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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전선언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 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지원 

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 역문화발전의 주역 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 

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매개자가 

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일회적 - 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 - 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 10. 10.

대한민국 224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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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민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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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영원한 시간과 광활한 우주 속에서 같은 시대 같은 이웃으로 살 

아가는 막중한 인연의 공동운명체이다. 이에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 

건실한 기풍진작은 물론 영광스러운 내 고장의 발전을 위해 오롯한 정 

성과 신념을 모아야 할 시대적 사명을 절감하고 여기 우리의 나아갈 바 

를 밝혀 생활의 좌표로 삼는다.

첫째 하늘 뜻이 펼쳐 낸 복된 고장의 시민임을 자각하며 높고 푸른희 

망과 긍지를 키워간다.

둘째 민족의 혈맥같은 이 곳 한강의 역사를 헤아리며 올바른 전통과 

투철한 주인의식을 확립해 간다.

셋째 새시대를 향도할 자율적 시민정신과 원대한 세계 인식으로 민주 

적 의식의 지평과 슬기로운 삶의 대도를 개척해 간다.

넷째 아차산의 햇살같은 따뜻한 인정과 왕숙천의 서기（端氣）같은 아 

름다운 마음씨로 화목하고 정겨운 시민사회를 이룩해 간다.

다섯째 동구릉 솔바람의 영묘한 숨결 위에 찬연하고 독창적인 지방 

문화와 향토 예술을 꽃피워 간다.

5



발간사

구리문화원 원장

김문 경

민족문화란 그 민족정 신의 총체 입 니다.

우리 민족문화엔 우리 민족의 얼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문화를 지키지 못한 민족은 멸망합니다.

만주족의 문화는 한족의 문화에 흡수,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 

과로 만주족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간악（奸惡）한 

일제는 동근동조론（同根同祖論）을 내세우며 우리 민족문화를 말살 

하려고 우리말과 우리글마저 못쓰게 했던 것입니다. 민족문화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 선조들은 일제에 굴하지 않고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문화를 보존,계승하려고 애쓰는 것은 애국운동입니다. 따라서 구리문 

화원의 문화사업도 애국운동입니다.

구리문화원의 사업 중 최우선 순위는 우리고장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며 홍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원은 향토사연구소를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향토문화발굴 

및 기록보존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2008년 7월에 실시할 사업인 동구릉의 비문탁본 

전시회 및 학술발표회와 문헌발간사업을 끝으로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됩 

니다. 음으로 양으로 구리문화원의 문화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연천 선사박 

물관장 최무장 박사님, 은광준 전 세종대 박물관장님,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최종택 박 

사님,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전호태 박사님,토지박물관 심광주 박사님,국립중앙박물관 송 

의정 고고부장님, 서울대 박물관 양시은 학예연구사님과 구리문화원 향토사연구소 박명 

섭 소장님을 위시하여 애를 많이 쓰신 향토사연구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선 태조대왕을 위시한 7위의 왕과 10위의 왕비를 모신 우리나라 최대의 조선왕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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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릉（東九（1）과 남한에서 최다량의 고구려유물이 발굴되었으며 광개토대왕,장수왕,온 

달장군의 발자취가 서리어 있는 아차산의 고구려사적지는 구리시의 자랑거리입니다.

'관광 구리'의 기치아래 구리시에서는 동구릉과 광개토태왕동상과 비석, 아차산 고구려 

대장간마을, 계절마다 꽃축제가 벌어지는 구리한강시민공원을 묶는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1등 관광도시로 탈바꿈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구리문화원에서도 이런 구리시의 노 

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구리시청의 도움과 구리시 유지 여러분의 도움으로 구리농수산물 도매시 

장 원사에서 동구릉 옆의 옛 동구동사무소 건물로 원사를 이전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참으로 17 년만에 독립건물 원사（院舍）를 갖게 된 벅찬 감정을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 

다.

다시 한 번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구리문화』지 발간에 애쓰신 편집위원 여 

러분과 우리 문화를 사랑하시고 문화원의 문화사업에 협조하여 주신 구리시민 여러분께 

도 김사를 드립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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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문화원 10대실천덕목

1. 편견의 언행을 삼가고

2. 예의를 지켜 상호존중하며,

3. 남을 비난하지 않고

4. 칭찬에 인색하지 않으며,

5. 어떠한 경우라도 성을 내지 않고

6. 공적활동에 사리를 취하지 않으며,

7. 봉사와 베품에는 티를 내지 않고

8. 자신을 위한 거짓을 자제하며,

9. 과오에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10. 회원은 책무와 분수를 지킨다.



呈호드월활동 WWW .gurimh .or.kr

정기총회 개회의식

원장인사 임원위촉장수여

문화학교 강사 위촉장 수여

〈문화원 정기총회〉

• 2007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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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 .guriinh .or.kr

경기도 동부권 문화원장 회의

①②③〈문화원 원사 이전 기념식〉

• 2007년 11월 5일

④ 영기도 동부권 문화원장 회의＞

• 2007년 11월 5일

⑤〈구리문화원 ］차이사회〉

• 2007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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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원문화예술제〉 

（어가행렬）

• 2007년 5월 19일

• 구리시 체육관 —스》동구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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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urimh.or.kr

①②③〈시민백일장〉

• 2007년 7월 11일

• 동구릉 • 인창도서관 강당

④⑤⑥〈향토지킴이 앙청교육〉

• 2007년 6월 〜 9월

•문화원 • 현장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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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iirimh .or.kr

①〈평생학습관현판식〉

• 2007년 4월 19월

②③〈한강과 왕숙천 쌰H 탐사활동〉

• 2007년 5월〜10월

④⑤⑥〈여절 연극 공연〉

• 2007년 10월 6일

13



www.gurimh.or.kr

①②③〈온달장군 추모제향>

• 2007년 10월 9일

• 한다리 돌무들쉼터

④⑤〈애비와 힘께하는 역사 0^ >

• 인천, 강화（4월 28일）

• 공주, 부여（10월 13일）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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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urini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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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urimh.or.kr

〈예절교육〉

• 연중

① 학교강좌

② 배례지도

③ 다도 강좌

④⑤⑥〈장수기원 시진＞

• 2007년 10월 11일 〜 30일

•노인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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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urim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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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urimh.or.kr

〈전래놀이 자도사 양성교육〉

• 2007년 7월 〜 10월

• 문화원, 현장체험

iA0=L；.\u..Wi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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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호』동 www.gurimh.or.kr

작품전시（서예, 미술, 사진） 가야금반 대금반

풍물반 진도북춤반 단소반

판소리반 풍물반 난타반

〈문화학교 작품발표회 >

2007년 12월 13일

경기민요 예다미（축하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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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산 고구려 보루 발굴 10 년

최종 택

고려대학교 교수

1997년 9월 27일 오후, 아차산 정상의 속칭 헬기장으로 불리는 곳에서 간단한 행사가 

있었다. 1500여 년 동안을 그곳에 묻혀있던 고구려 유적의 발굴을 고하는 개토제였다. 

계절은 이미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지만 아직은 늦여름의 더위가 남아있었다. 필 

자와 필자의 은사이신 임효재 서울대 교수（발굴조사단장）, 그리고 박명섭 이사를 비롯한 

구리문화원 관계자 등 20여명의 발굴단원들은 조촐하지만 경건하게 제를 올렸다. 남한 

최초의 고구려유적 발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4개의 보루에 대한 발굴조사가 완료되었으며, 두 개의 보 

루에 대해서는 일부 발굴이 진행 중이다. 2004년에는 17개소의 보루가 국가사적 제455 

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아차산 일원 고구 

려 보루들의 보존 • 활용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발굴 결과는 당초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 성과는 학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아차산 일원 고구려유적의 분포와 구조, 연대와 성격 등에 대해서는 필자에 의해서 몇 

차례 정리가 이루어진 바가 있으나, 논자에 따라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 

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미 수정된 견해를 인용하는 등 혼선이 있어서 조사와 연 

구를 주도해 온 입장에서 이에 대한 명료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아차산 고구려 보루의 조사현황과 분포, 구조 및 연대와 

기능 등에 대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22



1. 한강유역 고구려유적의 조사현황

한강유역에서 고구려 유적의 존재가 처음 확인된 것은 1988년 몽촌토성 동남지구의 

발굴조사를 통해서이다. 그 해 겨울 보고서 작성을 위한 유물 정리과정에서 광국장경사

【그림 1] 아차산 4보루 발굴조사 개토제 광경

이옹（廣n長頓四耳S）의 존재가 확인 

되었다（〈그림 2〉참조）. 물론 이전의 

조사에서도 고운 점토질의 흑색마연 

토기들이 확인된 바 있으나 고구려 

토기의 영향을 받은 백제 토기로 간 

주되었다. 그러나 전형적인 고구려 

토기로 알려진 광구장경사이옹의 확 

인으로 인해 같은 제작전통을 가진 

일련의 토기류를 백제 토기와 구분할 

수 있게 되 었다. 또한 1977년 한강 북 

안의 구의동에서 발굴되어 서울대학교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토기류가 이와 같은 제작 

전통임을 확인하고 구의동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그 시기는 475년 이후로 분류하였다 

（金元龍 외 1988）.

1989년에는 몽촌토성 서남지구 고지대의 지상건물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자형 

온돌을 갖춘 지상건물지가 확인되었다. 남북 3.1, 동서 3.7m 규모의 온돌유구는 집안 

동대자건물지에서 보이는 단위 방의 크기와 구조가 유사한 점이나 층위상의 증거 등으 

로 보아도 고구려에 의해 축조된 것이며, 그 연대는 475년 이후에서 551년 사이로 추정 

하였다（金元龍 외 1989： 31）. 또한 1988년에 구의동유형으로 명명된 토기류를 고구려 

토기류로 보고함으로써 이를 고구려 토기로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이상의 몽촌토성 발굴성과를 바탕으로 1991년에는 1977년 발굴 당시 백제 고분으로 

보고되었던 구의동유적을 고구려 군사시설로 재인식하고 출토된 철기류 15종 1,353점 

（철촉이 1,300여점）에 대한 재분석이 이루어 졌으며（崔鍾澤 1991）, 1993년에는 구의동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류 19개 기종 369개체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崔鍾澤 

1993）?’ 이어 한강유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崔 

鍾澤 1995).

1） 구의동유적에 대한 이상의 내용은 나중에 종합보고서로 간행되었다（구의동보고서간행위원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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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몽촌토성출토 광구장경사이옹 

（서울대학교박물관 1997： 344）

1994년에는 구리문화원에서 실시한 아차산 

일원의 지표조사를 통하여 15개소에 달하는 

고구려 군사시설을 확인하였으며（강진갑 외 

1994）, 이러한 군사시설들은 보루성（壓텨城） 

으로 명명되었다（金i文秀 1994）. 이후 보루성 

이라는 명칭은 보루（쮸S）에 이미 방어시설로 

서 城의 개념이 포함되어있음을 이유로 보루 

로 칭하고 있다（崔鍾澤 1999b： 258）.

1997년에는 아차산 4보루에 대한 발굴조사 

가 시작되어 1998년에 마무리 되었다. 이 발 

굴조사에서는 둘레 210m 가량의 성벽과 두 

개의 치, 그리고 내부에서는 7기의 건물지와 

간이대장간시설 등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26개 기종 538개체의 토기류 

와 복발형 투구를 포함한 203점의 철기류가 확인되었다（임효재 외 2000a）. 이 발굴을 

통해서 아차산 일원 고구려 보루의 구조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밝혀졌으며, 구의동보 

루와의 비교를 통하여 당시 보루에 주둔하였던 군사의 수를 추정하는 등 향후 연구의 발 

판이 마련되었다.

이어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아차산 시루봉보루가 발굴되었으며（임효재 외 2002）, 

2004년에는 홍련봉 1보루가 발굴되었다（崔鍾澤 외 2007a）. 2005년에는 홍련봉 2보루 

（崔鍾澤 외 2007b）와 아차산 3보루（崔鍾澤 외 2007c）의 일부가 발굴되었으나, 문화재 

청의 연차 발굴 불허로 인해 현재는 복토되어 보존되고 있다. 또,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용마산 2보루가 발굴되었으며（서울대학교박물관 2006）, 2007년에는 아차산 4보 

루의 성벽에 대한 추가발굴이 이루어졌다（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실 2007）.

2. 아차산 일원 고구려 보루의 분포

1994년 지표조사 이후 실시된 발굴조사와 지표조사를 통하여 현재 아차산 일원의 보 

루는 모두 21개소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표 1», 조사 전 파괴된 자양동보루 

（임효재 외 2000b） 및 백련봉보루（강진갑 외 1994） 등을 고려하면 더 많은 수의 보루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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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산은 현재의 서울과 구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서쪽으로 용마봉, 북쪽으로 망 

우산 등 주변 산지를 포함하여 아차산이라 부른다. 동쪽으로 왕숙천, 서쪽으로 중랑천 

이 남쪽의 한강으로 흘러들고 있으며 이들 강 유역에는 저평한 충적평야가 넓게 발달해 

있어 육로 교통상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남쪽의 광나루는 한강을 

이용하여 한강 중상류와 서해안에서 지금의 서울지역으로 접근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 

어 수로 교통상에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때문에 아차산은 그리 높은 산지는 

아니지만, 이러한 충적평야지대와 한강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주변 지역을 조망하 

는데 있어서 최상의 위치라 할 수 있다. 아차산에서는 남으로는 한강 남안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일대가 한 눈에 들어오며, 중랑천변과 왕숙천변을 이용한 육로를 조망 할 수

〈표 1> 아차산일원 고구려보루 일람표（보루의 둘레는 유적별 최종 조사 보고문에 따름）

번호 명 칭
평면형태 

（둘레:m）
해발고도 （m） 규 모 면적 (m2) 비 고

1 구의동보루 원형 53 46 172 1977년 발굴 후 멸실

2 홍련봉 1 보루 장타원형 125 143 1,583 2004년 발굴

3 홍련봉2 보루 장타원형 126 179 1,506 2005년 일부 발굴

4 아차산 1 보루 원형 250 103 688

5 아차산2 보루 원형 276 40 104

6 아차산3 보루 장타원형 296 304 3,100 2005년 일부 발굴

7 아차산4 보루 장타원형 285 256 1,518
1997-1998년 발굴 

2007년 성벽 추가 발굴

8 아차산5 보루 원형 265

9 아차산6 보루 2005년 방앗간시설 일부확인

10 용마산1 보루 장타원형 183 77 366

11 용마산2 보루 장타원형 230 79 379 2005-2006년 발굴

12 용마산3 보루 장타원형 348 216 1,605

13 용마산4 보루 장타원형 300 228 1,848

14 용마산5 보루 장타원형 316 110 572

15 용마산6 보루 장타원형 230 123 810

16 용마산7 보루 장타원형 250 40 113

17 시루봉보루 장타원형 206 220 2,184 1999-2000년 발굴

18 망우산1 보루 원형 280 126 1,120

19 망우산2 보루 - 281 - 공동묘지로 인해 훼손

20 망우산3 보루 — 275 - - -

21 봉화산보루 장타원형 160 249 3,416

2） 2005년 아차산 3보루 발굴조사 당시 아차산 2보루 서쪽 능선상에서 방앗간시설의 일부가 확인되어 아차 

산 6보루로 명명된 바 있고, 아차산 3보루 바로 북쪽에도 석축시설이 확인되며. 아차산 1보루 북쪽 등산 

로 상에서도 보루로 추정되는 지점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향후의 조사 성과에 따라서 더 많은 수 

의 보루가 확인될 가능성은 충분하다（崔鍾澤 외 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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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아차산일원 고구려보루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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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한강을 통한 적의 접근까지 조망 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아차산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군사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차산 고구려 보루의 

입지도 이러한 지리적 • 지형적 이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최종택 2004b）.

아차산 일원의 보루는 입지에 따라 한강변 보루와 아차산 능선상의 보루로 크게 구분 

된다. 한강변의 보루는 현재 구의동보루에 대한 자료밖에 없지만 중랑천과 한강이 만나 

는 뚝섬 근처의 자양동일대에도 보루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으로 보아 일정한 간 

격으로 보루가 배치되어있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 한강변의 보루는 나지막 

한 단독구릉 상에 입지하였지만 한강 남북안의 평지와 아차산 일원의 보루를 잘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아차산 능선상의 보루는 홍련봉보루와 봉화산보루처럼 해발고도가 낮은 구릉에 위치 

한 것과 아차산 및 용마산, 망우산 능선을 따라 입지한 것으로 세분된다. 홍련봉 1, 2보 

루는 능선상에 입지한 보루들과 한강변에 입지한 보루의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입 

지 상으로만 보면 두 지점의 보루군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그림 3».

아차산과 용마산의 보루들은 능선상의 작은 봉우리 정상에 입지하고 있는데, 용마산 

에 모두 7개, 아차산에 7개（시루봉보루 포함）, 망우산에 3개의 보루가 위치해 있다. 아 

차산의 보루는 중랑천과 왕숙천 주변을 조망하기 위하여 용마봉과 아차산 줄기를 따라 

2줄로 배치되어 있다. 서쪽의 용마봉 줄기를 따라 늘어서 있는 보루들은 중랑천 일대를 

감제하기 위하여 배치되었으며, 아차산 줄기의 보루들은 왕숙천변과 한강 이남의 감시 

를 위하여 배치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련봉과 구의동 일대의 보루들은 한강 이남과 

한강의 수로를 조망하기 위하여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보루사이의 거리는 400〜500m

〈그림 4> 아차산에서 본 용마산 1, 2보루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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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량이며（〈그림 4», 구의동 보루 발굴당시 유적 아래쪽 능선에 목책 구덩이로 보이는 

시설이 확인된 점으로 볼 때（華陽地區發I屈調査團, 1977a； 1977b） 각 보루는 목책이나 

석축 등의 시설로 서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3. 아차산 일원 고구려 보루의 구조

아차산일원의 보루는 원형 또는 타원형의 평면을 이루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외부의 

성곽과 건물을 비롯한 내부 시설물로 구성 되어 있다（【그림 5】【그림 6】）. 외부의 성벽은 

주변에서 구하기 용이한 화강암 석재를 이용하였는데, 아차산 4보루처럼 치석을 하여 

잘 다듬은 석재를 사용하여 비교적 정치하게 축조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치석 

되지 않은 석재가 많이 사용되었다. 홍련봉 1보루를 제외하고는 성벽에는 1〜2개소의 雄 

가 설치되어 있으며, 아차산 4보루에서는 2007년의 조사를 통해 2개의 치가 추가로 확 

인되어 모두 4개소의 치가 확인되었다. 성벽은 암반풍화토를 평탄하게 정지하고 쌓았는

〈그림 4> 아차산 4보루 복원조감도（좌）와 투시도（우）

〈그림 6> 아차산 4보루 치와 성벽 전경 〈그림 7> 아차산 4보루 유구노출 전경

28



데, 홍련봉 1보루에서처럼 성벽 외부에 주공이 확인되거나 성벽 중간에 주동이 확인되 

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명확한 구조의 출입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최근 2005년도 이후의 조사에 

서 인접 보루와 연결되는 방향으로 출입시설이 확인되었다. 보루별로 출입시설의 구조 

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아차산 3보루는 남쪽의 2보루와 6보루 방향으로 길게 뻗어 나 

온 석축구조물이 확인되었으며, 말단부는 계단으로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용마산 2보 

루와 아차산 4보루는 전체적인 출입시설의 구조는 아차산 3보루와 같으나 중간에 석축 

이 끊어져 있으며, 말단부도 계단시설이 없이 마무리되었다. 용마산 2보루에서는 같은 

형태의 출입시설 동북쪽으로 목제 사다리가 확인되어 실제 출입은 이 사다리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홍련봉 1보루의 경우 성벽 안쪽으로 3〜5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성벽을 따라 

목책열이 확인되었으며, 성벽보다 먼저 목책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홍련봉 2보루 및 용마산 2보루와 아차산 4보루에서도 확인되었으며, 시루봉보 

루와 아차산 3보루는 성벽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모든 보루가 

같은 양상으로 축조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홍련봉 1보루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보루의 축조과정을 재구성 할 수 있었는데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먼저 봉우리 정상부의 평탄면을 중심으로 보루의 윤곽을 정하고 이를 

따라 목책을 설치하였다. 목책과 목책 사이에는 판재를 끼워서 막고 내부에는 필요한 지 

점에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그 위에 마사토와 점토를 깔아서 평탄화하였다. 동시에 보루 

의 일정한 지점을 굴토하여 저수시설이나 저장시설을 구축하였으며, 내부에서 나온 흙 

은 보루를 평탄화 하는데 사용하였다. 이어 여러 기의 건물을 포함한 지상 시설물들을 

축조하고, 목책의 바깥쪽으로는 다시 성벽을 쌓고 목책과 성벽 사이는 마사토와 점토를 

교대로 다져서 채웠다. 목책과 성벽의 축조는 시차를 두고 이루어졌겠지만 큰 시차는 없 

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조사된 보루들 중 아차산 4보루와 시루봉보루, 홍련봉 1보루, 용마산 2보루 

는 성벽 내부는 별도의 구획이 없이 건물과 저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그림 7», 

아차산 3보루와 홍련봉 2보루는 보루 내부에 별도의 구획이 존재하여 주목된다. 아차산 

3보루는 남북으로 길쭉한 보루의 남쪽 구역에 동서로 가로지르는 석축을 쌓아 보루를 

남북으로 양분하고 있으며, 계단을 통하여 석축을 올라 북쪽 구역으로 통하게 하였다. 

남쪽구역에서는 여러 기의 건물과 저장시설, 방앗간, 단야시설로 추정되는 시설 등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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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어 있었고, 이 보다 한 단 높은 북쪽구역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부 지점 

에서 온돌유구 등이 노출되는 점으로 보아 건물과 저수시설 등 일반적으로 다른 보루에 

서 확인되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홍련봉 2보루는 남북으로 길쭉한 타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북쪽의 평탄면과 남쪽의 

함몰부로 양분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북쪽구역에서는 3기의 온돌건물과 2기의 저수시 

설, 집수정, 그리고 용도 불명의 소성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남쪽구역은 트렌치 조사만 

이루어졌으나 대략 17x30m 범위를 석축으로 돌려 막았으며, 그 내부에는 구획이 명확 

하지는 않지만 석축구획이 확인되어 대형 저장시설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홍련봉 2 

보루에서 재소성된 토기편이 다량으로 출토되는 점과 단야구로 사용된 철제 집게,「官 

登」銘 대옹편 등의 존재를 함께 고려할 때 일종의 병참기지와 같은 성격이었을 가능성 

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루 내부의 시설물로는 지상건물（일부 수혈건물도 있음）과 저수시설, 배수시설 등이 

일반적이나 그 외에도 보루의 특징에 따라 여러 가지 시설물이 설치되었다. 아차산 4보 

루와 용마산 2보루의 경우 건물지 외곽에 간이대장간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철기류에 

대한 간단한 수리 정도는 직접 수행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홍련봉 2보루에서는 용도 

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소성과 관련된 시설이 확인되었으며, 아차산 3보루에서는 단야시 

설로 추정되는 시설물과 저수시설과 같은 형태의 저장고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또한 아 

차산 3보루에서는 방앗간이 확인 되었는데, 방아확과 볼씨가 함께 배치된 상태로 발굴 

되었으며, 인접한 아차산 6보루에서도 같은 형태의 방앗간 시설물이 확인되었다. 이러 

한 각종 시설물들로 보아 이들 보루에 주둔한 고구려 군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는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출토된 철제 농공구들은 이들이 평상시에는 농사와 같 

은 생업에도 종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한강유역 고구려유적의 편년

1988년 몽촌토성 동남지구에서 고구려 토기 광구장경사이옹이 확인될 당시 이 토기 

의 연대에 대해서는 5세기 중엽이후, 특히 역사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475년 이후로 편 

년하였다（金元龍 외 1988： 164-165）. 1989년 몽촌토성 서남지구에서 온돌건물지가 확 

인되었으며, 역시 475년〜551년 사이에 축조된 것으로 편년하였다（金元龍 외 1989：

3） 현장설명회 자료에서는 토기 가마로 추정하였으나 발굴조사가 완료될 당시까지 소결된 바닥면이 확인되 

지 않는 등의 상황으로 보아 토기 가마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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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어 필자는 구의동보루에서 출토된 철기류와 토기류를 재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들 유 

물의 연대를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중엽 경으로 편년하였었다（崔鍾澤 1991； 1993）. 또 

한 몽촌토성과 구의동보루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에 대한 형태분석을 통해 이들 토기 

류의 상한을 4세기 후반, 하한을 6세기 중엽으로 보고 중심연대를 5세기 중엽 경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崔鍾澤 1995）. 이러한 연대관은 고구려 토기에 대한 연구의 부진으 

로 편년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아차산 일원 고구려 보루에 대한 조사상 

황을 고려하여 다소 여유롭게 설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차산 4보루가 발굴된 이후에 

도 이러한 연대관은 상당기간 구체화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475년 이전에 한강 북안에 

고구려 보루가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탓이었다（崔鍾澤 1998： 158）.

이후 한강유역은 물론 중국과 북한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에 대한 형태분석과 

편년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몽촌토성출토 고구려 토기가 아차산 일원의 고구려 토기 

에 비해 대체로 이른 시기이며, 아차산 일원 고구려 토기는 대체로 500년을 전후한 시 

점에서 551년 사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편년하였다（崔鍾澤 1999a：91-93）. 그러나 아차 

산출토 토•기류 중 일부는 5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비슷한 시점에 앞선 필자의 폭넓은 연대관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즉, 475년의 한 

성공함 이전에 백제의 수도가 훤히 조망되는 아차산 일원에 고구려 보루가 축조되는 상 

황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아차산 일원의 고구려보루의 축조 상한은 475년 이후 

가 되어야하고, 이들 유적의 폐기 양상을 고려할 때 그 연대는 6세기 중엽 경으로 비정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朴淳發 1999： 15）. 또, 중랑천 일대를 남평양으로 보고 아차산 보 

루는 중랑천 일대를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시설로 파악하여 그 축조 연대를 文各明王 4 

년（495년）의 남순（南巡）과 관련된 시점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제시되었다（崔章烈 2001）.

한편, 심광주는 475년부터 551년까지의 한성（漢城） 경영과 관련된 문헌사학계의 논의 

를 정리하고, 동성왕（東城王）대부터 성왕（聖王）대에 이르는 20여회에 달하는 백제의 한 

성 경영 기사를 전면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연대관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차산 일원 고구려 보루의 존속 기간이 짧았으며,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지배한 기간이 

짧았던 것으로 주장하였다（沈光注 2001： 488-489）. 서영일은 기존의 논의들과 역사? 

지리적 검토를 통하여 아차산 보루는 6세기 중엽경, 양주분지 일대의 고구려 보루는 6 

세기 중엽에서 7세기 초, 임진강 일대의 고구려 성보는 475년부터 668년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였다（徐榮一 2002： 73）. 또한 양시은은 한강유역 고구려 토기의 제작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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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을 실시하고 몽촌토성 내 고구려 유적은 475년경부터 507년 이전의 어느 시점 

으로 설정하고 아차산 일원의 고구려 보루는 6세기 중엽 경을 중심시기로 파악하였다 

（梁時恩 2003： 59-60）.

후술하겠지만 아차산 고구려 보루의 존속기간이 짧았으며, 그 중심 연대가 6세기 중 

엽경이라는 연대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이후 필자는 몽촌토성의 고구려 

유적과 출토 토기류를 재검토하여 몽촌토성 고구려유적의 연대를 475년에서 6세기 이

〈그림 8> 홍련봉 2보루 출토「庾子J 명 토기 각종

전으로 재설정하였으며 

（崔鍾澤 2002）, 아차산 일 

원의 고구려 보루가 475 

년 이전에 축조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는 기존의 견 

해도 철회한 바 있다（최종 

택 2004a： 117-122）.

이후 몽촌토성과 아차산 

일원의 보루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 중 시간에 따

른 형식의 변화가 잘 감지되는 사이장경옹과 구형호류, 시루류 등의 형식변천을 통하여 

몽촌토성 출토 고구려 토기류는 5세기 후반, 아차산 일원의 고구려 토기는 6세기 전반 

경으로 편년하였으며, 호 • 옹류와 동이류 등의 구연형태에서 보이는 변화를 통하여 몽 

촌토성 고구려 토기류가 아차산 일원의 고구려 토기류에 비해 이르다는 것을 재확인하 

였다. 또, 몽촌토성 서남지구에서 확인되는 고구려의 온돌건물지를 비롯한 지상건물지, 

다량의 고구려 토기의 존재를 근거로 475년 이후 일정기간 몽촌토성에 고구려 군이 주 

둔하였음을 재확인하였다. 아차산 일원의 고구려 보루에 대해서도 발굴 조사된 유적의 

구조나 농기구와 간이대장간 등의 시설물의 존재, 출토유물의 수량으로 보아 일시적인 

점유를 위해 축조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5세기 말이나 늦어도 6세기 

전반 경에는 축조된 것으로 추정하였다（崔鍾澤 2004b）. 2005년에는 홍련봉 2보루에서 

520년에 해당하는 경자「庾子」명（銘） 토기편（〈그림 8〉）이 출토됨으로써 새로운 절대연

4. 아차산 일원 고구려 보루의 절대연대에 대해서는 최근 발굴된 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도 참고가 

된다. 홍련봉 1보루에서는 A.D.515（이하 보정연대값）, A.D.520（崔鍾澤 외 2007a： 196-197）. 홍련봉 2보루 

에서는 510. 540, 550（崔鍾澤 외 2007b： 185-187）. 아차산 3보루에서는 490, 520, 530, 540, 550（崔鍾澤 외 

2007c： 168-172） 등의 절대연대치가 검출되었다. 방사성탄소연대 자체가 직접적인 절대연대를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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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확보되었으며, 아차산 보루에 대한 연대관은 더욱 명확해지게 되었다（崔鍾澤 

2006： 285-286）?’

이상에서 몽촌토성 내 고구려 유적은 475년 직후 고구려에 의해 축조되었으며, 500 

년을 전후한 시점까지 사용되었으며, 아차산 일원의 고구려보루는 500년을 전후한 시 

점부터 551년까지 사용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5. 한강유역 고구려 유적의 기능

몽촌토성에서는 475년 한성 공함 이후 일부 고구려 군이 남아서 주둔하고 있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몽촌토성의 서남지구에서 확인된 온돌건물지와 판축대지상 

의 건물은 일반적인 주거용 건물이 아닐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고 

구려 토기의 기종 구성에 있어서도 한강 북안의 다른 보루유적과는 차이가 있는데, 몽촌 

토성에서만 부장용이나 의례용기로 추정되는 완형의 사이장경옹류（四耳長頓奪類）와 원 

통형삼족기류（圓筒形三足W가 출토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몽촌토성에 주둔한 

고구려 군의 지휘관이 상당한 신분의 소유자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러한 상황을 종 

합할 때 몽촌토성의 고구려유적은 한성함락 후 남진을 계속하던 고구려 군의 중간 거점 

성（據點城）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崔鍾澤 2002： 35-38）.

아차산 보루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고구려의 한강유역 진출 및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루의 축조시점과 관련하여 그 기능을 상정하여 볼 수 있는데 475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전에 축조되었을 때와 한성 점령 이후 축조되었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475년 한성 함락 이전에 보루가 축조 되었을 경우, 보루의 기능 

은 한강 도하의 교두보 역할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일국의 수도 맞은편에 이처럼 

많은 수의 보루를 단기간에 축조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 

엇보다도 최근까지 발굴 조사된 자료를 통해 볼 때 475년 이전으로 편년되는 자료가 전 

혀 없으므로 이러한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고구려가 한성을 함락시킨 후 방어적 기능으로서 보루를 축조 하였을 경우 

다. 앞서서 언급 하였듯이 아차산은 그 지리적 위치가 한강 상류에서 하류지역으로 오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며, 중랑천과 왕숙천변을 방어하기에 적합한 위치이다.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아차산 보루와 구의동보루, 몽촌토성 고구려유적에서 출

것이 아니라 통계적인 의미를 갖는 제한적인 것이라고 하여도 세 유적에서 일관된 측정치가 검출된 것 

은 위와 같은 필자의 연대관을 뒷받침 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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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된 토기류에 대한 분석과 홍련봉 2보루에서 출토된 경자「庾子」명（銘） 토기편 등을 통 

해 몽촌토성 고구려유적은 500년 이전, 그리고 아차산유적은 500년 이후로 편년되고 

있다（최종택 2004b； 2006）. 이러한 편년관으로 볼 때 아차산 보루의 사용 시기와 기능 

은 한강유역과 중랑천변에 대한 방어적인 기능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방어적 기능 이외에도 점령지에 대한 치소의 기능과 함께 보급기지 등의 기능을 상정 

해 볼 수 있다. 홍련봉 1보루는 아차산 일대의 보루 중 유일하게 기와와 와당이 출토되 

었다. 고구려에서는 기와의 사용이 궁궐이나 관공서, 사찰 등에 제한되었다는 기록과 관 

련해 볼 때 홍련봉 1보루가 아차산 일원의 보루를 통괄하는 기능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 

다. 또한 홍련봉 2보루가 군수물자의 생산 및 보급창고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연결시켜 볼 때（崔鍾澤 외 2007b） 홍련봉 1보루가 일반적인 

방어용 보루와는 다른 기능을 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겠다.

6.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방식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웅진 도읍기 한강유역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75년 장수왕의 한성공함 이후 왕은 돌아갔으나 고구려 군은 당시의 남성인 

몽촌토성에 주둔하고 있었다. 동성왕대를 거쳐 무령왕대에 이르러 한강유역에 대한 백 

제의 공세가 강화되자 500년 전후한 시점에 몽촌토성을 비롯한 한강 이남의 고구려 군 

은 한강 이북으로 철수하여 아차산 일원에 주둔하였다. 그렇지만 몽촌토성을 포함하는 

한강 이남지역을 백제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영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한강 이남지역에서 웅진기 백제와 관련된 유적이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도 뒷받침된다. 무령왕대에는 이러한 상황전개에 따라 한강유역 외곽은 물론 멀리 황해 

도 지역에서까지 전투를 하는 등 대 고구려 공세를 강화할 수 있었고, 성왕대에도 이러 

한 상황의 기조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성왕대의 전선은 다시 충청도 일원까지 남하하였 

으며, 551년 백제가 한성을 회복할 당시 먼저 한성지역을 얻고 나서 평양지역을 획득하 

였다는 점으로 보아 551년 직전 무렵에는 한강이남 지역도 고구려의 관할 하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문헌사료와 상충되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고고자료를 통해서 보는 한 475년 이후 한 

강유역은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러나 한성공함 이후의 한강유역에 대한 고구려 

가 행한 조치에 대해서는 기록이 전혀 없어서 그 내용을 알기 어렵다. 종래에는 이 시기 

고구려의 한강유역 영유를 인정하는 입장에 있더라도 한강유역에 대한 고구려의 영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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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었다.5）그 까닭은 한강유역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유적이 대 

부분 소규모의 보루이며, 일반적으로 고구려 영역에서 확인되는 대규모 거점성의 존재 

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475년 한성공함 직후 고구려 군이 모두 철수한 것 

으로 인식하기도 하였고,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한성이 폐허가 되고, 대부분의 기반시설 

이 모두 상실된 마당에 고구려가 당장 이를 중심으로 지방 관부를 설치하고 주둔군을 배 

치하는 등 영토로 삼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김병남 2004： 117）.

그러나 몽촌토성에서 고구려유적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이러한 생각은 재고를 요하게 

되었다. 475년 한성공함 이후 장수왕과 고구려 군은 돌아갔으나 일부는 몽촌토성에 주 

둔하고 있었으며, 진천의 대모산성과 청원 남성골산성, 대전 월평동유적 등이 몽촌토성 

과 비슷한 5세기 후반의 고구려유적으로 편년되는 점（崔鍾澤 2004b, 2006）은 고구려 

가 몽촌토성을 거점으로 하여 금강유역으로 남진을 계속하였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다. 또한 몽촌토성에서 확인된 적심건물지를 비롯한 특수한 구조의 지상건물지와 의례 

용 토기의 존재를 통해 몽촌토성에 주둔한 지휘관이 상당한 신분의 소유자였음을 추론 

할 수 있으며（崔鍾澤 2002）, 이를 통해 몽촌토성이 거점성의 기능을 담당하였음을 상정 

할 수 있다. 진천의 대모산성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 

만 청원의 남성골산성 역시 조사된 규모나 내용으로 보아 거점성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거점성들을 중심으로 고구려는 한강유역의 영역화를 시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서 2기의 고구려 고분이 조사되 

었다（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07）. 2기 모두 모줄임천장의 석실분으로 각각 1점씩 

의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2호분에서 출토된 흑색마연토기 호의 형태로 보아 5세기 후반 

대로 편년된다. 전면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몇 기의 고분이 군을 이루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강유역에 대한 고구려의 영역화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중요하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한성을 실함한 이듬해인 문주왕 2년（476）에 대두산성을 수리하고 

한강 이북의 주민을 이주시킨 사실이을 들어 한강유역이 공백상태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웅진으로 천도할 당시 함께 온 한수 이북의 민호들을 대두산성에 집단으로 

안치한 것으로 보면 자연스러우며, 오히려 이 기사야말로 한성공함 후 고구려가 한강유

5） 필자도 같은 이유로 한강유역에 대한 고구려의 영역지배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이를 수정하고 

자 한다.

6） 修聲大豆山城 移漢北民戶（『三國史記』百濟本紀 文周王 2年條）

7） 이에 대해서는 고구려가 한성을 함락한 우세를 몰아 아산만 이남에서는 백제의 기득권올 인정해주는 대 

신 그 이북 지역에서는 고구려의 진출을 허용하는 조건의 협약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고구려의 허 

용이나 묵인 하에 주민의 이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朴爆走 1991：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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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영유하였음을 보여주는 기사로 이해할 수도 있다（김현숙 2005： 226）；’ 또한 ＜삼국 

사기）에는 한성공함 이후 6세기 초반까지 백제에 대한 고구려의 공격이 보이지 않는 반 

면에 신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공세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한강유역에 대 

한 고구려의 지배가 어느 정도 관철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8）

그러면 한성공함 이후 고구려가 영역화를 시도한 고구려의 남방한계는 어디까지이며, 

경영방식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충북 진천의 대모산성이나 청원 

의 남성골산성, 대전의 월평동산성의 고고자료로 보아 웅진기 고구려의 최대 영역은 백 

제 지역에 있어서는 금강하류의 대전지역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시 

기적으로 범위의 축소 확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삼국사기）지리지의 고구 

려 군현명에 따르면 웅진천도 후의 고구려와의 경계선이 대략 아산만에서 괴산, 진천, 

직산이남（梁起411980： 22）에 이르렀던 것으로 이해된다.

고구려의 점령지역, 특히 한강유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방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 

다. 이는 고구려가 한성을 함락한 후 이 지역을 어떻게 경영하였는가 하는 문제인데, 고 

고자료만으로 보는 한 이전 광개토대왕대와는 달리 실질적인 지배를 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고구려의 한강유역 경영방식에 대해서는 고구려가 이 지역 

을 중원고구려비에 보이는 ‘하부’ （下部）로 통괄했을 가능성이 크고, 하부의 하위조직으 

로서의 군현제는 아니더라도 군현명과 같이 대소로 세분된 행정구획을 성에 귀속시켰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李吳榮 1984： 5-8）. 또한 （일본서기）에 551년 백제 

가 평양지역의 6郡을 취하였다고 하는 기사와〈삼국사기）신라본기에서 신라가 죽령（竹 

韻） 이북 고현（高現） 이남의 10郡을 취하였다는 기사를 통해 551년 당시 한강유역이 군 

（郡）으로 편제되었던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노태돈 2005： 185-186）.〈삼국사기）지리 

지 고구려조의 지명이 대체로 고구려 당시의 것이라는 견해（金泰植 1997： 56-65）를 따 

른다면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점령한 뒤 고구려의 지방지배체제로 편제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고구려가 점령한 이후의 백제의 한성은 어떻게 되었을까? 주지하듯 백제 한 

성시기의 도성과 관련하여서는 하북위례성, 하남위례성, 한산, 한성 등이 거론되고 있으 

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명칭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근초고왕 26

8） 이와 관련하여 한성실함 후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는 국가 존망의 기로에 서 있었으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더 이상의 전투를 하지 않는 대신 고구려에 신속하고 영토를 할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李道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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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371）의 ‘이도한성’ （移都漢山）이 있기 전까지의 백제 도성은 위례성으로 불렸고, 한산 

으로의 이도와 더불어 한성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으나, 한성공함이 있은 475년 이전 

까지 백제인들은 여전히 위례성을 도성 전체를 대표하는 범칭으로 사용하였고, 한성은 

주로 군사방어성과 관련된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475년 이후 고구려가 위례성（개로왕 

21년조의 북성: 풍납토성）을 폐기하고 군사방어적 성격이 강한 한성（개로왕 21년조의 

남성 : 몽촌토성）만 활용함에 따라 한성이 백제 고도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부상하였다는 

것이다（余吳至 2002： 21P 475년 이후 몽촌토성에 고구려 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점으 

로 보아 타당한 견해로 보이며, 이에 따르면 점령이후 고구려는 한강유역（구체적으로는 

한강 남안）을 한성으로 불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아차산 일원 고구려 보루는 중랑천변 일대의 남평양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이며, 

495년 문자명왕의 남순과 관련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견해（崔章烈 2001）가 제시된 

바 있다. 또 남평양은 4세기 중엽에 황해도 신원군의 장수산성 아래에 있었으며, 475년 

이후 한강유역으로 옮겨졌다고 보기도 한다（손영종 1991： 175-178）. 이러한 견해에 따 

르면 475년 백제의 한성을 공함한 고구려는 몽촌토성에 주둔한 고구려는 이를 여전히 

한성이라고 불렀으며, 495년 이후에는 한강 북안의 중랑천변에 남평양을 건설하고 주 

변의 아차산에 보루를 축조한 것이 된다. 이는 475년 이후 고구려 군은 몽촌토성에 주 

둔하였다가 500년을 전후한 시점에 한강 북안의 아차산 일원 보루로 철수하였다는 필 

자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500년을 전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강유역 

의 지배 중심지가 한성에서 남평양으로 이동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는 551 

년 당시 상황을 기록한《일본서기）의 내용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 즉 당시 백제는 한 

성을 먼저 획득하고 평양을 획득하였는데, 551년 이전 이미 한성지역은 비워둔 상태가 

되어《일본서기）의 내용과 맞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무령왕대 백제의 공세에 밀려 한강 

이북의 아차산 일원으로 철수한 고구려가 529년 이후 다시 한강 이남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본다면 무리없이 이해될 수 있다.

고구려가 한강유역에 대한 영역지배를 관철하였다면 이를 위해 파견된 지방관의 신분 

은 어떠하였을까? 일반적으로 고구려에서는 대형（大兄）관등을 지닌 수사（守事）를 파견 

하여 군 단위의 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는데, 중원고구려비에서도 수사가 보이는 점으로

9） 개로왕 21년조의 북성을 풍납토•성, 남성올 몽촌토•성으로 비정하는 견해는 이미 이전에도 개진된 바 있으 

며（李道學 1992： 36-38）,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에 대한 최근의 고고학 발굴성과에 비추어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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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아차산 4보루 출토「後 P都0兄」명 접시와「內成」명 평양 

성석각 중 일부

（출전 : 좌-임효재 외 2000a： 원색사진 39, 우-신용민 역 魏存成 저 1996： 14）

미루어 한강유역도 

군과 같은 행정단위 

로 편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노태돈 

2005： 187）, 수사와 

같은 지방관의 존재 

를 상정해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직접적 

인 자료는 없으나 아 

차산 4보루에서 출토 

된「後 • 都0兄」명

접시가 일단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그림 9〉의 좌측）. 여기서 ‘後P’는 ‘후부’ （後部） 

를 의미하는 것이고, ‘都0兄’ 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아차산 4보루 보다 다소 

늦은 시기의 것이지만 병술년（566）의 평양성석각（因成十三月中漢城下後 • 小兄文達節g 

此西北行涉之）에서 이와 같은 용례가 보인다（〈그림 9〉의 우측）. 두 유물의 시차가 크지 

않은 점과 한강유역의 한성이 551년 이후 황해도 신원지방으로 옮겨진 것임（손영종 

2005： 177）을 고려한다면 아차산 4보루의 ‘후부’도 한성（漢城）의 ‘후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로 보아 당시 한강유역이 도성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되 

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불행히도 아차산 4보루의 명문에는 관등명이 표현되어 있지 않 

아 신분을 알 수 없으나 다양한 계층의 관리들이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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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별기고

우리 문화와 소나무의 역사적 고찰（考察）

이 병 탁

구리문화원 부원장

1. 역사적（歷史的） 배경（背景）

소나무의 성쇠（휴）를 가늠할 비밀을 지닌, 강원도 속초시 영랑호수 뻘 속의 퇴 

적물을 1978년 한 - 일 생물학자들이 잎, 열매, 줄기, 꽃가루 등 1만 7천년 전부터 현 

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산림（山林） 변화과정을 보고한 바에 의하면, 화석으로 

식생（植生）을 분석한 결과, 온난（溫發）하여 건조한 기후로 바뀐 약 7,000년 전부터 

소나무가 더욱 번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000여종의 수목（樹木）이 

자생（自生）하고 있는 가운데 소나무는 침엽수（針葉樹）중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이 

땅에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소나무와 함께 태어나서 소나무 속에서 살다가 솔밭에 묻힌다. 애국가의 

“남산위에 저 소나무”가 한 구절로 있어 우리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변함없 

이 소나무였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소나무의 그림으로는 신라시대 솔거의 ‘노송도’를 보아, 우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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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나무에 비유해서 말할 때「소나무 문화」라고도 할 수 있다.

2. 소나무의 생태（生態）

소나무는 양수（陽®）이므로 햇볕이 드는 곳에서 잘 자 

라는 나무이다.

또한 특성（特!生）은 맨땅에 씨앗이 떨어져 싹이 트이고, 

활엽수（閣葉W）속에서는 맥을 못추기 때문에, 옛날 땔감 

으로 낙엽을 긁어내고 활엽수를 제거（除去）함으로써 소나 

무에게 좋은 생육공간（生育空間）을 만들어 주는 경향이었 

다.

그러나 점차 도시화（都市化）, 산업화（=化）, 농촌인구 

의 감소와 대체에너지의 생활 등으로 소나무 숲의 관심도 

가 차츰 사라지면서 소나무의 생육공간이 잠식（휴）되어 가고 있어 향후 한반도에 

서는 소나무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3. 특성（特性）

한반도에 분포되어 있는 소나무 중, 설악산 기슭이나 영동지방（韻東地方） 해안가 

에서 해풍을 맞으며 자란 속이 붉은 소나무를 강송（剛松）, 영서내륙（韻西內陸）지방 

에서 자란 육송（陸松）과, 강송이 오래되어 속이 희어진 백송（白松）등 3종으로 분류 

되는데, 강송은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생육조건이 좋지 않은 땅이나 암석지대에서 더

디게 자라면서 송진이 많아 육송보다 강하고 터지거나 틀 

리는 정도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강원도 태백산 동해안 

기슭에 위치한, 양양군, 명주군, 삼척시 지역에서 자란 강 

송을 경복궁 복원에 대부분 이용한다.

굽게 자란 소나무도 곧게 자란 나무보다, 용틀임하는 생 

명력의 리듬과 조형의 아름다움은, 다른 나무에 비할 바 

아님을 느껴 볼 수 있다.

황장목（黃腸木）이란 조선왕실에서 사용하던 소나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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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은 나무 속（心材）이 누런 소나무의

잘 마르고 뒤틀림이 적으며 송진이 적절히 배

과＜棺휴材:시체를 넣는J널“

속고갱이지HTW후1포로 구성되혜

류文어잘써지 않는서%진흐로 천연 방부처리된 황장은 예로부터 궁궐재

' 고〒퍼뚜/ " 뜨- 0
나 왕실가족의 관과W애용되었다. -

논어（論語）에 “추운 겨울이 되어서야 송백의 푸르름을 알 수 있다.”는 글귀는 소 

나무가 절개를 상징하는 대표적 수목（樹木）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사마천은「사 

기（史記）」에서 “송백（松相）은 백목（白木）의 장（長）으로 황제의 궁궐을 수호하는 나 

무”라 하였다.

이처럼 소나무와 잣나무를 왕실（王室）의 영속（永續）을 축수（祝壽）하는 전통이 오 

래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소나무는 이 땅의 자연환경에서 오랜 동안 

적응해 민족수（民라 부를 정도로 겨레의 사랑을 받아온 수목이다. 그것은 소나 

무가 가진 상징성（象徵性）과 함께 우리의 자연환경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때 

문이라 볼 수 있다.

4. 능역（陸域） 주변환경（周邊環境）

능역 주변 소나무 식재는 삼국시대 고구려 

사람들이 장례를 마무리하는 절차의 과정으 

로 “무덤둘레에 송• 백（松• 相:소나무, 잣나 

무）을 심었다”라는「삼국지」기록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유래는 전통수목신앙（傳統후 

信仰）으로 고구려 고분벽화 전문가인 전우택 

교수의 연구를 통하여 발표한 바 있다. 신라에서도 최치원의 사산비명（四山碑銘） 기 

록에 “능역 둘레에 소나무를 분산하여 옮겨 심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소나 

무를 심는 이유로 최창조（전 서울대 지리학과）교수는 “소나무 경관은 사람들이 명 

당의 소로 간주해온 추측과, 음 • 양（陰 • 陽）오행（五行: 金,木,水,火,士）에 따라 능을 

조성할 때 특별히 소나무가 목（木）의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은 소양（小陽）인 소나무 

로 봉분（封壇） 주변의 음（陰）과 조화되게 하려는 것”이라 추정하고 있e*또한 “큰 

소나무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 정기가 거북 모양이 된다는 의미에서인데, 거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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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무（玄武）를 의미하고 현무는 “북쪽 방위이므로 능의 후방에 심는 것”으로 추측하 

고 있다.

소나무는 잣나무와 함께 늘 푸른 상록수로 무성한 잎을 가지고 있어, 불변성（W 

性）으로 장생불사（長生WE）하여 쇠락（=）을 모르는 영속성（"性）을 상징하였 

다.

또한 가지가 옆으로 뻗는 활엽수와 달리 위로 곧게 자랄 뿐 아니라 뿌리도 곧게 

땅속으로 뻗어내려 봉분 주변의 식재에 적합한 수종으로 꼽았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묘소주변에 심는 나무의 종류를 달리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중종실록」에 천자（天子）는 소나무, 제후（諸候）는 잣나무, 대부（大夫）는 밤 

나무, 선비는 느티나무를 심고 서인（意人）은 나무를 심지 못하도록 장사 지내는 등 

급도 엄격히 규제한 때도 있었다.

영조 45년에는 사태（沙法）를 방지하기 위하여 능침 주변에 소나무뿐만 아니라 잡 

목도 심도록 하고 전나무, 상수리나무도 조림（造林）토록 하였다.

중국에서도, 능（陸）이나 원（園）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고 벌채를 금하였으며, 한 

（漢）나라 때에도 묘소 주변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이 있다. 서양에서도 

무덤가에 소나무를 심는 풍습을 볼 수 있는데, 소나무가 영혼의 힘을 증강한다고 믿 

었고, 또한 벽사（脚邪:사귀를 물리침）와 정화（淨化）의 기능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상의 유택（幽宅）에 도래솔（무덤가의 소나무）을 심는 풍속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5. 소나무와 민간생활（民間生活）

소나무는 수 천년 동안 종교, 예술, 민속, 문학, 풍수 등, 

이 땅에 우리 정신과 절묘하게 결합하여 정서를 한층 풍 

부하게 살찌워 주었다.

허균（許M은「첫째 지조CM）와 절개（節介）의 표현, 

둘째 장수（長壽）의 염원, 셋째 풍류（風流）를 상징하는 의 

미로 현상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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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內在）하는 맑고 깨끗하고 강인하고 굽히지 않은 

의식의 바탕”이라고 김영기（이화여자대학교）교수는 말하고 있다.

소나무는 우리민족의 수호신이며 생명수（生命樹）라 볼 수 있다.

옛 농경문화（農耕文化）의 삶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연료와 재목과 식량 그 

리고 약재（藥材）의 공급원이 되었다.

불가（佛家）의 고승들은 솔잎차를 즐겼고, 신선（神｛山）들은 솔잎을 생각하면 늙지 

않고 몸이 가벼워지고 힘이 생기며 흰머리가 검게 될 뿐 아니라 추위를 모른다고 

하였다. 민간에도 몸이 허약할 때나 한기（寒氣）를 느낄 때 솔의 씨를 갈아서 꿀에 

버무려 먹었고, 송화 가루는 기（氣）를 보호하여 주는 청혈（淸血） 강장（強壯）식품으 

로 쓰여 왔다.

솔방울, 새순, 뿌리를 술로 만드는 재료로 하여 머리를 맑게 하며 치매와 중풍 같 

은 성인병 예방의 민속주（民俗酒）였다 또한 송진이 땅속으로 들어가 오랜 세월이 

지나 만들어진 호박（wa）은 장식물로 우리생활에 사랑을 받고 있다.

6. 소나무와 문화재（文化財）

우리 국토의 3분의 2가 산으로 덮여있고 전체 수종（樹 

種）의 25%정도가 소나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나 숭례 

문을 복원할 번듯한 소나무 찾기가 힘들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나무 학자인 전영우（국민대학교）교수는 “창피한 일”이 

라고 한다.

일본의 나가노（長SD현 기소（木®）지방 편백CB相:노 

송）나무숲은 200〜300년이나 되어 내뿜는 향이 온몸을 

적셨다고 한다. 300년 넘는 편백을 대수대장（大樹臺帳: 

큰나무명부）에 기재하여 특별히 관리를 한다고 하였다.

기소편백을 신목（神7K）이라 부르는데 법륭사（法降寺）, 오사카성（城）도 기소 신목 

으로 지었다고 하며 1665년도의 기소편백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당시 94«m 되었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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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왕궁과 사찰용 목재 조달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편백보다 더 쫗은 나무가 한국의 소나무인데 부드러우면서 질긴것이 특징이므로 경 

복궁 복원을 이끌어 온 대목장（大가e:도편수） 신응수씨는 구하기는 어려우나 소나 

무를 고집한다고 한다.

나무는 공장에서 즉시 만들어 낼 수 없어 적어도 200〜300년을 관리하여 국가 문 

화재를 복원할 나무는 국가가 당연히 책임지고 키워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서울에 남아있던 목조 건물로는 가장 오래된 유형문화재 국보（國寶）1호 숭례문（崇 

禮門）이 지난 2월 불타버렸다. 이를 계기로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 

아지고 여러 가지 교훈을 안겨주었다.

이제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에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복원과정을 통해서 우리민족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예술의 혼이 담긴 문화유산 

이 훌륭한 모습으로 창조되어 숭례문을 잃은 국민의 슬픔을 민족의 예술과 국민의 

축제로 승화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

전영우 著『우리소나무』

한삼희 - 환경칼럼

정동일 - 역사기행

박찬수 - 문화재 기능보존 협회 이사장



역사기행

산동（山東〕반도를 다녀오다

성두환

한자교육진흥회 이사장

중국（中國）은 우리나라와 지정학（地政學）적으로 가장 인접（IW接）한 나라이기 때 

문에 수천년（數千年） 동안 역사적인 사연이 수없이 얽혀 있으며 특히 21세기에 이 

르러서는 지구촌에서 가장 각광（脚光）을 받고 있는 동북아의 중심지로서 세계의 

이목（耳目）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중국 극동부（極東部） 반도（半島）로서의 요동 

은 우리나라와 국경을 마주 하는 곳이며 옛 고구려의 영토로 한（恨）과 아쉬움이 서 

려 있는 곳 이지만 산동은 뱃길로써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옛부터 교역（交^）의 역사 

가 담겨 있는 곳이다. 당진（唐津）이라는 지명에서 느껴지듯 오랜 세월을 통한 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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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物）교환으로 익숙히 알려진 곳이기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호기심（好奇心）이 

발동되어 전직（前職） 교육자들의 모임인 남양회（南楊會）에서 부부동반（夫婦同 

伴）여행을 산동반도로 정했다.

모든 여정C^）은 “행복투어”라는 여행사에 일임하고 4박5일 코스로 첫날과 

마지막 밤은 훼리호에 몸담으며 항해（W每）를 하고 이틀 밤은 연태（煙合）와 위 

해（威每）시의 3성급 호텔에서 이국（異國）의 정서（情縮）를 맛보며 산동성 해변의 

도시〈영성（榮成）, 석도（石島）, 위해（威海）, 연태（陳合） 등〉를 관광했다.

첫날（10.8）은 구리（九里）에서 출발하여 잠실을 거쳐 경부고속도로를 달려 

15：00에 평택（4W）항에 도착했다. 평택항만（4W港S）위로 펼쳐진 고가고속（高 

架高速）도로는 당진과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의 활발한 교역（交易）에 힘입어 

서해안의 신흥항구（新興港□）로 부상（浮上）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기찬 

발전이 기대되는 곳이다. 우리 일행은 평택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출국（出國） 수속 

（手續）을 마치고 17：00에 대룡（大龍）훼리호에 승선했다. 동행하는 회원들은 10쌍 

의 부부와 4명의 외짝 남성으로 2인 1실을 배정（配定）받았고 석식（夕食）은 선내 

식당에서 했다. 메뉴는 아귀탕으로 반찬이 입에 맞아 여행 첫날의 기분을 한껏 

돋우어 주었다. 우리가 이틀 밤을 신세질 대룡（大龍）호는 이름과도 걸맞는 

18,000톤 급으로 길이가 148M, 폭23M이며 최대 속력은 21노트이고 탑승（塔乘）정 

원은 834명이나 되는 대형（=） 급（級）이며 한국（韓國） 평택과 중국（中國） 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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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을 1주 3회 출입하는 정기 운항선（運航船）으로 1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객실 

기 （客室）은 5등급으로 되어 있고 우리 일행이 배정받은 방은 2인 1실인 Deluxe로 3

행 등급（14만원）에 속하며 침대（上下）와 테이블, 화장실이 있어 불편을 겨우 덜어

주는 좁은 공간이었다.

훼리호의 내부에는 문화공간（文化空間）으로 면세점, 스넥바, 노래방, 게임룸 등 

이 있고 레스토랑과 일반 식당이 있으며 부대시설로 발맛사지실이 갖추어져 있 

어 하룻밤을 보내기에는 무료（無W하지 않게 되어 있었다. 갑판 가까운 층에는 

수 많은 보따리들이 줄지어 있고 휴게실（休態室）에는 화투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밤을 즐기고 있었다. 모두 양국을 드나드는 보따리상으로 연변교포들이 많은 것 

같았다. 훼리호는 19：00 출항 예정이었으나 화물（貨物） 콘테이너 적재（積載）로 

21：00시가 넘어서야 움직이었다. 항해속도가 18 노트이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지루할 것 같았다. 잔잔한 물결을 가르던 배는 새 

벽 3시경부터 몹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풍랑（風浪）이 거칠게 일고 있는 것이다. 

창밖을 내다보았으나 칠흑（漆黑）같은 어둠뿐으로 사방을 분별할 수 없었다. 드디 

어 날이 밝았다. 배의 흔들림은 거의 진정되었고 망망대해（%£大^每）는 잔잔한 

출렁임뿐, 간밤의 거센 풍랑의 자취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둘째 날（10.9） 아침 역시 훼리호 식당에서 시 

작되었다. 여자 회원은 2명밖에 나타나지 않았 

다. 알고 보니 배멀미를 심하게 했던 모양이다. 

이윽고 10시가 넘어서야 중국의 최동단（最東 

端）인 산동반도 영성시（榮成市） 용안（龍安）항 

에 입항했다. 그곳에는 해상왕 장보고（海上王

張保＜）장군의 유적지（遺跡地）가 있다는 말을 들었기에 뒤 산마루에 우뚝하게 

항구를 굽어보고 있는 거대한 동상（銅像）이 장보고 장군일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전설（傳說） 속의 인물인 석도（石島）의 수호신（守護神）이라고 했다. 아무

튼 그곳은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당나라 때 신라인（新羅人） 장보고 장군 

의 거점지（據點地）로서 산동에서 규모가 가장 큰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이라는 

불교사원（佛敎寺院）을 지은 곳으로 더욱 유명했다. 기념관 앞마당에는 당시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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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독점하고 실크로드를 개척한 당당한 위용（威容）을 들어내 보이는 장군의 

동상이 사방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에서 뿌듯한 긍지（〒스持）를 느꼈다. 장보고 장 

군은 신라 흥덕왕 3년에 청해진을 창설하고 대사를 봉해 받음으로써 한 • 중 • 일 

（韓 . 中 • 日） 3국의 해상 실권자（實權者）로서 군림（君臨）하게 된 것이라 한다. 

또한 뒷편에는 울창한 삼림（森林）공원으로 웅장한 불교사원이 자리해 있고 드넓 

은 광장 중앙에 높이가 30M 가량 되는 불상（佛像）이 연못위에 자리해있고. 불상 

중간지점에 머리에 쟁반을 인 듯한 4개의 동자상（童子像）이 음률（音律）에 맞추 

어 뿜어대는 분수의 율동（律動）에 따라 드나드는 모습은 신기하고도 재미있어 

연속되는 변화에 매료（越丁）된 관객들은 분수쇼가 끝날 때까지 좀체로 떠날 줄 

몰랐다.

오후에는 중국 최초（1892）의 포도주 발원지（發源地）라고 하는 장유（張俗） 박물 

관에 들렀다. 규모가 매우 컸고 지하시설에는 100년이 넘었다는 대형의 포도주 

저장 탱크가 연이어 있어 그 위용을 실감했다. 방문 기념으로 소형의 포도주 1병 

을 선물로 받으면서 “장유”라는 분이 조선시대의 유명한 학자이신 계곡이1谷） 

선생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매우 궁금하기도 했다.

우리 일행은 안내자의 인도로 필수 선택 관광（必煩 W 觀光〈20$〉）인 발마사 

지를 받았다. 안내된 방에는 제복을 입은 20대 예쁜 아가씨들이 족욕통（足浴桶） 

을 들고 들어와 발을 씻겨주고 1시간 동안 맛사지를 해주었다. 하루 동안의 피로 

가 가시는 듯 기분이 상쾌했다. 저녁 식사는 호텔에서 했다. 회전식（回轉式） 식 

탁에 둘러앉아 중국특유의 음식을 양껏 먹고 배정받은 방으로 들어가 TV를 켜고 

채널을 돌리다보니 36번 채널에서 KBS가 잡혀 시청할 수 있어 매우 반가웠고 우 

리나라의 위상（位相）이 서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셋째 날（10.20）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산동 반도의 북단이 되고 발해 

（W每）를 공유하고 있는 요동반도의 대련（大連）과 마주한 곳 봉래시（표B）를 

향해 2시간 동안이나 바다를 끼고 달리는 고속도로변의 풍광（風光）은 매우 환상 

적（幻想的）이었다. 봉래라는 이름은 옛날 신선（神仙）들이 살았었다는 전설 속에 

나오는 바다 가운데 있는 산 이름이었던 것이 오늘날 지명（地名）으로 이어져 오 

고 있으며 그 뒤에는 등주로 불리워지고 있다고 한다. 봉래에는 송（宋）나라 때 

이룬 봉래각이 있는데 그 안에는 누각 불상사원（樓閣 佛像寺院）들이 많았고, 성 

벽을 따라 동쪽으로는 수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산동성 최대 규모인 해저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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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海底世界）가 조성된 곳으로 2004년 10월에 해양 수족관（水族館）을 개장했다고

기 한다. 그곳엔 세계각처（世界各處）의 각양각색의 물고기들과 해양（海洋） 동물들을

행 볼 수 있었고 그중 돌고래와 물개들의 쇼는 이색적인 것이 많아 매우 흥겨웠고

해녀들이 물속에서 대형가오리를 비롯한 각종 물고기들과 어울려 노니는 모습은 

매우 이색적이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대형기둥어항 속의 각종 어류가 공 

존하는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신기함을 더해 주었다.

이어서 팔선（八仙）과 해관광구에 이르렀다. 그곳은 여덟 명의 신선이 내려왔다 

는 전설이 전해오는 곳으로 총 건축면적은 55,000m 로서 하늘에서 보았을 때 조 

롱박모양이 되어 있고 볼거리가 40여 곳이나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곳에는 신기 

루（S氣^）가 자주 나타나 운이 좋으면 신기루를 볼 수 있다고 하여 혹시나 하 

는 기대도 가져봤지만 아쉬움만 간직했다.

중식 후 천년의 역사가 살아있는 위해시（威每市） 종교문화 단지인 남산 종교 

문화원으로 갔다. 그곳은 불교를 중심으로 도교（道敎）와 유교（儒敎）문화의 정수 

（精髓）를 살려 단지화（團地化）한 것으로 면적은 132만2천m’라고 했다. 남산대불 

을 중심으로 불교박물관, 불교 문화관, 만불전, 산사 향수암, 고（古） 문화원 등 

천 년의 역사가 살아있는 고적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중국종교문화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귀로에 청정（淸淨）도시 위해의 잘 다듬어진 금빛 해변공원을 

거닐면서 시원한 바닷바람과 맑은 공기를 만끽하고보니 멍했던 머리가 상쾌（麥 

快）해짐을 느꼈다. 이 날 밤은 위해시의 3성급 호텔에서 여정을 풀었다.

넷째 날（10. 21） 일행을 태운 버스는 다시 영성 ,
（W）으로 향했다. 산동성 최대 규모의 야생동물 鹽玄눤g：쑨

원（野生動物園） 사파리를 보기 위해서이다. 그곳

은 바로 용안（1=항 바로 뒤쪽 산에 위치해있으

며 고개를 넘고 구름사다리를 지나가며 각종 희귀

동물（稀貴動物）과 호랑이와 사자들이 거닐거나 쉬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 볼 수 

있었고 세계각처에서 수집해 놓은 야생（野生）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생태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 가장 잔인（殘忍）스러운 모습은 들개들이 살아있는

닭을 낚아채어 서로 다투면서 찢어 먹는 모습에서 살벌（殺伐）한 약육강식（弱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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強食）의 실상을 목격하고 보니 오싹함을 느꼈다. 드넓게 펼 

쳐진 동물원은 2시간이 가깝도록 오르내렸으나 신기한 볼거 

리가 이어져 관절（關節）때문에 불편을 느꼈던 여러 명의 회 

원들 누구하나 투덜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정말 신기 

하고 볼거리 많은 곳이었다.

우리 일행은 중식（中食） 후 복（福）문화의 상징인 복여（福與） 동해관광을 끝으 

로 용안항으로 이동하여 출국 수속을 마치고 승선했다. 방을 배정 받고는 취향 

（越向）별로 옹기종기모여 맥주잔을 기울이면서 지나온 일들과 4일 동안에 일어 

났던 에피소드로 꽃을 피우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나는 중국 여행이 두 번째 이기는 했지만 중국의 중앙지인 서안（西安）과 북경 

（北京）이었기 때문에 이번 산동 반도의 해안도시（海W市）와는 너무나도 이국 

적（異國的）인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는 것은 대륙의 넓은 벌판과 시 

원히 뚫린 고속도로가 사방으로 펼쳐져 있고 곳곳마다 신축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새롭게 꾸며지고 있는 관광지들로 중국 동북공정（東』LI程）의 대단원을 

이곳에서도 엿볼 수 있었고 중국 미래의 야심찬 현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다만 한 가지 친근（親近）함이 느껴지는 것은 산천（山川）의 초목（草木）들이었다. 

이 산동 반도는 위도상（$%上）으로 우리나라 중부지방과 같기 때문에 초목들이 

전혀 낯설지 않았다. 그러나 4년 전에 와 본 중국과 이번에 보고 느낀 중국은 위 

협적（威奮的）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의 지구촌은 거대한 땅 

덩어리와 인구가 최대의 변수라고 하니 통일된 대한민국이 더욱 갈망（渴望）된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실리（實利）를 좇아 산업 자본주의（産業 資本^義）를 도 

입, 선진국임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산아제한（産兒制限） 

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묘지법（墓地法）도 개정하여 화장（火葬）을 장려하고 있다 

한다.

아무튼 현재의 중국은 성장일변도（成長 一邊倒）로 양극화 현상（兩極化 現象）이 

두드러지게 크지만 미래에 가장 우려되는 이웃이라는 경각심（警覺心）을 가지고 

자장불식（自強不息）의 자세를 견지（堅持）하고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는 다 

짐도 해 보았다.

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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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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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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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버린 국보1 호

숭례문 （崇禮門）

진 화 자

（시의원,「구리문화』편집위원）

황량하고 춥기만 하던 겨울이 물러날 때를 알고 슬금슬금 뒷걸음치기 시작하던 

2월, 오랜 기간 경기가 침체되어 우울하던 국민들에게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살 

리겠다’고 구호를 외치며 출범을 기다리고 있던 터라 우리 모두는 봄이 오는 소 

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열고 가슴을 졸이며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2월 10 

일 저녁에 대한민국 국보 1호인 숭례문에 불이 났다는 뉴스를 전해 들으면서 경 

악을 금치 못했다.

불이 났다는 사실 조차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과 5시간만에 600여 년 

온갖 풍상을 다 겪은 채 굳건히 우리를 지켜 온 국보1호 숭례문이 무너져 내려 

잿더미로 변할 줄 상상이나 했을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을 만큼 

전지전능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조선조 태조 때인 1398년 완공되어 약간 

의 보수공사를 하기는 했어도 600여 년이란 긴 세월 동안 임진왜란, 병자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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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5 전쟁 속에서도 서울을 지키는 정문（正門）역할을 다하면서 풍파를 헤쳐 온 

숭례문을 지키지 못하고 한 줌 재로 날려버리는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게 되었다.

숭례문에 불이 났다는 보도가 시작되면서 소방차가 몇 십 대 달려오고 물을 뿜 

기 시작했을 때 하얀 연기 피어오르는 수준이라 금방 불길 잡겠지 하고 안일하 

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5시간만에 숭례문은 목조누각이 무너져 내리면서 속수무 

책, 발만 동동 구르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소방당국은 문화재청이 국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불을 꺼달라고 했기때문에 적 

극적 진화시기를 놓쳤다 하고 문화재청은 문화재청대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 

고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허탈하고 참담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어 

끝내 분노하기에 이르렀다.

발화지점을 뒤늦게 파악했다느니 건축물 구조가 어떠니, 장비가 없어 해체를 

못했다느니... 변명할 구실도 많겠지만 어쨌든 국보1호는 잿더미가 되었고 후손 

들에게 부끄럽게도 큰 죄를 지은 것만은 사실이다.

숭례문은 우리나라 성문 중 가장 크고 오래되었으며 조선 초기 건축미의 아름 

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세계 어느곳에 내놓아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훈민정음, 팔만대장경과 함께 자랑스런 문화유산이었는데, 참으로 허무하게 소실 

되어 버렸다.

그러나 지금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동안 운이 좋아 불이 안났 

을 뿐이지 무방비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보1호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고작 소화기 8대에, 낮에는 3명의 안전요원만 

배치되고 야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다니 소홀함을 지나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세계 10위라는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마당에 문화재에 대한 국민인식이나 

정부의 문화재 보호의식은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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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의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대상 124곳 중 우선순위가 48위였 

다는 사실이 숭례문이 화재로 붕괴된 다음날 밝혀졌다. 가장 시급한 목조문화재 

는 해인사이고 송광사, 쌍계사, 운문사, 장곡사, 신륵사, 소수서원, 부석사, 통도 

사 등이 뒤를 이었다.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선정되면 자동화재 탐지시설, 수막설비, 소 

화전, 소화총 등을 지원받는데 숭례문이 국보1위라는 것을 한 번쯤 인식했어도 

이번 재앙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2005년 양양 낙산사 화재로 보물 479호 동종이 소실되었고 2006년 창덕궁 문정 

전 화재,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서장대가 방화에 의해 일어난 것만 보더라 

도 현재 방재시스템으로는 언제, 어디서 문화재와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질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전세계 주요언론들이 대한민국 국보1호 숭례문 화재사건을 1면 톱으로 보도를 

하였고 많은 세계인들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가까운 일본은 매년 1월 26일 대대적인 소방훈련을 실시하며 자위방위조직을 

갖추고 불이 문화재로 옮겨 붙는 것을 막는 ‘물커튼’ 을 설치하여 문화재 주변에 

설치된 분무기로 물을 뿜어 물안개가 커튼역할을 하게 되어 소방차가 올 때까지 

진압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목조건물이 발달한 노르웨이 등 북유럽도 건물마다 스프링쿨러는 기본이고 

1800년 이전에 지어진 400개의 목조교회에 소방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갖추 

고 있다. 특히 목조문화재가 많은 중국에서는 고궁 내에 화재진압 소방대가 상주 

하고 있고 형광등과 수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모든 건축물에는 감시카메라와 

최신식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 속담이 있지만 다음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완벽하게 고쳐야 할 것이다.

56



우리 구리시도 예외는 아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을 비롯하 

여 60만평에 9릉 17위의 왕과 왕비의 능이 있다. 능 옆에는 정자각, 재실, 수복방 

등 목조건물들이 산재해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 

는 동구릉에도 소방방재 시스템은 허술하기 그지없다. 고작 소화기 몇 대와 초기 

진압용 소방오토바이 한 대가 60만평의 조선왕조 최대의 왕릉군을 화마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별교부세 22억을 들여 지은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촬영지인 고구려대장간 

마을은 또 어떠한가? 소화기만 곳곳에 몇 개 있고 대형소화전 1대가 그나마 다 

행스럽다는 듯 건물입구를 지키고 있을 뿐, 부족한 예산과 걱정만 난무하고 있었 

다.

눈 깜짝할 사이에 600여 년의 역사의 소산물이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아픔을 

남기고, 무너져 내린 자존심과 함께 사라져버린 국보1호 숭례문의 화재를 결코 

잊지 말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주변을 둘러보는 계 

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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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류불식, 연징취영〉 

냇물의 흐름은 쉬지않고 

연못의 물이 맑으면 물체의 그림자가 비친다.

平田 手 斗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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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신책

東方禮儀之君子國

- 이승준（예절교육연구회장, g 실천예절지도사）

우리 생활과 풍수지리（風水地理〕

- 최광의（풍수지리 강사）

구리시 중세문인（中世文人）의 시가（詩歌）

- 한철수（시인, 구지옛생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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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方禮儀之君子 國

이승 준 

예절교육연구회장 

H실천예절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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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 중 마치 고유 

명사처럼 쓰이는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 

之國）이라는 말이 있다. 오늘날처럼 첨 

단과학문명이 범람하는 디지털 시대에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언급하는 것은 

자칫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다. 또 

한 어떤 이들은 과거 우리나라가 중국을 

섬기던 사대주의와 연관시켜 동방예의지 

국이라는 말을 폄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의 의 

미와 역사적 배경을 모르는 것에서 비롯된 오해에 불과하다.

현존하는 기록 중에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중국 전국 

시대 위（魏）나라 공빈（孔賦）이 쓴〈동이열전（東^IJ傳）〉인데 그 책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알 수 있다.

독일의 학자인 폰 한스 잘만이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 중에 “나는 한국에 와서 한 

국을 보지 못했다”라는 말이 있다. 명색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나라에서 예절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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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면 한국에 한국이 없다는 말이다. 첨단과학문명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준 

것은 사실이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히 존재한다. 예절을 업신여기고 날로 퇴폐 

화되는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정신문화와 생 

활 문화를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로 인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오늘날 동방예의 

지국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1. 동방예의지국과 중국을 대국（大B）으로 섬긴 역사

일본사람이 쓴 책에 동방예의지국에 대하여 이런 말이 있다. 중국이 막강한 국력 

을 배경으로 주변의 작은 나라들에게 온갖 요구를 다하는데 한국은 죽으라면 까무 

러칠 정도로 고분고분하니까 모든 나라가 한국같이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한국을 

칭찬한 말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것이다. 즉,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은 우리나라가 

예의 바르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고 다른 나라가 본받으라고 부추겨 칭찬한 말이라 

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본인이 그 

틈을 노려 우리를 얕잡아 보고 한 말이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중국을 대국으로 섬긴 뒤에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을 들었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을 대국으로 섬긴 것은 언제부터일까?

지금부터 약 850년 전 고려의 김부식이 쓴〈삼국사기（三國史記）〉를 보면 신라 28 

대 진덕여왕 2년（서기 648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김춘추가 당（唐）의 태종（太宗） 앞에 꿇어앉아 아뢰기를 “저희 신라가 폐하를 엎드 

려 섬긴 지 여러 해 되었으나 백제가 교활하여 조공의 길이 막혔습니다. 폐하께서 

군대를 빌려 주시어 백제의 흉악함을 베어 없애 주시기를 바라나이다”라고 하니 당 

태종이 그렇게 여겨 군대를 동원하기로 했다.

이것이 우리 한민족이 이민족에 무릎을 꿇은 시초였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중 

국과 맞서 싸웠다. 당시 무릎을 꿇고 엎드린 김춘추를 내려다보던 당태종의 눈은 애 

꾸였다. 불과 3년 전인 645년, 당태종은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치러 오다가 

안시성 전투에서 고구려의 명장 양만춘이 쏜 화살에 맞아 애꾸가 되었던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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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당태종은 죽을 때 그 아들 고종에게 “고구려에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고 했 

다고 한다.

두 이야기로 미루어 보아 우리가 중국을 대국으로 섬긴 역사는 약 1300여 년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린 것은 앞서 말한 동이열전의 기록으로만 보 

아도 그보다 1000년 전인 약 2300년 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국을 대국으로 섬긴 

것과 중국이 우리를 동방예의지국이라 말한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2. 동이열전（東!!列傳）과 단군（«君）

〈동이열전〉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먼 옛날부터 동쪽에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를 동이라 한다. （東方W古國 名日東 

美）

그 땅에 단군（«君）이라 하는 훌륭한 사람이 나와 아홉 개 부족 구이（71M）가 그 

를 받들어 임금으로 모시니 중국의 요（표） 임금과 한 때의 일이다. （始有神人 «君 

逐應九M之推載而爲君 與秦述立）

위 구절을 보면 중국의 요（표）임금 때인 4300여 년 전에 한국의 임금은 단군이었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기록은〈동이열전〉뿐만 아니라 중국의 고전이나 역 

사책에서도 많이 등장한다. 심지어 어떤 기록을 보면 ‘요임금 25년 무진（W）년이 

단군기원 1년’이라고 못박은 것도 있다. 이와 같이 단군이 있었다는 기록은 수없이 

많은데, 단군이 없다는 기록은 아직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 고려의 승려 일연（一 

然）이 쓴〈삼국유사（三國遺事）〉의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단군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웅녀（態女）가 암곰이라는 오해

〈삼국유사〉의 첫머리에 보면 환》（«）이라는 사람이 암곰하고 살아서 낳은 이가 

단군이라고 한다. 어떻게 사람이 암곰하고 부부가 되고 암곰이 사람을 낳을 수 있을 

까? 그렇다면 우리가 곰의 자손이란 말일까? 그러한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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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린다. 그러므로 없는 일을 꾸며놓은 이야기이며 단군은 없다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앞뒤가 딱 들어맞는 주장이다. 오늘날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한 번만 들으면 단군을 부정한다. 그러나〈삼국유사〉를 단편적으로만 보고 단 

군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숱한 허점을 안고 있다.

〈삼국유사〉를 보면 책 내용의 근거에 대해 ‘위지운（魏志示）’, 즉 위나라 역사를 

보고 썼다고 전제했다. 그러므로 삼국유사를 믿을 수 없다면 위지를 읽어보거나 그 

이상의 기록을 보아야 할 텐데 단군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 

다. 게다가, 곰이 사람을 낳을 수 없어서 못 믿겠다면 동정녀 마리아가 낳았다는 예 

수나 마야 부인이 옆구리로 낳았다는 석가도 없어야 한다. 그러나 단군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와 석가는 부정하지 않으면서 단군만 부정한다.

〈삼국유사〉는 제1권이 왕력（王磨）이고 제2권이 기이편（紀異篇）이다. 기이편은 서 

（敍:차례서, 즉 序文）에 이어 고조선（古朝鮮）, 위만조선（衛滿朝鮮）, 마한（馬韓） 순으 

로 되어 있다. 우리가 단군신화로 알고 있는 단군과 곰 이야기는 고조선 서두에 나 

온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조선 앞에 나오는 서（敍）를 간과하여 지나쳐 버 

린다.

〈삼국유사〉의 서문에 해당하는 서에서 일연은 대체로 옛날 성인이 바야흐로 예악 

（禮樂）으로써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仁義）로써 가르침을 베푸는 데 있어서 괴상한 

힘과 어지러운 귀신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帝王）이 일 

어나려고 할 때에는 부명（符命）을 받고 도록（圖錄）을 얻게 된다고 하여, 반드시 여 

느 사람과 다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 후에야 능히 큰 변화를 타서 제왕의 지위 

（大器）를 잡고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황하（黃M）로부터 그림이 나오고 낙수（浴水）에서 글이 나옴으로써 성인 

이 일어났던 것이다. 무지개가 신모（神母）를 둘러싸서 복희（伏義）를 낳았고, 용이 

여등（女登）과 교접해서 염제（炎帝）를 낳았고, 황아（皇賊）가 궁상（窮%들에서 놀 때 

백제（白帝）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신동（神童）과 사귀다가 정（情）을 통하고서 소호 

（少吳）를 낳았다. 또한 간적（簡秋）은 알을 삼키고서 설（契）을 낳았고, 강원（姜遞）은 

거인의 발자국을 밟고서 기（棄）를 낳았으며, 요%）의 어머니는 잉태한 지 14개월만 

에 요를 낳았고, 패공G市公）의 어머니는 용과 큰 연못에서 교접하여 패공을 낳았다.

그렇다면 삼국의 시조가 모두 기이한 데서 나왔다고 해도 괴이할 것이 없으며 일 

연（一然）도 이것이 기이편을 이 책의 첫머리에 실은 까닭이며 의도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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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당시에는 위인의 위대함을 감동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독특한 탄생신화 

를 만들어 전기（傳記）를 기록하는 양식이 일반적이었다.

웅녀도 마찬가지다. 다만 단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 

실을 무시하고 웅녀를 암곰으로 해석한 것이다.

사실, 암곰이 웅녀（態女）라면 암돼지는 돈녀0쪼女）이고, 암탉은 계녀（鷄女）이며, 

암소는 우녀（牛女）, 암말은 마녀（馬女）라고 해야 할 텐데 그런 말을 들어본 일이 있 

는가? 동서고금에 어디에서 여자돼지, 여자닭, 여자소, 여자말이라고 하던가? 동물 

을 암컷과 수컷으로 구분하는 것은 자웅（雄雄）이며, 남녀（男女）라는 말은 오로지 사 

람의 성별（性別）을 구분할 때만 쓰는 말이다. 예를 들면 일녀（日女: 일본 여자）, 미 

녀（美女: 아름다운 여자）, 추녀（醜女: 못 생긴 여자）, 탕녀（蕩女: 음탕한 여자）, 장 

녀（張츠:: 장씨 집안의 여자）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웅녀（態女）는 웅씨（態氏） 집안의 여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삼국유사〉의 서문에서 암시하듯이 단군과 웅녀는 특별한 인물이기에 초현실적으 

로 묘사한 것뿐인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여 비과학적인 신화 속에 가두어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단군을 신화 속에서 끌어내어 현실화하고 웅녀를 

짐승으로부터 인간으로 환생시켜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상고사（上古史）가 살아 

날 것이다.

남베트남이 패망한 후에 베트남 여인들이 한국군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아 

버지를 찾아 한국에 들어온 일이 있다. 그 때 기자가 한 여인에게 물었다. “도대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그 여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백마（白馬）입 

니다.” 백마라니, 백마란 흰 말이라는 뜻이 아닌가! 그러나 아무도 그 때 그 여인이 

말한 백마를 흰 말이라고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았다. 그것은 백마부대（白馬部隊） 

군인을 지칭했다. 맹호（猛虎）가 사나운 호랑이가 아니고, 청룡（靑龍）이 푸른 용이 

아니며, 백마（白馬）가 흰 말이 아닌데 왜 웅녀（態女）만 암곰인가?

4. 이（M）는 오랑캐가 아니다.

〈동이열전〉은 중국 전국시대 위나라 안희왕 10년에 공자（孔子）의 7대손으로 전해 

지는 공빈（孔賦）이라는 학자가 당시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쓴 책이다.

그런데 어째서 동쪽 오랑캐에 관한 이야기라는 의미인〈동이열전〉이라 제목을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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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까?

만약에 이（美）가 오랑캐라면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禹）가 오랑캐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오랑캐란 비문명인（非文明人）이란 뜻이므로 이（禹）의 나라는 문화선진국이 될 수 

없고, 예절의 나라란 더욱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이（美）는 분명히 우리 한국을 

가리키는 글자인데, 그것을 우리가 오랑캐라고 해석한다면 “나는 개새끼다”라는 말 

과 다를 것이 없다. 도대체 지구상에 자신을 가리켜 오랑캐라고 말하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 말고 어디에 또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디, 우리가 오랑캐라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까? 글자를 만든 중국사람들이 

오랑캐라고 했는데 글자를 빌려서 쓰던 우리가 어떻게 달리 해석합니까?”

도대체 중국사람이 이（美）를 오랑캐라고 해석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 보았는가? 이 

（美）를 오랑캐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한국인뿐이다. 그래서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이 

다.

유교의 경전인〈맹자 이루장（孟子 離W）〉에 보면, “순은 저풍에 태어나 부하에 

옮겨 살다가 명조에서 돌아가시니 동이사람이다（舜 生於諸馮 遷於負夏 卒於鳴條 東 

W人世）”라고 했다. 순임금은 큰 효자（大孝）이며 성군（聖君）으로서 가장 훌륭한 

임금이고, 오교 • 오륜（五敎 • 五倫）을 최초로 가르쳤다. 그러한 어른을 역시 성인인 

맹자가 “동이지인（東美之人）”이라 했다. 그렇다면 순임금이 비문명인인 오랑캐란 말 

인가?

같은 책에서 “문왕은 기주에서 태어나 필영에서 돌아가시니 서이 사람이다（文王 

生於裝周 卒於W郭 西W之人世）”라고 했다. 문왕은 주나라의 첫 번째 임금으로 역시 

훌륭한 임금인데 그를 맹자가 “서이지인（西美之人）”이라 했으니 문왕이 비문명인인 

오랑캐란 말인가? 더구나 이（禹）가 동쪽의 오랑캐라면 서쪽에도 이（美）라는 오랑캐 

가 있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 순임금은 동쪽 사람이니까 ‘동이（표）’라 했 

고, 문왕은 서쪽 사람이니까 ‘서이（西美）’ 라 한 것이다.

또한 중국 주（周）나라의 10대 임금을 이왕（W王）이라 하는데 문명국의 임금이 오 

랑캐 임금이란 말인가? 이러한 쓰임새로 보아 이（美）는 오랑캐가 아니고 다른 뜻으 

로 쓰여진 것이 틀림없다.

동이를 오랑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국인들이 자신들을 문명인이라는 뜻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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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中華）라 부르고 동서남북 4방의 다른 민족을 비문명인이란 뜻의 오랑캐라 불렀 

다고 주장한다. 즉, 동쪽은 이（東禹）고, 서쪽은 융（西戒）이요, 남쪽은 만（南黨）이요, 

북쪽은 적（北秋）이라 했는데, 동이（東美）, 서융（西戒）, 남만（南黨）, 북적（北秋）의 이, 

융, 만, 적은 모두 오랑캐라는 해석이다.

그렇다면 이, 융, 만, 적의 네 글자를 살펴보자.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글자의 

형태를 보면 그 글자의 뜻을 알 수 있다.

남만의 만（혜）에는 벌레（由）라는 글자가 들어 있으니까 남쪽은 벌레 같은 비문명 

인이란 해석이 가능하고, 북적의 적（秋）에는 개（犬• 5）라는 글자가 들어 있으니까 

북쪽은 개와 같은 비문명인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동이의 이=）와 서융의 

융（我）에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비문명이라고 해석할 만한 글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 

다. 오히려 이（美）는 큰 활（大弓）이라 썼고, 융（戒）은 방패와 창GF艾）이라 썼다. 즉 

남만과 북적은 비문명인이지만 동이와 서융은 무기를 잘 만드는 과학이 발달한 곳 

이자 무기를 잘 쓰는 용감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동이（東^）는 큰활을 잘 쓰는 

사람이고, 서융（西戒）은 방패와 창을 잘 쓰는 사람이고, 남만（南B）은 벌레 같은 사 

람이고, 북적e）m）은 개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글자의 풀이가 되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100년 전 동한（東漢）의 허신（許愼）이 쓴 중국 최초의 사전인〈 

설문해자（說文解字）〉를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설문해자〉란 문장을 설명하고 

（說文）, 글자를 해석했다（解字）는 뜻으로, 지금도 한자문헌을 보면 이런저런 설명 

끝에 괄호치고 설문（說文）이라 쓴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므로〈설문해자〉의 해 

석은 태초의 글자의 뜻이라고 할 수 있다. 그〈설문해자〉에서 이（美）자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동쪽에 사는 사람이다（東方之人世）. 글자의 모양은 크다（大）와 활（弓）로 이루어졌 

다（從W弓）. 크다는 것은 그 사람이 크기 때문이고（大人）, 활이란 동쪽의 숙신족 

（肅眞氏）이 무기를 잘 만들기 때문이다. 남쪽은 만민（南方이라 하는데 벌레를 

따랐고（從犬）, 북쪽은 적（北方秋）이라 하는데 개를 따랐고（從犬）, 동쪽은 맥（東 

方路 • 담비）이라 하는데 발 없는 짐승을 따랐고, 서쪽은 강（西方荒）이라 하는데 염 

소를 따랐다（從羊）.

오직 동이（It東美）의 이（美）는 큰（大）것을 따랐으니 그들은 큰 사람（大人）이고, 

이의 풍속은 어질고（禹俗仁）, 어진 사람은 오래 사는 것（仁者壽）이니, 군자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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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는 나라（有君子기＜之國）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양궁（洋弓）의 세계 제패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바로 우리 몸속 

에 이러한 피가 흐르기 때문이다.

아무튼 위 글을 보면 중국의 사방 오랑캐가 남쪽은 벌레, 북쪽은 개, 동쪽은 담비, 

서쪽은 양으로 비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美）가 오랑캐라는 것은 지나친 오 

해다. 오히려 순임금을 동이사람이라 하고, 문왕을 서이사람이라 한 것은 이（美）가 

어진 사람（仁者）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통훈정성（通訓定聲）〉이라는 책에 보면 인 

（仁）은 이（禹）의 옛 글자라 했다. 동이사람들의 풍속이 어질기（禹俗仁）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코）’라 표기하기 전에 이미 ‘인（仁）’이라 표기했던 것이다.

이상으로 이제 이（美）에 대한 의문은 모두 풀렸다. 이제껏 우리는 공연히 잘못된 

해석으로 자기비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의〈삼국지위지동이전（三國志＞志東 

W專）〉에 보면 “중국에 예절이 없으면 이（美）에서 구한다（中國失禮求之四W）”해서 

이（美）는 예절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이상으로 이제 이（禹）에 대 

한 의문은 풀렸다. 이제껏 우리는 공연히 잘못된 해석으로 자기비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대의 학자들이 이（美）를 오랑캐로 해석하면서도 부끄러워 할 줄 몰랐던 

것은 이른바 유교와 공자에 대한 인식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다.

5. 한국은 동양생활문화의 바탕

〈동이열전〉에, “순（舜）이 한국（東W）에서 태어나 중국에 들어와 천자（天子, 황제） 

가 되어 훌륭하게 다스리니 여러 임금 중에서 뛰어나셨다（표 生於東W 而入中國 

爲天子至治 풰百王）”라는 내용이 있다.

지금도 살기 좋은 태평성대（太平*）를 말하려면 흔히 요순시대（=時代）라고 

하는데 그 순임금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다.

중국 역대왕조의 통치철학을 적은 고전인〈서전（書傳）〉순전（=）에 이런 말이 

있다.

설（契）아, 백성이 서로 친하지 못하여 오품（五品 : 父, 母, 兄, 弟, 子 또는 十品: 

父子, 君臣, 夫婦, 長幼, 剛友）이 공손하지 않으므로 너를 사도（司徒, 교육담당）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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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으니 오교（五敎 : 父義, 母慈, 兄友, 弟휴, 子孝 또는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 

別, 長幼有序, 剛友有信）를 공경하여 펴되 너그럽게 하라.

이 오교（五敎）를 중국의 성인 맹자（孟子）는 오륜（五倫）이라고 했다. 즉 흔히 동양 

최고의 윤리라고 하는 오륜의 시초가 한국인 순（舜）이 중국의 임금이 되어 아버지 

는 이롭게 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형은 우애하고, 동생은 공손히 하고, 아들은 효 

도하라고 한국의 가족 사상을 가르친 것이다. 맹자는 “성인（聖人, 舜）께서 오교를 

가르치셨으니 그것이 오륜이다. 순（舜）은 저풍（諸馮）에서 나시어 부하（負夏）에 옮겨 

사셨으며 명조（鳴條）에서 돌아가시니 동이（한국）의 사람이시다（孟子0, 舜 生於諸馮 

遷於負夏 卒於鳴條 東禹之人世）”라고 하였다.

〈동이열전〉에는 “한국에 일찍이 자부선인（紫府仙人）이라는 학문이 통달하고 지혜 

가 출중한 사람이 있었는데, 중국의 황제（黃帝）가 그 문하（門下, 제자）에서 배우고, 

내황문（內皇文）을 받아가지고 돌아와 염제（炎帝神農氏） 대신 임금이 되었다（紫府仙 

人 有通之學 過人之智 黃帝受內皇文於門下 代炎帝而爲帝）”라고 하였다. 즉, 중국 고 

전에 보면 황제가 정치하는 도리인 내황경（內皇經）을 만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 

은 그 내황경이 황제가 한국에 와서 자부선인에게서 배우고 받아온 것이라는 내용 

이다.

또한〈동이열전〉에는 “소련대련（小連大連）형제가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3일을 게을 

리 하지 않고 3년을 슬퍼했는데 이들은 한국인이었다고 우리 할아버지 공자（孔子） 

께서 말씀하셨다（小連大連 善居喪 三日不;急 三年憂 哲先夫子稱之）”라는 내용도 있 

다.

이와 같이 중국의 생활문화는 황제헌원이 한국에서 배워간 것이고, 중국의 정신문 

화는 한국인 순（舜）이 중국 임금이 되어 한국의 가족사상을 가르친 것이며, 그것들 

을 실천하고 시범해 보인 소련과 대련도 한국인이었다. 즉, 한국이 중국보다 문화선 

진국이었다는 말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동이열전에만 있다면 꾸며낸 것으로 가볍게 여길 수도 있겠지 

만 그것을 뒷받침할 기록이 너무도 많다.

중국 최고（最古）의 고전이며 경전인〈주역（周易）〉에도 중국의 모든 문화는 진 

（震）, 즉 한국에서 왔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학（國學）을 연구하는 학술단체 

에 진단학회（M學會）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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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가 쓴 중국 한나라 시대의 역사책인〈춘추〉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공자가〈 

춘추〉를 쓴 방법을 사실대로 쓴다는 뜻으로 ‘춘추필법’ 이라 한다. 그〈춘추〉에도〈 

동이열전〉과 같은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중국 역대왕조의 사상을 적은〈서전（書傳）〉, 중국의 예절을 적은〈예기（禮記）〉, 유 

교 경전의 하나인〈맹자（孟子）〉, 중국에서 생활방식을 가르치는〈소학（小學）〉등, 

중국의 고전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한국에 관한 이야기들만 종합해 적은 것 

이〈동이열전〉이다. 그〈동이열전〉에서 중국의 모든 문화는 한국에서 배워 온 것이 

라 했으니 한국이 문화선진국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의 맥도널드 교수가 “중국이 한국을 가리켜 문화선진국이라 했 

다”라고 한 말은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이다. 세기적인 대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도 죽기 3년 전인 1973년에 “동양 정신문화의 원류국인 한국의 가족제도가 보전되 

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6. 한국이 중국보다 크고 강했다

〈동이열전〉의 다음 이야기는 “한국이 문화선진국일 뿐 아니라 중국보다 크고 강했 

지만 작고 약한 중국을 침략하지 않았다（其國離大 不自* 其兵離強 不侵人國）”고 

했다. 즉, 한국이 중국보다 컸지만 중국을 업신여기지 않았고 한국의 군대가 중국보 

다 강했지만 중국을 침략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소위 양육강식（弱肉強食）이라는 작 

금의 국제질서와 비교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중국보다 크고 강했다는 말은 사실이다.

5000년의 중국 역사상 소위 중화족（中華族）의 나라가 동이족（東^）의 나라보다 

컸던 것은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S共和國）뿐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순수 중 

화족의 나라는 만리장성 남쪽에서 양쯔강 북쪽에 있었다. 그것에 비해 동이족의 나 

라는 요동반도에서부터 동해까지였다. 굳이 따지자면 원（元）나라와 청（淸）나라가 동 

이족의 나라보다 컸지만, 원나라는 중화족이 아니라 몽고족（蒙古族）의 나라였고, 청 

나라도 동이족의 지파（支派）인 만주족（滿洲族）의 나라였다. 구태여 고구려의 고토 

（古土）를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지금부터 약 100년 전 로마 교황청에서 동양의 교구를 정할 때, 만주일대가 

청나라 땅이 분명한데도 청나라 수도인 북경교구（北京敎區）로 하지 않고, 지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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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으로 금을 그어서까지 한국의 서울인 경성교구（京WE）로 설정하였다. 이것 

은 비록 만주일대가 청나라의 땅이지만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보아 정서적으로는 

한국, 즉 동이족이 관할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현재의 우리가 입만 열면 중국을 대 

국（大國）이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나를 알 수 있다.

이상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중국과 한국이 대등한 나라로서 형님 동생할 것이 없 

고, 모든 문화면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앞선 문화 선진국이며, 그뿐만 아니라 한국이 

중국보다 크고 강했지만 중국을 업신여기거나 침략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7. 한국은 양보하며 사는 나라

〈동이열전〉에서는 한국이 왜 동방예의지국인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풍속이 순후해서 다니는 이들이 길을 양보하고, 먹는 이들이 밥을 미루며, 남녀가 

따로 거처해 섞여 있지 않으니, 이것이야 말로 동쪽에 있는 예스러운 군자의 나라이 

다. （風俗淳厚 行者讓路, 食者推飯 男女異處 而不同席 可調東方禮義之君子國他）

위 구절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요구하는 가치와 질서는 이미 우리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자동차들이 좁은 골목에서 마주치면 서로 먼저 가 

려고 삿대질하며 싸우지만, 우리 조상들은 길을 갈 때도 자기가 먼저 가려고 다투지 

않고 옆으로 물러서고 양보했다. 아마 현대의 운전자들이 그런 양보심을 발휘한다면 

교통지옥, 교통사고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문제만 해도 그렇다. 예나 지금이나 경제 분야의 절대현안은 분배정의（分配 

正義）의 실현이다. 2500년 전에 공자는 불환과이（不患寡而） 즉 나는 적은 것 가난한 

것을 근심하지 않으며, 환불균（患不均） 즉 고르지 못한 것을 근심한다고 하였다. 그 

러나 2500년이 지난 현대에도 빈익빈 부익부（=貧 富益富）는 여전히 말썽이다. 있 

는 사람은 배터져 죽고, 없는 사람은 배곯아 죽는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 조상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에게 밥을 미루 

며 “먼저 자시지요”라고 권했다. 이러한 풍속은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도 그대로 이 

어지고 있다. 가족끼리 식사하는 중에 이웃이나 손님이 오면 서로 앉을 자리를 틔우 

면서 “어서와. 밥 좀 먹지”라고 권한다. 상대방이 밥을 먹었든 안 먹었든 묻지도 않 

고 우리 집에 왔으니까 우리 밥을 권하는 것이다. 얼마나 나누어 먹기 좋아하는 민 

70



족인가!

남자와 여자는 어떠한가? 오늘날에는 남녀가 옷을 입혀 놓고 보면 누가 남자고 누 

가 여자인지도 분간하기 어렵다. 그러나 옛날에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 남녀가 자기 

몸이 생긴 대로 하늘이 준 천부적인 직분을 알고 각기 직분에 충실하다 보니 함부 

로 섞일 겨를이 없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서로 길을 양보하고, 음식을 미루고, 남녀가 각자의 일을 열 

심히 했다.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진시황（秦始皇）은 불로초와 불사약을 구하려고 동남동녀（童男童女）를 우리 

나라에 보냈다고 한다.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로초를 먹고 오래 사는 줄 알았 

던 모양이다. 우리가 오래 살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진 사람（仁者）이기 때문에 서 

로 사랑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양보하여 싸우지 않고 속썩이지 않고 살아서였을 것 

이다.

8. 그래서 공자가 한국에 살고 싶어 했다

〈한서지리지（漢書地理誌）〉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동이（東美）는 천성이 유순하여 3방（西南北）과는 다른 주변의 나라다. 그러 

므로 공자가 그곳에 가서 살고 싶어 했다. （然東禹 天性柔順 異方三方之外 故孔子 

飮居九禹）

〈동이열전〉에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이렇기 때문에 은나라의 태사 기자（箕子）가 자기 나라가 망하자 주나라의 신하가 

되지 않고 한국으로 피신했으며（是故 殷太師箕子 有不臣於周朝之心而避居於= 

地）,

우리 할아버지 공자께서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하시면서 더럽지 않다고 하셨다（크 

先夫子 W九M而不以爲B）

중국의 성인 공자는, BC 2183년에 중화족 우（禹）임금이 동이족인 순임금을 죽이고 

세워서 432년간을 누린 하（夏）나라, BC 1751년에 동이족 탕（湯）임금이 포학한 임금 

인 걸（梁）을 치고 세워서 640년간을 누린 은（殷）나라, 그리고 BC 1111년에 문왕（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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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이 포학한 임금인 주（約）를 치고 세워서 341년간을 누린 주（周）나라 등의 3대 문 

화（夏 • 殷 • 周 三代文化）를 칭송했다. 이와 같이 하의 우임금, 은의 탕임금, 주의 

문왕 • 무왕은 훌륭한 임금으로 정평이 났지만 은나라의 태사자인 기자는 문왕과 무 

왕을 섬기지 않고 동이, 즉 한국으로 피했다. 문왕 • 무왕이 세우고 다스렸던 주나라 

보다 한국이 월등히 살기 좋은 예절의 나라요, 군자의 나라였기 때문이다.

공자가 누구인가? 중국의 절대 성인인 공자가 중국을 버리고 한국에서 살고 싶어 

했으며 누추하지 않다고 하였다면 더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이다.

유교의 경전에는〈사서오경（四書五經）〉이 있다. 사서에는〈논어（論語）〉,〈맹자（孟 

子）〉,〈중용（中=〉,〈대학（大學）〉이 있고, 오경에는〈시경（詩經）〉,〈서경（書經）〉, < 

주역（周易）〉,〈예기（禮記）〉,〈춘추（春秋）〉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논어〉를 으뜸으로 

친다.〈논어〉는 유교의 입문서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유교를 창시했다고 믿고 있는 

공자의 말씀과 행적을 적은 책이기 때문이다.

그〈논어〉의 공야장（公治長）편에 보면 공자가 독백하는 장면이 나온다. 공자는 54 

세부터 68세까지 14년 동안 춘추제국（春秋諸國）을 주유（周遊）하면서 인（仁）의 도리 

를 가르쳤지만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는 못했다. 그래서 뒷날을 기약하기 위해 제자 

를 양성하는 데 전념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고향인 노（魯）나라로 돌아와 3000명의 

제자를 길러 냈다. 그런데 공자가 죽기 1년 전인 72세에 주변을 살펴보니 자기가 가 

르친 인（仁）의 도리가 행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공자는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 

다. “아, 중국에는 인（仁）의 도리가 행해지지 않는구나! 나는 뗏목을 타고 멀리 바 

다 밖으로 나가고 싶다. 나를 따라 올 사람은 자로（子路）일 것이다. （道不行 乘格 

浮于海 從我者 其由與）” 공자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객관적으로 보면 충분 

히 그럴 만했다. 72세까지 살면서 오로지 인（仁） 사상만을 가르쳤는데 바로 그 중국 

에 인（仁）이 행해지지 않았으니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공자는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 그 행선지는〈논어〉의 자한（子辛）편 

을 보면 나온다.

선생님 공자께서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 하시니까, 어떤 제자가 여쭙기를 ‘그 땅 

은 더러울지도 모르는데 어찌 하시렵니까?’하니,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군자가 사 

는데 어찌 더러움이 있으리요’ 라 하셨다. （子 W九禹 成日1®如之何 子日 君子居之 

何®之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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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공자가 72년을 살면서 교화했지만 사람 살 데가 못 되었는데, 그 당시 공 

자를 알지도 못했던 한국은 이미 군자（君子）, 즉 사람다운 사람들이 사는 땅이기에 

공자가 살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공자가 얼마나 한국을 동경하고 선망했던가는 공자 스스로 자기를 ‘한국인’이라고 

시사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중국의 문헌〈고사변（古史辯〉에 보면 “은나라는 동이 

족이다（殷 東美族）”라 했고,〈예기〉단궁편（禮記 «弓篇）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은나라 사람이다 （夫子0 丘殷人世）”라고 했다. 즉 공자 스스로 “나는 은의 

사람”이라 했고 은나라는 동이족이므로 공자는 동이족의 후예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공자가 부러워할 만큼 강함과 어짐을 함께 갖춘 동방예의지국 

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의 예절과 전통을 제대로 계승하 

거나 발전시키지 않고, 외국 것, 새로운 것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무엇이나 받아 

들이진 않았는지 묻고 싶다.

이제 우리는 국제화 시대 속에서 동방예의지국의 후손, 문화국민으로서의 자긍심 

을 가져야 한다. 동방예의지국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보다 장래 지향성에 입각해야 

더욱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우리가 과거를 교훈삼아 미래로 나가야 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국제화시대에 예의지국, 문화선진국의 국민으로서의 자긍심도 없이 세계 속에 뛰 

어 든다면 우리 몫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할 것이다.

이제 문화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계 속으로 나가자.

〈참고문헌〉

화원 김득중선생 예절서 및 어록

단기고사 동이열전, 삼국사기, 삼국유사

논어, 맹자, 예기, 설문해자, 통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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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우리 생활과 풍수지리（風水地理）

최 광 의 

풍수지리 강사

풍수지리는 일찍이 중국의 주역（周易）을 바탕으로 삼아 발달한 삶의 지혜다.

주역은 음양오행（陰陽五行）을 기본으로 삼는다. 말하자면 하늘, 우주, 빛의 기운으 

로 표현하는 “양（陽）”의 의미로 남성, 따뜻함, 불이라는 뜻도 있고, 한편, 땅, 그늘, 

물, 어두움, 차가움을 뜻하는 “음（陰）”이 있다. 음양에는 목, 화, 토, 금, 수（木火土 

金水）로 오행이 포함돼 있다. 이렇듯 음양과 오•행이 자연을 지배하므로 상생（相生）, 

상극（相刺）, 상합（相合）, 상충（相여）같은 변화가 전개되는 것이다.

풍수지리 또한 주역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묘자리를 잡든 집터를 잡든 음양오행의 

순리를 따라야 탈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 생활하는데 하루라도 자연풍수의 이치를 어기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도선（道誌）국사（國師）의 활약으로 풍수지리는 고려조를 통하여 융숭한 대접을 받 

는 학문이 되었으며, 그 무렵 양택（=）과 음택（1=）에 관한 여러 비결들이 쏟아 

져 나왔다. 이 때부터 풍수지리는 민간생활철학으로 자리를 잡아 신앙으로까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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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특히 사대부（士大夫）가문에서는 윤리와 효도사상에 풍수지리를 접목시켰다.

명당（明堂）을 찾아 조상의 유해（遺飯）를 편히 모시는 일이 으뜸이 되고 그것이 후 

손으로서 최고의 효도라 생각했다. 그것을 위선사（爲先事）라 했다. 그리하면 후손에 

게도 좋은 일이 계속된다는 언질도 첨부되었다. 명당에 모신 조상의 음덕（프德）으로 

부자가 되거나 출세가문의 번영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주역에 일러 음양의 기（氣） 

와 오행의 질（質）이 서로 작용하여 만물을 생육시키는 바 그것은 땅의 생기（生氣）라 

했고 기의 바탕은 음양이고 물의 바탕은 기（氣）라 했으며 땅의 기는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그 자리에 모인다 했으니 그것이 명당 풍수（明堂風水）의 기본 

（基本）이다.

쉽게 말하자면 명당이란 바람을 피하고 물을 얻는 자리를 뜻한다.

길지（吉地）에 모셔진 조상의 유골은 땅의 생기를 만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아울러 

그 생기는 음덕（쪼德）이 되어 자손에게 전해진다는 이론이다.

* 집안에 우환이 자주 생기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가택, 빌 

딩, 아파트, 고급빌라, 연립, 다세대주택의 가상학（家相學）에서 어느 집이 흉한 집이 

고 어느 집이 길（吉）한 집일까? 어느 주택, 아파트가 가족이 건강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일까?

► 명당택지와 가상법（家相法）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풍수지리학을 숭상하여 아름다운 산천의 길지를 찾아 살 

다보니 아름답게 가꿔놓은 생활 터전은 만세（萬世）에 유전（遺傳）된다.

명당길지는 대소 도시와 촌락을 이루었으니 학문적으로 보아도 대소의 명당지역이 

요, 풍수지리의 진리이라 우리 모두는 길지 선택에 따라 인간의 흥망성쇠와 부귀빈 

천（富貴M）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풍수지리, 자연을 벗어나서는 한시 

도 살 수 없다는 것이 진리인즉 우선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살펴 보금자리인 가상 

을 바로 보는 것은 나의 안정은 물론 후손의 장래 희망이 약속되는 자연의 진리인 

것이다. 나성（羅城）을 이룬 보국（保局） 내（內）를 명당지역이라 한다.



보국이 형성된 산의 진처（盡處）에 결혈（結血）된 자리가 명혈이요, 집을 지으면 바 

로 명당택지인 것이다. 그 결혈지는 묘를 쓰기보다는 동사택（東四宅）이나 서사택（西 

四宅）이든 배합사택으로 맞추어 안방이 혈 중심에 위치하도록 길한 가상을 세운다면 

그 혈 성정（性情）에 따른 발복（發福）이 가택（家宅）에 사는 가족에게 발복하는 것이 

니 수십 대를 살아도 그 발복이 변함없는 터이라 명당택지인 것이다. 양택의 명당택 

지도 주산（主山）과 내룡（內龍）의 기세력（W方）도 보는 것이나 천기지기（天氣地氣） 

의 조화를 위주로 하는 것이라 국세（局勢）를 위주로 하는 것이다.

나성을 이룬 보국형성의 자세로써 명당국세의 차등（W）이 생기는 것이나 대국세 

（大局勢）의 형성은 주세（主勢）가 태조산과 행룡（行龍）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옥 

에는 가상법（家相法）이 있어서 동서사택의 구별이나 건물의 상（相）, 구조 등의 길한 

구성법이 있으니 아무리 좋게 보국（保局）된 명당택지라도 가상법에 맞지 않으면 흉 

가가 되는 것이다.

양택의 가상법이란 공기조화를 조절하여 인체에 이로운 정기로 변화시키는데 있는 

것이니 동서사택 팔궁（八宮）에 배합사택의 구성법이 중요한 것이다. 음양택을 숭배 

하던 시절에는 혹 소아（小兒）가 병이 나면 명문가의 집을 찾아가 피병（避病）을 하여 

건강을 회복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지리자연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현 

대에는 깊은 산골이 조용하고 공기가 맑다하여 피병을 가니 죽음을 자초하는 격이 

된다. 두메산골은 경치가 좋으니 음곡자 생살풍（陰谷自 生殺風）을 맑은 공기로 착각 

한다.

오래 살다보면 영리한 머리를 가진 귀족도 천골（賤骨）을 출생하게 되니 그제서야 

흉한 지역임을 깨닫게 된다.

귀한 인물의 출생은 공기조화에 이치가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곳이 

택지일 것이다. 가옥 내는 기가 조화된 정기（精氣）라야 건강과 정신이 안정되는 것 

이다. 적은 소음의 진동 공해도 인체에 누적되면 훗날에 발병이 된다. 사람은 정풍 

（靜風）에서 정신이 안정을 이룬다. 가상에 흉풍（凶風）이 되는 것은 골목 바람이다. 

막다른 골목에 대문이 난 가옥은 흉풍으로 흉가가 되는 것이다. 그 외도 건물배치에 

내외 건물을 가까이 하여 정원이 좁아도 공기가 흉한 공기로 변한다. 또 경사진 바 

람이 불순하니 가옥내도 정기가 조화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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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처하는 가옥의 구조에서 기를 변화시킨다 했고 집에는 기가 있다고 하였다. 공기 

중에 길한 정기를 뜻한 것이다. 또한 만물을 이루는 것은 지상의 정령（精®）이라 하 

였다.

지면（地面） 가까운 곳에서 보국에 따라 기의 조화되는 정기로써 만물의 생멸소장 

（生滅消長）이 있는 것이다.

양택 풍수란 좋은 환경의 생활터전인 명당지역을 찾아 건축하는 제반사인데 원리 

는 사람의 보금자리인 한 가옥으로 연구된 학문이다.

► 가상（家相）엔 복가（福家）와 흉가（凶家）가 있다.

가상이란 사람의 인상（人相）과도 같아서 사람의 관상을 보아 부귀빈천을 알아 보

는 이치와 같이 가상에서도 부귀빈천의 길흉화복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양택 풍수

의 자연 과학적 이치라 할 수 있다.

복가師퓨）란 명당지역 내에서 명당 택지에 지은 집을 말한다.

평범한 대중소 도시에서도 풍수적으로 가려내는 길（吉）한 명당 택지가 다 풍수이

치에 맞는 기본의 가상형상이라야 하고 가상（家相）의 내부가 풍수 이치에 맞아야 한 P 

다. 주역 팔괘를 보는 동서사택에는 배합사택과 불배합 사택이 있는데 배합사택이라 I

야 복가가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항목에서 하나라도 부족한 것이면 흉가에 해당 

하는 것이다. 기본의 가상（家相）과 건물의 좌향이 그 지역에 맞춰져야하고 또 풍수 V 

적 구조가 내부 공기를 조화시켜 즉 산소가 흩어지지 않고 잘 형성케 하도록 내부구 I 

쩌
조가 잘되어 공기의 순환이 고루 이루어져야 한다. 가상에서 천기（天氣）, 지기 （地 I

氣）를 받으면 우선 건강하고 인체의 균형으로 미남미녀로 변하여 좋은 관상이 되고 i

성격의 기질이 온순하다. 가상 구조에서는 기의 변화가 이루어져 두뇌 변화의 차이 

가 많다. 길한 구조에서 영리한 머리, 온순한 성격, 흉한 구조에서는 바보천치, 미련 

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 태어난다. 풍수이치에 맞는 복가라면 좋은 사주팔자의 운명 

을 복가에서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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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의 삼대요소

1） 배산임수（背山臨水）하면 - 건강 장수한다 했고

2） 전저후고（前底後高）하면 - 출세（出世） 영웅이라 하며

3） 전착후관（前環後覽）하면 - 부귀여산（富貴如山）이라 했다.

배산임수란 산을 뒤로하고 앞은 평평한 들판을 바라보고 건물이 많아야 집안 모두 

가 건강하고 장수한다.

도시 비산비야（非山非野）의 언덕이라도 동, 人1, 남, 북의 향을 가리지 말고 낮은 곳 

을 향하여 세운 집을 선택할 것이고 남향만 고집한 뒤에 축대를 쌓아서 배산임수를 

역하여 지은 집은 우선 재산에 손해가 있다. 공기정화가 고르지 못하게 되어 각종 

질병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앞이 낮고 뒤가 높아야 한다. 내 집을 들어갈 때 약 1m 가량 올라가야 좋으며 내 

집을 들어설 때 대문부위가 좁으면서 정원에 들어서면 건물평수에 비하여 너그러운 

정원의 평수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그 집에서 부와 귀가 태산같이 왕성하게 된다.

그 집의 중심과 대문이 동서사택에 배합사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중심）가 동사택이면 대문도 동사택대문, 주（중심）가 서사택이면 대문도 서사택 

대문의 구조로 구성되어야 복가로 된 것이고 주와 대문이 동서사택으로 복합되어 있 

으면 흉가가 되는 것이다. 길에서 대문을 들어설 때 내려가면 재산이 눈 녹듯이 흘 

려 나간다. 앞마당은 재궁이다. 음으로 부인의 몫이다. 주（중심）는 음으로 하고 대문 

을 양으로 하여야 개성이 강하여 부귀 겸전（兼全）한다.

풍수지리 입장에서 볼 때 현모양처와 악처는 주택의 길흉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집안의 여러 식구들 중에서도 가상의 좋고 나쁜 영향을 가장 예 

민하게 받는 사람이 주부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은 집터위에 복가（〒휴）에서 사는 주부의 경우를 들면 그녀는 대지에 

서 발산되는 좋은 기를 흠뻑 받게 되어 건강하고 밝은 운세를 지니는 현모양처가 된 

다. 또 그런 아내의 내조（內助）를 받은 남편은 운세가 길한 쪽으로 작용하므로 사회 

생활에서 성공의 길을 달리게 되고 자녀들도 그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밝은 심성 

（心性）으로 자라나게 되니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 모범 청소년이 된다. 흔히 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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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자가 성공을 아내의 공으로 돌리는 것도 이유가 있다. 같은 이유로 어려운 시 

험을 통과한 젊은이는 그 기쁨을 어머니에게 돌리고 있다. 말하자면 길（吉）한 가상 

이 주는 좋은 기를 주부가 받아 남편이나 자식의 운세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준 

것이다. 양택풍수（陽^風水）를 슬기롭게만 이용한다면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가상이 좋아야 하는 이유는 집의 경우, 그곳에 사는 식구들이 그 터의 길흉화복（吉 

凶禍福）을 직접 받게 된다는 점이다. 복이야 얼마든지 받아도 좋지만 화는 피하여야 

한다.

오늘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B 

그 사람들 중에는 싼값에 나온 집이 흉가인 줄 모르고 덜컥 사버리는 수도 있다. 집 

이라고 생기면 다 집인가. 자칫 가상이 나쁜 흉가（凶家）를 살 바엔 차라리 그냥 복 

가坑퓨）셋집에서 사는 게 훨씬 나은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누가 집 앞에 이 집은 

흉가요라고 써 붙이겠는가. 집주인에게 물어봤자 솔직하게 대답해 줄 사람도 없을 

것이고 길흉은 아는 방법은 팔방위로 일반적으로 방위라 하면 동, 서, 남, 북이 있고 

그 4개 방위사이에 남동, 북동, 남서, 북서의 4개 방위（方位）를 합쳐 8개의 방위가 I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8개 방위마다 행운과 액운（厄運）이 딸려 있다는 사실을 I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양택（陽^）풍수는 8방위를 행운의 기를 받도록 집 구 

조에 조절하는 법이다. 8개 방위에 따르는 행운과 액운의 개념은 음양오행에서 비롯 

된 것이다. 음양오행은 풍수뿐 아니라 방위, 주역（周易） 수상（手相）, 관상（Wi）같은 

점술에도 요긴하게 쓰이고 있고 나아가 한의학에도 절묘（絶妙）하게 이용되고 있다. 

자연의 모든 현상과 만물을 구성하는 것은 쇠, 나무, 물, 불 그리고 흙의 5가지 요소 

가 서로 생（生）하고 극（刺）하는 이치이다. 금, 목, 수, 화, 토 5행은 그 고유성질에 

따라 서로 잘 어울리는 쪽과 상생（相生）이라 해서 나무와 불, 불과 흙, 쇠와 물, 물 

과 나무가 있고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충돌하는 쪽은 상극（相刺）이라 하는데 나무와 

흙, 흙과 물, 물과 불, 불과 쇠, 그리고 쇠와 나무가 있다. 8방위에는 5행（五行）외에 

도 십간（十干）십이지（十三支）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부되어 길흉화복을 가 

리는데 이용되고 있다.

79



• 동（東）쪽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다. 해가 뜨는 방향이므로 아침이다. 계절로 치면 봄이 

고 오행으로는 나무에 속하고 주역 팔괘로 보면 동쪽은 진방（震方）이다.

진방（震方）은 새로움에 대한 도전을 가능케 하는 운기（運氣）가 있다. 장남（長男）방 

향이다. 따라서 가상의 동쪽이 길하면 사업이나 장사에서 일찍 두각을 나타내고 젊 

음을 오래 유지할 수도 있다.

• 서（西）쪽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으로 5행을 보면 쇠（衰）에 속하고 주역으로 치면 태방（듀 

方）이다. 태는 금전, 수확, 막내딸의 뜻으로 그 부분을 지원하는 운기가 있다. 따라 

서 서쪽이 길하면 남녀의 즐거움이나 연애에 좋은 운이 있고 사업이나 금전운이 따 

르게 된다.

• 남（南）쪽

남쪽은 주역으로 보면 이괘（離th）로 하루 중에 한 낮에 해당하므로 양의 세력이 

최고에 도달하는 방위로 5행으로 치면 불에 속한다. 남쪽은 주로 두뇌활동 영감을 

통한 예술 정치적인 역량이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운이다. 따라서 

가상의 남쪽이 길하면 사교성이나 교육, 소송 등에 유리하다.

• 북（北）쪽

계절로 보면 동지섣달. 한겨울이고 하루를 치면 자정（子正）부터 한시쯤 되는 이른 

바 극음（極陰）에 해당한다. 주역에서는 감（次）이라 해서 중년 남자, 둘째 아들, 호합 

, 남녀 간의 사랑, 성관계 비밀을 조절하는 힘이 있다고 본다. 5행으로 물에 해당하 

는 북쪽은 환경에 적응하는 순응성이나 유연성 협조성을 맡는 방위이기도 하다.

• 동남（東南）쪽

동남쪽은 어떤가. 이쪽은 계절로 치면 환절기인 4〜5월에 해당하고 하루 중에는 오 

전 7〜9시쯤이다. 주역으로 손방（BB方）이다. 바람을 뜻하며 먼 거리 출장을 통한 상 

담거래에 영향력을 나타낸다. 또 결혼, 남녀 교제 같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맡은 방위 

로서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해나가는데 도움을 준다.

■8臟1^=5=3=*—_ _ ’ ■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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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북（西北）쪽

서북쪽을 살펴보자. 주역에서는 건（乾）이라 하여 하늘, 아버지를 뜻한다고 본다. 

계절로는 10〜11월인 가을이고 하루 중에는 오후 7〜11시쯤으로 된다.

서북방에 구실은 활동력, 출세（出世）, 승부 따위에 영향을 주며 규모가 큰 기획을 

가능케한다. 따라서 서북쪽이 가상이 길한 집에 사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위와 재 

산을 쌓을 수 있다.

• 북동（北東）쪽

북동쪽은 5행으로 흙에 속한다. 주역에서는 간（良）이라 하여 봄이 시작되는 1〜2월 

에 해당하며 이는 음의 끝에서 양이 시작되는 시기로 해석한다. 북동쪽의 의미는 소 

년, 상속, 막내아들, 저축, 이사 또는 전근 등이다.

• 남서（南西）쪽

끝으로 남서쪽은 곤0申）이다. 곤에는 대지, 현모양처라는 뜻과 근면, 유순함, 노력, 

충실 같은 뜻도 포함되어 있다. 곤은 계절로 치면 초가을인 7〜8월, 하루중에는 1〜4 

시 사이이고 날씨로 치면 바람이 없고 약간 흐리고 따뜻한 날씨다. 따라서 이쪽 방 

위를 소홀히 하면 행운보다 액운（厄運）이 들기 쉬움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가상（家相）이란 쉽게 말하자면 집의 관상이다. 사람마다 얼굴이 제각각 다르듯이 

집의 생김도 모두 다르고 언뜻 보기에는 같다 싶어도 집터나 집안 구조가 다르고 가 

구도 다르고 정원에 심는 나무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받는 복도 다르고 화도 다르기 

마련이다. 대문은 사람으로 치면 얼굴과 같다. 따라서 사람의 얼굴이나 대문은 첫인 

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구실을 하는 대문은 귀격（貴格）이다. 가상에서는 대문의 생김 

이나 방위에 따라 그 집의 길흉（吉凶）이 좌우되므로 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집안 모든 귀한 일은 대문으로부터 이루어진다.

대문을 정하는 방법은 먼저 집안의 중심에서 안방위치를 가늠하여 그에 맞게 대문 

위치를 정해야 한다. 그래야 길한 가상을 이룬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그 집의 중심 

과 대문 가리는 방법이 다르다. 동서사택구분법의 자세한 내용을 터득하시면 부귀영 

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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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중세문인（中世文人）의 시가（詩歌）

한철 수 

시인, 구지옛생활연구소장 

남양주투데이편집위원

■ 글싣는순서 一

하나, 들어가는글 

둘, 석간 조운흘 

셋, 휴휴당 홍응 

넷, 아차산인 신잠 

다섯, 두주불사호주채유후 

여섯, 닫는글

하나. 들어가는 글

우리는 역사의 인물을 표현 할 때, 흔히들 생거（生居）, 사거（死居）, 우거GM居）로 

분류하며, 그들의 업적을 문화유산으로 여긴다. 생거는 우리고장에서 태어난 이를 

말하며, 우거는 은둔, 귀양, 벼슬 등으로 잠시 혹은 장기간 머물면서 작품 활동을 했 

거나 업적을 남긴 사람을, 사거는 죽은 뒤 우리고장에 만년유택을 두고 묻혀있는 사 

람을 말한다.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남긴 인물의 경우 여러 고장에서 그를 기리고 그 인물의 문 

화유산을 중시 여겨 여러 곳에서 기념사업을 하고는 한다. 다산 정약용은 인근 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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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의 조안면 마재에 생거와 사거를 두었지만 그가 오랜 세월 귀양살이를 하던 강 

진 등지에서 그를 기리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구리지역은 조선시대의 역사를 대변한다. 수많은 문사들이 이곳에 머무르며, 자연 

을 노래하고, 자신의 마음을 노래하고, 나라를 걱정하며 노래했다.

본고는 2001년부터 각종 문서와 고서를 통하여 재발견한 구리시 중세 고려 말과 

조선조 문장가 조운흘, 홍응, 채유후, 신잠의 생애와 그들의 예술세계를 중심으로 꾸 

민다.

둘, 석간 조운흘（石ffl 趙示 fe）

조운흘（趙三乞： 1332-1404）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풍양（豊壞）. 호 

는 석간（石禍）이다. 공민왕 6년（1357）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다. 여러 차례 관 

직에 천거되었지만 물러나 초야에 묻혀 살았다. 1392년 조선이 개국되고 강릉부사를 

권했지만 병을 핑계 삼아, 아차산 아래 광진 나루 부근에 초막을 짓고 기인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묘비를 먼저 짓고 눈을 감았다.

그의 일화는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뿐만 아니라 서거정이 지은『필원잡기』제2편 

등 여러 문집에 전한다. 그의 시를 담은『석간집（O^）』이 있다 하나 전해지지 않 

는 것이 안타깝다.

1. 조운흘의 일화

조석간에 대한 일화는『고려사』,『조선왕조실록』과 서거정의『필원잡기』등 개인문 

집 여러 곳에 전한다. 성현이 지은『용재총화』「권2. 조운흘 편」에 “고려의 재신（幸 

臣） 조운흘은 시대가 어려워짐을 간파하고 그를 피하고자 마치 미친 사람처럼 시늉 

하였다.”라 적고 그의 기인생활을 다음과 같이 소개 했다.

조석간이 공민왕 14년（1364）에 서해도（현, 황해도）관찰사에 있을 때, 그와 아주 친 

한 수령（守令）이 찾아왔으나 그저 결가부좌를 틀은 채 명상을 하며 ‘아미타불’을 읊 

조렸다. 그 수령은 창가에 서서 ‘아미타불’을 따라 ‘조운흘, 조운흘’을 외쳤다. 반가 

이 맞으며 “어찌하여 그대는 내 이름을 외치는가.” 묻자 “영감의 염불은 성불을 위 

함이요. 제 염불은 영감같이 되고자 함입니다.” 둘은 크게 웃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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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차산에 기거하며 지은 시

얼마 후 조운흘은 “내가 청맹과니가 되었으니 이제 벼슬을 놓겠습니다.”하고는 사 

직하고 아차산 아래 자기 집에서 유유자적하고 있었다. 당시 그를 수발하는 젊은 첩 

이 있었는데, 그녀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었으나 모른 척하고 몇 해를 보냈 

다. 어느 날 눈을 비비며 첩에게 말했다. “어허. 내 눈이 감쪽같이 나았구나. 여보게, 

우리 물놀이나 가세.” 하고는 하인들을 놔둔 채 첩과 단둘이 강 한가운데로 가서는 

“자네 한잔 부어라.” “나으리 한 잔 받으소서. 나으리 제대로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 

다. 소첩 이제부터라도 잘 모시겠습니다.” 라며 아양을 떨었으나 “너는 이제 죽은 몸 

이다. 나를 떠나 그와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하며 그녀를 강물에 던지는 시늉을 했 

다. 그리고는 광주와 아차산을 오가며 스스로를 사평원주（WW）라 하고 백성들 

과 사귀며 술을 마시고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 했다. 아차산에 거쳐하며 지은 글 3편 

이 전한다.

2- 1. 시문일오환인개

【원문】

柴門日午映人開（시문일오환인개）

步出林草坐石苦（보출임 정좌석태）

0何 安山中風雨惡（작야산중풍우악）

滿漢流水沒花來 （만계 유수흘화래）

【풀이

“낮이 되니 사람 불러 사립문 열고,

임정（林후）으로 걸어 나가 석태（=）위에 앉는다.

지난밤 산중에 비바람이 거세더니,

가득찬 시냇물에 낙화가 흘러온다.”

【해설】 이 글은 고려 말 서해도 관찰사를 그만두고 광인（狂人）처럼 아차산 기슭을 

오가다 한강을 건너 나룻배를 타고 귀향 가는 행렬을 보고 지은 시이다. 혼돈의 세 

계를 지난 밤의 비바람으로 귀양가는 이들을 낙화로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마음을 달 

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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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전】『용재총화』「권3. 조운흘 편」

2 -2. 기우도（I휴牛圖）

【원문】

le 黃牛傍靑山 （기황우방청산）

蟲뿌平基身彩（추추호기신채）

— 正布世不直（일필포야불직）

【풀이

“황우（黃牛）타고 청산을 곁하고 있으나

누추하도다. 나의 추레한 풍채

베 한 필의 값도 못하는구나.”

【해설】

갈대삿갓에 허름한 삼베옷을 걸쳐 입고 황소를 타고 다니고 있을 때, 영의정 김사 

형이 방문하여 벼슬을 권했다. 석간은 그저 읍（損）한 채 아무소리를 하지 않았다. 이 

에 김사형은 “남에게 굴하지 않는 것이 늙은이의 고태인 것을 내 어찌 말하겠는가.” 

하고는 읍하고는 자리를 떠나자 석간은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지은 시이다.

【출전】『필원잡기』권2.

2-3. 봄과 함께 보낸 사람

【원문】

調'臣傷心洗淡揮（적환상심 체 루휘）

送人兼復送春歸（송인겸복송춘귀）

春風好去無留意（춘풍호거 무류의）

久在人間學是非（구재인간학시비）

【풀이】

“귀양살이 마음 아파 눈물 흘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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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보내고 또다시 봄을 보내네.

봄바람 어서 가고 머무르지 마라

인간 세상 오래 있으면 시름만 늘어나니라”

【해설】

이 시는 칠언절구로 꾸몄으며, 노사신 • 서거정 • 강희맹 등 23명의 문장가가 엮은 

『동문선（東文選）』에 전한다. 그가 아차산 아래 초막 생활을 하면서 ‘참여와 은둔’ 사 

이에서 고민하고 자연을 매개삼아 고려말 조선초 전환기 지식인의 심정을 표현한 작 

품이다.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은 눈에 띄지 않지만 [2-2]의 시보다 구체적이며,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작품들이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에 두 왕조의 문장가로서 존재가 선명함에도 

부각되지 못함이 안타깝다.

【출 전】『동문선（동문선）』권22

3. 30년 나이 차이를 잊은 박신과 우정

박신（치信. 1362〜1444）은 고려 우왕 때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조선조에 들어 

태종의 딸을 며느리로 삼아 운성부원군（雲賊府院君）이 되었다. 조운흘은 박신보다 

30년 연상임에도 아주 절친한 친구처럼 지내며 자주 만나 시류（時流）를 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이 강릉안렴사로 있을 때, 조석간은 강릉부윤이었다. 그때, 박신은 강릉기생 

홍장（紅莊）을 맘에 두고 있었다. 보고 싶은 님을 찾아 강릉까지 찾아온 박신. 그러나 

석간이 홍장이 죽었다 하자 낙심한 그를 달래려 경포（鏡滿）에 배를 띄우고 조운흘이 

먼저 시한수를 읊는다.

3- 1. 난주부인재홍장

【원문】

新羅聖代老安詳（신라성 대 노안상）

千載風流尙未忘（천재 풍류상미 망）

聞道使華遊鏡淸（문도사화유경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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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舟不忍載紅粧 （난주부인 재 홍장）

【풀이】

“신라의 거룩한 시대의 늙은 안상（安詳）의

천 년 전 풍류를 아직도 잊지 못하노라.

사화GW）가 경포에서 논다기에

참지 못하고 난주（關舟）에 홍장을 실어왔노라.”

【해설】 박신이 다른 마을의 순찰도 가야하는 터라 어쩔 수 없이 마을을 떠나야 했 

다. 다른 지방에서 일을 하면서도 홍장이 눈앞에 아른거려 대충 일을 마치고는 서둘 

러 강릉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홍장은 간 곳이 없고 빈집만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친 

구인 강릉부사 조운흘이 말하길 홍장은 이미 죽었다는 것이다. 박신이 떠난 뒤로 매 

우 그리워하다가 그리움이 사무쳐 운명을 달리했다고 거짓을 말했다. 이 말에 박신 

은 식음을 전폐하고 홍장의 넋을 위로하였다. 그 모습을 본 조운흘은 박신을 위로하 

기 위해 경포대로 뱃놀이 갈 것을 제안했다. 잠시 아름다운 밤바다에 취해 시름을 

잊고 있는데, 어디선가 옥퉁소 소리가 들려왔다.

강릉부사 조운흘은 틀림없이 선녀가 내려온 것이라고 하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뱃 

머리를 돌렸다. 그곳에는 홍장을 닮은 여인의 모습이 있었는데, 조석간은 “이곳에는 

신선들이 살고 있어, 종종 그 모습을 나타내는데 단지 바라다 볼 것이오. 가까이 가 

서는 아니 되오.”라는 말에 박신은 눈물을 글썽이자 몰래 숨겨두었던 홍장을 내보이 

자 좌석은 크게 웃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술잔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쌓았다.

실로 석간의 호방한 기개를 엿볼 수 있는 글이다. 애처로운 순애보를 들고 먼 길을 

찾아온 친구에게 쉽사리 보여주기 보다는 카타리시스를 통한 쾌감을 느끼게 하는 대 

목이다. 조석간은 홍장의 얼굴에 처용（處容） 가면을 씌우고 시（詩） 한 수로 마치 주 

문을 외어 죽은 여인의 혼을 부르듯 너스레를 떨다가 그리움이 복받쳐 오를 때, 사 

랑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이게 했으니. 박신 또한 속았다는 노여움보다는 매우 흡족 

해진 마음을 무엇으로 대신할까. 관동팔경 중심인 경포대 앞에는 이들이 배를 대었 

던 바위를 ‘홍장암（紅K岩）’이라 부른다.

【출전】『해동잡록』권 1. 박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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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박신이 보내온 글

【원문】

少年枝節按關東（소년지절안관동）

鏡淸淸遊人夢中 （경포청 유인 몽중）

臺下關舟思父沒 （대하난주사우흘）

却嫌紅粧笑衰鏡（각혐 홍장소쇠옹）

【풀이

“젊어서 곡절이 많은 사단을 가지고 관동（關東）의 안렴사로 있었는데, 

경포대에서 놀던 것이 꿈속에 드는구나.

대（臺）아래 난주를 또다시 띄우고 싶지만,

문득 홍장이 쇠잔한 늙은이라 비웃을까 저어하네.”

【해설】 조운흘과 재미있는 놀이를 마친 박신이 도성으로 돌아간 후 답신을 보내 

왔다. 조석간과 홍장, 그리고 경포 앞바다의 추억을 아로새기며 도성에서도 난주를 

타고 함께 보냈던 시간을 아쉬워하고 있다. 그리고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 없다는 

인생무상을 말하고 있다.

【출 전】『해동잡록』권 1. 박신편.

【주해】

안상（安詳）: 신라 때 사람으로 신선이 되었다고 함.

사화（使華）조선조의 안렴사는 감사의 책임만 있었으므로 표현함.

난주（關舟）: 나무에 모란의 모습을 새긴 아름다운 배.

3. 조운흘 작품을 인용한 글

석간의 작품이 수록된『석간집（O^）』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 그의 주옥같은 작 

품세계를 살펴볼 수 없지만 조선 초기 이후 문사들이 그의 글을 인용하여 사용한 사 

례가 곳곳에서 보인다. 대표적인 고서（M）가 고려 말, 조선 초기 인물열전을 모은 

『필원잡기』와『해동잡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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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배일배부일배

【원문】

—杯一*  ------배일 배부일 배）

臺諫醉倒春風前（대간취도춘풍전）

【풀이】

“한 잔 한 잔 다시 한 잔,

대간이 춘풍 앞에 술 취해 쓰러졌도다.”

【해설】 이시는 석간의 어떤 작품을 인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서거정（徐 

居正. 1420〜1453）이 정리한 것을 성종 때 처음 발간한 필원잡기에 기록되어 있어 

당시 관리들의 나태함을 볼 수 있다. 조선 초기 사간원의 간원들이 간쟁（諫詳）을 다 

른 송사나 옥사를 판결하기보다는 날마다 술을 마시는 일을 업으로 삼자 석간의 시 

를 인용하여 꾸짖었다는 내용이다.

【출전】『필원잡기』권2.

3-2. 국생풍질산한풍

【원문】

魏生風誤酸寒風（국생 풍질 산한풍）

難破窮愁慰寂中 （남파궁수위 적 중）

場笑逐賓神太守（ 감소축빈 신 태수）

慾將餘術調村獄（욕장여 술조촌옹）

【풀이

“누룩의 맛이 몹시도 시고 떫으니,

적막한 가운데 궁한 근심을 풀기가 어렵구나.

우습도다. 객을 쫓는 신태수여 !

앞으로 글이나 지어 촌 늙은이에 어울리게 하고자 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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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중종시대 기묘사화로 19년간 귀양 생활을 했던 김안국（金安國. 1429〜1488） 

이 말년에 여강（1麗江）에 머물 때, 여주군수가 누룩을 보내와 농주를 담그니 시금털 

털하기가 이를 데 없자 조운흘의 시로 빗대어 희롱하였다.

【출 전】『해동잡록』권2.

【주해

국생 （魏生）: 누룩.

신태수（神太守）: 신（申）태수를 비꼬아 말함.

4. 죽기 전에 쓴 비문（碑文）

【원문】

資憲堂文學趙示乞,豊壞懸人, 高麗王太祖臣平章事趙孟三十代孫. 휴惑王代興安 

君李仁復門下, 登科, 歷仕中外, 個印五州, 觀風四道. 雅大無聲跡, 才無塵個. 年 

七十三, 病終廣州古城. 無後. 以日月爲珠發, 以淸風明月爲算, 而葬于古楊州賦 

姓山南摩詞恥孔子否壇上, 釋迎雙樹下. 古今聖賢, 登有獨存者! n#n出人生事垂.

（자헌 당문학조운흘, 풍양현인 , 고려 왕태조신 평장사조맹삼십대 손. 공민왕대 흥안군리 

인부문하, 등과, 력사중외, 패인오주, 관풍사도. 수대무성적, 역무진루. 년칠십삼, 병 

종광주고원성 . 무후. 이일월위주기 , 이청풍명월위전 , 이장우고양주아차산남마가야공 

자행단상'석가쌍수하. 고금성현, 기유독존자! 돌돌인생사필.）

【풀이】

5. 조운흘은 본래 풍양（豊壞）사람으로 고려 태조의 신하 조맹의 30대 손이다.

공민왕 때, 흥안군 이인복의 문하에 있을 때 과거에 급제했다. 서울과 지방 관리를 

두루 걸쳐 5개주의 수령으로 있었으며, 4개도의 관찰사로 있었다. 비록 커다란 명성 

과 업적은 없다. 하지만 과오도 없었다. 나이 73세에 광주 고원성에서 죽었다. 자식 

은 없다. 해와 달을 구슬로 삼고 청풍명월을 제물로 삼았다. 옛 양주 아차산 남쪽 마 

가야（磨何W）에 안장하였다. 자! 보라! 행단（否M）의 공자, 사라쌍수（沙羅雙樹）아래 

의 석가모니 등 고금의 성현들이 어디 유달리 생존하고 있는 자가 있더냐! 아! 인생 

은 끝났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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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조석간을 기억하는 후배 문사들은 그를 일컬어 살아있는 부처라 했다. 자신 

의 죽을 날을 미리 짐작하고 쓴 입적문（入형식의 이 글을 쓴 후 그는 죽어 아 

차산자락에 묻혔다. 그의 묘조차 찾을 길 없다.

【출전】『고려사』「제112권 인물열전 25. 조운흘편」,『조선왕조실록』「태종4년 12월 

5 일」

【주해】

마가야: 석가의 가르침을 받는 승려가 있는 곳을 말하며, 

행단: 공자가 강의하던 곳

사라쌍수: 한 뿌리에서 두 개의 줄기가 나온 석가가 입적한 보리수.

셋, 휴휴당 홍응

홍응［洪應. 세종 10년（1428）〜성종23년（1492）］은 조선초기의 문신이다. 자는 응지 

（應之）, 호는 휴휴당（休休堂）이며 고려 때 시중 홍자번의 후손이다. 한성부윤 홍심 

（W架）의 아들이다. 홍응은 문종1년（1451） 증광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좌정언 • 

사가독서 • 집현전교리 • 필선 • 보덕을 연임하였고, 세조9년（1463）에 도승지로 있을 

때 중국의 가사인『명황계감（明皇«）』을 국역하였고, 그해 6월 이조참판이 되었다. 

1464년 세조가 온양 행궁 당시 수행하였다. 형조판서, 중추동지사 겸 도승지. 예종 

즉위년（1468） 남이의 옥사를 다스린 공으로 익대 공신功臣） 3등에 그 뒤 지중 

추부사로 되며, 그의 아들 상이 성종의 생부 덕종의 부마가 되자 익성군이 되었다. 

예종1년에 이조판서에 올라 사사로이 품계를 천거하다 국문을 받았으나 8월에 우참 

찬이 되었다. 성종2년（1471） 좌리공신G左®功臣） 3등에 오르고, 아들 상이 익성부원 

군（益M府院君）, 성종8년에 의정부우찬성, 1479년 우의정, 1485년 4도 순찰사를 거쳐 

좌의정이 된다. 풍채가 단아하고, 몸가짐에 법도가 있었으며, 문장과 법도에도 능하 

였고 어진 재상으로 알려졌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며 65세에 죽어 구리시 아천동 

아치울에 장사지냈다.

홍응의 글은 성종의 명으로 역대 제왕들의 악정을 경계할 만한 글 ‘진후주첩’, ‘당 

장종첩’, ‘명군병’, ‘양비기란도’ 등에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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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왕（帝王）의 악정을 경계할 만한 글

1- 1. 진후주첩（陳後主 W）
【원문】

陳後主姑洪應詩日 （진후주첩 홍응시 왈）:

傑閣 峰燥望昔神（걸각쟁 영 망약신）

後庭歌舞醉 m（ 후정 가무취 훈훈） 

門前伯見韓機虎 （문전파견한금호） 

井底回看兩貴人（정저 회 간량귀 인）

【풀이

진후주첩이라는 홍응의 시는:

“누각은 크고 높아 신선을 보는 듯, 

후정화（後庭花）의 춤과 취흥을 돋우네. 

문 앞의 한금호를 두려워하여, 

우물 안에 숨어서 두 여인을 보네.”

【해설】 이 시는 성종 6년 11월에 제왕（帝王）들의 악정을 경계할 만한 내용을 찾아 

성종이 스스루. 경계할 것을 김수온, 임원준, 허종, 서거정, 성임 등에게 8명에게 두 

편씩 시를 열여섯 편을 짓게 하여 바치게 했다. 그중 홍응이 두 편의 글을 지어 바 

쳤다. 이 글은 진나라 후주（後主）가 주색에 빠져 사치스런 누각을 짓고 날마다 비빈 

（5%）과 놀면서 시（詩）를 주고받은 시를 모아둔 가곡（歌曲）으로 꾸민 것이 후정화 

（後庭花）이다. 이토록 주색잡기에 몰두해 있던 후주는 수나라가 침범한 것도 모르고 

있었다. 수나라 장수 한금호가 누각에 도착하자 공비（孔$己） • 장비（張姑）와 함께 우 

물에 숨었다가 잡힌 사건을 시로 표현한 작품이다.

【출전】『성종실록』61권, 6년 11월 27일（임신）

1- 2. 당장종첩（唐莊宗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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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洪應詩 EK 홍응시 왈）:

南面嚴威自鼻旋（남면 엄 위 자면 류） 

如何塗粉混冷優（여 하도분혼령 우） 

｛旦令劉店時相笑（단령 류후시 상소） 

拙類學知萬古11（ 비 협 녕지 만고수）

【풀이】

三 O ZK 2 P— • 
옹'S* — 시 = •

“임금의 위엄은 면류관을 쓰는 데 있거늘, 

어찌하여 분 바르고 광대 속에 섞였던가? 

유후（劉旨）와 서로 웃을 때에, 

뺨 맞은 만고의 수치를 어찌 알았으리.”

【해설】 이 시 역시 진후주첩과 마찬가지로 열여섯 폭 병풍 중 마지막 작품으로 당 

나라 장종이 어려서부터 광대를 총애하며 항상 옆에 두고 보기를 즐거워했다. 왕후 

인 유후（劉旨）를 즐겁게 하기위해 광대복장을 하고 스스로 분을 바르고 광대들과 섞 

여 궁중에서 왕후를 즐겁게 하기 위해 삠까지 맞았음을 희롱하며 적은 글이다.

【출전】『성종실록』61권, 6년 11월 27일（임신）

2. 명군병 • 선명후암군병 • 현비병 중 명군병에 쓴 시

【원문】

詩日:

日日昏花史傳親 聖中無昔帝秀仁（일일혼화사전친 성중무약제요인） 

士階還有第껴檢 誘木乃兼諫鼓陳（토계환유제자검 방목잉겸간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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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協萬邦豫至理 日n于四S動各詞（윤협만방진지리 왈우사악동자순） 

魏魏蕩蕩天爲大 遇遞歸心無異人（외외탕탕천위대 하이귀심무이인）

【풀이】

시에 이르기를:

“날마다 눈이 빠지게 옛 역사를 읽어봐도, 제요（帝표）같은 어진 성군 세상에 다시 

없네.

흙계단 띠지붕의 검소한 생활이며, 비방하는 나무에다 간고（=）까지 설치했네.

온 누리 화평케 한 지극한 정치, 人｝악（四居）에게 모든 것을 자문하였네, 

높고 높은 그의 덕이 하늘처럼 커 멀거나 가깝거나 한 맘으로 귀의하네. （明君昇 

;구〒;구〒「쿠］、
'S’

【해설】 성종은 재위 7년 10월에 중국의 왕제와 황비 중 현명한 임금（=明君昇）과 

앞서서는 현명하다가 후에 차차 암군（暗君）이 된 일（=先明後暗君昇）, 현명한 왕비 

（賢꺼）의 사례 등 세 가지 내용을 병풍에 나누어 시화를 바치게 했다. 홍응은「제요 

도（帝秀圖）」라는 시를 지어 올렸다.

이 시는 중국의 가장 어진 성군이었던 요（秀）나라의 황제를 읊은 노래다. 제요（帝 

표）는 검소하게 궁을 짓고 비방（M）의 나무를 세워 백성이 하고 싶은 말을 다하도 

록 했으며, 진선（進善）이라는 깃발을 세워 백성의 재주를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 

었다. 또한, 간고（諫라는 신문고를 설치해 조정에 걸어 두어 임금의 잘못을 충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제는 한사람의 백성이 주려도 자신이 주리게 했다고 여기고 

한사람의 백성이 추위에 있어도 자신이 춥게 했다고 했을 정도로 백성을 추대하기를 

해와 달같이 친하기를 부모자식과 같이 한 성군으로 알려진 어진 임금이다.

【출전】 성종실록 72권, 7년 10월 21일（신묘）

【주해】

간고（諫鼓）: 신문고

사악（四S）： 요임금 때 4방을 관리하던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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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비기란도（楊姑^奇權圖）

【원문】

第一幅,《楊$리奇樹圖）, 洪應詩日:

曾聞傾國侍君王（증문경국시군왕） 

對笑相看合斷腸（대소상간합단장） 

拂橋春風｛崔液氣（불함춘풍최 숙기） 

燒혜婚態婚新粧（빙 란교태 미 신 장） 

織歌獨微金宮豫（섬가독철금궁수） 

쀄舞長隨寶蜜r（ 염 무장수보련 망） 

樂極由來悲介至（악극유래 비역지）

晝 圖拔處恨明皇（화도피 처한명 황）

【풀이】

제1폭 양비기란도중 홍응의 시에 이르기를

“들으니 절세미인으로 군왕（君王）을 모시어 

서로 웃고 마주보며, 애틋한 사랑을 이루었다네. 

헌함（野橋）에 부는 봄바람 봄기운을 재촉하고 

난간에 기댄 교태（婚態） 사랑스런 단장이네. 

가냘픈 노래 외로이 멈추니 궁궐은 그윽한데 

아름다운 춤이 길게 이어지니 보련（寶輩）이 바쁘구나. 

즐거움이 다하자 슬픔 또한 이르렀으니

그림을 펼치니 명황（明皇）을 한하노라. （12폭 병풍）”

【해설】 성종 11년 10월 14일 성종이 12폭의 그림병풍을 보여주며, 문신（文臣）들 중 

시（詩）에 능한 자 12인을 뽑도록 명하여 각각 칠언 율시（七言律詩） 1편（篇）씩을 지 

어 올리게 하였다. 홍응은 제1폭의 그림인 양귀비가 교태를 부리고 서 있는 모습을 

일필휘지로 쓴 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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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성종실록 122권, 11년 10월 14일（경신）

【주해

양비기란도（楊$a^韻i圖）： 양귀비의 교태스런 목습을 그린그림.

보련（寶«）： 임금이 타고 다니는 가마.

명황（明皇）: 당나라 현종을 말함.

넷. 아차산인 신잠

신잠［성종22（1491）〜명종9（1554）］은 조선의 문신이며 문인, 자는 원량（=）. 호는 

영천자（靈川子） • 아차산인（=山人）, 신숙주의 증손이며 참판 종호（從漢）의 아들이 

다. 중종8년（1513） 진사가 되고, 1519년 현량과 병과로 급제, 검열（檢閱）이 되었으나 

이 해 기묘사화로 파직되었다가 1521년 신사무옥으로 전라도 장흥에 유배되어 17년 

만에 양주（楊州:지금의 아천동）에서 주거의 편리만 인정받았다. 1543년（중종38） 등 

용되어 사옹원주부가 되고 태인（정읍）현감, 간성 군수 등을 역임하다가 1553년 （명 

종 8） 상주목사가 되어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이 부모처럼 받들었다.

특히 시 • 서 • 화（詩 • 書 • 晝）에 모두 능하여 삼절（三絶）이라 불렸고, 특히 초서 • 

예서에 능했으며, 그림은 난과 죽을 잘 그렸다. 아차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며, 그 

의 그림『탐매도（探梅圖）』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저서로는『영천집（靈川集）』이 

있다. 그의 생부인 신종호 묘가 아천동에 있다. 그의 문학과 미술세계를 알아보자.

1. 방이 화정시（I》製花'투詩）

【원문】

“이곳에 와서 놀던 그날 어느 사이 30년이 지났는데,

우연히 옛 자리 찾으니 쓸쓸한 마음 절로 상하네.

정자 없는 뜰 앞엔 배꽃나무만 남아 있고,

가무하던 그 사람들 찾아 볼 길 없구나.”

【풀이】

여기와 놀던 때가 삼십대 청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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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옛 자취 찾아보고 눈물지었소.

뜰 앞에 배꽃은 피어 있건만,

그 때 함께 놀던 이들 어디로 갔나.

【해설】 도성 동산（東山）에 해당하는 낙산（落山） 아래의 계곡에도 일찍부터 깨끗한 

수석과 무성한 수림이 있는 낙산（落山）에서 신잠（申潛）이 지은 ‘방이화정시（WE 

후詩）’가 전한다.

이 시는 신잠（申潛）이 기묘년 현량과（賢良科）로 검열（檢閱）이 되었다가 정암（靜 

O 조광조（趙光祖）가 몰리는 바람에 파방（罷榜）이 되어 관직을 빼앗기고 17년 유배 

생활을 한 후 돌아와 옛날 놀던 이화정에서 회고한 시이다. 이로 보면 이화장이 중 

종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배꽃에 싸여 있어 이화정이라 하였음을 짐작 

케 한다. 이 정자 이름에 따라 갑오개혁 당시에는 이화정동이라 불렀다. 이 정자는 

일제 때 흔적조차 없어졌고 광복 후 이승만（李承晩） 전 대통령의 이화장이 이곳에 

있어 더욱 유명하다.

【출전】 한경지략（漢京識略）』권2 명승 • 누정 • 제택, 문일평『근교산악사화』중 이 

화정과 일옹정）. 문일평『외이문비화（外異聞秘話）』중 근교 산악사화 낙타산）

2. 아차산에 은거하며 쓴 시

【원문】

紅脂己失白牌失（홍지 기실 백패 실）

壯元進士擔虛名 （장원 진 사총허 명）

歸去賦姓山下住（귀거 아차산하주）

山人三字執能爭（산인 이 자숙능쟁）

【풀이】

“홍지（紅紙）는 회수되고 백패（白牌）는 잃어 버렸으니

진사시의 장원 또한 헛이름일세.

돌아와 아차산（=山） 밑에 사니

산인（山人）이란 두 글자를 누구와 다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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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 시 또한 중종 때, 진사에 장원급제한 후 기묘사화로 파직을 당하고 아차 

산 아래 별당（別堂）을 짓고 기거하면서 지은 시이다. 신잠의 초기 벼슬생활은 기묘 

사화（己卵士禍）와 신사무옥（辛E«）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 기묘사화는 중 

종에 의해 등용되어 개혁정치를 펼치던 정암 조광조（趙光祖）가 38세에 대사헌의 벼 

슬에 올랐다. 중종의 신임을 받은 조광조는 성리학으로 정치와 교화를 기본으로 삼 

아 고대 중국의 왕도정치보다 나은 지치주의（至治主義）를 실현하고자 표방하였다. 

이는 혁신보다는 급진적인 부분이 많아 훈구세력과 대립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중 

조광조는 중종반정에 참가하지 않고 부당하게 공신록에 오른 78명의 명단을 지워버 

렸다. 이 사건은 신진사림에게 훈구대신들이 호되게 당한 꼴이 되었다. 남곤 등은 조 

광조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중종의 총애를 받고 있던 희빈 홍씨의 생부인 홍경주 

를 움직였고, 마침내 ‘주초위왕（走肖爲王）’이라는 파자（破字）를 만들었다. 이는 走와 

肖를 합치면 趙자가 된다. 즉,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이니 반역중 반역이 아닐 수 없 

다. 이로 인해 조광조 등에 사약이 내려지고 그 식솔들은 노비로 삼았다. 재산도 물 

론 몰수되었다. 조광조는 1519년 12월 20일 사약을 받아 3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 

다.

신진 사림의 중간에 있던 신잠 역시 자신의 뜻을 펼치지도 못한 채 벼슬의 상징이 

었던 백패와 홍패를 반납하고 만다. 또한 그를 귀양길로 떠나게 했던 신사무옥은 

1521년 기묘사화로 만신창이가 된 신진세력 중 안당의 아들 안처겸이 있었다. 그는 

이정숙（李正激） • 권전（權51） 등과 함께 기묘사화로 득세한 남곤（南衰） • 심정（沈貞） 

등이 사림（士林）을 해치고 왕의 총명을 흐리게 한다 하여 이들을 제거하기로 모의하 

였다. 이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송사련（宋祀連）은 처형뻘이 되는 정상과 이러한 사 

실을 고변할 것을 모의한 후, 안처겸의 모상（母喪） 때의 조객록（用客錄）을 증거로 

삼아 고발하였다. 이로써 사건은 벌어져 안처겸 • 안당 - 안처근（安處講） • 권전 • 이충 

건（李忠］建） • 조광좌（趙光｛左） • 이약수（M水） • 김필（金秘） 등 10여 명이 관련되어 

처형된 사건이다,

22세에 진사에 오른 후 6년 만에 정시에서 장원급제한 신잠은 자신의 뜻도 펴보지 

못한 채 파직을 당하고 17년간 유배를 마치고 중년이 되어 아차산 아래 별당（別堂） 

을 짓고 기거한다. 그곳은 아버지의 묘막이 있었던 곳이라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 

다. 위 시는 자신의 처지를 잘 나타낸 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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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해동잡록』권4. 신잠편）

【주해】

홍지（紅紙）: 장원급제 한 자에게 임금이 내리는 교지 

백패（白牌）: 진사시험 합격증

3. 매화를 찾아 나선 은둔자의 탐매도（探«圖）

신잠의 작품으로 알려진 ‘탐매도（探梅圖）’는 한 선비가 동자와 함께 눈 속에서 매 

화를 찾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매화（梅花）는 난국죽（關菊竹）과 더불어 사군자로 

알려졌고 선비들의 망중한은 물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는 작품의 소재이기도 하 

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이 그림은 길이 210.5cm, 폭 44cm나 된다. 그림의 주제는 

얼음계곡에서 매화의 향기를 찾아가는 은자의 여정을 넉넉하게 담아내고 있다. 눈이 

쌓인 적막한 산길을 선비가 막 나무다리를 건너려고 할 때, 뒤처진 동자에게 빨리 

오라고 손짓이라도 하려는 듯한 표정이다. 하지만 동자는 매화를 찾아 나선 주인의 

마음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춥고 지친모습으로 리얼하게 표현되었다. 그림의 오 

른쪽과 왼쪽에는 바위에 뿌리를 박고 있는 매화•나무의 흰꽃들이 그림의 주제를 분명 

히 하고 있다.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폭포수는 이들이 이미 깊은 계곡에 들어와 있 

음을 말해준다.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은 그림의 조화는 신잠의 그림세계를 잘 나타 

내고 있다.

매화가 그토록 선비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쓰라린 고난 

과 인고를 이겨낸 선각자로 상징되고, 얼음처럼 차갑고 옥처럼 깨끗한 성품을 지닌 

세속 밖의 가인（佳人）으로 여겼기에 빙자옥질（氷委玉質）이란 아명을 가지게 됐는지 

도 모른다.

탐매도에는 기묘사화를 피해 은거하던 신잠은 현실에 대한 비애를 자연에 대한 탐 

미와 동경으로 환원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이 그림은 벼슬도 마다하고 녹문산C西門 

山）에 은둔하며 매화를 찾아 다녔다는 중국 당（唐）대의 맹호연（孟港然）이나, 항주 

M）'H） 서호（西湖）에 집을 짓고 매화와 학을 가족 삼아 깨끗한 일생을 보냈다는 송 

（宋）대의 임포（W）의 일화가 신잠과 정서적으로 공유된다. 매화를 유난히 애호해 

서 병석에서 남긴 ‘매화나무에 물 줘라’ 라는 말이 결국 유언처럼 되어버린 퇴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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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생의 일화는 익히 알려진 사실로 새로 만들어지는 천 원짜리 화폐에 그의 초상 

과 함께 매화가 들어가는 것은 더없이 이상적인 조합이다. 세종 때 학자 성삼문은 

『매은정시인（梅隱^뚜I）』에서 ‘매화는 맑고 절조가 있어 사랑스러우며, 맑은 덕을 

가지고 있어 공경할 만하다’ 라고 묘사했고, 원예지침서인 강희안의『양화소록（養花 

/」、錄）』에는 ‘함부로 번성하지 않은 희소성과 적절히 봉오리가 오므라진 자태의 품 

격’ 때문에 매화를 기꺼이 1등급에 분류하고 있다.

전통음악에서도 매화를 담은 가사는 종종 눈에 띄는데, ‘모란은 화중왕이요…’로 

시작하는 꽃들을 의인화 한 김수장의 시조를 노랫말로 한 여창가곡 계면조〈편삭대 

엽0=）〉에서 ‘매화는 한사（寒士）로다’로 청렴한 선비로 묘사된다. 국화는 은 

일사（隱逸士） 즉, 세상을 숨어 사는 선비로, 바위 위의 대나무는 소년으로 표현하고 

있다.

‘옥분（玉益）에 심은 매화 한가지 꺾어내니

꽃도 조커니와 암향（暗香）이 더욱 좋다 

두어라 꺾은 꽃이니 버릴 줄이 이시랴.’

18세기 문인 김성기의 이 시조를 여성가객들은 시조창으로 부르곤 했다. 기품 있는 

여류 시조창으로 듣는 이 매화시 한편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신잠의『탐매도』 

의 별칭이『설중기려도（雪中0M）』라고도 한다. 눈 속에 당나귀를 타고 여행하는 

그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 그림은 조선조 중기를 포함한 걸작 중 걸작으로 평 

가되고 있다. 한 편의 그림은 보는 이마다 탄성이 다르고 평가는 각자이지만 작가가 

매화를 찾아 나선 후 매화를 만난 감격을 우리의 일상에서도 찾아보라는 암시가 짙 

게 깔린 것이다.

잔설이 분분한 첫봄에 몇 송이 피어난 매화, 세상의 어떤 예술가가 그 은은한 향기 

에 취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매화를 찾아 나선 선비는 결국 인간의 깨끗한 본성을 발 

견하고 탐매의 길을 마감했으리라. 눈이 내린 산속에서 눈보다 더 부드럽고 더 하얀 

매화를 찾는 그 길에 끝은 있을까. 아직은 요원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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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두주불사 호주 채유후

채유후［蔡浴後. 선조32년（1599）〜헌종1년（1660）］는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평 

강（平康）, 자는 백창（伯昌）, 호는 호주（湖洲） 시호는 문혜（=）이다. 진사 채충연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다. 17세에 생원. 광해군이 사망하자 예조참의 

로 호상을 맡아보았으나 상여를 맨 군사에게 백건（흰건）을 쓰게 하였다 하여 탄핵을 

받은 후 병을 빙자하여 모든 관직을 사임하였다.

1647년 승정원의 동부승지（同副承旨 : 정3품）로 홍문관 부제학, 성균관 대사성,대 

사간 등의 관직을 역임하고, 다시 이조참의가 된다.『인조실록』,『선조수정실록』,『효 

종실록』의 편찬 책임을 맡았다.

예조판서, 의정부 우참찬（정2품）, 대제학 등을 역임했다. 죽고 난 뒤 실록편찬의 공 

으로 숭정대부 좌찬성（M成:종1품）에 추증 되었다.

채유휴는 삼정승을 제외한 모든 관직을 두루 걸치면서도 중년이후 술버릇 때문에 

여러 번 탄핵을 받았으나 뛰어난 문장가로 시조 두 수와『호주집』이 전한다.

『조선왕조실록（34집 387면〜38집 513면）』에 그의 문장실력을 “소북에서 강백년, 남 

인에서는 채유후를 꼽았을 정도”였다. 부인은 파평 윤씨이고 묘는 구리시 사로동 안 

말에 있다.

채유후의 시조

【원문】

다나 쓰나 이 獨酒（탁주） 됴코 대테 메온 질병드리 더 보기욱 죠희

아룬자 박국기를 쓰렝드렁 지동 띄여 두고

아희야 져리 침채일 만졍 업다말고 내여라

【풀이】

”달거나 쓰거나 입쌀로 만든 술이 좋고, 참대로 테를 두른 질병들이 （탁주를 담기 

에는） 더욱 좋도다! 얼씨구, 표주박으로 만든 술구기를 술통에 둥둥 띄워놓고 마시 

는데,

아이야. 절인김치라도 좋으니, 안주 없다 말고 내어 오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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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세사（世事）는 금삼척（琴三尺）이요. 생애（生漢）는 주일배（酒一杯）”라는 말 

이 있다. 우리의 선조들은 예로부터 술을 즐겨했다. 처음의 술은 권모술수로 이용했 

으나 점차 중국문학의 영향을 받아 취흥（醉興）을 중시하고, 망아（忘我）의 선약（｛山 

藥）으로 즐기기에 이른다. 술을 마시는데 분위기를 돋우는 것으로 달 • 꽃 등 자연 

그리고 벗 등 여러가지 풍류가 따랐지만 지나친 것은 삼갔다. 더러는 주망（酒^）으 

로 인해 탈선하기도 했다. 이 작품은 술로 인해 능력은 있었지만 큰 벼슬에 오르지 

못하고 주일배의 모습으로 살아간 호주의 호방함과 여유로운 모습이 정겹다. 진짜 

술꾼은 술의 맑고 탁함이 없고 안주 또한 탓하지 않는 법이다. 이 작품은 지극히 토 

속적이고 소박한 소재로 술을 찬양하는 모습이 술로 인한 퇴락（類落）이 아니라 달관 

한 철인의 모습이 보인다. 이 시조를 처음 발견했을 때 진정한 술꾼의 자세를 배웠 

다.

【출전］『병와가곡집（施^曲集）』,『청구영언（靑"言）』

여섯, 닫는 글

구리시의 고려말 조선초와 조선 초 • 중기를 향유했던 네 명의 인물의 시가와 예술 

세계를 알아보았다. 멸망한 조국 고려에 대한 아쉬움이 기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조운흘, 어진 임금을 위해 병풍에 글을 남긴 홍응, 기묘사화로 인해 꿈을 저버린 채 

아차산에 은거하며 탐매도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긴 신잠, 임진왜란 등 전란의 어려 

움 속에서도 두주불사라는 오명을 받으면서도 임금의 총애를 받는 채유후, 이 모두 

는 우리가 다시 조명해야 할 문장가들이다. 투박한 글을 실어준 구리문화원에 감사 

를 드리고 앞으로도 구리지역 역사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을 것을 약속하며 글 

을 닫는다.

〈참조문헌〉

조선왕조실록, 고려사열전 , 해동잡록, 병와가곡집

가곡원류, 해동가요, 청구영언, 동문선, 대은실기

필원잡기 , 민족문화백과사전 , 국학전자도서관, 국회전자도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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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문단

시 / 홍재인 너는 어디에 있는가

시 / 곽병수 너희야

시 / 표춘금 무명초

시 / 김정애 여름휴가

수필 / 이종주 술과 인생

수필 / 최복희 까치와 까마귀

수필 / 김창선 그리움은 세월따라



는 어디에 잇는'가

홍 재인

구리서예원 원장, 시인

허물어진 외양간 안에는 누렁소 너는 이젠 없겠지 

낙숫물 소리 같이 듣던 적막한 자유

빈 하늘 돌던 정찰기 소리

겨울 밤 먼데 개 짖는 소리

누렁소야

네 옆에서 정겹던 아이의 모습을

너는 아직 기억하고 있느냐

땅 따먹기하던 바깥마당

해 지는 줄 모르던 사금파리 그립다

고향이 길게 드리운 누렁소 네 눈이

나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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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병수

경희건설 대표이사, 문화원 회원

너희야! 함부로 밟지 마라

생각해 보았느냐

밟히는 잔디의 아픔을

다시 일어서려고 발버둥치는 그들의 모습을

너희야! 감동시켜 보았느냐

상대가 너희로 하여금

가슴 뭉클함을 느끼며

고마워 어쩔 줄 모르는 그들의 모습을

너희야! 뒤돌아 보았느냐

지금껏 살아온

평생의 발자취를

이럴 땐 어떤 색깔이었고 저럴 땐 어떤 모습을

너희야! 베풀어 보았느냐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앞으로 베풀고 가야할 길을

이 세상 떠나도 그들이 생각하는 너의 참모습을

너희야! 이젠 모두 놓아라

태어날 때에는

갖기 위해 주먹을 쥐고

떠날 때는 갖지 못해 손을 펴고 가는 너희 모습을

105



므며 초

표춘 금

실버동아리 ‘검정고무신’ 회원

당신은 느끼시나요

얼어붙어 터지고 갈라진

처절했던 겨울을 이긴 무명초의 가슴을 

대지를 꽁꽁 얼린 추위와

굶주림과 밟힘의 수많은 아픔들 

절절한 그리움이

한 송이 꽃망울이 되어 짐을 아시나요 

당신은 지독한 고독에

순응하는 들꽃의 무언을 안아보셨는지요 

온갖 고뇌 뒤로하고, 한 줄기 빛에 

몸을 던지며, 조용히 피어나는 무명초 

아픔과 고통의 굴레

스스로 벗으려는 듯 수줍은 얼굴 내밀고 

따스한 햇살 가득 담으며

활짝 미소 짓는 화사함은

사랑 마음 하나로

모든것다 이기고

외면을 분신으로 살다 가는 

이름 없는 잔잔한 무명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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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셔石 유'아'

김정 애

실버동아리 ‘눈꽃송이’ 회원

쪽배 타고 건너

물 위에 떠 있는 펜션 

난생 처음 낚싯대 드리고 

잡아보는 즐거움이 새롭다.

잿빛 하늘 가르고 비가 내리는 

늦은 저녁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는 

피아노 연주 소리인 양 

개구리가 합창을 한다.

간간히 스치는 자동차 불빛에 비치는 

잔잔한 호숫가 물결

그 물결 위로 내 마음도 띄워본다.

먼동 트니 멀리 들리는 닭 울음소리 

산등성을 휘어 감고 

모락이 올라가는 물안개 

목이 긴 하얀 백로 한 마리 

고고한 자태에 

마음도 한층 고와라.

먼 훗날 고운 추억으로 남길 

아름다운 그림은 

가슴으로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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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고p〔신』앵

이종 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원

‘사람들은 왜 술을 마시는 것일까’

일손을 잠시 멈추고 이마의 땀을 닦으며 농민들이 들이키는 막걸리 한 

잔은 활력의 매개체다. 수줍은 청년이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맥주 

두어 잔이 필요할지 모른다. 월급쟁이들이 퇴근길에 정치판을 규탄하고 

열변을 토하면서 마시는 술은 폭탄주 석 잔쯤이 아닐까?

고대 그리스의 철인 ‘아나카르시스’에 의하면 넉 잔째는 광기의 술이 

라고 했다.

알맞게 마시는 술은 피로를 풀어주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지만 정 

도가 지나치면 집중력과 사리 판단이 흐려지고 방종과 광기가 일어나 

패가망신하게 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게 된다.

지구상의 술의 역사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 주신（酒神） 

이나 로마 신화의 ‘박커스’ 주신（酒神）에 이르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확 

실한 연대는 추정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는 천제（天帝）의 아들 해모수가 하백（河伯）의 딸 유화（柳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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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술로 유혹하여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朱蒙）을 낳았다는 설화가 있 

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 전 3세기경 부여의 ‘영고（迎鼓）’ 라는 제 

천의식（祭天儀式） 때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격적인 술의 기원은 

농경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이루어졌을 것이다.

내가 나가는 산악회인 ‘산모임’ 의 술 문화는 언제부터 형성되어 지금 

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임이 있는 날이면 독주와 이름 

있는 술들을 경쟁하듯 갖고 와 무상한 인생을 술로 달래려는 일종의 권 

주가인 정철의 ‘장진주사’ （將進酒辭）를 무색케 할 만큼 한결같이 찬양 

하며 줄기차게 마셔댄다.

‘한 잔 먹세그려/ 또 한 잔 먹세그려/ 꽃 꺾어 산（算）놓고/ 무진무진 

먹세그려’ 라고 외치면서.

우리나라는 김삿갓은 제쳐놓더라도 ‘문주 반생기（文酒 半生記）’를 쓴 

무애 양주동, ‘명정 （酷ST）사십 년’의 수주（樹州） 변영로, ‘술 노래’를 

부른 공초（=） 오상순, 횡보（W） 염상섭 같은 무수히 많은 문인들이 

술을 즐겼다.

격동의 50년대 말, 이념의 제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어느 혁신 정 

당의 모（某） 당수는 처형 직전 마지막 할 말을 묻는 집행관의 물음에 

술 한 잔과 담배 한 개비를 요구할 정도로 이승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단말마（斷末魔）적인 고통 속에서도 술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그렇게도 

힘들었는가 보다. 망우리 유택（幽宅）에 잠들고 있는 그의 묘소 앞에 술 

한 잔을 올리고싶은심정이다.

‘가미카제’ （神風） 특공대의 하와이 진주만 기습 공격으로 발발된 태평 

양전쟁 때, 조종사들이 출격 직전 일본 천황이 따라주는 술잔을 들고 

죽음으로써 그들의 조국 일본에 충성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는 비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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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에서 엄숙함과 처절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촉한（罰漢）의 맹장 장비（張飛）는 두주불사하는 호 

주가로 탐관오리 독우를 나무에 매달아 놓고 가지를 꺾어 살가죽이 터 

지도록 매질하는 장면은 독자로 하여금 마음을 후련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인류역사의 애환을 담은 술은 없어서는 안 될 불가분의 물 

질로 영원히 지구상에 존재할 것이다.

인간이 만든 최고의 기호품인 술은 예술과 더불어 문명의 상징으로 민 

족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러 종류의 술을 혼합하여 만든 ‘칵 

테일’은 다민족으로 구성된 미합중국의 술이고, 러시아와 같은 추운 지 

방의 술은 ‘보드카’ 같은 독주이다.

우리나라의 전통 술인 막걸리는 우리민족을 빈곤으로부터 해방시켜준 

지도자도 즐겼듯이 농경시대에 사는 농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힘의 

활력소가 되어 오늘날 조국 근대화를 이룬 원천이 되었다고 하면 나의 

비약된 표현일까.

만약 술 없는 이 세상을 상상하여 보라. 그것은 마치 별 없는 밤하늘 

처럼 무미건조하고 삭막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술 

잔을 앞에 놓고 인생을 관조（觀照）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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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와 까마귀

최 복 희

r구리문화」편집위원, 수필가

난데없이 까마귀 떼가 우리 집 주위를 선회하고 있다. 머리가 쭈뼛하며 왠지 불 

길했는데, 여러 날이 지나도 불길한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까마귀에게 친근감 

이 더해갔다. 참새나 까치는 울안을 서슴없이 들락거려도 까마귀는 먼발치서 부끄러 

운 길손처럼 기웃거렸다. 까치들의 텃세에 이리저리 쫓기는 꼴은 가엾기도 했다.

나는 가끔 앞마당에 나와 이들의 행동을 숨죽이고 바라본다. 뜰을 지키던 개는 

졸고 있는 듯 조용하고, 참새 두 마리가 날아와 개밥그릇에 사뿐히 앉아 긴장된 모 

습으로 밥알을 쪼아 먹는다. 그때 덩치 큰 까치가 나타나 남상거리면 눈치 빠른 참 

새는 밥알을 한 입 물고 포르르 날아간다. 순간 개는 눈을 부릅뜨고 까치에게 달려 

든다. 하지만 매어 있는 개의 약점을 아는 까치는 코앞에서 밥 한 톨도 못 먹은 것 

이 분한지 좌우로 서성거린다. 까치의 그런 행동에 약이 오른 개는 허연 이를 드러 

내고 등에 털을 곧추세우며 으르렁거린다. 전봇대 위에서 군침만 삼키며 내려다보던 

까마귀는 밥그릇 싸움판이 끝나기도 전에 날아가 버리고, 나도 그만 동극을 관람한 

기분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선다.

연약한 참새들에겐 남은 밥알을 내주면서도 욕심 많은 까치는 못 먹게 하는 개와 

약자의 먹이를 빼앗으려는 까치, 남의 것에 손대지 않고 치사한 까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자리를 뜨는 의연한 까마귀, 이들도 인간 세상과 다를 게 없지 않은가.

날이 갈수록 까마귀의 울음소리는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주머니의 컬컬한 음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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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들리는데, 가을이면 잘 익은 과일이나 옥수수 등을 쪼아 먹어 농부들에게 해를 

끼치는 까치의 행동은 점점 눈에 거슬렸다.

어느 날인가 뜰에 날아온 멧비둘기를 까치가 갑자기 덮쳤다. 그때 나는 까치를 

겨냥해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냅다 던졌다. 놀란 까치는 멀리 도망도 않고 울타 

리에 앉아 있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비둘기는 이웃집 밭에 내리꽂듯 떨어졌다. 그 

것을 본 까치란 놈은 다시 쫓아가 덮쳤다. 급히 달려가 보니 비둘기는 이미 반사상 

태였다. 이렇게 횡포와 잔악성을 띤 까치는 그동안 사람에게 많은 환대를 받으며 살 

아왔지 않은가. 좋은 인품으로 믿어왔던 사람의 비행을 목격한 심정이었다.

까마귀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었는데 겨울이 지나면서 종내 나타나지 않았다. 어 

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했다. 까마귀가 해조이거나 흉조이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람들은 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방하는 것은 아닌지.

나는 까마귀의 생태계를 알고 싶어 조류 학자에게 전화로 알아보았다.

까마귀는 음식물 찌꺼기나 개구리, 굼벵이 같은 벌레를 잡아먹으며 소나무 숲이 

나 깊숙한 산 속 아무도 모르는 곳에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이다. 우리 집에 들렀던 

까마귀도 겨울에 먹이를 찾아 이동하다가 잠시 머물렀던 것이고, 봄이 되자 번식을 

위해 산 속으로 떠났을 거라고 했다.

그리고 까치는 새 중에 폭군이란다. 이 말을 들으면서 무엇이든 겉만 보고 평가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오해와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까치를 미워하고 싶지는 않다. 비록 사람에게 해를 주기도 하지만 우리 정서에 

좋은 이미지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가뜩이나 환경오염으로 많은 조류들 

이 사라져 가는 이 마당에 새가 사람 가까이서 산다는 자체가 아름다운 일이기 때 

문이다. 다만 까마귀가 우리나라에선 대접받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일본에서는 예부터 까마귀를 신령스런 새로 여기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 쪽에 

서는 도시의 새로 본다고 한다. 시베리아에서는 까마귀가 쓰레기를 먹어치운다고 해 

서 청소새라고 부른다. 까마귀는 또 호두 같은 딱딱한 열매나 조개류를 물고 공중으 

로 날아올라 바위나 아스팔트 등에 떨어뜨려 깨먹고, 먹이를 물어다 비축을 하고는 

쉽게 상하는 것부터 먹는 것이 관찰되었다고 하니 기억력이나 지능이 뛰어난 새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의 풍습, 문화, 문학 속에서는 까마귀를 흉조로 비방하고 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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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면, 모양이 비슷한 것을 빙자해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을 때 ‘까마귀 까치집 

빼앗다’하고, 정몽주 어머니의 시조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에서 

도 왕조 찬탈을 노리는 무리를 까마귀에 비유했다. 까마귀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억울할까. 사람이라면 인권을 모독했다고 아우성이었을 게다.

그래도 한 가닥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까마귀를 효조（孝鳥）로 여겼다는 사실이 

다.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을 반포（反『甫）라고 

한다.

‘뉘라서 까마귀를 검다 흉타 하덧던고 / 반포 보은이 그 아니 아름다운가 / 사람 

이 / 저 새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고 옛 노래를 불러 까마귀를 위로해 주고 싶 

다.

정서가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 이때, 아무쪼록 까치도 까마귀도 우리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의 삶 속에서 까마귀에게 대하듯 외모만 보고 사람을 평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외모보다 속마음이 진실 되어야 하거늘, 나도 누구를 겉만 보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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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움은 세월따라

김 창선

前 동인초교 교감

얼마 전의 일이다. 딸애가 통장을 내놓으며 그 돈으로 유럽여행을 가란다. 

결혼할 비상금이자 지참금으로 내가 줬던 돈이다. 잘 간직하고 있다가 급한 일 

에 쓰라고 준 것인데, 그동안 자식 키우고 직장 다니느라 고생한 엄마 자신을 

위해 쓰이는 것이 좋겠다며 선뜻 통장을 내민다. 이것으로 힘들었던 세월을 조 

금이나마 보상해 주려는 듯한 딸아이의 마음을 받으며 문득 예전의 나와 친정 

어머니가 생각났다.

결혼한 지 1〜2년 지난 때인가 보다. 그동안 내가 드린 용돈으로 부은 곗돈 

을 찾았다면서 당시의 5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고 집으로 오셨는데, 나는 사양 

않고 그 돈을 받아 썼다.

꼭 필요한 돈도 아니었는데. 없어도 그만인 돈이었건만..., 이 철 없던 막내딸 

때문에 우리 엄마는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내색은 않으셨어도 많이 섭섭하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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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란 생각에 지금도 가슴이 아리다.

자식을 낳아 봐야 부모 마음 안다는데, 기를수록 더욱 새록새록 알아지는 부 

모마음에 그리움은 더해가며 못다한 마음만 생각난다.

어릴 적 맛난 것이 생기면 ‘난 아까 먹었으니 너 먹어라’하시던 어머니께 이 

제껏 맛있는 식사를 몇 번이나 챙겼던가 후회되고, 늦게 귀가할 때면 ‘잠이 오 

지 않아 바람 쐬러 나왔다’며 버스 정류장까지 나와 계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선 

연해 가슴이 먹먹해진다.

참외가 나는 이른 여름철부터 감이 익는 가을까지 그리움은 더해진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과일을 보며 계절을 느끼고 그때의 엄마 나이가 되어간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까지 멀어진단 말은 부모와 자식 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움 

은 시간만큼 쌓여가기 때문이다.

결혼하기 전, 부여 낙화암에 구경을 간 적이 있었는데, 어린 아이마냥 즐거워 

하시던 모습이 선할수록 더 자주 모시고 다니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아이들 데 

리고 다닐 때 모시고 다녔어도 되었을 것을. 이 핑계 저 핑계로 동행해 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너희들만이라도 즐거우면 되지’ 하시던 말씀이 귓 

가에 스칠 때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세월 따라 더해만 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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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때, 고3이 되면 봉사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2학년 때 다 해야지 하 

는 중에, 문화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모께서 장애우 문화 체험을 한다고 해서 참가 

한 것이 활동에 함께한 계기였다. 같이 참가한 친구와 모임장소인 시청광장에 도착 

했을 때, 우리가 너무 일찍 온 건지, 학생이라고는 우리 둘 밖에 없어서 함께할 장 

애우들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학생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시간이 지나자, 체험에 참가할 학생들이 하나 둘 시청으로 모였고, 다 모였는지 

체험에 함께 하실 선생님들께서 장애우 체험할 때 입을 셔츠를 사이즈대로 나눠주 

셨다. 받은 셔츠를 갈아입고서 지정된 조로 모였을 때, 체험하는 동안 짝을 이룰 장 

애우를 만났는데, 나는 현｝ ,구리여중을 다니고 있는 재은이와 만났다. 재은이는 귀 

가 불편한 아이였는데： 불편한 것 치고는 너무 밝고 활기차서 만나기 전에는 뭔가 

어색하고 어렵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다. 강화도 
»

를 가는 버스 안에서 학교에서 있던 일도 얘기하고 여자애들이라면 빠지지 않는 연 

애 얘기를 하는 둥 이러저러한 수다를 떨면서 ‘장애우라지만 보통 여자아이들이랑 

똑같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귀여운 여동생을 만난 것 같아서 매우 기뻤다. 뭐 장 

애우라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고, 여동생이 한 명 생겼다는 느낌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문화 체험을 하는 동안에는 강화도에 이 곳 저 곳을 구경할 예정이었다. 짝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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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이와 손을 잡고 처음 간 곳은 덕포진 교육박물관이었는데, 이곳은 조선시대에 강 丄 

화도를 쳐들어온 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포부대 같은 곳을 견학하는 

곳이었다.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는 폭발하는 대포도 아니었고, 또 외국 대포보다 

도 나갈 수 있는 거리가 멀었다고 한다. 또 다른 곳으로 향하는 도중에는 우리나라 

대포를 쐈는데■그것이 나가는데 앞에 있는 나무에 부딪힌 것을"W 수 있어서 보다 

그 당시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식당으로 가서 점심을 먹고 난 뒤, 강화 

역사관에 온 우리는 강화도에 대해 소개를 해주시는 분께서 말씀하시는 강화도의 

역사를 배울 수 있었다. 역사관을 나와 도착한 곳은 후천적으로 눈이 불편하신 선생 

님과 그 선생님의 남편분이 꾸며 놓으신 옛날 학교（교육박물관）에서 옛날식 수업도 

받아 보고 옛날 학교 그대로 꾸며 놓으신 건물 내부를 구경하면서 강화도와 옛날 

학교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 숙소에 도착했을 때, 지정된 방으로 모인 나는 같은 방을 쓰게 된 도 

우미 선생님들과 체험을 같이 참가한 동생들이랑 방을 예쁘게 꾸미고, 같은 학교인 

애도 있고 다른 학교인 애들도 있어서 자기 학교 얘기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저녁식사 후에는 숙소 앞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캠프파이어를 하는 시간 

이 있었는데 게임도 하고 춤도 추면서 재은이 말고도 다른 장애우들과 함께 즐겁게 

놀았다. 그렇게 놀면서 혼자서 가지고 있던 장애우에 대한 편견을 바꿀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았다.

중학교 때에는 토평동에 잃뇬 장애인센터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반 전체가 간 적 

이 있었는데, 그 때는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과 청소 이런 것만 했지 직접적으로 장 

애인들을 만나지 않았》〕때문에, 장애인들을 사귀어 볼 시간이라던가 그런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이 번 활동을 통해서 귀여운 재은이랑 다른 아이들과도 함께 즐겁게 

놀면서, 장애우와 함께 체험한 것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키리 강화도 체험을 온 것처 

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랑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꼈던 것은, 외로움을 보통 사람들보 

다도 조금 더 탄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런 것을 잘 못 느꼈지만, 캠프파이어가 

거의 끝나가고, 도우미선생님들께서 우리들과 함께 먹기，위》찐 옥수수를 나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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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때 쯤,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한 남자 장애우가 모닥불 근처에서 울면서, 1 

박2일이라는 짧은 체험 기간 때문에 즐겁게 지내는 비장애우들과 내일이면 헤어진 

다는 것이 슬퍼 아주 크게 우는 것을 보고, 또 어린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 곳을 다 

니며 구경하는 동안 손을 꼭 놓지 않고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하는 아이들을 보고 

약간은 미안휴 마음도 들고 측은한 마음도 들었다. 다가가서 보련 다른 사람들과 별 

반 다르지 않을 아이들인데, 멀리서 그들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해 그들을 멀리하 

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나도 이들을 만나기 전까지 

는 그런 축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여서 그런지 더욱 그런 느낌이 들었다. 캠프파이어 

가 끝나고 잠이 들기 전까지, 크게 울던 남자아이는 밤늦게까지 울었다고 하니, 여 

간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을 먹은 뒤 다시 차를 탄 우리들은 갯벌센터에 들러서 강화도 갯벌 

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을 배우고 센터 안에 있는 망원경으로 멀리보이는 갯벌의 

생물들을 실제로도 볼 수 있었다. 또한, 나무로 갯벌에 서식하는 게를 만들어 목걸 

이도 만드는 놀이도 하는 등,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갯벌센터를 나와서는 센 

터 앞에 큰 새 모형 앞에서 단체 사진이랑 조끼리 사진도 찍었다. 찍은 뒤, 바로 점 

심을 먹으러 갔는데, 원래는 식후 점심을 먹은 식당 앞 갯벌에서 실제 갯벌체험을 

하기로 되어있었지만, 태풍이 올라온다는 기상예보가 있어서 아쉽게 직접 체험하지 

는 못했다.

장애우 강화도 체험을 마치고 구리로 돌아오면서,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왔다 

가 뜻밖에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 이 경험을 오래 못 잊을 것 같다.

패후"*



구리여고 카누부

- 송한수（구리여자고등학교 교장）

〈환경파수꾼〉지구의 온난화

- 이형옥 / 구리시 미래환경을 생각하는모임 회장

실버동아리 활동

- 권금봉 / 실버문화도우미 회장

- 김순희 / 전래놀이동아리 회장

119



명문학교를 찾아서

구리 - 남양주의 자랑, 

구리여자고등학교 카누부

丄）

송한 수

구리여자고등학교장

구리여자고등학교 카누부 17년의 빛나는 역사

1991년 3월 새 학기와 함께 구리여자고등학교（전임교장 유태우） 카누부가 창단되 

었다. 운동부를 창단한 곳은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구리여자고등학교 카누부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비인기종목으로 어떤 학생선수들을 모집할 것인가, 기대만큼 

소질 있는 학생을 키워내고, 학교의 이름을 빛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유명무실 

하게 활동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하지만 주변의 환경이（미사리 조정경기장） 많은 도움이 되어 어느 새 창단 17년 

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단지 17년이라는 역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동안 많은 카누 

인재를 길러냈고, 전국에 구리시의 명성을 떨쳤다.

조미정（현 국가대표）, 한승（현 국가대표상비군）을 비롯하여 전 국가대표（임수미 

외 4명）다수를 배출하였고 졸업 후에도 각 남양주 시청, 부여군청 및 체육교사 등으 

로 각 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재학중인 선수로는 3학년 （지미슬, 이명희, 이은경, 이한솔）, 2학년（한승, 전유라, 

이슬비, 김현경, 이진영, 김윤지, 김미연）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학생중 （한 

승, 지미슬, 이명희, 김현화, 변영희）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현 국가대표와 국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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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비군으로 비지땀을 흘리며 열심히 노를 젖고 있다.

전국체전 우승까지 매년 각 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 2, 은 1（2004년）,

제8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 1（2005년）,

제8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은 1（2006년）,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은 1（2007년）등 

매년 전국대회와 체전에서 종합우승 및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고 있다.

이렇게 구리여자고등학교 카누부가 성장하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분 

들의 애정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학생들의 선수 선발과 비인기 종목의 관심 

밖의 설움은 선수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조건에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카누 선수 학부모님들의 열정과 

후원 그리고 구리시와 제2교육청, 학교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 

다. 그래서 구리여자고등학교 카누부는 구리시에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카누부 소개

1. 창단연도 - 1991년 3월

2. 최근 입상실적

- 2004. 04. 23 제19회 해군참모총장배 대회 은메달 3회

- 2004. 09. 05 제22회 전국카누선수권대회 종합우승（금1은2동1）

- 2004. 10. 13

- 2005. 04. 22

제85회 전국체육대회（금2동1）

제20회 해군참모총장배 대회 종합우승（금1은1）

- 2005. 09. 11 제23회 전국카누선수권대회 종합우승（금1은3동1）

- 2005. 10. 19 제86회 전국체육대회 금1

- 2006. 08. 04 제24회 전국카누선수권대회 종합우승（금2은1동1）

- 2006. 09. 28 제5회 파로호배전국대회 종합우승（금2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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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0. 20 제87회 전국체육대회 은1

- 2007. 06. 28 제2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종합우승（금1은2동1）

- 2007. 08. 03 제25회 전국카누선수권대회（동3）

- 2007. 10. 11 제88회 전국체육대회 은1

3. 유명인 선수 배출

- 임수미 （전 국가대표, 현 체육교사）

- 이보영 （전 국가대표, 현 한체대재학중）

- 여은미 （전 국가대표, 현 한체대재학중）

- 심영애 （전 국가대표, 현 남양주시청）

- 노수희 （전 국가대표, 현 한체대재학중）

- 김지현외 10명（전 국가대표상비군）

洪 현 주요선수

- 조미정（현 국가대표）

- 현 재학중인 학생 중 과반수 이상이 국가대표 및 국가대표상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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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수꾼〉

지구의 온난화（溫裝化）

이형 옥

구리시 미래환경을 생각하는 모임 회장

구리시에는 시민들 곁에 훌륭한 자연유산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구려유적이 있는 아차산과 조선의 왕릉과 잘 보전된 숲이 있는 동구릉, 

지역의 온도를 식혀줄 수 있는 물을 가득 담고 있는 장자못과 왕숙천, 한강 등이 있 

습니다. 이 자연유산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고 합니다.

요즘 모든 매체를 통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지구온난화

입니다.

이 “지구온난화”란 단어가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며 여러

생물들의 생육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

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미선나무가 겨울에 꽃을 피우며, 개나

리가 한파가 몰아치는 추운 계절에 연

약한 노란 꽃을 내민 것이 안쓰러울 정

도입니다.

또한 매서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 예쁜 모습을 뽐내야 하

는 야생화들이 양지바른 쪽에서는 겨울이라는 계절을 잊은

① 개나리

② 미선나무

③ 벗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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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일찍 꽃봉오리를 터트리는 가려린 모습을 자주 보셨을 꺼예요. 이련 현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산업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로 인해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한 

편리함을 대신해 감수해야 할 지구온난화란 커다란 재앙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며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노력실천하지 않으면 후대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 

게 한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기후변화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고민하던 세계인들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환 

경회의에서 유엔이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여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를 감축하기로 했으나 실행하지 못하자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이를 구체적으 

로 실천할 수 있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란?

대기에서 이산화탄소, 메탄가스와 같은 온실가스(GHG ：Green House Gas)농도가 증 

가해 온실효과가 발생하면서 지구 표면의 온도가 점차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태양이 주는 에너지는 지구 표면을 데우고 나서 다시 우주 공간 밖으로 복사된다. 

이 과정에서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나 이산화탄소(CO,), 메탄(CHJ, 아산화질소(N, 

0)와 같은 기체는 우주로 방출되는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기체들이 에너지를 흡수해 대기를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다.

만약 온실가스가 없다면 지구 표면에 반사된 열이 모두 우주로 빠져나가 지구의 

기온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내려가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된다. 

지구온난화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들이 대기 중에 과다하게 방출되면서 발생 

한다. 지표면으로 흡수되는 복사열의 *1 증가하면서 지구 표면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구온난화이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최근 100년 동안 평균기온 상승폭이 섭씨 1.5°C로 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폭보다 두 배나 높다. 1990년대 겨울은 1920년대에 비해 약 한 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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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짧아진 반면 여름과 봄은 길어져 개나리와 벚꽃 같은 봄꽃의 개화시기가 빨라졌 

다.

또 세계적으로는 최근 몇 년간 rc 상승은 매우 급격한 변화라 할 수 있다. 가장 

큰 영향은 해수면 상승이다. 극지방의 빙하가 감소하여, 20세기동안 북극 빙하의 

40%가 사라졌고, 해수면은 0.17m가 상승했다. 바다표범과 물개, 빙하 위에 사는 동 

물들은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고, 소도서국인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 

가 시작되었다. 과학자들은 북극곰이 100년 이내에 멸종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며 

해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해일과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아프리카지역은 

장기간의 가뭄으로 많은 지역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

뜨거운 냄비속의 개구리는 금방 뛰쳐나온다. 그러나 미지근한 물속에서 서서히 

데워지는 개구리는 한참 있다가는 삶아져 죽고 만다. 석유 고갈이나 지구온난화현상 

은 어찌 보면 너무나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무것 

도 하지 않으면 서서히 가열되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영화『투모로우』와『불편한 진 

실』의 경고 메시지가 바로 현실이 될 것이다.

다른 예를 들면 얼마 전 방송에서 소와 사자 중 누가 방귀를 많이 뀔까라는 문제 

가 출제된 적이 있다.

사자는 육식동물, 소는 초식동물이다. 많은 출연자들이 육식동물인 사자가 단백질 

성분을 많이 먹기 때문에 냄새도 지독하고 많은 가스를 방출 할 것이라고 했다. 그 

러나 정답은 소였다. 사자보다 장의 길이가 긴 소가 온난화의 주범인 메탄가스를 더 

많이 방출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사회 이슈화된 소의 트림과 방귀에 대해서 알아 

볼까 한다.

가축들이 내뿜는 트림이나 방귀에 세금을 물린다는 소식

1. 트림과 지구 온난화』

‘소 트림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사실이다. 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메탄가스의 

약 20%는 트림에서 나온 것이다. 메탄은 대표적인 온실 기체이므로 소의 트림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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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온난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을 반추 동물이라고 하는데, 반추 동물이 먹는 풀에 

는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은 섬유질을 소화하지 못하지만 

소나 양, 염소, 낙타와 같은 동물들은 섬유질을 거뜬히 소화한다.

그 비밀은 이 동물들의 위에 있다. 반추 동물은 여러 개의 위를 가지고 있는데, 앞 

에 있는 위에서 먹이를 먼저 발효시켜 섬유질을 소화하기 쉽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메탄은 반추 동물이 트림할 때 체외로 방출된다.

풀을 주로 먹는 저개발국의 소들은 우유 생산량 1kg당 연간 50〜60g의 메탄을 발 

생시키는데, 이는 사료를 주로 먹는 선진국 소가 방출하는 메탄의 세 배가 넘는 양 

이다. 이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소의 소화 능력을 증진시켜 트림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특별한 성분의 복합 영양소를 활용하여 소의 소 

화 능력을 증진시켜 메탄 발생량을 줄이고 우유 생산량을 30%정도 증가시켰다. 우 

리나라에서도 소의 트림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연구 중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질산나트륨과 같은 발효 조정제를 사용하여 메탄 발생량을 최고 18%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와 반대로 동물 중에서 메탄가스가 들어 있지 않은 방귀를 뀌는 동물이 캥거루 

다. 캥거루가 다른 동물과 똑같은 풀을 먹는대도 메탄가스를 내보내지 않는 것은 캥 

거루 위에 살고 있는 특별한 박테리아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 과학자들은 그 수 

수께끼를 풀기위해 캥거루 위속에서 약 40종류의 박테리아를 분리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박테리아가 그런 역할을 하는지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가 성공하면 그 박테리 

아를 다른 가축의 위 속에 넣어서 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기체를 줄일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지구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 

이고 우리 지역의 자연유산을 지키고 보전하는 것입니다.

구리시에 있는 장자못, 왕숙천, 한강, 동구릉, 아차산 이야말로 구리시민을 지켜주 

는 시민의 건강센터인 동시에 구리시와 대한민국을 지구온난화에서 지켜주는 고마 

운 자연유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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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살리는 8가지

2. 공기를 순환해야...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는 평균 26 〜28°C. 하지만 냉방이 심하다 싶은 곳의 평균 

온도는 24.7°C로 실외온도와 5〜6°C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에어컨을 켜고 

실내에서 따듯한 차를 마시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게 전기 소켓에서 흘러나오는 전 

기가 산성비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고, 연어를 멸종시키며, 핵폐기물을 유발한다. 

그러나 선풍기는 약한 바람으로 피부의 수분을 증발시켜 시원함을 느끼게 하며 부 

드러운 공기순환을 일으켜서 방을 시원하게 만들고 공기가 순환하지 않는 방보다 

2〜3°C 가량 온도를 낮춰준다. 선풍기는 가장 강하게 틀었을 때도 50〜75W의 전기 

를 소비할 정도로 매우 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중형 크기의 에어컨이 

소비하는 전기량의 1/10에 불과하다. 선풍기를 사용하며 실내온도를 rc만 낮춰도 

84만Kw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고 연간 약 2조 원을 아낄 수 있다.

3. 지구가 파멸되기 전에...

플라스틱 용기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면서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 

고 있다. 환경호르몬은 내분비계 기능을 방해하는 화학물질로 다이옥신과 DDT, 플 

라스틱용 가소제들이 이에 속한다. 특히 플라스틱 용기를 만들 때 모양을 변형시키 

는 가소제는 인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불임, 성장발육장애, 발암 등 심각한 위 

험성을 안고 있다. 플라스틱 저장 용기나 일회용 용기는 환경에도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다.

플라스틱을 땅에 묻으면 토양의 미생물들이 호흡할 수 있는 공기층이 차단되어 토 

양이 자연계에서 순환되는 흐름이 방해를 받는다. 또한 주방용 포장도구인 랩, 플라 

스틱 용기 등은 태웠을 때 다량의 다이옥신을 대기에 방출한다.

유리그릇은 건강상 안전하지만 다루기가 무섭고 불편해 그동안 외면당해 왔으나 

최근에는 강화유리, 내열유리등 열과 충격에 강한 유리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4. 환경도 담으세요

우리나라 한 가구당 한 달 비닐봉지 소비량은 평균 50〜70장. 그러나 편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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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비닐봉지 1kg이 이산화탄소 5.78kg을 발생시킨다. 또한 비 

닐봉지는 생산과정에서의 자원소비, 소각시 다이옥신 및 유해물질 발생, 매립시 토 

양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미국 한 나라에서만 비닐봉지와 종이 쇼핑백을 만드 

는데 한 해 1200만 배럴의 석유와 1400만 그루의 나무를 소비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의 8만여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를 위해 들이는 돈이 1년에 자그마치 1200억 

원에 이른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장바구니이다. 서울환경연합에서 지난 1998년부터 10 

년째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들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리바이스코리아 등 많은 

기업에서도 환경 캠페인에 찬성하는 의미로 일회용 쇼핑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에 

코 쇼핑백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5. 내 몸과 지구를 동시에 지켜라

유기농 농법이란 화학비료, 유기 합성 농약, 가축사료 첨가제 등 합성 화학물질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천연 비료와 천적, 미생물 등 자연 그대로를 활용하는 농법을 

말한다. 유기농 식품이나 제품은 생태계를 유지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대량 • 속성 재배를 위해 사용되는 현대 농업의 제초제, 비료, 살균제, 살충 

제 등은 우리의 건강은 물론 토양과 수질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까지 위협한다.

제초제의 60%, 살균제의 90%정도가 발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농 

약은 살아 있는 생명체를 죽이고 흙과 물을 오염시킨다. 수질악화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질소 비료의 과다 사용과 농약에 따른 오염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80년대부터 유기농이 시작되었지만 빛을 보지 못하다가 불과 몇 년 전 

웰빙 바람을 타면서 확산됐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 우리 식탁 위의 먹거리부터 유기 

농으로 바꾼다면 이것은 흙과 물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또 하나의 환경운동이다.

6. 신나게 밟아라

자동차 1대가 1년 동안 내뿜는 이산화탄소, 질소 산화물 아황산가스등의 배기가스 

는 평균 약 1톤 정도이며 교통체증이 심해 주행속도가 시속 17km 정도까지 떨어지 

면 배기가스 배출량이 최고 4배까지 증가한다. 현대인이 자동차 없이 살기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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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 그러나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한 

다면 어떨까? 특히 자전거는 배기가스를 배출하지도 않고 에너지 효율도 높은 훌륭 

한 교통수단이다. 에너지 효율로 따져 봤을 때도 자전거는 지금까지 인류가 발명한 

교통수단 중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다.

물론 자전거 전용차선을 만들거나 자전거 보관소를 만드는 비용이 좀 들겠지만 자 

전거는 이동하거나 주차할 때 작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에 비하 

면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 승용차 1대가 달리는 차선 하나면 자전거는 5대가 이용 

가능하고 승용차 1대의 주차공간이면 자전거 12대를 놓을 수 있다. 저전거 바퀴가 

신나게 돌아갈 때 세상은 건강해지고 지구는 더 맑아질 것이다.

7. 걸어서 집까지

4층 이하의 계단은 걸어서 이용하고, 고층은 사용 시 닫힘 버튼을 자제한다면 한 

사람당 한 달에 2,784원, 1년이면 33,408원을 절약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는 무려 1년 

에 64억 원 정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닫힘 버튼의 경우 그 사용만으로는 전 

력량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닫힘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만큼 엘리베이터의 가동 횟 

수가 증가된다. 엘리베이터의 경우 정지나 출발할 때 더 많은 전력이 소비된다.

현대인들은 5층 이상의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한다. 심지어 2,3층을 올라갈 때도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탄다.

한 층을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전기요금을 월간 최대 23.6%절약 할 수 

있다. 꼭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계단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실천이 훨씬 쉬울 것이다.

8. 태양의 선물

빨랫줄은 태양과 풍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기와 천연가스를 이용할 때 나타나는 

모든 환경적 악영향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발랫줄을 이용하는 가정은 미국의 경우 

불과 15%밖에 안 된다. 나머지 85%는 건조기를 이용해서 빨래를 말린다. 건조기 1 

대에 지출되는 1년 전기세는 약 8〜9만 원 정도이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약 100만 

원 정도의 전기세가 나간다.

1997년 뉴잉글랜드의 학생들은 핵 발전 반대시위 중 행동의 하나로 빨랫줄에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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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사회는 바로 우리의 뒷마당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메시지 

를 담고 있다. 빨래를 널던 마당은 이제 아파트 베란다로 변했고 빨랫줄은 시멘트 

천장에 고정시킨 철제 건조대로 변했지만, ’빨래를 너는 공간은 환경을 지키는 특별 

한 공간임에는 변함이 없다. 대체 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인류에게 빨랫줄 만 

한 대안은 없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1시간 15분 동안 받는 에너지는 인류가 1년간 

사용하는 에너지 총량과 같다고 한다. 빨래를 빨랫줄에 널어 태양에너지와 만나고 

있는 한 지구는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이 있다 할 것이다.

9. 지구를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

나무가 자라난다는 것은 그만큼 대기 중에 있던 온실가스가 나무로 옮겨져 저장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숲은 지난 한 해 동안 약 4,0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 • 저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 가정에서 배출한 총 온실가스의 약 

75%에 해당한다는 막대한 양이다. 그러나 인간은 무분별하게 나무를 베어버리고 방 

심과 부주의로 산불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해마다 그리스와 벨기에의 면적을 합 

한 약 1만 6천헥타르 크기의 열대우림이 화재나 벌목으로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 

에서도 매년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해당되는 면적의 삼림이 사라지고 있다.

삼림파괴는 이산화탄소의 중요저장고를 훼손하고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성 

을 해치는 행위이며 또한 기후와 계절의 균형을 깨뜨린다. 게다가 숲이 파괴당해 지 

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다의 이산화탄소 저장량 또한 줄어든다. 때문에 

오늘날 바다의 생물체는 불과 50년 만에 1/10로 줄어들었으며, 20세기 초 재배되던 

식용작물의 75%가 사라졌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간다면 21세기 중반쯤에는 오늘날 

동식물 종의 50%가 결국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남 

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지구 온난 

화를 막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나무를 심는 것일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 월간 숲 （생명의숲 국민운동）

- 소방귀에 세금을? （디딤돌. 임태훈 지음）

- 에너지.기후 （푸른경기 21실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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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세대의 반란~

구리문화원의 실버동아리

‘눈꽃송이’와 ‘검정 고무신’을 소개합니다.

구리 문화원의 실버 동아리는 한국문화원 연합회의 복권기금사업 인 “땡 땡땡 실버문화 

학교”에 공모, 당선되어 추진된 실버문화사업의 과정으로 탄생하였다.

복권기금으로부터 2년 간 약 3,5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실버문화학교를 전 

담하는 실무자를 배치하여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체험활동 및 현장실습을 추진,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2개의 동아리가 생겨난 것이다.

첫 번째 동아리인 ‘눈 꽃송이’는 2006년에 결성된 동아리로서 하우스매니저 기본 

교육을 이수한 노인들이 공연문화 분야에 기여하여 자신감을 되찾고 관내의 각종 

공연 및 전시, 행사 등 지역문화 속에서 사회봉사의 자부심과 소득창출의 기회를 마 

련하는 1단계 교육을 마치고 2단계 프로그램인 현장실습과 체험을 통해 경험을 쌓 

아 실전에 투입되었고 2007년에는 동아리 활동으로 구리시 코스모스 축제, 평생학습 

축제, 구리문화원 각종 행사, 지자체 행사, 실버문화사랑 축제, 도 민속예술제, 관내 

의 각종공연에 도우미로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고 계신다.

2007년 동아리 활동은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는 일이므로 적절한 서비스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서비스 역량이 강화되었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역할극으로 미리 경험함으로써 현장에서의 두려움이 줄어들어 자신감을 

높이게 되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에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고 

더불어 봉사에 대한 자부심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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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 내에서 문화도우미로서의 인지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구리문화원에서 

추진 중에 있는 ‘시니어 클럽’을 통하여 더 많은 활동기회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회원들의 히의 모습이예요~)

〈오늘 하실 일은요〈공연에 앞서 홍보 포스터를

(공연담당자에게 설명을 듣는 모습〉 ＜다도와 함께~~〉

〈정동극장에서 전통공연 관람 후〉 〈평택 웃다리 문화촌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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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이어 2007년에는 이미 결성되어 왕성한 활동을 하는 ‘눈꽃송이’와 더불 

어 또 하나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전래놀이 등이 점점 퇴색화되어가고 인구별 계층의 고령 

화와 세대간의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접근성이 수월한 전래 놀 

이를 매개로 1,2,3세대를 통합시키며 신체적, 문화적 활동을 통해 건강성을 증진시 

켜 사회봉사와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래놀이 지도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 

적으로 시작된 실버 문화학교는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 

통문화와 전래놀이를 이해하는 교육을 통하여 노인들이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하여 

자신감을 되찾고 지역문화 속에서 사회봉사의 자부심과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함 

을 목적으로 하였다.

총 18명（남:4명, 여 :14명）이 교육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18명 모두가 수료하였으 

며 수료 후 전래놀이지도사 자격시험을 통하여 ‘전래놀이지도사’ 명함을 만들어 줌 

으로써 성취감을 맛보게 하고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여 드릴 수 있었다.

또한 관내의 평생학습축제, 동구동 축제, 코스모스 축제, 실버문화사랑 축제 등 다 

양한 축제에 참여하여 부스운영 및 전래놀이를 체험하는 부스를 운영해 봄으로써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었다.

유치원, 초등학교, YMCA어린이집, 무료공부방 등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래놀 

이 체험학습을 해 줌으로써 ‘나도 유용한 존재구나’라는 자존감과 ‘나도 할 수 있 

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게 되었다. 평택문화원 웃다리 문화촌에서의 현장견학은 실버 

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주고 문화원간의 교류와 실버들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었으며 갈매초등학교에서의 마당극 공연에서는 ‘검정고무신’이 오프닝 마당을 

열어 주었으며 ‘눈꽃송이’ 에서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우수하게 해 냄으로써 현장에서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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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래놀이 지도사 개강식） 〈풀꽃으로 만든 왕관이예요〉

（ 풀잎으로 만든 배~〉 ＜ 수수깡 안경을 만드는 중~〉

＜짚으로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은행잎으로 예쁜 옷을 만들어요〉

（굴렁쇠 굴리기 연습 중~〉 ＜우리 전통문화 맛보기-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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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문-현장실습〉 〈 할머니가 도와줄께~ 한지제기 만들기〉

（축제-한지 제기 만들기 체험〉 （실 버사랑축 제〉

〈 축제-투호 던지기〉 （작품 전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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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눈꽃송이’는요〜〜

권금 봉

실버문화도우미 회장

2006년. 당시 68세였던 나는 자영업을 청산하고 집에서 무 

료하게 지내다 보니 ‘아직 할 일이 많을 텐데......’ 라는 생 

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마침 지역 신문에 자원봉사자 모집기사를 보고 구리 

시 자원 봉사 센터를 방문하여 지원을 하게 되었고, 곧바로 

결식아동과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기 시작했습니 

다. 그 동안 일과 씨름하며 지내느라 봉사에 대한 생각은 있 

어도 쉽게 마음 먹어지지 않았었는데 봉사활동을 시작한 뒤로 마음이 많이 따뜻해 

지며 남을 위해 내 손으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게 됐지요.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던 어느 날 노인복지회관의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구리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실버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해 보라고 추천을 해 주 

시더군요. 제게 또 하나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교육내용은 공연 도우미를 양성하는 과정이었는데 음악이나 공연에 대한 이론교육 

을 받고 연극 공연, 음악회, 영화 감상, 전시관 등을 관람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교 

육을 받는 동안 내내 행복했습니다. 한꺼번에 문화의 향수에 푹 젖어 있었으니까요. 

그 후론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교육을 받은 20여 명과 함께 ‘눈꽃송이’ 란 

동아리를 결성하여 그 동아리를 이끄는 회장이 되었으니 틈틈이 회원들 챙기랴, 공 

연도우미로서 활동하랴, 바쁠 수밖에요.

그리고 구리시의 많은 공연들, 지자체의 축제들,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실버사랑축제, 구리문화원의 많은 행사장에는 저희 ‘눈꽃송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는 구리시민에게 많이 알려져 유니폼을 입은 저희 실버들의 서비스가 낯설지 않게 

된 것이죠. 가끔은 우리 회원들이 그동안 살아온 환경과 생각이 달라 동아리를 이끄 

는데 힘이 들 때도 있지만 공연장에서 황혼의 나이에 유니폼을 입고 관람객들의 

안전과 장내에서의 질서 등 모든 것을 주관하고 활동하는 회원들의 모습을 보면 정 

말 아름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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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도우미는 공연（행사）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할 정도로 큰 역할을 합니다.

공연도우미가 있음으로 해서 좀더 편안하고 집중적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공연장의 시설 등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공연（행사）의 품위를 높여주게 

됨은 당연한 것이죠.

무사히 공연이 끝나고 서로 “수고했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눌 때면 너무나 행복합 

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한다면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면서 우리 문화도우미들은 열심 

히 우리고장에 문화예절을 위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137



우리 ‘검정고무신’은요~~

우리 동아리는 구리문화원에서 2007년 복권기금을 지원받 

아 운영한 프로그램에서 탄생된 전래놀이 지도사들의 모임 

이랍니다.

김순희
전래놀이;아리 회장 전통문화와 전래놀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전래놀이 강

습 지도요령 등을 익히고 타 지역, 타 단체의 지도현장을 직 

접 체험하면서 전래놀이 지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 전 

래놀이 지도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마련하는 교육이 2007년 6월 1일부터 

17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단계 교육이 끝난 후 공부방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 

등, 현장실기수업을 하면서 전래문화에 관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택문화원탐방, 동구동 축제, 코스모스축제 , 전국실버축제 ,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 

면서 전래놀이지도사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지요.

무더위 속에서 힘들게 수업하던 전래놀이수업은 어느덧 시원한 가을을 맞이하여 

지도사자격증을 새로 이전한 동구동 새 원사에서 그것도 첫 번째로 수여받게 되었 

을 때 지도사로서 당당한 긍지를 갖게 되어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구리문화원에서 실버들을 위하여 전래놀이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하여 

지금도 깊이 감사하고 있으며 항상 문화원의 수업내용을 잘 살펴서 좋은 기회를 선 

택하도록 주위 분들에게도 권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수료 후 처음으로 구리장애인복지관의 한마당큰잔치를 저희 검정고무신동 

아리 회원들이 합심하여 무사히 치러내고 서울을 비롯하여 타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문의와 의뢰를 해 오고 차츰 강의를 해나가면서 점차 자신감과 보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에는 인터넷, TV가 없었고, 지금같이 장난감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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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어릴 적만 하여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가방을 마루에 던져놓고 친구들과 골 

목길에서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추위도 아랑곳없이 놀았습니다.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땅따먹기를 비롯하여 구슬치기, 딱지치기. 닭싸움, 말뚝 박 

기 등 누구나 흔히 놀았던 놀이의 이름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신체를 사용하고 몸을 부딪침으로 친구들과 깊은 유대감과 동료의식을 

갖게 되고 게임의 규칙도 익히게 되었습니다. 생활주변과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 

는 재료를 이용하여 놀이감을 만들면서 자연의 소중함과 신비함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놀이의 형태나 규칙들이 조금씩 변형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조상들의 지혜와 정신이 담겨져 내려오는 전래놀이도 많습니다.

‘검정고무신’동아리는 세대 간 벽을 허물고 자연에서 스스로 놀이감을 찾아 만들 

고 올바른 사회 규범, 창의력과 바람직한 인간성을 전래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익혀나가는데 작은 힘을 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 특히 전두엽의 뇌신경 

회로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가장 왕성하게 발달되고 사춘기경험을 좌우하는 판단능 

력도 이때 갖추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학원과 컴퓨터와 TV앞에서 우리의 미래가 바삭거리며 말라가 

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2008년 ‘검정고무신’ 동아리는 앞으로 구리시의 여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구리시의 관광문화에도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전래동화, 전래음악, 

전래음식, 속담채집, 생활예절 등 심화교육을 꾸준히 받을 것입니다.

구리 • 남양주장애인복지관을 통해 발달장애아동들의 방과 후 수업을 지도하고 있 

으며 , 청소년수련관에서 겨울방학특강으로 전통놀이 체험학습을, 봉사센터에서는 정 

상아와 장애우가 함께하는 수업을 통해 따뜻하고 보람찬 2008년 한 해를 시작하였 

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상설 문화체험공간이 만들어져서 언제든지 그네와 널 

뛰기, 떡치기를 할 수 있고, 전통혼례예식 및 다도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옛것을 즐 

기고 지켜나갈 공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구리시에도 이런 문화공간이 만들어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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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바라고 검정고무신은 2008년 한 해 동안 전래놀이를 열심히 보급하고 홍 

보하고 사회봉사도 하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터’닦기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또 교육을 통한 전래놀이 보급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젊은 실버들의 앞길을 닦 

아가고 있다는 긍지를 갖고 검정고무신을 신고 신나게 돌아다닐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가 불변의 중심이 되어 여러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강한 문화민족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고, 남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실버’라는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게 하였고 젊은이들보다 더욱 열정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회원들의 정신연령은 아직 ‘꽃띠’니까요 새*스 ?

지금은 초록빛 어린 새 싹 같은 새내기 동아리지만 앞으로 멋지고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검정고무신’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V 대문을 활짝 열고 환영합니다.

구리문화원 홈페이지— 단체모임—커뮤니티 소모임—검정고무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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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시민백일장 최우수상

그리 引 부문

이희우（동구시립어린이집） 이주원（동구초교 1-2） 강다혜（수택초교 2-6）

신샛별（인창초교 3-5） 김진솔（장자중 2-1）

윤종현（구리조교 6-1） 문선아（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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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시민백일장 최우수상

X아^ 
④ 가』^k"그

사진부 문

〈최우수〉김호철（일반부）

〈우수〉이행종（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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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백일장 I ＜시-최우수상＞

글짓기 부문

어머니

눈을 감아도 난 알아요.

엄마의 숨소리만 들어도

기쁜지 슬픈지

눈을 감아도 난 알아요.

멀리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

눈을 감아도 난 알아요.

내 볼을 어루만지는 손길이

누구의 손길인지

눈을 감아도 다 알아요.

김은 진

동구초등학교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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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백일장 I ＜산문•최우수상＞

효도

국 찬호

동인초등학교 5학년

구름 한점 없이 맑고 푸른 지난 11월 19일 아침, 나는 들뜬 기분으로 일어나 머리 

에 젤을 발라 빗질하고 나비넥타이를 멋지게 맨 후 신나게 달려갔다.

그날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회혼식 날이기 때문이다. 결혼하신지 60년이 되셨다.

전주 향교 넓은 마당에는 전통 혼례식장이 차려졌다. 큰아빠, 큰엄마, 고모네는 벌 

써 오셔서 바쁘게 준비하시고, 작은 아빠는 오시는 손님을 안내하고 계셨다. 나는 

오랜만에 만나는 사촌누나를 고모로 착각하기도 했다. 어느새 향교 마당에는 손님 

들로 가득했다.

사회자가 “신랑입장”하고 외치자, 아빠, 삼촌, 큰 아빠께서는 할아버지를 가마에 

태워 식장을 한바퀴 빙 돌아 모셔 왔다. 그 가마 앞에는 친척 꼬마들이 청사초롱을 

들고 앞장을 서 걸었다. 그리고 볼에 연지를 예쁘게 바른 할머니도 예쁘게 생긴 가 

마를 타고 입장하셨다. 두 분이 예쁜 한복을 입고 계시니 멋진 예식장에 신랑, 신부 

같았다. 할머니는 새색시처럼 다소곳하게 서 계셨다. 내 동생은 카메라맨이 되어 

‘찰칵 찰칵’ 명장면을 찍는다고 이리 저리 뛰어 다녔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 

절을 하고, 축배도 마셨다. 참 즐거운 표정이셨다. 그 행복하신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전통혼례 철은 두 번씩 （겹배 : 남자 2번, 여자 4번）한다는 법을 배웠다.

절을 할 때마다 할아버지께서는 술을 한잔씩 받아 드시며 “마음 편하고 건강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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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백일장 I 싼문•최우수상＞

손자대표로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편지를 읽어드렸다.

“할머니를 생각하면 주름살이 먼저 생각나요.” 하며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또 “할 

아버지, 할머니 오늘은 행복하고 뜻 깊은 날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할머니께 

뽀뽀를 한번 해주세요, 네 !”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허허허”웃으시면서 자연스럽게 

뽀뽀를 하셨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념촬영을 했다.

350년이 된 은행나무 앞에서 친척이 모두 모여 사진을 찍었다. 노오란 은행잎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우리 대가족은 저녁을 먹고 윷놀이를 하며 놀았다. “모야, 모!” 복이 왔다 싶으면 

동생에게 “앗싸! 모야!” 하면서 복이 다시 갔다. 할아버지, 큰 고모부는 “모구나! 

윷이야!” 하며 응원해주셨다.

우리 친척 형제들은 TV를 보다 하나 둘 쓰러져 잠들었다.

꿈속에서 회혼식을 하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기도드렸다.

‘할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찬호야, 밥 많이 먹어라 하시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진지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전주 향교를 지키는 삼백오십년 된 은행나무처럼, 오 

래 오래사세요’하며 기도했다.

추석, 설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은 첫눈의 설렘처럼 기다려진다. 나는 많은 

친척들이 나의 울타리이고 운동장이라고 생각한다. 난 우리 대가족이 좋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너무 너무 사랑한다. 앞으로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전화도 자주하고 학교에서 배운 노래도 불러드리고 싶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입가에 웃음이 넘칠 때 그것이 바로 ‘효’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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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백일장 I〈동화-최우수상＞

약속

하은 영

인창중학교 2학년

어느 한적한 숲 속에 새끼악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새끼악어에게 악어새 한 마리가 찾아왔어요.

“악어님, 제가 악어님의 이빨을 청소해주는 대신 제가 악어님 이빨■의 먹이 

를 먹는 동안 절 잡아먹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였어요.

그러자 새끼악어는 “좋아! 악어새야!”라고 웃으며 흔쾌히 허락했어요.

몇 달이 지난후 새끼악어는 어느새 악어새가 자신의 이빨을 청소해주는 것 

이 귀찮고 오히려 악어새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손해인 것 같이 느껴졌어요.

결국 새끼악어는 악어새가 이빨을 청소해주러 자신의 입속으로 들어오자 입 

을 닫아버려 악어새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며칠 후, 새끼악어는 친구들과 놀러 갔어요.

그러나 친구악어들은 새끼악어와 놀려고 하지 않았어요.

친구악어가 말하였어요.

“새끼악어야, 너 이빨을 청소하지 않았구나! 너의 입에서 냄새가 나고 지저 

분해서 너와 놀기 싫어 !”라고 말하였어요.

새끼악어는 울면서 돌아가며 말하였어요.

“흑흑! 악어새와 한 약속을 어기지 말았어야 했어.....”라며 후회했어요.

-약속은 개인의 약속이자 넓게는 사회적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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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

오은 아

서울 삼육중학교 3학년

동북오씨 34대손, 본가는 여기서 멀지 않은 조안면 능내리에 있다.부끄러운 이야 

기지만 큰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이혼하셨고, 친척언니는 일찍이 별거를 시작했다. 

작은 아버지는 작년에 중국으로 이민을 가셨고, 다른 삼촌들도 각자 일에 바쁘셔서 

명절 때도 한자리에 모이기가 힘들다. 그래서 엄마는 명절 때마다 할머니와 온종일 

부엌에 발을 붙이고 꼼짝도 못하신다. 음식장만 하랴, 상 차리랴, 과일 깎아 내오랴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명절 때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음식도 같이 만들고 힘든 일은 나누어서 한다면 엄마는 이제 명절 

이 괴롭다고 느끼지 않으실 텐데.... 그때마다 나는 우리 가족들이 조금만 더 협동심 

을 길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요새 엄마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지붕 누수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꼭대기 증인 

우리 집과 옆집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공동체의 문제이니 함 

께 해결해야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 팽팽하게 대립하는 의견 차이 때문이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수많은 문제에 당면한다. 

zW 때마다 서로를 배려하며 한 발짝씩 맞춰 나가는게 협동의 자세인데 현대인들 ＞ •
은쯔1런 자세가 부족한 것 같다. 협동은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 나 자신의 편익만 

생각한다면 절대 협동할 수 없다. 우리 가족들이 조금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 

진다면 모두가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을테고, 이웃들이 서로를 이해하 

고 자신의 일처럼 생각한다면 한 지붕 아래 얼굴을 붉힐 일도 없을 것이다. 배려와 

협동은 함께 공존하는 삶의 원리이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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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하며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아름답다. 산란기가 되면 떼를 지어 강을 오르는 

연어들도 아름답고, 한 땅에 뿌리내린 나무들이 모여 이룬 삼림도 아름답다. 우리의 

자연은 서로가 함께 숨쉬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혼자서만 햇빛을 받기 위해 

너른 땅 위에 덩그라니 자라난 한 송이 꽃은 아름답다고 볼 수 없다. 꽃들의 모양새 

가 어설프더라도 옹기종기 모여 이루어낸 꽃밭이 풍겨내는 향기로움에 흠뻑 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굳이 눈을 즐겁게 해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더라도 우리 생활에서 협동을 통 

해 일궈낸 산물이 얼마나 값진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많다.

난 어릴 때 달리기 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는데 알궁둥이를 허옇게 내비치고 볼일 

을 보다가도 아빠가 달리기 시합을 걸어오면 냅다 일어나 언덕 까마득한 저 아래까 

지 달음질치곤 했었다. 초등학교 때에는 장애물 달리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달리기 

라면 내심 자신 있었던 터라 손목에 1등 도장이 찍힐 생각에 기분이 들떠 있었다. 

그런데 웬걸, 마지막 관문에 도달해 펼쳐 본 쪽지에 쓰인 ‘할머니와 함께 결승전까 

지!’ 그때 나는 할머니 손을 붙잡고 모자란 숨을 골랐을 정도로 천천히 걸었던 것 

같다. 그 때 찍힌 4등 도장이 왜 50rn달리기에서 찍힌 1등 도장보다 더 뿌듯하고 자 

랑스러웠는지..... 지금도 문득문득 나무 타는 냄새처럼 아련히 풍겨오는 그 기억은 

한번씩 나를 웃게 만든다. 헙동의 결과에는 낙오자가 없기에 모두 웃을 수 있는 것 

같다. 그때 내가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와 무조건 1등 도장을 위해 뛰었더라면..... 

뒤쳐져 내 동선을 따르는 할머니의 흐려진 눈동자를 생각해보면 목구멍까지 슬픔이 

차오르는 기분이 든다.

협동한다는 것은 어쩌면 함께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일지도 모른다. 살아 

툴 배경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I력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좁은 의미 

의 협동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타협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사시사철 새로운 기 

쁨을 안겨주는 이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서로가 주어진 시간에 가장 아름다 

운 모습을 보여준다. 또 다른 계절을 위해 물러설 수 있는 것. 자연의 일부인 우리 

들도 사계절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세상은 진정 아름다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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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꿈

김 혜인

서울삼육고등학교 2학년

시골에 사는 사촌동생이 서울구경 온다고 우리 집에 놀러온 적이 있었다.

심심하다는 동생들을 달래주기 위해 빌려온 영화가 ‘드리머’였는데, 그 영화를 빌 

린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배우인 다코다 패닝이 나오기 때문이었다. 그 이유가 전부 

였다. 그런데 그 영화는 기대이상이었다. 동생들이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펑펑 

울었던 감동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영화의 내용은 주인공인 다코다 패닝은 망 

해버린 목장을 소유한 아버지의 딸이다.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경마장에서 일하시 

다가 다리가 부러져 달릴 수 없게 된 한 마리 말과 함께 쫓겨나신다. 그 말의 이름 

은 스페인어로 소냐도르, 영어로 드리머라는 뜻인데, 즉 꿈꾸는 자라는 뜻이다. 우 

여곡절을 겪은 끝에 주인공인 다코다 패닝은 소냐도르를 훈련시켜 세계최고의 말들 

의 경주에서 우승하게 된다. 그 영화에서 경주하기직전 다코다 패닝은 소냐도르의 

눈을 보며 이렇게 말한다.

“소냐도르! 아빠, 엄마의 꿈을 우!해, 할아버지의 꿈을 우］해, 아저씨의 꿈을 우!해, 

그리고 너와 나의 꿈을 위해 달려줘.”

나도 다코다 패닝처럼 어렸을 때 마음속에 간직한 꿈이 있었다. 하얀 천사, 의사였 

C부엄마, 아빠는 내가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뿌듯해 하셨고, 조부모님을 뵈러 

지》•병원에 갔던 나는 의사들을 볼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래서 의사가 되고 싶었고, 가운을 입은 내 모습을 상상하며 행복해 했다.

중학교에 진학해서는 과학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과학 공 

부와 실험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 과학 선생님도 그런 나를 많이 도와주셨고 과학 

고등학교도 소개해 주셨다. 나는 과학고의 과학에 대한 열정과 커리큘럼이 너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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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들었고, 중학교 때의 나의 꿈은 오직 하나였다. 과학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 

이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모든 시간, 노력, 열정을 꿈에 쏟았고 힘들었지만 즐 

거웠다. 과학고에 진학한 나를 상상하면 뿌듯했고 가슴이 뛰었다. 힘들었지만 밑에 

서부터 올라오는 뜨거운 무언가가 1년 동안의 나를 이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 

학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눈물이 났지만, 꿈을 

위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다. 나는 과학도를 꿈꾸 

기 시작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나는 동아리에서 한 선배를 알게 되었다. 선배와 우연히 꿈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선배는 법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나에게 이 

렇게 말했다.

“나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생각했지. 무엇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 때 떠오른 게 법이야. 법은 세상을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법을 공부 

해야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지.”

언니의 꿈은 내가 생각해 오던 꿈과는 달랐다.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 

시 꿈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어떤 과학도가 될 것인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 

떤 학문을 연구할 것인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다. 얼마 뒤 꿈에 대해 잊혀질 즈 

음하여 우연히 레이첼 카슨 여사의 ‘침묵의 봄’이란 책과 평전을 읽고 답을 찾았다.

사람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류에게 닥친 환경의 위협과 이러한 실태를 

알려서 환경을 다시 돌려 놓는데 큰 일을 하는 과학도가 되어야겠다는 해답을 찾은 

것이다. 기뻤다. 또 다시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가 살아온 18년, 길지 않은 시간동안 꿈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기도 했고 이루 

y 못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가슴이 뜨겁고, 두근두근 뛰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 

토•뜨겁고 두근거린다. 드리머. 꿈을 꾸는 자. 이 단어가 지금까지의 나 그리고 미 

래의 나를 다시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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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

김진 숙 

일반부

신록으로 갈아입은 눈부신 오월, 막내의 손을 잡고 남편과 함께 동구릉 숲을 찾았 

다. 오랜만에 산과 나무와 꽃과 어울리니 엄마 품처럼 향기롭고 편안하다. 나무들 

사이를 걷기도 하고, 꽃과 잎에 눈을 맞추고, 잔디에 벌렁 누워 콧노래를 부르며 축 

복을 누린다. 파란하늘에 둥실 떠가는 흰 구름을 따라가다 보니 문득 어린 시절 숲 

속 봄 소풍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른다.

그 옛날 어린 시절의 소풍은 얼마나 설레고 즐거운 나들이였던가. 들뜬 마음으로 

달려온 아이들이 편을 짜서 게임도 하고 노래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며 푸르게 뛰어 

놀았다

그 중에서도 보물찾기는 단연 인기 으뜸이었다. 보물찾기 시간이 가까워지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풍선처럼 부풀었다. 점잖으신 교장선생님도 조바심에 못 견 

디는 것은 어린아이와 진배 없었다.

“언제 하느냐, 상품은 무엇이냐, 어디에다 숨겼느냐.....” 결국 재촉을 견디다 못한 

호루라기가 시작을 알리면 우리는 토끼나 노루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돌을 들 

어I기도 하고, 나무 위를 쳐다보기도 하고, 큰 바위틈에 머리를 들이 밀거나 큰 나 

무1•마구 흔들며 보물딱지를 내어 놓으라는 듯이 떼를 쓰기도 했다. 수색영장도 없 

이 마구 뒤져대는 이 낯선 수사관들(?)의 소란 때문에 평온하던 숲이 백기를 들 때 

쯤 되어서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가 울렸다.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돌아서는 아이들 

의 표정은 정말 각양각색이었다. 마치 원정에서 돌아오는 개선장군같이 의기양양한 

아이, 패잔병처럼 기가 죽은 아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처럼 눈물을 글썽이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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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으로 돌아갈 때 아이들의 손에는 보물에 맞는 상품들이 쥐어졌다. 사실 그것들 

은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사탕이나 과자정도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한결같이 기뻤고 즐거웠다.

왜 사람들은 보물찾기를 그토록 좋아하는 것일까. 혹시 우리는 필연적으로 보물을 

찾는 존재는 아닐까. 그렇게 인생은 보물을 찾으러 소풍 나온 것은 아닐까. 그라고 

나의 보물찾기는 지금 어디까지 온 것일까.

오늘, 이 숲에서 나는 그 옛날 다 찾지 못한 보물찾기를 계속해 본다. 소박했던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 내 곁에 감춰져 있는 보물들을 찾아 본다. 남편. 이 사 

람을 만나면서부터 나의 삶의 터전에는 큰 시내가 흐르게 되었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 시냇가에 발을 담그고 살아온 세월, 나는 그렇게 네 슬픔을 떠나보내고 내 기쁨 

을 맞으며 살아왔다.

나의 소중한 아이들. 이 아이들은 내 남편의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다. 나는 

이 나무들을 키우며 소망의 거름을 주고 행복의 열매를 맛보고 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는 정다운 이웃들, 이들도 나의 소중한 보물들 

이다. 또 사랑하는 남편의 일터, 아이들의 조그마한 놀이터, 우리 가족들이 즐겨 찾 

는 교문시립도서관, 이따금씩 재잘거리며 오르내리는 아차산 약수터, 가족들과 도란 

대며 산책하는 아름다운 장자호수공원, 끝없이 떠오르는 나의 보물들. 이렇게 나의 

보물 상자는 가득하다.

나는 내일도 소풍하는 마음으로 보물찾기를 계속하고 싶다.

어린시절 그 푸르고 소박한 마음을 간직하며 나의 보물들을 찾을 것이다.

1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내 보물들을 사랑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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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 사업

厂지역고유문화의 계발 - 보급 ’보존 ■ 전승 및 선양三

- 갈매동도당굿（경기도문화재） 등 

지역 고유전통문화의 전승 및 선양

- 온달장군추모제향 개최

- 사노동 장례의식, 벌말다리밟기 등 

사라져가는 민속문화 발굴 및 보존

- 정 월대보름민속놀이한마당 개최

- 전래놀이, 다도, 탁본 체험장 운영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 운영~A

- 동구릉（조선왕조）, 아차산（고대）, 

망우리（근현대人！'） 등 지역문화유산 답사

- 국내의 세계문화유산, 주요 유적에 

대한 정기답사 실시

- 중국 고구려유적, 일본문화체험 등 

해외문화유산답사

- 내 고장 문화역사 체험 상설 운영

- 가족과 함께하는 놀토 문화유적체험행사

-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체험
丁 행사 y

복지문화사업 \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운영

- 복권기금 어르신 문화사업

（실버문화도우미 , 실버전래놀이지도사 

양성）

- 장애우와 비장애우 청소년 문화체험

- 외국인 노동자 문화체험

-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기원용

사진（영정사진） 사업

- 소외계층 아이들과 함께하는 역사체험

.J 

厂 향토사의 발굴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三

- 아차산 고구려 유적 발굴 조사

（아차 산성, 아차산 보루성 등） 및 역사특강

- 동구릉 건원학술제 개최

- 망우리 근현대사 묘역 위인 탐구

- 지역 주요문화재에 대한 금석문

탁본 및 전시

- 효빈묘, 신도비, 석탑 등 지역

비지정문화재발굴 으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 동구릉건원문화제 개최（어가행렬, 

친향기 신제, 전통민속공연 등）

- 구리시민백일장대회（17년 전통）

- 성년례 재연 / 전통혼례

- 찾아가는 예절연극, 마당극 공연

厂문화에 관한 지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三

- 연간『구리문화』, 계간 문화원소식지 발간

- 역사소설『동구릉』,

『만화로 보는 예절』,「전통예절』발간

- 구리시 민속문화 향토사 발간,

. 학습만화『아차산』발행 ,

『으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A

- 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 운영

- 전통문화학교 개설 및 작품전시발표회 

개최

- 향토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개설

- 예절지도■사, 전래놀이지도사 양성

- 역사, 문화 특강개최

- 찾아가는 예절교육 실시

- 북 • 소고만들기, 솟대 만들기, 탁본, 
전래놀이 체험~ 으

156



（D 구리문화원 임원

직 책 성명 한문 입회 s(MP) ®(O) 상 호 ; 작 책

원 장 김문경 金文郵 1991

1

원일건설（쥐 대표

내무부원장 이병탁 李 卓 2003 전부양초교 교장

외무부원장 손태 일 孫 泰一 1991 동일전력 （쥐 대표

직능부원장 염창순 廉昌順 2007 예총경기북부 회장

II 김 항오 金項五 2007 천안 벼룩시장 대표

II 최덕구 崔德求 2005 통일약국 대표

II 최광 선 崔光善 2007 命마빈시스템 대표

명예이사 김응주 金應周 1991 사진작가

총무이사 김충현 金 忠 4玄 2003 다솔기 획 대표

재무이사 이승준 李承俊 2003 송옥물산 侍

이 사

강호 현 姜好顯 2007 동호산업개발命 대표

고명 선 高明善 2007 까뜨리네 뜨 대표

고정석 高丁銀 2007 치과병원원장

곽성호 郭成鎬 2005 侍 세인투어 대표

김 동준 金東俊 2008 구리시니어클럽 관장

김보영 金甫映 2006 무용협회구리지부부지부장

김 복기 金福基 2008 （쥐다우건설 대표

김재석 金在石 2007 충청도민회 회장

김정숙 金貞液 1999 꽃꽂이 회장

김희섭 金黑變 2007 사슴약국 대표

박구현 朴九 4玄 2007 고구려역사보존회 이사

박명 섭 朴明變 1991 향토연구소 소장

박영희 朴永毁 2007 侍 에셈빌 대표

서천원 徐千源 2007 （쥐우주실업 대표

신동영 1士I % = 
中果芸므 1999 경상도민회 회장

신동환 申 東燥 2004 신동환 법무사무소 소장

심찬섭 沈讚變 2007 법무법인경기일원 대표변호사

심홍식 沈洪植 2002 구지환경 대표

안영기 安永基 1999 경춘신문 논설위원

육태정 陸泰頓 2008 자영업

이경석 李敬銀 2007 한국문인협회 회원

이내 홍 李來洪 2006 학원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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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성명 三한문-..-. 입회 三S(MP) =0) 「상-호- 직 책

이 사

이병길 李內吉 2006 민족사관영재학원 전무

이병삼 李패三 2007 삼성 내과 원장

이상명 李相 明 2007 （주） 남양상호저축은행 이사

이영 갑 李英甲 2007 검도부동산컨설팅 대표

이정원 李政原 2008 구리청년회의소 회장

이한윤 李漢介 2007 성진토건 （주） 대표

임길성 任吉成 2008 코헨대 정치학박사

장향숙 張香激 2007 생활체육 강사

정인복 鄭 仁 福 2007 청우회 회장

조영자 趙永子 2007 연희피아노학원 원장

최청수 崔淸壽 2007 자유총연맹 회장

홍도암 2007 노인회 회장

홍재인 洪在仁 2001 구리서예학원 원장

황진 영 黃鎭泳 2005 전송곡여고 교장

감 사
고광규 高光主 2007 고광규세무소 소장

신금석 申 金 石 2007 다름회계사무소 소장

사무국장 고병 선 高素善 2007

팀 장 이 지 연 李知婚 2008

간 사 윤정 미 尹晶美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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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토사 연구소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소 장 박명 섭
I

회 장 김명 희

총 무 박금자

기 록
김 미숙

김 남신

감 사 정남선

김진 이

이 미 자

김 미 애

신순희

오일순

회 원 이면옥

이형옥

이 해 안

신윤아

이정 원

이 미 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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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예절교육 연구회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고 문

이병탁

‘ ---

전 부양초교 교장

안영기
경춘신문 논설위원, 

전 구리시의회 의원

황진영 전 송곡여고 교장

회 장 이승준
국가공인 

실천예절지도사

총 무 김진 이 예절지도강사

회 원

조익래
성균관유도회 

예절지도강사

최영분 전 인창초 교장

김창선 전 동인초 교감

김순 자
홍익 심리교육 

연구소 실장

신순희
건강가족아카데미 

원장

한수현
국가공인 

실천예절지도사

김영 미 예절지도 강사

이 미 나 예절지도 강사

박금자 예절지도 강사

이재옥 성교육 강사

김외순 성교육 강사

박은정 성교육 강사

김수복
국가 공인 

실천예절지도사

최미리 예절지도 보조강사 

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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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구리문화지 편십위원

丁 $4

A'.考

직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회 장 김문경

1

원 장

위원장 이병탁 부원장

편 집

위 원

김응주 사진작가

박명 섭
향토사 
연구소장

박쌍선 

이승준

경기도교육청 

워로잣학과

이 사

황진 영 이 사

홍재인 이 사

최복희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수필가협회회원

김충현 이사

진화자 한국문인협회 회원

최영분 전 인창초교장

김창선 전 동인초교감

고병 선 사무국장

(Z) 구리문화원 육성위원회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소 속 비 고

위원장 김문경

부위원장 이병 탁

위 원

손태 일

안영기

이승준

김장렬

김충주

문철훈

이병 철

신영출

감 사 고광규

간 사 고병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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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리문화학교 운영위원회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교 장 김문경 원장

위원장 염창순 경기북부예총회장

운 영

위 원

안영기 문화원 이사

이승준 문화원 이사

고병 선 사무국장

(8)동야리 연합회

단 체 명 대 표 전화번호 지도교사 비 고

구리문화사진회 심재호 김응주 사진

예 다 미 박 혜선 장성음 여성중창

여 음 이면 옥 류승표 풍물

눈꽃 송이 권금 봉 사무국 실버문화도우미

검정고무신 김순희 사무국 실버전래놀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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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구리문화원 강삭 현왕

강 좌 강 사 전 화번호 주요경력

경기민요 이 희자
선소리 산타령（중요무형 문화재 19호） 사사 

부산국악대전 장원

문인화 

（서예）
김이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예 문인화 과정 수료 

세계 평화 서화대전 세종대왕상 등 40여회 수상

표 m
-S' = 류승표

단국대학교 국악과 졸업（타악전공）

제2회 한국의 장단 찾기 대회 무속 일반부 최우수상

가 야 금 박계 화
추계 예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예술학박사 수료

국악교육지도사 1급,최충웅, 채성희, 최지애, 이효분 사사

전통매듭 한숙행
전통매듭 공예 기능사 사범자격 취득 

한민족 전통 매듭 연구회 전임강사

동영상 김진옥
제 4회 mbc 시청자 비디오 촬영대회 금상 

한국영상작가 회장 역임

드 럼 조수성
두드림 컬쳐（닥터드럼） 소속강사

남양주 백봉 스포월드 청소년수련원 및 평내중 드럼강사

한국무용 권나윤
한국 아동국악교사 교육회 강사자격증 

국립 강원대 한국무용 전공

통기타 박장복
현 구리시 7080 통기타 팀 멤버 및 다년간 지도 

라이브 카페 다년간 활동

진도북춤 배정인
국립국악원 승무 수료

문화예술진흥회 진도북, 진주교방무, 삼고무 이수

사 진 이영천
경원대학교 문화정보 대학원 디자인학과 사진전공 

이미지제작, 복원, 리터칭 디지털 카메라 촬영 전문 강사

섹소 폰 박준호
드림 색소폰 콰이어 테너 주자

사능 CCM 앙상블 단장 및 색소폰지도

판소리 

남도 민요
주서 운

교육부지정 국악지도사 판소리 강사자격증 

한국여성국극예술협회이사

북 놀이 차봉환
무형문화재 19호 선소리 산타령 이수자

한국민속촌 농악 단원 역임, 보라매풍물단 기술 지도위원

대 금 오지환
단국대학교 국악과 졸업 （대금 전공） 

서울시 초중고 단소 강사

풍수지리 최광의
고려풍수지 리학회 관산위원장

청주노인복지 회관, 하남문화원 풍수지리과 강사

한 문 최돈한
풍양초교 정년 퇴임

한자급수 사범급 자격,한문 지도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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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화학교 수강현왕

강좌 회 원

가 야 금 홍정숙 박선희 두점민 이신영 김연분 전민영 이혜선 문정희 이상경

경기민요 김순국 박인희 이영운 음영남 천선화 기은진 김용기 심미숙 김옥분 최명남

꽹과리 이춘옥 임영옥 김민선 윤윤자 이혜란 백소분 남화자 김옥란 박연화

대 금

이진선 강은주 김종진 장동수 이연우 류주현 정수임 임정훈 박정희 홍동관 

허태영 노정환

동영상 류수진 박용규 배정인 김재원 정인애

드 럼

이은주 오선영 김태연 임새미 김민주 예종애 유신영 김종석 이형섭 황계순

김윤남 박근호 정빛누리 배인서 배현서 최영주 신동준 김정민 문창희 유현도 

유성연 변근영 이준원 이동훈 진호성 윤건암 김현지

북 놀이 김광석 장휘덕 김경옥 최순임 김금자 김정옥 조금현 한정순 김은영 두점민

사 진
강영창 이기호 김영신 이건숙 김병휘 이중신 한상철 박정화 오덕환 김성규 

박승필 윤수미 김숙자 박은정 김지은 최기영

색소폰 김동업 박현철 이경주 조사용 안용선 안재욱 정윤일 이왕선 김주형

서 예 - 

문인화

이문재 심은경 안종현 송관석 남미정 김예순 이규명 송근순 손경숙 고영애 

이연우

아동한국

무 용
박서희 박지희 강효림 이 슬 고나영 장희수

전통매듭
김주선 고경선 차춘옥 김류현 연유덕 이윤미 이인순 임정란 오선영 전순애 

이영자

진도북춤 강주심 김원자 이정옥 신봉은 정명주 마재충 강복순 이재임 박연자

통기타 이봉근 이호연 민인숙 신희정 김한주 권중완 이응휘

판소리 

남도민요
김동순 양인심 송순정 이은미 주정단 김용기 박양자 김용심 김일순 두점민

풍물（기초） 최진영 안동진 윤경아 주은심 유은영 김옥경 김옥란 나희순 고덕기

풍물 （전문）

이해란 이희진 백소분 김민선 남화자 이면옥 정경희 정금숙 박미혜 윤윤자 

송은자 박경석 양현정 김철순 정옥분 박연화 임영옥 신봉은 이춘옥 김옥란 

전향순 신은영 김영미

풍수지리 
（양택）

김정동 서임석 이재화 김옥경

풍수지리 
（음택）

박순현 곽병수 김정동 서임석 유손영 이재화 방성우 김옥경 최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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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 민영순 지영자 양인심 양재숙 민인숙 이미하

※구리문화원 평생회원 ■ 특별회원 ■ 일반회원※

평생회원 차경희 고순례 이해안 김남신 김창용

특별회원
박금자 김옥님 오인순 유영숙 조금순 정금주 이미자 윤미숙 박미희 서성화

성홍기 박중건 노정환 정덕근 김덕순 김민수 이면옥 김진이

일반회원

오준호 맹은산 김상연 전진찬 한귀원 이형숙 이연주 김은월 심재호 이정화 

도영봉 조영숙 윤여욱 최경숙 문응길 이용만 김주영 최정하 박해자 이영자 

정명숙 김영정 김순자 김성배 송오덕 박원순 김옥순 최춘강 최갑천 이춘자 

김순희 김 혁 김춘자 박태규 권금봉 박혜선 김윤희 신애영 김영화 변영애 

정은주 김미희 정애화 양형인 노은미 김명선

2008년도 유적답사 일정

♦ 답사비 : 문화원 회원 25,000원（중식포함）

차 답사일 장소 답사코스 주 제 신청일 인원

25 4.16 
（수）

예산 수덕사 - 남연군묘 - 추사고택 - 백송
내포땅에 널린 명당 

자리들
3.28 80 명

26 6.20 
（금） 단양

도담삼봉, 석문 - 구담봉, 옥순봉 - 

상중하선암, 사인암
단양팔경은 어드메 

뇨?
6.2 80 명

27 10.2 
（목）

안성
태평미륵 - 죽산성지 - 바우덕이 축제

- 청룡사, 바우덕이 무덤

바우덕이의 사랑노래 

（영화 ‘왕의남자’배경 

이 된 남사당패의 고향）

9.16 80 명

28 11.4 
（화）

영월
법흥사 - 선암마을 - 선돌 - 청령포 - 

장릉

산과 물과 내가 어우 

러진 땅 （영화 ‘라디 

오스타’촬영지）
10.13 80 명

비 회 원 30,000원（중식포함）

- 참가 신청은 참가신청일 10：00부터 구리문화원 사무국에‘뽄인 방 

접수합니다.

- 연회비는 1만원입니다.

- 신청 이후 환불은 불가하니 꼭 유의해 주십시오.

- 신청자 전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합니다.

- 상기 일정은 부득이한 경우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M

♦ 정기답사 외에 비정기적으로 가족답사, 테마답사 등이 계획되



A ■

편집후기

‘한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옥고（玉稿）를주시 어 ‘구리문화’지를빛내주신 

필자 여 러분께 머 리숙여 절을 올리오며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시어 

편집과 원고 교정에 애를 많이 쓰신 

편집위원 여러분과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하여 고심（苦心）하신 

도서출판 현기획 김충현 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드립 니다.

% 2008년 5월

편집위원장 이 병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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