 붉어버리면,

그렇게 바스락거리면, 

애써 참아온 눈물을 쏟을 수밖에.

또다시 맨 손으로 하늘을 만졌다.

손끝이 파랗게 물들면 ‘ 

나는 온몸으로 울 수 있기에 

계속해서 내 감정을 하늘에 맡겼다 

그럼에도 불어오는 바람은 

마치 외롭고 우울한 나에게 

확인 사살이라도 시키는듯했다. 

말라버린 낙엽만큼 

딱 그만큼 시들었다.

차가워진 바람만큼 

딱 그만큼 식어갔다.

떨어지는 발걸음에 묻은 

혼자만의 아쉬움을 닦아가며 

한 걸음씩 별 아래로 걸어갔다 

혼자가 된 거리, 잔잔한 음악 

생각나는 얼굴, 쓰디쓴 그리움 

이 모든 것이 손을 맞잡은 

가을의 중심에 나는 

외딴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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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원 365

O 청백리백일장 중등부 산문부문 최우수

가을의 낙엽

최서연 （문산중학교 3-5）

낙엽이 떨어지고 벼를 베어, 배를 채우는 가을이 멀리 돌아 다시 나에게로 왔다. 얼마 전 까지만 하 

여도 땀을 비질비흴 흘리며 교복으로 땀 닦기에 여념이 없었던 나는 이제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춘추복으긑 갈아입었다. 가을은 작년과 달라짐이 그 형태 그대로 성큼 다가왔다.

달라진 것은 학교에서의 나의 위치와 고등학교로 넘어가기 위한 원서 준비 때문에 초초해하는 학생 

들이 같은 교실에 있는 정도 뿐 이었다. 10월 가을이 되면 친했던 친구들 모두가 경쟁자가 되어, 입에 

는 미소를 머금고, 눈에는 불꽃을 피운다. 눈치를 살살 봐 가며 자신의 3년을 갈무리하고, 자신 주위 

에 있는 아이들을 발 밑에 두어 자신이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 친구들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피차 나 

의 행동도 그러했을테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을만 되면 마음이 휑한 것이’아닐까 낙엽이 떨어지면 

괜시리 눈물도 떨어지고, 낙엽이 구르면 아무 생각 없이 피식 웃음이나고. 언제는 밥먹고 공부하기가 

그렇게 싫어, 운동장 옆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다. 우리학교 운동장은 그 모습이 어여쁘기로 유명하며 

드라마 촬영도 했다고 했다. 과연 그 말이 옳았다. 어여쁨과 동시에, 무언가 가슴을 울리는 느낌이었 

다. 내가 사춘기가 되어 낙엽이 우리들과 겹쳐보인 것일까 낙엽 하나 하나가 나뭇가지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떨어지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잡고있는 손 놓으면 죽음 뿐이라고 얼굴이 벌게질때까지 나무 

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다. 아, 괜히 걸었다. 나뭇잎이 떨어짐과 동시에 결국 눈물이 떨어졌다. 대체 기 

껏 나무에 무엇이 있다고 우리들은 좁은 나무에 다닥다닥 매달려 희망을 찾는 걸까. 힘 없는 나뭇가지 

에 매달리는게 전부인 우리들에게 새로운 나무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서럽기 그지없는 이 상황에 

서 내 눈 앞으로 낙엽이 한번 더 떨어졌다. 뒤로는 수업종이 지금 막 울리기 시작했다. 정신 차리고 보 

니 내 주위엔 사람 한명 얼씬거리지 않았다. 기껏해야 학생 한 명이 교실로 달려가고 있었다. 흐른 눈 

물을 교복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닦은 나는 뒤 돌아 교실을 향해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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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 제32호

O 사임당미술제 대상

이가현（지산중학교 3학년）

O 사임당미술제 금상

김도윤（지산중학교 3학년） 이주호 （산내초병설유치원）

발

 없
 
느
?
 
말

 

천

리

 
칸

다

 

청
암
초

。
견
이
재
이

김보민（신산초등학교 2학년）

이재미（청암초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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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원 365

율곡백일장 초등부 운문부문 최우수

파주의 가을

파주의 가을은

자운서원에서 시작된다

여름의 지독한 무더위에 

지쳐있을 때쯤

아침저녁으로

공기가 다름을 느낀다

푸릇푸릇 산천을 뒤덮었던 

나무들도 차가워진 공기에 

놀랐는지 얼굴이 붉어졌다

친구들아,

파주의 가을을 느끼러 

자운서원으로 오라

이수진 （파평초등학교 6-1）

바로 지금, 

자운서원에서

파주의 가을을 느낀다

친구들아,

파주의 가을을 느끼러

자운서원으로 오라

O 율곡백일장 일반부 운문부문 최우수

임진각 가을에서 가을, 어느 날

바람에 돌아가는 바람개비 사이로 

네 얼굴이 일렁여 보였다

주위는 단풍에 알록달록 했지만

네 얼굴은 얼룩져 있었다

김솔리

열정도 무관심도 아닌, 

미지근한 지금

스쳐 지나갈 시간이지만

우리의 뒤로 누군가의 연은 피어가고 

임진각의 바람개비는 추풍에 돌아간다

뜨거웠던 우리가 겨울과 같이

식어가기 전 잠깐의 계절,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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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 제32호

O 율곡백일장 일반부 산문부문 최우수

파주

이숙자

파주 하면 천리길이라 생각하고 감히 엄두도 못 내고 60평생에 한 번도 와 본 적이 없었다. 누가 파 

주에서 왔다고 하면 그렇게 먼 곳에서 어떻게 왔느냐고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곳에 야 

당동 작은 타운하우즈에서 살고 있음이 참으로 신기하다 반평생을 서울에서만 살다가 여기까지 와 

있으니 남편은 교통이 불편하다고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불평을 하고 화가 나면 지나간 일까지 끄집어 

내 모든 잘못이 나에게만 있듯이 가슴을 아프게 했었다 거의 매일 고문처럼 느끼며 살았다

친척의 추천을 통해서 동생들과 함께 이곳에서 살아보자고 하기에 쉽게 결정을 내렸다 때 마침 아 

파트의 삶을 끝내고 조그만 텃밭이 있는 조용히 숨 쉴 공간을 찾던 중 이였코. 비둘기집처럼 작고 예쁜 

집 이였기에 이사를 했었다 동생들은 몇 번을 와보니 처음에는 좋다고 서로 부추기더니 교통과 도로 

불편한 점을 일산과 비교하더니 계약을 취소했다. 많이 서운 했었다 남편은 아직도 심기가 불편하면 

동네를 못마땅히 여기며 서운한말을 툭툭 던지는 이유는 알지만 속상했었다. 그렇게 6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나는 오자마자 시청에 전화를 걸어 파주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다고 하니 몇 권의 책 

자를 보내 주었다 그리고 파주노인복지관에 찾아가 보았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으러 갔었다 다행 

히 반갑게 맞아주는 복지사님이 봉사할 수 있는 일과 재능기부 일자리를 안내해 주었다-■r

학습에 참여도 하고 여러 정보도 들을 수 있어 자격증도 새롭게 준비할 수 있었다 학습을 통해 제 

2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중이d 휴일이면 무조건 알고 싶은 파주를 속속히 찾아다니고 있다 오로 

지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조상님도 찾아 뵈올 수 있어 자랑스럽기만한 파주이다. 공 

기 좋고 조용한 환경속에서 사는 나를 보는 친구들은 매우부러워한다 이제는 남편과 함께 이곳에서 

마지막 삶을 누리고 살 것을 약속을 했다. 평범하면서 소박하게 살고 싶은 파주에서 인생의 막을 내 

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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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진강 적벽 석각 조사연구 발표회

일시 : 11월 29일 오후 5AI / 장소 : 파주문화원 강의실

임진강의 다양한 문화자원들을 살펴보고 향토문화자원을 발굴하는 ‘임진강 적벽 석각조사 연구발표회’가 문화원 부설 향토문 

화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됐다 문화원 임원과 내빈 문화가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발표회는 지난 3월 언론매체에 

실린 ‘조선 중기의 문신 박태보의 시가 임진강 석벽에 새겨져 있다’라는 내용을 직접 조사한 결과이다

‘임진강의 장암의 석각문 조사’（이동륜）, ‘임진강의 역사와 전설’（오순희）, 임진강 그림（이진숙）, 임진강 푸른 물에’（성지오）, ‘화석정 

원림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활용방안 연구（차문성）’ 등 다섯 명의 주제 발표도 진행됐다.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공모, ‘경기학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10월과 11월에 걸친 임진강 적벽 

석각 현장조사와 자료집 발간, 연구발표회 등으로 이어져 분단으로 인해 현장조사가 미비했던 임진강의 여러 모습들을 탐색할 

수 있는 유익한 행사로 평가됐다

16. 임진각 통일 연날리기 축제

일시 : 11월 17일（토） 오후 1시 / 장소 : 임진각 평화누리

남북 화합의 시대를 맞이해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은 연을 높이 멀리 띄워보는 '임진강 통일 연날리기 축제’'가 임진각 평화누리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축제는 잊혀져가는 우리민속을 보존, 계승하고자 1997년부터 정월대보름 즈음에 치러지던 정기 행사이다 당해에는 지자체 

단체장선거로 취소되어 늦가을 ‘통일연날리기’ 행사로 대체 진행되었다

경기관광공사의 후원으로 치러진 이번 축제에서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3호 '파주 금산리 민요‘ 등 민속놀이 공연과 묘기연 

및 대형 연날리기 시연이 식전행사로 펼쳐지고,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이 나와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 민속놀이를 경연할 수 있는 

체험마당이 펼쳐졌다 부대행사로 장작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민속엿장수 공연과 엿치기 놀이마당도 함께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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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꿈나눔 문화품앗  e

일시 : 9월 ~ 12월 / 장소 : 파주문화원 강의실 및 다율당하리 고인돌

문화품앗e는 문화체육 분야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든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 동호회, 전문가들이 

봉사자로 참가하여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문화 체육활동을 수요-공급 매칭시스템으로 전개해나가는 활동이다

한국문화원 연합회와 함께한 파주문화원의 ‘2018 꿈나눔 문화 품앗e’ 사업은 ‘나와, 문화로 놀자〜’라는 주제로 문화체험 분야 

의 현장 활동을 진행하는 ‘지역 도슨트 양성과정’을 실시했다

주 활동장소는 운정 주민들의 여가, 휴식, 녹색공간인 ‘운정고인돌산책로’로 현장교육과 실내교육을 통해 교하고인돌과 파평윤 

씨 종중 묘역 등 일대에 있는 문화재를 해설하고 지킴이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가족단위와 청소년 등의 지역도슨트를 양성했 

다. 차후 교육생들이 직접 제작한 자료집을 바탕으로 지역민 스스로 문화재를 지키고 홍보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리라 기대한다

나와, 문화로 놀자

마윰 픔앗e 홞등자a 집

18. 청소년 율곡문화체험

일시 : 12월 18일, 19일 / 장소 : 파주 이이유적지

율곡이이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지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청소년 대상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삼광중학교 학생들 8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파주 이이유적지, 자운서원 강인당 등에서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행사장에 모인 청소년들은 최근 보수를 끝내고 새롭게 문을 연 율곡기념관, 신사임당과 율곡 선생님 등이 잠들어있는 가족묘역, 

조선시대의 학교인 자운서원 등을 돌아보는 ‘율곡선생유적지답사’, 손글씨로 율곡 선생님의 자경문을 써보는 ‘캘리로 만나는 자경 

문’, 떡 만들기, 다도 및 전통예절체험 등을 함께하며 전통문화의 정취를 한껏 만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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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문화학교 운영

일시 : 3월~12월 / 장소 : 파주문화원 강의실

‘생활 속의 문화창달’이라는 목표로 20()1년 개교한 파주문화원 문화학교는 매년 3월 개강식을 열고 파주의 역사와 문화 전반 

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10개월에 걸쳐 실시한다

2018년도 문화학교에서는 문예창작, 한시•한문, 경기민요, 임모화, 여행스케치, 사주 명리학, 생활풍수, 문인화, 서예 등 34개의 

강좌를 열어 411명이 수료했다

파주문화원 문화학교는 전통문화 분야의 특성화 교육을 통해 평소 접하기 힘든 다양한 분야의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열린 

교육장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파주테마답사 등을 포함해 연간 5천여 명의 인원이 문화학교를 이용한다

2019년도에는 전각 도시원예, 오카리나 등의 새로운 과정이 추가되었으며, 접수 기간은 2월 11일부터 마감 시까지, 방문이나 전 

화로 신청 가능하다 인기 프로그램은 조기 마감되니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20. 문화학교 수료작품전 개최

일시 : 12월 13일 ~ 27일

장소 : 운정행복센터 행정동 2층 전시장 및 파주문화원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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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51주년 파주문화원 창립기념식&문화학교 수료공연

일시 : 12월 22일（토）

장소 : 운정행복센터 다목적홀

파주시의 기관 단체장과 문화원 이사, 문화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파주문화원 창립기념행사가 운정행복센 

터에서 개최됐다 기념사에서 우관제 문화원장은 ''문화원이 걸어온 반백년의 역사야말로 파주의 문화발전과 함께 걸어 온 길이었 

다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일이야 말로 실로 가치 있는 일이며, 이를 위해 문화원 

에 주어진 사명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한 파주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이동륜 파주문인협회 고문 등에 대한 표창이 이어졌고, 문화학교 37개 과정 

을 수료한 338명에 대한 수료증도 수여했다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수료발표회에서는 클래식기타 한국무용, 경기민요, 

7080기타 난타, 교하농악 어르신 사물놀이 등을 수강한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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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파주시 서원 ■ 향교 제향

1. 적성향교 춘기석전대제

일시 : 3월 26일（웰 11시

장소 : 적성향교 대성전

거안 : 초헌관 : 파주시 전시의원 이종필 

아헌관 : 적성향교 감사 송홍규 

종헌관 : 적성향교 장의 최석균

2. 방촌황희선생 제655회 탄신제향

일시 : 3월 26일（월 11시

장소:방촌선생영당

거안 : 초헌관 : 파주문화원장 우관제 

아헌관 : 파산서원장김종열 

종헌관 ： 전용주서원장 이상열

3. 경현단 춘향제

일시 : 4월 5일（목） 11시30분

장소:경현단

거안 : 초헌관 : 파평면장 김종래

아헌관 : 파주향교 장의 이기철 

종헌관 : 용주서원 원장 문천기

4. 파산서원 춘향제

일시 : 4월 5일（목） 10시30분

장소:파산서원 사당

거안 : 초헌관 : 유림총연합회 회장 이영복 

아헌관 ： 파주향교 장의 이상열 

종헌관 : 월롱농협 조합장 안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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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령원•수길원제향

일시 : 4월 21일（퇴 12시

장소 : 소령원 수길원

거안 :〈소령원〉초헌관 : 파주문화원장 우관제

아헌관 : 해주최씨 전한공파 최창호

종헌관 : 전주이씨 파주시분원 부분원장 이천재

〈수길원〉초헌관 : 파주문화원장 우관제

아헌관 : 전주이씨 파주시분원 법원읍 분회장 이재상 

종헌관 ： 전주이씨 파주시분원 부분원장 이천재

6. 여충사 춘향제

일시 : 4월 25일（수） 11시

장소 : 여충사

거안 : 초헌관 ; 국회의원 윤후덕

아헌관 ; 전 파산서원장 김종열

종헌관 : 성사영묘 도유사 이상봉

7. 자운서원 춘향제

일시 : 4월 25일（수 11시

장소 : 자운서원

거안 : 초헌관 : 파주문화원장 우관제

아헌관:덕수이씨부원군춘당공종 

회장이장열

종헌관 ： 법원읍장 윤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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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계사당 춘향제

일시 : 5월 6일（일） 11시

장소 : 우계사당

거안 : 초헌관 : 파주문화원장 우관제 

아헌관 : 우계재단이사장 우호경 

종헌관 : 성사영묘 도유사 이상봉

9. 순릉（성종대왕비 공혜왕후 한씨） 기신제향

일시 : 5월 9일（수） 정오 

장소 ； 파주삼릉 내 순릉 

거안 ； 초헌관 : 주형（견성군） 

아헌관 : 한도영 

종헌관 : 동호（익양군）

10. 파주향교 춘기 석전대제

일시 : 5월 11일（금） 11시

장소 : 파주향교 대성전

거안 : 초헌관 ; 파주읍장 이종춘

아헌관 : 파주농협조합장 김윤석 

종헌관 ; 파주향교 장의 이명구

11. 월계단 춘향제

일시 : 5월 15일（화） 11시

장소:월계단

거안 : 초헌관 ： 파주향교 전교 김용성

아헌관:진주정씨충장공파 대종회 

고문 정우식

종헌관 : 용주서원 원장 문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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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조 장릉 제향（인조대왕 369, 인열왕후 383주기）

일시 : 6월 17일（화） 11시

장소:인조 장릉

거안 : 초헌관 : 소현세자 12대손 이우홍

아헌관 : 진주정씨충장공파 대종회 

고문 정우식

종헌관 : 용주서원 원장 문천기

13. 영릉 제향（효장세자 290, 효순왕후 267주기）

일시 : 9월 11일（화） 11시

장소 : 파주삼릉（영릉）

거안 : 초헌관 ; 꼉기도 도의원 이진 

아헌관 ： 풍양조씨 대종회

이사 조선구 

종헌관 : 파주시 의원 이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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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주이야기

교하노씨 묘역이장 및 석물연구

탄현지역 양요당팔경에 대한 고찰

3.1 운동 100주년 기획 : 파주의 독립운동이야기

역사문화의 보고（寶庫）, 파주

파주시 유산록 : 파주의 명혈이야기 

고전읽기 - 용재총화



파주문화 제3=

일제강점기 교하노씨 묘역의 이장과정과

제（諸）석물의 문화적 가치에 관한 고찰

제33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수상작 : 대상（국무총리상）

차문성 （파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1. 머리말

11. 교하노씨 묘역의 위치 비정

111. 교하노씨 묘역의 이장 경위

1. 조선시가지 계획령과 문화재의 이전

2. 대방동 노씨집안 묘역의 위치비정과 현장조사

IV. 교하노씨 묘역의 신도비와 석물의 성격과 특징

V. 맺음말

차례

I .머리말

파주 지역에 있어 사패지를 기반으로 입향한 성씨는 윤번의 파평윤씨, 황희의 장수황씨, 박중손의 밀 

양박씨 가문을 비롯하여 본관이 파평이거나 사급지에 뿌리를 내린 유력가문이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입향하여 정착하였다. 고려대학교에서 파평윤씨 정정공파 묘역을 2002년 본격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 

었지만 대부분 선영의 묘역과 석물에 대한 정밀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것은 파평윤씨 정정공파 묘 

역처럼 오랜 기간 사패로 받은 선영에서 후손들이 본적（本籍）을 떠나지 않고 고향과 선산을 지키고 있 

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본관이란 것은 고려 초에 적（籍）을 부여해 공이 있는 자에게 칭성（稱姓）하고 

토지와 임야를 사급했지만 고려 후기에는 이거한 경우가 많아 본관의 적（籍）은 무의미해졌고 다만 성 

씨 앞에 붙어 성（姓）의 표지로서 다른 성과 차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졌다?）

본고의 범위는 조선 초기 교하（交河）2）라는 본적에서 이거하여 한양에서 여러 대를 세거해 온 교하 

노씨가 일제강점기 때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1940년 고사리（서울 대방동） 땅을 강제 수용 당하

1） 전흥우,「고려시대 본관 성씨제 성립에 관한 연구J, 강원대, 2011, 35-37쪽

2） 1914년 일제 행정구역 통폐합 때 교하현은 파주군에 흡수되어 파주군 교하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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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시 본관이 있는 파주로 선영을 이장한 경우를 다루고 있다. 특히 파주 선영에 남아있는 ‘천봉사적 

비’에는 당시 이장한 경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선영에 남아있는 비석과 묘역의 특이성은 고려에서 조선 

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어 주목할 만하지만 아직 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나 

온 바 없다. 이러한 점에서 교하노씨 천장의 경위와 무덤의 석물을 재평가하는 것은 하나의 성씨에 국 

한할 문제는 아니며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른 무덤 천장연구의 기초가 

되길 기대한다.

h. 교하노씨 묘역의 위치비정

교하노씨 종중회장3）으로부터 벌초일에 집안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한걸음에 파주 백석리 

묘역으로 달려갔다. 원래 선영은 대방동에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말 국유지로 수용되면서 ‘파주시 파주 

읍 백석리 산 54-3번지’로 이장하게 되었다. 당시의 이장 경위와사진, 도설 등이 남겨진 바 없어 집안모 

임에서 채록을 위해서 갔지만 어디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야 할 지 고민스러웠다. 그러나 원래 묘역 

의 위치인 대방동 현지와 천장비를 살피면서 궁금증이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했다.

우선 이 묘역의 특징은 개성왕씨 부인과 아들 노한, 손자 노사신 등 조선 초기 교하노씨의 묘를 집중 

적으로 이장했다는 점에 있다. 조선조에 들어와 교하노씨의 관직 진출이 두드러지는데, 특히 세종 때 

의 노한과 손자 노사신은 정승의 반열에 올라 효사정과 청련암을 지어 지극한 효를 실천한 것으로 유 

명하다. 노사신과 평생을 교유한 서거정, 김수온, 이승소 등이 지은 효사정 시문후서에서 효사정과 사 

패한 땅에 대한 내력이 일부 언급이되나 정확한 위치비정은 어려웠다. 시문의 내용으로 봐서 ＜효사정＞ 

은 교하노씨 선영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주변에 ＜청련암＞과 집이 있어 본 논거의 중심이 된다. 

효사정과 노씨 선영을 언급한 글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지만 대부분 관찬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 

람＞의 범주를 넘지 못하기에 본고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언급된 내용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효사정과 청련암

［누정］

효사정（孝思見 노량 나루터 남쪽 언덕에 있는데, 우의정 노한（盧閑）의 별장이다. 강희맹（姜福孟）이 지은 기문에, “ 

삼성산（三聖山）은 곧 금천 진산이다_ 거기에서 한 가닥이 꿈틀거리면서 북으로 뻗다가 한수와 만나는 곳에 한 지역을

3） 교하노씨공숙공종회 노근우 회장으로부터 2014년 8월22일 파주 효사재에 모인다는 연락받음.

4） 노자반（사신）의 시와 김수온이 시권에 붙인 후서 ‘左«成盧公思愼孝思?詩卷後序’ 등

5） 한국고전종합DB, 성종 때 편찬한 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보완하여 중종 때 완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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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었는데, 곧 의정（議政） 노（盧） 공숙공（苑肅公）의 선영（先對이 있다. 공숙이 모년（某年）에 그곳에다가 그의 모친 

을 장사하고 시려（侍盧）하였는데, 효성이 극진하였다. 복을 마치고는 서러워하던 그대로 그곳에서 살았다. 그 집 북쪽 

에 깎아지른 듯한 둔덕이 강에 임했다. 드디어 그 위에다가 정자 하나를 짓고, 때로 올라가 구경하며 오래도록 사모하 

는 정을 품고 자손에게 유언하여 자신도 그 곳에 묻혔다.

［총묘］

노한 묘（盧«墓） 현 북쪽 20리 지점에 있다. 안경공 묘（安景苑墓） 현 북쪽 5리 지점에 있다. 안순 묘（安純墓） 현 북 

쪽 5리 지점에 있다. 양녕대군 묘（讓學大君墓） 현 북쪽 20리 지점에 있다. 성봉조 묘（成奉祖墓） • 이변 묘（李邊墓） 모 

두 현 동쪽 20리 지점에 있다. 노사신 묘（盧思愼墓） 현 북쪽 20리 지점에 있다.6）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누정］에 의하면, 효사정은 노량 나루터 남쪽 언덕에 있는데 모친 장사 후 시묘 

살이를 하면서 집을 지었고, 그 북쪽 깍아지른 듯한둔덕에 정자를 지었는데 이를 효사정이라 했다. 즉 

노한은 사패받은 선산에 집과 효사정을 지었고 노한과 노사신 역시 졸한 뒤 선영에 묻혔는데 그 위치 

가 ［총묘］에서 보듯이 금천현 북쪽 20리 지점에 있다고 되어 있다. 조선말기인 1899년에 이 지역은 시흥 

현 하북면 번대방리에 속했는데, 시흥군읍지에 위치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청련암이란 암자가 나오 

는 것을 보면 청련암이 제택의 인근에 있는 노씨의 재암（齋M）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짙다.

2. 교하노씨 ‘천봉사적비’에 나오는 고사동（高寺洞）은 어디인가.

청련암의 키워드는 대방동에 있던 원래 교하노씨 묘역을 찾는데 중요한 단초가 된다. 그렇다면 과 

연 그 청련암이란 암자가 천장시기인 1940년대까지 사찰의 명칭 변화 없이 계속 존속하였을지 궁금하 

다. 교하노씨 집안에서 전해오는 내력에도 대방동에서 파주로 이장하게 된 경위가 구전으로 전하기는 

하지만 기록을 통해 한 눈에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더구나 일제 강점기 때 발행 된 신문도 두루 살펴 

보았지만 뚜렷한 이장의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 어디서 어떻게 이장에 관한 자료조사를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하던 차에 일전에 찍어 둔 ‘교하노씨천봉사적비’（交河盧氏遷奉事跡碑）를 읽어보면서 그 실마 

리를 찾게 된다. 천봉사적비의 입비연도는 ‘王午 九月 影’로 되어 있어 1942년에 세웠지만 천봉은 1940 

년 경진년에 이뤄진다. 1955년에 쓰여진 ‘금천산변략기’（冷川山'變喜記）에는 당시 일제의 군사시설이 선 

산 아래 들어섰다고 했는데7）이는 공군시설이 들어섰던 것을 말한다. 당시만 해도 여의도에 공군비행 

장이 있었기에 행정시설과 주거시설이 필요했던 것이다. 다행히도 교하노씨 천봉사적 비에는 ‘고사동’（ 

高寺洞）이란 지명이 언급되어 있어 ‘높은 절’이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묘사하고 있는 집과 효사정의 위

6） 한국고전종합DB,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경기도 금천’을 말한다.

7） 교하종중,『交河盧氏公肅公派世譜』,「추》川山變g記」, 152-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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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잘 들어맞는다.

京I쑤! 冷川 高寺洞 三聖山 環 十里爲限界 成宗祖賜給地則貴非方所重大者恥

사적비의 이 내용은 성종 때 금천 고사동에 있는사방 십리의 땅을사패지로 받게 되는 내용이다. 당 

시 고사동은 경기도 금천에 속했지만 현재는 서울 대방동과 상도동의 경계에 있는 지역이다. 사적비에 

의하면, 성종 때 사급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전체 문맥상으로는 노한, 노사신, 노공필 중 누가 성 

종에게 사패지를 받는지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선대（先代）의 노진이 공신책록이 된 바 있었지만 

신도비문을 확인해 볼 때, 호조판서 노사신이 예종 때 추충정난익대공신 선성군으로 된 바 있고, 성종 

때 삼등공신인 순성명량좌리공신이 되었기에 노사신 때 이르러 이미 살고 있던 땅을 사급지로 받은 것 

으로 생각된다.

〈표 1> 김경희,「조선전기 정국공신의 경제전 기반」중 ‘공신전과 노비사급표’ 부분인용, 9너0쪽

구분 1 I 1등 I 2등 1 3 등 1 4등

익대공신

（翼載功臣）

田150결, 별사전50, 노비13, 

별사노비7, 반인10, 구사7

전100, 노비10, 

반인8, 구사5

전80, 노비8, 

반인6, 구사3

-

좌리공신 전40결, 노비5, 전30, 노비4, 전20, 노비3, 전15, 노비2,

（ft 理功臣） 반상10, 구사5 반상8, 구사4 반상6, 구사3 반상4, 구사3

당시 익대공신 삼등은 전결80, 노비8구, 반인（사병）6, 丘史（관노비）3을 받았고, 좌리공신 삼등은 그보 

다는 적은 전결20, 노비3, 반상（사병）6, 구사 3구를 받은 바 있다？） 일반적으로 공신에게 분급되는 사급 

전은 공신전, 별사전, 직전 등이 있지만 사급을 받아 자손에게 대물림한 것을 볼 때 이 땅은 일대（一代） 

에 해당하는 사급지가 아닌 대물림을 할 수 있는 ‘사패지’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사패지는 사 

패（賜牌）를 지급하여 자손에게 세세토록 물려줄 수 있는 땅이고 사급받은 사람이 수조권을 가져 조선 

조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제도였다.

3. 1872년 지방도에 표기된 고사리（高寺里）

이제까지 고사동과 청련암의 키워드를 확인하였지만 천봉사적비에 나오는 고사동（高寺洞）이 어디 

며, 청련암이 ‘高寺’란 높은 지대에 있는 암자가 맞는지 확신할 수는 없다. 1872년 지방도와 근대지도와 

비교하면서 고사동과 청련암을 찾아보자.

고지도의 우측에 표기되어 있는 삼성산（三聖山）은 관악산에서 서쪽으로 이어진 산으로 1872년 지 

방도에서는 우측 상단 높은 곳에 자리 잡아 시흥의 진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양에서 시흥으

8） 김경희,「조선전기 정국공신의 경제적 지반」, 1993,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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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는 길은 지도상의 별표처럼 하나는 윗길 

이고 다른 하나는 아랫길로 연결되어 있다. 윗 

길은 노량행궁（현재 용왕봉저정 위치）이 있는 

한강을 건너 시흥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는 장생 고갯길（長性現）을 지나 난곡으로 가 

는 길과 시흥읍치로 이어지는 길 두 갈래가 보 

인다. ★가 있는 아랫길은 노량진을 건너 아래 

로 이어져 고사리와 번대방, 상방하곶（上方下 

申）을 지나 영등포로 이어지는 길이다. 원래 노 

량진과 영등포 일대는 금천에 속했지만 정조 

의 화성행궁 행차로 시흥현이 생기게 되어 일 

제강점기 때 까지 유지된다. 그러던 차에 1934
1872년 지방도（규장각 고지도）

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제정됨에 따라 영등포, 흑석동, 번대방동, 상도동 등 시흥군 북면 일부가 경성 

부에 편입되게 된다. 1940년 천봉당시와 비슷한 시기에 포커스를 둔다면, 시흥이 아닌 경성부에 편입된 

이후의 일이 될 것이다. 지도상의 ★에는 ‘고사동’이란 지명이 ‘고사리’로 표시되어 영등포로 이어지는 

길 위에 있다. 이는 ‘높은 절’에서 유래한 것으로 노씨 집안의 사패지 안에 왕릉의 원찰처럼 사대부 가 

문의 지원을 받는 재암（齋暗）防의 성격을 띠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실제 현장을 가보면 대방동 일대는 

도로를 경계로 낮은 구릉으로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의 근현대지도

（좌-대정5년 1916년 지도에 키가표기되어 있다. 붉은색 별 /우- 1974년 국립지리원 지도로하단에 청연암이라표기되어 있다-흰색 별）

대정5년（1916년） 지도를 찾아보니, 다행히 대방동 산야에 유일하게 한 사찰이 표기되어 있고, 1974년 

국립지리원에서 발행된 지도에는 동일한 위치에 ‘청연암’（靑薄Jt）이란 지명이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9） 조선왕조실록,세조7년（1461）“세자궁（世子宮）•효정묘（孝a廟）•의묘재암（談墓齋S）과종각（鍾閣）같은것은모두급무（急務）가아니니,잠정적으로영선（營結） 

을 정지하는 것이 가하다.” 여기서 認墓는 세조의 장자 의경세자를 말하고, 齋庫은 正因寺를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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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해 노씨 집안의 전답과 임야의 상당부분이 경성부에 강제 편입된 후인 1970년 

대까지도 교하노씨의 재암인 청련암이 존속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명칭을 확인해 주는 1930년 동아일보 기사가 있다. 대방동에 있는 청련암에 금품을 강탈당 

한사건인데 여기에서 당시의 지명이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다. “시흥군 북면 번대방리 청련암이란절 

에 2인조 강도가 주지 박룡봉을 구타하고”10）（중략） 금품을 강탈한 내용을 적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1916년 표기된 사찰이 청련암이 확실함을 방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고사동, 청련암 지명유래

출처 1 I 高寺洞（里） I I 靑運（寺） II 내 용

시흥군읍지 O O ‘靑運 J1’의 위치는 명시되지 않음

사법품보 O X 시흥 ‘高寺洞’ 이란 명칭 표기

1872년 지방도 0 X ‘高寺里’ 도로 표기

대정 5 년지도 X O 高寺洞 대신 番大方洞 기재

1974년지도 X O 高寺洞 대신大方洞 기재

1930년 동아일보 O O 高寺洞 대신 番大方里 기재 및 wajl 표기

따라서 고사동과 청련암이란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료를 살펴보면,

① 1872년 시흥현 지방도에 고사리⑴가표시되고② 시흥군읍지와 여러 공식 매체에 청련암이란 명칭 

이 언급된 바③ 대정5년 지도에 표시된 사찰의 이름을 1975년 지도에서 찾으니 그것은 바로 ‘청련암’이 

란 결론이 나온다. 즉 청련암이 사패지내에 지속적으로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창건 시 현재의 

위치에 묘역도 있었음이 확실해졌다.

in. 교하노씨 묘역의 이장 경위

1. 조선시가지계획령과 문화재의 이전

교하노씨묘역의 분할매각은 종중 내에서도 발생했다. 몇 차례 종손집안에서 묘역부지의 일부를 매 

각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그 결정적인 계기는 이장 당시의 기록인 천봉사적비의 “不意先«編入 

國營”란 글이 그 단초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국영’（國營）이란 바로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34년 6월20일 조선총독의 제령18호로 제정된다. 그러나 경기도 도령

10) 동아일보, 1930.1.5일 기사 “兩人根權强盜: 始興 靑運庫에서 金品强奪”

11) ‘始興 高寺里’란 명칭은 광무3년 5월 '사법품보 질품서 제 56호’ 등 근대정부기록에서 여러 차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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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행세칙이 시작된 것은 1936년에 이르러서다. 제 1조를 살펴보면,

본령에 있어서 시가지계획이라 칭함은 시가지의 창설 또는 개량을 위해 필요한 교통, 위생, 보안, 경제 등에 관한 중 

요시설의 계획으로서 시가지계획구역에 대해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2)

당시 동아일보의 기사를 참고해보면, 토지수용에 있어 시가와 등귀(騰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비록 시가지계획령이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지만 국책 상 강제수용에 따라 매 

각은 불가피한 일이라 밝히고 있다. 당시 시가지계획령은 단순히 도로만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도 

시의 상징물인 학교, 공원, 광장, 로터리, 군사기지 등을 도로주변에 설치하는 것이다. 경성부가 1936년 

3월 26일 총독부고시 제180호로 경성부관할구역 일원(확장 후 135,355,032nf)을 시가지계획구역으로 

고시하면서 계획구역 내에 17개의 대공원, 23개의 근린공원, 86개의 아동공원, 14개의 도로공원 등 모 

두 140개의 공원지구를 획정하면서 사직단이 사직공원, 장충단이 장충단공원, 효창원이 효창공원으 

로 지정되게 된다.⑷ 이 때 문화재의 이건과 철거도 함께 진행되어 울창한 송림으로 덮여있던 효창원도 

1940년 효창공원으로 지정된 후, 문효세자의 묘를 비롯하여 의빈성씨, 숙의박씨, 영온옹주의 묘가 서 

삼릉으로 차례로 이장되어 원래의 모습을 잃게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계획령을 시행하기 전 경성지역을 대규모로 확장하여 이를 동부지역, 한강 이남지역, 서부 

지역의 세 지역으로 나누고 특히 한강이남지역은 영등포와노량진 방면의 두 지역으로 나누게 된다. 노 

량진 방면은 한강에 면한 대방동 일대가 공업지역 배후의 주택지로 염두에 두게 된다. 이 계획령은 애 

초 법적 지위를 갖는 자문기관을 설치하지 않음은 물론 부, 읍회, 면협의회 등의 개입 여지도 최소화하 

여 가문과 도시 민들의 요구가 분출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었다』分

이런 이유로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고사리와 번당리를 합친 번대방리에 있던 낙천군과 연령군 이 

훤(1940)을 비롯한 대방동의 문화재도 이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낙천군의 묘는 화장하여 남양주 화도 

면 대원군 묘 인근에 묘표를 만들었고, 연령군 묘역은 경성시가지 확장 및 토지구획정리에 따라 노씨 

묘역과 비슷한 시기인 1940년 충남 덕산으로 천장되었고, 연령군 신도비는 대방초등학교에 계속 남아 

있다가 1967년 태릉에 있는 육사교정으로 옮겨졌다. 이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는 1994년 서울정도육백 

년을 기념하여 ‘서울 명소 600곳’을 선정하는데 여기에 ‘숙종왕자 연령군 묘역터’와 ‘청련암’이 포함 ⑥ 

된다는 사실이다.

12) 윤희철,「시가지계획령의 성립과 전개에 관한 법제사연구」, 전남대, 2011,40-45쪽

13) 동아일보, 1938년 9월 28일 기사

14) 문화재닷컴(httpy/www.culturecontentcoin/content/)

15) 염목규,「1930~40년대 경성시가지계획의 전개와 성격」, 2001, 서울대, 20-25쪽

16) 동아일보, 1994년 12월 28일 기사, '서울 명소 6백 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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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영등포에서 노량진에 이르는 땅이 행정구역 확장에 따라 경성에 편입됨으로써 1938년 특별 

회계가 편성되어 3개년 계획으로 영등포지구가 개발된다. 당시 시흥에서 경성에 편입된 지역은 북면에 

는 노량진리, 본동리, 흑석리, 동작리, 신길리, 번대방리, 도림리의 일부와 동면에는 상도리가 포함이 되 

었다.

여기에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병참시설, 공원, 시장, 공장지대, 관공서, 학교, 주택시설 등이 간선도 

로를 따라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나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일본에서 십여 년 전 시행한 도시계획법과는 

상당히 달랐다. 이의제기는 형식적 이었고 실제 손해발생에 대해서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하 

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규칙 제143조） 더구나 시가지계획령으 

로 도로의 신설 및 확장을 하는 경우는 토지를 일괄 수용하여 이 일대의 개인토지와 임야, 선영 등이 

강제로 수용이 되었다.

간선도로를 따라 학교와 관공서를 조성하면서 미처 수용되지 않은 토지의 가격을 신고하라고 부추 

기면서 시가에 따라 높이 신고한 가격에 대해서는 등가의 토지세를 부과해 부득불 땅을 헐값에 파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런 이유로 이 일대의 개인 전답과선영 등이 총독부에 수용되고 교하노씨의 고사리 

땅도 마찬가지로 수용되게 된다. 그러나 고사리에 있는 선영을 천봉하는 시기에도 높은 언덕에 남아있 

던 청련암은 여전히 사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당시 청련암의 뒤는 높은 둔 

덕에 바위가 있고 숲이 우거진 상태라 더 이상의 개발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대방동 일대의 현장 조사 

때 1970〜1980년대까지 청련암 일대가 소풍의 최적지였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방동 일대의 노씨 선영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전격적으로 수용되었지만 도로의 

상당부분은 1872년 지방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시가지계획령에 따라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학교 

와 공원용지, 주택용지를 배분해 서울과 인천을 연결시키는 길을 간선도로의 기능을 하게 만든 것이다. 

이 때 구릉지는 평지화되고 직선화되었지만 대방동 언덕에 있는 청련암은 재암의 기능은 상실한 반면 

여전히 지역 사찰로서의 기능은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2. 대방동 노씨집안 묘역의 위치비정과 현장조사

1936년에 시행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의 토지구획정리에 따라 수용을 거부한 사람들도 높이 솟은 시 

가에 따른 세금때문에 부득불 매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노씨묘역의 일부는 남북관통 도로 확 

장과도 맞물려 급히 1940년 교하노씨집안의 선영인 대방동 땅도 매각해 일부는 교하노씨의 본관이 있 

는 파주 백석리로 천장하고, 나머지는 교하노씨의 집성촌이 있는 보령으로 천장기하여 선영이 분할되 

게 된다.

17） 교하군은 1914년 행정구역개편으로 파주군에 이속되어 파주군 교하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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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동 선영과 재암인 청련암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일단 대방동 지역의 노씨 선영을 찾아가 보기 

로 했다. 동작구청과 문화원에 전화를 했지만 남아있는 자료도 없었고, 지역의 향토사전문가를 추천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이리저리 웹서핑을 하다 동작문화원 홈페이지에서 노씨 집안과 관련된 효사정 

과 과거 청련사의 사진과 해설을 찾았다.

〈표 3＞ 동작문화원에서 제공하는 교하노씨 관련 자료

교하노씨 유적지 1 내 용 1 위치

청련사

（靑 運寺）

대방동 삼성산 북쪽 기슭 비선거리에 있는 이 절은 신라때 대중불교의 창시자이며 

민족불교의 주창자인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 이 절을 ‘높은 절’이라 칭하여, 옛날 

에는 청련사 주변의 동네를 ‘고사리（高寺里）라 불렀다한다. 조선 초의 대신 노사신 

이 부친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시주한 이래 1857년 소실된 것을 노씨들의 시주 

로 재건하여 노씨 절이라고도 불린다. 6.25전쟁으로 인해 건물의 일부가 훼손되고 

불상이 손상되어 많이 퇴락하였다.

동작구 등용길 141

（대방동 1번지）

효사정

（孝思흐）

효사정은 노량진 나루터 남쪽 언덕에 있던 조선 초 공숙공 노한의 정자이다. 지금 

의 건물은 일본 신사 자리에 1993년 신축한 것이다.《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 

면 세종 때 우의정을 지낸 노한이 모친상을 당하여 선영인 이곳에 모시고 무덤 옆 

에 초막을 치고 3년간 거상하고도 서러워 그곳을 떠나지 못했다.

묘지 북쪽 깎아지는 듯한 언덕 위에 별장을 짓고 일생을 살면서 등을 밝혀 추모하 

고 자신도 이곳에 묻어달라고 유언했다.

노한은 좌의정 민제의 사위로 태종과는 동서간이다. 16세에 음서로 등용되어 경기 

관찰사 한성부윤에 올랐고 1433년 대사헌을 거쳐 우의정이 되었다.

노한의 아들 돈령공의 친구인 대민공 강석덕이 ‘효사정’이란 정자 이름을 지었고, 

그 아들 강희맹이 정자의 내력인 기문을 지어 효사정의 참뜻을 밝혔다. 그 후에 

도 기순（명나라 사신）, 정인지. 신숙주, 김수온, 서거정 등이 효사정의 정취를 시 

로 읊었다.

이 별장은 효도의 상징으로 유명했으며 한강을 끼고 있는 정자 중 경관이 제일 좋 

은 곳으로 칭송되었다.

흑석1동 141-2

동작문화원（dongjaktv.net）에 게시된 청련사

동작문화원 효사정 자료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는 강희맹의 ＜효사정기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다. 조 

부 공숙공 노한은 모친상（개성왕씨 부인）을 당하자 고사 

리에서 시묘살이를 하고 언덕 높은 곳에 효사정이란 정 

자를 짓고, 손자 노사신은 부친 노물재의 명복을 빌기 위 

해 재암 청련사를 조성해 부모와 선친들의 명복을 빌게 

했다는 내용이다. 동작문화원에 게재된 효사정의 위치는

18） 노한과 친구였던 강석덕이 정자의 이름을 ‘孝思’라 하였지만 기문을 짓지 못하여, 노사신이 강석덕의 아들 강희맹에 부탁하여 기문을 지은 것이 '孝思停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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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동에 새로 건립된 효사정의 위치를 적었기에 과거 효사정은 대방동 선영 인근에 건립되었을 것이 

다. 따라서 쳥련사의 지번이 과거 교하노씨 선영을 찾는 키워드가 될 것이다.

상도동과의 경계에 있는 대방동 땅은 지번이 초기에는 1번지로 부여되어 있었지만, 동작구청 관계자 

에게 청련암의 정확한 지번을 알아 봤더니 대방동 3-8로 나온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청련암의 지번 

은 3-8이지만 현재는 절이 완전히 이건된 상태고 그 터에는 다른 복합 상가가 들어서 있어 과거의 모습 

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한다. 일단 내비에 ‘대방동 3-8’을 찍으니 영등포중학교（1938년 前 경성공립공 

업학교）를 지나 상도동 래미안 아파트 인근으로 올라간다. 연립주택이 즐비한 낮은 언덕배기에 차를 세 

우고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니 시멘트바닥이 끝나고 흙길이 나온다. 이곳은 ‘백로어 린이공원’이다. 

지번을 따라 주변에 있는 장소들을 하나씩 탐방해 보자.

좌-대방동 백로어린이 공원. 중-흰 건물이 청련암의 위치며 앞에 계곡물이 흘렀음. 우-연립주택이 요사채며 주차장은 중정에 해당된다.

① 백로 어린이 공원

이는 노량진（鹽梁津）의 W’ 즉 백로가 노니는 곳이란 의미를 가진 것이라 이 일대가 내가 찾는 청련암 

이 맞을 것이다. 일단 지번이 일치한다. 공원에 휴식을 취하는 10여명의 노인들께 과거 청련암과노씨집 

안의 선영에 관해 물어보니 대부분이 외지인이라 대방동의 역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② 동작구청과청련암

일단 동작구청에 청련암의 지번（대방동 산3-8）을 확인하고 청련암이 보유한 문화재를 확인했다. 지 

정고시문을 확인해보니 모두 5점의 서울특별시시지정문화재를 등록했는데, 사찰 이 칠곡으로 이전 후 

칠곡 청련암으로 가져갔다가 현재 다른 사찰에 양도한 상태다.

③ 동작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에서 청련암 옆에 살았던 분（청련암에서 지은 연립주택） 2명을 만나 채록함.

백로어 린이공원은 예전의 백로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 바뀌었고, 바로 아래에 래미안아파트가 있다. 

이곳은 과거 청련암 뒤 울창한 숲을 형성하고 있던 곳이다. 이곳에서 30년 이상살았던 주민들은 청련 

암 뒤편의 능선은 큰 바위로 이뤄져 있어 높은 지대며,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이 줄을 섰다고 전한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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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동 학생들의 소풍장소로도 유명한 이곳은 청련암의 뒷산으로 차도 아래는 계곡물이 흘렀다니 산 종 

고 물 맑은 배산임수였던 모양이다.

동작문화원에는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 주듯이 청련사 사진을 하나 게재하고 있는데 정면 5칸이며 

처마에 활주를 받친 고색창연한 사찰이 보인다. 이 건물이 언제 지은 건물인지는 알 수 없어도 이 동네 

에 30여년을 사신 분들이 이 사진이 기억난다며 석가탄신일에는 커다란 괘불을 걸었다고 증언하고 있 

다. 중정에는 고려 때 석탑으로 보이는 탑한 점이 눈에 띄지만 현재 이 탑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작구청에 확인한 문화재지 정고시문에는 주민들이 말하는 괘불과 탑에 대한 문화재지정고시문은 

없는 상태지만 근대시기의 불화 5점에 대한 문화재지정고시문이 있다.

〈표 4> 청련사（소재지: 동작구 대방동 3-8）011 있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출처 1 소재지 1 문화재명 11 문화재 지정현황 1 제작연도 1 기타

1 청련사 산신도 서울시 유형문화재 210호 1882 면본채색

2 청련사 수월관음도 서울시 문화재자료 47호 1914 면본채색

3 청련사 아미타불도 서울시 문화재자료 48호 1914 면본채색

4 청련사 신중도 서울시 문화재자료 49호 1906 면본채색

5 청련사 칠성도 서울시 문화재자료 50호 1914 면본채색

이중 청 련사 산신도를 제외하고는 조성연대가 비슷하며 시주자 또한 중복되는 사람이 많아 교하노 

씨 집안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련사 산신도의 화기 （晝記）에 따르면 광서 8년（1882）에 제작되 

었고 시주질 명단에는 교하 노씨가 보이지 않아 이것 역시 교하 노씨 집안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생 

각된다. 조선 후기로 오면서 청련사는 재암의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특히 노량진, 마포, 용산 등지 

에서 신도들의 불사요청과 시주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청련사'（암）의 위치는 정확히 어디인가?

일단 동작구청에 청련사가 등록된 주소는 ‘동작구 대방동 3-8번지’다. 사진과 같은 사찰의 규모는 일 

찌감치 사라져 현재는 완전히 주택가를 이뤄 흙길이라곤 백로어린이공원외는 보이지 않는다. 동작종 

합사회복지관에서 3-8번지는 불과 50m 위에 있다. 청련사 터에 가보니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고 그 아 

래 움푹 파진 공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바로 이 자리가 청련암이 있던 자리다. 양쪽에 있는 벽 

돌로 된 연립주택은 그 절에서 분양한 것으로 하나는 일반 분양을 했고 다른 하나는 주지스님이 사용 

한 요사채로 활용되었다.

주변을 다 뒤져봐도 조선시대 돌 하나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미 아파트와 상가들이 빼곡히 들어서 

예전의 흔적을 찾기는 힘들었다. 절 뒤편의 높은 암반과 능선은 현재 래미안아파트가 들어서 가파른 

능선은 깍여 예전의 모습은 상상조차 힘들다. 아마 당시 절에서 분양한 연립주택 거주자 분들이 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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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확인해 주지 않았더라면 과거는 묻혔을지 모른다. 절터에서 길을 건너 동작종합사회복지관 길은 

골짜기로 계곡 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IV. 교하노씨 묘역의 신도비와 석물의 성격과 특징

대방동의 선영을 옮기는 데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프로세스가 필요했을 텐데 그 때 상황을 가정해 

보면, 첫 째 경성과 떨어져야하고 대도시 인근은 곤란했을 것이다. 도로확장이나 수용으로 인해 선산 

을 다시 천장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파주읍에서 약간 떨어진 이곳은 농토와 산야로 인해 도 

로확장의 조건에서 피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다. 둘째로는 선영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 큰 규모의 선산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선영을 양분하는 방법 

외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묘소의 일괄이전도 중요하지만 관리상의 문제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때문에 조선 초기 묘소는 파주읍과가까운 백석리로 북천하고, 중기 이후 묘소는 노씨 집 

성촌이 있는 보령으로 옮기도록 결정했을 것이다. 셋째로 일제가 1912년 만든 ‘묘지규칙%）의 영향이 있 

었을 것이다. 이 규칙은 초기에는 덜 엄격하였으나 일제 강점기 말기에는 전시체제로 엄격하게 적용하 

였다. 묘지의 개설에는 경무부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합족（合族）의 사설묘지나 이전에도 지방자치단 

체장의 허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가와 도로, 수원（水源）과도 일정 거리 떨어져야 하니 부득 

이 묘역의 분할을 결정했을 것이고, 석물과 봉분 내부조차 수습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옮겼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배산임수의 최적 조건은 아니지만 현재 무덤의 배치나 석물을 볼 때 이장의 신 

중함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총독부의 강제수용으로 1940년 대방동에서 급하게 북천한 파주 백석리와 남천한 보령 장은리는 교 

하노씨묘역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본관에 따라 파주로 온 묘역은 경의선 화물칸을 빌어 

석물을 운반했다고 한다. 석곽, 석물, 신도비 등 몇 량의 화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장작업이지만 순 

조롭게 이장을 완료하여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파주로 북천한 묘는 조선초기의 묘로서 우의정 노한의 모친 개성왕씨부인과 노한, 노한의 손자인 영 

의정 노사신, 노사신의 장남 노공필과 사남 노공유가 모셔져 있다. 다만 노사신의 부친인 노물재의 묘 

소는 현재 경기도 광주 팔당댐 인근에 모셔져 있다. 여기에서 다룰 석물의 성격과 특징은 북천한 교하 

노씨 묘역 으로 한정 하고자 한다.

이 정대영,「일제 식민지기 장묘제도의 변화와 근대성의 이면」, 서강대, 2013, 9-48쪽 ‘묘지규칙’은 24조로 되어 있으며 1912년 제정되었다. 1조는 “묘지의 개설, 

변경, 폐지는 경무부장의 허가를 득하고” 2조는 “지방공공단체 혹은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니면 신설하지 못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단독, 일족, 합족의 묘지를 

허가할 수 있다.” 3조는 “도로, 하천, 철도에서 10간（약 18미터）, 인가에서 60간（약 1km）떨어져야 하고 수원（水源）과 무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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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하노씨 ‘천봉사적비’의 의의

파주 백석리에 있는 교하노씨 묘역에서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이장의 타임갭슐을 간직한 천봉사적 

비다. 개석은 팔작지붕형이며 비신은 오석으로 되어 있고 비문은사면에 새겨져 있다. 1940년 천장을 시 

작해 1942년 천장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내용을 사적비에 남겨둔 것이다. 사적비의 서두는,

人物之生必藥天地之理氣理氣之所集貴平倫鋼倫鋼之忠孝爲先峰臟之微有君臣之義以虎浪有父子之 

親被會獸之微尙有忠孝之心

으로 시작된다. 이를 직역하면, “사람과 만물이 생겨남에 있어 반드시 천지의 이기가 필요하고, 이기 

란 것은 윤리강령이 귀한 것이니 윤리강령에는 충효가 우선한다. 벌과 개미같이 작은 것도 군신의 의가 

있으니 호랑이와 이리도 부자의 정이 있는 것이다. 저 금수의 미물도 오히려 충효의 마음이 있거늘” 이 

란 대목에서 이 묘역천장의 의미가 ‘충’과 ‘효’란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동문선＞에서 김수온은 “멀리 우 

러러 보는 것만으로 부족하게 여기어 곧 여러 학자에게 시를 청탁하였으니, 찬란한 빛은 보물과 같으며 

쟁쟁한 소리는 쇠나 돌을 치는 듯하고, 맑고 깨끗하기는 가을 물을 떼어 안개로 만든 옷을 기워 놓은 듯 

하다.”라고 대를 잇는 효성의 지극함을 상찬하고 있다.

천봉사적 비에는 강제로 이장할 때의 한 사건과 심경을 사적비 후반부에 남겨두었다.

不意今者我先#1編入國營故四百餘年國典賜給之地緩至失護勢無奈而北遷于城州郡州內面白石里南 

遷于保率郡川北面長隱里

교하노씨천봉사적비: 팔작 지붕부에 오얏꽃 문양이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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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갑자기 선영이 ‘국영’에 편입되어 사백여년 국전사급지가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해 북으로는 파주 

군 주내면 백석리에 천장하고, 남으로는 보령군 천북면 장은리에 천장하여 이를 돌에 새겨 기록한다고 

되어 있다. 임오년（1942） 9월에 세웠으니 천장한 지 2년 만에 묘역 이장을 완공한 것이다. 이 천봉사적 

비의 의의는 ‘국영’（國營）이란 단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의미한다. 이 계획령 

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문화재 중 특히 사대부의 선영이 국영에 많이 편입되었는데 이 중에는 왕 

실관련 묘소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1940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국영’이란 말로 사적비문에 적은 것은 중요한 역사적 사 

실을 금석문에 새긴 사례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옥개석 측면 박공널이 닿는 부분에 대한제국 

황실의 문양인 오얏꽃을 새겨 넣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조선이 병참기지화 되었던 1940년, 강제 수용 

에 따른 천장이 불가피했지만 그 정신은 오롯이 조선에 뿌리를 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노한의 신도비

■ 노한 : 1376-1443

노한은 자는 유린이며, 본관은 교하이고, 원경왕후의 부친이자 태종의 장인인 민제의 사위가 돈!다. 16세에 벼슬하 

여 을묘년（1435）에 정승이 되어 우의정에 이르렀으며, 계해년（1443）에 죽었는데 나이가 68세였다. 시호는 공숙공（芸 

肅公） 이다.20’

공숙공 노한의 신도비는 이수귀부의 형태로 이수부는 운문을 새겨 구름위에 있는 두 마리의 이무기2D 

가 여의주를 다투는 모습을 역동감있게 표현하고 있다. 고려 때부터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신도비의 

상단부는 주로 이수（4#首）를 장식해 왔다. 이무기는 여의주를 얻으면 용으로 변해 승천할 수 있는 동물 

로 신과 인간과의 매개자로서의 기능을 고려한 것이다. 귀부에 있어서는 용생구자설（龍生九子說）22）이 

흔히 언급되는데, 즉 용의 첫 째 아들 비희는 거북이를 닮아 무거운 짐을 지기를 좋아해 비석받침에 용 

의 머리를 한 거북 형상을 만들었다고 한다平 그러나 용생구자설은 명나라 때 호승지가『진주선（眞珠 

船）』에서 기록한 것으로 신라 때 부터 사용해 온 귀부（죠뷰）양식을 후대에 사용한 비희로 부를 수 있을 

지는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노한신도비의 귀부는 양식상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다. 신도비석에 비해 귀부가 작은 편이며 하박석 

도 안정감 있게 보이지 않는다. 특히 귀부의 머리 부분은 정교함이 떨어지고 등의 귀갑문도 두텁지 못 

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조선 초 양식상 특징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20 ）『國朝人物考』, 世宗朝故事本末

21） 일반적으로 조선 초기의 신도비의 상부를 幅首로 장식하는데 ‘＜는 뿔이 없는 용인 이무기를 가리킨다.

22） 조선조의 문집에 여러 차례 인용이 되었는데, 성호사설의 ‘만물문’에 인용이 되었고, 열하일기의 ‘대류총귀’에는 명나라 용수 양신의 ‘丹鉛錄’에 비희의 이야기 

가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다.

23） 김우림,「서울•경기지역의 조선시대 사대부묘제연구」, 고려대, 2007. 108-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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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한신도비각과 신도비

노사신신도비 각과 신도비

신도비의 비액부는 ‘苑肅公神道碑’로 전서를사용하였으며, 비제는 ‘有明朝鮮國차1$甫國崇綠大夫議 

政府右議政領經鐘事茶肅公盧公神道碑銘此書’로 대광보국숭록대부 우의정을 역임하여 정1품 상계의 

관직과 경연관 중 최고의 관직인 영경연사를 겸임한 것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비양 전반부에 표기하 

는 찬•서•전 （m•書•蒙）자를 생략하고 마지막에 찬자（擇者）만을 나타내 “純誠｛左理功臣崇錄大夫永山府 

院君 金守溫 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괴애 김수온은 노한의 손자인 노사신과 같은 

해에 등과하여 평생을 교유한 사람으로 집안의 내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한명이었다. 비문에서 노 

사신을 선성군이라 이름한 것을 보면 익대공신으로 책록된 1468년 이후 좌참찬（종2）, 우찬성（정2）으로 

재직할 때 이 신도비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24） 선성부원군으로 봉해진 해는 1482년이며 1495년 영의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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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내용은 서（序）에 나타나 있으나 요약해 보면, 첫 째 비명을 적는 이유를 기재하고 둘째로 노 

한의 출생에서부터 입신양명의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세 번째로 가문의 인물과 자손들의 내력을 자세 

히 소개하며, 명（銘）으로 신도비를 마치고 있다. 김수온이 지은 신도비문의 내용은 조선후기의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에도 소개된다.

이 신도비문에서 주목할 것은, “己未秋丁大夫人王氏憂葬冷川北面高寺里之原服閱瘡築室於其側作 

小%步降"i”로 이는 기미년（1439） 가을에 모친 대부인왕씨가 돌아가시자 '금천 고사리‘에서 장례를 

지내고 근처에 집과 작은 정자를 짓는다는 내용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일치한다. 5년이 지난 후, 노 

한 역시 졸하는데, “I曾赤肅公附葬母王氏墓側夫人閔氏墓右”에서 공숙공이란 시호를 받으며, 모친 왕 

씨부인 묘 인근에 장례를 치렀으며 묘는 부인의 우측에 조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비록 이장을 했지만 

그 원래의 형태와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3. 노사신의 신도비

■ 노사신 1427（세종 9）-1498（연산군 4） / 신도비 1500년 건립

노사신의 자는 자반으로 교하 사람이고, 증조 휘 균（約）은 천우위 대호군으로 증영의정부사고, 조（祖） 휘 한（W）은 

의정부 우의정으로 시호는 공숙（苑肅）이며, 고（考） 휘 물재（物載）는 동지돈령부사로 증 의정부 영의정이고 교양부원군 

（交陽府院君）이다. 공숙공은 여흥 부원군 민제의 딸을 아내로 맞았으니, 곧 원경왕후의 아우이고, 교양부원군이 영의 

정 심온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역시 소헌왕후의 아우며 시호는 선성부원군（宣城府院君）이다.으

문광공 노사신의 신도비는 이수방부의 형태로 아래 대석은 4각의 돌로 비신을 받치고, 이수부는 노 

한 신도비와 마찬가지로 두 마리의 이무기가 여의주를 차지하려는 쌍룡쟁주（雙龍爭珠）를 묘사하고 있 

다. 이수방부의 형태는 고려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조선시대에 새로이 등장해 보다 다양한 비의 

양상을 알리는 전조가 된다.= 대석의 사면에 안상（眼象）이 새겨져 있지만 정교함이 떨어지고 풍화작 

용에 의해 대석에 박락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신도비의 비액부는 “文g公神道碑銘”이라 적혀 있어 조부 노한의 ‘未肅公神道碑’와 그 형식이 동일 

하고 대군이나 왕자가 아닌 외척인 경우, ‘시호+신도비명’으로 전액을 쓰는 형식에 부합된다. 비제부는 

“有明朝鮮國 推忠定難翼載純誠明%左理功臣 차II甫國崇綠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鐘立文館藝 文 

館春秋館觀象監事 宣城府院君 增論文g 盧公神道碑銘 井序”로 다른 신도비에 비해 비교적 긴 비제를 

가지고 있다. 조부 노한의 비제와 다른 점은 추충정난익대순성명량좌리공신（推忠定難翼載純誠明完

25） 네이버 지식백과, 노사신 국역『국조인물고』

26） 김우림,「서울•경기지역의 조선시대 사대부묘제연구」, 고려대, 2007,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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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理功臣）이란 공신호를 붙인 것이 다르다. 예종 즉위년에 유자광의 고변으로 남이의 역모사건을 다룬 

추충정난익대공신과 성종의 즉위에 공훈을 세운 순성명량좌리공신이란 양대 공신이 됨으로서 공신 

과 전결을 받아 총 田 190결, 별사전 50결과 노비와 사졸을 각각 사급 받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땅이 

대방동 고사리 땅으로 대대로 사패지로 내려오는 것이다.

正憲大夫議政府左參贊兼同知經鐘事 立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知春秋館 成均館

義禁府事洪貴達擇

喜善大夫行義興衛上護軍任士洪 書M蒙

이 비는 여러모로 월산대군 이정의 신도비（1489）와 비교할 만한데 월산대군의 신도비를 임사홍 한사 

람이 찬, 서, 전을 적었고 전액부는 금문체와소전체를 두루 사용했다면, 노사신의 신도비（1500）는 홍귀 

달이 찬하고 人1 전은 임사홍이 겸해 적었고 소전체를 사용했다. 호방한 글 솜씨와 정갈한 전•해서체는 

당대의 명필이자 금석문의 대가라 부를만하다.

전액과 비제, 찬•서 •전에 이어 전반적인 내용은 서（序）에 나타나 있으나 요약해 보면, 첫 째 비명을 적 

는 이유를 기재하고 둘째로 노사신의 가계와 입신양명의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세 번째로 가문의 인 

물과 자손들의 내력을 자세히 소개하며, 명（銘）으로 신도비를 마치고 있음은 동일하다. 두 번 공신책록 

이 되고 70세 이상의 대신에게 하사하는 궤장（凡杖）과 기로소에 들어가는 영예를 누리다 72세에 졸 

하게 된다. 그의 업적은 많으나 무엇보다 성종 때 최항과 더불어 경국대전을 편찬한 일과 동국여지승람 

을 편찬한 일일 것이다.

공숙공 노한의 신도비와 문광공 노사신 신도비의 풍화작용이 가속화되어 2006년 5월 묘역 입구에 

있는 사당인 효사재에서 양위 신도비 보호막 제막식을 거행했다. 다만 현재 유리보호각의 크기가 비좁 

아 습기와 온실효과가 상승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추후 문화재지정 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목조비 

각으로 대체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5> 교하노씨묘역（파주읍 백석리） 석물표

묘주 （묘제） 1 묘역 묘표석 1 상석 1 준석 1 개체석 1 문석인 1 무석인 1 標干石門

대부인왕씨지묘 2 단사각묘 규수방부 O O O 1 쌍 X O

노한 묘（합장） 2 단사각묘 이수방부 O O O 2 쌍 X O

노사신묘（합장） 원형묘사성 이수방부 0 O O 1 쌍 1 쌍 X

노공필묘（합장） 원형묘사성 이수방부 O O O 1 쌍 도난 X

노공유묘 （합장） 원형묘사성 O a 0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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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부인개성왕씨지묘（大夫人開成王氏之墓） 1353?〜1439 切
‘대부인개성왕씨지묘’는 북천한 교하노씨묘역에서 시대적으로 가장 앞서는 묘소다. 왕씨부인의 부친 

은 고려 한성부윤 왕수로 공양왕왕비 순비가 고모인 셈이다. 부군은 노균으로 그의 묘소는 개성에 있 

고 왕씨부인의 묘소는 고사리에 있었으나 1940년 이곳으로 옮겨졌다. 이 묘소는 고려 말 조선 초의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왕씨부인묘: 좌 - 규수육각의 묘표석, 중 - 난간석문 설치, 우 - 난간공

①묘표석

묘표석을 살펴보면, 상단부가 각이 진 규수방부（走首方뷰）의 형태로 이수방부와 더불어 조선 초 사 

용했던 양식이다. 묘표의 상단부가 둥글고 아래가 네모진 원수방부와 각이진 규수방부（말각형）의 차 

이점을 상변통고 석물조에 “五品以上, 艦首ej夫, 上高不得過九尺。七品以上, 立渴, 主首方E夫, 上高四 

尺”라 기술하고 있지만, 조선전기 관직에 따른 묘비와 묘갈조성 그리고 이수귀부와 규수방부의 차이점 

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류장원의 ＜상변통고＞나 박세채의 ＜남계예설＞ 모두 조선 후기에 편찬 

된 것이라 조선초기의 상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장조사를 하면 동일 관직 

임에도 이수방부, 원수방부와 함께 규수방부를 세운 경우도 적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규 

수방부는 상원하방의 의미도 가지고 있기에 단정적으로 정의하기가 곤란하다. 이 묘표의 특징은 가장 

이른 시기의 규수방부임에도 불구하고 대석이 사각형이 아닌 육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른 예 

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

②상석

상석은 하나의 판석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 다른 판석으로 괴임석을 삼았다. 상석 앞에는 향로석이 

있고, 우측에 자그마한 돌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준석（權石）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상석에 상을 차린 후

27） 이긍익의『연려실기술』중 ‘세종조본말’에 왕씨부인이 80세（임자년, 1432）로 병중에 있다는 기술을 참고하면 1353년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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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나 차를 놓는 용도로 쓰였다. 용도와 달리 크기가 작아 조선 중기 이후 작은 상 크기인 제주병석으 

로 변화해 용도가 사라지게 된다.

③ 문석인

개체석 아래에 있는 문석인은 한쌍이 있는데 조선 초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복두공복을 입었지만 

눈이나 전체적인 모습에서 장승과 같은 뻣뻣함이 평면적으로 보인다.

④ 사대부 묘에 유례가 드문 난간석문과 난간공

장대석이 놓인 계체석은 상하계로 나눠지는데 상계에는 봉분이 있고, 중계에는 묘표석, 하계는 상석, 

향로석, 문석인이 있다. 그런데 묘표와의 경계에 있는 상계석에는 난간공이 뚫려있다. 이 난간공은 주 

로 왕릉의 난간석을 설치할 때 만드는 것으로 조선조 사대부의 묘에 난간석을 두른 예는 아직까지 없 

다. 그렇다면 이 난간공은 무엇일까? 번대방동에서 파주로 이장한 후 찍은 사진을 보면 난간이 왕릉 

처럼 봉분을 두른 것이 아니라 묘표와 상석이 있는 제례공간과 봉분을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사용되어 

외부인이나 잡귀를 차단하려는 금표의 기능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능원에서 상석에 나어두 문양 

을 세워 고석을 받치는 것이나 문고리를 새기는 것도 마찬가지 벽사의 의미로 만들어진다. 사진을 보면, 

난간이 봉분과 묘표 사이에 설치되어 양옆으로 2단의 석축이 세워져 있고, 그 사이에는 4개의 석주가 

횡（橫）으로 연결된 육각형의 죽석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왕씨부인 묘에 있는 난간석문은 오래 

전 도난을 당해 사진으로만 남아 있지 현재의 묘역에는 없다.짜 다만 기록상으로 사대부의 난간석 설치 

에 대한 사료는 없으나 용도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世之爲葬者, 其棺稱衣쏘石室石門石人石床, 富者僧凝公候, 貧者彈盡財方, 此부祖考之意平? 沙

대부인왕씨묘와 난간석문

이 글에 의하면, 태종 10년（1410） 사간원에서 세간의 

부자들이 관곽, 의금, 석실, 석문（石門）, 석인, 석상에 

대해 지나친 사치를 하고 있다는 8가지 시무책을 태 

종에게 올려 사대부에 대해서도 ‘장분（葬遺）의 제도’ 

를 정하도록 하였다. 사료 상 ‘석문’（石門）의 용례가 드 

물어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런 이유로 석문이 관 

곽, 의금, 석실에 따른 내부시설에 속하는 건지, 석인,

28） 교하종중, 交河盧氏公肅公派世譜』, 권지일, 부록 사진, 3쪽

29） 조선왕조실록 태종10년（1410） 4월8일

“세간（世間）에 장사지내는 자가 그 관곽（棺I郭）•의금（衣소）•석실（石室）•석문（石門）•석인（石人）•석상（石床）을, 부유（富禮）한 자는 참람（僧溫）하기가 공후（公候）에 

비기고, 가난한 자는 재력（財方）을 탕진하니, 이것이 어찌 조고（祖考）의 뜻이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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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상에 따른 봉분의 외부시설을 의미하는지 내용상 구분하기 어렵다. 만약 내부시설이라면 봉분 안 

에 있는 횡구식석실（橫n式石室）의 입구를 말함인데 굳이 석실에 포함되는 시설을 왜 석문이란 용어 

로 표현했는지는 의문이 든다. 노한의 손자며 노사신의 형인 노회신30）의 묘를 원주에서 청양으로 이장 

할 때 횡구식석실을 가진 벽화 묘가 발견된 바 있어 노한 묘 역시 동일한 구조의 횡구식석실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석실을 제한하면 될 일인데 석실 입구의 석문을 사치의 범주에 넣는다는 사 

실이 이해하기 어렵다. 또 석문을 외부시설로 볼 때는, 제주도에서 문（門）으로 사용하는 정낭처럼 봉분 

과 제례공간을 구분 짓는 난간석의 형태를 띤 ‘석문’으로 신과 인간의 경계를 구분 짓는 것이라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 역시도 왜 난간문（權干門）기）이라 부르지 않고 석문으로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까지 유사사례가 없기 때문에 후대에 추가로 설치된 것인지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지 

만 육이오 때의 탄흔이 석주에 보여 천장 때 석물과 함께 옮긴 것은 확실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고에서 

는 난간석과 석문을 결합한 난간석문（權干石門）으로 표현하고 있다.

5. 노한 묘 1376〜1443
노한은 원경왕후의 여동생과 결혼하여 태종과는 동서 관계로 자는 유린, 호는 효사당, 시호는 공숙으 

로 우의정을 지낸다. 그의 모친 왕씨부인이 돌아가시자 삼년 시묘살이 후 효사정을 지어 효제를 몸소 

실천하고 대대로 효를 이어왔다. 모친을 고사리에 장사 지낸지 5년 후 노한 역시 68세로 생을 마감하고 

모친 옆에 안장된다. 지금은 파주 백석리에 모친 왕씨부인의 묘 건너편에 있는데 그 묘의 형식이 일견 

유사하다. 조선 초기의 묘제로 봉분 주위에 사성이 없이 장대석으로 사각묘를 둘렀다.

노한묘 （좌-묘표석, 중-묘역, 우-문석인 2쌍）

30） 노회신（1415~1456）은 노한의 손자이자 노물재의 첫째 아들임. 원주 동화리에 있는 노회신의 묘는 2009년 인근 도로개설로 청양으로 이장할 때 벽화가 발견되 

어 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 한 바 있다.

31） 한국고전종합DB, 이해응, 계산기정（혜山紀程） 제3권

“세 겹의 석란（石ffl）을 둘렀는데 평지에서부터 점점 높아져서 층계를 만들어 놓았다. 난간문（相I干門） 양쪽에는 검은 동철로 만든 큰 향로를 놓고 침향을 피우므로 

온 경내는 향내가 진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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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묘표석

종실의 묘표석이라 그 형태가 이수방부로 되어 있다. 묘표석에는 주로 쌍룡과 단룡을 표현하는데 여 

기에는 단룡농주（單龍寺珠）로 여의주를 가지고 노는 한 마리의 용만 표현하고 있다. 운룡문 주변에는 

운문을 새겨 구름위에 있음을 나타내었다. 풍화작용이 많이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운룡의 운동감이 살 

아있는 편이다. 비신에는 ‘仁川郡夫人 II興閔氏’와 ‘차1*甫國崇綠大夫 議政府 右議政 論 츄肅公 盧閑 

之墓’라 적혀있다. 神•左 혹은 附右라는 합장 사실이 적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고사리에 안장되 

었을 때는 합장이 아닌 쌍분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②상석

왕씨부인과 마찬가지로 판석을 상석 아래에 두었다. 그 앞에 향로석과 준석이 있다.

③ 문석인

노한의 문석인은 독특하게 2쌍 즉 4구가 설치되어 있다. 위의 한쌍을 상문석인, 아래의 한 쌍을 하문 

석인이라고 한다면, 상문석인은 하문석인보다 그 크기가 작고 사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문석인 

이 4구인 경우는 그 사'례가 태종의 헌릉과 그의 막내아들 의안대군의 묘에 人］•례가 있지만 이는 세종 때 

오례가 정해지기 전의 일이다. 노한이 졸한 1443년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연구, 편찬하는 등 세종의 

치세가 가장 안정적인 시기로 사실상 종실이 규례"를 어기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노씨 종중에 

문의해 보니 이장하기 전에는 쌍분으로 전해지며, 이장 후 합장이 되었기 때문에 2쌍의 문석인이 있다 

고 한다. 또한 이장 후 상석은 봉분 앞쪽 정결한 곳에 묻었다고 전하는데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 더구 

나 두 쌍의 문석인은 크기와 조각형식도 달라 조성시기가 다름을 짐작할 수 있는 바 상문석인은 부인 

의 것, 하문석인은 노한의 것으로 추정된다.

④ 노한묘에서 발견된 난간석문

계체석은 왕씨부인과 동일하게 2단으로 나눠져 있고 상계에는 난간공이 뚫어져 난간 즉 봉분과 제

노한의 묘와 난간석문 노한묘의 사초 때 발견된 묘소 전면 난간석문 부재

32） 세종실록, 五禮 / 凶禮儀式 / 治葬 “左右立文石人各一” （단장, 합장, 쌍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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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공간을 구분하는 일종의 난간석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여태까지 난간공을 확인한 바 없어 학문적 

으로 규명할 길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 사진을 통해 난간석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역시도 십 

여 년 전에 도난을 당해 현재 난간공의 구멍만 남아 있는 상태지만 2015년 경 사초 시에 연구자의 권 

고로 무덤 전면을 확인한 결과 사진과 같은 난간석문의 일부가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이러한 난간석문의 조선전기 사례를 조사하여 기능과 의미에 관한 학문적인 규명을 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6. 노사신 묘 1427〜1498
문광공 노사신은 호조판서 때 최항과 더불어 경국대전 편찬을 총괄하였다. 남이의 역모를 다스린 관 

계로 익대공신 3등에 올라 선성군에 봉해졌고, 성종 즉위를 도운 공으로 좌리공신 3등에 책록되었다. 

묘역은 왕씨부인과 노한의 묘와는 달리, 조선전기 전형적인 묘 형식이지만 과도기적인 모습도 보여줘 

봉분의 끄트머리 부분에 용미를 이루며 사성을 만든다. 봉분 앞에는 묘표가 있고 그 앞에 상석과향로 

석, 준석이 있다.

노사신 묘（좌-묘표석, 중-묘역, 우-문무석인）

①묘표석

묘표에는 ‘貞敬夫人淸州慶氏之墓’라 적혀 있고 이어 ‘차!*甫國崇錄大夫 論 文II公盧思愼之墓’라 적 

혀 있다. 묘표석의 이수부는 노한의 묘와 동일한 단룡농주와 운문을 새겨 노한 묘의 이수부를 출초하 

여 조각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용두가 향한 방향이 向좌측으로 노한 묘표의 이수와는 방향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비좌는 방형으로 사각형인데 아래에는 각 방향마다 안상이 두개씩 새겨져 있다.

②상석

상석 아래는 판석을 받쳤다. 그 앞에는 향로석을 두고 옆에는 술이나 차를 두는 준석（權石）을 설치했 

고 이는 조선중기 이후 기능 상 제주병석으로 대체되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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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무석인과 문석인33)

노사신의 묘역에는 특이하게 무석인이 중계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 크기가 문석인의 반을 겨우 넘는 

다. 이로 인해 무석인이 아니라 동자석인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동자석 중 무석인의 형태 

로 표현된 것이 없고, 동자석인상이 16세기 이후 유행한 양식임을 생각할 때 동자석으로 판단하기 어 

렵다. 더구나 위치상으로도 상석 가까이 있지 않고 문석인과 동일한 위치임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무 

석인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무석인으로 판단한다면, 문석인과의 뒤바뀐 위치가 문제가 된다. 문석 

인보다 한 단 높은 계절에 있는 무석인의 경우는 거의 없으나 파주 지역의 황희정승묘에서 그 유사사 

례를 찾을 수 있어 형식상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장 시 문석인과 무석인의 석물 위치가 바 

뀌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대부 묘역에 설치된 무석인의 상당수는 왕릉에 비해 

그 형식이 조악하여 마치 장승이 검을 든 석주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노사신 묘역에 있는 천 

진난만한 무석인의 머리에는 사모형 투구를 쓰고 있으며 뒤에는 상모를 길게 늘어뜨리고, 오른손과 왼 

손으로 검 손잡이를 감싼다. 고개를 돌려 문석인을 바라보는 형식도 다른 묘에선 유사사례를 찾아보 

기 쉽지 않은 흥미로운 일이다. 문석인은 복두공복을 하고 있으며 복두 뒤의 각은 아래로 향해 절각복 

두 형태를 하고 있다.

파주 지역의 황희선생 묘를 비롯해 박중손과 박전 등 여러 인물들의 묘소에 입모형태의 석물이 있어 

이를 소위 시자석인이라고 하나 검을 든 점에서 무석인과의 양식상 혼선과 혈연에서 발생한 지역적인 

석물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계체석

계체석의 상계에는 봉분과 묘표석이 놓여있고, 중계에는 상석과향로석, 준석과 더불어 무석인이 놓 

여 있다. 하계에 문석인이 놓여 석물 배치가 독특하다.

7. 노공필의 묘 1445〜1517
노공필은 노사신의 아들로 영중추부사를 지냈다. 묘는 조선 초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만들어 

진 것으로 단출하게 조성되어 평소의 이 분의 검소한 생활이 묘역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묘에는 

봉분 앞에 묘표석이 있고 상석과 향로석, 준석이 옆에 있다.

①묘표석

묘표석은 단룡농주이긴 하나 운문이 노한과 노사신의 이수보다 더욱 정교하게 장식되었다. 비양에 

는 ‘貞敬夫人韓山李氏之墓’와 더불어 ‘領中驅府事 增 盧公’이라 적혀있다. 특이하게도 뒷면에 비음기를

33) 문인석, 무인석이라 통용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고문헌에 따라 문석인, 무석인으로 표현함. 이는 조경석물의 ‘人石’으로 볼 것인지, 死者의 또 다른 세상인 음택 

의 ‘石人’으로 봐야 할 것인지의 개념차이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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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겨두었는데, 형식을 볼 때 신도비명를 대신하는 묘지명을 새긴 것으로 보인다. 신도비는 종2품 이상 

을 한사람에게는 허용이 되었지만 노공필의 평소 청렴함을생각할때 재력과물력이 많이 드는 신도비 

를 묘갈병병서로 대신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노공필묘（좌 1-봉분, 2-비음기, 좌3-문석인 1 쌍, 좌4-도난당한 무석인）

② 상석 - 상석의 아래에 판석으로 된 괴임석이 있으며 앞에는 향로석이 있다.

③ 계체석 - 상계, 중계, 하계로 되어 있다.

④ 문석인과 무석인

노공필 묘역의 하계에 문석인이 있는 것을 보면 중계가 비어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는 20이년 4월 이 

전에 <그림 12> 사진의 무석인34）이 도난을 당했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노사신의 무석인과 유사 

한 모습으로 노사신 묘의 형식을 따른 것으로 보이나 고개를 약간만 비트는 등 노사신의 무석인보다 

생동감이 떨어진다.

8. 노공유 묘

노공유의 자는 숙의며 공조참의을 지냈다. 노공유 묘역 

의 묘표에는 단룡이 사라지고 운문만 남는 형태로 바뀌 

나, 형태상노공필의 것과 유사하다. 원래는 문석인이 있 

었을 것이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노공유 묘（노공유묘는 묘표외 석물은 없다）

34） 문화재청의 ‘도난문화재정보’에는 무석인이 아니라 ‘노공필 묘역의 문인석 2점’으로 되어 있고, 종중에서는 ‘동자석’이라 칭하나 본고에서는 이를 ‘무석인’으로 판 

단한다. 석물의 크기와 천진난만한 외모를 볼 때 동자석이란 이의가 제기될 수 있으나 시중을 드는 동자석에 검을 든 지물의 형식이 없고, 17C 이후 점차 홀을 든 문 

석인으로 동화되어 가는 것을 볼 때 이 형식은 무석인의 이형（異形）으로 보인다. 비스듬히 검을 쥐고 있는 석인의 머리에는 조선 전기의 투구를 착용하였으며 상모（象 

毛）는 머리 뒤에 늘어져 있고 철릭을 착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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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교하노씨 묘역의 천장과정을 통해서 볼 때 이는 단순한 묘역의 이장이 아니라 총독부의 조선시가지 

계획 령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중일전쟁으로 인한 조선반도의 공업용지와 주택용지의 확보라는 관 

점에서 문화재의 강제 이전에 역점을 두었다. 이로 인해 효창원, 연령군, 낙천군 묘역뿐만 아니라 많은 

사대부의 선영이 토막 나 이전을 결정하게 된다. 당시 이에 불복하는 경우는 묘를 파헤쳐 노상에 방치 

했기 때문이다. 노씨 선영인 고사리 묘역을 철거 할 때 선산 확보에 곤경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장 

후 집장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조선 초기 묘역을 파주로 북천한 후 천봉사적 비를 세운 것은 효사（孝思） 

를 생각한 후손답게 묘 수호 정신이 깊었음을 방증한다. 더구나 이전 시 석물의 위치와 봉분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것 역시 문중의 성의였으나 지석이나 출토유물이 알려져 있지 않고, 이전과정의 기록이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노한과 노사신 신도비 2점의 시대 양식적 변화와 왕씨부인을 비롯한 노한, 노사신, 노공필, 노 

공유의 합장묘는 15C 조선 초 석물양식의 변화를 그대로 묘제에 남겼다. 묘표석의 다양함과 봉분의 시 

대적 차이도 분명하지만 무엇보다 왕씨부인과 노한 묘에서 보인 난간석문과 난간공은 다른 묘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희귀한 것이다. 이 난간석문은 실록에 언급된 석문（石門）으로 추정되는바 봉분 

과 제향을 구분 짓고, 외부의 부정한 힘을 차단하는 금표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위해 설치했을 것이라 

본다. 석물에 있어서도 무석인이 문석인보다 상계에 놓이고, 문석인 두 쌍이 설치되는 것은 이장의 과 

정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석물배치다. 이렇듯 조선 초 사대부묘제의 독특함을 가진 묘역임에도 불구하 

고, 2001년에 노공필의 무석인 한 쌍이 도난당하고, 유리막을 씌운 신도비가 여전히 온습도에서 자유 

로울 수 없어 추후 문화재지정에 따라 목조비각（一閣三碑）으로 대체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 

라서 교하노씨 묘역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해 1940년 천장한 사례로써 당시의 제반정책과 이장과정 

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묘역이다. 특히 향리（鄕里）에 대대로 내려온 선산과 달리 일제강점기 천장한 

선산으로의 특징을 살필 수 있고, 그 묘제와 석물의 중요성이 남달라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관리, 유지 

하여 향후 시도기념물 등 영구적이고 체계적인 보존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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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일제강점기 때 대방동에 있던 교하노씨 묘역이 어떠한 이유로 파주 백석리로 천장되었는지 그 이유 

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료를 통해 ＜교하노씨 천장사적비＞에 기술된 ‘국영（國營）’이란 두 글자가 ‘조선 

시가지계획령’을 의미함을 확인하면서 본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1940년 이장을 시작하여 1942 

년 세워진 천장사적비에서 ‘고사동（古寺洞）’이란 지명과 시문에서의 ‘청련암’의 키워드가 수차례 현장 

조사를 통해 교하노씨의 사패지며 묘역이 있던 대방동임을 직접 확인하게 된다.

이로써 교하노씨묘역이 단지 문중의 사유로 인해 이장된 것이 아닌 일제강점기 국영정책으로 인해 불 

가피하게 제 자리를 떠나 이장된 것임을 고려할 때 원래의 문화적 가치가 현 상태에서 상실 혹은 유지 

되는지 묘역에 있는 제（諸）석물을 통해 연구 성과를 밝히고 있다. 파주 백석리에 이장된 묘역은 왕씨 

부인, 노한, 노사신, 노공필, 노공유로 직계가족의 석물이 시대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 노한과 노사신 

신도비 2점의 시대 양식적 변화와 왕씨부인을 비롯한 노한, 노사신, 노공필, 노공유의 합장묘는 15C 조 

55



파주문화 제32호

선 초 석물양식의 변화를 그대로 묘제에 남겼다. 묘표석의 다양함과 봉분의 시대적 차이도 분명하지 

만 왕씨부인과 노한 묘에서 보인 난간석과 난간공은 다른 사대부 묘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것이다. 이 난간석은 실록에 언급된 석문（石門）으로 추정되는바 봉분과 제향을 구분 짓고, 외부의 부 

정한 힘을 차단하는 금표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위해 설치했을 것으로 본고에서는 ‘난간석문’이라 부르 

고 있다. 왕씨부인의 난간석문이 도난당한 뒤 그 행방에 대해 알 길이 없던 차에 사초를 하면서 노한묘 

전면에 묻혀 있던 난간석문 부재의 일부를 발견한 것은 논문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특기할만한 일이다. 

노사신 묘역의 무석인 역시 문석인을 바라보는 동세를 가져 다른 묘와 비교할 때 희귀한 사례로 교하 

노씨묘역이 가진 석물의 특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교하노씨 묘역을 고찰하고자 하는 목적은, 첫 째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해 1940년 

천장한 사례로써 당시의 제반정책과 이장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묘역임은 물론 원형을 유지하 

고자 하는 염원이 담긴 의미를 평가하고자 한다. 둘 째 사대부의 난간석과 무석인 등 제석물의 독특한 

문화적 가치를 연구, 고찰함으로써 현재의 비지정문화재에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지정문화재로 

서의 가치가 본고의 기술을 통해 실현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교하노씨, 천장, 조선시가지계획령, 노한, 노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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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현 지역 양요당팔경

（兩樂堂八景）에 대한 고찰

제33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수상작 : 특별상（국립민속박물관장상）

정헌성 （파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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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익의 경관론과 현대적 경관론

2. 현재 한록산 일대의 자연경관

IV. 결론

1. 서론

전통시대에 파주의 경치를 읊은 시가 많이 전해지고 있다. 주로 조선시대 선비들이 파주에 거주하거 

나 여행을 다니면서 남긴 시들이다. 그중에서 파주시가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꼽는 시가 있으니 바 

로 래소정팔경（來蘇=景）이다. 래소정팔경은 조선 후기 남용익이 임진나루 근처에 있던 래소정 정자 

를 소재로 주변 풍경을 읊은 시이다. 파주에서는 이 시를 임진팔경（臨津八景）이라고 바꾸어 부르며 홍 

보하고 있다.

그동안 래소정팔경은 파주와 관련된 유일한 팔경시（八景詩）로 알려졌다. 하지만 필자는『성호전집（ 

星湖全集）』을 살펴보다가 ‘양요당팔경（兩樂堂八景）’이라는 시를 확인하고 파주와 관련된 또 다른 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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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양요당팔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탄현면（조선시대에는 교하현） 한록 

산 일대의 경치를 단번에 떠올릴 수 있었다. 그 자리에서 래소정팔경보다 더 뛰어나다고까지 생각하였 

다. 더구나 성호 이익이 누구인가? 조선 후기 대표 실학자로서 성호학파를 이룰 정도로 후학을 많이 길 

러낸 인물이다. 양요당팔경은 성호 이익의 명성이 더해져 나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본 글에서는 양요당팔경을 소개하고 양요당의 건립 시기와 주체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양요 

당팔경의 자연환경적 가치와 관광상품화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양요당팔경시를 처음으로 소 

개하는 만큼 글을 최대한 쉽게 쓰려고 하는데 깜냥이 될지는 모르겠다. 아무쪼록 졸고를 통해 양요당 

팔경이 파주의 관광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부여받기를 바랄 뿐이다.

h. 양요당의 역사적 의미

1. 양요당의 뜻과 건립 과정

이익은 양요당과 관련하여「양요당서」,「양요당팔경」,「양요당팔경기」등 세 편의 글을 그의 문집인『 

성호전집』에 남겼다』） 먼저, 세 편의 글을 통해 양요당의 의미와 건립 과정을 살펴보자.

이익은「양요당서」에서 서문을 쓰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내가 듣건대, 두 강이 만나는 어름에 산이 다하고 물이 모여서, ①넘실대느 물과 우뚝한 사의 즐거움이 오씨（吳 氏） 

의 당에 갖추어져 있어 ‘양요당（兩樂堂）’이라고 이름했다고 하다. 종질손（從姓孫） 아무개가 며칠 묵고 돌아가는데 

기뻐하며 말하기에 이에 서（敍）를 쓴다.”2）

밑줄 친 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오씨（吳氏）의 당에 ‘물’과 ‘산’의 즐거움이 갖추어져 있기에 ‘양요（兩 

樂）’라고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에는「양오당팔경기」에서 밝힌 ‘양요（兩樂）’의 의미를 살펴보자.

“⑦ 어지 人呈b「仁者1과 지혜로우 사람「智者1의 처지에서 보며 다지 하 줄기의 뭄. 하 조각의 산으로도 곧 심시이 융회

관통 （融會貫通）함 수 있다.” 3）

1） 이익이 남긴「양요당서」,「양요당팔경」,「양요당팔경기」등세 편의 글은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에서 확인하였다. 

글을 전개하는 가운데 나오는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의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2） 이익,「양요당서」,『성호전집』제52권, 24~25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舌聞三河之交。山盡而水會。其流洋洋。其高«"«。供于吳氏之堂日兩樂。從姓孫某信宿而還。’脫而爲之言。是爲敍。

한국고전종합DB（http：//dt）.itkc.or.kr） 검색일자: 2017. 5. 22.

3） 이익,「양요당팔경기」,『성호전집』제53권, 28~29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自仁智者見。R—片流時。便可以神會心融。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검색일자: 2017.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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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친 ②는 어진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물줄기나 작은 산이라도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문에 대한 교양을 갖추고 있거나 논어를 읽어 본 사람이라면 “지자요수［（智者樂水）］, 인자요산［（仁者樂 

山）］”를 쉽게 떠올릴수 있다.

요컨대, 양요당（兩樂堂）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산과 물, 두 가지 ［兩］를 즐길［樂］ 수 있는 집 ［堂］’ 

을 뜻하는 것으로, 그 이름은 공자가 말한 ‘지자요수 인자요산 （智者樂水仁者樂山）*게서 유래했다고 

볼수 있다.

다음으로, 양요당이 건립되는 과정을 살펴보자.「양요당팔경기」에는 다음과 같이 양요당 주인 오씨 

의 요청이 기록되어 있다.

“예전에 ③내 선친께서 교주（交州）를 다스림 적에 @능허대（透虛臺）를 세웠는데. 앞으로는 우뚝 솟은 절벽이 있고 

멀리 내와 벌판을 조망할 수 있어서 그 뛰어난 경관이 손꼽을 만하였다 거의 @60녀의 세웤이 흥러 대（臺）가 오래되 

어 황폐하였으므로 다시 몇 칸의 집을 지었는데. 심로 대를 기반으로 하여 당（堂）을 마드 것이다. 능허대라는 이름을 

바꾸어 양요당이라고 지었으니, 그 이름은 비록 다르지만 그 일은 선조의 일을 계승한 것이다. 무릇 의（義）에는 경중 

（輕重）이 있어서 반드시 발휘하는 데 의지하고, 일에는 본말（本末）이 있어서 반드시 기록을 해야 한다. 그러니 그대 

가 또한 옛 서문을 바꾸어서 기문을 써 줄 수 있겠는가?%

밑줄 친 ③을 통해 오씨의 선친이 ‘교주（交州）’의 지방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교주는 통상적으로 고 

려시대에 지금의 강원도 회양군을 일컬었으나,「양요당팔경기」에 나타난 교주는 ‘교하（交河）’이다. 2절 

에서 자세히 밝힌다.

밑줄 친 ④를 통해 양요당은 처음에 능허대였음을 알 수 있고, 밑줄 친 ©를 통해 60년 뒤에 집이 지 

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양요당은 처음에 사방이 트여 있는 ‘대（臺）’句의 형태였다가, 60년이 지나서 그 

곳에 건물을 지으면서 ‘당（堂P의 형태로 바뀐 것이다.

종합하면 양요당은 처음에 오씨 성을 가진 교하현감이 만든 능허대（俊虛臺）였다가, 60년 뒤에 그의 

아들에 의해 집이 지어지면서 ‘양요당（兩樂堂）’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또한, 앞에서 살폈듯이 양요당 

의 이름은 공자가 말한 ‘지자요수 인자요산（智者樂水 仁者樂山）’에서 유래했다.

4） 공자는 논어의 옹야（雍世） 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며, 지혜로운 사람은 동적이고 어진 사람은 정적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즐겁게 살고 어진 사람은 오래 산다［知者樂水仁者樂山。知者動仁者靜。知者樂仁者壽］."라고 말하고 있다. 김형찬 옮김,『논어』, 2011,83쪽.

5） 이익,「양요당서」, 앞의 책, 24~25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旣而主人某胎書答之日 昔君先子來守交州。築;委虛臺者。前臨陸壁。8廣«川原。其奇觀可指而數世。臺久燕廢。垂甲子 e 周。而更構數間舍。實因臺而爲堂。

換;委虛而作兩樂。其名離別。其事則述。夫義有輕重。必資平發揮。事有本末。煩加之載錄。子赤可以轉舊敍而爲記否。余作而日異平奇裁。

6） 대（臺）는 통상적으로 돌이나 흙으로 높고 평평한 바닥을 만든 뒤 누（樓）처럼 건물을 세우고 ‘OO대（臺）’라 편액한다. 남한산성의 수어장대（守漂將1）를 

떠올리면 된다. 주남철,『한국건축사』, 2006. 458쪽.

7） 당（堂）은 당당한 집채를 말하는 것으로 별서의 중심 되는 곳에 남향으로 짓고, 주택, 궁궐, 향교, 서원, 관아 등에서 중심 되는 건물이며, 주로 장방형의 민도리집 

구조나 때로 익공식 구조를 이루며, 팔작지붕을 이룬다. 하회마을의 유성룡의 종택인 충효당（忠孝堂）을 떠올리면 된다. 주남철, 앞의 책, 2006. 4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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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요당팔경을 통해 본 양요당의 위치

이 절에서는 양요당의 위치를 살펴보자.

이익은「양요당서」에서 양요당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내가 듣건대, ®두 각이 만나느 어름에 사이 다하고 물이 모여서. 넘실대느 뭄과 우뚝하 사의 즐거움이 오씨（吳氏） 

의 당에 갖추어져 있어 ‘양요당（兩樂堂）’이라고 이름했다고 한다 종질손（從好孫） 아무개가 며칠 묵고 돌아가는데 

기뻐하며 말하기에 이에 서를 쓴다.”8）

즉, 밑줄 친 ⑥에서 두 강이 만나서 산이 다하고 물이 모이는 곳에 ‘양요당（兩樂堂）’이 갖추어져 있다 

고 밝히고 있다.

「양요당팔경기」에서는 양요당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예전에 내가「양요당서」를 지었는데, 양요당은 도성의 서교（西치n에 있다. 서교 지역은 산이 평평하고 강이 흘러 모 

여서 차츰차츰 바다로 나아가는 곳인데, 나는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다.”이

즉, 도성 밖 서쪽 지역으로서 강이 흘러 모여서 차츰 바다로 나아가는 곳이라고 밝히고 있다.

「양요당서」와「양요당팔경기」의 기록을 종합하면, 양요당은 도성 밖서교에 두 강이 모여서 바다로 흘 

러가는 곳, 즉 ‘교하（交河）’에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교하（交河）라는 지명은 두 강이 모이는 곳에서 유 

래한 것임을 파주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기도 하다.

조선시대의 교하는 현감이 다스리던 고을이다. 현재의 행정 구역상 파주의 서부와 남부 지역에 해 

당한다. 남쪽으로는 심악산과 동패동까지이고, 동쪽으로는 조리읍 등원리까지이며, 북쪽으로는 금촌 

과 월롱, 탄현까지이다. 서쪽은 한강을 경계로 김포와 접하고, 북쪽은 임진강을 경계로 북한의 황해도 

와 접한다.

그러면「양요당팔경」을 통해 양요당의 구체적인 위치를 살펴보자. 이익은 양요당팔경에 대해 1경, 2 

경, 3경 등 순서를 매기지 않았다. 그러나 양요당의 경치를 오두산, 봉상산, 송리산, 검단사, 청교, 해포, 

심악산, 해문의 순서로 읊었고,⑨「양요당팔경기」에서도 같은 순서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 

서는 이익이 제시한 순서대로 팔경 번호를 붙여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 것이 설명하 

는 데 있어서 편리하다.

8） 이익,「양요당서」, 앞의 책, 24~25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君聞三河之交。山盡而水會。其流洋洋。其高 ««。供于吳氏之堂日兩樂。從®孫某信宿而還。'脫而爲之言。是爲敍。

9） 이익,「양요당팔경기」, 앞의 책, 28~29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昔余爲兩樂堂作敍。堂在國之西死。西知之地。山美水«。，II，II然演海。余足未«—到。

10） 이익,「양요당팔경」,『성호전집』제2권, 23~24쪽.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검색일자: 2017.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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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 오두제월（II 頭»月）

고요한 밤에 울적하여 높은 난간에 기대어/ 靜夜無!宗｛奇艦危 

날■씨 맑기에 달 떠오르길 함께 기다리노라. / 乘B靑共候月昇時 

잠깐사이에 청명한세계를만들어 내니 /01更幻作淸明界 

둥근 빛을 보매 그야말로 꽉 찬 보름달일세. / 看取圓光t合滿規⑴

이익은「양요당팔경」시에서 가장 먼저 오두산과 보름달의 어울림을 노래하였는데,「양요당팔경기」 

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난간을 따라가다가 우러러보면 우뚝 솟아 창공에 박혀 있는 산이 바로 지지（地誌）에 실려 있는 오두산（«頭山）이 

다. 매양 고요한 밤에 달이 뜨면 맑은 달빛이 기뻐할 만하니 ‘오두산의 맑은 하늘에 달［오두제월（«頭露月）］’이라고 

명명하였다.” ⑵

즉, 1경 ‘오두제월（醫頭露月）’은 보름달이 뜬 밤에 오두산풍경을 노래한 것이다. 화자는 난간에 기대어 

오두산을 우러러보고 있다. 또, 오두산은 난간을 따라가다가 우뚝 솟아 창공에 박혀 있다. 따라서 양요 

당은 오두산이 바라보이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두산과 가까우면서도 오두 

산보다 낮은 곶에 있는 느낌을 준다.

봉상풍범（鳳判風*ft）

호수 빛 찰랑찰랑 손바닥처럼 평평한데 / 湖光激激掌如平 

한 점 외로운 배가 백구 저편에 한가해라. / IS外孤箕一點輕 

물결을 보매 바람이 붊을 또한 알겠나니 / 世識波心風有信 

돌아가는 배의 돛이 환한 석양을 등지고 있어라. / 回7凡影背夕陽明G

이익은 두 번째로 봉상산과 돛단배의 어울림을 노래하였는데,「양요당팔경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 

명하였다.

11） 이익,「양요당팔경」, 앞의 책, 23~24쪽.

12） 이익,「양요당팔경기」, 앞의 책, 28~29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苦乃｛副剛印膽。有山突孔揮空者。地誌所載SS頭是世。每夜靜月上0靑光可喜則命日 «頭彊月。

13） 이익,「양요당팔경」, 앞의 책, 2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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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에서 뻗어 서남쪽으로 넘실대며 흐르는 물줄기가 굽이쳐 감싸고 있는 것이 통진（通津）의 봉상（鳳森）인데, 때 

로 돛대가 파도 사이에 출몰하는 것이 보이니 ‘봉상의 바람 받은 돛단배［봉상풍범（鳳物1M）］’라고 명명하였다.”⑷

즉, 2경 ‘봉상풍범（鳳》i風#I）’은 해질녘에 강 멀리 보이는 봉상산과 그 앞에 떠 있는 돛단배의 풍경을 

노래한 것이다. ‘봉상풍범（MU찌風#I）’에서 호수라고 표현한 것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오두산 앞의 

큰 강을 의미한다. 옛 시인들은 큰 강이 바다처럼 넓으면 ‘해（海）’로 표현하거나, 고여 있는 것처럼 보이 

면 ‘호（湖）’로 표현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통진은 현재 김포시에 해당한다. 봉상은 김포의 봉성산（奉 

城山）으로 추정된다. 물줄기가 감싸고 있고 돛단배가 출몰하고 있다고 표현했으니, 한강 하류 지점과 

접해 있는 봉성산일 가능성이 높다. 일제 강점기에 편찬된『조선지지자료』에는 봉성산이 봉상산（鳳》i 

山）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양요당은 한강 하류의 봉상산이 보이는 곳에 있다.

송리석봉（松«夕峰）

황량한 변방 외로운 봉화가 바다를 지키나니 / 荒成孤峰鎭海關

황혼녘에 한 점 불꽃이 앞산 봉우리에서 비친다. / 黃昏一火對前樹

하늘빛과 물 기운이 몽롱하게 어우러진 곳에 /天光水氣B蒙麗際

반딧불이 반쯤 섞여서 물 위에 날아 나오는구나. / 半雜飛營出水端 @

이익은 세 번째로 송리산과 봉화의 어울림을 노래하였는데,「양요당팔경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 

명하였다.

“당 앞의 시내가 마을을 돌아 호수로 들어가는데 시내에서 동쪽으로 100보 되는 곳에 송리산（松＞山）이 있다. 그 위 

에 연대（燃臺）가 있어 해로（海路）의 봉수대OtM）가 거기에 있으므로 ‘송리산의 저녁 봉화［송리석봉（松＞夕쏘）］’ 

라고 명명하였다.”"）

즉, 3경 ‘송리석봉（松襄夕또）’은 해질녘에 피어 오른 한 줄기 봉홧불의 풍경을 노래한 것이다. 송리산 

은 검단산을 의미한다. 1872년 발행된 지방지도에는 검단산이 송리산으로 표기되어 있고, 좀 더 이른 

시기에 제작된 광여도에는 검단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때에 따라 송리산 또는 검단산으로 부른 것으로

14） 이익,「양요당팔경기」, 앞의 책, 28~29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逸湖西南。水洋洋빠拘者。通津之鳳期世。時見橋出沒波濤間則命日鳳풔#

15）『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경기도 1-3, 통진조, 1911

16） 이익,「양요당팔경」, 앞의 책, 23~24쪽.

17） 이익,「양요당팔경기」, 앞의 책, 28~29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前有淡燒®入湖。淡東百步有山日松«止有燃臺。海路之怪燈在馬則命日松«夕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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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다. 이익이 양요당 앞에 시내가 있고 시내 동쪽으로 100보 되는 곳에 송리산이 있다고 표현했으 

므로, 양요당은 송리산（검단산）을 볼 수 있는 곳에 있다.

한편, 3경 ‘송리석봉’을 통해 양요당이 건립된 시점을 추론할 수 있다. 조선 성종 때 발행된『동국여지 

승람』에는 검단산봉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검단산봉수는 조선 초기부터 설치되어 운영되다가, 영조 7 

년（1731） 인조의 장릉이 파주 운천리에서 교하로 옮겨지면서 북동쪽에 있는 형제봉으로 옮겨진다』이 즉, 

검단산（송리산）에 봉수가 있으므로 양요당은 1731년 이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gWB 검단효종（點丹廳鍾）

서쪽 숲 그림자 검고 달은 배회할 제 / 西林影黑月#Hi

때때로 종소리가 물 위에 떠서 오는구나. / 時有鍾聲活水來

그야말로 산인이 귀가 깨어서 듣나니 / 正是山人醜耳聽

몸과 마음 이외에는 생각이 식은 재 같아라. / 身心以外念都灰 19）

이익은 네 번째로 검단사의 새벽 종소리를 노래하였는데,「양요당팔경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 

하였다.

“산에서 남쪽으로 가면 검단사（點丹寺）라는 절이 있어 종소리와 목어（木魚） 소리가 새벽과 저녁에 들리니 ‘검단사의 

새벽 종소리［검단효종（彩丹燒鍾）］’라고 명명하였다.”2°）

즉, 4경 ‘검단효종（點丹燒鍾）’은 새벽녘에 들려오는 사찰의 종소리를 노래한 것으로, 양요당 팔경 중 

에서 유일하게 청각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이다. 검단사는『동국여지승람』교하현 불우조에도 나 

오는 사찰로 지금도 검단산（송리산） 자락에 남아 있는 사찰이다.2D 따라서 양요당은 검단사의 종소리 

가 들릴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다.

18 ）『여지도서』, 경기도 교하 봉수조.

“군 서쪽 15리에 형제봉에 봉수가 있는데, 서쪽으로 풍덕의 덕적산봉수에 응하고, 남으로 고양의 고봉산봉수에 응한다. 예전에 검단산에 있었으나 천릉 후 

이곳에 옮겨졌다（在郡西十五里兄弟率西應豊德地德積山怪南應高陽地高率峰S在貯丹山 遷陸後移設于S）.”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 검색 일자: 2017. 08. 08.

19） 이익,「양요당팔경」, 앞의 책, 23~24쪽.

20） 이익,「양요당팔경기」, 앞의 책, 28~29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由山而南。有佛寺日點丹。鍾魚之聲。相聞則命日點丹燒鍾。

21）『신증동국여지승람』제11권, 경기 교하현 불우조.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검색일자: 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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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gH 청교완가（靑知 Si 移）

시야 끝까지 평평한 들판이 펼쳐졌으니 / 極目平燕UPS同

농가 소리 밤낮으로 동서에 울려 퍼진다. / 農調日夕偏西東

쟁기 호미를 우리 집이 굳이 잡고 나설 것 없으니 / 率組不必舌家出

공로를 백성들 풍년 송축하는 노래에 다 실어 보내노라. / 輸與齊民顔歲功 22）

이익은 다섯 번째로 청교의 농사 구경을 노래하였는데,「양요당팔경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 

였다.

“호수 너머 남쪽으로 무성하고 평평한 벌판이 청교（靑鄭）이다. 봄에 곡식 심고 가을에 수확하는 때에 농가（農歌）가 

들을 만하므로 ‘청교의 농사 구경［청교완가（靑히潛［核）］’이라고 명명하였다.=

즉, 5경 ‘청교완가（靑交P斷쩌）’는 강 건너 통진（김포） 벌판에 펼쳐진 가을의 풍년 농사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강을 건너지 않더라도 오두산과 검단사가 있는 남쪽의 교하 벌판 또한 넓게 펼쳐져 있다. 이곳 

을 묘사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양요당팔경기」에 “청교가 호수 너머 남쪽”이라고 했으니 강 건너 김포 

벌판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양요당은 논밭이 펼쳐진 청교를 볼 수 있는 곳에 있다.

fum 해포관어 （sijf® 漁）

물가에 봄이 와물고기가한창살찌니 / 下紫春生魚正肥

어가 소리 차츰 갈대숲에서 나온다. / 漁歌稱稱出蒼機

가없는 애내 소리 중에 물결이 푸른데 / 無邊歎乃聲中綠

두 척씩 가벼운 배들이 한가로이 돌아온다. / 兩兩輕iW取適歸 =

이익은 여섯 번째로 해포의 고기잡이 구경을 노래하였는데,「양요당팔경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 

명하였다.

“물이 또 북쪽으로 흘러 임진（臨津）에서 모이는 곳이 해포（S;'甫）인데, 작은 배들이 낚싯줄을 드리우고 막대기로 뱃 

전을 두드려 고기를 몰아대니 ‘해포의 고기잡이 구경［해포관어健;'甫觀漁、）’이라고 명명하였다.”쓰

22） 이익,「양요당팔경」, 앞의 책, 23~24쪽.

23） 이익,「양요당팔경기」, 앞의 책, 28~29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隔湖以南。野色平«者靑2M2。春穆秋橋。農調可聽則命日靑知쫍S穆。

24） 이익,「양요당팔경」, 앞의 책, 23~24쪽.

25） 이익,「양요당팔경기」, 앞의 책, 28~29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水义北會于臨津者！齡甫他。筒筒的®。垂總鳴«則命日！勸甫觀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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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6경 ‘해포관어（擊補觀漁）’는 봄날에 임진강 하류에서 작은 배들이 낚시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 

이다. 따라서 양요당은 임진강 하류가 보이는 곳에 있다. 지금은 남한과 북한이 강을 기준으로 분단되 

어 있어서 함부로 고기잡이를 할 수 없는 곳이기에 고기잡이 구경을 할 수는 없다.

심악청람（深房®扇）

비 온 뒤 먼 산은 몇 층이나 드러났는고 / 雨後盜昏露緩層

짙푸른 산기운이 모여 부처 머리 같아라. / 靑慈山氣佛頭凝 

희미한 것이 안개도 아니요 연기도 아닌데 / 依微非露非煙妻 

흰 人fl가 가로질러 나니 유달리 희게 보인다. / 白鳥橫飛別色增=

이익은 일곱 번째로 심악산의 맑은 이내를 노래하였는데,「양요당팔경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 

하였다.

“청교에서 남쪽으로 비스듬히 돌아 5리쯤 되는 곳에 산봉우리가 줄지어 늘어서서, 바라보면 부처 머리 같은 것이 심 

악（深©이다. 산기운이 산정까지 올라와 수천（水天）과 똑같은 빛이므로 ‘심악산의 맑은 이내［심악청람（深SH靑扇）］’ 

라고 명명하였다.”27）

즉, 7경 ‘심악청람（深居B靑W’은 여름날 비가 내린 뒤에 심악산에 낀 이내를 노래한 것이다. 따라서 양 

요당은 남쪽의 심악산이 보이는 곳에 있다.

해문낙조셰i門落照） 또는 해천낙조（海天落照）

망망한 넓은 바다가 먼 허공과 잇닿았는데 / 洋海范范接遠空 

이윽고 보니 지는 해가 물결에 잠겨서 붉어라. / ｛我看類日波紅 

일렁이는 물속에 천만 가지 기이한 변화 일어나니 / 千奇百變;曲融妻 

수궁에서 신룡이 해를 마중 나왔음을 알겠노라. / 知有神龍透水宮 =

26） 이익,「양요당팔경」, 앞의 책, 23~24쪽.

27） 이익,「양요당팔경기」, 앞의 책, 28~29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由靑2防£南回五里。»苗排羅。望如41«者深居世。氣蒸黨成。與水天一 色則命日深居0靑咸。

28） 이익,「양요당팔경」, 앞의 책, 2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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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은 일곱 번째로 심악산의 맑은 이내를 노래하였는데,「양요당팔경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 

하였다.

“해포가 서쪽으로 흘러서 바다에 이르면 그지없이 넓고 아득한데, 붉은 해가 큰 물결에 빠지는 것이 가장 큰 장관이 

니 ‘해문의 낙조［해문낙조（海門落照）］’라고 명명하였다.”2이

즉, 8경 ‘해문낙조（海門落照）’는 - 육지 사이에 끼어 있는 바다의 통로를 통상적으로 해문이라 일컫기 

에 -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서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입구에 떨어지는 석양을 노래한 것이다.物 오늘날 

조강（組江）이라 불리는 곳에 떨어지는 석양을 노래한 것이다. 따라서 양요당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는 해문을 볼 수 있는 곳에 있다.

요약하면, 양요당은 오두산 

과 가깝고, 남쪽 멀리 봉상산 

을 볼수 있고, 송리산봉수를 

볼 수 있고, 검단사의 종소리를 

들을 수 있고, 농사짓는 청교 

를 볼 수 있고, 임진강 하류를 

볼 수 있고, 청교 멀리 심악산 

을 볼 수 있고, 한강과 임진강 

이 만나는 해문을 살필 수 있 

는 곳에 있다. 이를 종합하면 

양요당은 현재 파주시 탄현면 

오두산 북쪽의 한록산 자락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구글 

지도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의 한록산 자락에

양요당이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29） 이익,「양요당팔경기」, 앞의 책, 28~29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署漁西流。放于洋海。';#漫無際。紅日之浴潤最奇則命日海門落照。

30） 이익은,「양요당팔경」에서는 ‘해천낙조（海天落照）’로 표현했고,「양요당팔경기」에서는 ‘해문낙조（海門落照）’로 설명하였는데, 단순한 착오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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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요당의 건립자와 건립 시기

이익은 양요당의 건립자에 대해人1 정확히 밝히지 않고, 다만 오씨라고만 하였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양요당의 건립자와 건립 시기를 파악해 보자. 먼저, 이익이「양요당서」를 쓰게 된 이유를 다시 한 번 살 

펴보자.

“내가 듣건대, 두 강이 만나는 어름에 산이 다하고 물이 모여서, 넘실대는 물과 우뚝한 산의 즐거움이 오씨（吳氏）의 

당에 갖추어져 있어 ‘양요당（兩樂堂）’이라고 이름했다고 한다. ⑦종짐손（從好孫） 아무개가 며칠 묵고 돌아가는데 

기뻐하며 말하기에 이에 서름 쓴다.” 31）

밑줄 친 ⑦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익은「양요당서」를 쓰게 된 이유가 종질손（從姓孫）이 며칠 묵으면 

서 부탁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종질손 아무개가 오씨와 이익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양요당 주인인 오씨와 이익의 종질손은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 

씨와 이익의 종질손이 인척 관계가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먼저, 종질손（從姓孫）이라는 용어부터 살펴보자. 종질손이라는 명칭은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기에 정 

확히 어떤 관계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성호는 자신의 종증조（증조부형제） 이상신（李尙信）의 6세 

손인 ‘이욱환（李昆換）’을 종질손이라고 표현했다.*그런데 똑같은 종증조 이상신의 6세손인 ‘이광환（李 

g換）’을 재종질손이라고도 불렀다.33）즉, 이익은 자신과4종손 관계의 손자를 종질손 또는 재종질손이 

라고 불렀던 것이다. 아무튼「양요당서」에 나오는 종질손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여주이씨 돌림 

자로 ‘환O）’을 쓰는 인물이다. 이익한테는 손자뻘이다. 즉, 이익의 종질손은 ‘이O환’이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양요당 주인 오씨의 요청을 다시 확인하여 양요당의 주인을 짐작해 보•자.

“예전에 ⑧내 선친께서 교주（交州）를 다스릴 적에 능허대G委虛臺）를 세웠는데, 앞으로는 우뚝 솟은 절벽이 있고 멀 

리 내와 벌판을 조망할 수 있어서 그 뛰어난 경관이 손꼽을 만하였다. 거의 ⑨60년의 세월이 흘러 대（臺）가 오래되어 

황폐하였으므로 다시 몇 칸의 집을 지었는데, 실로 대를 기반으로 하여 당（堂）을 만든 것이다.” M

31） 이익,「양요당서」, 앞의 책, 24~25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君聞三河之交。山盡而水會。其流洋洋。其高 ««。供于吳氏之堂日兩樂。從姓孫某信宿而還。脫而爲之言。是爲敍。

32） 이익은 백석정기（白石?記）에서 “이제 종질손인 진사 광보（光甫）가 신씨 자제들과 잘 알아 종유하였다［有從姓孫光甫進士慣與申氏子弟遊］.”라고 밝혔는데, 

광보는 이욱환（李昆換, 1710~?）의 자로, 영조 5년（1729）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아버지는 이정휴（李頓休）이다.

이익,「백석정기」,『성호전집』제53권, 40쪽.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검색일자: 2017. 6.15.

33） 이익은 문회서원고사록발（文會書院故事錄깨）에서 “재종질손 광환（1換）은 집안의 역사와 지난 일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문회서원고사록」을 지어 나에게 

부쳐 주기에 그 끝에다 이 글을 쓰는 바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익,「문회서원고사록발」,『성호전집』제56권, 10쪽.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 검색일자: 2017. 6. 15.

34） 이익,「양요당서」, 앞의 책, 24~25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旣而主人某 胎書答之日 昔君先子來守交州。築透虛臺者。前臨陸壁』廣桃川原。其奇觀可指而數世。臺久無廢。垂甲子己周。而更«數間舍。®因臺而爲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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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친 ⑧을 통해 오씨의 선친이 ‘교주（交州）’의 지방관（교하현감）이었음을 알 수 있고, 밑줄 친 ⑨ 

를 근거로 하여 이익의 생애（1681〜1763）보다 60년 앞서는 시기에 오씨의 선친이 교하현감을 지냈음을 

알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조선왕조실록』과『승정원일기』를 통해 1600년（선조 33）부터 1703년（숙종 

29）까지 약 100년 동안 교하현감을 지낸 인물을 확인해 보니 모두 55명이었다. 55명의 교하현감 중 오 

씨는 2명인데, 모두 동복오씨로 각각 오정주（吳極柱）W 와 오시익（吳始益）*）이다. 오정주와 오시익은 5 

촌 당숙과 당질 사이로 매우 가까운 혈연이고 10년 간격으로 교하현감을 지냈다.才

오정주는 1619년에 태어나서 1651년（효종 2）에 사마시에 합격한 인물이다.38）그의 부인은 안동김씨로 

외할아버지가 여주이씨 이지굉%）이다. 이지굉은 이익의 종조부（셋째 큰할아버지）이다.40）즉, 이익의 종 

조부 외손녀가 오정주의 부인인 것이다. 종조부의 친손이 됐든 외손이 됐든 종조부의 손（孫）은 이익과 

항렬이 같기 때문에 ‘종질손’ 또는 ‘종손（從孫）’이라고 표현할수 없다. 이익에게 손자뻘이 되려면 오정주 

의 손자, 즉 이지굉의 외고손（外高孫）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지굉의 외고손이라면 이익은 ‘외종손’ 또는 

‘외종질손’으로 불러야 타당하고, 성씨가 다르기 때문에 종손, 또는 종질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半 어쨌든, 이익의 종질손이 양요당서문을 요청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오정 

주가 교하현감을 지내면서 능허대를 짓고, 그의 아들이 양요당을 지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능허대의 건립자로서 오정주보다는 오시익이 더 유력하다. 오시익은 오정주와 마찬가지로 

1651년（효종 2）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는데, 그의 아들인 오상붕（吳尙®）은 교하용당（交河龍糖）에 묘소 

가 있고, 손자인 오명운（吳明運）은 오두산에 묘소가 있다.* 경치까지 뛰어난 곳에 양요당이라는 멋진 

집을 지었으면 그곳에서 오래 머물고 싶은 게 심리이다. 오시익의 아들과 손자가 모두 교하의 용당과 오 

두산에 묘소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오시익이 교하현감을 지내면서 능허대를 짓고, 그의 아들 오상붕 

이 양요당을 지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여주이씨족보를 살펴보니, 이익의 중형인 이잠（李潛）의 처는 동복오씨이고 처부는 오시복으로 

표기되어 있다平 동복오씨족보에도 오시복의 사위로 ‘이잠’이 등재되어 있다이렇게 볼 때, 이잠의 손 

자는 이익의 종손으로서 할머니가 동복오씨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익이 종손을 종질손으로 표현했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35）『승정원일기』139책 효종 7년（1656） 윤 5월 9일 병진 15/17 기사.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검색일자: 2017.08. 06.

36）『승정원일기』198책 현종 7년（1666） 12월 19일 을축 22/25 기사.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검색일자: 2017. 08. 06.

37） 오용완•오정도•오희용,『동복오씨대동보』1권, 2004, 136~142쪽.

38）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people.aks.a아⑴ 검색일자: 2017. 08. 06.

39） 오용완•오정도•오희용, 앞의 책, 136쪽.

40） 여주이씨상서공파종친회, '■여주이씨세보』1권, 1992.191쪽.

41）『동복오씨대동보』에서 확인한 결과, 이지굉의 외고손으로는 오상진, 오상협, 오상수, 오상질, 오상욱, 오상인, 오상채, 오상진2, 오상겸, 오상홍 등이 있다.

42） 오용완•오정도•오희용, 앞의 책, 142~143쪽.

43） 여주이씨상서공파종친회, 앞의 책, 211쪽.

44） 오용완•오정도•오희용, 앞의 책,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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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복은 1662년（현종 3） 증광문과에 급제한 인물로, 교하현감을 지낸 오정주와는 7촌이고, 오시익 

과는 8촌이다. 전통시대에 8촌은 매우 가까운 친척이다. 따라서 이잠의 손자가 이익의 종질손 또는 종 

손으로서, 오시익의 아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익의 집안과 오시익의 집안의 

혼인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李尙 »）

여주이씨 가계도

오세 현

（吳 世»）

이지선

（幸志 «）

오억령

（吳 «K）
오백령 

（吳百 tt）

오익 

（吳어）

『이지 굉

＜외손녀,

이익의 종자（從子）

이익의 종손（從孫）. 이익과 오상붕 사이에 

심무8 역활음 했올 가능성이 높다.

오정규 

（吳 lass）
오정주 오정일 

（吳 ffi—）

오시복

（吳始 復）

오시 태 

（吳始 *）

지인 관계로 추정

8 존

▲

5 촌

©- r 흐 붕‘'］ ______
［（쩌｝■＞）］；= 응당 묘소 앙요당을 건립한 인물로 추정된다.

동눅오씨 가계도

오영 S
｛吳明'il） 교하 오두산 묘소

이익의 집안인 여주이씨와 동복오씨 사이에 중첩적인 혼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양요당의 건립자가 오정주의 아들인지, 오시익의 아들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에서 밝혔듯이 

오시익의 아들이 양요당을 지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오시익의 아들과 손자가 양요당이 있는 교하 오두

45） 이렇게 가정하면, 이잠의 손자가 이익과 오상붕 사이에서 심부름을 역할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여주이씨족보를 보면, 이잠의 손자로 이임환, 이명환, 이조환, 

이석환, 이규환, 이이환, 이검환, 이근환, 이득환, 이내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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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일대에 묘소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오시익이 능허대를 마련했다면 그의 아들 오상붕（吳尙II）이 

양요당을 지은 것이 된다.

양요당의 건립자를 오시익의 아들 오상붕으로 가정하고 건립 시기를 추론해 보자. 통상적으로 고을 

의 수령들은 후임이 임명되면 저절로 수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오시익은 1666년（현 

종 7）부터 1668년（현종 9）까지 교하현감을 역임한 것으로 추정되며，애 이 시기에 능허대가 마련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60년이 지난 1726년（영조 2）에서 1728년（영조 4） 사이에 양요당이 건립되었을 것이다. 

이 시기는 이익이 40대 중반（45〜47세）이므로, 학문 방면이나 글을 짓는 방면에서 성숙해진 시점이다. 

양요당의 건립자가 오정주의 아들이라고 가정을 하면 건립 시기는 10년이 빨라진 1716년（숙종 42）에서 

1719년（숙종 45） 사이이다.

요컨대, 오시익의 아들 오상붕이 양요당을 건립했다면 양요당은 1720년대에 건립되었을 것이고, 오정 

주의 아들이 양요당을 건립했다면 양요당은 1710년대에 건립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밝혔듯이 

오시익의 아들이 양요당을 건립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1720년대（18세기 초）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 

는 것이 타당하다. 이 시기는 송리산（검단산）의 봉수가 형제봉으로 이전되기 전이기도 하다.

4. 양요당의 역人卜문화적 가치

양요당에 대해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역사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을 것이 

다. 양요당을 지은 인물을 오상붕으로 가정하였다.

18세기 초반 교하 어디쯤에 오상붕이라는 인물이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인 오시익은 교하현감을 지내면서 한록 

산 자락의 경치 좋은 곳에 능허대를 마련하였다. 오상붕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능허대에 올라 주변의 산（오두 

산, 검단산, 한록산, 봉상산, 심악산 등）과 강（임진강, 한강, 조강 등）을 감상하며 성장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도 교하를 떠나지 않았고, 교하의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 수시로 능허대에 올랐다.

오상붕은 아버지가 능허대를 만든 지 60년이 지난 뒤 그곳에 집을 지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은 것이다. 집의 이름 

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산과 물, 두 가지를 모두 즐길 수 있기에 양요당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아!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 멋지게 집을 지었구나. 역시 이곳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일품이란 말이야.’

오상붕은 이름난 학자에게 양요당의 서문을 부탁하고자 했다. 마침 조선 후기의 대표 실학자인 성호 이익의 명성 

을 익히 들었고, 이익의 종질손 ‘이O환’과도 알고 지내고 있었다. 이에 그를 통해 이익에게 양요당에 대한 서문을 부 

탁하였다. 이익의 종질손 ‘이O환’은 광주 첨성리（현재의 안산 상록구 일동）에 살던 이익의 집에 찾아가 어려운 부탁 

을 하였다.

46） 승정원일기에는 현종 9년（1688）월 8월 오시익의 후임으로 이몽석이 교하현감으로 제수되고 있다.

『승정원일기』209책 현종 9년（1688） 8월 5일 신미 18/18 기사.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검색일자: 2017,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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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님, 교하에 살고 있는 저의 지인 오씨가 집을 멋지게 지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거기에서 바라보는 산 

수가 기가 막힙니다.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곳에서 낙조를 보면 하늘빛과 물빛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 검단산 

의 새벽 종소리가 맑고 고와서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하지요. 집의 이름을 양요당이라고 했습죠. 대부님께서 서문을 

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익은 확답을 하지 않았으나 쎠 줄 마음을 먹었다. 이익의 종질손은 눈치를 채고 기다리면서 대부님 집에서 며칠 

을 묵었다. 며칠 뒤 이익이 써 준「양요당서」를 품에 품고 대부님께 큰 절을 올린 뒤 부랴부랴 교하로 향하였다.

이익이 써 준「양요당서」를 받아 든 오상붕은 단번에 명문장임을 알아차렸고, 더욱 욕심이 나서 이익에게 직접 손 

편지를 썼다.

“예전에 제 선친께서 교하를 다스릴 적에 능허대（俊虛臺）를 마련했는데, 앞으로는 우뚝 솟은 절벽이 있고 멀리 내 

와 벌판을 조망할 수 있어서 그 뛰어난 경관이 손꼽을 만하였습니다 거의 60년의 세월이 흘러 대（臺）가 오래되어 황 

폐하였으므로 다시 몇 칸의 집을 지었는데, 실로 대를 기반으로 하여 당（堂）을 만든 것입니다. 능허대라는 이름을 바 

그구어 양요당이라고 지었으니, 그 이름은 비록 다르지만 그 일은 선조의 일을 계승한 것입니다.…… 일에는 본말（本末） 

이 있어서 반드시 기록을 해야 하므로, 선생께서 기문을 써 줄 수 있겠습니까?”

편지를 받아든 이익은 오씨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며, ‘양요당팔경’과 ‘양요당팔경기’을 쎠서 보내 주었다.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익은 교하의 양요당과 관련하여「양요당서」,「양요당팔경」,「양요당팔경기」라는 세 편 

의 글을 남겼다.

오상붕은 교하를 떠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닦은 터전이면서 강과 산이 어우러져 산수와 풍류를 즐길 수 있었기 때 

문이다. 더구나 많은 품과 비용을 들여 멋진 집까지 마련했으니 아들에게 유언을 하였다.

“아들아, 나는 죽어서도 이곳을 떠날 수 없구나. 너도 알다시피 교하, 이곳은 자연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 아니 

더냐? 그러니 내 죽거든 교하 용당에 묻히고 싶구나.”

오명운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교하 용당에 아버지의 묘소를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도 오두산에 묻히길 원했고 그 

렇게 되었다 …….

전업 작가가 아니라서 구성이 엉성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표현해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스토리 

이다. 이 역사를 바탕으로 마을 이야기를 만들어내어 연극을 펼칠 수도 있고, 양요당팔경을 소재로 회 

화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호 이익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파주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오시익이나 오상붕이라는 역사 인물을 새롭 

게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록 군사 지역이지만 한록산 자락에 양요당을 복원하면 관광상품으 

로서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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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양요당팔경의 자연환경적 가치

1. 이익의 경관론과 현대적 경관론

양요당팔경은 한록산 주변의 자연경관을 표현한 시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이익이 어떤 생각과 마 

음으로 양요당팔경을 읊었는지 그의 경관론（景m論） 내지는 경치론（景致論）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익이 생각하는 경치는「양요당서」에 잘 나타나 있으므로 하나씩 살펴보자. 양요당서에 가장 먼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오히려 강산을 구경하는 데는 탐하고 아껴서 경치가 기이한 곳에 갈수록 욕심을 부려 마침내 험하고 괴이하여 보기 

에도 놀랍고 마음을 두렵게 하는 곳에 이른 뒤에야 그만둔다. 비록 재물을 풍족히 하는 자들과는 등급이 다르지만 

그칠 줄 모르기는 마찬가지이다.” 47）

이익은 사람들이 기이한 경치를 즐기는 까닭에 더욱 더 괴이한 경치에 욕심을 부린다고 비판하고 있 

다. 그러면서 그러한 행위는 재물을 더더욱 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하였다. 괴이하고 놀라운 것만 

이 경치가 아니라 소박한 것도 좋은 경치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다음 글의 속뜻도 살펴보자

옛 군자들은 마음을 담박하게 가지고 어떤 처지에서든 스스로 유유자적하여 고집하거나 기필하는 사사로움이 없었 

으니, 그 때문에 외물에 얽매인 적이 없이 거기에서 즐거움을 취할 수 있었다. 창랑（；'倉浪）의 노래에서는 소리가 들리 

면 마음으로 통하였고, 동산（東山）에 올라 노（魯）나라를 작게 여긴 일에서는 눈으로 보기만 하면 도의 소재를 알았 

으니, 처지를 편안히 여기고 순리를 즐겨 말과 행동에 드러난 것이 그러한 것이다. 48）

이익은 옛날의 군자들이 어떤 곳에서든 유유자적하면서 겉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즐거움을 찾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공자가 맑은 물이든 흙탕물이든 그에 맞게 취할 수 있다고 말한 사례%）와 높은 

곳에 올라선 사람은 작은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사례"）를 들고 있다. 즉, 군자가 즐기는 것은 외물의

47） 이익,「양요당서」, 앞의 책, 24~25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而® 於江山之賞。貪求各t 堅。益飮 其奇勝。逐至于幽險論1'在。惑 眼 W心而後便休。離與豊財足用。差等不同。其不止則均世。

48） 이익,「양요당서」, 앞의 책, 24~25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是以古之君子41心潛泊。隨遇自M固必之私。故未BWS 於外物而樂有取=倉浪1=聲入而心通世。東山'」%目擊而道存世。此則安處樂順。

發平示爲者然世。不兩發於有所樂而不得其 正美。

49） 맹자는「이루 상」에서 “공자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저 노래를 들어 보거라. 물이 맑으면 갓끈을 씻고 흐리면 발을 씻는다고 한다.

그런 차이는 모두 물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孔子日 小子聽之 淸航a繼 獨航a足오 自HX之世］；”하였다 박경환 옮김,『맹자』, 2011, 176쪽.

50） 맹자는「진심 상」에서 “공자께서 동산에 올라서는 노나라를 작다고 여기고, 태산에 올라서는 천하를 작다고 여겼다［孔子登東山而小魯 登太山而小天下］." 

라고 하였다. 박경환 옮김, 앞의 책, 3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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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함이 아니라 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순리와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군자 본인의 처지라는 것 

이다. 자연 경치 그대로를 어떻게 즐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다음 글의 속뜻도 살펴보자.

무릇 조물주가 종류대로 만물을 빚어내매 물은 흐르고 산은 우뚝하여 형상을 정하였으니, 진실로 그 이치를 묵묵히 

엿보고자 한다면 작은 언덕이나 얕은 도랑물에서도 묘리（妙理）의 운용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그런데 어찌 반드시 

성질대로 끝까지 두루 돌아다녀 거기에 빠져 돌아올 줄 모른 뒤에야 만족하는가. 더）

이익은 작은 언덕이나 얕은 도랑물에서도 조물주가 빚어낸 만물의 이치를 엿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 

다. 그러면서 괴이한 경치를 찾고자 끝까지 두루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핀잔을 주고 있다. 즉, 두루 돌 

아다니지 않아도 겉보기에 하찮은 가까운 곳의 경치일지라도 그 속에서 조물의 이치를 깨닫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글의 속뜻도 살펴보자.

본디 높은 봉우리와 험한 벼랑, 뿜어져 나오는 샘물과 부딪치는 물결은 사람에 비유하자면 어그러지고 모나 평탄치 

못하여 구차하게 어려운 일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일 것이요, 본래 궁벽한 지역의 원천（源泉）과 동떨어진 곳의 기이 

하고 쓸쓸한 땅은 사람에게 비유하자면 편협하고 꼿꼿하여 부합하는 이가적어 쓰임이 되기에 부적합한 사람일 것이 

다. 그런 곳을 보고 반드시 기뻐하고 기뻐하면 반드시 마음이 맞으며 마음이 맞으면 반드시 그를 닮게 되니, 닮는 것 

은 요컨대 그 마음일 뿐이다. 또 어찌 후중하여 옮기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 묶이지 않는 산과 물처럼 인（仁）과 지（智） 

의 변함없는 행실에 부합할 수 있겠는가. 미

이익은 높은 봉우리, 험한 벼랑, 뿜어져 나오는 샘물, 부딪치는 물결 등을 어려운 일을 하려는 사람에 

비유하였고, 궁벽한 지역의 근원이 되는 샘물이나 멀리 떨어진 곳의 기이한 땅을 편협한 사람에 비유 

하였다. 두 종류의 사람 모두 군자와는 거리가 멀 뿐이라면서, 끊임없이 흘러 묶이지 않는 산과물을 아 

는 것이 인（仁）과 지（智）를 행하는 것이라고 평하였다.

「양요당팔경기」에도 이익의 경관론을 살필 수 있는 대목이 있다.

51） 이익,「양요당서」, 앞의 책, 24~25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夫品* 陶 11。流時定象。荀飮默闕其理。介丘消淡。莫非妙用之顯世。何必偏走索性。往不知返而後足裁。

52） 이익,「양요당서」, 앞의 책, 24~25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然固有曾臟陸》쁨。噴泉以激浪。比之人。〒호角不平。好爲荀難人유。固有僻源窮境。孤奇S絶者。比之人』S介寡合。不適爲用아。觀之必'脫之。脫之必得之。 

得之必以之。假要其中而 S.X 登苦厚重而不遷。流動而不括。有合平仁智之«行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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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양요당은 도읍에서 하루 노정（路程）이 되는 곳에 있으면서 박옥（11玉） 속에 있는 옥처럼 광채를 감추고 아름다 

움을 숨기고 있다. 길 가는 사람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 눈여겨보는 자가 없어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전혀 알 

지 못하는데 한 꺼풀만 투과하면 바로 진경（眞境）에 나아가니, 이는 안으로만 수양하고 밖에 자랑하여 팔지 않는 사 

람과 매우 비슷하다. 이 점이 더욱 깊이 한탄스럽다. 나는 이미 가르침을 받아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노니 

는 자들이 곧 아름다운 명칭을 내걸어 경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여 이 당의 즐거움으로 삼았다. 의

양요당이 있는 곳의 경치는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눈에 띄지는 않지만 옥처럼 광채를 감추 

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수양이 깊으면서도 자랑하지 않는 선비에 비유하고 있고, 양요당에서 

노니는 사람들이 그 경치를 즐기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이익의 경관론을 종합하면, 이익은 눈에 잘 띄는 괴이하고 요상한 것보다는 작은 언덕 

이나 얕은 도랑물일지라도 자연 그대로의 이치를 찾아내어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익의 이러한 경관론은 요즘에 새롭게 대두하는 점경관 또는 경관점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 

다. 점경관은 한 눈에 들어오는 경관으로 작은 규모의 경승지를 의미한다. 사진의 프레임이나 화가의 캔 

버스 내에 한 폭의 풍경으로 묘사되는 경관을 뜻한다.여 즉, 이익이 밝힌 것처럼 규모가 크고 기이한 것 

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에서 한눈에 들어오는 경관이 점경관이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 시대 전문 화원이 

나 화가들이 표현한 명승지 그림과도 일치한다. 즉,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산수화가인 정선, 강세황, 김 

홍도 등의 명승지 그림 또한 대규모의 자연이나 웅장한 모습보다는 우리나라 산수의 아기자기한 풍경 

을 화폭에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파주 탄현의 한록산을 중심으로 한 팔경의 경치 또한 점경관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갖 

추고 있다. 따라서 한록산 일대를 무분별하게 개발하기에 앞서 한록산의 자연경관 가치를 재검토하고 

발전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2. 현재 한록산 일대의 자연경관

양요당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을 찾기 위해 지인들과함께 한록산을 직접 답사하였다. 양요당 터 

로 추정되는 곳은 군사시설인 벙커로 훼손되어 있었다. 벙커가 온전한 것으로 보아 지금도 군사작전 

이 간혹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이 방문한 날은 군인들이 없어서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었다.

양요당 터로 추정되는 곳은 서북쪽 방향을 제외하고 세 방향이 모두 수풀로 둘러싸여 있다. 서북쪽 

은 군인들이 북한 지역을 바라보며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잡목이 제거된 상태였다. 그래서 양요당 팔경

53） 이익,「양요당팔경기」, 앞의 책, 28~29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今堂處平都邑由旬之地혀m 藏婚。苦玉之在環。行道者揮曾 而莫#著眼。頓不知 R8 尺之間。透一 膜而便造眞境。始與內修不節古者相 假。此九 歎之 St》。 

余旣奉以語恐美。遊息於 者。卽標 揚壽稱。助慘顔色。以爲 堂之樂。

54） 문화재청,「금수강산, 명승의 나라」,『문화재사랑』36, 2007년 11월호,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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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6경 해포관어와 8경 해문낙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서남쪽과 남쪽, 동남쪽은 모두 수풀 때문 

에 시계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나뭇가지와 수풀 사이로 멀리 심악산과 봉상산, 가까운 곳의 검단산（송 

리산）과 오두산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였다. 서남쪽의 시계가 가장 안 좋기 때문에 5경 청교완가의 확 

인이 어려웠으나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였다.

지인들과 함께 벙커 위에서 양요당팔경시를 한 수 한 수 읽으니 위치가 거의 맞아떨어져서 모두 탄성 

을 터뜨렸다. 더구나 이익이 묘사한자연환경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몸에 전율마저 일어났다. 이익이 이 

곳에 와 보지도 않고서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은 놀랍기만 하다. 아마도 이익의 종질손 

이 매우 자세하고 세밀한 정보를 이익에게 주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사실 한록산 주변은 많이 훼손되고 있다. 그러나 양요당 터로 추정되는 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오상 

붕과 이익이 살던 당대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한록산 자락에서 오두산（1경）이 보이고, 오두산과 

검단산 사이로 김포의 봉상산（2경）이 보이고, 봉수대가 비록 훼손되었으나 송리산（3경）이 보이고, 검 

단사의 종소리는 들을 수 없으나 검단사（4경）가 전통사찰로 남아 있고, 한강 너머 김포의 청교（5경）가 

보이고, 임진강 하류의 해포（6경）도 보이고, 남쪽으로 심악산（7경）이 보이고, 김포 조강의 해문（8경）도 

보인다. 즉, 양요당의 8경이 모두 남아 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자연환경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

양요당 터로 추정되는 곳으로 현재는 군사시설이다. 북서쪽만 시계가 좋고 다른 방향은 모두 수풀로 둘러싸여 있다. 해보 너머가 북한의 황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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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경제성장을 크게 이룩하였지만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말았다. 파주 

시 또한 신도시가 생기고 엘지그룹의 몇 개 회사가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발전했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이 많이 파괴되었다. 자연환경은 인간은 물론 동식물이 살아가는 생활터전이다. 자연환 

경이 파괴되면 지구상의 생명체는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환경 그 자체는 인류에게 큰 자산이다. 

그러므로 자연환경을 보호 및 보전하면서 개발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한록산 일 

대의 개발에 관한 제언을 하면서 결론을 대신한다. 제언은 필자가 논문을 준비하는 중에 오두산과 한 

록산이 지척에 있는 곳에 대규모 토목 사업이 벌어진다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막기 위해 자연자원뿐 

아니라 역사문화적 자원도 매우 소중하다는 차원에서 지방 신문사에 기고한 글의 일부이다. 마지막으 

로 관광문화상품으로서 양요당팔경의 가치를 검토한다.

1. 한록산 일대의 개발에 관한 제언（提言）

오래전부터 한록산을 비롯해서 오두산과 검단산 일대가 난개발로 몸살을 알고 있다. 체계적이면서 

도 장기적인 도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개발을 하는 바람에 산과 들, 하천이 마구 파헤쳐 

졌다. 오두산과 검단산 일대가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살펴보자.

통일을 기원하는 뜻에서 설립한 오두산 통일전망대（1992년 9월 8일）, 실향민들의 묘지로 조성된 동 

화경모공원（1995년 7월 20일）,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은 헤이리 예술마을（1998년）, 

축구 국가 대표들의 훈련 장소인 트레이닝 센터（20이년 11월 9일）, 영어교육을 강화한다면 설립한 경기 

영어마을 파주캠프（2006년 4월 3일）, 일명 프로방스로 불리는 파주맛고을 음식문화거리（2007년）, 고 

려시대 국왕들과 공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고려통일대전（2007년 8월 30일）, 수입 명품 판매점으로 

일명 첼시라고도 불리는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2011년 3월 18일）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있다. 또한, 

설립 취지를 전혀 알 수 없는 러브호텔 단지도 들어서 있고, 10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대림산업의 파주 

파크빌리지（콘도미니엄）는 흉물 그 자체로 남아 있다”） 이러한 시설들을 하나로 꿸 수 있는 콘셉트가 

무엇인지 도무지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 마구잡이로 개발했다는 생각뿐이다.

여기에 더하여 파주시에서는 검단산의 동쪽 끝자락에 장단콩웰빙마루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 천 

연기념물 제324호인 수리부엉이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이다. 자연환경과 동식물도 그 자체로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를 파괴하면서 어떤 자산을 얻을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실제로 파주는 뼈아픈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화석정과 임진나루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전혀 고

55） 네이버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를 이용하여 각 시설과 건물의 조성일 및 준공일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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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지 않은 채 문산에서 적성으로 향하는 37번 국도를 개통했다. 그에 따라 화석정이 있는 적벽의 자 

연환경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역人）••문화적 가치마저도 훼손하고 말았다.

한록산과 오두산 및 검단산 일대는 아기자기한 자연경관이 펼쳐진 곳이다. 장단콩웰빙마루가 들어 

서는 산봉우리도 예전에는 주봉산으로 불리던 곳이다. 주봉산에 오르면 그 옛날 교하 고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마을의 역사성과 자연 경관성을 검토도 하지 않고 개발하면 파주시가 또다시 후회할 수도 

있다. 화석정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2. 관광문화상품으로서 양요당팔경의 가치

양요당이 있던 곳은 현재 한록산 자락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오두산 통일 전망대와 지척으로 가깝 

고, 주변에 검단산과 오두산, 약산 등이 있다. 또한 임진강과 한강 그리고 조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산과 물이 어우러진 뛰어난 자연경관을 간직한 곳이다. 요즘 중요시되는 관광상품은 ‘자연’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자연의 가치가 더 높아 

지고 있다. 따라서 자연생태가 비교적 잘 보전된 한록산 자락은 광광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이러한 자연경관을 노래한 팔경시가 있으니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도 높다고 볼 수 있다. 한때 지방 

자치단체별로 있지도 않은 팔경을 억지로 만들어 내어 웃음을 산 일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상 

품을 만들어낸다면서 ‘팔경’이니 ‘십경’이니 하는 말들을 고장의 지명에 붙여서 마구잡이로 만들어냈 

다. 그렇지만 성공한 경우는 드물다. 역사 문화적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록산 자락의 양요 

당팔경은 조선 후기에 한 선비가 직접 체험하고 즐긴 자연경관이다. 더구나 대표 실학자인 성호 이익이 

그를 위해 직접 팔경시를 써 주기까지 했다. 이러한 역사성은 양요당팔경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한록산은 교통도 편리하다. 전통시대에는 한강과 임진강을 잇는 뱃길이 되었던 곳이고, 현재는 자유 

로가 그 옆으로 지나간다. 또, 미래에는 GTX가 오두산 가까운 곳까지 개통될 전망이다. 이러한 교통은 

서울 인구 천만 명과 고양시 인구 백만 명을 끌어 모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인근에 오두산 통일 전망대, 

헤이리마을 등 관광지도 있으므로, 이들과 연결하면 좋은 관광문화상품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만들지는 전문가들이 할 일이다. 그러나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우선 양요당의 복원으로 볼 수 있다. 양요당 복원을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한록산과 탄현 

일대의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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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파주의 임진강변을 노래한 시로 양요당팔경이 이번에 새롭게 발굴되었다. 양요당팔경은 탄현면 한록 

산 자락에 있던 양요당이라는 집에서 주변의 자연경관을 노래한 시다. 양요당은 (동복오씨)오상붕이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현종 년간(1720년대) 지은 건물로 추정된다. 양요당의 이름은『논어』 

에 나오는 ‘지자요수 인자요산(智者樂水仁者樂山)’이라는 말에서 따온 것으로, 물과 산 두 가지를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다. 오상붕은 양요당을 짓고 지인을 통해 성호 이익에게 서문과 기문을 부탁하였다. 그 

러자 성호 이익은『양요당서』,『양요당팔경기』,『양요당팔경』을 오상붕에게 써 주었다. 양요당팔경은 임 

진강변을 노래한 또 다른 시인 래소정팔경만큼이나 아름답고 섬세하다. 양요당팔경의 작시 배경과 시 

기, 작시자 등이 명확하고, 만들어지는 과정이 드라마틱하여 역사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다.

양요당이 있던 곳은 현재 군사시설인 벙커가 자리하고 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자연경관은 오상붕 

과 이익이 살던 조선 후기와 다를 바 없이 비교적 온전한 편이다. 실제로 양요당팔경의 소재가 된 오두 

산, 심악산, 송리산(검단산), 봉상산, 청교(김포 벌판), 임진강, 조강 등을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 

금의 자연경관도 팔경시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자연경관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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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파주시는 오두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해 토목과 건축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콘셉트가 없는 난개발이 되고 말았다. 양요당팔경은 역사 • 문화적 가치는 물론 자연환경 

적 가치가 높으므로 관광문화상품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양요당의 복원 

을 통해 시민들에게 그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주제어 양요당（兩樂堂）, 양요당서（兩樂堂序）, 양요당팔경（兩樂堂八景）, 

양요당팔경기（兩樂堂八景記）, 한록산팔경, 탄현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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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 제32호

3-1 운동 100주년 기획특집

파주 3 • 1운동 고찰,

광탄 발랑리 만세운동을 중심으로.

김순자（작가, 파주문화유산해설사회 회장）

34운동 발발 100주년이 되었다. 세월은 흘렀으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아물 수 없었다. 역사는 과거 

사이지만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현재진행형이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파주의 독립운동사와 독립만 

세 시위운동, 애국충절로 희생된 독립운동가들의 숨은 발자취를 따라가 보기로 한다. 암흑과 억압의 굴 

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오늘이 있기까지 그분들이 치룬 숱한 희생에 감사하며 

비교적 덜 알려진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한다. 아울러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에 있는 태극기 마을의 

조성 배경과 그날의 시위 현장을 함께 살펴본다.

파주의 독립운동 과정

1910년 강제합병으로 조선을 점령한 일본은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각 

분야에서 폭력적인 억압과 수탈을 자행하는 무단통치武斷統治를 실시했다.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해 수 

많은 항일운동가와 모든 형태의 반일 활동을 학살, 탄압했다.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 

인 권리는 전혀 누릴 수 없었으며, 가벼운 죄에도 가혹한 처벌을 가하는 조선태형령朝鮮答刑令이 시행 

됐다. 정치적 억압과 인권유린, 경제적 약탈로 인해 민중의 생활은 크게 악화되었고, 이에 대한 분노와 

저항의지가 3.1 운동으로 이어졌다.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파주의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던 시기 또한 1919년 3.1 운동 즈음이 

다. 3월 10일 와석면 교하리（현 교하동） 교하공립보통학교（현 교하초등학교）에서의 시위를 시작으로 

동월 28일 대규모 군중시위가 공릉장터（봉일천）에서 벌어졌다. 교하에서 이를 주도한 인물은 임명애로 

운동장에 모인 백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고 따라하도록 독려했다.

‘오는 28일 동리산洞里山으로 일동은 모이라. 집합치 않는 자의 집에는 방화하겠다.“라는 격문을 쓴 

이는 구세군의 염규호이며 김수덕과 김선명 등은 염명애의 집에서 격문을 인쇄해 배포했다. 28일은 당 

시 파주에서 가장 큰 장이 열리던 봉일천 장날이었다. 고양시에서까지 장을 보러 오는 이들이 있을 때 

이니 당시로서는 가장 많은 군중이 모이는 곳이 장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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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시위를 계획한 이들은 인쇄한 격문 60여 장을 당하리 등지에 배부하고 3월 26일에는 염규호, 

김창실, 김수덕 등이 인근에 모여든 군중 700여 명을 인솔하여 면사무소로 이동해 사무소 유리창을 깨 

뜨리고 업무중단을 요구했다.

3월 27일 광탄면 발랑리 일대에서도 마을 주민 10여 명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면사무소 

앞에 수백 명이 집결하여 만세 시위를 함께 했다. 28일에는 발랑리 주민인 정갑석, 이기하, 조무쇠, 남 

동민, 강흥문, 이인옥, 정천화, 정봉화, 정시화, 정봉수 등이 광탄면 주민 천여 명을 이끌고 봉일천장으 

로 이동했다.

당시 봉일천 장에 모인 시위대는 3천여 명에 이른다 한다. 격렬한 시위 현장에서 발랑리 주민 정시화 

는 일제의 총탄에 맞아 바로 순국하였고, 남은 9인은 모두 체포되어 옥고를 치러야 했다. 이때 헌병의 

총탄에 당하리에 사는 최홍주 또한 그 자리에서 순국하였고, 임명애, 염규호, 김창실, 김수덕 등은 모 

두 검거되었다.

파주의 독립운동가 35인

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연행되어 옥고를 치른 이는 35인 

으로 조사되었다. 일제의 탄압을 피해 국외 또는 타지로 이동 

하여 자료에서 누락된 이가 적지 않을 것이고, 독립운동 중이 

나 시위현장에서 희생되어 증명할 수 없는 이름 또한 숱하게 

많을 것이다.

가장 치열한 만세운동이 벌어졌던 3월 28일 공릉장터의 희 

생자만도 100여 명이 넘는다하니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독립을 

위해 희생되었는지 짐작하고 남을 일이다. 모두 찾아 수록하지 

못함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흔적 없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께 감사하며, 본란에는 독립운동을 하다 연행되어 

옥고를 치른 35인의 판결문 내용을 발췌•수록한다.

본적 •주소지가 파주에 있는 인물만 조사한 자료이며 항소와 

상고의 내용은 생략하고, 당시의 나이와 주소, 판결문（1심 판 

결문 내용）의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 일부 변경된 지명은 

과거의 지명대로 기재하며 상세주소는 생략한다. 본 기록은 조 

선총독부의 관보를 토대로 국가기록원에 명시된 파주관련 독 

립운동가의 자료이다. 판결문의 내용과 일자 등을 통해 파주의 

독립운동사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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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 제32호

1. 정갑석（鄭甲石. 26세）

- 본적/주소 : 광탄면 발랑리

- 판결기관/판결일 : 경성복심법원, 1919.06.6

- 죄명/개요 : 보안법위반, 정치변혁의 목적으로 조선독 

립만세운동을 부름

2. 유극로（命極老.19세）

- 본적/주소 : 탄현면 법흥리

- 판결기관/판결일 : 경성지방법원, 1919.08.30

- 죄명/개요 :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조선독립선언과 

동시에 선언서를 발포하여 대한독립만세 , 조선독립만세를 

절구하며 독립시위운동을 함

3. 이기하（李起河. 22세）

- 본적/주소 : 광탄면 발랑리

- 판결기관/판결일 : 경성복심법원, 1919.07.19

- 죄명/개요 : 보안법위반, 정치변혁의 목적으로 조선독 

립만세운동을 부름

4. 조무쇠（虐芮金L 26세）

- 본적/주소 : 광탄면 발랑리

- 판결기관/판결일 : 경성복심법원, 1919.07.19

- 죄명/개요 : 보안법위반, 정치변혁의 목적으로 조선독 

립만세운동을 부름

5. 유화진（命華鎭. 21세）

- 본적/주소 : 탄현면 법흥리

- 판결기관/판결일 : 경성지방법원, 1919.08.30

- 죄명/개요 :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조선독립선언과 

동시에 선언서를 발포하여 대한독립만세 , 조선독립만세를 

절구하며 독립시위운동을 함

6. 김지협（金知協. 49세）

- 본적/주소 : 탄현면 축현리

- 판결기관/판결일 : 경성지방법원, 1918.05.30

- 죄명/개요 : 보안법위반, 일본이 망하여 조선이 곧 해방 

되면 계룡산정도령이 고위관직을 준다고 청림교를 포교함

7. 남동민（南東敏. 24세）

- 본적/주소 : 광탄면 발랑리

- 판결기관/판결일 : 경성지방법원, 1919.06.06

- 죄명/사건개요 : 보안법위반, 군중 수백 명과 함께 면사 

무소에 가서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였고, 다음날 주민 천 

여 명과 함께 사무소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시장에 가 

서 독립시위운동을 함

8. 김수덕（金守德. 16세）

- 본적/주소 : 와석면 교하리

- 판결기관/판결일 : 경성지방법원, 1919.06.03

- 죄명/개요 :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격문을 배부하여, 

면민 등과 조선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정하고, '공홍항산에 

집합하라', 문서 60매를 인쇄하여 당하리에 배포함

9. 김수진（金守鎭. 18세）

- 본적/주소 : 와석면 교하리

- 판결기관/판결일 : 경성복심법원

- 죄명/개요 :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상동

10. 황인수（M賤秀. 36세）

- 본적/주소 : 청석면 동패리

- 판결기곤이판결일 : 경성복심법원, 1921.07.13

- 죄명/개요 : 폭발물취체벌칙위반,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강도, 상해가정부에 군자금 조달을 위하여 3차례, 

협박, 강탈함

11. 강흥문（康興文. 28세）

- 본적/주소 : 광탄면 발랑리

- 판결기곤이판결일 : 경성복심법원, 1919.07.19

- 죄명/개요 : 보안법위반, 정치변혁의 목적으로 조선독 

립만세운동을 부름

12. 이인옥（李仁玉. 28세）

- 본적/주소 : 광탄면 발랑리

- 판결기관/판결일 : 경성복심법원, 1919.07.19

- 죄명/개요 : 보안법위반, 정치변혁의 목적으로 조선독 

립만세운동을 부름

13. 정천화（鄭天和. 31세）

- 본적/주소 : 광탄면 발랑리

- 판결기관/판결일 : 경성복심법원, 19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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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개요 : 보안법위반, 정치변혁의 목적으로 조선독 

립만세운동을 부름

14. 정봉화（鄭奉和. 28A1I）

- 본적/주소 : 광탄면 발랑리

- 판결기관/판결일 : 경성복심법원, 1919.07.19

- 죄명/개요 : 보안법위반, 정치변혁의 목적으로 조선독 

립만세운동을 부름

15. 김선명（金善明. 24세）

- 본적/주소 : 와석면 교하리

- 판결기관/판결일 : 경성복심법원형사부, 1919.07.23

- 죄명/개요 :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독립시위운동에 

참여하라는 협박문 인쇄배부

16염규호（廉封告. 38세）

- 본적/주소 : 와석면 교하리

- 판결기관/판결일 : 경성복심법원, 1919.07.23

- 죄명/개요 :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독립시위운동에 

참여하라는 협박문을 인쇄배부

17. 임은성（林銀星. 24세）

- 본적/주소 : 임진면 문산리

- 판결기관/판결일 : 경성복심법원, 1920.04.08

- 죄명/개요 : 방화, 공갈미수, 조선독립자금 모금을 수단 

으로 협박, 금품을 갈취하려 함

18. 이용현（李容솔1 22세）

- 본적/주소 : 파주군 공릉장

- 판결기관/판결일 : 경성공소원, 1908.09.2

- 죄명/개요 : 내란, 의병에 적을 두고 무리를 소집하여 각 

각 동민에게 금원 갈취

19. 정용대（鄭用大. 28세）

- 본적/주소 : 적성군 남면

- 판결기관/판결일 : 경성공소원, 1909.12.01

- 죄명/개요 : 내란, 폭도의 무리에 가입, 각지를 횡행하며 

의병군수라 칭하고 금품 강탈

20. 성낙형（成樂聲. 34세）

- 본적/주소 : 파평면 눌노리

- 판결기관/판결일 : 경성지방법원, 1915.10.30

- 죄명/개요 :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일,한병합에 불만 지 

나로 건너가 국권을 회복하기로 하고 자금을 마련 지나로 

가 동지에 학교를 세워 배일사상을 고취시키고 신한혁명 

당을 조직 군자금, 병기 등의 준비를 위해 중, 한의방조약 

을 체결하는 등 치안을 방해한 자

21. 조하승（虐河承. 52A1I）

- 본적/주소 : 탄현면 금산리

- 판결기관/판결일 : 경성지방법원, 1918.05.30

- 죄명/개요 : 보안법위반, 일본이 망하여 조선이 곧 해방 

되면 계룡산정도령이 고위관직을 준다고 청림교를 포교함

22 정봉수（鄭奉水. 28세）

- 본적/주소 : 광탄면 발랑리

- 판결기관/판결일 : 경성지방법원, 1919.06.06

- 죄명/개요 : 보안법위반, 군중 수백 명과 함께 면사무 

소에 가서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였고, 다음날 주민 천여 

명과 함께 사무소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시장에 가서 

독립시위운동을 함

23. 김창실（金昌實. 30세）

- 본적/주소 : 와석면 교하리

- 판결기관/판결일 : 경성지방법원, 1919.10.28

- 죄명/개요 :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격문을 배부하여, 

면민 등과 조선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정하고, '공홍항산에 

집합하라'는 문서 60매를 인쇄하여 당하리에 배포함

24. 임명애（林明愛. 32세）

- 본적/주소 : 와석면 교하리

- 판결기관/판결일 : 경성지방법원, 1919.06.03.

- 죄명/개요 :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학교 운동장에서 

동교 생도 백여 명을 선동하여 조선독립시위운동을 전개 

할 것을 기도하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쳤고, 격문을 배부하 

여, 면민 등과 조선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정하고, ‘공홍항 

산에 집합하라,’ 문서 60매를 인쇄하여 당하리에 배포함

25. 이봉하（李M夏. 40세）

- 본적/주소 : 탄현면 성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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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관/판결일 : 경성지방법원, 1919.05.26

- 죄명/개요 : 왕래방해, 소요, 기물훼기, 보안법위반, 정치 

변혁을 목적으로 군중과 함께 경성부 각 곳에서 조선독립 

만세를 불러 치안을 방해한 자

26. 이대유（李大儒. 54세）

- 본적/주소 : 광탄면 두만리

- 판결기관/판결일 : 대심원형사부, 1909.04.30

- 죄명/개요 : 내란, 항남 갑산지방의 의병과 합세하여 일 

본군과 교전함

27. 송금종（宋今宗. 27세）

- 본적/주소 : 파주군 대원리

- 판결기관/판결일 : 대심원형사부, 1908.09.29
- 죄명/개요 : 내란, 강도를 행할 목적으로 다른 수십 명과 

총, 칼을 휴대하고 횡행하며 재물 약탈

28. 황유현（黃俗顯. 61세）

- 본적/주소 : 천현면 법원리

- 판결기관/판결일 : 고등법원형사부, 1919.07.26

- 죄명/개요 : 보안법위반, 조선독립선언서의 취지에 찬동, 

면사무소에 군중 7백여 명을 지휘, 만세운동을 함

29. 우종수（禹鍾壽. 19세）

- 본적/주소 : 천현면 법원리

- 판결기관/판결일 : 경성지방법원, 1939.08.16

- 죄명/개요 : 육군형법위반, 천현면 면사무소 사무실에서 

중일전쟁의 지원병에 출정하지 않으려는 부호의 자식을 

총살하였다는 말을 함.

30. 김철（金激/김연상金演相 42세）

- 본적/주소 : 파주군 문산포

- 판결기관/판결일 : 광주지방법원, 1920.05.05

- 죄명/개요 :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강도, 김요선 등 

에게 국민대회 취지서, 선포문과 임시정부 국민대회 감부 

소 명의의 임시정부가 요구하는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자 

는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고유서를 보이며 조선 독립사상 

을 선전하고 응하지 않으면 후난이 있을 것이라고 공갈하 

여 금품을 교부받음

31. 백천의웅白川義雄 조영수（24세）

- 본적/주소 : 위동면 금촌리

- 판결기관/판결일 : 경성지방법원, 1943.08.16

- 죄명/개요 : 무선전신법위반, 육군형법위반, 해군형법위 

반, 불법으로 전파수신기를 제작하여 거주지 및 근무처 등 

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중국 중경 등의 해외방송을 청취 

하고 일본은 반드시 패전할 것이니 조선독립을 준비하여 

야한다는 등의 조언비어를 유포함

32. 송요철（宋ng. 47세）

- 본적/주소 : 경기도 파주군

- 판결기관/판결일 : 평리원, 1906.05.13

- 죄명/개요 : 모살, 한일신조약（을사보호조약）을 성사시켜 

국권을 훼손시킨 이근택, 이지용, 박제순, 이완용, 권종현 

등 매국 5적을 모살하려 기도함

33. 김윤종（金潤宗. 43세）

- 본적/주소 : 파주군 천현면

- 판결기관/판결일 : 경성지방재판소, 1908.12.12

- 죄명/개요 : 살인, 강도, 의병이라 칭하며 파주군을 횡 

행 중 자신의 행동을 관헌에 밀고하였다고 일진회원 김모, 

박모를 군도로 살해하고 총기를 지니고 도당과 양주군 등 

을 횡행한 자

34. 이치근（李致根. 33A1I）

- 본적/주소 : 경기도 적성군

- 판결기관/판결일 : 평리원, 1908.07.31

- 죄명/개요 : 양주군 둔벌리 거주 황모 외 4명과 작당, 의 

병에 투신하여 장단군 사울리, 마전룡리, 파주군 기동 등 

을 전전함

35. 김은중（金殷仲. 23세）

- 본적/주소 : 파평면 매하리

- 판결기관/판결일 : 경성지방재판소형사부, 1908.10.어

- 죄명/개요: 내란죄/폭도의 무리에 가입, 각지를 횡행하며 

의병군수라 칭하고 금품 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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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탄면 발랑리에 태극기마을이 조성되기까지

1919년 3월 28일 봉일천 장터에서 벌어진 독립만세운동은 3000여 명의 군중이 모인 대규모 시위였으 

며 앞서 언급한 다수의 독립운동가는 이날 연행되었다. 그중 주동자로 체포된 다수의 인물들은 자발적 

으로 의기투합한 발랑리의 주민들이다. 이들은 3월 27일 광탄면사무소에 모여 수백 명의 광탄 주민들 

에게 독립운동의 불씨를 살려놓고, 다음날 바로 봉일천장터로 이동해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이날 주동자로 연행된 발랑리의 주민은 8명으로 기록되었으나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모두 9명이다. 

자료에 누락된 인물은 당시 28세였던 정봉수이다. 격렬한 시위 항쟁 중 일제의 총칼에 정시화가 순국 

하였으며 조무쇠, 이인옥, 남동민, 정천화, 정갑석, 이기하, 정봉화, 정봉수, 강흥문 등 9인은 모두 연행되 

었다. 동년 6월 6일 경성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보안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고, 동년 7월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었으며, 일부는 고등법원에 다시 상고되었다.

조무쇠, 이인옥, 남동민, 정갑석, 이기하는 1992년에, 강흥문은 1995년에 독립유공자로 대통령표창을 

수여했고, 정봉화는 1999년에, 정천화는 2008년에 애국장을 수여했다.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이와 같이 많은 주민 

이 동시에 독립운동의 주동자로 연행돼 옥고 

를 치룬 경우는 그 사례를 찾기 힘들 것이다. 

당시 연행되어 모진 고문을 받고 돌아온 발랑 

리의 주민들은 모두가 이삼십 대의 꽃 같은 나 

이들이다. 돌아온 이들 중 몇몇은 감시와 탄 

압을 피해 숨어 살아야 했고, 고문의 후유증 

때문인지 자손을 번창시킨 이가 없다는 것이

獨立萬歲運動 先烈』L 位

마을 주민의 중언이다. 

그분들의 거룩한 뜻을 기념하기 위해 2012

년 발랑리에서는 주민들이 뜻을 모아 발랑리 일대에 태극기 마을을 조성했다. 이에 앞장 선 이는 3월 

항쟁 당시 주동자로 지목돼 고등법원까지 상고되었던 남동민의 조카 남상철（발랑리 거주, 75） 발랑리 

전 노인회장이다. 남동민은 당시 24세였으나 후사 없이 작고했다. 남상철 회장의 증언을 토대로 태극기 

마을과 추모공원 조성에 대해 알아본다.

「1990년대 초 보훈처에 있던 판결문 등을 찾아낸 것은 동네 젊은이였다. 마을에서 이렇게 많은 이들이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했는데 이를 기념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1992년 정부 차원의 기념비 

건립을 추진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통과되지 않아 몇 년의 시간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다.

85



파주문화 제32호

남상철 회장 남동민 묘역

발랑리 태극기마을 항일 독립운동 기념비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린 것은 2011년 봄이었다. 어버이날 경로당에 모인 마을 노인들은 무엇이라도 해보 

자며 굳게 결의하고, 마을 주민의 뜻을 모아 광복회를 찾아갔다. 광복회 파주시 지회장에게 그간 모아놓은 자 

료를 제출하고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던 중 광복회 회장이 갑자기 사망하고, 여타 사정으로 진행이 어려워졌다.

추진하던 일이 여러 차례 무산되자 누군가 내놓은 의견은 마을 일대에 365일 흩날리는 태극기를 게양하자 

는 것이었다. 마을 가득 게양된 태극기를 보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발랑1 

리에서 3리까지 180가구와 추모공원에 100개, 거리게양대 100개 등 모두 380개의 국기게양대를 계획하였다.

일은 순조롭지 않았다. 국기봉 등의 재원조달을 위해 여러 곳에 알렸으나 다 될 것 같았던 일들조차 막바지 

에 무산되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게양대를 설치하고 2012년 광복절을 기해 준공식 

을 거행했다.

준공식 이후 시의 도움으로 경로당 옆 150여 평의 부지를 기증받아 게양대를 세울 수 있었다. 2013년에는 마 

을 주민과 경기북부 자원봉사단 250S0I 참가해 무궁화 1,500그루를 식재했다. 그리고 독립운동기념공원을 만 

들어 기념비를 세우기까지는 4년여의 시간이 소요됐다. 그 시간의 우여곡절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독립운동기념공원의 부지는 지난해 돌아가신 형님（남상열）과 내가 집근처에 있는 땅 400여 평을 마련해 파 

주시에 기부 헌납했다. 공원에 있는 항일 독립운동 기념비는 많은 이들이 추렴하고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2016 

년 완공되어 광복절을 기해 기념식을 거행했다. 기념비 뒷면 기단에 기부자의 명단이 적혀 있다.」（남상철 회장 

의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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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의 독립운동 기념비

파주에 34운동 관련 비가세워진 것은 1978년 3월 1일이다. 발상비가 처음세워진 곳은 광탄중학교이 

며 관리가 미흡하여 방치되고 있던 것을 1995년 11월 30일 광탄면사무소로 이전했다. 2012년 지자체와 

광복회, 독립유공자가뜻을 모아 부지를 조성하고 울타리 등을 정비했다. 1978년 3월 1일 조리읍（봉일천 

초입）에도 기념비가 세워졌으며, 교하면사무소 정문 좌측에 ‘와석면 3<L만세운동 시위지’라는 안내판 

과 교하초등학교 정문 우측에 ‘교하 공립보통학교 3.1 만세운동 시위지’라는 안내판이 각각 설치되었다.

광탄면 발상비

교하 공립보통학교

31운동 만세 시위지

31#■뵈3.1違*5 WUi

거저도 뉴후시 ♦헤 13
atHHUMHU 1MHT tM *WWfr

♦허 M 4« 허» 룼•». I’M닌 » 
« wiH — atWtffl WWfr M 후«
««할너 B안 M too비 M 류… 시*！* 허 
*. ]Mv» hK 사«« 해hl aw
KWM* «, 사V« KJPt >NH
W4 여 *«)« W( «4*1 <«M«타. WH느 
«UWW MVS 에! 3«<l 잘< t낸 * 선mOL 
나*바«다. ww me 긱핰 VK w•신X 
««다.

교하공립보통학교 안내판

조리읍기념비

와석면사부소

I히호 31 운동 만세 시위지

SJ胡blK»辨 3.1«Jfe Xft •制G

V거도 사 Xia. M«
»w사*悲 3^* 턴'*시*W뉸 SH(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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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TW여, W. •규호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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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o 크

3.1 운동 발발 100주년을 맞아 파주의 독립운동가를 조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무심히 지나 

다니던 곳에 비바람을 맞고 서있던 독립운동발상비와 기념비가 지금이라도 행인의 발길을 잠시나마 

묶어두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유로운 이 세상은 숱한 희생과 상처가 만들어준 귀 

중한 날들인 것이다.

미처 다루지 못 한 내용들은 추후에 좀 더 면밀한 조사를 통해 여타 지면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자 

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된 순국선열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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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의 보고（寶庫）, 파주

김순자 （작가, 파주문화유산해설사회 회장）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 

는 경관적으로 가치가 큰 것（문화재보호법 제2조 1항, 문화재의 정의）을 문화재라 칭한다. 이를 보존함 

으로써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 

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문화재 보호법（제1조）이 제정 •공포되었다.

문화재 보호법 상에는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아 강한 규제와 강력한 보호로 영구히 보존하고자 하 

는 것은 지정문화재로, 소유자의 자발적인 협조와 유연한 보호조치로 보존 및 활용을 위해 등록이 필 

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구분하여 법제화하였으므로 이를 간략히 소개함과 아울러 2018년 새로 지정 

되거나 등록된 파주의 문화재를 소개한다.

■ 문화재의 분류

기준 1 구분 11 특 징 1 종류

속성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 

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국보, 보물, 

시 •도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전 

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중요무형문화재, 

시도 무형문화재

기념물

-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績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 동물（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사적, 명승, 

시도 기념물

민속자료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지정 

여부

지정문화재 국가나 시도에서 중요한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특별히 구별해 놓은 것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 외의 문화재 가운데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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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의 문화재

파주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문화재의 보고寶庫이 

다. 2018년도에 새로 지정 •등록된 유무형문화재를 합하면 파주 소재 문화재는 모두 101건에 달한다.

이중 용미리마애이불입상（제93호）, 공효공 박중손묘장명등（제1323호） 등 국가보물이 2건, 덕은리 주 

거지 및 지석묘군（제148호）, 인조 장릉（제203호） 등 국가사적이 12건,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제250 

호）, 무건리 물푸레나무（제286호） 등 천연기념물이 2건, 궁시장 유영기（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1건 등 

총 17건이 국가지정문화재이다.

용미리마애이불입상/보물 제93호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보물 제1323호

화석정（제61호）과 보광사 대웅보전（유형문화재 제83호） 등의 유형문화재는 11건, 금산리 농요（제33 

호）, 옥석장 김영희（제18호） 등 무형문화재가 2건, 황희선생 영당지（제29호） 등 기념물이 17건, 파산서원 

（제10호）을 포한한 문화재자료가 9건 등 경기도지정문화재는 모두 39건이다.

또한 용주서원（향토문화유산제1호）, 적성향교（향토문화유산 제3호） 등 시지정문화재가 31건이며, 경 

의선 증기기관차 화통을 포함한 등록문화재가 모두 14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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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 새로 지정•등록된 파주의 문화재들

2018년도에 파주에서는 보광사 영산회상도（유형문화재 제319）, 보광사 지장시왕도（유형문화재 제 

320）, 보광사 현왕도（유형문화재 제321호） 등 탱화 3점이 도지정문화재로, 충정공 황보인묘역（향토문화 

유산 제33호）이 시 지정문화재로, 구 교하면사무소가 등록문화재로 총 5건의 문화재가 새롭게 지정 . 

등록되었다. 이중 세 점의 문화재를 보유한 천년고찰 보광사와 조선 초기 문신이었던 황보인의 묘역, 등 

록문화재에 이름을 올린 구 교하면사무소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천년고찰보광사

- 위치 : 광탄면 보광로474번길 87

광탄면 앵무봉 아래 위치한 보광사는 894년（진성여왕 8년） 도선국사（道誌國師）가 왕명에 의해 창건 

한 비보사찰（神補寺$1|）그로서 1988년 7월 전통사찰 제41호로 지정된 유서 깊은 사찰이다. 고려시대인 

1215년（고종 2년） 원진국사（元眞國師）가 중창했으며, 법민대人］•（法敏大師）가 목조불보살상 5위를 조성 

하여 대웅보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3호）에 봉안하였고, 1388년（우왕 14년） 무학왕사（無學王師）가 중 

창하였다.

대웅보전 숭정칠년명동종 향나무와 어실각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것을 1622년（광해군 4년）에 설미（雪；1）, 덕인（德仁） 두 스님이 법당과승당을 복 

원하고 도솔암（道率을 창건했다. 1634년（인조 12년）에 고려시대 범종의 형태를 따른 숭정칠년명동（ 

崇頓七年銘銅鐘,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8호） 봉안 불사가 이루어졌다.

1667년（현종 8년） 지간（支干）, 석련（石薄） 두 스님이 대웅보전, 관음전 등을 재건하는 등 절을 중수하 

였다. 1740년（영조 16년）에는 보광사 인근에 숙종의 후궁으로 영조 임금을 낳은 숙빈 최씨（減婚偶氏） 

의 묘인 소령원（略學園）의 능침사찰이 되면서 대웅보전과광응전0W殿）을 중수하고 만세루（萬歲樓）를

1）비보사찰（W補寺》I」） ： 나말여초에 도선이 불교교단을 재정비하고 나아가 전국토를 재개발하기 위해 수립한 사상체계인 비보사탑설（神補寺塔說）에 의해 

지정되거나 건립된 사원

90



파주의 문화재

창건하였다.

대웅보전의 편액은 영조 임금의 친필로 알려 

져 있으며, 대웅보전 좌측에 어실각을 지어 숙 

빈 최씨의 신위를 보관하고 그 앞에 영조 임금 

이 손수 심 었다는 향나무가 자라고 있다.

소령원은 보광사에서 차로 5분 거리이며 숙 

빈 최씨 사후 소령원이 묘로 조성될 당시 그려 

진 것으로 추정되는 ‘묘소도형여산론（墓所圖 소령원（사적 제358호）

形與山論）’, ‘소령원도（略率園圖）’, ‘소령원화소정계도（BS學園火業定界圖）‘소령원배치도（略學園配置 

圖）’ 4점이 국가보물 제1535호로 지정되었다.

묘소도형여산론 소령원도 소령원화소정계도 소령원배치도

이후 보광사는 1863년（철종14년）에 쌍세전雙世殿, 나한전羅漢殿, 수구암守奉을 새로 짓고, 지장보 

살과 시왕상, 16나한상 등의 탱화를 각 전각에 봉안하였으며, 1898년（광무2년）에 인파仁±皮스님이 상궁 

천씨尙宮 千氏 등의 지원을 받아 대웅보전과 만세루를 중수하고, 순빈 엄씨淳婚 嚴氏와 상궁 홍씨尙 

宮 洪氏의 시주로 전각을 단청했다.

6-25 한국전쟁 때 별당 등 일부 전각들이 소실되었으나 복원불사를 통해 1957년에 수각水閣을, 1973 

년에 범종각을, 1981년에는 호국대불護國大佛을세우고, 1994년에 지장전地藏殿과관음전觀音殿을 새 

로지었다.

이와 같이 보광사는 1979년 지정된 보광사 대웅보전（제 83호）, 1995년 지정된 숭정칠년명동종（제158 

호）, 2010년 지정된 보광사 목조보살입상（제248호） 등 기존에 있던 3점의 문화재에 새로 3점을 추가해 

6점의 경기도유형문화재를 보유해 천년고찰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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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주 보광사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

- 지정번호 : 유형문화재 제319호 / 제작연도 : 1898년

- 지정일 : 2018년 4월 30일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빙 둘러선 권속들이 석가모니의 설법을 듣는 

그림으로 짜임새 있는 구도와 각 존상의 안정적인 형태, 표현 등이 매 

우 우수한 작품이다.

협시보살로는 문수와 보현보살상을 세우고, 관음과 세지보살상, 미 

륵과 지장보살상을 포함한 6보살과 타방불상（他方佛像） 2위를 세운 보광사 영산회상도

삼각구도이다. 하단에는 제석천, 범천상, 사천왕상이 일렬로 배열되었

으며, 상단에는 가섭존자와 아난존자상을 위시한 10대 제자상과 팔금강상（八金剛像） 및 호계신（護戒 

神）, 복덕신（福德神）, 보살 모습을 한 2위의 천신（天神） 등을 배치해 화면을 가득 메웠다. 암적색과 암록 

색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파도문양이 많아 19세기 후반 불화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화면 하단 우측에 ‘1898년 수화승（首晝僧） 예운당 상규를 중심으로 경선당 응석과 금화당 기형이 편 

수（片手）를 맡고 재겸, 영욱, 영환, 완호, 봉안 등이 보조화승으로 참여하여 조성하고 보광사에 봉안되 

었다.’는 화기가 적혀있다.

수화승 예운당 상규를 비롯한 경선당 응석과 금화당 기형은 19세기 중후반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 

동한 대표적인 화승들로 제작자 및 조성연도가 명확하고 보존상태가 양호해 2018년 4월 30일 도유형 

문화재 제319호로 지정되었다.

2. 파주 보광사 지장시왕도（地藏時王圖）

- 지정번호 : 유형문화재 제320호 / 제작연도 : 1802년

- 지정일 : 2018년 4월 30일

‘파주 보광사 지장시왕도’는 지옥의 구제자로서 중생들을 극락세계 

로 인도해 주는 보살들을 그린 그림으로 1802년（가경喜慶 7）2）에 제작되 

었으며, 화기에 “가경7년 임술 4월 28일에 양주 古靈 守O호의 중단탱 

으로봉안한다 （a 慶七年王成四月三十八日 古靈守□番中壇頓奉安于）”

보광사 지장시왕도

2） 가경®慶）: 청（淸）나라 인종（仁宗） 때의 연호年號. 서기 1796년부터 18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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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이 적혀 있다. 고령（古靈）은 보광사가 위치한 산의 이름이며, 수O암（守O＜）은 보광사의 산내 

암자인 수구암（守□＜）을 지칭함으로 1802년 고령산 수구암의 중단랭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광폭의 비단 3매를 이어 만든 사각형의 화면에는 지장보살을 비롯한 여러 권속들이 가득 묘사되었 

다. 지장보살은 보주를 쥔 오른손을 어깨 높이로 들고 있고, 왼손은 무릎 중간에 놓은 채 높은 연화대 

좌 위에 결가부좌한 모습이다. 머리에는 흑갑사（黑甲約'） 계통의 투명한 두건이 어깨까지 길게 늘어져 

있으며, 얼굴은 길고 이목구비가 가늘며 입술은 매우 작게 묘사돼 있다.

용주사 대웅보전 삼장보살도（1790）, 흥국사 시왕전 시왕도 및 지장시왕도（1792）와 유사하다는 특징을 

보아 이 불화가 18세기 후반 경기도 지역의 화풍이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채색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편이며, 녹색과 적색을 주조색으로 하고 군청색과 황토색을 함께 사용했 

는데, 청색과 녹색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황토색은 약간 퇴색되었다. 부분적으로 금박을 사용하고, 고 

분질기법을 사용하여 도드라지게 표현하였다.

이 불화는 19세기 전반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경욱（慶都）을 수화승으로 하여 재호, 경은, 석윤 

등이 함께 조성하였다. 화승（晝僧） 경욱은 정조 때 수원화성 성곽의 축조에도 관여한 인물이다.

조성연대와 참여화승, 봉안사찰 등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으며 경기도 지역의 화풍을 잘 보여주는 작 

품으로 2018년 4월 30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320호로 지정되었다.

3） 파주 보광사 현왕도（現王圖）

- 지정번호 : 유형문화재 제321호 / 제작연도 : 1802년

- 지정일 : 2018년 4월 30일

명부회주（臭府會主）인 현왕（現王）이 여러 권속을 거느리고 망자를 

심판하는 모습을 그린 불화이다, 1802년（가경7）에 고령산 수구암의 현 

왕탱으로 봉안되었으며, 금어（金魚） 재호（再湖）를 수화승으로 하여 편 

수片手 경은（慶銀）과 석윤（51元）이 함께 그렸다.

칠곡병풍（七曲所風）을 배경으로 한 화면 상단부에 수염 성성한 현왕 

이 여러 권의 서적과 복숭아 연적이 놓인 책상을 앞에 두고 오른손에 

는 홀을 들고 왼팔은 의자 팔걸이에 댄 채 호피（虎皮）를 깐 의자에 비스 

듬히 앉은 그림이다. 책상 앞에는 관복을 입고 원유관（遠遊冠）을 쓴 대륜성왕（大輪聖王）과 전륜성왕 

（轉輪聖王）이 마주보고 서 있는데, 향우측 인물은 대모（球ii）로 장식한 인장함（印章®）을 들었고, 그 

위로는 망자의 죄상（罪狀）을 적은 두루마리와 붓 등을 든 판관과 녹사, 복숭아가 담긴 과반을 든 선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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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善惡童子）는 밖을 향해 서 있는 모습이다.

얼굴이 길고 이목구비가 가늘며 입술은 매우 작은 현왕과 권속들의 모습들 역시 18세기 후반 경기도 

지역 불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전체적 어두운 녹색과 적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군청색과 

황토색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대륜성왕과 전륜성왕의 관에는 부분적으로 금박을 사용했다.

화면 하단 적색 화기란에 “가경7년 임술 4월 28일 양주 옛 지역 고령산（古靈山） 수구암（守□＜）의 현 

왕탱으로 봉안한다（喜慶七年王」成四月三十八日楊」州故地古靈山」守□番現王頓」奉安于）”는 내용 

이 적혀있어, 1802년 현재의 원통전에 봉안된 지장시왕도와 함께 조성해 수구암守n番에 봉안되었음 

을알수있다.

보광사 현왕도는 조성연대와 참여화승, 봉안사찰 등이 명확하게 적혀있고, 현존하는 서울 경기의 현 

왕도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된 작품으로 주변 사찰 현왕도의 모본이 된 작품이다. 하여 2018년 

4월 30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21호로 지정되었다.

- 향토문화유산 제33호 중정공 황보인 묘역

- 지정번호 : 향토문화유산 제33호

- 조성연대 : 중종14년（1518）

- 소재지 :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93-1

- 지정일 : 2018년 11월 30일

지봉 황보인（苦峰 皇甫仁, 1387〜1453）은 조선초 

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영천, 자는 사겸, 춘경, 호는 

지봉, 시호는 충정공忠定公으로 파주시 광탄면 창 

만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임林은 여러 차례 홍 

건적과 왜구를 격퇴했고, 요동정벌 때는 위화도회 

군에 가담했던 고려 말 조선 초의 무신이다. 양광 

•경상 •전라도 도제찰사를 거쳐 조선 개국 후에는 

중추원지사를 지냈다.

황보인은 1414년（태종14년） 친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1418년 좌정언이 되었고 1428년 집의가 

되었다. 1430년 지신사를 거쳐 1434년（세종16년） 

에 병조참판을, 1436년（세종18년）에 병조판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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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냈으며, 1441년（세종23년） 함길도에 파견되어 종성 회령 •온성 •경원•경흥 등지에 보를 설치하는 등 김 

종서와 함께 북방 방어를 강화했다.

1447년 우의정을 거쳐 1449년 좌의정이 되었으며, 1451년 의정부의 최고 벼슬인 영의정부사가 되었으 

나 2년 후 계유정난이 일어나 좌의정 김종서, 우의정 정분, 우찬성 이양, 이조판서 조극관과 함께 문종 

의 유명을 받아 단종을 보필하다 안타깝게 피살되었다.

1746년（영조22년） 복관되었고 1758년 충정이라는 시호를 받고, 1791년（정조15년） 장릉 충신단에 배식 

되었다. 영천의 임고서원, 포항의 광남서원, 종성의 행영사에 제향 되었다.

계유정난 후 처남 이제동이 의침과 관각을 갖추어 파주 천현면（현 법원읍 동문리） 월계봉 선영하에 

안장하였다고 전해진다. 1519년（중종 14년） 3월 외손 권벌이 선생의 이름과 이력을 간략히 기록한 묘 

비를 세웠고, 영조 때 신원되어 묘비를 새로 세웠으나 6.25 전쟁 시 파괴되어 개수한 묘비가 세워졌다.

조선 중종 시기의 묘표가 있어 희소성과 역사성에서 그 가치가 인정되어 토분의 묘1기와 화강암 재 

질의 비석3기, 문인석2기, 장명등1기, 망주석 2기 등의 석물을 포함해 2018년 11월 30일 향토문화재 제 

33호로 지정되었다.

인근에 계유정란 때 황보인과함께 단종을 보필한 김종서（金宗端）, 정분（鄭未）, 김문기（金文起）, 민신 

（閔仲）, 조극관（趙뷰第） 등 6인의 비단을 세운 월계단도 함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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皇甫仁 墓fig銘 全文（황보인 묘갈문 전문）

公韓仁字四兼成日春郵號苦窒其先永川人考日知中驅院事麻公 太宗甲午由監察播親策試歷事 世宗 

爲北道II察使則同金公宗端招地置穴鎭北人洞之由議政府左贊成入相務持大體隱然爲國家重 文宗王 

申爲領議政與左議政金宗端右議政鄭末同受 顧命補 幼主明年突西冬十月三相｛具及於禍事具在國史今 

上丁卵有 旨復三相官上距突西三百有九十五年世後乂 命背賜證而 上親爲文遺官祭之公逐得論忠定按 

法危身奉上日忠純行不炎日 定n差平公言行事業世遠難恐然其大節卓然萬世不可磨滅他乂何述馬夫人陽 

城李氏少尹之澤女有男三人長銀參判 次銘直長同公死次銀以幼免女五人其婚都事兪牧老住郞洪元비 

宣略將軍崔i列士人張季激主簿尹糖世銀之後居薦 山銘之後居長署永川銀之後居黃州 肅廟時己錄'|兼爲 

參奉及公之復官世乂錄鑛仕至懸令至是上書訟公案得請者 世公葬于城州向陽里泉나之原夫人先葬在 

上舊有小碑止記公姓氏至是九代孫源等相與易新之三

油順副It前 世孫4%衛副司率 金鍾厚｝異

通訓大夫丁뼤正郞 金相肅 書

崇頓紀元後三己西八月 日立

降，與後四十年庾斑戰亂破損故十大代孫博以私資甲辰正月改立

황보인 묘갈명 전문 해설 --------- - ----------------------------------------------

공의 휘는 인이고 자는 사겸인데 혹 춘경이라 이르기도 한다. 호는 지봉이며 그 선계는 영천인이다. 아버지는 지중 

추원사를 지낸 임이다. 공은 태종 갑오년（태종 14. 1414년）에 감찰로서 친시에 응시하여 장원하였다. 세종을 두루 섬 

겨 북도체찰사가 되었는데 이때 김종서와 같이 북쪽 땅을 개척하여 6진을 설치하였다. 북쪽 사람들이 사당을 세워 

공을 기린 것은 이러한 연유가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 좌찬성을 거쳐 재상의 반열에 올랐다. 정사에 힘쓰고 몸가짐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은인자중하 

여 국가의 중신이 되었다. 문종 임신년（문종 2. 1452년）에 영의정이 되어 좌의정 김종서, 우의정 정분과 같이 어린 왕 

을 보필해 줄 것을 부탁하는 고명을 받았다. 다음해인 계유년（단종 1, 1453년） 겨울 10월에 이들 세 재상은 모두 세 

조에게 화를 당하였다. 이 일은 모두 국사에 기록되어 있다.

지금 임금 정묘년（영조 23. 1747년）에 이들 세 재상의 관직을 복직하라는 교지가 있었다. 이 교지는 계유의 정변이 

있은 지 295년만이다. 후에 다시 명하여 모두 시호를 내리고 왕께서 친히 글을 지어 조문하고 관리들을 보내어 제사 

하게 하였다. 이로써 공은 마침내 충정이란 시호를 받았다. 이 시호를 살펴 보건대 국가가 위태로울 때 몸을 바쳐 신 

명을 다했으니, 왕은 이를 포상하여 충이란 글자를 취하라 하셨고 또 사심없이 행하여 모든 일을 사리에 맞게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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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니 정이란 글자를 취하게 하여 시호를 충정이라 하게 하신 것이다.

오호라! 공의 언행과 성취한 바의 일에 대하여는 세대가 멀어 모두 알 수 없으리라. 그러나 그 절의는 크게 빛나 만 

세토록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 여기 무엇을 또 적어 공의 행적을 기술하겠는가?

부인은 양성이씨로서 화윤의 따님이다. 아들 셋을 두었는데 장자 석은 벼슬이 참판에 올랐고 차자 흠은 벼슬이 직 

장에 이르렀는데, 이들 두 아들은 모두 공과 같이 죽었으며, 셋째인 은만이 어려 죽음을 면하였다.

딸은 다섯 명을 두었는데 사위는 도사인 유목노, 좌랑인 홍윤숙, 선략장군인 최열, 사인인 장계숙, 주부인 윤당이 

다. 장자 석의 후예는 지금 울산에 살고 있으며 차자 흠의 후예는 장기 • 영천에 살고 있으며, 막내인 은의 후예는 황 

주에서 살고 있다. 숙종 때 이미 녹겸은 벼슬이 참봉이었고, 공이 복관됨에 따라 녹도도 벼슬하여 현령에 이르렀다.

이번에 공의 신원을 풀어주심에 공경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왕께 글을 올렸다. 공은 파주 향양리 천재의 언덕에 장 

례를 지냈는데 부인을 먼저 이곳에 장례 지냈고 공의 묘소는 그 위에 있다. 옛날에 조그마한 비가 있었으나 다만 공 

의 성씨만 기록하였을 뿐인데 이번에 9대손 종 등이 서로 의논하여 새로이 비를 고쳐 세웠다.

적순부위전 세손익위부사솔 김종후는 글을 짓고, 통훈대부 공조정랑 김상숙은 글을 쓰다. 숭정기원후 세 번째 을 

유년（영조 41, 1765년） 8월 일 세움

융희 후 40년 경인년（1950년） 전란에 비석이 깨지고 훼손되었기 때문에 16대손 곤이 사비를 들여 갑진년（1964년） 

정월에 고쳐 세움.

- 파주 구 교하면사무소

- 등록번호 : 제729호

- 조성연대 : 1957년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1401

- 지정일 : 2018년 8월 6일

6,25 전쟁 이후인 1957년 UN의 협조로 건립된 

공공건축물이다. 석재를 이용해 외벽을 마감하고 

현관 상부에 동물문양과 무궁화 문양을 장식해 
교하면사무소

당시의 건축물 형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로서 2018년 8월 문화재 제729호로 등록되었다.

건물이 지어질 당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건물이 전쟁으로 파괴된 상태였다. 전근대적인 농업 중심 

국가로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으며 전후 복구사업을 하는 것은 크나큰 어려움이었다.

1950년 12월에 열린 UN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한국의 재건을 위해 UN산하의 특

97



파주문화 제32호

삼일운동 시위지 면사무소 내 송덕비

별임시기구로 국제연합한국재건단(운크라-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이 세워 

졌다. 피란지 천막교실에 교과서 공급을 위한 인쇄공장, 인천판유리공장, 문경시멘트공장, 국립의료원 

등이 UNKRA의 도움으로 세워졌다.

1953년 정부의 환도와 휴전 협정의 성립으로 사회적인 불안전과 혼란이 점차 해소되고 전후복구재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재건단은 주택 건설 사업을 위시한 각종 산업생산 시설의 복구와 건설 등을 

원조 지원하고 공공 건죽물을 신죽 또는 증죽하였다.

파주 구 교하면사무소 역시 1957년에 이러한 맥락에서 지어진 관공서 건물이다. 인근에 함께 지은 공 

공건축물로는 교하초등학교, 지산초등학교, 청석초등학교, 심학초등학교 등이 있으나 현재 원 건물이 

모두 헐린 상태라 당시의 건물이 유지되는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

구 교하면사무소는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1동으로 건축면적 175m\ 연면적 350m로 내부 후면 중앙에 

계단실을 둔 장방형 건물이다. 현재 천장을 포함한 내부는 보수를 거쳐 약간 변형이 되었으나, 초기 구 

성을 유추해보면 전체를 삼분하여 중앙에 현관을 두고 좌우대칭을 이루도록 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현관 포치 또한 개조 되었으나 진입방식은 원래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적으로 변형된 부분은 있으나 건물이 조성된 배경과 시대를 반영한 건축적 특징이 두드러진 사 

료로써 향후 향토사적 가치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유형의 공공 건축물이 대다수 멸실 

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사용되어지는 경우는 사례가 극히 드문 상황이다. 일부 변형된 부분 또한 원 

형을 추정할 수 있는 흔적이 상당수 남아있고 고증에 참고할 수 있는 사진 등이 남아있어 향후 원형 복 

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이 위치한 이 일대는 조선 태종 3년부터 감무監務를 두어 관할하던 교하현의 중심지로 건물 좌 

측에 조선시대를 비롯한 역대 지방관들의 송덕비가 있어 금번 문화재 등록은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 

다볼수있다.

* 자료참고 : 문화재청 홈페이지 ,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발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98



파주이야기

파주시 유산 록D

破州市 遊山錄

- 파주의 명혈（名穴）이야기

파주 읍 봉서 산하

破州邑 M냐#山下에

명혈대 지 

는 名穴大地이다.

결실 비봉 형 경기도

結實된 飛鳳形 京緩道의
팔대 혈중

A大穴申에서도 으뜸가

고결 운위

古1%에 示調하기를
파주읍봉서 산 비봉형 루태안 건용 임좌 손곤 득 

城州邑鳳樓山, 飛鳳形 樓合案 乾龍王坐, IP申得,

미파 삼십 육대 장상

未破 三十7느代 將相
비 지 물 전

私之幻傳이라고 전해온다.

차산 대성 산

此山인즉 大成山에서
축간 낙 맥 영 평 백운산 현등 산 양주 불

3fc良으로 落脈하여 永平 白雲山, 懸燈山, 陽州佛

국산 양주광적 며 노루산 원덕산등 일대회전 갑

國山, 楊州廣積面의 老姑山, 元德山等을 세우고 이에서 一大回轉 甲

묘 간인 방 행용 법원리 서 오학 산 탁 입 운소 거

犯 良호方으로 行龍, 法院里 西, 鳴鶴山을 거쳐서 卓立雲實하여 巨

문존귀 삼길성 오 육백리 초초래진 여장

門尊貴 三吉星이 되었으니 五，大百里 巡巡來盡하여 旅裝을 풀었다. 이

봉서 산 자기 빈 낭 정기 거문 존체 충천 대

鳳樓山은 紫氣貧浪의 精氣로써 巨門尊體로 神天하여 나타났으니 大

성산 본 정기 차처 래진 천하가 혈

成山의 本 精氣 此處에 來盡하였음이니 그어찌 天下佳穴을 맺지 않 

을소냐!

1） 파주시 유산록（裝州市 遊山錄）은 장익호（張益鎬） 선생의『유산록（遊山錄）』중 파주관련 부분의 글을 
우관제（禹覺濟） 파주문화원장（裝州文化院長）이 옮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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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처

此處에 서

임자 건해

王子, 乾玄로
상하 혈

건 해

乾袁로 되었고 北辰一星

북진일 성

만 수
萬永

회 동

會同하였으니

임 자

王子,

좌 우

효하고 左右
고.

남.-전 낙 맥

南轉落脈하여 上下穴로 結大되었으니 入首가

천중 존
구中＜하였으니 紫液入局하여 千里開局,

자미 입 국 천리개 국

한반도 중부 일대명 혈

韓半島 中部의 一大名穴이라 아니할수 없다.

갑 묘

甲卵,
을 진

江辰,
손 人｝ 곤 신

MB, J申申으로
득수 미방

得水하여 未方으로 貴

사중 접
砂電4 하여

다 정

多情하다.

사십 팔장 원
三十八將 遠近에 羅列되어 七百®花三千粉黨이루고 山勢水勢春風과

백연 화삼 천분대 산 세 수세 춘풍

불가진 기 부귀겸전 삼천육대 장상 천만대 향화

같으니 不可盡記로다. 富貴兼全, 三十大代將相뿐 아니라 千萬代 香火

지지 여차대 혈 적덕적 선 구

之地이다. 如此大穴 積德積善없이 어찌 求할수 있겠는가!

여 차 천 장 비 혈 차 혈 유 덕 군 자 일 구 팔 사 년 스! 월 이 십 구 일 오 시

如此夫호私穴인 此穴 有德君子있어 一九＞\厄므죠 V므》=+九日午時를

기 묘

期하여 墓를 쓰게
이도 오색 토
a導하였으니 五色土가

찬 란

燥燭하여 무지개 같더라.

박찬호씨 충남

朴贊港氏는 忠南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扶餘郡 扶餘邑 中井里
원제 한약 건재 약 

사람으로 元호漢# 乾材%

국 경영

局을 經營하는
실업가

으로써
덕 망

德望이

녀 실업가 성품 오 화 효성
녀實業家이다. 性品이 :i和하고 孝性이

현 재

높아 M

주 위

周圍에 많은

머
을 베풀고 있는

지 극

地極한 분

보기 드문

실업계

實業界
인 사

人士 이다.

일구 칠 팔 년금병 산
錦＞0山을 찾아 一九rt八年 十月十七日 廣%!을 지나 新山里를 지나 下

십월십칠일『광탄 신산리

계 축 간 인

극

히

근

청

결 혈 입 수

만 산

萬山

귀

나 렬 칠

하

차 중봉 흘 입 장관 가 대간 용 래진

車하니 衆峰I防立하여 壯觀을 이루고 있으니 可히 大幹龍이 來盡함을

일목지 하

—a之下 알아볼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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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좌우산세 유연 수려 봉봉 필봉 봉익

前後左右 山勢는 柔軟하면서도 秀麗하고, 峰峰이 筆峰이요, 鳳翼이다.

조 악

a 惡한 

기세 추호 봉만 삼길성

氣勢는 秋童도 없고, 峰變은 모두가 三吉星이다.

산 세 고 어

찾아보기 어려운 山勢다. 古語에

파주 사 세

지 처

살아 鎭川죽어

금병 산

錦昇 山을

적 중

하였으나

대발 입 향

입 향

立向 이며

수 려

秀麗하니

금병 산

곳에도

언

言도 있지만 城州에 山勢는 더욱 좋다.

득 입 태양 무곡 존성

特立한 太陽武曲尊星이다.

일지 남 락 결 혈

—枝南落하여 J結穴하였으니

파 평윤 씨 선산 

이미 城之트尹氏 先山이었다.

삼장 중 정혈 진 혈 
三#申에 頂穴이 ＜穴이며

자좌오향 정향 합법

子坐午向이 正4?이며 合法大發立向인데

졸 열 

故한

두 스 h

頭山이

자 웅 산

)1雄雄山, 錦昇山,

우두 사 지

牛頭山 盡하는 곳에 .一大穴이 結實되었으니

손 사

MB

대

童에

강 
江은

갑 좌

우리나라 어느

용 인 속

龍仁이라는 俗

중봉 중 

衆峰中 에
과 망

a 望하니

서인 단좌 형

仙人端坐形이 다.

개국 천리 삼천분

합류 임진강 한

合流하고, 臨陣江과 漢

가 혈

佳穴이라 하겠다.

차 이 향사 소 

吐小한 差異가 났으며 向도

구태어 큧坐丁向을 하였으니

윤 부 발 으 그 벼 신■ 하 O
免%한 發fi을 못하였을 것이다. 또한 휴歸江下에 牛

필시 가 혈 결실

必是 佳穴이 結實되었을

우두 산 연봉 가상

牛頭山, 連峰이 佳；洋하다.

일대 혈 결실

예 지

것을 豫知할수 있다.

래 용 평유 혈

來龍에 平乳穴로써 一大高穴을.. 이루었으니 開局千里하고 三千粉

칠백 연화격 양대 천 안산배후

七百®花格이로다. 兩大川은 案山背後에서

합류 대해

그앞에서 合流하여 大海로 들어간다.

신술 년 좌파 정미 파 좌사'

일대와 혈

전거 중중 안산

甲坐에 辛皮破이며 左派는 丁未破이다. 左砂는 前去하여 重重案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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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부 귀 겸 전 장 상 공 후.-천 년 향 화 지 지

富貴兼全, 將相公候千年, 香火之地이다.

기 하

其下에
모씨 선산 가석

某氏 先山이 있으니 加借하다.

광 탄손 방 

廣鄭異方

오리 허 박달 산

五里許 朴達山 來龍下에 貧4&奇峰 秀麗한데

래 용하 빈 낭기 봉 수려 옥여 금반 형

玉女金盤形이

생겼는데
백리산천 나열 임진강 회요

百里山川 羅列되고, 멀리 臨陣江이 回統한다.

을진 입수

江辰入首에 江坐辛向되었고, 再結 雲中仙坐形이 되엇는데 佳穴大地가
을좌신향 재결 운 중선 좌 형 가 혈대 지

수백리

아닌가! 數百里
사 처

山川이
융 결 산진수회

融結하였는데 山盡水回하여
화기 융융

和氣融融하다.
삼

팔장 환봉

AH4 3峰하고
한 강
選江과

임진강 수

臨陣江水는
원원 합류

遠遠合流하고 멀리

송악산

$1海 iL 이
원

응 토색

應한다. 土色이
홍윤 광려

紅潤光麗하다.

백자천손 문천무만 삼십구대 

百子千孫 文千武萬, 三十九代
장 상

將相 어 려 울소냐.

파주만 장산

破州萬丈山.

만장산하 운주선좌형

萬丈山下 雲州仙坐形이 생겼으니 一大佳穴이
일대가 혈 숙 망

하나이다. 宿望의
만 장

童 k
산

山에
국세 응대

오르니 局勢雄大
가 서 경

可히 仙境이라 하겠다.
래세 관망

來勢를 觀望하니
봉 황

래 세

來勢
심원 대단과 협 후 

基遠 大斷過映後
창 공

蒼空높이 솟은
봉 무자 만장

峰은 文字 그대로 萬丈이나 솟

기하 족생 봉만 삼길 성

았으니 秀麗함이 比할바 없고, 其下緩生한 峰變은 모두가 三吉星으로
수 려 비

타처 조물주

他處에서 볼수 없는 造物州의

미 극•치 전후

美의 極致이다. 前後
좌우 봉

左右에 벌어진 <

만 개 며 기 립

»은 開®扶立함이
단 아

端雅하여
절 승

絶勝을 이루었다.

이십 사 수 려

=十4이 秀扇하나

중 거 고가 소 봉

그中 峰이 더욱 좋다.
손사 병오 정미

MB, 芮午 丁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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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신 경태수 천심 취적 건해 귀고

'申申, 庾兒水는 天=衆積하여 乾袁로 歸庫한다.

일대와중 혈 을좌신향 합법

-大高中에 맺힌 穴은 江坐辛向이 合法이다.

부여 석숭장상공후천년향화지 지 좌우사단회

富如石崇蔣相公候千年香火之地이다. 左右砂短回

백 세 석 덕 예 사

百世積德아니고 例事로히 얻을 것인가?

사좌 해 향

己 坐袁向에

괴 이

怪異하게
혈

맺힌 穴을

기 하 가후 혈

其下에 내려오니 家候에 맺힌 穴은

드 임파 차 혈 역 시 예 사

得에 王破이단. 此穴 赤是 例事로이 얻을수 있겠는가?

대대과 갑

代代科甲 날것이 다.

기하 중봉

其下로 내려오니 衆峰이

심 가상

병 오 정 미 고 시

丁未, 유4,

산천 정기 융 취

모인곳에 山川精氣融衆하였으니

산곡 간 은은 

생겼으니 基히 可神한 일이더라. 山谷間에 隱隱히

천 하 

天下의

지 주산

地틀림없다. 主山이

절 묘

렇게도 絶할까.

타 처

他處에 서

유두 혈

乳頭穴에

을 진

江辰으로

절색 혈 후

絶&이요, 穴候에 
s»

천하가 혈
天'"Wi 穴 또

혈 매화 낙

穴은 梅花落

중 봉

이•으
VX V

공 립

둘러 유^立한 衆峰이 이

있으니

예 술

藝術에

토색오 색 토

극 치

極致라 하겠다.

차 여

맺힌 土色五色土가 燃然하다.

도두 원와 형성

到頭하여 圓휴를 形成하였으니 그

보지 못한

환장 랑적
어느누가 還#한 휴跡이

애석 을진 입수 진"좌술향

哀借한일이다. 江辰入首하여 辰坐成向에
병오 득 정미 득 임 

芮午得, 丁未得에 玉

파 부귀 불가형언 지지

破이다. 富貴不可形言之地이다.

광주산맥 일대 간용 초초 래 용

廣州山脈의 一大幹龍을 i£i£ 來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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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번신 북 행용 노고 산 자웅 산

-枝는 勸身하여 北으로 行龍하다. 老姑山에서 다시 남으로 雅雄山,

금병 산 우두 산등 수봉 파주 읍 부곡리 홀연 평

錦昇山, 牛頭山 等 秀峰을 세우고 破州邑 쑤谷里에 이르러 = 平

지낙 맥 비봉 형 일품 혈 금수장 막

地落脈하여 飛鳳形을 맺었으니 一品穴이 되었더라. 錦#肅帳幕 두른 곳

아미안 기특 기봉 수봉 수십리 환요 천리개 국

에 嫌危案 奇特하고, 奇峰秀峰 數十里에 還統하고 千里開國되었구나.

월 롱 산 원안 시술 곤신 파 갑 묘 을진 작 건 궁마 산

月II山이 遠案되고 辛成, 부申申破되었고 甲W, 江辰作되었더라. 乾宮馬山

응 위 삼팔장 아아

雄하고 三Af|$ I臟11유하다.

천장필 혈 부대 발복 왕비 삼공 문무장상 부지

이와같은 天藏私穴 얻어쓰면 富代發福하여 王如三公, 文武將相, 不知

기수 삼십 팔대 장상공후 우사' 맹호출

其數 三十代將相公候 어려울소냐. 또다시 友砂가 흘러가서 猛虎出

림 가 혈 와우 안 오 육—봉래 작

林 佳穴이 또 생겼으니 臥牛案이 되었구나. 五亡 峰來作하여 
、

갑묘 입수 고신 득 신술파 부귀 장상면 면

甲卵入首에 뷰申得, 辛成破되었는데 富貴將相綿綿하리.

동대맥 백석리 공동묘지 내 일혈 결 혈

또한 同大脈 흐르는 곳에 白石里, 共同墓地內 一穴이 結穴되었으니

가 거부 장상지 지 갑 묘 입수 우선 수 월 롱 신안

可히 巨富將相之地이며 甲卵入首로 右旋水가 되었고 月龍山案이 되었

파주 곤방 오십리 허 회용고조 혹 와 용귀 수격

다. 또한 破州 버申方 五十里許에 回龍顧祖 成은 臥龍歸水格이라고 하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결 혈 광주산맥 북

는 城州市 炭惑面 錦山里 아래 새잡이에 結穴되었으니 廣州山脈 北

진일 파 진두 처 *

進一泳의 盡頭處인 것이다.

광주 사맥 최종 봉 월 롱 사 거무 체 소조 사 소

廣州山脈의 最終峰인 月li山이 巨n體로 높이솟아 小祖X이되어 i

사 낙파 위이 행용이십여리 삼태기복 경태회선 경작

X a로 落破하여 透逆 行龍=十餘里, 三合起伏하여 庾兒回旋하여 庾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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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유 입수

腦SA 首하여

손 진 득 계 축 파.

M•辰得突 3t 破로

일대 혈 경기도

—大穴을 맺었으니 京緩道의

수_백리 성곽 웅

數百里城郭雄圍하고, 三天粉黨
삼천분 대 팔백 연화

花하여 참말로 보

일대 혈 애 석

기 드문 一大穴이더라. 그러나 哀借하게도

군이 주둔
+X이 하여

혈 처

穴處를

파

破하였으니 어찌할까!

원덕 산

元德山

원덕 산하 용산 지 상

옛 先哲들이 남긴 I共錄을 더듬어 보니 破州 元德山下 龍山之上

황롱주형 곤미행용정 입수오좌 상유학산 흐）•유 용지 천병만 마 옹위

風寺珠形, '申未行龍丁 入首午坐 上有鶴山 下有龍池, 千兵萬馬«衛

봉태을지 위 산상결국 세인부식가탄 운운

峰太江至貴, 山上結局, 世人不識可膜, 示구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산 명
오랜 x名이 달라졌기

지 도 ,

때문에 地圖를 놓고 아무리 찾아도 찾아 볼수

갑 지

甲 M 로다.

선 철

위

결 록 파 주

웅 결

雄#± 하였으니

봉

M

주

±

가 없었다.

파 주

또한 城州에

L_ 이

棄 A들게
물어

원덕 산

봐도 元德山을 .알길이
묘 연

募然하다.

행로 파주

行路를 ^起州市

법원 읍

法院》으로
향 발

하였다.
시

양주 불국산
陽州 佛國xL이

행 용 차 백 평 지 도 맥중 조

中祖가 되어 行龍한 此脈은 平地渡脈을 하여
한 강

漢江

손사 행용 은봉 산 갑묘행 용 재전 손사행용봉 역저

峰에서 aw하여 異匕行龍, 隱鳳山에서 甲卵行龍, 再轉異己行龍하여

광적 며 노아 산 노고하' 과협 수다 다다소 소

廣積®의 老兒Jr을 거쳐 또다시 老姑iL을 거쳐 過映數k

탁입 원덕산 차일대간용 진

卓立, 元德山에 이르러 此一大幹龍을 盡 하였다.

지각활포 회전중중 옹위 과연 대간 면모

枝脚潤布, 回轉重重據衛하였으니 果然 大幹의 面貌를 갖추었다.

105



파주문화 제32호

원덕 산 심혈 연봉 팔구 봉 연후 병오 탁 입 주산
元福山에 올라》穴하니詞午로 #立하여 ±山이

재차 질단 결인 돈기 후작혈 정입 수 오작 곤

되어 再次 5失斷結하고 頓起後 作大하였으니 丁入首에 午作하고 부申

미 낙맥 결 녹 일호 차이 건곤간손 감악산 파평

未로 落脈하여 結錄과 一童의 差異도 없다. 乾拜良요에 組獄山, 破平

산 금병 사 소'방 불국사 원조 창공 수려

山, 錦昇;L ＞方에 佛國고의의 遠照하여 蒼空에 秀麗하다.

수구 화표한문 간득임파

水17는 華表4^門하였고 良得王破이다.

내청 용 회두 임파 좌우사중중 임자방 임진강

內淸龍은 回m하여 玉破이다. 左右砂重重하고, 王子方으로 臨F*江이

회환 송악 스!• 조산 천리개 국 전후좌우 천

回環하고 멀리 松 1ft山이 朝山이 되었다. 千里開局하고 前後左右에 千

봉 옹위 장관 진실 대 지 극귀 혈

峰이 據衛하여 壯觀을 이루었다. 眞實로 大地極貴穴이 아닐수 없다.

산상 결국 ， 전두 인봉

山相 結局하였으니 어느 누가 찾아볼수 있을까? 바로 前頭에 印峰이

봉황 롱 주형 연 혈처 구조

있으니 鳳鳳毒珠形이다. 然이 나 穴處에 도차카가 構造되어 있으니 참•»
통타 부 금

말로 2産을 不M하는 바이다.

내부 조사 혈파괴 좌측

그러나 內部에 들어가 調査하여 보니 穴은 破壞되지 않고 左側에 도

설 치 '총 용타이 처 횡 작 白 좌유햐 결
치카가 設a되어있다.. 또한 a龍章立處에 橫作하여 而坐S그으로 結

혈 혈

穴되었으니 적은 穴이 아니다. ... ■

서편 평지 와 용심 수형 촌 낙*후산 결 혈 차 혈 역시

또한 西便 平地에 臥龍辱水形이 村落 後山에 結穴되었으니 此穴赤是,

부귀겸전 가혈 사좌해향 갑득묘득 용심 건해파

富貴兼全이 佳穴이다. 己坐袁向이며 甲得卵得에 龍辱에 乾袁破이다.

차혈 양국작혈 가 가혈 적성남방오

此穴인즉 兩局作穴하였으니 可히 보기드문 佳穴이다. 또한 積城南方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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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허 가 혈 군. 인

里許에 佳穴이 맺혔으나 軍人들이 

등산 금지 망견

登山을 禁止하므로 望見만 하고 답

사를 못했다.

신년 초 파주시 교 하읍 교하리 남이 리 허 평시 낙안형 결 혈 

新年初에 城州市 交河邑, 交河里, 南=里許에 平砂落確形이 結穴되

경태 수두 경태 입수 신좌 인향 병오 득갑묘구곡조수 간

었으니 庾兒垂頭, 庾兒入首에 申坐街向이다. 芮午得甲卵九曲朝水, 良

파 좌우사중첩 청용사 장회 결국 백호사연연 회포다정 청용역

破이다. 左右砂重*, 靑龍砂, 長回結局, 白虎砂繼繼回拘多情, 靑龍逆

수 회래 백리 원조면 며다 정 가혈중 가 혈

水, 回來 百$, 遠朝面面多情, 참말로 佳穴中 佳穴이다.

고봉 산소 조 노고 산중 조 도봉산 태조 소조 산 이 하출 양용 수십
高峰江小祖, 老姑江中祖, 道峰丄太祖되었으며 小祖山以下出洋龍數十

리 손사 곤신 건해 역전 결 혈 부귀 관세 부여 석숭 만대영화

里 MB, 押陣, 乾하, 逆轉結穴하였다. 富貴冠世 富如石崇, 萬代榮華

무궁지지 만일 경태좌칙 패망 신징, 다율

無窮之地이다. 萬一 庾휴;坐則 敗t할 것이니 愼之. 또한 그길로 多票

리 도달 학비등공형 결 혈 천 하 대 지

里에 到達하니 鶴飛騰空形이 結大되었으니 天下의 大地 여기 숨었더

소조고봉산 낙맥 출양용 수십리 한강

라. 小祖高峰山에서 落脈하여 出洋鑛이 되어 數十里를 흘러 漢江과

임진강 합류처 도달 일대혈

臨陣江 合流處에 到達하여 一大穴을 맺었더라.

도봉 사•태조 노고 사■ 중 즈' 초초 위유 탁립고 봉사' 평양 낙

道峰山太祖되고 老姑山이 中祖되어 透遊 卓立高峰山하여 平洋落

맥 혹연 군학 비 래 혹 학군 계립 형태 혹 비 익

脈, 惑連하며 群鶴이 飛來하는 듯 成은 鶴群難立形態로 成은 飛허쩌

혹 서립 군 안

成은 端立하여 群確이

출동 형태百내진 좌측 한

出同하는 形態로 內盡하였다. 左側으로는 漢

강 왕왕동로 수백 임진강 합수처 산수상배

江이 汪汪同路 數百를 와서 臨陣江과 合水處에 와서 山水相配하여

대 혈 혈중 대작

大穴을 맺었으니 이 어찌 穴申의 大作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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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人｝ 결 록 전 소조고 봉산

先師들도 結錄에 傳하지 못하였으니 小祖高峰山이

수십리 원거리

數十里 遠距里에

 격수지 산천 원원래 호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隔水之山川이 遠遠來護하여
환요 혈성

環統하고 穴星은

극귀 격 자오 묘유 천배 희귀 혈 법 혈성 돈 립 풍

極貴格인 子午卵S로 芽配하였으니 稀貴한 穴法이며 穴星은 頓立覽

후 안산 한강 수
厚하며 +江밖으로 演江水가

환 요

環統하여
이십리

=十里

대수구

밖에 大水 V7 를 이루우］

적시 신술 방

赤是 辛成方으로 돌아간다.

건곤간 손 방 특립 수 려

乾'申良II•方이 特立하여 秀麗하니
천 하

天下의

귀격 대대 영웅호걸

貴格이요. 代代로 英雄豪傑,

극귀 인 당대 속발 부귀 태수h 비

極貴人이 끝이 없을것이며 當代에 速發하여 富貴太山같이 比할데 없

부귀영화 지구 동행 삼백여 년 적덕 복인 차 혈

으며 富貴榮華, 地球와 同行할 것이다. 三百餘年 積德한 福人 此穴을

망 어
얻을것이니 t글하여 헛되이

사 낙안

砂落確이

양대 혈

兩大穴이

닝 전
浪 1* 하지 말 것이다.

기 이

奇異한 일이 아닐수

세인 정혈

생겼으나 世人이.丁穴을 알아보지 못하고,

허 사

불원지 간 평

또한 不遠之間에 平

없다.생겼으니 이 어찌

불과 지척지 간 

不過 尺吹노之間에

수 세 기간 묘

헛되이 數世紀間에 많은.』를 썼으나 모두가 虛事가 되었구나.

정미 입수 병오 수두 와결

丁未入首에 芮午垂頭하여 高結하였으니

단회 중첩

短回하여 重4하였고

좌사 원원 회포

左砂는 遠遠回拘하여

길 육수구 비

吉大秀시Mt 하고,

대 격

大格을 이루었고

형태 좌우 사

形態 더욱 아름답다. 左右砂는

으 보

Fidi 하였구나.

우 간인 득 건파

안산 대야 중

案山은 大野中에 1

결국 계 튝 간인 득 건파 삼

結局하였는데 突五, 良街 得에 乾破되었구나. 三

한강 수 호수 죽적수 구

水r?를 바라보니 漢江水가 마치 湖水같이 蓄積하여

사상학문 건해봉 정미봉 특수 장상

海象#門되엇구나, 乾玄峰과 丁未峰이 特秀하니 將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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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대 대 자손 수 고..백 세 부여석숭 천만대 영화

幸相代代날것이며 子孫壽高百歲할것이며 富如石崇 千萬代榮華할 것이

여차대 혈 무식 배 선장 일대 범살 입 향 기 과면

다. 如此大穴 無識輩있어 先葬하였다가 一大犯殺 立向하여 其 過免치

환장 명혈 자 사좌 해 향

못하여 還葬하였으니 다시 名穴을 얻는者 있거든 S座袁向으로 할것

병오 좌 당대 패망 면

이니 芮午坐를 하게되면 當代敗t 免치 못할 것이니 삼가고 삼가라.

고봉 산 낙 맥 평강 용행 용 수십리 삼개 용 기중

이같이 高峰山落脈하여 平岡龍行龍 數十里에 三個龍이 되었는데 其中

학비 등공 평사낙안

鶴飛騰空이 으뜸이요, 그다음이 平砂落確이다.

이상 삼대혈 진실 혈중 갑지

以上 三代穴은 眞實로 穴中 甲地이다.

다율리 장명 산학비등공형

多票里〜長命山（鶴飛騰空形）

다율리 평사낙안형

多果 里〜 （平砂落確形）

만 장산 만장 산 매화낙지 형

萬丈山〜萬博山（창만리） 梅花落地形,•

금 곡리 비봉 형

金谷里〜 飛鳳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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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고전읽기

용재총화 （爐齋호i舌）

편집부

용재총화

상휘

■휴수식

不 S

|러6心?=au===3k.

용재총화란?

‘총화’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모아 엮은 잡기류（雜記類）의 문헌이다. 용재총화는 고려로부터 조선 성종 

대까지 형성되고 변화된 민간 풍속과문물, 제도, 역사, 지리, 학문, 종교, 문학, 음악, 서화등사회문화전 

반에 걸친 이야기들이 두루 기록된 책으로 조선 전기에 대사헌, 공조판서 등을 지낸 용재 성현（W齋 成 

促, 1439년 세종 21 〜 1504년 연산군 10）이 지은 것이다. 성현은 예문관•성균관의 최고 관직을 역임한 학 

자이자 관료로서 폭넓은 학식과 관직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정리하였다.

최초의 기록은 내용 구분 없이 일기 또는 수필 형식으로 기록되었으나 인물, 풍속, 관제, 지리 둥으로 

세부 내용이 분류된다. 인물은 최치원（崔致遠）, 정지상（鄭知常）, 정몽주（鄭夢周） 등 신라와 고려의 명현, 

서거정（徐居正）과 성임（成任） 등 조선 초기 문인의 학문적 특성과 문장가로서의 성격이 담겨있으며, 공 

민왕, 안견（安堅）, 최경（崔經） 등의 서화（書晝）에 대한 내용, 송태평（宋太平）과 도선길（都善吉） 등 악공에 

대한 이야기, 상림춘（上林春）과 같은 기생의 이야기 등 다양한 인물담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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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에 관한 내용으로는 평양과 개경, 한양 등 각 도읍의 형세와 백운동（白雲洞），청학동（靑鶴洞）과같 

은 한양의 명승지, 한강 주변의 옛 풍경 등이 담겨있어 서울의 옛 모습을 연상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풍속에 있어서는 잔치 음식의 가짓수와 맛의 특징, 혼례 풍습과 나례（B禮, 가면을 쓰고 행하던 주술 

적 벽사의례）, 처용무（處容舞, 궁중이나 관아의 의례에서 처용의 가면을 쓰고 잡귀를 쫓아내는 춤）, 관 

화（觀火, 궁중에서 거행하는 불꽃놀이） 등의 절차를 설명하고 있어 민속학을 연구하는데도 귀중한 자 

료가 되고 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왕세가（王世家）와 양반 관료, 유학자, 서화가, 음악인, 문인으로부터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기생과 노비 등의 하층민까지 포괄한다. 유명인의 일화나 해학담（諸!®譚）, 일반 대 

중이나 천인들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설화도 실려 있어 민속학과 구비문학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용재총화 발간 경위

용재총화는 내용 구분 없이 총 10권으로 기술되었으며 선생의 사후 아들 성세창（成世昌F이 경주부 

윤 황필（黃호）2）에게 가져가 출판을 위촉하였고, 황필의 발문으로 1525년 을유년 가을 경주부（慶州府） 

에서 3권 3책으로 간행되었다. 이후 중간（重刊）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초간본이 희귀해짐에 따 

라 각종 필사본이 유포되어 전해졌다. 규장각에 소장된 3권 3책의 필사본과 석판본 두 종류, ‘대동야승 

（大東野乘）⑶ 소재본 연세대에 소장된 5권 5책의 목판본, 고려대에 소장된 낙질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후 1909년 조선고서간행회에서 출간한 대동야승에 실려 널리 알려졌으며, 1934년 계유출판사에 

서 출간한 ‘조선야사전집’ 권 1에 국문으로 현토（懸吐, 한문에 토를 다는 일）하였으며, 1957년 평양시 국 

립출판사에서 ‘대동야승전집’중 ‘용재총화’를 홍기문이 국역, 간행하였다. 이후 여러 경로를 거쳐 2000 

년 경산대학교에서 개교 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고려대, 연세대, 성군관대 도서관 등에 분산 보 

관된 목판본과 국립도서관, 규장각 등에 전하는 필사본을 대조해 오탈자와 중복 기사를 바로잡아 ‘용 

재총화’영인본을 발간하였다.

1） 성세창（成世昌 1481 년 성종 12 ~ 1548년 명종 3）： 홍문관정자, 사간원헌납, 강원도관찰人L 형조참판, 대사헌, 형조판서를 역임한 조선 중기의 문신. 

용재 성현의 자子

2） 황필（黃彈 1464 세조 10〜1526 중종 21）： 의정부사록, 정언, 교리 등을 지냈고 경주부윤으로 있다 임지에서 졸한 조선 전기의 학자이자 문신

3） 대동야승大東野乘: 조선시대 야사, 일화, 소화, 만록, 수필 등을 모아 놓은 72권 72책의 필사본. 조선 초부터 인조 때까지의 작품들을 수록한 총서로 

용재종화는 책의 맨 앞에 실려 있다.

111



파주문화 제32호

본 내용은 ‘지식을 만드는 지식’의 용재총화 번역본（2014. 홍순석 저）, 민족문화백과사전, 문화콘텐츠 

닷컴의 문화원형 백과, 네이버 인물사전 등을 참고로 하여 기술한다. 사료를 통한 고증방법은 정사■（正 

史）와 （野史）야사 모두가 필요하나 ‘용재총화’는 성현이라는 한 개인의 기록에 해당하므로 역사적인 기 

술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인물에 대한 평 또한 사견이 따를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내용 읽기

전체 10권으로 지어진 용재총화 본책에는 1권 16편, 2권 34편, 3권 45편, 4권 31편, 5권 27편, 6권 38편, 

7편 35편, 8권 31편, 9권 32편, 10권 39편 등 총 328편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인물, 풍속, 지리와 지형, 재미있거나 기이한 이야기 등으로 분류, 수록한다.

고어古語와 관직官職, 전문용어, 등장인물에 관해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 표기로 간단한 

설명을 곁들이고,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주석을 달아 해설한다.

- 인물에 대한 기록

인물에 대한 기록은 신라 말에서 고려, 조선에 이르는 왕세가, 사대부, 문인, 서화가, 음악가 등에 대 

한 사건과 일화를 개인의 시각으로 보고 진솔하게 적은 글이다. 우러러 귀감이 될 만한 이, 풍자와 해 

학을 통해 미소를 머금게 하는 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사형에 처해지는 이 등 시대와 범위를 광범위 

하게 포괄하였다.

- 당대의 문벌

지금 문벌이 번성하기로는 광주이씨가 으뜸이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성씨만한 가문이 없다. 광주이 

씨는 이집（李集）① 이후로 점점 성대해졌다. 이집의 아들 지직은 참의였고, 참의의 아들 셋은 사인（舍人, 

조선시대 의정부 정4품의 관직）과 우의정, 관찰사를 역임했다. 사인의 아들 극규는 지금의 판결사이며 

우의정（이인손）의 다섯 아들은 영의정（극배）, 형조판서（극감）, 광천군（극증）, 이조판서（극돈）, 지중추（극 

균）로 벼슬이 모두 1품이다.（중략） 광성군에 봉해진 극감은 일찍 죽었으나, 그의 아들 세좌는 지금 광양 

군이다. 빛나는 아들, 빛나는 손자들이 높은 벼슬의 반열에 서서 잇달아 끊이지 않았다. （중략）

우리 성씨（成氏）는 창녕부원군5）이후로 점점 커졌다. 부원군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 석린 

은 좌정승이고 둘째 아들 석용은 유수（留守, 고려와 조선의 지방관）이며 그 다음의 나의 증조부 예조판

4） 이집（李集 1327 ~ 1387） 자字는 성로成老, 호는 묵암자墨巖子, 호연治然, 둔촌週村으로 정몽주•이색 등과 교유한 고려 말의 학자이자 문신

5） 창녕부원군昌?府院君: 성여완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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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공이다. 정승의 아들 발도는 좌참찬이고, 유수의 아들 달생은 판중추이며 개槪는 관찰사가 되었다.

증조부께는 세 아들이 있으니 맏아들은 나의 조부 지중추이고, 둘째 아들 유柳는 우참찬이며 셋째 

아들 급（拔）은 첨지중추다. 나의 선고（아버지）께서도 삼형제인데 아버지는 맏이로써 지중추이고, 다음 

은 우의정으로 창성부원군이며, 그 다음은 형조참판이다.

우리 형제도 셋인데 큰형（성임成任）은 좌참찬이며 다음 형（성간成促）은 정언이며 막내는 나다.（후략）/ 

권 2. 7화

- 최영의 용병술

칠성부원군 최영은 어릴 때부터 그의 아버지가 늘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見金如土）”고 가르쳤 

다. 최영이 항상 이 네 글자를 큰 띠에 써서 종신토록 지니고 다녔다. 국정을 잡아 위신이 중외에 떨쳤을 

때도 남의 것을 조금도 취하지 아니하고 겨우 먹고사는 데 족할 따름이었다.

당시 재상들은 서로 초대해 바둑으로 날을 보내면서 다투어 성찬을 차려 호사함에 힘썼으나, 공은 손 

님을 초대해 한낮이 지나도록 찬을 내놓지 않다가 날이 저문 뒤에야 기장과 쌀을 섞은 밥에 잡동사니 

나물을 차려 내었다. 손님들은 모두 배가 고픈 참이라 나물과 밥을 남김없이 먹고는 “칠성집 밥이 제일 

맛있다.”했다. 이에 공은 “이 또한 용병술이라오.”하고 웃었다. （후략）/ 권3, 8화

- 길재의 은둔과 교육

야은 길재（治隱 吉再）선생은 고려가 멸망함을 통탄해 문하주서（門下注書, 고려시대 문하부의 종7 

품 관직）의 벼슬을 던지고 선산 금오산 밑에 살면서 왕조에 벼슬하지 않기로 맹세했디. 조선왕조에서 

는 예로써 대했으나 역시 그 뜻을 빼앗지 모했다. 공은 고을의 여러 생도를 모아 두 재（齋）로 나누었다.

양반의 후손을 상재上齋로 삼고, 가문의 아이들을 하재（下齋）로 삼아 경（經）, 사'（史）를 가르치고 근（ 

勤, 부지런함）과 타（tw, 게으름）를 시험했다. 하루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백 수십 명이었다. 공이 일찍 

이 한거시（閑居詩）를 지었다. “맑고 차가운 샘물에 얼굴을 씻고/ 무성하고 높은 나무에 몸을 의지하네 / 

젊은 아이들이 찾아와 글자를 물으니/ 애오라지 더불어 소요함도 좋구나.” （후략） 권 3,10화

- 황희의 도량

익성공 황희翼成公 黃喜는 도량이 넓어서 작은 일에 구애됨이 없었다.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을수록 

더욱 겸손하고 스스로 자제했다. 나이 90여 세임에도 방에 앉아서 종일토록 두 눈을 번갈아 뜨면서 한 

쪽 눈으로 책을 읽을 뿐이었다. 방 밖에 복숭아가 잘 익었는데 이웃 아이들이 와서 함부로 따니 느린 소 

리로 ‘나도 맛보고 싶으니 다 따가지는 마라.’했다. 조금 뒤에 나가보니 온 나무의 열매가 모두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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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저녁 식사를 할 때마다 많은 아이들이 모여든다. 공이 밥을 덜어 그들에게 주면 떠들썩하 

게 서로 먹으려고 다툰다. 공은 단지 웃을 따름이었다. 사람들이 모두 공의 도량에 만복했다. 재상이 된 

후 20년 동안 조정은 공을 의지하고 소중하게 여겼다. 개국 이후의 재상을 논하는 자는 모두 왕 공을 

으뜸으로 삼고 있다. / 권3,19화

- 이색（李禮）6）의 슬픔

재학 이종학李種學（이색의 둘째 아들）이 무고하게 죄를 입었으나 이색은 조정이 두려워 그 비통함을 

풀지 못했다. 하루는 일가 사람이 찾아와서 뵈니, ‘산놀이를 하고 싶은데 같이 가겠는가?’했다. 서로 말 

을 나란히 타고 골짜기로 들어갔다.

인적이 없는 곳에 이르자 일가 사람에게 말하기를 ‘자식을 잃은 뒤로 가슴 속으의 울분을 풀지 못했 

는데, 지금 여기 온 것은 울고 싶었기 때문이다.’했다. 마침내 큰 소리로 통곡하는데 해가 다하도록 울 

음을그치지 않았다. （중략）

재학이 죽음에 임해 여러 자식에게 이르기를 ‘나는 문명文名 때문에 사람들이 시기해 이리 되었으니, 

너희들은 다시는 과거를 보지 말아라.’했다. 그 뒤에 숙치, 숙포는 모두 과거를 보지 않았으나 벼슬이 성 

재省幸에 이르렀다. 홀로 과거를 본 숙복은 끝내 현달하지 못했다./ 권3, 22화

- 박석명의 인재 발탁

삼재（三幸, 좌참찬의 다른 이름） 박석명 （朴銀命）7）은 소년 시절에 태종과 함께 한 이불 속에서 잤는데, 

석명의 꿈에 황룡이 자기 옆에 있는 것을 보았다. 돌이켜보니 바로 태종이었다. 이로부터 기이하게 여 

겨 서로 더욱 친밀하게 지냈다. 임금이 즉위하자 석명을 더욱 총애했다. 10년간 지신사•（왕명출납을 담 

당하던 도승지（都承旨）의 별칭）를 했으며 지의정부사로 육조의 판서를 겸했으니, 근래의 신하 가운데 

견줄 자가 없었다.

승지가 되었을 때 임금이 ‘누가 그대를 대신해 승정원을 맡을꼬?’하니 ‘조선 중에는 마땅한 자가 없으 

나 다만 승추부도사（承福府都事 ）황희가 적당한사람입니다.’했다. 임금이 마침내 기용하고 얼마 되지 

않아 박공을 대신해 승지가 되었다.（후략）/ 권 3, 23화

- 어우동

어우동은 지승문 밖 박선생의 딸이다. 그의 집은 돈이 많았다. 그녀는 자색이 뛰어났으나, 성품이 방

6） 이색: （李稀 1328 충숙왕 15~1396 태조 5） 성리학을 바탕으로 정치사상을 전개한 고려 말의 학자

7） 박석명: （朴4§命 1370년 공민왕 19 ~ 1406년 태종 6） 함경도선위사, 전라도도체찰사, 지의정부사를 지낸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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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하고 바르지 못했다. 종실 태강수（宗室 泰江守）日의 아내가 된 뒤에도 태강이 막지 못했다.

어느 날 나이 젊고 훤칠한 장인을 불러 은그릇을 만들었다. 여자는 이를 기뻐해 매양 남편이 나가고 

나면 계집종의 옷을 입고 공장의 옆에 앉아 그릇 만드는 정묘한 솜씨를 칭찬했다. 드디어 내실로 끌어들 

여 날마다 마음대로 음탕한 짓을 하다가 남편이 들어오면 몰래 숨기곤 했다. 그의 남편이 자세한 사정 

을 살펴서 알고 마침내 어우동을 내쫓아 버렸다. 그 여자는 이로부터 방자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했다.

그의 계집종 역시 예뻐서 저녁이면 옷단장을 하고 거리에 나가 미소년을 이끌어 여주인의 방에 들여 

보내고, 저는 또 다른 소년을 끌어들여 함께 자기를 매일처럼 했다.（중략）

조정의 관리나 유생으로서 나이 젊고 무뢰한 자를 맞아 희롱하지않은 자가 없었다. 조정에서 이를 알 

고 국문했는데, 고문을 받거나 직급이 강등되거나 먼곳으로 귀양 간 사람이 수십 명이나 되었다. 죄상 

이 드러나지 않아 면한 자들도 또한 많았다.

의금부에서 그녀의 죄를 아뢰니, 임금이 재추에게 명해 의논하게 했다. 모두 말하기를 ‘법으로써 죽 

일 수는 없고, 먼곳으로 귀양 보냄이 합당하다.’했다. 그러나 임금이 풍속을 바로잡고자 해서 사형에 처 

했다. 옥에서 끌려 나오자 계집종이 수레에 올라 허리를 껴안고 하는 말이 ‘주인님께서는 정신을 잃지 

마소서. 만약 이런 일이 없다면 어찌 다시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줄 알겠습니까?’했다. 듣는 사람들 

이 모두 웃었다./권 5, 24화

- 홍녀에 반한 서거정

화사晝史（종 6품 벼슬의 도화서 화원） 홍천기는 여자인데 절세미인이었다. 마침 일을 저질러 사헌부 

의 추국을 받았다. 달성 서거정（達城 徐居正）이 젊었을 때에 여러 소년들의 무리를 따라다니며 활 쏘 

고 술을 마시다가 또한 잡혀와 있었다. 서거정은 홍녀의 옆에 앉아서 눈짓을 보내고 잠시도 돌리지 않 

았다. 이때 상공 남지（南智）9）가 대사헌이었는데 보다 못해 말하기를 ‘유생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속히 

놓아주어라.’했다.

서거정이 나와서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어찌 공사（公事）가 이처럼 빠르냐? 공사는 마땅히 범인의 말 

을 묻고, 또 고사（고소장）를 받아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한 뒤에 천천히 하는 것이거늘, 어찌 이리 급 

히 처리하는가?’했다. 이는 홍녀의 곁에 오래 있지 못한 것을 한탄해서 한 말이었다. 친구들이 듣고 모 

두 웃어 마지않았다. /권 6, 29화

- 신 모의 비루함

조정의 선비 가운데 신辛이란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는 허황한 성품으로 항시 부자임을 자랑했

8） 태강수（이동李소）: 효령대군의 손

9） 남지: （南智 ? ~1453 단종 원년）형조참판, 우의정, 영중추부사를 지낸 조선 전기의 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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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느 날 쌀 한 줌을 문밖에 뿌린 후 손님을 맞아들이면서 하인을 꾸짖었다. ‘하늘에서 내린 물건을 

왜 이리 마구 버리느냐? 그제는 충청도 사람이 쌀 200곡을 보내왔고, 어제는 전라도 사람이 300곡을 

보내왔는데, 그렇다한들 이같이 어지럽히면 되겠느냐?’했다.

또 희첩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자 항상 지분（화장품）을 뿌려 방 벽에 바르고 손님을 맞아들일 때 종 

을 꾸짖기를 ‘어째서 벽을 더럽혔느냐? 아무 기생이 이 방에 와서 자더니 이것은 새벽에 화장할 때 낯 

씻으며 한 짓이구나.’했다.（중략）

또 사귀는 벗들을 자랑하고자 미리 권세 있는 재추（幸福 2품 이상의 벼슬을 한 자）의 명함을 써서 하 

인에게 주고는 손님이 와서 앉았을 때 하인이 명함을 가져와 바치면 선비는 그것을 옆에 놓고 일부러 

보지 않는다.

손님이 그것을 보고 노재상의 이름이어서 놀라 달아나려고 하면 말리면서 말하기를 ‘노 재상은 나의 

친한 친구이니 움직이지 마라.’했다. 잠시 후 하인이 ‘노 재상이 그만 돌아갔습니다.’라고 고하면 선비가 

웃으며 ‘내가 오래 이 사람을 보지 못해 지금 보고자 했는데 어찌 그리 급하게도 갔느냐?’ 했다. 이런 사 

실을 아는 사람은 모두 그의 비루함을 비웃었다. / 권6, 36화

- 파리목사

뮤관 양 아무개가 공주목사（公州牧使）가 되었다. 삼복에 파리가 많았는데, 목사가 이를 매우 싫어했 

다. 고을 아전으로부터 기생과 하인에 이르기까지 매일 아침 파리 한 되를 잡아 바치게 했다.

법을 엄하게 만들어 이를 독촉하니 상하가 서로 다투어 파리를 잡느라 쉴 겨를이 없었다. 하여 주머 

니를 가지고 사러 다니는 사람까지 있게 되었다. 당시 사람들이 ‘파리목사’라 별칭을 붙여 ‘고을 다스리 

기를 파리 잡듯이 하면 명령이 어찌 행해지지 않으리오.’했다. / 권7, 35화

- 꼴찌로 급제한 박충지

세종 갑인년（甲與年 1434）에 별시（別試,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임시로 보는 과거）를 치렀다. 방을 내 

거는 날 上舍（생원） 박충지朴忠至는 위축되어 집에 있으면서 하인을 시켜 ‘방목榜目을 가서 보라’하고 

서서 기다렸다.

저녁 때 하인이 천천히 돌아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말에게 먹일 풀만 썰고 있었다. 상사가 낙담 

해 누워 있다가 천천히 돌아보며 묻기를 ‘방（榜）에 내 이름이 없더냐?’ 했다. 하인이 말하기를 ‘합격은 했 

는데 도무지 빛이 나지 않습니다.’ 했다. 하인은 이어서 ‘최항（崔恒yo）은 장원이 되고, 상전께서는 말좌（ 

합격자 중 꼴찌）였습니다. 했다.

10） 최항: （崔恒1409년 태종 9 ~ 1474년 성종 5）. 본관은 삭녕（期學）. 자는 정보（貞父）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지낸 조선 전기의 문신,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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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발끈 성내어 낯빛이 변하며 꾸짖었다. ‘어허 이 늙은 도적놈아, 그것이 내가 바라던 바이다.’ 했 

다. 최항은 나이 젊은 유생이요, 박충지는 나이 많은 생원인데, 하인은 꼴찌라고 부끄럽게 여겼지만 상 

사는 꼴찌라도 다행으로 생각한 것이다. / 권 9,16화

- 유생 최항의 장원급제

（전략） 최항이 사량으로 성균관에 있었으나 별시別試의 삼관（三館 홍문관, 예문관, 교서관）이 사량 

을 거절해 과거에 응시하지 못했다. 최항이 표문表文을 올려 말하길 ‘먹는 데는 비록 공사의 분별이 있 

으나 학문에는 피차의 구별이 없습니다.’했다.

시험 장소에 들어가게 되니 시험장 중의 늙은상사들이 비웃기를 ‘어디에 있는 가죽 불알의 아들놈이 

이같이 날뛰느냐?’했다. 최항이 대답하기를 ‘네 아비의 불알은 쇠로 되었느냐?’ 하고 응시하니 마침내 

장원에 뽑혔다.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고, 훈공과 업적이 일대에 으뜸이었다. / 권 9,17화

- 풍속에 대한 기록

지금은 사라졌거나 간소한 형태로 약식 진행되거나, 변형된 채 근근이 전해오는 여러 풍속들이 과 

거에는 어떠했으며, 어떠한 유래를 지녔는지 짐작할 만한 내용들이 고루 실려 있다. 국가 차원의 왕실 

행사에서 하층민의 놀이 문화까지, 고유의 풍속을 지키고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 내용들을 발췌한다.

- 역귀를 물리치는 일

구나（驅«）山의 일은 섣달그믐 전날 밤에 창경궁의 뜰에서 관상감이 주관한다. 붉은 옷에 가면을 쓴 

악공 한사람이 창사（唱師）0가 되고, 황금빛 눈 넷의 곰 껍질을 쓴 방상시（方相氏）0 네 사람은 창을 잡 

고 딱따기를 친다. 지군（持軍）다섯은 붉은 옷과 가면에 화립（晝호）을 쓰며, 판관 다섯은 푸른 옷과 가 

면에 화립을 쓴다.

조왕신（«王神 부엌을 맡아 지키는 신） 넷은 청포淸砲（푸른 도포）, 복두01頭, 머리에 쓰던 관의 일 

종）, 목홀（木휴, 나뭇조각으로 만든 홀호）에 가면을 쓴다. 소매（小梅）⑤ 몇 사람은 여삼（女參）을 입고 가 

면을 쓰고 치마저고리를 입는다. 모두 홍록（立錄）으로 하고 손에 긴 장대를 든다.

십이신（十三神）은 모두 귀신의 가면을 쓴다. 자신（子神）은 쥐의 가면을 쓰고, 축신（五神）은 소의 가면

11） 구나（驅魔） : 고려 • 조선 시대에, 세밑에 궁중에서 역귀（疫鬼）를 쫓던 일. 또는 그런 의식. 역귀로 분장한 사람을 방상시가 쫓는 연극으로 이루어짐

12） 창사: 여러 사람이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칠 때 앞장서 이끌며 소리를 내는 사람

13） 방상시 : 나례（魔禮）와 장례 행렬에서 악귀를 쫓아내는 대표적인 축귀（逐鬼） 대신（大神）

14） 지군 : 탈과 벙거지에 붉은 옷을 입고 방상시를 따라 귀신을 쫓는 사람

15） 소매 : 초라니. 나자魔者의 하나. 기괴한 계집 형상의 탈을 쓰고 붉은 저고리에 푸른 치마를 입고 긴 대의 깃발을 흔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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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쓴다. 악공 10여 명이 도열（桃苑 복숭아 나뭇가지로 만든 빗자루）을 들고 뒤를 따른다. 수십 명의 아 

이를 뽑아 붉은 옷과 가면을 씌워 진자（派子 아이 초라니）로 삼는다.

창사가 큰 소리로 갑작（甲作）은 흉냬如을 먹고, 불위는 범（虎）을 먹고, 웅백（雄伯）은 매를 먹고（중략） 

오직 너희들 12신은 급히 가도 머무르지 마라. 소리친다.（후략） / 권1,11화

- 약밥의 유래

신라의 왕이 정원 15일에 천천정（天泉로）에 거동했는데 까마귀가 은합（銀橋）을 왕 앞에 물어다 놓았 

다. 은합 안에 편지가 들었는데 단단히 봉해져 있었다. 겉면에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고 쓰여 있었다.

왕이 이르기를 ‘두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보다는 한사람의 목숨이 끊기는 것이 낫다.’했다. 대신 

이 의논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란 임금을 말하는 것이고 두 사람이란 신하를 말하는 것입 

니다.’ 했다 드디어 열어보니 그 속에는 ‘궁중의 거문고 갑（風）을 쏘라’고 쓰여 있었다. 왕이 궁으로 말을 

달려 거문고 갑을 쏘았다. 그 속에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내원의 분수승（쪼修僧 스님）이 왕비와 사통 

해 왕을 죽이려고 시기를 미리 정했던 것이다. 왕비는 중과함께 죽음을 당했다.

왕은 까마귀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해마다 아날에는 향반（香飯 약밥）을 만들어 까마귀를 먹였 

다…. 그것을 만드는 법은 찹쌀을 쪄서 잡을 짓고 곶감, 마른 밤, 대추, 마른 고사리, 석이버섯을 가늘게 

썰어 맑은 꿀과 맑은 장으 5 섞어 찐 다음 다시 잣과 호두를 넣는다. （후략） / 권2, 9화

- 세시 명절의 행사

（ 전략） 원일（새해 첫 날）에 사람들은 모두 일하지 아니하고, 다투어 모여 놀음판을 벌이고 술을 마시 

며 즐긴다. 새해의 첫 번째 쥐, 말, 용, 돼지날에도 이와 같이 한다. 아이들은 쑥을 모아놓고 동산에 불을 

지른다. 하여 돼지날에는 돼지의 주둥이를 그을리게 하고, 쥐날에는 쥐를 그을린다고 한다.

모든 관청이 사흘 동안 출근하지 않는다. 다투어 친척과 친구, 동료의 집에 가서 명함을 던져 넣는다. 

대가大家에서는 함을 설치해놓고 명함을 받는다.（중략）

정월 보름날은 원석（元夕）이라고 한다. 이날 아침에는 약밥을 마련한다. 2월 초하루는 화조花朝라 한 

다. 새벽에는 빈대를 물리치기 위해 문정（門庭 문간）에 솔잎을 흩어 놓는다.

3 월 3일은 상사（上E）다. 세속에서는 답청절（塔靑節）이라 하여 모두 들에 나가서 논다. 꽃이 있으면 

화전花前을 만들어 술자리를 마련하고, 새 쑥을 캐어 떡을 만들어 먹는다.

4 월 8일에는 연등을 단다. ..봄철에 아이들이 종이를 끊어서 깃발을 만들고, 물고기의 껍질을 벗겨 북 

을 만들고, 떼를 지어 마을과 거리를 돌면서 연등감을 달라고 조른다...이날이면 집집마다 장대를 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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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등을 단다. 부잣집들은 채색 등잔의 층층 사다리를 만들어 단다. 층층으로 달린 수많은 등잔들은 

무수한 별이 하늘에 떠있는 풍경을 연출한다.（중략）

5 월 5일은 단오다. 이날은 쑥으로 호랑이를 만들어 문에 달고, 술에 창포를 띄워 마신다. 아이들은 쑥 

으로 머리를 땋고, 창포로 띠를 하고 창포의 뿌리를 캐어 수염을 붙인다.... 계집아이들은 아름다운 옷으 

로 곱게 단장하고 요란스레 떠들며 그네를 타니 소년들이 떼 지어 몰려와 그네를 밀어주고 당겨주며 음 

탕한 농담 등 못 하는 짓이 없다. 조정에서 단속하고 금지하니 지금은 성행하지 않는다.

6 월 15일은 유두（流頭）라 한다. 고려 때 환관의 무리가 동쪽 냇물에서 머리를 풀고 떴다 잠겼다 하며 

더위를 식혔다 하며 술을 마셨다 한다.（중략）

7월 17일은 백종（百種）이라 부른다. 불가에서는 100가지 꽃과 과일을 모아 우란분（孟薦까）@을 마련 

한다.... 중추（中秋 추석）에는 달구경을 하고, 9월 9일에는 높은 곳에 오르며, 동지에는 팥죽을 먹고, 경 

신일（庾申 日）에는 잠을 자지 않는다. 모두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풍속이다. / 권2,10화

- 향도의 풍속

지금의 풍속은 날로 야박해지지만 오직 향도（鄕徒 상여꾼）만은 아름다운 풍속이 그대로 남아있다. 

대체로 이웃 마을의 미천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 회합을 하는데, 적으면 7,8인에서 많으면 브甲여 인이나 

모인다. 매달 서로 돌아가며 술을 내고, 상喪을 당한 자가 있으면 같은 무리가 상복을 갖추고, 관곽棺 

홰을 갖춰주며, 횃불과 음식도 함께 마련한다... 참으로 아름답고 도타운 풍속이다. / 권8,12화

- 관제와 국가 행사', 각 기관의 신참례

집현전 홍문관 등의 기관 설치와 제도 등을 주로 옮겨 놓는다. 국가 차원의 행사와 예절, 법도 등을 함 

께 수록한다. 여기서 과거의 문물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취할 수 있다. 각 관청과 성균관 등의 신 

참례 내용도 매우 상세하다. 그로 인해 사람구실을 못하는 이가 간혹 생겼다 하니, 현대에 이슈화되는 

신참례의 과도함은 역사가 매우 깊은 듯하다.

- 신참례

（전략）감찰（監察）의 신참례는 다음과 같다. 새로 들어온 감찰을 신귀（新鬼）라 부르며 신참례를 위해 

방에 들어오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신입에게 모욕을 준다. 방 가운데 서까래만한 나무를 신귀에게 들 

도록 하고, 윗사람으로부터 아랫사람까지 주먹으로 구타를 한다. 또한 신귀에게 물고기 잡기를 시킨다.

16） 우란분: 고통을 구해 주는 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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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귀가 연못에 들어가사모로 물을 퍼내니 새 의관이 모두 더러워진다. 또한 거미잡기를 시킨다. 신귀가 

그을음 가득한 부엌 벽을 문지르고 두 손이 검어지면 손을 씻게 한다. 물이 아무리 더럽다 해도 그 물 

을 마시게 한다.（후략） /권 1,14화

- 집현전과 홍문관

세종이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해 문사로서 이름이 있는 20여 명을 뽑아 경연관을 겸하게 하고 모든 

문한文翰의 일을 맡겼다.（중략） 정인지, 정창손, 최항, 이석형, 신숙주, 서거정, 강희맹, 이승소, 이예, 성 

임, 성간, 김복창, 임원준, 노사신, 이극감, 홍귀달, 성삼문, 박팽년, 이개, 유성원, 하위지 같은 이는 모두 

집현전에서 연구를 했던 걸출한 신하들이다.

병자년（內子年, 1456）의 난（사육신의 희생）에 세조가 집현전을 폐지하고 문신 수십 명을 뽑아 겸예문 

（兼藝文, 집현전 폐지 후 설치한 학문연구기관）에서 날마다 만나보고 일을 논의했다.

성종 즉위 후에는 집현전에 의거해 다시 홍문관을 설치하고 또 본관으로써 경연관을 겸하게 해 극진 

히 대우했다.（후략） / 권2,1화

- 과거제도

（전략） 고려시대 홍분유취（紅粉乳臭）⑴의 관행이 있어 세조대에 이르러 격례를 고쳐 이를 바로잡았 

다. 시관（試官）은 이조에서 고르고 승문원, 성균관, 교서관 등에 응시자를 모아놓는다.

응시자의 이름을 일일이 확인한 후에는 시험을 위해 설치한 가시울타리 안으로 들여보낸다. 수협관（ 

授校官）이 문밖에 나누어 서서 의복과 상자를 수색한다. 만약 문서를 가진 자가 있으면 잡아 구속시킨 

다. 과거장 밖에서 발견되면 한 식년（式年, 정기 과거시험 기간인 3년）의 과거를 볼 수 없고, 과거장 안에 

서 발견되면 두 식년 동안 과거를 볼 수 없다. / 권2, 2화

- 성균관

성균관（成均館）은 오로지 교훈（敎訓）을 관장하는 곳이다. 국가에서 양현고（養賢庫, 식량 공급 관아） 

를 설치해 관관으로 겸하게 하고, 유생 200명을 양성했다. 상당부원군 한명회가 임금께 아뢰어 존경각 

（尊經閣, 도서관）을 짓고 경적（經籍）을 간행해 여기 보관했다.

광천군 이극중（李京重）은 임금께 아뢰어 전사청（典祀廳, 제사 관련 업무 담당）을 세웠다. 나도 임금 

께 아뢰어 향관청（卓官廳, 문묘 관련 제향 담당）을 세웠다. 그 뒤 성전（聖殿）의 동서무（東西廳）와 식당 

을 개축하고, 베 500여 필과 쌀 300여 석을 하사했다.（후략） / 권 2, 5화

17） 홍분유취: 분홍빛의 옷을 입고 입에서 젖내가 난다는 뜻, 고려 때 권문세가의 자손들을 부당하게 합격시킴을 비난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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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조의 역할

예조（禮W）는 옛날 주周의 관제였다. 사제（해祭）, 사대（事大）, 연향（宴루）, 교린（交院）의 모든 예문（禮 

文）을 맡아본다. 이조（吏 W） 는 정사•（政事）를 주관하고, 병조（兵 W） 는 군기를 맡으며, 호조（戶 W） 는 재리 

（財치D를 주관하고, 형조（刑W）는 징송（徵訟）을 맡으며, 丁뼈는 백공（百X）의 역人!'（役事）를 관장한다. 

육조에서 예조가 가장 아름답다 하겠다.（후략） / 권 2, 29화

- 기우제

기우제를 지내는 절차는 먼저 오부（五部,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눔）로 하여금 개천을 수리하고 밭두 

둑 길을 깨끗이 한다. 다음에는 종묘와사직, 사대문, 오방（五方） 용신（龍神）에게 차례로 제사를 지낸다.

동쪽 교외에는 청룡, 남쪽 교외에는 적룡, 서쪽 교외에는 백룡, 북쪽 교외에는 흑룡, 중앙 종루 거리에 

는 황룡을 만들어놓고, 관리에게 명해 제사를 지내게 하되 사흘 만에 끝낸다.（중략）

창덕궁 후원과 경회루, 모화관 연못가 세 곳에 도마뱀이 담긴 물동이를 띄우고, 푸른 옷을 입은 동자 

수십 명이 버들가지로 동이를 두드리며 소라를 울리고 크게 소리 지른다. ‘도마뱀아, 도마뱀아,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토해 비를 퍼붓게 하면 너를 놓아주리라.’...

성내 모든 부락들은 병에 물을 담아 버들가지를 꽂고 분향하며, 방방곡곡에 장막을 만들고 여러 아 

이들이 모여 비를 부르게 한다....가뭄이 심하면 왕이 정전（正殿）을 피하고, 반찬을 줄이며, 북을 울리 

지 않고, 억울하게 갇힌 죄수를 석방하고 사령（救令, 특별人｝■면）을 내린다. / 권7,19화

- 도성 밖의 원교

도성 밖에 큰 원（院, 숙박시설） 4개가 있는데, 세조가 재간 있는 스님에게 명령해 수축했다. 보제원（ 

普濟院）은 동대문 밖에 있다. 3월 상사上S와 9월 중양（重陽）에는 누각 위에서 기로（書老, 고령의 임금 

과 70세 이상의 문관）와 재추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가운데 높은 언덕이 있고, 푸른 소나무가 그 위 

에 가득하다. 그 위에 정자가 있다. 중국 사신이 서울에 들어오는 날에 정자에 머물며 옷을 갈아입었다.

제천정（濟天'투, 한남동 부근）은 한강 북쪽의 언덕 위에 있다. 경치가 뛰어나 유람하려는 중국 사신은 

우선 이 누각에 오르며, 고관을 영접하고 전송하는 이들이 날마다 모여든다.

사평원（沙平院, 신사동 부근）은 한강 남쪽 모래 언덕에 있다. 지세가 낮아, 날이 저물어 강을 건너지 

못하는 행인들이 이곳에서 자고 간다.

양화도（楊花渡, 마포 인근）의 북쪽 언덕에는 희우정（喜雨'투）이 있다. 효령대군의 집이었다가 나중에 

월산대군의 소유가 되었다. 세종이 해마다 친히 행차했으며, 이름을 바꾸어 망원정（望遠투）이라 했다.（ 

후략）/ 권9, 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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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단

제단（祭壇） 중에서는사직（社楊r이 가장 중하므로 도성 안에 두었다. 성박에도 여러 곳을 설치했는 

데, 선농단（先農壇）은 동대문 밖 보제원 동쪽 고을에 있다..정월에 풍악을 울리며 제사를 지낸다. 선잠 

단（先篇壇, 누에를 맡은 신께 제사지내던 곳）은 동소문 밖에 있다. 3월에 풍악을 울리며 제사를 지낸다.

원단（圓壇, 임금이 하늘에 제사지내던 원형의 단）은 한강서쪽 고을에 있다. 세조가 일찍이 가서 하늘 

에 제사지냈다.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 바람, 구름, 우레, 비를 맡은 신에게 제사하는 단）은 청파역 골 

짜기 어지러운 소나무 사이에 있다. 2월, 8월에 풍악을 울리면 제사지낸다.（후략） / 권10,13화

- 지리와 지형 등에 관한 기록

새로 바뀐 도로명은 옛 지명을 많이 따랐다. 유래나 근거를 모르면 낯 설고 생소하지만 알고 보면 대 

개의 이름이 과거로부터 연유한다. 산과 들과 길의 형태가 모두 바뀌었으나, 미루어 연상할만한 옛 지 

역들을 소개한다.

- 역대의 도읍지

우리나라 도읍을 설치했던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김해는 금관국（金官國, 금관가야）, 상주는 사량 

국（沙伐國）, 사량벌국（沙梁伐國）, 남원은 대방국（帶方國）, 강릉은 임영국（臨«國）, 춘천은 예맥국（臟窮 

國） 도읍지다. 모두 좁은 땅에 웅거하여 분계（分界）하였으니, 오늘날 소읍（小邑）과 같은 것은 이루 다 헤 

아릴 수 없다.

경주는 동경（東京）인데 신라 천년 도읍지다. 산천이 둘러 있고 땅은 기름지나, 교천（校川） 한 굽이가 

놀 만하고 다른 빼어난 경관이 없다. 평양은 기자（箕子）가 도읍한 곳으로 8조（條）로 다스린 정전（井田） 

제도가 지금도 역력히 남아 있는데, 오늘날 외성（外城）이 그것이다. 그 뒤로 연인（燕人） 위만（衛滿）이 

차지하였고, 또 고구려 도읍지로 되었는데, 국경의 남쪽은 한강（漢江）에 이르고, 북쪽은 요하（遠河）에 

이르러, 수십만의 병력을 가진 가장 강성한 나라였다. 고려는 이곳에 서경（西京）을 두고 춘추로 왕래하 

며 순유（巡遊）하는 곳으로 삼았다.（중략）

부여는 백제가 도읍했던 곳이다. 탄현（炭現） 안에 반월성（半月城） 옛터가 지금도 완연하다. 백마강（ 

白馬江）을 참（藝）으로 삼았으나 좁고 얕아서 왕자（王者）가 살 만한 곳이 못 되어 소정방（蘇定方）이 이 

것을 멸하게 되었던 것이다. 전주는 견훤（甄置）이 차지하였던 곳이나 오래되지 않아 고려에 항복하였 

는데, 지금도 고도（古都）의 유풍（遺風）이 남아 있다.

철원은 궁예（弓畜）가 차지하여 태봉국（泰封國）을 세웠던 곳인데, 지금도 중성（重城）의 옛터와 궁궐

18） 사직 : 社는 토지의 신, 째은 오곡의 신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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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층계가 남아 있어 봄이면 화초가 만발한다. 지세（地勢）가 막혀 강하（江河）는 조운Gf運）이 어렵다. 

오직 송도（松都）만은 왕씨（王氏）가 왕업을 일으킨 땅으로 5백년 기업（基業）이 굳혀진 곳이다. 곡봉（告I 

窒）이 주악（主撤）이 되고 지맥（支脈）이 나누어져 뻗어 나간다. 산세가 둘러 있어 조그마한 산이라도 

모두 구역（區域）을 지었으며 수천（水泉）이 깨끗하여 방방곡곡에 놀 만한 곳이 있다. 고종（高宗） 이후 

에 강화（江華）로 옮겼는데, 이는 바다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섬이므로 도읍이라고 칭할 것이 못 된다.

우리 태조께서 개국한 뒤에 도읍을 옮길 뜻이 있어, 먼저 계룡산（鷄龍山） 남쪽의 지세를 보고 이미 

경읍（京邑）의 규모를 살폈으나 얼마 있지 않아 이를 중지하고 다시 한양에다 정도（定都）하였다.（후략） 

/ 권1, 6화

- 한양의 명승지

한양의 도성 안에는 경치 좋은 곳이 비록 적기는 하나 그중 놀만한 곳은 사청동이 가장 좋고, 인왕동 

이 다음이며, 쌍계동, 백운동, 청학동이 그 다음이다.

삼청동은 소격서（略格署）의 동쪽에 있다. 계림재 북쪽에는 맑은 샘물이 어지러이 서있는 소나무 사 

이에서 쏟아져 나온다.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산은 높고, 나무가 빽빽한데 깊숙한 바위 골짜기 몇 리 

를 못 가 낭떠러지가 이어진다. 뿌리는 물이 폭포를 이뤄 무지개를 드리우고, 흩어지는 물방울은 구슬 

처럼 뛰어오른다.（중략）

인왕동은 인왕산 밑이다. 깊은 골짜기가 굽이쳐 돈다. 복세암（福世M）은 골짜기 물이 합쳐서 세내를 

이루는 곳인데 도성 사람들이 다투어 와서 활쏘기를 하고 논다. 쌍계동은 성균관 위 골짜기에 있다. 두 

개의 샘이 시내를 이룬다. 김유가 시내를 끼고 집을 짓고, 복숭아나무를 심어 무릉도원을 모방했는데, 

강희맹이 부（賦）를 지었다.（중략）

청학동은 남학의 남쪽에 있다. 계곡이 깊고 푸른 시내가 있어 놀만하기는 하나 나무가 없다는 것이 

아쉬움 중하나이다.（후략）

목멱산（木買山, 남산） 남쪽에 이태원（李泰院）의 들판이 있다. 높은 산에서 샘물이 솟아오르고, 절의 

동쪽에는 큰 소나무가 계곡에 가득하다. 빨래하는 도성 부녀자들이 이곳으로 많이 간다. （후략） / 권 

1, 7화

- 파주땅을 개간한 안목

파주의 서쪽 교외는 황폐해서 사람이 살지 않았다. 정당 안목（政堂 安牧쏘）이 처음으로 넓게 밭을 개 

간하고 큰 집을 짓고 살았다. 정당은 시를 잘 지었다. 일찍이 시를 짓기를 “목동의 피리소리 긴 갯가 밖 

에서 들려오고, 고깃배의 두어 점 등불은 낙암 앞에 보이네.”라고 했다.

19） 안목 : （安牧 ? ~ 1360） 안향의 손자로 판전교시사•밀직제학•밀직부사•경사도감제조 등을 역임하였으며 순흥군에 추증된 고려 말의 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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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손자 원（環）20）에 이르러 매우 창성했는데, 안팎으로 차지한 밭이 무려 수만 경이나 되고 노비도 

100여 호나 되었다. 늙은 고목 천여 그루가 10리에 그늘을 이루었고, 거위와 황새가 그 사이에서 울어댔 

다. 공은 매를 팔 위에 올려놓고 누런 개를 데리고 매일 왕래함을 낙으로 삼았다. 지금도 남은 땅을 나 

눠서 차지하며 사는 사람이 백여 명이나 되는데 모두 그의 자손이다. / 권 3, 27화

- 어린 시절의 파주 생활

나는 신미년（辛未年, 1451）에 파주의 별장에 있었다. 하루는 나의 백형（伯兄，성임）이 어머니를 모시고 

진암（珍岩）에 올라갔다. 바위는 임진강을 베개로 삼고 높이가 천 길이나 되며, 위에는 백여 명이나 앉 

을 만큼 넓고 편평했다.

서쪽은 해문（海門, 서해 입구）에 이었고, 북쪽은 송도와 서로 마주 보았다. 송악산, 관악산, 성거산 등 

여러 산이 지척에 있는 것 같고, 풍경은 잠령보다 좋았다. 이때 해가 기울어지면서 문득 비가 몰려오고, 

바위에 패인 작은 우물에서 무지개가 나와 강 속으로 들어갔다.（중략）

이 해에 나는 열세 살이었고, 조카 세순（世淳）의 나이는 열 살이었다. 백형은 아침저녁으로 나와 조카 

를 부지런히 가르쳐, 책을 읽고 시를 지어 매일 밤 한 방에서 같이 자며 회포를 논했다.

중형（仲兄, 둘째 형 성간）이 희롱하기를 ‘두 아이가 문장을 잘하니 우리 무리가 후일에 문을 닫아도 스 

스로 옳게 되리라.’했다. 불행히도 세순은 일찍 죽었다. 나의 사람됨이 오늘날에 이른 것은 모두 백형의 

힘이었다.（성임, 간, 현 세 형제의 아버지는 성염조（成念祖）이며 부친 사후 18세 위인 맏형 성임이 성현 

을 가르쳤다. 동생이 읽고 싶다는 책은 어떠한 것이라도 구해서 읽혔다 한다.） / 권7,15화

- 빙고

지금의 빙고（氷庫, 얼음창고）는 곧 옛날의 능음（俊陰, 얼음을 두는 방）이다. 동빙고는 두모포에 있는 

데 저장고가 하나뿐이어서 제사지낼 때만 사용했다. 얼음을 저장할 때는 봉상시（奉常寺）가 주고나하 

고, 별제 두 사람과 함께 감찰했다.（중략）

서빙고는 한강 하류 둔지산 기슭에 있는데 저장창고가 무려 8개나 된다. 모든 국용（國用）과 여러 관 

청, 재추가 이 얼음을 썼다.（후략） / 권8,15화

- 도자기 굽던 마을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 가운데 도기가 가장 긴요하다. 지금 마포와 노량진 등은 모두 진흙 굽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다 도기는 질그릇 항아리, 독 따위다. 자기（證器）와 같은 백토를 써서 정밀하게 구워야

20） 안원 : （安環 1346년 충목왕 2 ~ 1411 년 태종 11） 우군동지총제, 경상도도관찰사, 판한성부人L 개성유후를 지낸 조선 초의 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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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하기가 좋다. 지방 각도에서 많이 만들고 있으나 고령에서 만드는 것이 정교하다 할 수 있고 광주 

의 것은 그보다 더 정묘하다.（중략）

세종 때 임금이 사용하는 그릇은 오로지 백자（白磁）를 썼다. 세조 때 이르러서는 채색한 자기를 섞어 

서 썼다. 회회청（回回靑, 도자기에 사용한푸른 안료）을 중국에서 구해 술병과술잔에 그림 그리는 것이 

중국과 다르지 않았다.（중략）/ 권10, 7화

- 누에를 치던 마을

동쪽 아차산 아래에는 환관이 주관하는 동잠실（東篇室）이 있었다. 요즘 새 잠실을 한강 아래 원단동 

에 설치했는데, 이도 역시 환관이 주관한다. 서잠실은 성의 서쪽 10여리 되는 곳에 있다. 옛 연희궁 자 

리이다. 별좌 두 사람을 두어 맡겼다가 상의원尙衣院에 이속시켜 여름에는 누에를 기르고, 양잠이 끝 

나면 본 원에서 일하게 했다.

동서 잠실에서 각각 고치를 쳐서 승정원에 바치면 공적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상을 주거나 벌을 주 

었다.

남강의 밤섬에는 뽕나무를 많이 심어 해마다 누에를 쳤다. 옛날에는 도성 안의 큰 집 중 서너 집만 누 

에를 쳤는데, 지금은 작은 점방이라도 거의 모두가 누에를 친다. 그래서 뽕잎이 매우 귀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다. / 권10,12화

- 재미있는 이야기들

권5에는 주로 옛사람들의 해학과 풍자가 담긴 재미있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민간에서 회자되는 옛 

날이야기부터 허세 많은 선비의 비루한사대의식, 점잖은 사대부의 불편한 민낯도 있다. 우스개 이야기 

에 특히 스님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조선 초 숭유억불（崇儒抑佛） 사상이 반영되었으리라 추정한다.

- 세 사람의 지혜 겨루기

옛날에 청주인, 죽림호, 동경귀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함께 말 한 마리를 샀다. 청주인은 천성이 민첩해 

먼저 허리를 사고, 죽림호는 머리를, 동경귀는 꼬리를 샀다. 청주인이 의논하기를 ‘허리를 산 사람이 말 

을 타는 것이 마땅하다.’하고 말을 달려 멀리까지 갔다. 죽림호는 먹일 풀을 가지고 말의 머리를 끌고, 동 

경귀는 빗자루를 가지고 말똥을 쓸며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이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서로 이르기를 ‘이제부터는 높고 먼 곳에서 놀았던 사람이 말을 타 

기로 하자.’했다. 죽림호는 ‘내가 전에 하늘 위에 이른 일이 있다.’하니 동경귀가 ‘나는 네가 갔던 하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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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른 일이 있다.’했다.

청주인은 ‘네 손이 닿는 곳에 무슨 물건이 없더냐? 긴 허리뼈 같은 게 없던가?’ 동경귀가 있다고 하니‘ 

그 긴 허리뼈가 바로 내 다리였다.’하니 두 사람이 다시는 상대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청주인의 하인이 

되었다. /권5,1화

- 맹인들의 비둘기 소동

옛날 어떤 사람이 집비둘기를 남몰래 가지고 시골로 내려가다 어떤 집에서 숙박을 하고 새벽에 나와 

길을 재촉했다. 사람들은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시골에 도착하자 집비둘기는 다시 서울로 날 

아갔는데, 가면서 숙박했던 집에 들러 빙빙 돌고 날아갔다. 사람들이 놀라 ‘도대체 이것이 무슨 상서로 

운 조화입니까?’ 물으니 경사（독경을 하며 점을 치는 맹인）가 말하길 ‘반드시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내 

가 빌어서 물리쳐 주리라.’했다.

이튿날 경사를 불러 집으로 오게 했다. 경사가 ‘반드시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 안 그러면 더욱 큰 

화가 미치리라. 내가 시험 삼아 말하겠으니 당신들은 듣고 그대로 따라하겠는가?’ 그러자 모두들 그러 

마고 약속했다.

마침내 큰 소리로 ‘명미（命米 독경할 때 바치는 쌀）를 내놔라.’ 그러자 모두를 그 말을 따라했다. ‘명포 

（命布, 옷감）를 내놔라.’하니 모두 함께 ‘명포를 내놔라’하고 따라했다. 경사가 ‘아니 어째서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는가?’ 하니 모두들 ‘아니, 어째서 내가 말하는 대로만 따라 하는가?’했다.

경사가 화가 나서 그만 나가다 문설주에 머리를 부딪쳤다. 여러 사람들이 따라 나오며 문설주에 머리 

를 부딪쳤다. 사다리를 놓고 부딪치는 어린아이들도 있었다. 경사가 나오다 쇠똥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 

지니 사람들이 모두 미끄러져 넘어졌다. 쇠똥이 없어지자 더 가져다 놓고 넘어졌다.

경사가 서둘러 동과（冬a, 박과의 한해살이 넝쿨성 식물）덩굴 밑으로 도망치니, 사람들이 따라 들어 

가 겹겹이 산을 이루었다. 어린아이들이 미처 따라 들어가지 못하고 ‘아빠, 엄마, 나는 어디로 들어가 

요?’울부짖으니, 부모들이 대답하기를 ‘동과덩굴로 들어 올 수 없거든 남쪽 기슭이 있는 칡덩굴 밑으로 

들어가거라.’했다 / 권5, 2화

- 어리석은 형과 영리한 동생

옛날에 어리석은 형과 영리한 동생이 있었다. 아버지 제삿날이 되어 재（齋）를 올리려 했으나 집이 가 

난해 아무것도 없었다. 형제가 밤에 몰래 이웃집에 스며들었는데, 마침 이웃집 주민이 순찰을 하던 중 

이었다.

형제가 숨을 죽이고 섬돌 밑에 숨어있을 때 노인이 마침 섬돌에 오줌을 누웠다. 형이 동생에게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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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가 내려 내 등을 적시는구나.’하여 결국 붙잡혔다.

노인이 묻기를 ‘너희들에게 무슨 벌을 줄까?’ 그러자 동생은 ‘썩은 새끼로 묶으시고 겨릅대로 치시기 

를 원합니다.’ 형은 ‘칡으로 묶으시고 물푸레나무로 치십시오.’라고 대답했다. 노인이 그들의 말대로 벌 

을 주고 ‘어떤 연유로 도둑질을 왔느냐?’물었다.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습니다.’하여 불쌍히 여 

겨 곡식을 내놓고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니 동생은 팥 한 섬을 얻어 힘을 다해 지고 왔고, 형은 팥 몇 알 

을 얻어 새끼줄에 끼워 돌아왔다.

이튿날 동생이 형에게 스님을 모셔오라고 하니 ‘스님이란 어떻게 생긴 물건이냐?’하고 물었다. ‘산중에 

들어가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청해 오시오’ 하니 형이 나무 끝에 앉은 까마귀를 보고 ‘선사님, 우 

리 집에 오셔서 재를 올려주소서.’ 그러자 까마귀가 울면서 날아갔다.

형은 돌아와 ‘스님을 청했더니 후려치고 가 버리더라.’ 그러자 동생이 ‘그것은 까마귀요, 다시 가서 누 

런 옷을 입었거든 청해 오시오.’했다. 형이 다시 산중에 들어가 나무 끝에 앉은 꾀꼬리를 보고 ‘선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재를 올려 주소서.’ 꾀꼬리도 역시 울면서 날아갔다.

형이 돌아와 ‘스님을 청했더니 예쁜 모습으로 물끄러미 보면서 가더라.’ 했다. 답답해진 동생이 ‘내가 

가서 청해 오리다. 형님은 여기 계시다 만약 솥 안의 죽이 넘치거든 구기로 떠서 오목한 그릇에 담아 놓 

으시오.’ 했다. 형은 처마 물이 떨어져 옴폭 파인 섬돌을 보고 죽을 그 속에 모두 부어버렸다. 동생이 스 

님을 모셔오니 한 솥의 죽이 모두 없어졌다. / 권5, 3화

- 상좌가 사승을 속임

옛날에 어떤 상좌（上座）가 있었는데 그의 사승（師僧）에게 말하기를 ‘까치가 은수저를 물고 문 앞 가 

시나무에 올라앉아 있습니다.’했다. 스님이 이를 믿고 나무를 타고 오르자 상좌는 크게 소리를 질러 ‘우 

리 스승이 까치 새끼를 잡아 구워먹으려 한다.’ 했다. 스님이 어쩔 줄 몰라 내러오다 가시에 찔려 온몸에 

상처를 입었다. 스님이 성내어 상좌의 종아리를 쳤다.

상좌가 밤중에 스님이 드나드는 문 위에 큰 솥을 매달아놓고 큰 소리로 ‘불이야!’외쳤다. 스님이 놀라 

급히 일어나 뛰어나오다 솥에 머리를 부딪쳐 땅에 넘어졌다. 스님이 속은 줄 알고 노해 꾸짖으니 상좌는 

‘가까운 데 말고 먼 데 불이 났기에 알린 것입니다.’했다. 스님이 이르기를 ‘이제부터는 다만 가까운 데 

불만 알리고 먼 데 불은 알리지 마라.’했다. / 권5, 4화

- 호색한 사승의 봉변

어떤 상좌가 사승을 속여 말하기를 ‘우리 이웃에 젊고 예쁜 과부가 있는데 항상 저에게 절 앞에 있는 

감은 너희 스승이 혼자 먹느냐?’하여 나는 ‘스승이 어찌 혼자 드시겠습니까? 매양 사람들에게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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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요.’ 했더니 어여쁜 과부가 ‘네가 내 말을 하고 좀 얻어오너라. 나도 감이 먹고 싶구나 했습니다.’했 

다. ‘그렇다면 네가 따다 주어라.’하니 상좌가 모두 따 제 부모에게 갖다 주었다.

상좌가 돌아가 ‘여자가 매우 맛있다며 옥당（玉堂）에 올린 흰 떡은 너희 스승이 혼자 먹느냐?’ 묻기에 

‘어찌 혼자 드시겠습니까? 매양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스님이 ‘네가 거두어 가져다주어 

라.’했다.

상좌가 떡을 거두어 제 부모에게 주고는 ‘과부가 매우 기뻐하며 맛나게 먹고는 네 스승의 은혜를 무엇 

으로 보답하겠느냐?’하기에 제가 ‘우리 스승이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하고 말했다고 전했다. 과부가 

혼연히 허락하며 말하길 ‘우리 집에는 친척과 종들이 많아 스님이 오시는 것은 불가하니 내가 몸을 빼 

내 절로 찾아뵙겠다. 하여 제가 어느 날로 기약했습니다.’했다. 스님은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그 날짜가 되자 상좌가 과부에게 찾아가 ‘우리 스승이 폐병을 앓는데 의사의 말이 부인의 고운 신발 

을 따뜻하게 해 배를 문지르면 낫는다 하니 한 짝만 얻어 갑시다.’하니 과부가 주었다.

상좌가 돌아와 문 뒤에 숨어 엿보니 스님이 깨끗이 선실을 쓸고 자리를 펴놓고 혼자 웃으며 하는 말 

이 ‘내가 여기에 앉고 여자는 여기 앉게 하고, 내가 밥을 권하고 여자가 먹으면 여자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 서로 함께 즐겨야지.’했다.

상좌가 들어가 스님 앞에 신을 내던지며 ‘일이 다 틀렸습니다. 내가 과부를 청해 문 앞까지 이르렀다 

가 스님의 하는 소행을 보고 매우 화를 내며 ’네가 나를 속였구나. 네 스승은 미친 사람이구나.‘하고 달 

아나므로 내가 아무리 쫓아갔으나 따르지 못하고 다만 벗어버리고 간 신발 한 짝만 가져왔습니다.’했 

다. 스님이 머리를 숙이고 후회하며 하는 말이 ‘네가 내 입을 쳐라.’ 그러자 상좌가 목침을 들고 스님의 

입을 몹시 때렸다. / 권5, 5화

- 풍산수의 셈법

종실（宗室） 풍산수（豊山守）는 수（數）를 모르는 숙맥（救麥）이었다. 집에서 오리를 기를 때 저녁이면 

하나씩 세는 것이 아니라 쌍쌍이 짝을 맞추어 수를 헤아렸다.

어느 날, 종이 몰래 오리 한 마리를 잡아먹었다. 세어보니, 한 쌍이 안 되어 ‘네가 내 오리를 잡아먹었 

구나. 반드시 다른 오리로 변상하라.’며 종을 나무랬다. 다음날 종이 한 마리를 마저 잡아먹었다. 종실이 

쌍쌍으로 새어도 남는 짝이 없으므로 매우 기뻐하며 ‘형벌이 없을 수 없도다. 어제 저녁에 하인을 때렸 

더 니 변상해 바쳤구나.’했다. / 권5,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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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소개
성현（成促 1439년 세종 21 〜 1504년 연산군 10）°| 자는 경숙聲救, 호는 용재'1齋, 부휴자浮休 

子, 허백당虛白堂, 국오菊場로 지중추부사知中驅府事를 지낸 성염조成念祖의 아들이다.

1462년（세조 8） 23세로 식년문과에 급제, 27세에 발영시拔英試에 3등으로 급제하여 박사로 등 

용되었다. 홍문관정자를 역임하고 대교待敎를 거쳐 사록司錄에 올랐다. 1468년（예종 즉위년） 29 

세로 경연관經鐘官이 되었다. 예문관수찬•승문원교검을 겸임하였으며, 형 성임成任을 따라 북 

경北京에 다녀와 기행시집인 ‘관광록觀光錄’을 저술했다.

1474년（성종 5）에 지평을 거쳐서 성균직강成均直講이 되었다. 2년 후 문과중시에 병과로 급제, 

부제학과 대사간 등을 지냈다. 1485년 첨지중추부사金知中驅府事로 천추사千秋使가 되어 명나 

라에 다녀왔고, 대사간대 사성동부승지 형조참판 강원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성현은 특히 음률에 정통하여 장악원제조掌樂院提調를 겸했는데 외직으로 나감에 불편함이 

있어 한 달 만에 다시 예조판서에 제수되었다. 이 해에 유자광柳子光 등과 함께 당시의 음악을 집 

대성한「악학궤범樂學軸範」을 편찬하였다. 성종의 명으로 고려가사 중에서「쌍화점雙花店」•「이 

상곡廣霜曲」■「북전北殿」등의 노골적인 음사淫辭를 고쳐 쓰고, 관상감사역원■전의감殿醫監혜민 

서惠民署 등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연산군이 즉위한 후에 한성부판윤을 거쳐서 공조판서가 되었으며, 대제학을 겸임하였고, 1504 

년에 '■용재총화'»齋IS話』를 저술하였다. 갑자사화 때 부관참시폼IJ棺$5屍 당했으나 후에 신원되 

었다. 청백리에 녹선되었고, 저서로는「허백당집虛白堂集』■『악학궤범』■『용재총화』■『부휴자담론浮休 

子談論』등이 있다.

성현묘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30호 / 소재지 : 문산읍 문현말길 274너8 / 지정일 : 200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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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야마,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다운

강근숙 （경丁 I도문화관광해설사）

철강은 국력이다. 생명성장의 근원이 쌀 

이라면, 모든 산업의 기초소재는 철鐵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 나사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고 비웃던 우리나라는 1968 

년 4월, 갈대 무성한 갯벌 위에 ‘포항제철주 

식회人F를 설립했다. 그 당시 1인당 국민소 

득이 100달러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채상환 능력과 산업구조로 볼 때, 종합

제철소 건설은 시기상조였다. 창립 멤버들은 ‘실패하면 바다에 몸을 던지자’는 결기로 전사처럼 제조업 

에 매달렸다. 더욱이 ‘대일청구권자금’ 일부가 들어있었기에 기필코 성공시켜 국가에 보답해야한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있었다.

철강 산업의 주역으로 영일만 기적을 일으킨 포항제철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세계적인 철강사가 되었 

다. 포항제철 그룹을 고도성장으로 이끈 산업의 주역들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는가. 제철사업을 발전시 

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박태준 초대회장은 ‘일본의 기술지원 덕분’이라 했지만, 그 이면에는 알려지지 

않은 숨은 공로자가 있었다. 대한민국 철강 산업을 위해 불쏘시개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한국과의 외 

교관계를 우호적으로 발전시켜보려고 적극적으로 애쓴 제2대 주한일본대사 ‘가나야마 마사히데’이다.

1965년 한 • 일국교가 정상화 되면서 두 나라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수교협상 이후 초대 일본 

대사에 이어 가나야마가 1968년 7월, 제 2대 주한 일본대사로 부임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격의 

없이 지내는 사이였고, 30년 간 도쿄에 살면서 독도와 한국과 일본관계연구에 일생을 바쳐온 최서면崔 

書納 역사학자와도 가까운 사이였다. 일본의 경제협력이 필요했던 그 시절 주한 일본 대사는 한일 정 

치권과 정상끼리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어느 날 박 대통령이 술이나 마시자며 두 사람을 청 

와대로 불렀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당시의 일본 총리 ‘사토 에이사쿠’에게 보내는 친서를 가나야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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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네며 “답을 얻지 못하면 돌아올 필요가 없다” 하였다. 친서에는 일본 측의 기술협력을 요청하는 글 

이 적혀있었다.

가나야마 대사는 일본 외무성에는 알리지도 않고 도쿄로 가서 사토 총리를 만났다. 그는 ‘한국 제철 

소 건설지원은 안 된다 했는데 또 왔느냐’며 고개를 돌렸으나 ‘답을 얻지 못하면 두 나라 관계도 끝장’ 

이라며 꼼짝 않고 서서 버텼다. 사토 총리는 그 자리에서 신일철 제철 이나야마 회장에게 전화를 돌렸 

고, 그날 밤, 세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가나야마는 마치 주일 한국대사처럼 집요하게 회장을 설득했다. 

당시까지 일본의 재계총리로 불리던 이나야마 회장은 결국 마음을 돌렸고, 한국의 숙원사업이던 제철 

소 기술지원의 길이 열렸다.

가나야마는 삼일절 기념식은 물론 거리낌 없이 국가행사에 참석했다. 본국의 질책을 받은 그는 ‘과 

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한국과 잘 지내기로 해놓고 한국의 기념일을 축하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며 ‘ 

광복절 행사에도 참석 못할 이유 없다’고 항변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김해 김씨로 창씨개명까지 한 

그는 ‘혹시 백제나 가야인의 후예는 아닐까. 임진왜란 때 포로로 끌려간 후손일지도 몰라’ 생각하는 이 

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원래 구보타久保田 가문 출신으로 가나야마가문의 양자가 되었다’고 밝혀 오 

해가 풀어졌다.

가나야마는 대사로 있으면서 한 • 일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제2의 인생을 양국의 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심했다. 1972년 대사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그에게 외무성 일본관장으로 격상시켜 직 

무를 맡기려 하였으나 극구 사양했다. 바로 사표를 내고 도쿄에 있던 한국연구원 최서면 원장을 찾아 

갔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면서 공교롭게 영세명（아우구스티노）도 같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날 만남을 계기로 두 사람은 의기상투했고, 서로를 아끼고 존경하는 사이가 

되었다. 최 원장은 한국연구원에 ‘국제공동연구소’를 만들어 가나야마 대사에게 초대 소장을 맡겼다.

가나야마는 3년 7개월간 주한 대사로 일하면서 산업화 초기의 한국을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활 

동했다. 딸도 한국인에게 시집보내고 그것도 모자라 장남에게 ‘자신의 유골을 한국 땅에 묻어 달라’ 유 

언한 그는 미수를 넘기고 일본에서 세상을 떠났다. 도쿄의 천주교 성당에서 열린 장례미사에 그를 아 

끼던 양국의 지인들이 몰려들었다. 가나야마 장남은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 원장을 찾아 “선친께서 유 

골을 최 원장께 맡겨 달라 유언을 하셨다”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주위 사람들은 두 사람은 대체 어 

떤 사이기에 유골을 한국 땅에 묻어 달라 부탁하는 것일까 궁금해 하였다.

1975년 4월, 가나야마는 최서원의 모친 3주기를 맞아 파주의 천주교 하늘묘원을 찾았다. 참배를 마친 

가나야마는 대뜸 “나도 이 땅에 묻히고 싶다”고 했다. 최 원장은 망설이지 않고 “정말인가요. 그럼 내가 

여기 묏자리 만들 테니 나중에 오시지요”하고 가족묘지에 그의 가묘를 만들었다. 가나야마 대사는 가 

끔 자신의 가묘를 찾아 영혼의 집이 마련됐다며 좋아했는데 1997년 세상을 떠나 그 자리에 안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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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 좋은 오후, 가나야마 묘를 찾아갔다.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산1〜2 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삼각 

지성당 하늘묘원’ 간판이 걸려있다.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에는 산소가 빼곡했다. 이 넓은 묘 

역에서 누군가의 묘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모를 땐 묻는 것이 상책이다. 관리소에서 일러준 

대로 정자를 지나 왼쪽 길로 올라갔다. 우뚝한 비석이 보/인다. ‘金山아우구스티노政英님의 무덤, 第三 

代a韓日本國大使’바로 이곳이 그가 묻히고 싶어 했던 영혼의 집이였다. 최서면 원장은 묘역에 나무를 

심고 다듬어 사람사는 집처럼 온기가 느껴졌다. 비석 뒷면에 시인 구상이 쓴그의 일대기를 읽어본다. 

“나는 죽어서도 일 •한 친선과 친화를 돕고 지켜보고 싶다” 돌에 새긴 그의 유언이 저절로 고개를 숙이 

게 한다. 제2대 주한 일본대사를 지낸 가나야마 마사히데(1909〜1997) 무덤에 준비해간 차 한 잔을 따

르고 감사의 예를 올렸다.

가나야마 묘 오른편은 최서면 부모의 묘역이다. 쌍분 양 옆으 

로 문석인과 망주석을 배치하고 가운데 비석을 세웠다. 비석에 

는 ‘喜善大夫同知中驅府事五衛都換、〜 江酸崔公譯養治之墓 貞 

夫人南陽洪氏榮鎭마리아神•右’라 새겨 있다. 가선대부동지중 

추부사오위도총〜 최양호는 조선 말, 지금의 장관급에 해당하 

는 높은 벼슬이었다. 정부인 남양홍씨는 여느 묘역과 달리 오른 

쪽에 있었고, 그 앞에는 아들 최서면이 쓴 절절한 사모의 시비가 

세워져 있었다. 그의 가묘를 찾아 돌계단을 내려갔다. 거기에도 

그가 쓴 시비가 있었는데 ‘내가 처음 울며 태어날 때 웃음으로 

받아주셨고…’정이 담긴 추모의 시로 보아 집안 어른인 듯 했는 

데, 그 옆 이름 없는 장방형 묘가 바로 최서면 가묘였다. 그는 부 

모님과 집안어른을 모신 가족묘역에 결초보은이라도 하듯, 가 

나야마 영혼의 집을 만들었다. 자기 가묘에서 팔을 뻗으면 닿을 

만한 가까운 거리에.

대한민국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가나야마, 그는 죽어서도 고국을 마다하고 이 땅, 최서면 곁에 묻혀 ‘ 

이 세상에서 한 • 일관계에 대하여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자’하였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과거를 청산하 

고 잘 지내기를 그토록 원했으나 독도분쟁, 위안부 피해자 합의, 역사교과서 왜곡 등은 아직 많은 문제 

들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의 일본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고, 일본정부는 경제적 

수탈과 인권착취 그리고 식민지 지배에도 일체의 반성과사과 한마디가 없다.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하나? 타계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가나야마는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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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기념행사 ‘임진클래식’ 

시립예술단 공연 ‘파주를 노래하다’ 

재미있는 별자리 여행 ‘파주에서 우주까지 세 번째 시간!’ 

2018 신춘음악회

마장호수 흔들다리 개장

출판도시 인문학당 ‘신금호 북콘서트’ 

신춘음악회 '시인의 사랑과 봄 이야기’ 

세대공감기획 모두 ‘사람이 담긴 말, 세상이 담긴 말’ 

가족뮤지컬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별난독서캠핑장 ‘2018 별난어린이 책잔치’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2018년 파주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자선공연 '2018 서원밸리 그린콘서트’ 

파주시 청소년종합예술제 ‘예술로 꿈꾸다’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무대 ‘거리로 나온 예술’ 

호국 보훈의 달 기념행사 ‘평화와 화합의 하모니' 

파주여행 방문주간 기념 ‘프리미엄 파주마켓’ 

문화가 있는 날, 감성마당극 ‘꽃이 된 도깨비’ 

청소년 어울림 ‘오감만족 SUMMER 상상놀이터’ 

여름방학 특강 ‘도시원예 체험 교육’ 

세계적인 음악축제 ‘파주포크 페스티벌’ 

제5회 가족•친구와 함께하는 '도미노 대회’ 

여름방학 특집 단원 콘서트 '얘들아 가즈아〜‘ 

2018 ‘DMZ 평화콘서트’

전통예술단 호연 제9회 정기연주회 ‘위We 하夏 야夜’ 

2018 한여름 밤의 예술무대

제20회 임진강가요제 유

평화와 화합을 위한 ‘평화통일 마라톤대회’ 

운정3동 '어울락 문화제' 

파주율곡학당 ‘찾아가는 율곡학당’ 

파주율곡학당 ‘신사임당-율곡이이 따라잡기’ 

평화의 울림, ‘2018년 파주북소리 축제’ 

파평면 율곡습지 ‘제5회 코스모스축제’ 

코믹뮤지컬 세익스피어의 '한 여름밤의 꿈’ 

헤이리 ‘판 아트 페스티벌’ 

제3회 ‘달달한 희망 빛 축제’ 

도라산 전망대 신축 이전 개장 

제14회 파주개성인삼축제 

제7회 감악산 단풍 축제 

처용무보존회 기획공연 

제20회 파주예술제 개최 

해설이 있는 클래식 ‘로마의 꺼벙이’ 

제6회 파주목 봉황축제 

제22회 파주장단콩축제 

제6회 운정가족음악회 

파주농악 정기연주회 ‘울림〜’ 

Adie니 2018 송년음악회

파주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나눔공연 ‘Adieu, 2018’ 

제11회 파주 YMCA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파주시 시립예술단 ‘2018 송년음악회’ 

새로운 경기, 새로운 시작 ‘2018 임진각 제야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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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기념행사 ‘임진클래식 ’

일자 ： 1.19/ 장소 : 율곡습지공원

주최■주관 : 파주시, 캐나다대사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스페셜행사인 "2018 임진클래식（IMJIN CLASSIC）"이 율곡습 

지공원에서 개최되었다. 임진클래식은 6-25전쟁에 파병된 캐나다 군인들이 전쟁의 피로와 두 

려움을 떨치고 향수를 달래고자 임진강가에서 펼쳤던 하키경주를 재연한 것이다.

에릭 월시 주한캐나다대사 이희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 

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고. 원조팀인 캐나다의 PPCLI와 왕립22연대가 단일팀을 구성하였으 

며 한국 거주 캐나다인 일부가 캐나다 대표팀으로 출전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최초 

로 연합팀을 구성해 이에 대항했다.

2018
임진클래식
1MJ1N Classic

«시 ; 2018. 1. 19.（긍） 12：30

UW e극힌«시사히«가 =CM«*«）
후« «후시. 나다4사9

. 2018 ■창 •자거가£. •근 4tM»사단

시립예술단 공연 ‘파주를 노래하다’

일자 : 1월 26일 / 장소 : 운정행복센터대공연장

주최•주관 : 파주시, 파주시립예술단

열정, 소망, 사랑, 승리, 평화, 희망을 주제로 신년을 맞아 개최한 파주시 시립예술단의 기획 

공연이다. 상임지휘자 정성욱이 지휘를 맡았고, 반주는 김선희, 타악기는 이승묵, 김세호가 사 

회를 보았다

인터넷 사이트 ‘파주문화시설’（www.pajucf.or.kr）에서 전좌석 인터넷 예매（무료）로 70분간 공 

연하였으며, 객석을 가득 메운 관중들에게 새봄의 희망을 선사했다.

파주를
206닌1« 단슌몬세ft

S
2018.i.26（ 긍） 오후7시 30투

운정—터 공안항

k

뇨 H 하D

재미있는 별자리 여행 ‘파주에서 우주까지 세 번째 시간!

일자 : 3월 20일 ~ 4월 10일（매주 화요일） / 장소 : 파주 중앙도서관

주최•주관 : 파주시, 중앙도서관

‘재미있는 별자리여행’의 저자이자 천문학자인 이태형 교수와 함께 한 성인 및 청소년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지구와 가장 가까운 천체 달의 이야기’, ‘생명의 신호 

‘오로라’: 해와 별을 이해해야 오로라를 알 수 있다‘, 우주인 이야기: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 

건은?’, ‘영화 속 우주이야기: 영화에 등장한 다양한 우주’ 등의 내용으로 총 4회 진행되어 천 

체와 지구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다

후애서 우우«|시:J.

이태형의

재미있는 별자리 여행

■ ■■ 丁 .V .. ■ .. ；‘丄=』쏘요%Wfi
배■패■패

__- ' 뼈=흔-

«스 2018.3. 20 * 4. 10 ■oniMXHiwzai시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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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신춘음악회

일자 ： 3월 8일 / 장소 :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 

주최.주관 : 파주시, （사）한국음악협회 파주지부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고 새봄의 희망을 선사하고자 전 좌석 예매（무료）로 마련된 시민대 

상의 공연 프로그램이다. 파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소프라노 윤성희, 테너 이원 

용이 출연해 ‘루스란과 루드밀라 서곡’, ‘봄의 소리왈츠’,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아리아’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등 최고의 명곡을 공연했다

Symphimy- mt. 5

2O18.33（ 목） 오후7시 30뿐

운청행복센터 공연장

.•MimjO'au IMI 01사itVi'A****
fM.ojt-vu-nn ,

마장호수 흔들다리 개장

일자 : 3월 29일 / 장소 : 마장호수 일원（광탄면 기산리 산 150-15） 

주최■주관 : 파주시 

마장호수 일대에 국내 도보 현수교 중 최장 길이인 220m의 흔들다리와 카누, 카 

약 등 수상 레포츠 시설 등이 구비된 테마형 관광휴양시설이 문을 열었다 ’마장호 

수 휴（休）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흔들다리 주변에는 호수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전망대, 호수 둘레를 돌아볼 수 있는 산책길, 캠핑장, 수상레저시설 등이 함 

께 설치됐다

자연 속에서 캠핑을 하며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캠핑장（3천60（”）과 관리사무소, 

수상레저 교육장, 카페, 화장실, 식수대 등이 마련돼 관광과 휴양을 접목한 수변 테마 

체험 공간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리라 기대한다

출판도시 인문학당 ‘신금호 북콘서트’

일자 : 3월 31일 / 장소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지혜의숲 2층 

주최■주관 : 출판도시문화재단 

‘오페라로 사치하라’의 저자 신금호와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초청공연으로 펼쳐진 클 

래식과 책과의 만남, ‘신금호 북콘서트’가 문발리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지혜의 숲 다목적 

홀에서 진행되었다

출판도시 인문학당은 출판도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으로 예술, 건 

축, 신화, 음악 방면의 저명한 학자와 예술인이 강연을 맡는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이다 문화체 

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 흥이 후원하였고 , 출판도 시 인문학 당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 

청을 받아 무료로 진행된다

겸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X
＜公 출판도시 

인문학댱 
신금호 

북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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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춘음악회 ‘시인의 사랑과 봄 이야기’

일자 : 4월 5일 / 장소 : 문산행복센터 대공연장

주최•주관 : 파주시, 파주시 시립예술단 파주시시립여술단과 함꺼 하는

신춘음악회 ‘시인의 사랑과 봄 이야기’는 파주시민을 위한 파주시 시립예술단 기획공연이다 

슈만의 가곡 중 걸작으로 평가 받는 '시인의 사랑' 16곡, 봄의 향기를 담은 8곡의 가곡과 가요 

가 시립예술단의 공연으로 펼쳐져 감동과 환희를 선사했다

상임지휘자 정성욱이 지휘를 맡았으며, 반주는 김선희, 플루트 연주자 신예영이 시립예술단 

원과 호흡을 맞췄으며 파주문화시설에서 전 좌석 예매, 무료로 80여 분 간 진행됐다.

세대공감기획 모두 ‘사람이 담긴 말, 세상이 담긴 말’

일시: 4월 18일 / 장소 : 교하도서관 2층 문화강연실

주최•주관 : 교하도서관

방방곡곡의 방언을 찾아다니며 만난 사람들, 지역 특색을 반영한 언어, 방언에 관한 이야기 

등을 들려주는 세대공감기획프로그램이다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방언정담」을 

지은 한성우 작가의 강연을 통해 방언의 특성을 배우고, 언어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을 공감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다

셰CI공갑기혁 모두 : 언어

사락이 닥:긴 말, 

세상이 다긴 말

»바 

댕*

가족뮤지컬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일자 : 5월 4일~6일 / 장소 :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 

주최■주관 : 파주시, 파주시 시립예술단 

어린이날 기넘 파주시 시립예슬단 가족뮤지a

알기바빠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 동반 가족을 위해 파주시 시립예술단이 마련한 가족뮤지컬이 

다. 아라비안나이트 이야기 중의 하나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에 등장하는 ‘하늘을 나는 

양탄자’, ‘램프의 요정’ 등이 신나는 음악과 율동, 신비로운 무대로 펼쳐졌으며, 공연 내내 어린 

이들이 ‘열려라 참깨’ 주문을 외치며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기획은 임혜경, 연출은 조상원, 

안무는 장선희가 맡았으며, 시립예술단원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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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난독서캠핑장 2018 별난어린이 책잔치’

일자 ： 5월 5일 / 장소 : 별난독서캠핑장（법원읍 금곡리） 

주최.주관 : （주）책농장 

별난독서캠핑장을 찾은 캠핑객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날 기념행사이며 캘리그 

래피, 손거울 만들기, 전통탈 만들기, 한지등 만들기 등의 체험프로그램과 참가객을 대상으로 

한 원화그리기 대회가 펼쳐졌다

소리꾼 이하영의 판소리로 만나는 흥부전, 배우 추연성 등이 뮤지컬 갈라공연을 펼쳤으며, 

작가와의 만남에서는 동화작가 조성자가 ‘즐거운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책농장의 별난벼룩시장에서 사전접수를 받아 진행됐다

처성

공연

合게I 안*가 
e지» 안■기 aw 푸히가

B生aiB eub VV9

骨가4쇡안낭-|거»«그숭«’
•«« 分 고
fPIfl연 «**«««

별난어린이 척잔치

5설 5일 （도）

오후 1*1~6시 

甲난독서킴핑장

수익 （ni-959-950E A pahibookcimpxem 창여 > ■ cm그러거 [M
' «난브•새BWS+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2018년 파주시 청소년의 달 기념행人F
일자 : 5월 12일 / 장소 : 운정호수공원 유비파크 옆 잔디광장 

주최•주관 : 파주시, 관내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로 열린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은 파주시가 주최하고 관내소재 4곳의 

청소년문화의집이 공동 주관했다. 교하청소년문화의 집 담당의 오픈기념식에서는 청소년 헌 

장낭독.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관계자 등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고, 보컬 국악, 댄스, 치어리 

딩 등의 공연마당은 문산청소년문화의 집이 담당했다 청소년동아리와 지역연계 체험프로그램 

은 금촌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청소년사랑 걷기대회는 운정청소년문화 집에서 담당, 진행했다.

자선공연 2018 서원밸리 그린콘서트’

일자 : 5월 26일 / 장소 : 서원밸리（광탄면 발랑리） 

주최•주관 : 대보그룹, 서원밸리컨트리클럽 

서원밸리 그린콘서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골프장 코스에서 열리는 무료 자선 음악행사이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본 콘서트는 대보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마련되었으며, 바자회 및 음 

식판매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사랑의 휠체어 협회, 파주보육원, 광탄면 등에 전액 기부됐다 

공연에 앞서 씨름대회, 4행시 짓기, 페이스페인팅 등의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어 가족단위 

의 참가객에게 풍성한 재미를 선사했고 워너원, 펜타곤, 이특, 신동, EXID, 모모랜드, 구구단 

킬라그램. 빅톤, 마틸다 등 인기 K-pop 스타들이 대거 출연하여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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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소년종합예술제 ‘예술로 꿈꾸다’

일자 : 6월 20일~22일 / 장소 : 시민회관 대공연장

주최•주관 : 파주시, 금촌청소년문화의 집 

제28회 청소년종합예술제는 문화체험과 놀이기회의 부족으로 인터넷 문화에 젖어들어 있 

는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된 청소년 대상 종합축제이다 참가종목은 음악, 무용, 사물놀이, 문 

학 등 4개 부문의 17개 종목이며, 학년 상관없이 초중고로 분류, 5월 22일부터 사전접수를 

받아 진행되었다.

음악부문은 한국음악 성악독주, 기악독주, 기악합주, 서양음악, 성악합창, 락밴드, 대중음악 

등이 참가종목이었고, 무용부문은 댄스,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발레 등이 독무와 군무로 나뉘 

어 펼쳐졌다. 사물놀이 부문은 앉은반과 농악 선반으로, ‘우정’을 주제로 한 문학부문은 운문 

과 산문 두 개의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아마츄어 예술가들의 무대 ‘거리로 나온 예술’

일시 : 6월 15일 ~ 10월 20일

장소 : 금촌중앙광장, 금촌역, 파주출판단지, 산내로데오 광장 / 주최•주관 : 파주시

li차

글나" rt됴 I 흐르는 너七싼:호시 자후

사너 패졸빈킈 꾸라' *17］츼 뚜J서무더위를 피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에게 건전한 휴식문화를 제공하고,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야외공연 프로그램이다 광장, 역사, 거리 등 다 

수의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음악, 전통예술, 마술공연 분야의 아마추어 예술인 20팀이 매주 

색다른 내용으로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비교적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금촌 중앙광장, 금촌역 광장, 파주출판단지 ‘김소월 시의 다리’, 

운정 산내로데오 광장 등을 순회 공연하였으며. 공연자들에게는 자신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 

휘할 끼와 열정의 무대를, 관람객에게는 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래 줄 휴식의 시간을 제공했다.

2018
거기로나온 oil 술

Street Orts fusUvaf

2018.6.15-10.20

■ w 1 S기S. 파후시

I *익 I 파후사 무tK*令파 «

호국 보훈의 달 기념행사 ‘평화와 화합의 하모니’

일자 : 6월 23일 / 장소 : 문산행복센터 대공연장

주최■주관 : 파주시, 파주시 시립예술단

호국보*의달기냄

평화와 화합쁴 

하모니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 평화통일에의 염원을 담아 마련된 파주시 시립예술단의 호국보훈 

의 달 기념행사이다 한반도 평화의 시기를 맞은 현재의 상황을 축하하고 통일의 희망을 전달 

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초대가수 김도향, 임진강 예술단 YMCA 어린이 합창단이 시립예술단 

과 호흡을 맞추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작곡, 작사 

한 파주만의 통일노래 ‘함께라면이 처음 불리어져 평화통일을 향한 메시지를 적극 전달했다 

2018. 6.23 （토） 오후2시 

문산휑*센터 대공연장

13 0의미
=三 태100

너 ft » ? 才 씌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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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여행 방문주간 기념 ‘프리미엄 파주마켓’

일자 : 6월 23일~7월 8일（주말） / 장소 :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아울렛 중앙광장 

주촤주관 : 파주시 관광협의회,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과 함께 품질 좋은 파주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파주여행 방문주간의 기념 

행사이다. 파주시관광협의회&헤이리 , 류재은베이커리 , 산머루농원, 치즈클락 다원웰푸드. 더 

브레드36.5, 어가행렬, DMZ천년꽃차, 나담코스, 바늘이야기, 창하된장 등이 참여해 자체 생 

산한 특색 있는 상품과 파주의 특산품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됐다

문화가 있는 날, 감성마당극 ‘꽃이 된 도깨비’

일자 : 6월 30일 / 장소 : 시민회관 소공연장

주촤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파주시 시설관리 공단 

2018 s화%는W[S|S«악회]

감성마당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문화가 있는 날」공모사업 선정 작품으로 연극 율곡이이, 방촌전 

등으로 꾸준히 창작활동을 펼쳐 역량과 기량을 발휘한 극단 예성（단장 박재운）의 창작 마당 

극이다

도깨비와 인간의 사랑을 그린 강원도 영월의 도깨비 설화를 재구성해 감성 예술작품으로 승 

화시켰으며, 전통 타악기가 음향효과를 주어 극적 효과와 긴장감과 고조시켰다 이번 공연은 

특히 여유가 부족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없던 소외계층을 특별 손님으로 초대해, 폭넓은 문 

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시민에게 제공했다

☆비

2018셔 6의 30잏（토） 오후 2시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 

억 www.pajucfor.kr »o-W3

MQraMm M 0»*•뻔삐**히M （心 *WUMMR

청소년 어울림 ‘오감만족 SUMMER 상상놀이터’

일자 : 7월 21일 / 장소 : 금촌역 중앙광장 

주최■주관 : 파주시, 금촌청소년문화의 집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취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 

획된 청소년 대상의 감성자극 프로그램이다. 청소년 자원 봉사 박람회와 댄스, 마술. 노래 등이 

펼쳐졌으며, 팝핀 준호, 파주 위드샤 주니어 퀸즈 등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보였다. 참가 

한 핵생들은 댄스와 발라드, 마술쇼 등으로 이어지는 다채로운 공연에 박수와 환호를 연호다

청소년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시각 장애인 체험, 민족 얼 지 

킴이 나라사랑 태극기 그리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과학 재능 기부행사, 이웃 간 인사하기 

홍보 등 13개의 홍보부스가 마련돼 행사의 의미를 배가했다

■래^니채—厂 스워느'4P
2018년 2사 청소년서울림가당 으스 …

« Q 간 고 
‘ =■ D 1느_ "卞 

，바사A다상상노이 터
2018년 7월 21일（토） 오전 11시~오후 3시 어

스〜 금릉역앞 중앙광장 ―

* *

즐 거 을 어 봉 층 ! I （W한 룬»처철거리가 있는

신나는 공연 _ 문화*a험루스

흐T허言'丁7-7M2} =丁—

허 사 : 才三 저心 Iv. 
火 ©규처소너 fh지 으

주치: 10추시 주판: 긍««소년 S화으«인: Kb주형소븐8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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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특강 ‘도시원예 체험 교육’

일자 : 8월 7일 ~ 9일 / 장소 :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2층 

주최.주관 :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마련된 도시원예 체 

험교육이다. 어린이를 포함한 60가족이 곤충 대벌레체험（곤충농장 임형준）, 압화 텀블러 만들 

기（파주시압화연구회）, 토피어리 체험（파주시도시농업연구회） 등 3개의 프로그램에 각각 참가 

해 도시원예교육을 이수했다

파주농업기술센터는 매년 방학 기간을 이용해 다양한 농촌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홈 

페이지（https://agri.paju.go.kr）에서 사전접수를 받아 교육과 체험을 진행한다 비용은 6,000원 

에서 8,000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하여 어른에게는 추억을, 어린이에게는 자연관찰과 체험의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

세계적인 음악축제 ‘파주포크 페스티벌’

일시 : 9월 8일 / 장소 :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

주최•주관 : :따주시-CBS / 경기관광공사•죠이커뮤니케이션

파주포크. 
※퍼%I벌

- 磁* :•.緣

FESTIVAL

2011년 시작돼 8회째를 맞은 파주포크페스티벌은 세대 간의 정서를 통합하고 온 가족이 향 

유할 수 있는 범국민 대상의 포크음악축제이다 중장년층에게는 추억 여행을, 가족단위의 관 

람객에게는 피크닉을 겸한 콘서트로, 젊은 팬들에게는 아이돌의 공연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선물 같은 여름밤을 선사했다.

청명한 초가을 잔디광장에 모인 2만5000여 명의 관객들은 포크 음악에 최적화된 명품 사운 

드와 전인권, 양희은, 최백호, 강산에, 박강수, 동물원, 여행스케치, 자전거탄풍경 등 전설의 포 

크 가수들 공연에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즐거움을 만끽했다.

짜 惡 뗘

= 2018.9.8 Sat 저
스 임찬가 평화누리 이화공연창

0 양최온 최백호 전인권밴드 강산에
흐,동«원 자전거탄푱경 여휑스케치 박강수

공연문의 : JOYww샌 Tel.(031) 931-6666-7

니NE U己

제5회 가족•친구와 함께하는 ‘도미노 대회’

일자 : 7월 21일 / 장소 : 운정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체육관 

주최.주관 : 운정청소년문화의집 

제5회 청소년어울림마당 '가족•친구와 함께하는 도미노대회’는 다정한 사람들과 도미노를 쌓 

으며 친밀감을 높이고, 집중력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된 도미노 쌓기 경연대회이다. 

관내 청소년 및 가족으로 구성된 참가자 20여 팀은 운정행복센터 복지동 2층 다목적체육관 

에 모여 친환경 소재의 도미노를 쌓으며 환경보존의 의무를 이해하고, 함께 하는 게임을 통해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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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광장

여름방학 맞이 단원 콘서트 ‘얘들아 가즈아

일자 : 7월 27일 / 장소 :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

주최■주관 : 파주시, 파주시 시립예술단

아이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파주시 시립예술단의 방 

학 특집 단원 콘서트이다. ‘숭어’, ‘에델바이스 등의 친숙한 가곡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뽀로로 메들리’, ‘상어 가족’, 애니메이션 영화음악인 ‘미녀와 야수, ’라푼젤‘ 등이 듀엣과 콰르 

텟 등으로 공연돼 시원한 공연장을 후끈 달구었다.

’아메리카노 ‘팥빙수’ 등 멜로디가 비교적 단순하고도 친숙한 곡들을 선별하고 화려한 무대 

배경과 경쾌한 안무를 곁들여 흥겨운 무대를 선보였다.

2018.7-27 궁） 오후7스 3^-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

자UNM BMKM

잔섴早 C

주*11= WI 하후시사HOM단 三«왜MI

2018 ‘DMZ 평화콘서트’

일자 : 8월 11일~12일 / 장소 :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 

주최.주관 : 경기도, （재）경기도문화의전당/문화방송 MBC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며 통일에의 희망을 담아 펼친 K-POP 콘서트이다. 김정근 아나운서 

와 가수 백지영이 사회를 맡았으며, 옥상달빛, 정엽. 마마무, 신현희와 김루트, 여자친구 정인, 

JK김동욱, 소향, 서문탁 등이 무대에 올라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지난 4월 평양에서 펼쳐진 '봄이 온다' 콘서트에 참가했던 가수 백지영이 사회를 맡아 행사 

의 의미를 더했으며, 한영애가 나와 평화통일에의 ’바람', 한반도 화합의 염원으로 '조율' 등을 

불러 통일에의 희망을 전파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가수들이 함께 나와 '희망의 나라로’를 열창 

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ONE KOREA/ 하나되는 한반도

2018 gp

펴호r 코스튼 
다 임진각 평화누리

8.11（퇴 6：30pm 8.12（일） 6：30pm
K-POP 콘서 e * 레식쿈서트

« 4 sessa

전통예술단 호연 제9회 정기연주회 ‘위We 하夏 야夜’

일자 : 8월 4일 / 장소 :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 

주최■주관 : 전통예술단 호연 

‘여름밤, 국악에 취하다’라는 주제로 펼쳐진 전통예술단 ‘호연’의 국악연주 정기공연이다. 연 

희단 ‘호연’은 전통연희, 무용, 기악, 성악 등 다양한 장르의 국악을 전공한 젊은이들로 구성 

되었으며, 다양한 창작활동과 공연을 통해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보급하고자 꾸준한 노력 

을 기울였다.

이번 공연은 문화 소외계층에게 전통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세계 

적인 문화예술로 승화시키고자 마련되었으며, 국악가요, 모듬북, 비보이 등의 멋진 공연이 펼 

쳐져 무더위에 지친 시민의 일상에 멋과 흥을 선사했다

너 일 시 : 2018년 8월 4일 토요일 오후
■‘ 장 소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

- 주최.주관 : 전통예술단호연3 문 의 : 010-7539-3959
퍼뚜느드'" •.'< [ 누보; i%Wif' ■"구조



파주문화 제32호

2018 한여름밤의 예술무대

일자 : 8월 9일~10일 / 장소 : 월롱산 시민공원, 조리읍 봉일천중학교 운동장 

주최•주관 : 파주시, （사）음악협회 파주지부 

일반 청중이 갖고 있는 클래식에 대한 경계를 허물고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 

고자 마련된 시민 대상의 야외 음악회이다 지휘는 윤선중, 트럼본에 이한진, 바리톤은 탁현호 

가 맡아 멋진 공연을 선보였으며, 파주윈드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로 ‘Cunturia’. ‘Sing Sing 

Sing’ 등이 연주돼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한여름밤의 음악회는 매년 여름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 펼치는 파주예총 음악협회의 정기 

공연으로 1일차는 등산객과 월롱시민을 위해 월롱산 시민공원에서, 2일차는 봉일천 시민들을 

위해 봉일천중학교에서 연이어 진행됐다

제20회 임진강가요제

일시 : 예선-9월 2일, 본선-9월 9일 / 장소 : 문산거리축제 특설무대 

주촤주관 : 파주시,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파주지부 

결실의 계절 9월을 맞아 문산거리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펼쳐진 ‘제20회 임진강가요제’는 파 

주시민 대상（주민등록상 파주시 거주）의 가요경연프로그램이다 엄격한 심사의 예선을 거쳐 본 

선에 오른 다수의 출연자들은 뛰어난 가창력과 노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지켜보는 관람 

객과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다

인기 연예인의 초청공연도 펼쳐져 수상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가 함께 흥겨운 무대를 즐겼으 

며, 회를 거듭할수록 기성가수에 버금가는 실력파들이 대거 참가해 대회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 행사관계자의 평이었다.

평화와 화합을 위한 ‘평화통일 마라톤대회’

일자 : 10월 7일 / 장소 : 임진각 일원

주최•주관 : 경기도, 문화일보/경기관광공사 

한반도의 평화를 꿈꾸며 DMZ 일원을 달리는 통일기원 마라톤 대회가 임진각 평화누리 일대 

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풀코스와 하프코스, 10km, 6km 등 4개 코스로 나뉘어 진행된 평 

화통일 마라톤 대회는 분단을 상징하는 민통선 지역을 달리는 국내 유일의 경주 대회이다 이 

날 행사에서는 전국 마라톤 동호인과 외국인, 주한미군 및 국군 장병 등 9천여 명이 참가해 

평화통일에의 염원을 더욱 고조시켰다

풀코스 참가자들은 리 비 사거리와 남북출입사무소를, 하프코스는 여우고개사거리와 남북출 

입사무소까지, 10km는 군내삼거리 6km는 통일대교 북문을 각각 돌아오는 방식으로 운영됐 

으며, 풀코스 남자부문에서는 손수돈（서울）씨가, 여자는 노성숙（서울）씨가 우승의 영예를 차 

지했다

2018.10.7w 
오SW：30W

• em지 »5라 wwia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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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마라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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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3동 ‘어울락 문화제’

일자 : 9월 1일~11월 3일 / 장소 : 야당역 맟은편 상가광장 

주최.주관 :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운정3동 주민자치위원회 

관내 청소년동아리들이 각자의 재능과 꿈을 펼쳐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고. 마음껏 공 

연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제공을 위해 마련된 거리공연 페스티벌이다 9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유동인구가 비교적 많은 야당역 앞 상가광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청소년 동아리 

팀의 댄스공연, 포크기타 동호회의 노래. 하모니카와 아코디언 동호회의 연주 등 다채로운 공 

연이 펼쳐져 행인과 상가방문객들의 발을 멈추게 했다. 참가 동아리팀은 운정3동 행정복지센 

터 총무팀에서 사전 접수를 받아 진행됐다
«가아상» 가후시 소제 헝소낸 ■ »아리 • S 호« 

9수가가»200년 ew 1311'어）I감시＞1치（선 «tei 
S수 V «혁» eS38 «««자0터 MWV0卽一940-8780）

- 온?% 

어* 

문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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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닿요 아상下 광자僧교하리

2018년 9* 3윌 （해주 토요알 1711시911）

'（I9W «e « *«W ?W T
운정3« «정!（지븐틱 / 운청39 주인자치워9최

파주율곡학당 ‘찾아가는 율곡학당’

일자 : 9월~11월 / 장소 : 관내 초등학교 10개교 

주촤주관 : 파주시, 배움터 파주학당
바르 언성과 름가참* 유허!

찾아가는 율곡학당

조선시대 대학자이자 경세가였던 율곡 이이 선생의 업적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청소 

년들에게 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전통문화교 

육 프로그램이다.

율곡이이 선생 관련 설화 ‘나도 밤나무예요’를 극화한 ‘할머니와 함께하는 율곡 인형극’, 내가 

만든 제기를 이용해 협동제기차기 등을 즐기는 ‘전통놀이’ 시간 율곡 선생님의 구용구사를 통 

해 바른 몸가짐과 언행을 배울 수 있는 ‘전통예절’시간 열심히 공부하고 베운 대로 실천해 9 

번이나 과거에 장원한 율곡 선생님을 본받기 위한 ‘나도 구도장원공’ 등 4개의 프로그램이 관 

내 10개교에서 총 402| 진행되었다.

가21:2（= 81 - nv
다상: 94 초6바그 1~2«（낸 어른어
자:b： 구박2 2욕장（10차2）
후거: nyu'iwAi

- «러= M Ms 어«극
-전타어
-±M>M

파주율곡학당 ‘신사임당-율곡이이 따라잡기’

일자 : 9월~10월 / 장소 : 파주이이 유적 및 율곡연수원 

주최•주관 : 파주시

nn 주율곡학당 J 
신사임당-율곡 01이 日가잡기

여어왹 기■«« 선사잉앙혁 자M 고 가＜ • 가« * Ob
죡W당』신사싕낭■•4 어여 도학9거 W aum 0（리M £=나대

B 소거간 vma an

6〜7세 어린이를 둔 가족 단위의 참석자들이 유적지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내며 율곡 이이 

선생과 신사임당을 본받아 지혜롭고 슬기롭게 자랄 수 있도록 마련된 파주시의 문화체험프 

로그램이다

구도장원공 율곡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어사화 만들기, 우리집 자경문, 장단콩 쿠킹클래스, 

밥상머리 교육, 사물놀이와 전통놀이 등을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가족 간 소통의 창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 진행되었다. 참가 가족을 사전에 접수받아 9월 4일부터 10월 6일까 

지 총 7회, 법원읍 동문리 소재 파주이이유적지와 율곡연수원에서 등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I «-7시 어련어 « ＜t후오

IRC 우«

a 곡연수성 
자®*

311 어!6열W)
4al
sa 9*
UI 9115잉(1)
7«l . lOlMICI 우 qa 자 gga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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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 제32호

평화의 울림, ‘2018년 파주북소리 축제’

일자 : 9월 14일~16일 / 장소 : 파주출판도시 일원

주최 •주관 : 파주시 , 출판도시문화재단,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시민과 출판관계자, 문학 전문가들이 모여 남북평화무드를 반영한 ‘평화의 울림’을 테마로 

‘2018년 파주북소리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평화통일 이후를 대비해 남북이 각자 서로 

의 문화를 이해하고 하나의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북한의 문화예술 출판물과 북한을 사 

유하고 이미지화한 현대미술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주제를 선정했다.

문자와 책, 시각과 영상이미지를 매개로 한 북한의 과거와 현재, 남북평화와 공존을 향한 새 

로운 상상력을 펼쳐 보이는 '한 조각을 잃어버린 동그라미-아카이브 전시’, 책 읽는 대한민국 

만들기 운동에 날개를 달아주는 ’제1회 독서동아리대상 공모전 시상식', 나의 독서이력을 확인 

하고 책과 함께 미래의 삶을 기획해 볼 수 있는 '북큐레이션 소셜테이블’ 등이 펼쳐졌다.

파평면 율곡습지 ‘제5회 코스모스축제’

일시 : 9월 21일~22일 / 장소 : 파평면 율곡습지공원

주최■주관 : 파평면 주민자치위원회

W4F
“

제*UI 파평

코스모스

가을밤의 추억과 낭만을 선사하는 '제7회 파평 코스모스축제’가 파평면 율곡습지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3만여 평의 코스모스 꽃밭과 연꽃 군락지, 장미터널, 해바라기, 야생화 등 

이 만개하여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난 방문객의 심신을 위로했다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체험행사장에는 찾아가는 음악회, 주민자치위원회의 밸 

리댄스, 밴드공연, 관내 학생 동아리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으며, 시민참가 경연으로 우유 

마시기 대회, 율곡 퀴즈 대회, 주민노래자랑 등이 이어져 관람객을 즐겁게 했다. 파주의 농산 

물 판매 부스와 목공예, 도자기 만들기, 캐릭터필통 만들기 등 10여 개의 체험부스도 운영됐다

2018.9.21 (긓) ~ 9.22(a) 
＜쳥 Me 자Bfl 4리 lesBJiD

21 일（금） OMZWE. «아리 긍인! 즌

22일（£） 삭천공연 / 71냉삭（16：00） / 노이
기타청사 / 부스 / 억거라. &산* 핀여*스 B S형

코믹뮤지컬 세익스피어의 '한 여름밤의 꿈’

일자 : 9월 20~22일, 28~29일 / 장소 : 운정, 문산행복센터 대공연장 

주최.주관 : 파주시, 파주시 시립 예술단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낭만 희극으로 연인들이 겪는 마찰과 갈등을 초자연적인 힘으로 해 

결해나가는 몽환적인 스토리이다. 여기에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코믹한 요소를 더하고, 환 

상적인 무대연출 연기자들의 춤과 노래가 더해져 가을밤의 행복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공연 

은 실용음악계열 재학생 세션이 참가해 파주시립예술단 단원과 호흡을 맞춘 의미 있는 공연이 

었다. 전좌석 무료로 인터넷 사이트 ‘파주문화시설’에서 예매,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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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광장

헤이리 ‘판 아트 페스티벌’

일자 : 10월 6일~14일 / 장소 : 헤이리 예술마을 갈대광장

주최■주관 : 파주시, 사단법인 헤이리/헤이리예술마을 예술위원회

파주 헤이리 

판아트 

페스티벌

. PAJU HEYR!
• • PAN ART 

::: FESTIVAL

생생한 자연의 숨결을 통해 최고의 예술품을 창작하는 공간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다채로운 

전시와 창의적인 공연, 시민 참여 체험프로그램을 동반한 종합예술페스티벌이다

‘Open studio in. Art in 헤이리‘등 헤이리 소재 박물관 미술관 등의 각종 전시회를 비롯해 （사） 

한국미술협회 파주지부의 회원전이 함께 열려 시각적인 효과를 드높였으며, 헤이리심포니오케 

스트라, ’호연‘의 타악기 공연 K -팝 공연 헤이리 필 Jazz. ’헤이리의 추억 속으로‘ 등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관중 참여 예술제로는 ’우산에 그리는 평화‘, 소원열매 해피트리‘, 2018 미술 

주간 기힉프로그램인 ’아트로드7Z 칼라에 물들다‘가 진행돼 관람객을 즐겁게 했다

::파
헤이리 L竹^
개박식 12018. 10. 6（토） 오후 4시 30분 

창 소•헤이리예술마올갈대광장

주촤 파주시, 사단법인 해 

추관 해이리예슐마을 예수위원회

T. 031,946,8551 F. 031.946.8550

제3회 ‘달달한 희망 빛 축제’

일자 : 10월 13일 / 장소 : 문화창조빌리지 

주최•주관 : 법원읍 주민자치위원회 

파주시 법원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최한 ‘제3회 법원읍 달달한 희망 빛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축제장을 화려하게 빛낸 전통등 공방 ‘달빛공방’은 점등식을 통해 지난 일 년 동 

안 수작업으로 제작한 전통등을 밝혀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이번 축제에는 총 29개의 공연 팀이 나와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으며, 법원읍 주민자치 

센터 교육생으로 이뤄진 7개의 팀, 법원여중 음악동아리 등 6개 청소년 팀이 참가해 끼와 재 

능을 발휘했다 마을 별 노래자랑과 초청가수의 공연 법원읍 율곡고등학교 출신 트로트가수 

송민근이 참가해 흥겨움을 선사했다

도라산 전망대 신축 이전 개장

일자 : 10월 22일 / 장소 : 도라산전망대 

주최•주관 : 파주시

DMZ 내 유일한 전망대 ‘도라전망대’가 신축 이전되어 개막식을 거행했다 도라전망 

대는 서울에서 가깝고, 날씨가 맑을 때는 망원경을 이용하지 않고도 개성공단과 개 

성시, 기정동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여 연간 60만 명 이상의 내외국인이 찾는 대표 

적인 안보 관광지이다

파주시가 신축 이전한 전망대는 기존 전망대의 동북쪽 방향 207m 떨어진 곳에 위 

치하며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143什의 넓이로 카페테리아와 휴게시설, 편의시 

설 등을 갖추어 일반에게 공개됐다 해발고도는 기존 전망대보다 2m 높아진 157m이 

며 망원경이 설치된 3층까지의 건물 높이가 11m로 조망권이 전보다 훨씬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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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 제3=

제14회 파주개성인삼축제

일자 : 10월 21일~22일 / 장소 : 임진각 광장

주최 ■ 주관 : 파주시 /파주개성인 삼축제 추진위원회, 김포파주인삼농업 협동조합

6년근 파주개성인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평화염원, 주민 화합의 장을 마 

련하고자 열린 제14회 파주개성인삼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즐거운삼, 맛있는삼, 함께 

인삼, 통일인삼’ 등의 테마로 개최된 금번 행사에서는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까지 축제장을 확 

대해 평화염원 프로그램인 도보다리 퍼포먼스, 대형 평화인삼 소원꽂이, 판문점 도보다리 포 

토존, 인삼동산 무료가족사진 촬영 및 인화 서비스 등을 새롭게 선보여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 

공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특히 파주의 인물 의성 허준의 ‘동의보감 속 인삼 이야기’라는 특별전을 개 

최해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몸에 좋은 6년근 파주개성인삼과 파주시에서 생산한 각종 

농산물 구매객들을 위해 ‘반값 택배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제7회 감악산 단풍 축제

일시 : 10월 27일~28일 / 장소 : 깜악산 힐링 테마파크（출렁다리 제1주차장） 

주촤주관 : 적성면 주민자치위원회

전국의 산이 온통 붉게 물든 단풍철을 맞이해 파주의 명산 감악산과 출렁다리 주변에서 펼 

쳐진 단풍 축제이다. 감악산 출렁다리는 길이 150m, 폭 1.5m의 도보용 현수교로서 2016년 개 

장 이래 전국 단위의 누적 방문객이 120만 명을 돌파했다.

10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25사단 군악대와 파주시립예술단의 축하공 

연 및 관내 공연 동아리와 초청 가수들의 특별공연이 펼쳐져 흥겨운 무대를 펼쳤으며, ‘제2회 

감악산 어린이 미술대회’가 열려 참가연령층을 다양화했다 감악산 농산물 및 먹거리 장터, 적 

성면에서 재배한 인삼, 사과, 배, 대추 등의 신선한 농산물 판매대와 선짓국, 두부두루치기, 메 

밀전, 수수부꾸미 등의 전통 먹거리 장터도 마련됐다

戶시 iT 懲'

감악산은 축제다

2018 년 
감악산 단풍축제

10.27（토）-28（81）
장소:▼으씨.차후4많깠크

처용무보존회 기획공연

일자 : 11월 4일 / 장소 :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

주최•주관 : （사）국가무형문화재 청용무 보존회/파주시,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제39로 지정되었고, 2009년 세계유네스코위원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처용무를 바탕으로 한 （사）처용무보존회의 전통무용기획공연이다 처용무는 아내의 처 

소에 침입한 귀신을 쫓는 처용의 설화를 담은 내용으로 신라 헌강왕 때 처음 만들어졌으며, 무 

용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인류 문화무형유산에 등재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 차원의 궁중무용으로 주요 행사에서 공연되어 처용무의 음악과 무용, 의 

상과 탈 제작 방법 등이 조선 최고의 음악전문서적 '악학궤범’에 상세히 기록되었다 본 행사 

는 파주시와 문화재청의 후원을 받아 무료로 진행되어 평소 접하기 힘든 전통무용을 관람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다.

骨스시t수바M

*** ' 83mw <•수:*

ii

.11.4.（이） 외I 5사 

신日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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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광장

제20회 파주예술제 개최

일자 : 10월 27일~11/20일 / 장소 : 운정■문산행복센터, 교하아트센터 등 

주최•주관 : 파주시/예총 파주지부

2018.10.27（보）~11.20（화）

제20회 상상과 쪄

시민들의 일상에 즐거움과 행복을 안겨주고, 분야별 예술을 통해 일반 시민과 소통하고자 

파주예총 9개 협회（문인•미술연극음악국악사진작가•무용연예예술인영화）가 마련한 종합예 

술 축제이다.

첫날 솔가람아트홀에서 파주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세계적인 플롯 연주자 라파엘과의 협 

연으로 개막공연을 펼쳤으며, ‘樂（락）! 樂（락）! 樂（락）! 콘서트’, ‘뮤지컬 ‘세프’（연예협회）, ‘춤의 향 

연속으로’（무용협회）, 판놀음 ‘방촌전’（연극협회）, 시화전（문인협회）, 사진전（사진협회）, 미술 전시 

회 및 사생대회（미술협회） 등의 풍성한 공연과 전시가 진행되어 지역 활동가들의 예술혼이 유 

감없이 발휘됐다

해설이 있는 클래식 ‘로마의 꺼벙이’

일자 : 11월 9일 / 장소 : 법원도서관 시청각실 

주최.주관 : 법원도서관, 포도나무예술조합 

파주 동북부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을 위해 마련된 클래식 공연으로 작곡가 주지훈의 

음악과 인생이야기, 음악 해설 등이 곁들여져 참가한 70여 명의 관람객들에게 유익한 시간 

을 제공했다.

Mozart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아리아’와 카발레리아 루스카티니 중 ‘인터메조’, 

Schubert의 ‘미완성 교향곡’, ‘밀러 교향곡 No.5’ 등의 클래식 명곡들을 피아노3중주 "파비아의 

아침"이 공연하여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한껏 물들였다.

제6회 파주목 봉황축제

일자 : 11월 3일 / 장소 : 파주읍 행봉복지센터 일원 

주촤 주관 : 파주읍 주민자치위원회 , 이장단협의회 

조선시대 관아터였던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2008년에 시작해 격년제로 치러지는 

제6회 파주목 봉화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파주향교 고유례와 파주목사 부임행차를 재 

현한 ‘목사 부임 행렬’이 식전 행사로 진행되어, 파주의 중심이자 본향인 파주읍의 전통계승 및 

정체성 혹누인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특설무대에서는 댄스 동아리와 초대가수의 공연 색소폰 동호회의 연주 등이 줄곧 이어졌 

으며, 중간 중간 경품추첨이 진행돼 환호와 박수가 넘쳐났다 또한 주 행사장인 행정복지센 

터 마당에 먹거리 장터와 전통문화체험 마당이 가득 펼쳐져 찾는 이들의 입과 귀를 모두 즐 

겁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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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파주장단콩축제

일자 : 11월 23일~25일 / 장소 : 임진각

주최■주관 : 파주시, 파주장단콩축제추진위원회, NH농협 파주시지부

DMZ 청정환경에서 자란 장단콩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 

대표적인 축제로서 양일간 16만 명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다녀갔고, 장단콩을 비롯한 농특산물 

판매액이 30억 원을 웃돌았다. 장단콩 전시관과 홍보관 외에도 ‘황금들녁애（쌀고춧가루）’, 한여 

울 바이오밸리（상황버섯）, 우리양봉원（꿀화분） 등 경기지역 10개의 우수생산물 농가가 참여해 

31개 품목에 대한 전사홍보판매를 진행했다

평화누리예술단의 공연과 배뱅이굿, 장단콩 요리전국경연대회, 창작 마당극 등 다채로운 프 

로그램이 운영되어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모두 풍성하여, 연말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주 

관한 '2019 경기 관광 대표축제 및 경기 7대 축제’로 선정됐다 축제성, 현장평가, 안전평가, 기 

획, 콘텐츠, 운영, 발전역량 등 다양한 부분의 지표를 반영한 결과이다

제6회 운정가족음악회

일시 : 12월 1일 / 장소 :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

주최.주관 : 운정2동 주민자치위원회/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저'®회0 거
:유족을약히

세대 간 대화의 부재와 소통의 단절로 변해가는 가정의 화합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서 운정 

거주 35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다 해솔초등학교 오케스트라단의 축하 

공연 운정2동 가족봉사단 우수단지 표창 KID SHO팀트로트SHO팀의 축하공연 가족음악회 

공연과 시상 순으로 본 행사가 진행됐다.

가족봉사단 우수단지 표창에서는 한 해 동안 활동이 우수했던 6개 아파트 단지가 뽑혀 희 

망마을상（최우수, 해솔마을 3단지）, 화합마을상（우수, 해솔마을 1단지, 산내마을 6단지）, 행복 

마을상（장려, 산내마을 3단지, 해솔마을 5단지, 산내마을 11단지）을 각각 수상했다 ‘희망찬 가 

정, 살고 싶은 운정2동 조성’을 목표로 2015년 발대한 ‘운정2동 가족봉사단’은 운정2동 소재 

아파트 11개 단지 280가족 680여명으로 구성돼, 공원마을도시사랑 3개 분야에서 봉사활동 

을 실시한다

2018 12 1（토） 114:00이7:00 
운정행정복지센터 대공 연장

F7

파주농악 정기연주회 ‘울림~’

일자 : 12월 12일 / 장소 :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 

주최.주관 : 한국농악보존회 파주지회, 파주시 

지역 고유의 농요와 전통놀이의 맥을 이으며 우리소리 보존과 보급에 앞장서 온 （사）한국농 

악보존협회의 정기연주회이다 사자놀이와 우리소리 등을 신명나게 펼침으로써 관객들과 호흡 

하고, 우리의 전통 예술을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한 전통문화 행사였다 버나 돌리기, 

상모돌리기, 난타악기 체험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고, 전통연희, 국악가요, 모듬북 등의 멋진 

공연이 이어져 일상에 지친 관객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했다

일시 : 2018년 12ttl 2일 수요일 오후7시
장소: 운정«흑신터 대공연장

주최주관: 사）한국능악보#«회 파주지«

♦워 : wS* 팍후시 _______________
「 <»지사»> ~

O 인허냇011내 www.pajucf.or.krI 첰슁가업 卓 CtH가느 - 12tl S헐（쉬 요<1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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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eu ‘2018 송년음악회’

일자 : 12월 13일 / 장소 :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

주최•주관 : （사）한국음악협회 파주지부, 파주필하목오케스트라

1984년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30년 넘게 클래식의 대중화와 보급에 앞장서 온 파주필하모 

닉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이다 상임지휘자 이용근이 지휘를 맡았으며, 소프라노에 김경진 

테너에 김영우가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아름다운 음률을 선사했다. 민소진, 이새별, 박대우 

등이 솔리스트로 참가했고, ‘아리랑 환상곡’과 베토벤의 ‘symphony No 9 d_minor ’Chora『（교 

향곡 제9번 라단조 ‘합창’이 파주시립예술단과 양주시립합창단의 협연으로 공연됐다.

: am —wM* ■ . Gumw WB

k. .wg%쎄져빠g：；；
j 파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

Adieu2018 
송년음악회

2018.12.13（목） 오후7시 30분 
운즁행복쎤터 대공연강

W뷰W미w•시W wwihT

파주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나눔공연 ‘Adieu, 2018’
일자 : 12월 14일 / 장소 : 헤이리예술마을 커뮤니티하우스, 솔가람아트홀 

주최.주관 : 파주시 , 사단법인헤이리 , 헤이리 예술 마을/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g,락 후JI 어 리 M 2 니

한국 음악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주자들이 출연해 탁월한 음악적 기량을 펼치고 오케스트 

라와의 협연을 통해 조화롭고 감동적인 화음을 선사한 재능기부 나눔 콘서트이다

프랑스 버젤 국립음대에서 첼로를 전공하고 최고 전문연주자 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 

한 과천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서진이 지휘를 맡았으며, 파주 출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원재 

원과 트럼펫 연주자 조재연, 전석호 등이 출연해 ‘Double string Quartet No. 1 in d minor, op. 

65’, ‘string octet in Eb Major, Op. 20’ 등의 클래식 명곡을 연주했다

HEYRI CHAMBER ENSEMBLE

AOIEIL
•사I’ X

'파주시민 <란현면민 >«« 한

. 송년음악회

（흐 i r워 
14 t

2018.12.Wmon 7바! *1리«全마8 어»니티하우스

제11회 파주 YMCA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일자 : 12월 22일 / 장소 : 운정 솔가람아트홀

주최■주관 : 파주시, 파주 YMCA

천사와도 같이 청아한 목소리로 감동의 무대를 선보이는 파주 YMCA 소년소녀합창단의 정 

기연주회이다 ‘파주 YMCA 소년소녀합창단’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빈소년합창단', 프랑스의 ’나 

무십자가소년합창단' 등과 같이 세계 속으로 뻗어나갈 소년 인재를 양성코자 창단한 소년소 

녀합창단이다.

김도형 지휘자가 7명의 합창단원을 모아 2007년 처음 연주회를 시작한 이래, 지역 내 각종 

무대에 꾸준히 올라 파주의 문화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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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립예술단 ‘2018 송년음악회’

일자 : 12월 21일, 22일 / 장소 :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 

주최•주관 : 파주시, 파주시 시립예술단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에서 12월 21일 오후 7시 30분 22일 오후 2시와 6시, 총 3회에 걸 

쳐 무료로 진행된 파주시립예술단의 ‘크리스마스 기획공연’이다. 1부는 시립예술단원들의 아 

름답고 화려한 선율로 합창을 공연했고, 2부는 뮤지컬로 구성해 연말을 맞은 시민들의 마음 

에 감동과 재미를 선사했다. 본 행사는 파주문화시설 홈페이지에서 전좌석 선착순 인터넷 예 

매로 진행되었다.

전석무료 ««•그?7

山.r渴lUf
파주시 시덤얘스단

송년음악화
저'深”

2018.12.21.(3)오 *7시 30*
12.22. W 오«2사/2«6시

운정눰W센터 공연장

Mi—J wia*소새B0MV 山 VM•그M0~«2»

새로운 경기, 새로운 시작 ‘2018 임진각 제야행人｝’

일시 : 12월 31일 / 장소 : 임진각 평화의 종각 일원

주최•주관 :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다사다난 했던 2018년을 되돌아보고, 희망찬 2019 기해년（己玄年） 새해를 맞이하여 국가의 

번영과 도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2018년 제야행사’가 임진각에서 개최됐다 21세기 밀레 

니엄을 상징하는 평화의 종을 울리기 위해 한겨울 추위를 뚫고 각계각지에서 많은 인파가 모 

여들었다

임진각 제야행사는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를 직접 들으며 새해에 대한 희망과 각오를 다짐하 

는 정기 행사로서, 풍물굿패 삶터, 스윗트리, 박혜경, 안치환 등이 출연해 멋진 공연을 선보였 

다. 또한 모두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치는 12시 정각에는 화려한 불꽃 쇼가 벌어져 강바람에 차 

가운 임진각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애/새로문쳐기. 새SS 시작 . *

• 0- * *•
. • • • abi8 球 * «

• W1 가‘‘ *

4시弓 y사‘ •
'MjfNOAK NEW YE*휴‘으 
… EVENT 20'®

2018.1131■오.10:00 ~ 
힝친기 H»보런어 «가히a

fflDC *W사 파•식 t!창 쌍3게 Afl’wt *ga«*(<www» 
UM ■ ［사린 W베 MM MJ 6«M. PIMM BMUMW

“…" 벳으 呂

%«¥ h반;’ 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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