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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행복한 특별시! 구리시

구리문화원장

김문 경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2018년 한해를 잘 보내시고 계신지요? 유난 

히도 무더웠던 무술년（成成年）도 어느 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일들 

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셨는지요? 올 한해 기 억나는 문화생활은 무엇인가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를 넘어 문화향유（enjoying culture）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와 체험의 기회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 

리시에는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구리아트홀에서는 매년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 

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에는 국내에서도 유명한 문화자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2009년에 세 

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동구릉을 비롯하여 지난 9월에 개봉한 영화 ‘ 안시성’ 의 촬 

영지인 고구려대장간마을, 고구려 유물 • 유적이 발굴된 아차산 등이 시민 곁에 숨 

쉬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 생태가 어우러진 왕숙체육공원, 장자호수공원, 한강시 

민공원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일상공간이 되었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면 관광객이 투숙할 수 있는 숙박시설, 구리시 투어（Tour）운 

행 시설, 상설공연장 등 편의시설 확충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들을 보 

안해 나간다면 시민들의 행복지수는 높아질 것이며 많은 관광객 유치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무술년=年）에 아쉬웠던 일들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연말년시（年末年始）에는 가족 

과 함께 정다운 마음을 나누시길 바라며 2019년 황금 돼지띠인 기해년（2核年）에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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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문화원의 날」선언문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복된 고장의 시민임을 자부하며 영광스러운 내 고장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주역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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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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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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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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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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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을 경주한다.

넷째 ,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적극 펼친다.

다섯째 , 우리 고장의 자랑스런 문화유산과 향토예술을 꽃피워 간다.

2011 년 6월 24일

구리문화원 임원일동

5



구리문화원가

작사 이 병 탁

작곡 한준희

Fm/B^ 川 功

서

아

니

 
hE

 

아
 
모
 
루

- 

- 
- 

반

】
 
르

=
1  이

 

어

혜

 강
 

이

지

한

우
B
 

기

의

러

 

“
1  

-

』 

정
 라
 n 흐-

=
1  

은
 
바
이
 

노
표
 소
a 굽
 

의
 숲
이
 

산
 산
 천
 

암

차

 숙
 

검

아

왕

■.
砂I

세
 세

=
 

가

우

 
루

■
U  

- 

- 

- 

흐 

나
 
피

이

■ 

워

을

 
합

- 

키
 
꽃
 화
 

F

복 된 고一 장

향 토문 一 화

구 리시一민

매

유 서 깊 一* 은 우 리 의 - 고 장_____

Fm pirn Eh/G 前 Eh

6



구리문화원 10대 실천덕목

1. 편견의 언행을 삼가고

2. 예의를 지켜 상호존중하며

3. 남을 비난하지 않고

4. 칭찬에 인색하지 않으며

5. 어떠한 경우라도 성을 내지 않고

6. 공적활동에 사리를 취하지 않으며

7. 봉사와 베풂에는 티를 내지 않고

8. 자신을 위한 거짓을 자제하며

9. 과오에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10. 회원은 책무와 분수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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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문화유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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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활동 이모저모］

제27차 정기총회 （2월 22일 / 보륜부페）

원장 김문경

취타대단원 양성과정 수료식

（8월 2일 / 구리문화원 2층 대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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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활동 이모저모］

제33회 구리시민의 날 기념식 （10월 10일 / 구리한강시민공원）

동구릉문화제 （10월 13〜14 / 동구릉 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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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활동 이모저모］

께wiwj—iiii卜 느 I ■ Ji줍허神퓌ilW느
1뿬붮P' ■' ― 느

제 32회 고구려대형 온달장군 추모제향 

（9월 28일 / 고구려대장간마을）

2018 전통성년례 （7월 4일 / 구리여자중학교）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5호 2018 갈매동도당굿 
（4월 17일〜18일 / 도당굿 전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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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활동 이모저모］

노은 김규식선생 추모제 （5월 8일 / 보훈향군회관） 제28회 구리시민백일장 （10월 13일 / 동구릉 - 원릉）

향토사연구회 유적답사（10월 30일 ' 공주 마곡사

正

장수기윈 사진 증
번 2슈* ■ WW*）오천"* =뚜화원® 。구흔시

전래놀이지도사양성교육 

1도교육감 지정 평생교육프로그램占 
（5월 중순 〜 10월 매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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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클럽 활동］

경기도 노인일자리 한마당 （10월 30일 / 고양시）

노인일자리 발대식 （3월 9일 / 구리실내체육관）

스팀세차 작업현장 （연중 / 구리시청 현장）

카네이션하우스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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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문화학교 발표회 및 전시회］

（11.16-23 / 구리행정복지센터）

.

필

•
5
 ' 

...스
庭
門,. ._
〔 I
 
I
I

f

문인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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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학교 발표회］

가야금반 경기민요반

대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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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학교 발표회］

풍물 （금요반）

우쿨렐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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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표지해 설〉

소전대（건원릉） 예감（경릉）

③ 소전대（燒錢臺）

조선 초기의 왕릉에서만 볼 수 있는 소전대는 정자각 서편에 가까이 자리하고 

있으며, 받침 모양으로 돌을 다듬어 만든 형태로, 제향（祭호）을 마치고, 축문을 

불태우던 석물인데, 세종（世宗） 이후로는 예감（S攻）의 형태로 변형되었다.

현재 건원릉, 정릉, 헌릉에서만 볼 수 있다.

③ 예 감（歷次）

예감은 정자각의 화기（火氣）를 피하여, 정자각 북서쪽, 능상 남서쪽 떨어진 곳 

에 설치하여 축문을 불태운 후 완전 소화 처리하기 위하여, 장대석 돌을 사각 

형으로 둘러쌓아 만든 형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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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지방문화원

연수문화원 초대원장 

최 정 학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 ICT 기술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의 물 

결이다. 이 쓰나미는 정보화 사회로 지칭되는 제3의 물결(3차 산업혁명)을 집어삼키면서, 인 

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펼치고 있다. 2016년 3월 인류는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이 바둑 경력 1년인 구글의 ‘ 알파고’ 에게 무릎을 꿇는 장면을 보고 경악 

해야 했다. 인공지능이 체스나 장기 등 여러 게임 분야에서 세계챔피언들을 이긴 사례는 있었 

지만, 경우의 수가 무한대에 가깝다는 바둑에서만큼은 인간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왔기 때 

문이다. 1997년 IBM의 체스 인공지능 ‘딥 블루(Deep Blue)’ 가 22세 최연소 세계 챔피언 러시 

아의 개리 카스파로프를 2승 3무 1패로 눌렀다. 이 사건은 인류가 컴퓨터에 정복당했다는 실 

망과 슬픔을 안겨준 충격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컴퓨터의 탁월한 계산 능력을 감안 

할 때, 오히려 인간이 대등한 승부를 겨뤘다는 사실에 위한을 삼기도 했다. 2011년 미국의〈 

제퍼디(Jeopardy)〉라는 TV 퀴즈쇼에서는 IBM의 인공지능 ‘ 왓슨’ 이 역대 최고의 출연자 두 

명과 함께 겨뤄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컴퓨터의 기억력과 정보처리 능력 

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 알파고’ 가 이세돌을 이기고 난 후, 

인류는 달라지는 현실을 인정하게 됐다. 인공지능의 자기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 인간 

최고’보다 우위에 있음을 알고 있다.

인공지능의 역습과 위기의 인간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하면 인간의 위치는 점점 모호해진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약 5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버리고 로봇과 인공지능이 사람의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 ‘ 딥 러닝’ 으 

로 무장한 로봇들은 척척 길 안내를 하고 학습을 매개로 똑똑한 비서 역할을 담당한다. 사람 

들이 하기 어려운 일, 위험한 일, 보다 속도를 내야 하는 일 등 그들의 일터는 활짝 열린다. 기 

업들은 젊은 인재 채용보다 맞춤형 인공지능과 로봇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당장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공지능과 로봇 등이 비윤리적이고 반인류적인 곳에 사용될 수 있다 

는 점이다. 인공지능과 로봇을 가장 많이 제작하고 관리 • 운영할 주체들은 서민보다는 힘 있 

는 권력이나 자본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착한 사람의 손에 조종된다면 문명의 이기 

로 사용되겠지만, 도덕적이지 못한 권력이나 인간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비윤리적인 기업이나 

‘ 조폭’ 세력들이 사용한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된다. 당장 북한의 김정은이 인공지능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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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산업을 성장시 켰다고 생각해 보라.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은가?

게다가 인공지능이 잘못된 편견과 이기적 방향으로 학습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를 불안하 

게 한다. 영화〈매트릭스〉의 한 장면이 이제는 현실의 상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인공지능 시대에선 참된 인성 교육이 가장 중요

이러한 변화들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 그리고 인간과 기계（로봇）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던진다. 언어사용 여부, 감정 유무, 상황대처능력 유무, 창의성 등의 기준으 

로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는 것은 이미 진부（陳腐）한 것이 됐다. 컴봇에서 휴머노이드나 사이 

보그로 변신하는 ‘ 기계인간’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진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기계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 창조목적’ 이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만 

물을 평화롭게 관리하는 존재가치를 가지고 태어난다. 창조의 과정도 다르다. 인간의 필요로 

만들어지는 기계와 달리 아기는 부부간 사랑의 결과물로 태어난다. 성（性）이 중요한 바로 여 

기에 있다.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이 가장중 

요하게 추구해야 할 것은 높은 도덕성과 따뜻한 감성, 신뢰와 관계성 등이다. 이를 통해 ‘ 인간 

을 사랑하는 마음’ 을 키우지 않으면, 인간경시 풍조가 더욱더 만연할 수밖에 없다. 시대적 변 

화는 우리로 하여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바르게 관리하고, 이끌어 나갈 능력을 요구하고 있 

다. 로봇과 인공지능 등 고도화된 과학기술을 인류를 위해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완 

숙한 지성과 인성을 갖는 인격체를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물질과 정신 

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배려하며 섬기고 존중하는 창의적인 인성교육과 인간의 행복, 사 

랑, 진실, 진리 등을 중요시하는 참된 인간교육으로 전환해야만 다음 세대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문학적 성찰력과 관계의 힘 키우는 지방문화원

10년 후면 없어질 직업을 위한 공부에 자녀들을 매달리게 하고 있다면 당장 돌이켜봐야 한 

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기계의 상호관계를 바르게 통찰하고 그들을 아름답게 

조화시켜나갈 리더십을 키워야 한다. ‘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을 키우는 일이 느린 것 같지만 

가장 현명하고 빠른 길이다. 가정의 교육적 기능과 밥상머리 교육을 회복하고, 인성과 감성과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우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진정한 경쟁력은 ‘ 인성’ 이고 ‘ 사랑하는 

힘’ 이다. 독서와 탐방과 다양한 관계 중심의 체험 활동이 강력하게 부각되는 이유다. 그래서 

지방문화원이 중요하다. 성찰의 힘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이 가능한 곳이 지방문화원 

이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이 올바로 되지 않고는 인간과 기계와의 바른 관계는 있을 수 

없다. 깨어지고 어그러진 인간관계가 지속되고 심화해간다면, 인간은 인공지능과 로봇들의 

반란에 봉착하고 그 노예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로봇과 인공지능은 인간 도덕성의 

반영이고 그 도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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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인성함양은 선진국 진입의 근본조건
▽ S己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이 용 달

인성（人性）은 오성（t舌性）, 감성, 도덕등 인간의 성질과 품격인 인간본성이고, 생물학상 인간 

이라는 종속（從®）에 부여된 개개의 성질을 총괄한 개념이다. 오성은 이성과 감성의 중간에 

위치한 논리적 사유의 능력이고, 감성은 자극 또는 자극변화에 대하여 감각을 야기하는 표상 

능력이며, 도덕은 인간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규범으로 선（善）, 악（惡）, 정 

（正）, 부정（不正）을판단하는 기준이 되는관념인 것이다.

한국은 금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진입이 유력할 뿐만 아니라, 인구 5천만명 이상인 소 

위 30〜50 클럽（미국, 일본, 독일, 불란서, 영국, 이태리 등） 6개국의 7번째 멤버를 예약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규모는 세계 11위고, 작년의 교역규모는 6위였기 때문에 선진국의 구색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재한 경험（» 經驗）이 있는 외국인들은 한 

국을 이미 선진국으로 간주한다. 그것은 초일류 인터넷,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안전한 

야간 길거리, 기술선도기업의 경영, 친절한공공서비스 등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편리, 경영규범 등만으로써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물질적 외화｛外 

華） 및 정신적 내빈（內貧）으로써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은 고소득과 화려한 건물이 많은 

중동 산유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인성 

이 함양되어 있지 않는 사이비 위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더욱이 선진국들에서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즉, 고도화된 경제력의 기반위에 안정된 정치제 

도, 특권불용, 공정한 법집행, 반석적 신뢰자본（信賴各本）, 오성적 배려（语性的 配慮）, 강력한 

공권력, 전문자격자 우대, 고도의 직업윤리, 문화적 소양 등을 고루 갖추고 있다. 따라서 경제 

력이 필요조건이고, 문화적 성숙은 충분조건이며, 결국 그 근본조건은 인성의 함양회제GM 
回題）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경제력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추어 나가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1인당 국 

민소득은 3만불 미만이고, 작금의 수신도 제대로 못한 일부 정상배®（商輩）들이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으니 이들이 문제 그 자체인 것이다.

물론 근년까지도 경제분야에서 수출활황（輸出'活況）에 힘입어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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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것에 대해서 정책당국에서도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목적달성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통상환경（通商環境）의 악화, 즉 미국의 철강 관세부과와 같은 세계적인 보호무 

역주의가 본격화되면 한국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국민 대 

다수의 소득이 3만불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그것은 1인당 국민소득은 국내외의 총소득 

（GNI）을 인구수로 나눈 것이므로 부의 양극화가 심할수록 그 수치가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특히 상위 10%의 부호들이 전체 국민소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한국의 경우 1인당 평 

균소득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아니 할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을 달러화로 환산하면서 발생하는 환율변동에 의한 착시현상도 없 

지 않다. 현재 원 • 弗 환율은 1弗당 1,000원을 약간 넘는 수준인데, 이와 같은 저환율은 국민 

소득을 높이는 핵심적인 외부변수로 작용한다. 반대로 만약 환율이 급등한다면 국민소득은 

급감하게 된다.

이와 같은 환율에 의한 명목소득（名目所得）의 왜곡은 야기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 

국은 세계 6위의 수출규모와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 높은 교육수준 등 선진국에 부합하는 지 

표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여러 감정지표는 한국이 과연 선진국의 조건 

을 두루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인 것이다.

요즘 한국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기는 하나 수출을 제외한 제반부분은 암울하기 그지 

없다. 무엇보다 10%대의 청년실업률과 1,4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작금의 경제불황이 얼 

마나 심각한지를 가늠하게 한다. 더욱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중소기업과 저소득 

층에도 혜택을 준다는 소위 낙수효과（落水效果）가 허구에 불구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기도 하 

는 것이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경제분야만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다. 저간G1 間）의 소위 후진 

성적 정상배（政商輩）들의 정치 탓에 더욱 그렇겠지만 대다수 국민이 느끼는 생활의 만족도가 

너무 낮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과 자살률, 최장근로시간, 구멍난 사회안전망 등의 문제를 내 

팽개쳐 두고 선진국이 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익집단의 기득권 투쟁, 채용비리에서 노출되었듯이 기득권의 울타리 안에서 자신 

들의 이익을 위하여 비생산적 활동을 경쟁적으로 하는 현상, 즉 경제력 낭비현상인 특권과의 

지대추구（地代追求-merit seeking）도 적지 않았다. 법 위에 대중정서가 있고, 공권력은 매 맞 

기 일쑤였다.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쥐면 멋대로 하려드는 갑질에 남녀노소 분야가 따로 없으 

니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 , ‘ 공동체’ , ‘ 내 편’ 만 챙기는 정실주의（情實主義）가 은폐되어 있다. 더욱이 

거주지역과 아파트 평수로써 귀천을 가리고 차림새로 빈부의 유행적응도를 식별함으로써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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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i®한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은 불신의 원인을 제도의 미비 탓으로 돌린 

다. 그러나 드七^寸 현상 외에 제도 역시 우리의 자화상일 뿐이다. 그런데 경제는 압축성장이 

가능했으나 관습, 의식, 지력（智方）등 사회화를 통하여 습득되는 구성원의 습성은 압축발전이 

안 되는 것이다.

전게（前호）한 바와 같이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의 구색을 어느 정도 갖추어 나가게 되 

었으나, 작금의 관세전쟁으로 통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 같다. 그것은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緊急輸入制©昔1）나 철강관세부과와 같은 통 

상악재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규모감소 등을 야기시킬 것이므로 수출기업에 본격적으로 영향 

을 주기 시작하면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이다.

저간（造間）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우리들에게 선진국진입의 조건에 무엇이 부족할 것인가 

를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자유, 권리를 누리는 만큼 책임과 의무에 대한 숙고（熟考） 

가 필요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성함양이 근본조건 이었는데, 경제적 선진화에만 

몰두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기선진국들도 그 진입과정에서는 지금 우리와 같은 갈등과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과정에서 ‘ 나의자유’ 만큼 ‘ 남의 자유’ 도 존중해야 하고 불신보다 신뢰가, 배척보다 배려가, 

상호이익이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체화｛體化）한 것이지 그들이 특출해서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인성함양으로 각자 자기역할을 다하고, 집단에 의한 억압과 오도（誤導） 

를 거부하고 진정하게 자각함으로써 선진국진입에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그것은 선진국진입 

의 근본조건인 인성이 함양되면 한국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파고（波高）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구리시의 역사

중앙대학교 교수

한종 수

구리시는 한강 이북 경기도의 중앙부분에 자리 잡고 있다. 동쪽으로는 한강의 지류인 왕숙 

천과, 북으로는 남양주시, 서쪽으로는 서울의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와 시 경계를 마주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아차산과 한강을 경계로 서울을 마주보고 있다.

본래 경기도의 양주군에 속하다가 1980년 양주군과 분리되어 남양주군 구리읍이 되었고, 

1986년 구리시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구리시는 구리시만의 독자적인 역사 사실을 찾아내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 현 

실이다. 따라서 구리시의 역사는 이웃한 양주 혹은 남양주 등과 겹치지는 역사의 서술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구리시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일반적인 서 

술은 양주, 혹은 남양주시와구분하기가 어려운 점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1. 선사시대

2） 구석기시대

구리시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는가를 밝히기는 현재로서는 무척 어려운 실정이다. 다 

만 구석기인들의 경제활동이 주로 수렵과 어로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기존의 연구로 미 

루어 볼 때, 한강과 접경한 구리시 혹은 그 인근에서도 사람들이 일찍부터 거주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현재 한강유역에서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거주한 흔적이 30여 곳에서 발견되고 특히 구석기 

전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유적지로 화도면 검터, 두촌, 마진, 마재 등과 전곡리 유적지 등이 구 

리시와 이웃하여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한강 변에 접경한 구리시에도 구석기시대부터 사람 

들이 거주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매몰되고 흔적이 남아있지 않지만, 구리시와 한강변으로 면한 서울의 면목동 일대 

에 채집된 300여 점의 석기와 그 파편들은 그 시기가 3만년을 전후하는 구석기 후기 문화층 

의 것으로 밝혀졌다. 발견된 석기들은 외면찍개, 양면찍개, 긁개, 망치돌, 등의 몸돌석기와 뾰 

족개, 앞날 긁개 등의 격지석기들로 모두 석영맥암 석기들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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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석기시대

구석기시대와 비교하여 신석기시대의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경제활동이 채집경제에서 생 

산경제로 전환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반도에서 언제부터 채집경제단계가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개 신석기시대 후기에 이르러 중국의 화북지방에서 농경의 방법이 

전수되어 농경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당시 사용된 농기구로는 돌보습, 돌괭이, 돌 

낫, 반달칼, 짐승의 뼈로 만든 괭이, 낫 등이 나타나며, 주로 도토리, 조, 피 등이 시량으로 사 

용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의 유적지는 약 150여 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구리 

시 지역의 신석기문화 유적은 구리시 아차산의 동쪽인 현재의 사노동, 인창동, 동창동, 구릉 

산 일대에서 빗살무늬 파편과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 등이 수습된바가 있다. 그러나 이 유적지 

들은 모두 일제 시대에 수습된 것으로, 현재에는 모두 파괴되어 학술적인 검증이 불가능한 상 

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적지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유적지와 비교적 가까운 지역인 

서울의 미사리 유적지의 성격을 미루어 볼 때 기원전 4,000〜3,500년을 상한으로 볼 수 있는 

유적지라 추정되며, 이 사실은 미사리만이 아니라 주변의 한강유역지대에서는 한강변의 비옥 

한 충적평야를 배경으로 신석기시대부터 주민들의 거주가 있었다는 것을 실증하는 자료라 할 

것이다.

4） 청동기시대

한반도의 청동기시대 시작은 현재로서는 명확한 설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대개 기원전 

1,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북방에서부터 청동기시대로 접어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 

도의 청동기 시대에는 그 이전인 신석기시대에 한반도에 살던 주민들이 의하여 만들어진 것 

이 아니라, 북방에서 이주한 어떤 새로운 종족에 의하여 전래된 것= 확인되었으며, 중국 

측의 역사서에는 이들을 예맥족（歲g族）= 표기하고 있다.

이 시대의 특징을 유물을 통하여 살펴보면, 우선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가 서서히 무늬 

없는 토기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늬 없는 토기를 사용한 주인의 오르도스 청동기문화, 

스키타이 청동기문화와 연결되며, 지역적으로는 현 중국의 요녕 지방의 청동기 문화와 밀접 

한관련이 있음을 알수 있다.

이 시대의 주민들은 주로 한천이나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얕은 구릉 지대의 경사면에 움집을 

짓고 생활하였으며, 주 생업 경제는 농경생활이었다. 구리시는 한강과 왕숙천을 옆에 끼고 있 

어, 이 시대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매우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발견된 

유적지나 유물의 수와 종류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인창동, 교문동, 사노동 

과 아차산 지역에서 청동기시대의 유물들이 출토, 수습되고 있는 형편이다.

인창동 일대에서 발견된 유적지는 일제 강점기 요코야마（橫山將三郞）에 의하여 조사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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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재 유적지의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인창동 일대에서 수습된 유물로는 토기 

종류와 공열토기, 외반구연토기, 호형토기, 우각형파수부토기 등이 있으며, 석기류로는 양날 

석부, 외날석부, 환상석부, 외날주상석부, 반월형석도, 마제석검, 마제석촉, 숫돌, 방추차, 어 

망추 등이 있다. 또한 1994년 인창리 일대의 지표 조사에서는 무문토기의 파편과 석기 등이 

채집되기도 하였다.

교문동 일대에서는 1932년과 1934년 2차에 걸쳐 요코야마（橫山將三郞）에 의하여 조사되어,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역시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다. 채집된 토기류 

로는 공열토기, 점토대토기 등의 무문토기류와 석기류로는 양날석부, 외날석부, 방추차, 유구 

석부, 반월형석도, 마제석촉, 숫돌 등이 발견되었다. 이 유물들이 사용된 시기는 청동기 후기 

에 속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사노동에서는 구릉 지대에 있는 석관묘에서 동검 1점, 동포 1점, 한식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역시 일제시대에 조사된 유적으로서 토기를 비롯한 유적 전체의 양상은 알 수가 없다.

아차산 유적지는 서울 중랑구 망우동과 구리시 교문동의 경계지점의 해발 282m의 나지막 

한 봉우리 주변에 위치한다. 이 유적지에 대한 조사는 이미 1965년에 보고서가 제출된 바가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주변이 공동묘지인 관계로 묘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유물이 노출 

되었다고 한다. 출토된 유물로는 마제석부, 반월형석도 등의 석기류와 토기류 약 500여점이 

수습되었다. 특히 이 유적지에서는 흑색마연토기, 즉 흑도（黑陶）가 많이 출토되고 있다. 이 흑 

도는 인접한 남양주시의 수석리（水石里） 유적지의 흑도와 흡사한 형태로 굽접시가 많이 나타 

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 유적지에서는 최근 구릉의 정상부에서 무문토기편이나 점토 대토 

기편 등이 발굴되기도 한다.

한편 청동기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묘제는 고인돌이다. 현재 구리시에서 발견된 고인돌 혹은 

고인돌로 추정되는 유적으로는 우선 구리시 인창동 고인돌 유적을 들 수 있다. 이 유적지는 

동구릉 남측 구릉 사면의 묘목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4년 한신대학교에 의해 실시된 지표 

조사에서 확인된 곳으로 개석식 고인돌로 추정되는 커다란 석괴 2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개 

석 추정 석괴의 하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보다 확실한 유적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주변에 별 다른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다.

인창동에는 이와 함께 양지말의 고인돌 유적도 있다. 1994년 한신대학교에 의해 실시된 지 

표조사 때 확인된 곳으로 인창동 아파트단지 서쪽에 있는 남북으로 긴장타원형의 낮은 구릉의 

정상과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고인돌로 보이는 석괴는 정상부와 능선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 

오는 사면에 분포하는데, 대체로 기반식 고인돌내지 개석식 고인돌로 추정되나, 정형적인 모 

습을 띠는 것은 없다. 괴석 하부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어야 명확한 성격 파악을 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변에는 고인돌과 관련된 유물은 채집되지 않았다.

이 외에 사로동 언재말의 고인돌 유적과 동구동의 동구릉 동북쪽의 암석군도 고인돌로 추정 

되고 있다. 사로동 언재말의 유적지에는 탁자식 고인돌로 추정되는 1기를 비롯해 개석식 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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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로 보이는 크고 작은 석괴들이 흩어져 있다. 이곳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곳에서 석촉이 

수습된 적이 있다고 하나 현재로는 확인할 수 없다. 동구릉 동북쪽에서 확인된 유적지도 1994 
년 한신대학교에 의해 실시된 지표조사 시 고인돌군일 가능성이 제기된 지점이나 주변에는 

별다른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다.

단편적으로 출토된 유물들은 대체로 농기구류, 공구류, 어로 도구 등과 토기류가 주를 이루 

면서 주로 구릉 지대에서 출토되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청동기시대 구리시 지역에 거주하 

던 주민들은 한강과 왕숙천 주변을 생활 근거지로 삼아 농경과 어로에 종사했던 것으로 파악 

할수있다.

2） 삼한 • 삼국시대

3） 마한시대

마한, 진한, 변한의 삼한으로 이루어진 당시는 지역의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마 

한의 경우 지금의 경기도와 충청도, 전라도 지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구 

리시 지역은 마한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수 있다.

다만 구리시는 종전 양주군의 일부였기 때문에, 이 시기의 구리의 역사는 양주군의 역사와 

거의 일치한다고 보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삼국지』「위지」〈동의전〉의 ‘ 마한조’ 에 의하 

면, 마한에는 모두 54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이 지역에 존재했던 소국은 고 

리국（古離國） 혹은 모수국（牟水國） 중의 하나일 것으로 여겨진다.

고리국으로 보는 이유는 현재 남양주시 진접읍 일대를 고구려가 점령했을 때의 행정지역명 

이 골의노현（骨衣奴絲）으로 ‘ 골의’ 의 음과 ‘ 고리’ 의 음이 유사한 때문이다 모수국으로 보는 

이유는 역시 고구려 때 양주지역의 행정지역명이 매성현（買省懸）으로, ‘ 매성’과 ‘모수’의 음 

이 흡사한 것으로 관련지을 수 있다.

4） 삼국시대

① 백제시대

마한의 영역 내에 있었던 구리 지역은 서울의 몽촌토성, 풍납토성 부근의 백제가 성장하여 

고대국가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백제의 판도로 흡수되었다. 특히 구리시 지역은 백제 왕궁 

의 건너편인 한강 북안에 자리 잡은 관계로 백제의 입장에서는 국방상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강 북안의 아차산 지역에는 아차산성과 관련되어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장성의 존재가 주목된다.

장성의 흔적은 뚝섬 부근의 한강변에서 북쪽으로 높은 지대를 따라 아차산에 거쳐 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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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리에 이르는 산줄기를 따라 아천동 일대까지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장성 건축의 주체 

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는 이 장성은 백제와 관련 없는 조선시대 살곶이목장牧場）의 흔적이라는 견해 

이다. 다른 하나는 장성이 조선의 살곶이목장과 연관이 았을 수도 있으나, 처음 축조연대는 

백제와 관련이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장성이 백제에 의하여 처음 축조되었다면, 방어의 

대상이 고구려인데, 장성의 위치, 형세가 고구려군의 움직임을 조기에 포착할 수 없다는 점에 

서 한강 남쪽의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을 방어하는 성으로서는 그 기능이 취약하지만, 아차산 

능선에서 확인되는 보루@S）의 존재를 들어 장성의 백제 축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이 보루는 현재 아차산의 줄기를 따라 중랑천 방향으로 뻗어 있는 것과 반대편인 광장 동 

쪽의 아차산 봉우리에 방어목적을 지닌 보루들의 존재가 확인되는데, 현재는 이 보루가 고구 

려의 보루로 알려져 있지만, 아차산의 모든 보루가 고구려가 축조한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는 

견해이다. 말하자면 현재 고구려의 보루로 알려진 것 중의 많은 것이 백제가 축조한 보루의 상 

당부분을 고구려가 확대, 이용한 것이라는 점이다.

보루의 내부에서 백제의 유물이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현재 

의 발굴이 고구려 문화층 밑에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백제 문화층까지 도달되지 못했다는 점 

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의 발굴 성과에 의하면, 이 보루들의 백제 

축조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다년간에 걸쳐 발굴, 조사 

한 결과 보루의 고구려 축조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②고구려시대

고구려가 구리시 일대를 점령하고 아차산에 보루를 설치한 시기는 확실하지는 않다. 광개토 

대왕의 공격으로 왕성이 함락된 이후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확실한 것은 장수왕이 고구려 

를 침범한 475년이라 할 수 있다. 장수왕은 당시 백제왕인 개로왕을 포로로 잡아 처형하였고, 

아단성（阿旦城）, 곧 지금의 아차산성까지 장수왕이 내려와 군진을 설치하였다.

아차산 일대를 점령한 고구려는 현재 양주군의 영역 내에 북한산군（北漢山郡）을 설치하고, 

그 관내였던 지금의 남양주 진접읍과 진건면 일대에 골의노현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 

과 인접한 현재 구리시 지역도 골의노현에 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정책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지금의 서울 북쪽 양주방면에는 남 

평양성（南平«0이라는 별도（別都）가 설치되었다. 또한 남평양성의 방어를 위해 현재의 마장 

동에서 아천동 방면으로 뻗쳐 있던 기존의 보루들을 보강하였다. 이 때문에 현재 아차산 지역 

에서는 남한에서 유일하게 고구려의 군사유적이 발견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고구려 유적들은 주로 한강 북안의 아차산 일원에서 발견되는데, 초기에는 한강유역을 차지 

하기 위하여 남하하던 고구려 군대의 전초기지로 축조되었다가, 나중에는 북상하는 백제와 

신라를 방어하는 기지로 활용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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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유역에서 고구려 유적이 처음 확인된 것은 1988년으로, 백제의 몽촌토성을 발굴, 조사 

할 때 전형적인 고구려 토기인 나팔입항아리가 발굴되면서 부터이고, 이를 근거로 1977년 발 

굴 조사된 구의동 유적이 실제로는 고구려 군사 요새, 즉 보루였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1994 
년 구리시와 문화원에서 실시한 지표조사를 통하여 한강 북안의 아차산 일대에서 많은 고구려 

유적지가 확인되었고, 1997년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표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바로는 현재 약 20여개의 고구려 유적지가 확인되었으며, 조사 

전에 이미 파괴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더 많은 유적지가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

3） 신라와 통일신라시대의 구리

현재의 구리시 일대와 한강유역을 점령, 지배했던 고구려는 551년 신라와 백제 동맹군의 공 

격을 받아 76년 만에 이 지역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에 구리시 지역은 다시 백제의 영토로 환 

원되었지만 불과 2년 후 신라 군대의 공격을 받아 한강 하류 지역에서 백제군이 철수함에 따 

라 구리시 지역은 신라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신라는 경기도 하남시 일대를 중심으로 신주（新州）를 설치하였는데, 아마 구리시 지역도 신 

주의 범주에 속할 것으로 추정된다. 603년에 한강유역을 회복하기 위한 고구려의 재공격이 

있었으나, 신라는 진평왕이 직접 이곳으로 와서 고구려를 막아내었다. 604년 신라는 이곳에 

북한산주（北漢山州）를 신설하게 되어 구리시 지역도 포함하게 되면서, 고구려와의 접경지대로 

서 구리시 지역의 전략적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다시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을 시도하여, 북한산군 한양군（漢陽郡）으로 

하고, 관내의 골의현군을 황양현（MW）으로 개칭하면서, 지금의 구리시 일대도 황양현에 속 

하게 되었다.

현재의 구리시 지역이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지역의 아차산에 축조되어 있는 아차산성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차산성은 현재 서울 광진구 광진동에 위치하고 있다. 지형적으로는 아차산의 줄기가 한강 

변에 이르러 마지막 봉우리를 이루는 곳으로, 남쪽으로는 강남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고 북으 

로는 아차산 1보루를 비롯하여 아차산과 용마산 일대가 조망되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아차산 

성은 아단성（阿旦城）, 아차성（阿W）, 장한성（長漢賊） 등으로 불려 왔으며,『삼국사기』등에 

의하면 백제 책계왕（W王） 원년（286）에 축성되고, 396년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공취한 성 

으로 기록되었다. 또 475년 백제 개로왕이 전사한 곳으로 전해지는 등 삼국이 한강유역을 놓 

고 벌인 각축의 중심지에 해당된다. 그 후 고려 • 조선시대에는 산성으로 사용된 기록은 보이 

지 않는다.

아차산성은 1973년에 사적 제 234호로 지정되었고, 1994년 이후 수차례의 발굴조사와 기초 

학술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1999년에는 서울대학교박물관에서 아차산성의 성벽과 성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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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아차산성의 축성방법와 축성시기 및 내부 시설물에 대 

한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시굴조사 결과 성벽의 구조와 축성방법과 축조시기에 대한 정 

보 및 성 내부에 산재되어 있는 유적의 대략적인 분포와 구조에 대한 기본 자료를 얻을 수 있 

었다. 성의 내부에서는 많은 양의 유물이 출토되어 산성의 성격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현재 남아있는 석축 성벽은 신라가 한강유역에 진출한 6세기 중반 이후 한 

강유역을 공고히 하기 위해 신라에 의해 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백제와 고구려와의 관 

계를 언급한 문헌기록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주목된다.

시굴조사에서 축토된 많은 유물 중 토기는 총 12종으로 945개체가 출토되었고, 철기는 총 

88개체가 수습되었다. 이 외에 명문기와를 포함한 수천 점의 기와가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모 

두 신라 토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며 백제 및 고구려 토기는 확인할 수 없었다. 토기질은 

경질이며 전체적인 색조는 회청색인 것이 대다수이다. 뚜껑과 사발의 표면에는 도장과 같이 

찍은 문양［印花文］을 한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목이 긴 항아리의 목에는 물결무늬［波狀 

文］를 그어서 문양을 내었다. 토기의 종류는 각종 고배（高杯）, 항아리［a］, 굽 달린 사발［臺附 

쩌］, 사발［怨L 동이［大쎄, 시루［飯］, 뚜껑B］, 접시, 각병（角«, 주름무늬병 등이다. 인화문의 

문양 새김 기법과 파상문, 그리고 대부완, 고배, 각병, 주름무늬병 등은 신라의 6세기 후반에 

서 9세기 중반의 토기양상의 중요한 특징에 해당한다.

아차산성에서 출토된 철기는 무기류, 농공구류, 용기류, 기타 철기로 구분되는데, 무기류는 

화살촉이나 살상용 도끼 등이며 농공구류는 자귀, 보습, 쇠스랑 등이다. 용기류는 철제촉두, 

철솥편이며, 기타 철기는 문고리, 허리띠 등 다양하다. 화살촉을 제외하면 무기류보다는 일상 

생활과 관련된 철기가 다수를 차지한다.

기와는 수천 점의 평기와와 막새기와 그리고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조사되었다. 당시 기와 

를 얻는 건축물이 흔치 않았을 것을 감안할 때 아차산성에서 다량의 기와가 조사된 것은 중요 

한 건물들이 아차산성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명문기와는 대부분 “북（北）”, “북한（北 

漢）”, “한산□ （漢山□）”, “수（受）”, “해（1）”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이미 보고된 “북한수국 

해구선（北漢受國擊□船）”의 파편으로 생각된다. 또한 “북한산□ （北漢山 □）”으로 해설할 수 있 

는 기와도 다량 조사되었는데, 신라가 한강 이북에 북한산성을 축성하였다는 기록과 비교가 

가능하여 아차산성의 역사적 성격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점이다.

후삼국시대에는 이곳에도 새롭게 호족이 등장하여 새로운 판도를 형성하게 되는데, 양주지 

역에서는 매조성 장군（買W成 將軍）을 지칭하는 능현（能玄）이란 호족이 있었다. 매조성은 곧 

매초성（買肖城）이며, 눙현은 925년에 고려에 귀부한 인물이다. 매조성은 곧 매초성（買肖城）이 

며, 능현은 925년에 고려에 귀부한 인물이다. 즉 능현이 고려에 귀부하기까지 양주와 구리시 

일대는 능현이 영향권 하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935년에 양주지역은 다시 후백제 견훤이 왕건에게 항복하면서 그의 식읍이 되는데, 그 기간 

은 불과 1년 정도였지만 구리시를 포함하는 양주 일대가 백제 초기의 근거지였다는 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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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의 비중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매우 강하게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 

여주는 사실이다.

5） 고려시대

1） 고려시대 구리 지역의 연혁

고려시대 구리 지역은 전 시기에 걸쳐 양주에 소속된 역사로 등장하고 있다. 양주라는 이름 

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삼국사기』〈궁예전〉이며 그 후 고려에 항복한 견훤에게 양주를 식읍 

으로 주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고려시대의 양주는 양주 이외에 남경（南京） 한양GW 등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양주는 성종 2년（983년） 12목을 설치할 때 양주목（揚州牧）이 되면서 지방 행정상의 요지가 

되었다. 고려에서는 목에 목사와 부사, 판관 등을 파견하여 목 지역을 통제하고자 하였으나, 

목 지역이 너무 광대하여 통제에 효과를 기대하기가 애초부터 무리였다. 이에 고려에서는 제 

도의 보완을 꾸준히 시도하여 985년부터는 목에 파견되는 지방관들이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 

할 수 있도록 조처하였다. 그 이듬해에는 다시 경학박사와 의학박사 각 1인씩을 파견하여 지 

방교육을 담당하고, 아울러 지방의 인재들을 중앙으로 천거토록 하였다. 995년에는 다시 지 

방제도의 개편을 실시하여 10도제 및 12절도사제로 개편될 때, 양주는 관내도（關內道）에 속한 

절도사체제로 개편되었다. 양주는 비록 관내도에 소속되었지만 도（道）의 장관으로부터 행정 

적인 간섭은 받지 않았다. 당시의 도는 조선시대와 달리 상주관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순찰하는 정도의 기능만 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고려는 목을 

파하면서 군사적인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을 통제하고자 하였는데, 이대 양주는 해주의 우신 

책군（右神策軍）과 공조를 이루는 좌신책군（左神策軍）이 되었다. 이는 아마도 거란족의 침입을 

경험한 고려가 다른 침략에 대비할 필요성에 의하여 지방 호족 세력들과 긴밀한 협조를 이룩 

할 필요성에 의한 개편이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고려의 지방제도는 다시 현종 3년（1012년） 절도사제를 폐지하고 5도호부（都護府） 75도안무 

사｛i謝=吏）를 둘 때, 양주는 안무사＜1=更）가 되었다. 그러나 1018년의 지방제도의 개편 때 

는 지주사｛知州使）로 격하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중앙의 행정력이 그 전대에 비하여 보다 더 

하부까지 침투되어 지방통제를 강화하고 인적, 물적자원의 동원에 내실을 기하려는 움직임으 

로 파악된다.

그 이후 문종 21년（1067년）에는 남경으로 승격되어 5도 양계 체제하에서 양광도（楊廣道）의 

치소가 되어 충렬왕 때까지 지속되다가 충렬왕 34년（1308년） 다시 한양부로 지위가 격하되었 

다. 당시 양주가 남경으로 승격된 이유는 풍수도참설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왔 

다. 즉 당시 수도인 개경의 지기쇠왕설（地氣衰ra》로 문종은 이어（移御）를 시도하였으나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중지한 일도 있었으니, 문종의 남경설치는 풍수도참설의 한 영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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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여 진다. 그러나 남경의 설치가 처음의 의도와 달리 일시적인 조처로 끝이 나자 양주는 

다시 옛 명칭인 양주로 환원되었다.

그러다가 숙종 년간에 다시 남경재건치（南京再建®） 시도가 이루어진다. 당시 숙종은 왕위 

계승 과정에서 순탄치 못한 점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인주（仁州） 이씨（李氏） 집안의 이자의 

（李資義）와의 충돌, 잦은 천재지변 등은 자연스럽게 국가의 재도약을 위한 지리도참사상이 등 

장하도록 하였고, 남경을 다시 두자는 의견도 이때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왕권은 안정시키 

고 지방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남경의 재건치 지역으로 거론된 곳은 조선시대의 노원a原）과 해등（海等）지역으로 추 

정되는데, 이 지역은 구리 지역에 일부가 편입되었던 노해면（®海面）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 

다. 이 시기의 양주는 남경으로 승격되면서 그 아래에 속군（1郡）으로 교하｛交河） • 견주（見州） 

• 포주（拘州）의 3개 군과 속현으로 행주（幸州） • 봉성（窒城） • 고봉（高望） • 심악（深® • 풍양 

（豊» • 사천（沙』II）의 6개현을 거느리게 되면서, 서경（西京） • 동경（東京） 과 함께 고려 지방행 

정체계의 최고의 단위로 부상하였다.

2） 남경시대의 구리지역

남경의 재건치가 이루어진 이후, 고려의 왕들은 이곳에 자주 이어하면서 가궐（假闕）의 조성 

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예종 • 인종 • 의종 등은 수차례 이곳으로 이어하였고, 특히 몽골의 

침략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도참행사가 번번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고종은 남경의 죽판궁（竹±反宮）을 지어 이어하였고, 한 승려의 말에 따라 남경의 가궐에 어의 

를 봉안하게 된다. 이는 기록의 진위를 떠나 그만큼 양주가 지리도참설에 있어서 중요했던 지 

역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사라 할 수 있다.

남경시대의 이 지역은 또 외적의 침입을 맞아 격전이 벌어졌던 현장이기도 하다. 고려는 국 

초 이래로 거란족（契丹族）, 몽골족 등의 침입이 연속되었다. 성종 때의 거란 침입은 서희의 담 

판외교로 물리쳤으나, 강조（康北）의 변（變）을 구실로 내침한 거란의 2차 침입 때는 현종이 나 

주로 몽진을 갈 정도로 피해가 심하였다. 당시 양주는 현종의 몽진 경유지였고, 거란족이 물러 

간 이후, 파괴된 개성을 복구할 때와송악성, 서경의 재성（在城） 등을 수축할 때 개경의 직접적 

통제를 받고 있었던 당시의 양주민들은 개성 주변의 성곽공사에 부역 동원되어 각종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짐작된다.

거란족의 침범이후, 양주일대가 직접 전장이 된 것은 몽골의 침략 때이다. 양주지역은 1216 
년부터 1218년까지 3차례에 걸쳐 몽골군의 침입을 경험하였는데, 특히 첫 번째 침입 때 김취 

려（金就51）가 이끈 군대들이 몽골군대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양주의 백성들도 김취려의 관군에 

소속되어 몽골군을 물리치는데 큰 공로를 세우게 된다.

또한 몽골과 관련하여 양주 또는 남경지역이 사료에 나타나는 것은 몽골의 1차원정군을 인 

솔한 사리타이가 고려를 침범하면서 별동대（別動隊）를 보내 광주 • 충주 • 청주 등과 함께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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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침범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함께 2차 몽골 침입 때 고려가 개성에서 강화로 천도하자 몽 

골군이 개경을 거쳐 남경의 한양산성（漢陽山城）을 공격하였다는 기록과 3차 침입 때 광주와 

남경의 백성들을 강화도로 들여와 강화도 방어에 주력하였다는 기록 등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하여 볼 때, 몽골군이 남부지방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전략적 거점지역이 양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기록은 3차에 불과하지만 그 이후에도 

몽골의 침입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실제로는 더 많은 몽골과의 전쟁이 있었을 것 

으로 보이며, 양주의 백성들은 한양산성이나 혹은 강화도에 들어가 생활터전을 마련했을 것으 

로 보인다.

3） 한양부（漢陽府） 시대의 구리 지역

몽골과의 전쟁이 끝난 후, 몽골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려사회는 많은 변화를 수반하였다. 사 

회적 변화에 따라 고려 3차 체제의 전면 개편이 있게 되고, 양주는 남경에서 한양부로 격하된 

다. 한양부로의 격하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깊은 관력이 있다고 보아진다.

즉 양주를 한양부로 격하할 당시의 충선왕（忠宣王）은 왕권의 강화와 보다 강력한 중앙집권 

을 추구하여, 그 전대에 비하여 더 많은 지방관을 중앙에서 파견하게 되었다. 이에 양주도 남 

경에서 한양부로 격하되면서 부윤（府尹）, 판관（判官）, 사록（司蘇） 등의 관리가 중앙에서 파견 

되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관할 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개경과 근접했다는 이유로 장단, 풍양 

등과 함께 왕실의 전렵지가 되었다.

공민왕대에 이르러 고려 조정에서는 남경천도안이 등장하게 된다. 공민왕은 남경천도계획 

은 비록 천도 반대 여론에 밀려 실패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남경천도론은 그 다음 왕이 우왕 

대에 다시 등장하여 상당한 진척을 보게 되었다. 우왕은 서운관（書雲觀）의 주청을 받는 형식으 

로 우왕 7년（1382년）, 남경 천도를 결정하고, 그해 9월, 자신이 직접 남경으로 이어하였다. 우 

왕은 공민왕대의 남경천도가 여론에 밀려 실패한 것을 감안하여 6개월간이나 남경에 머물면 

서 천도에 대한 구체적은 준비를 하였으나, 결국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우왕과 창왕을 축출하고 고려의 전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공양왕 때, 다시 한 번 남경천도를 

시도하였다. 이성계는 개성이 지닌 고려 수도로서의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 고려시절부터 

가궐지（假闕地）가 있었던 남경지역을 천도의 적격지로 판단하고 시행했으나 1년 만에 계획을 

중단하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이에 따라 양주도 다시 한양부로 격하되어 고려시 

대를 마감하게 된다.

공민왕 이후 우왕을 거쳐 공양왕에 이르기까지 양주가 천도의 적격지로 부상한 것은 고려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지리도참사상이 주요인이 되었다. 특히 우왕 때의 천도 계획은 당시 지리 

도참을 관장하던 서운관（書雲觀）의 주청으로 시도되었다는 점과 그 주청이『도선비기（道！% 

記）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주지역이 일찍부터 지리도참의 관점에서 매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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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되었던 지역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또한 공양왕대에는 1년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천도가 단행되었다는 점을 볼 

때, 지리도참설이 유행했던 고려사회에서 양주가 지닌 행정적인 중요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것이다.

4） 조선시대

1） 구리지역의 연혁

구리시는 고려시대 양주목과 남경, 한양부 등 명칭의 변경은 있었으나, 조선시대에도 고려 

시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현재의 양주 관할 하에 속하게 된다. 특히 태조 이성계는 새 왕조 

를 개창한 후 신 도읍지의 후보를 물색하던 중, 한양으로 도읍을 옮길 것을 고려하게 되었다. 

여러 차례 장소의 변경과 논의가 있었던 끝에 결국 조선의 새 수도로 한양이 결정되고, 궁궐 

조성이 끝나기 전인 1394년 10월, 한양으로 천도를 단행하였다.

새 왕조의 수도를 옮긴 조선은 다시 행정체제의 개편을 시도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군현제의 실시를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제도는 전국을 8도체제로 고정하 

였다. 도 아래에 부, 대도호부, 목, 도호부, 군, 현을 각각 편제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 관내 

에는 4목 7도호부 7군 19현이 편제 되었다.

구리시가 속한 양주는 1394년 수도가 한양으로 천도되자 지양주사오□楊州事）로 강등되었다 

가, 그 다음해 양주군으로, 1399년에 양주부로, 1413년에는 양주도호부로 승격하였다가 세조 

12년（1466년）에 양주목이 되었다.

군현제 하에서는 각 군현급까지만 중앙에서 파견되고, 그 아래의 면리에는 면임과 리임을 

임명하여 자치적으로 다스리도록 하였다. 조선 전기에 양주목의 관할 하에 어떤 면리들이 있 

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18세기의 자료를 통하여 양주목에 소속된 34개면과 140 
개의 리 등이 있었다.

각 면리의 책임자들인 면임과 리임들은 촌락의 대표자로서, 국가의 부세 - 역역 • 조세 등을 

관리하거나 촌락의 각종 업무를 대행하기도 하고, 촌락의 모든 행사들을 수행하는 임무를 가 

진 것으로 파악된다.

양주목의 각 면리에 소속된 인구의 수는 시기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여준다. 조선시대에 

서는 대체적으로 호적 조사를 3년마다 1번씩 시행을 했는데, 이때 각 군현과 면리에 거주하는 

인원도 파악을 하였다. 다만 당시는 모든 인구를 파악하는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 었고, 국가 

의 조세 부담자들인 ‘ 남정（男丁）’ 이 그 대상이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15세기 당시 양주의 호수는 1,481호투）, 님•정 

은 2,726구（|1|）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다가 영조 대에 편찬한『여지도서地圖書）』에 의하면 

양주 관할 하에는 34읍면에 11,254호에 53,497구（남 23,775 ； 여 29,722）로 조사되어, 15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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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여지도서』보다 약간 늦게 만들어진「호구총수（戶n總 

數）』에 의하면 34면 140리에 총 12,465호 60,515구（남 30,300 ； 여 30,215）로 약간 증가현상 

이 나타난다.

2） 임진왜란과 구리지역

1592년 4월, 조선을 침범한 왜군은 불과 20여일 만에 한양을 점령하였다. 선조는 의주로 몽 

진을 갔으며, 조선 각지에서는 관군을 대신한 의병이 봉기하여 왜적의 후방을 교란하거나 향 

리를 침범한 왜적들을 몰아내면서 큰 전과를 올리게 되었다. 경기도에서도 많은 의병들이 봉 

기하여 왜적과 대치하였는데, 양주의 해유령（輕"）에서 는 유도대장（留都大將） 이양원（李陽 

元）과 부원수 신각（申格）, 안성의 홍계남（洪季男）, 강화의 우성전（禹性傳） 등의 의병으로서 큰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다. 구리시 지역에서는 건원릉이 있는 검암산（劍巖山）을 근거로 고언백 

（高産伯）이큰 활약을 보여주었다.

“교동의 향리인 고언백은 일찍이 왜적을 물리친 것으로 유명하다. 도원수를 따라 영장이 되 

어 적들의 목을 벤 공을 세우고, 자청하여 양주로 돌아가 병사들을 모아 적들을 공격하였으 

니, 선조가 양주목사로 제수하여 능침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언백은 산의 정상 험한 곳에 자 

리를 잡고 때때로 적들을 초격하였는데, 일찍이 능침에 복병을 두어 사살하였다”

당시 고언백을 따랐던 도원수를 김원명으로 한강의 방어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때 고언백 

이 김원명의 휘하가 되어 활약하다가, 양주의 해유령전투에서 공을 세운 후, 양주로 돌아가 

왜적을 막아내기 자청하자, 선조는 고언백을 양주목사로 제수하고 주차방어사（a衛防뙈使）를 

겸직하도록 하였다. 고언백은 건원릉의 주산인 검암산 정상에 2개의 보루를 설치하여 왜적들 

을 유격전으로 격퇴하였으며 , 나중에는 한양수복 전투에도 참여하였다.

평양과 함경도까지 진출했던 왜적들은 각 지방 의병들의 활동과 이순신장군의 수전 승리 등 

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토요토미（豊臣秀吉）의 사망과 함께 7년간의 전쟁은 끝을 맺 

게 된다. 임진왜란은 조선의 경제를 황폐화하였고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곤궁해져, 결국 조선 

후기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3） 구한말이 토지개혁과 구리지역

구리시가 속한 양주일대는 고려시대부터 길지（吉地）로 소문이나 천도설이 끊이지 않았던 지 

역이다. 양주가 길지라는 관념은 그대로 전승되어 천도설 대신 구리시를 중심으로 조선 왕조 

의 능침지地）로 널리 활용되었다.

구리시에는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健元陸）을 비롯하여 조선 후기까지 모두 9릉 17위가 모셔 

지게 된다. 구리시에 능침들이 들어서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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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조선의 농민들은 각종 조세의 직접 부담자였는데, 이 지역에 능침이 들어서면서 면세전인 

묘위전（墓位田）이 많이 설치되면서 각종 역의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가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양주의 면세지는 총 761결（結） 49부（負）로, 경기도 면세지 8기결 76부의 87%에 해 

당할 정도로 많은 면세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양주 자체에 전답의 경우도 실결수의 7M가 면 

세전답이었다.

면세지 광점（廣占）에 다른 양주지역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경기도 고 

양지역과 함께 양주의 비면세지에 대해서는 전세를 감하는 조치를 내려 양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타 지역과 비교한 양주 주민들의 부역부담은 상대적으로 과 

중한 것이었다.

그런데 구한말에 이르러 정부에서는 이른바 ‘갑오승총（甲午陸總）’이라 부르는 철폐조치를 

단행하였다. 즉 1894년 군국기무처에서는「宮土, 釋土, 1@士의 出稅에 관한 件」이 발표되어, 

궁장토 등의 수입은 계속 각 궁의 소관이지만, 지세는 조세금납화 조치에 의거하여 거두고, 

역둔토의 경우는 은결01結）과 결세가 헐한 토지 등을 조사하여 역시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토 

록 하였다. 또한 모든 세금은 탁지부에서 일괄 거두도록 조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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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內亂）이 외침（外侵）을 초래（招來）

구리문화원 

이 병탁

1. 내란（內亂）

가. 인조（仁祖）의등극

（재위 1623〜1649）
광해군이 왕위에 등극（1608년）하자 임해군（동복친형）을 비롯하여 영창군（인목왕후 장 

남）, 능창군（인조의 동생）등 왕이 위협 받을 수 있는 인물들과 서 인（西A） 남인（南人）을 제 

거하고 인목대비（선조 계비） 마저 서궁（덕수궁）에 유폐시키려하자 광해군에 대한 그간 

불만을 품고 있던 세력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명분으로 무력을 행사, 1623년 3월 12일 

정변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킨 사건이 인조반정（仁祖反正）이다.

인조는 선조（宣祖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빈（仁婚）소생인 정원군의 맏아들이다.

1959년에 태어나 1623년 3월 조선 16대 왕으로 29세에 등극하였다. 반정에 성공한 인 

조는 명（중국）나라와의 사대주의（事大主義）를 표명（表明）하여 친명배금（親明排金）정책으로 

정국을 안정시키려 우선 서궁에 유폐되어 있던 인목대비（仁穆大姑의 존호를 복원하고 

광해군 시절 권력을 독점했던 정인홍, 이이첨 등을 사형시키고 나머지 200여명을 숙청 

하였다.

이러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제각기 정치적 입지（立志）를 다지기 위하여 사분오 

열（四分五劉되어 각 계파들 간에 반대세력을 몰아내기에 혈안이 되고 음모를 꾸미기도 

하였다.

나. 이괄（李造）의 난（亂）

조선중기의 무신. 반란자

생, 졸 : 1587（선조）〜1624（인조）

경력 : 선조때 무관에 급제후 형조좌랑, 태안군수

특기 : 서예

성격 : 아동기 성질이 난폭하고 부친 말씀에 반대로 언행（言行）함

난의 발생-종결 : 1624. 1.22〜1624. 2.15
이괄의 난은 인조반정후 논공행상（論功行賞）에 대한 이괄의 불만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사가（史家）들 대부분의 평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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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볼 때 단순히 이괄의 개인 불만 때문이 아니라 서인 

（西人）들의 세력다툼이 원인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인조 실록에 이괄이 인조 반정에 혁 

혁한 공을 세웠으나 2등 공신으로 책정되고 평안병사 겸 부원수로 임명 되어 변방으로 

까지 밀려 근무하게 되어 불만을 품고 일으킨 반란이라 기록 되어 있으나 당시 북방의 

만주족인 후금（後金）의 누루하치가 명나라의 요동지방을 함락시키고 또한 조선에 위협 

을 가해오던 때이므로 국운이 달려있는 조선 북방 주력부대 지휘관은 이괄이 적격자이 

며 국왕으로서도 이괄에 대한 풍부한 전투경험과 용병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믿음이 남 

달랐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북방 수비 병력이 1만 5천명 중 1만 

명을 이괄의 지휘아래 영변에 주둔 시키고 5천명을 장만（張晩）의 지휘아래 평양에 주둔 

시켰다.

이괄은 자신의 중한 책무를 느끼고 북방 임지（任地）에서 경비 강화와 여진족의 침략 방 

위에 몰두하고 있을 때 중앙의 서인（西人）들이 이괄을 이용해서 북인파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며 1624년 1월 문회（文i海） 이우 등이 이괄의 아들인 이전（李施과 한명 

련（韓明＜ 기자헌（奇H獻）, 이시언（李時言） 등이 반란을 꾀하고 있다고 왕에게 고변（告變） 

하게 이른다.

그러나 인조는 신임이 두터운 이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김자점（金自點）과 김류（金히） 등의 집권세력들은 고변이 무고임으로 밝혀졌으나 이괄을 

해임하고 소환하여 국문（W問）을 주장하였으나 인조는 이를 묵살하고 이전과 한명련을 

압송하여 국문하기로 했다.

이전을 압송하기 위하여 금부도사＜禁府都事）가 영변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괄은 분 

노하여 아들이 압송되어 고문을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할 경우 무사하지 못할 것으로 판 

단되어 금부도사와 선전관（宣傳官）을 사살시키고 군사＜軍事）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괄은 전병력 1만명을 인솔하여 영변을 출발 한성을 향하여 샛길을 통해 가급적 관군 

과 정면으로 접전을 피하고 급습 돌파하여 황해도 황주에서 접전 다음 개성과 임진강 

사이 평산 에서 관군을 대파 시켰다.

이 소식을 들은 인조는 한성을 버리고 충청도 공주로 피난길에 올랐다.

마침내 이괄의 부대가 출정한지 19일만인 2월 10일에 한성을 당도하였으나 지형상 유 

리한 지역을 고수하였던 관군（官軍）에게 대패（大敗）하자 이괄은 한명련과 패잔병을 이끌 

고 도성을 빠져나가 2월 15일 이천（利川）에서 다시 군을 정비하려 하였으나, 반란군은 

뿔뿔이 흩어져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반란군의 기익헌（寄益獻）, 이수백（李守⑴등 

의 부하들이 이괄과 한명련의 목을 베어 관군에 투항 함으로써 이괄의 난이 평정되었 

다.

반란은 평정되었으나 사회는 혼란과 불안으로 조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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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 주력 부대의 수비가 허술해져 이후 후금（後金）의 침략으로 정묘호란（丁卵胡亂）이 일 

어나게 되었다.

쑤 설화:임절미

인조께서 이괄의 난으로 1624년 한성에서 충청도 공주로 피난 당시 진수 성찬은커녕 허기져 있을 

때 그곳 아낙네가 큰 뜻을 가지고 귀한 찹쌀로 밥을 지어 절구에 찧어 썰어서 콩을 볶아 맷돌에 

갈아서 가루를 묻혀 임금님께 올렸더니 대접을 받은 인조께서 처음 보는 음식이 시장끼에 너무 

맛이 있어 “절미（絶味）로구나! 감탄하신 다음날 ”어제 먹은 떡은 웬 것이 었느냐“ 물으시기에, 신 

하가 ”아랫 마을에 사는 임씨란 부인이 올린 떡이 옵니다“ 라고 보고 드리니 ”임 절미“로구나 하 

시어 붙여진 이름이 오랜 세월 구전（□傳）이 변음｛變音）되어 인절미로 부르고 있다.

2. 외침（外侵）

가. 정묘호란（丁卵胡亂）

（1627. 1 〜 1627. 3）
조선은 임진왜란（1592〜1598）은 많은 인명손실과 경복궁, 불국사, 도자기 등의 재해와 

약탈로 국가 재정이 궁핍해진 가운데 이괄의 난으로 또한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을 

때 여진족은 만주지방에서 추장 누루하치가 추대되어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1610년 후 

금（後金）을 세워 명（明） 나라를 침략하려 할 때이다.

조선 반도는 이괄의 난이 끝난 3년 뒤 1627년 1월 그 간 호시 탐탐 침략계획을 가지고 

있던 후금이 기회로 여겨 3만의 대군으로 대대적인 침략을 감행하여 조선은 속수무책 

저항도 없이 임진강 이북을 점령당하여 내어주고 화의 조약을 맺음으로서 위기를 모면 

했다.

이렇듯 후금의 침략으로 조정에서는 극도로 전세가 불리함을 판단하고 김상용（金尙容） 

을 명하여 한성을 수호토록 하고 소현세자（인조장남）를 전주로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하 

였다.

이때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후금의 배후를 공격함으로 남하를 멈추고 화의를 제의 하 

게 되었다.

첫째, 후금에 압록강이남 변경 지역 땅을 할지（割地）할 것

둘째, 명나라 장수 모문룡（毛文龍）을 잡아 보낼 것

셋째, 명나라 토벌에 3만 군사를 지원할 것을 전해왔다.

화친조약 내용은 명과 후금 간에 중립을 실천 조건으로 철군하였으나 그간 배척 

하여 오던 후금（여진족）과 형제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약자의 입장에서 치욕적 조 

치일 뿐만 아니라 세폐（歲幣 ： 예물로 해마다 보내는 물품）를 바쳐야 하는 경제적 부 

담을 안고 정묘조약（丁卵條約）이 체결 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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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참고:여진족

만주북동부에 살던 퉁구스계의 민족으로 중국 주（周）대에 말갈（幻吉）로 불리워짐.

12세기 초 금（金）을 건국하여 북중국과 만주를 지배하였음. 징기스칸의 몽골족에게 패망하여 원 

（元）의 치하에 흡수됨. 이후 명（明）의 치하에서도 여진족은 조선에 침입과 노략질은 계속해왔음. 

1636년 국호를 대청국（大淸國）으로 개층 명（明）의 영토를 완전지배하고 도읍을 만주 심양（'W에 

정하였다.

나. 병자호란（內子胡亂）

（음. 1636, 12. 2 〜1637. 1. 30.）
정묘호란 이후 명（明）은 기울어가고 청（淸）이 일어나던 때 조선은 그 간 내란과 외침으로 

국력은 쇠약해지고 군사력마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정세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뒤져있 

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이성계）는 친명배원（親明排元） 정책으로 명나라에 조공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어 임진왜란 때에는 명이 군대를 파견해서 구원하여 준 일도 있었으며, 광해 

군은 정세를 잘 판단하여 명（明）나라와 청（淸）나라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침으로서 크 

게 불안정하지 않았으나 인조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명배금 정책을 노골화 천명함으로 

서 후금（後金）으로 하여금 조선침략의 계기를 마려해 준 상황이 되었다.

후금은 정묘호란 후 10년간 국력을 정비하여 국호를 청（淸）으로 개칭하고 태종을 황제의 

칭호로 사용하고 조선과의 정묘호란에서 맺은 형제관계를 군신（君臣）관계로 개약하자며 

황금과 백금 1만냥, 전마（戰馬） 3천 필（四마리）과 정병（正兵） 3만명 지원을 요구해 왔으나 

이를 조선 조정에서 묵살해 버렸다.

청 태종은 12월1일 청군（淸軍）7만, 몽고군 3만, 한족（漢族）군사 2만명 등 총 12만명을 이 

끌고 압록강을 건너서 13일에 평양에 도달되었음이 조정에 보고 되고, 14일에 개성에 

침입하게 되자 조정에서는 다급하게 운방（邦方）과 김상용（金尙銘）에게 명하여 종묘사직의 

신주（神主）를 받들고 세자빈 강씨, 원손, 둘째아들 봉림대군, 셋째 안평대군을 강화로 피 

란토록 하였다. 청군이 한성으로 침입함에 인조 자신도 피난길에 오르려 할 때 강화길 

이 차단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강화를 포기하고 남한산성을 택하여 몸을 피신하였다.

청군이 12월 16일 남한산성에 당도 하였을 때 아군이 남한산성 안에 집결된 병력은 겨 

우 1만 3천명에 이르렀으며 성내에 양곡 1만 4천석은 40여일이 경과되자 식량은 모두 

떨어지게 되었다.

나라가 위급하게 되자 남한산성으로 집결하려던 조선군은, 각처에서 청군에게 패하여 

분산되고 명에 청원한 군사도 오지 못하여 완전 포위 상태에서 주전파（主戰派）와 주화파 

（主和派） 간의 논쟁이 벌어졌으나 타결책을 내지 못하고 최명길（崔鳴吉）이 국서（國書）를 작 

성하여 청군 진영에 보냈으나 청 태종은 조선 국왕이 직접 성 밖으로 나와서 항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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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구에 맞서고 있을 때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보고를 접하게 되자 인조는 출성（出城 

하여 항복을 결심하고 회담에 응하였다.

조약내용은 청에 대하여 신하＜臣下）의 예의를 갖추고 세폐（공물）을 보낼 것 등 열한 가지 

사항에 체결하여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세자와 함께 삼전도（三田渡:송파구 삼전동）에서 

청 태종에게 무릎을 꿇고 신하의 예의를 깍드시 갖춘 뒤 한성으로 돌아왔다.

청군은 철군과 더불어 소현세자, 빈궁, 봉림대군, 안평대군 등과 척화론자（序和論者）를 

볼모로 심양（»으로 끌고 갔다.

그간 청군은 도적질은 말할 것도 없고 조선의 젊은 여성 30만명을 납치하여 돈을 받고 

되돌려 주려고 끌려가는 동안 혹한에 헐벗은 여인들이 얼어 죽고, 굶어죽고, 매 맞아 가 

며 1천 여리길 심양에 끌려갔다가 비싼 값을 치르고 되찾아 오는 경우도 있었으나 빈민 

출신 여자들은 시장（市場）바닥에서 무작정 팔려가기도 하고 굶주림을 못 참아 도망쳐서 

고향으로 돌아온 환향녀（還鄕女）들은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못하 

여 이혼문제 등 정치 . 사회 문제가 크게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굴욕적 역사를 남기게 된 것은 당시 집권당인 서인（西人）과 인조（仁祖）가 국제 정 

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

우 병자호란의 조약내용

1. 조선은 청에 대하여 신의 예를 행할 것.

2. 조선은 명으로부터 받은 고명책인을 청에게 바치고 먕과의 교호를 끊으며, 명의 연호를 사용 

하지 말 것.

3. 조선 왕은 왕의 장자와 차자, 그리고 대신의 아들을 볼모로 청에 보낼 것.

4. 청이 명나라를 정벌할 시 조선은 기일을 어기지 말고 원군을 파견할 것.

5. 청이 가도를 공취할 때 조선은 배 50척을 보낼 것.

6. 성절 상삭 동지 중궁천추 태자천추 경 조 때의 사산의 파견은 명의 구례에 따를 것.

7. 압록강을 건너간 뒤에 피로인 중에서 도망한 자는 진송할 것.

8. 내외 제신과 혼인을 맺어 화호를 굳게 할 것.

9. 조선은 신구의 성원을 보수하거나 쌓지 말 것.

10. 올량합인은 마땅히 쇄환할 것.

11. 조선은 기묘년（1639）부터 세폐를 보낼 것.

- 참조: 1.「조선왕조실록」（박영규 지음）

a「남한산성』（이정호 발행）

3.『성남지역 의병 조사연구』（성남문화원）

4.「남한산성 사사기（史寫記）」（현용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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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三人
건원릉이 한양의 동쪽에 조영된 사연

조선왕실 （전주이씨대동종약원） 문화위원 

이 상 주

음양론（陰陽論）은 우주와 인간사회의 생성과 소 

멸을 음과 양의 상대성, 순환성, 조화성으로 설명 

하는 철학이다. 오행론（五行論）은 인간의 생성과 

소멸을 우주의 순환 이치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오 

행은 수성（水星）, 목성（木星）, 화성（火星）, 토성（土 

星）, 금성 （金星）이다. 음양과 오행은 불가분의 관계 

이기에 음양오행설로 불린다.

조선의 문화는 음양오행과 관련 깊다. 수도 한양 

（漢1）의 이름은 음양 논리에서 비롯됐다. 산은 남 

쪽이 양이고, 북쪽은 음이다. 강은 북쪽이 양이고, 

남쪽이 음이다. 한양은 북한산의 남쪽과 한강의 북 

쪽 양의 지역에 건설됐다.

오행은 유교가 추구하는 가치인 인의예지신（仁義 

禮智信）을 상징한다. 한양의 4대문과 보신각은 인 

의예지신 가치 구현의지의 표현이다.

신라 때부터 움튼 오행 사상은 나라의 운명을 보 

는 수단으로도 활용됐다. 신라는 삼국통일 후 우주 

의 운행 이치상 금성의 기운을 받았음을 선언한다. 

신라인은 상고시대 중국 대륙을 지배한 황제의 아 

들인 1）소호금천씨（少吳金天氏） 후손으로, 나라는 

금국（金國）, 수도는 금성（金城）이라고 말한다.

〈수선총도 （首善總圖）〉

조선 후기에 그려진 서울의 지도다. （서울역사박물관）

1） 소호금천씨-신라의 왕족 시조는 김알지와 소호금천씨 두 갈래로 집약된다. 그런데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정복한 문무왕 시대 이후에는 아예 소호금 

천씨를 조상으로 생긱하게 된다. 이는 864년에 작성된 당나라 이민 신라인의 묘비인 ’대당고김씨부인묘명’（大唐故金氏夫人墓銘）에서 읽을 수 있다. 묘지 

명에서는 신라 김씨의 시조를 소호금천씨로 밝히고 있다. 김알지 신화와 소호금천씨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살필 수 있다. 신라의 박씨. 석씨는 모두 알에 

서 태어났다. 김씨는 금궤（金Hfi에 들어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금수레를 탔다. 이는 믿기 어렵지만 세속에서는 사실로 전해지고 있다（新羅朴氏 • 昔氏告 

卵生 金氏從天入金降 成三乘金車 此t說怪 不可信 然世俗相傳 爲之W事）.〈삼국사기신라본기 경순왕〉

신라인은 스스로 소호금천씨 후손으로 생각해 김（金）을 성으로 쓴다. 김유신의 비문 또한 ‘ 헌원의 후예요. 소호의 자손이라고 했다. 남가야 시조 김수로왕 

도 신라와 같은 성씨다＜羅人 h W少붖金天氏之後 故姓金 庾信碑赤E 畜 少吳之%L” 則南加W始祖首露 與新羅同姓世）.〈삼국사기 열전 김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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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백제와 고구려 유민을 다스릴 수 있는 정신적 이데올로기를 만든다. 행정제도는 

금의 숫자인 9에 해당하는 9주로 나누고, 군대조직도 9서당으로 개편했다.

오행에서 금성을 살리는 별은 수성이다. 

신라 하대에 혼란이 지속되자 백성들은 

새 나라를 원했다. 이에 태봉이 수덕（水 

德）을 가진 나라를 선언한다. 또 연호를 

수덕만세（水德萬歲로 정해 새 세상을 열 

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쿠데타로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운 왕건도 태봉의 수 

덕지국을 이었다. 수에 해당하는 숫자는 

6이다. 이에 고려는 전국에 6의 배수인 12 
목을 거점도시로 건설했다. 또 12 사학을

세웠다.

고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극심한 사회 모순이 두드러진다. 백성들은 나라를 안정시킬 인물을 

원했다. 오행의 원리에서 수（水）의 성질을 대신해 백성을 구할 기운은 목（木）이다. 이에 고려 

중기부터 2）목자위왕（木子爲王）, 십팔자위왕（十八子爲王）, 목자득국（木子得國） 등이 퍼지게 된 

다.

이 같은 오행설의 덕을 본 나라가 조선이다. 목（木）을 상징하는 이씨（李氏） 왕조 개국을 하늘 

의 명으로 홍보할 수 있었다. 목은 봄, 동쪽, 아침, 새싹, 문（文）, 청색, 숫자는 8과 친연성이 

있다. 조선은 나라의 면모를 목（木）의 이치에 맞게 정비한다. 나라 이름을 조선（朝!®으로 한 

다. 아침 조（朝）에 고울 선#이다. 힘차게 뻗는 아침, 동쪽, 푸르름을 연상시키는 국명이다. 

동국여지승람에서는 ‘ 해가 일찍 뜨는 동방의 나라（居東表0出之地故名朝鮮）’ 로 해석했다.

또 창업군주인 태조는 이름인 휘（W）를 성계（成桂）에서 단（旦）으로, 자（字）는 중결（仲潔）에서 

군진（君晉）으로 바꾼다. 단（旦）은 아침 밝음을 의미하고, 군진（君晉）에서 진（晉）은 일（0）자 밑 

에 일（--）을 더한 것으로 해가 돋는 처음을 뜻한다. 밝게 떠오르는 해를 상징한다. 태조는 휘 

와 자를 목（木）의 기운에 어울리게 개명한 것이다. 태조의 아들은 태종은 행정제도를 목의 숫 

자인 8에 맞게 8도로 개편했다.

2） 목자득국（木子得H） - 목자위왕（木子爲王）, 십팔자위왕（十八子爲王） 등은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는 참설（識說）이다. 목자（木子）와 십팔자（十 

八子）는 이（李）의 파자（破字）다. 이 참설은 고려 중기부터 조선건국 때까지 민간에서 줄곧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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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목의 다른 숫자인 3과도 밀접했다. 3년 

마다 정기 과거시험인 식년시가 거행됐고, 관직 

도 3정승（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사（홍문관, 

사헌부, 사간원）, 삼법사（형조, 사헌부, 한성부） 

로 운영했다.

음양오행사상은 유학에서 추구한 천인합일사 

상（天人治一思想）의 다른 표현이다. 하늘의 이치 

와 자연의 흐름, 인간의 삶을 순리에 맞게 하려 

는 사상이다. 이 같은 이상향을 모델로 한 조선 

학자들은 태조 건원릉 조영에서도 방위에 본능

적으로 신경을 썼다. 목（木）의 기운에 맞는 문치

주의, 아침, 해, 신생국, 청색, 어짐（仁） 등에 합치하는 방향은 동쪽이다. 오행으로 풀이할 때 

건원릉이 동쪽으로 간 이유다.

태조, 정도전에게서 찬진어휘표덕설GW御»表德說）을 받다

자（字）는 이름자에 담긴 뜻과 연관되게 짓는다. 이름에 담긴 덕（德）을 드러낸다 하여 ‘ 표자 

（表字）’ 라고도 한다. 조선 초의 학자인 김시습（金時習）의 이름은 논어의 학이시습지（學而時習 

之）에서 나왔다, 그의 자는 불역열호（不가＜平）의 ‘ 열’ 자가 들어간 열경®»이다. 고려 이제 

현（李齊賢）의 이름은 논어의 ‘ 견현사제（見賢思齊）’ 와 연관 있다. 그의 자는 ‘ 사’ 자가 들어간 

중사（仲思） 다.

태조는 등극과 함께 신생국 조선에 어울리는 자（字）를 생각했다. 왕은 도승지 민여 익을 통해 

정도전에게 표덕（表德）을 지어 올리게 했다. 정도전은 옛 문헌을 두루 살폈다. 그 결과 중국 고 

대국가의 임금은 이름과 호（號）를 쓴 것을 확인했다. 나아가 문화가 융성한 주（周）나라에 이르 

러서 이름과함께 자（字）를 갖는 트렌드를 읽었다. 천자, 제후가 모두 자를 짓고 경대부 이하도 

같은 흐름이 유지했다. 정도전은 주나라 때부터 어려서는 이름을 부르고 관례를 하면 자（字）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자를 부르는 것은 어른과 어린이를 구별하여 성인（成人）의 도（道） 

로 책임 지우는 방법이다. 정도전의 문집인 삼봉집에 실린 태조의 자에 대한 글을 본다.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즉위 초에 휘（이름）를 3）모（某）로 고치시고, 천자에게 알리고, 

종묘（宗廟）에 고하였습니다. 이름이 있는 곳은 반드시 실상이 따릅니다. 그리하여 사람

3） 모（某）-태조의 이름은 단（旦）인데 금기 （禁忌）하여 모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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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자를 표덕（表德）이라고 합니다. 실상을 덕스럽게 함을 뜻합니다. 전하의 성덕（盛 

德）은 하늘의 해와 같아서 소신（小臣）이 감히 흉내낼 수 없습니다. 다만 4청천백일（靑天 

白日）은 눈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볼 수 있으므로, 신 이 감히 어 리 석은 생 각을 다하여 

군진（君晉）이란 자（字）를 올립니다.

신이 상고해 보건데 일（日）자 밑에 일（一）을 더함은 해가 돋는 처음을 뜻하며, 진（晉）자 

는 밝게 떠오르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늘에 해가 떠올라 그 광명이 넓게 비쳐서 음예 

（陰IS가 흘어지고 만상이 뚜렷해짐은, 곧 인군의 처음 정사가 맑고 밝아서 온갖 사악 

한 것은 다 없어지고 모든 법이 모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해가 떠오른 다음 

그 밝음이 점점 더 해짐은 곧 인군이 처음 등극해서부터 천만대까지 전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경에 ‘해가 떠오르는 듯하다（如日之井）’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이다. 바라 

옵건대 전하께서는 주아（周雅）의 격언을 체 받으시어 매양 해를 법 받으소서. 이 이름 

（名）을 따라 그 아름다움을 실천하시면 큰 행복이겠습니다.

4）청천백일（靑天e B）-사기（史記）에 나오는 표현으로 청명한 하늘의 밝은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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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원릉（健元酸） 태조（太祖）-

신도비명 병서（神道碑銘 井序）

숭정대부 길창군 집현전 대제학 신 권근 봉 교찬 

崇政大夫 吉昌君 集賢殿 치부學臣 權£ 奉 敎#!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좌의정 창녕부원군 신 성석린 봉 교서 

차王 I® 崇；@%大夫 議政府左m政 昌 W 府院君 臣 成石1쏘 奉 敎書 

자헌대부 지의정부사 신 정구 봉 교전 

資憲大夫 知議政府事 臣 鄭如奉 H

하늘이 덕이 있는 사람을 생각하여 다스리는 운수（運數）를 열어 주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먼 

저 특이한 징조（徵北）를 나타내 그의 부명（符命 ： 하늘에서 임금이 될 만한 사람에게 주는 상 

서로운 징조）을 보여 주는데, 하（夏）나라에서는 현규（玄1）를 준 일이 있었고, 주（周）나라에서 

는 협복지몽（協 h之夢）이 있었다. 한（漢）나라를 거쳐서 그 이후로 어느 왕조（王朝）에서나 각각 

다 이러한 징조가 있었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지 사람의 모책（謀策）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태조대왕（太祖大王）은 용연（龍溫）에 계실 때부터 공훈（功動）과 덕（德）이 이미 높았고, 부명 

（符命）도 또한 현저（顯著）하였다. 꿈에 신인（神人）이 금척（金尺; 금으로 만든 자）을 가지고 하 

늘에서 내려와 이를 대왕에게 주며 말하기를

“공（公）은 마땅히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바로 잡으시오.”

하나라의 현규와 주나라의 꿈과 더불어 같은 부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이인（異人）이 문（門）에 와서 글을올리며 말하였다.

“지리산（智異山）의 바위 사이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척에 적힌 글에는 “나무 아들이 삼한（三韓）을 고쳐 바로 잡는다 ［木子更正三 

韓］”라고 쓰여 있었고, 곧 바로 사람을 시켜 나가 맞이하려 했으나 글을 갖고 온 자는 이미 가 

고 없었다. 서운관（書雲觀）에는 예전부터 소장（所藏）하여 내려 오는 ＜비기＞ （秘記 ： 예언서） 

의 ［구변진단지도（九變震®之圖） ： 아홉번 변하는 진단의 그림］에 건목득자健木得子: 나무를 

세워 아들을 얻음］라는 말이 있다.

『조선』을「震이라고 하는 설이 수 천년 동안 내려 왔는데 오늘에야 비로서 특별히 증험 

（證驗）되었다. 하늘이 유덕（有德）한 이를 믿고 생각하여 돕는다 함은 진실로 징험®1劍이 있 

는 것이다.

신（臣）이 삼가 C선원계보（塔源系譜）＞를 상고（詳考）하여 보건대, 이씨는 전주（全州）의 망족 

（望族）이다. 사공（司空）은 휘（It）가 한（翰）인데 신라（新羅）에서 벼슬하였고, 신라 종성（宗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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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室의 姓）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6세손（世孫） 긍휴®休）에 이르러 처음으로 고려에 벼슬하였 

고, 13세（世）까지 이르렀다.

태조대왕의 고조（高祖）인 목왕（穆王）은 원나라 조정에 들어가 벼슬하여 천부장（千夫長）을 하 

였고, 4세（世）까지 걸쳐 내려 오면서 벼슬을 하였는데 모두 다 능히 잘하였다.

원나라의 정치가 쇠퇴（衰退）하게 되자, 황고（皇考） 환왕（桓王）은 우리나라에 돌아와 고려 공 

민왕（«王）을 섬겼다. 지정（至正） 신축（辛* ： 1361）년에 홍건적（紅巾賊）이 쳐들어와 왕경（王 

京）을 함락（陷落）할 즈음, 공민왕이 남쪽으로 몽진（蒙塵）하고, 태조께서 군사를 보내어 싸워 

이겨서 수복（收復）하고 맨 먼저 승첩의 보고를 올렸다. 다음 해 임인（王街 ； 1362） 高麗 

«王11 년에는 오랑캐 나하추（納胎出）를 쳐서 달아나게 하였고, 또 그 다음 해 계묘（發卵 ； 

1363）년에는 위왕（僞王） 터치물（塔胎木）을물리쳤다.

이에 공민왕이 더욱 믿고 의지（依支）함이 두터워지면서, 여러 번 벼슬이 올라가 장상（將相） 

에 이르러 조정의 안팎을 드나들었다.

경서（經書）와 사기（史記）를 보고 힘써 노력（쪼方）함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세상을 구제（救 

濟）할도량（度量）과살리기를좋아하는 덕은 지성（至誠）에서 나왔다.

공민왕이 죽고 다른 성씨**）가 왕위（王位）를 절취 WX）하고 권력（權方）있는 간신（蓋臣）들 

이 국정（國政）을 멋대로 휘두르며 나라의 정치（政治）를 어지럽게 하는 와중에 바다의 도적（海 

寂）들이 나라안에 깊숙이 들어와 군 • 현（郡 • ®에 불지르고 약탈（｝京奪）하였다.

홍무（洪武） 경신庾申 ； 1380）년에 우리 태조가 운봉（雲峰）에서 싸우］ 이김에 동남쪽 지방이 

편안（便安）하게 되었다.

무진（成辰 ； 1388）년에 시중（侍中） 최영（崔榮）이 권간（權奸）들의 목을 베며 지나치게 참혹（慘 

酷）하게 할 때, 우리 태조에게 의지하여 목숨을 보전（保全）한 사람이 많았다.

최영이 태조를 시중으로 하고, 이어서 우군도통（右軍都統）의 절월（"을 준 다음에 억지로 

요（遠）나라를 공격（攻擊）하게 하였다. 군사｛軍士）가 위화도（威化島）에 머무르고 있을 때, 앞장 

서서 여러 장수（將前）들을 거느리고 바른 도리（道II）를 지켜 깃발을 되돌렸다.

군사들이 언덕에 올라감에 맞춰서 큰 물이 섬을 삼켜 버림으로 모두가 신기（神奇）하게 여겼 

다. 최영을 조정에서 물러나게 하고, 후임（後任）에 유명한 유학자（儒學者） 이색（李橋）을 좌시 

중（左侍中）으로 삼았다.

바로 이 때에 권간들은 국정을 탁란（'獨SL）하게 하고, 광패（狂'부한 자들이 서로 모함（謀陷）을 

꾸며서 위망（危亡）의 형세（=）가 급급（急急）하여 화란（禍ID을 예측할 수가 없었다.

우리 태조의 전이（W）하는 힘이 아니면 온 나라가 위태（危始）롭게 되었다.

이에 이색이 “이제 공（公）이 의로운 일을 거사（擧事）하여 중국（中國）을 높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집정자（W（者）가 친히 입조（入朝）하지 않고서는 안됩니다.” 라고 말했 

다. 이윽고 날짜를 정하여 명나라 서울에 갈 준비를 하였다.

태조는 여러 아들 중에서 우리 주상（主上 ； 太宗）전하를 이색과 함께 중국에 보내 고황제（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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皇帝 ； 明洪武帝）에게 조알（朝11）하자 고황제께서 칭찬（稱!»하시고 나서 돌려보냈다.

기해（己玄 ； 1389）년 가을 황제가 우리나라에서 다른 성씨를 왕으로 삼은 것을 문책（問責）하 

였다. 태조가 여러 장군（將軍） 및 재상（幸相）들과 함께 왕씨（王氏）의 종친（宗親）인 정창군（定昌 

君 ； 쪼）을 임금으로 세우고 정성을 다해 정사®（事）를 보살피었다.

사전제도（私田制度）를 폐지하고 쓸데없는 관원들을 도태（海汝）시키자 백성들은 매우 기뻐하 

는 마음이었으나, 태조의 공（功）이 높아짐에 따라 人!기0#忌）하는 무리가 생기며 참소（護訴）와 

간악（奸惡）한 모함（謀陷）과 무고（誠告）가 잇달아 꾸며짐에 정창군까지도 자못 의심（疑心）하였 

다.

태조는 벼슬도 성만®滿）하였으므로 노퇴（老退）하겠다고 임금에게 요청하였지만 허락（許 

諸）을 받지 못했다. 그 때 마침 태조가 서행（西行）하였다가 병으로 귀경（歸京）했는데, 모함（謀 

陷）하는 자들의 음모（P#）의 기세（氣勢）가 더했다.

그러나 임금께서 변고（變故）를 억제（抑制）하고 갖은 모함을 와해（瓦M）시키는 등 적절（適切） 

하게 처리"하였다. 홍무（洪武） 임신（王申 ； 1392）년 가을 7월 16일 왕이 대신（치》） 배극 

렴®I京廉） • 조준（趙淡）등 52명과 더불어 창의（1義）하여 우리 태조를 추대（W하자 신료（臣 

係）와 부로（父老）들이 미리 의론（I蓋命）함이 없었는데도 이에 뜻을 모두 같이 하였다.

태조께서 이 사실（事實）을 듣고 놀라 일어나 세 번을 굳이 사양（"하다가 어쩔 수 없이 마 

지못해 왕위（王位）에 올랐는데, 마루의 섬돌조차 내려오지 않은 채 한 나라가 스스로 이루어 

졌다. 이는 하늘이 도운 바가 아니고서야 어느 누가 감히 이와 같이 할 수가 있겠는가?

즉시 지중추원사｛知中®完事） 신（臣） 조반（趙脚）을 명（明）나라에 보내 황제에게 알리자 이에 

조서（語書）를 내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한（三韓）의 백성들이 이미 이씨（李氏）를 높히었으며, 병화가 없고 사람마다 제각기 

하늘이 주는 즐거움에 만족（滿足）하고 있음은 바로 상제（上帝）의 명（命）이라 보오” 하고, 또 

“나라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 하오?” 하고 물었다.

이에 예문관 학사｛藝文館 學士） 신（臣） 한상질（韓尙質）을 즉시 보내서 주청（奏請）하자, 황제 

가조서（語書）내리기를,

“조선（朝鮮）이라는 이름이 아름다우니, 이에 근본（根本）하여서 이름을 지음이 좋겠소.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려 길이 후대（後代） 자손（W）까지 창성（昌盛）하게 이르도록 하 

시오.”하였다.

태조의 위엄«）과 명성（名聲）과 의로움과 열렬（熱烈）함이 위에까지 들려 황제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청명（請命）하여 윤허（元許）를 얻게 되었으니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태조3（甲成 ： 1394）년 여름에 우리나라 백성 중에 중국 황제에게 무고（誠告）한 자가 있어 황 

제가 왕의 친아들을 입조（入朝）시키라 하였다.

태조는 지금의 우리 전하가＜경서（經書）＞에 능통（能通）하고 사리（事理）에 밝아 여러 아드님 

들 중에서 제일 현명（賢明）하다고 하여 즉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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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到着）하여 진술（陳述）하는 의견（意見）이 황제（皇帝）의 뜻에 맞으므로 예（禮）로써 우대 

（優待）를 받고 돌아와 그 해 겨울 11월 한양（漢陽）에 수도（首都）를 정하고, 궁궐（宮闕）을 짓고 

종묘（宗廟）를 세웠다.

4대（四代）를 추존（追尊）하여 황고조（皇高祖）를 목왕（穆王）으로 배위（配位） 이（李）씨를 효비 

（孝까）라 하고, 황증조（皇W를 익왕（翼王） 배위 최（崔）씨를 정비（貞如）라고 하였으며, 황조 

（皇祖）를 탁왕（度王） 배위 박（朴）씨를 경비（敬®라 하고, 황고（皇考）를 환왕（桓王） 배위 최（崔） 

씨를 의비«級e）라고 하였다. 예악（禮樂〉을 닦고, 제사（祭祀）를 삼가 받들며, 관복（官服）의 제 

도를 정하여 위의（威儀）의 등차（等差）를 구분하고, 배움（學校）을 일으켜 재주 있는 자를 육성 

（育成）하며, 봉록（廟I）을 후（厚）하게 하여 선비들을 권장（»）하였고, 소송（訴訟）을 밝게 분 

별（分別）하여 바르게 판결（判決）하며, 수령（守令）을 뽑는데 신중（愼重）하게 하고, 좋지 못한 정 

치（政治）는 모두 고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공적（功績）이 밝게 빛났다.

바다의 도적（'海寂）들이 와서 복종（服從）하고, 주변（周邊）을 비롯한 나라 안은 편안하게 되었 

다.

우리 태조의 높은 성덕（盛德）은 정말 하늘이 주신 용기（勇氣）와 지혜（智詩）이며, 총명하고 신 

무（神武）하고 영웅（英雄）스럽고 위대（健大）한 임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간신（蓋臣） 정도전（鄭道傳）이 표전（表筆）때문에 황제의 조정에 견책®！責）을 받게 되자, 황제 

의 명령을 거부하려고 음모（陰謀）하여 무인（成:M ； 1398）년 가을 8월에 우리 태조가 병중인 틈 

을 타서 어린 얼자（擊子）와 함께 자기의 뜻을 제멋대로 펴보려고 하였다.

전하가 그 기미（機微）를 밝게 살피어 이들을 남김없이 제거하고, 적장자«長子）인 지금의 

상왕（上王）을 세자（世子）로 세울 것을 요청하였다.

9월 정축（丁i）일에 태조가 병病）이 낫지 아니하므로 지금의 상왕（上王 ； 定宗）에게 선위（禪 

位）하였다. 상왕은 후사｛後S）가 없고, 또 나라를 열고 사직（社®을 정한 것은 모두 우리 전하 

의 공적（功績）이므로 전하를 세자（世子）로 책립（冊立）하였다.

경진庾辰 ； 1400）년 가을 7월 기사（己E）일에「계운신무태상왕（啓運神武太上王）」이라는 

존호（尊號）를 올렸다.

겨울 11월 계유（發西）일에는 상왕도 또한 질W患） 때문에 우리 전하에게 선위하고 전하는 

사신을 명나라에 보내어 명（命）을 청하자, 영락（永樂） 원（1403）년 여름 4월에 황제가 도지휘사 

（都指揮使） 고득（高得） 등을 보내어, 황제인（皇帝印）이 찍힌 조서를 받들고 와서 우리 전하를 

책봉（冊하여 국왕（國王）으로 하였다.

이어 한림대조（翰林待語） 왕연령（王延齡） 등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하를 봉양하고, 양궁（兩宮 

; 上王과 太上王）에게 정성（精誠）과 공경B敬）함을 극진히 하였으나 영락（永樂） 무자（成子 ； 

1408）년 5월 24일（王申）에 태조가 안가； 昇退）하셨다.

이 때 춘추가 74세였고, 재위 기간은 7년이고, 노쇠（老衰）하여 정사｛政事）를 보지 아니한 지 

가 11년이었다. 활과 칼을 갑자기 버리시니［忍遺 : 갑자기 승하함］ 아,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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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하께서는 애모（哀慕）함이 망극（岡極）하여, 거상®喪）에 예（禮）를 극진（極盡）히 하였 

다.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받들어 태조에게「지인계운신무대왕（至仁啓運神武大王）」이라는 

존호를 올렸다. 이 해 9월 초9일 갑인（甲黃）에 도성（都城）동쪽 양주（楊州）고을에 속한 땅인 검 

암산（險巖山）에 장례（葬禮）를 모셨는데, 능호（M）를「건원（健元）」이라 하였다.

부고（計告）를 듣자, 명（明）나라 황제도 매우 슬퍼하여 정무（政務）를 중지하고, 즉시 예부낭중 

（禮部郞中） 임관（林觀） 등을 파견（派1）하여 대뢰（大年 ： 나라의 제사에 소를 통채로 바치는 제 

사）로서 사제（賜祭）하였는데 그 제문（祭文）은 대략 이러하다.

“왕은 밝고 통달（通達）하고 선（善）을 좋아하였는데, 이는 천성（天性）에서 나온 것이며, 공경 

®敬）하여 천도（天道）에 순종（順從）하고, 근신（1愼）하는 마음으로 사대（事大）하였으며, 한 방 

면（方面）의 백성들을 보휼（補血함에 우리 황고［皇考 : 돌아가신 아버지］의 깊은 충성을 가상 

（喜尙）하게 여기시어 다시 나라 이름을「조선（朝鮮）」이라고 내리셨다.

왕의 공덕（功德）이 드러남은 비록 고대 조선의 어진 임금일지라도 더 나을 수 없다.”

또 고명（誌命）을 내려 시호（論號）를「강헌（康獻）」이라 하고, 전하에게 조칙（IS動）을 내리고 

부의（轉儀）를 내림에 있어 특별（特別）히 후（厚）하게 하니, 남달리 총애（龍愛）하는 은전（恩典）은 

더할 수 없이 갖추어져서 유감（遺！'感）됨이 없었다.

우리 태조가 하늘을 경외（敬뿌）하는 정성과 전하의 뜻을 잇는 효도（孝道）가 전후（前後）를 서 

로 이어져서 하늘의 뜻을 잘 누렸으므로, 종시（終始）의 즈음에 크게 하늘과 사람이 위와 아래 

에서 돕는 일이 이처럼 지극（至®함을 얻었다.

오호성재 （鳴呼盛裁）라!

수비（首如） 한씨（韓氏 ； 神認王房）는 안변세가（安邊世家）인 증 영문하부사（增領門下府事） 안 

천부원군（安川府院君） 휘（W） 경（W）의 딸로 태어나 왕보다 먼저 승하（昇週）하시어 절비（節如） 

라고 시호（論號）를 올리고, 나중에 승인순성신의왕후（承仁順聖神B王/#） 라고 다시 시호를 올 

렸다. 소생으로 6남 2녀를두었다.

상왕（上王-定宗 ； 苦果-7k安大君）께서는 둘째 아들이며, 전하는 다섯째 아들이다. 첫째 아 

들 방우（苦雨 ； 鎭安君）는 먼저 돌아 가셨고, 셋째 아들 방의（苦殺 ； 益安大君）도 역시 먼저 돌 

아 갔으며, 넷째 아들 방간（考幹）과 여섯째 아들 방연（苦術）은 등과（登科）는 했으나 녹（蘇）을 

받지 않고 증 원윤C增 元尹）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다.

첫째 딸은 경신궁주（慶愼宮主）로 상당군（上黨君）에게 출가（出쩌）했는데 같은 이씨（李氏）가 

아니고, 둘째 딸 경선궁주（慶善宮主）는 청원군（靑原君）에게 출가하였다.

둘째 왕비 강씨（康氏）는 판삼사사（判三司事） 윤성（介成）의 딸로서 초봉（初封）은「현비（顯®」 

로 왕보다 먼저 승하하였으며 신덕왕후（神德王/8） 라고 시호를 올렸다.

소생으로 2남 1녀가 있는데 첫째 아들은 방번（햬）으로 공순군（3티順君）에 증직%®되고, 

둘째 아들은 방석（考頭）으로 소탁군（略!卓君）에 증직되었다.

＜#찌 찌 ＜〉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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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경순궁주（慶順宮主）는 흥안군（興安君）에게 출가했는데 역시 같은 이씨가 아니며, 2남 1녀 

모두 일찍 죽었다.

상왕비（上王如 ； 定安王房） 김씨는 왕대비（王大如）에 봉하고 문하시중（門下侍中） 천서（天I© 
의 딸로서 후사｛後銅）가 없다.

중궁（中宮） 정비（靜如） 민씨는 여흥부원군（S興府院君） 문도공（文度公） 휘 제（«의 딸로 4남 

4녀를 낳았는데, 큰 아들은 세자（世子） 人1（1） 양녕대군=大君）, 다음은 호®i ； 初名） 효령 

대군（W大君 ； 補）, 다음은 세종어휘（世宗御I® 충령대군（忠事大君 ； 橋!）, 다음은 어리다. 큰 

딸 정순궁주（貞順宮主）는 청평군（淸平君 ； 李伯剛）에게 출가했는데 역시 같은 이씨가 아니고, 

둘째 딸 경정궁주（慶貞宮主）는 평양군（平壞君）에게 출가하고, 셋째 딸 경안궁주（慶安宮主）는 

길창군（吉昌君）에게 출가하고, 넷째 딸은 아직 어리다.

진안（太祖의 장남 ； 考雨）은 찬성사｛贊成事） 지윤（池齋）의 딸과 결혼하여 2남을 두었는데, 큰 

아들 복근（福根）은 봉녕군（奉學君）으로 하고, 다음 덕근（德根）은 원윤（元尹）으로 있었다.

익안（태조의 3남 ； =은 증 문하찬성사（增 門下贊成事） 최인두（崔仁파）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 석근（石根）을 낳았다. 회안（태조의 4남 ； 苦幹）은 증 문하찬성사 민선（閔塔의 딸과 결혼 

하여 맹종（孟宗 ; 義蜜君）을 낳았다.

신（臣）은 역대®代） 천명（天命）을 받아 창업（創業〉한 임금을 우러러 봄에, 덕과 사업의 성대 

（盛차함과 부명（符命）의 신기（神氣）함이 사기（史記）에 빛나서 그 광채 C光彩）의 흐름이 끝없어 

보인다.

이제 우리 조선이 탄생（訟生）하여 일어남에 성대한 덕（德）과 큰 부명이 옛보다도 광채가 난 

다. 이에 마땅히 이미 그 왕위를 얻고 또 그 장수（長壽）를 얻은 것이며, 넓은 터전을 높게 하여 

큰 복조（福휴）를 흘려 보냈기로 하늘과 땅과 더불어 장구（長久）하리라. 신（臣） 근（近）이 외람되 

게 비석（碑石）에 새기는 글을 지으라는 명령（命令）을 받았음에 정성을 다하여 성대（盛大）한 덕 

을 펴서 기술（記述）하여 밝은 빛을 후세에 빛나게 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러나 신의 글재주가 비졸（IP拙）하여 크고 아름다움을 드러내어 선양（宣揚）하며 밝은 뜻을 

만족하게 칭송（稱®）하기에 부족하므로 다만 삼가 사람들의 귀와 눈에 남아 있는 공훈（功I® 
과 덕택（德澤）만을 찬술（뼈述）하고, 감히 손모아 절하며 머리를 조아려 명（銘）을 받드는데 그 

글은 이렇다.

“하늘이 백성을 낳으시고 사목（司牧 ； 임금）을 세우고 길러서 키우며 다스리게 하실 때, 하 

늘이 돕고 또 돕고 명령은 혁혁»#）하게 나타나 있어라.

하우（夏禹）씨는 현규（玄1）를 주고, 주（周）나라 꿈은 협복（協 h） 일세.

조선의 우리 왕업（王業） 터전 닦으실 때, 신인（神人）이 꿈 속에 나타나서 금척（金尺）을 주셨 

다.” 부록이 먼저 정하사, 하늘 뜻 분명（分明）하네.

고려（高1）의 운수（運數） 이미 끝나게 되었기에, 임금은 혼암（昏閣）하고 재상（幸相）은 혹독 

（酷毒）하여, 농절（農節）에 출병（出兵）시켜 큰 나라에 싸움을 걸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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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태조께서는 의（義）를 지켜 가던 깃발 되돌림에, 죄인（罪人）들은 죄를 알고 복죄（伏罪）하 

여 벌 받았고, 충성（忠誠）이 위에까지 닿아서 황제 마음 기뻐했네.

천운（天運）은 돌아오고 민정（民情）은 절박（切迫）하여, 위대（違大）한 왕업（王業） 이미 이룩하 

심에 저자거리의 상인（商人）들도 점포01）를 안 바꿨네.

명나라 고황제（高皇帝）가 찬탄（IWO하여 이르기를 ‘그대 나라의 백성들은 병화｛兵禍）없고, 

하늘이 주는 기쁨을 계속 즐기는구나’ 하였다.

이어서 ‘ 조선’ 이란 옛 국호（國號） 다시 내렸네.

땅을 살펴 도읍（都邑）함에 한강（'漢江）의 북쪽인데, 범이 웅크린 듯, 용이 도사린 듯, 왕기（王 

W가 쌓인 자리로구나. 궁궐（宮闕）은 높고, 종묘（宗W）는 의젓하구나.

어진 마음 매우 깊어 살리기 좋아하며, 정치（政治）는 아름답고 생각은 화순（和順）하여, 백가 

지 제도（制度）는 잘 갖추어 닦아지고, 만가지 왕화｛王化）는 흡족（治足）하게 되었네.

근정（!«）하시기에 지치셔서 맏아들에게 전하시고, 또 다시 공적（功績）많은 세자（世子）에게 

양위»位）하였네. 밝고 밝은 우리 임금 조그마한 조짐에얘®있어도 반드시 살피어서 두 번 화 

란（禍亂）을 평정（平定）함에, 그 경사®事） 지극히 돈독8=）하네.

개국（開國）하고 종사（宗社）한 것 모두 나의 공적인가, 대명（大命）을 어찌 사양（"하겠는 

가. 신성（神聖）한 큰그릇이 제대로 의탁（依託）되었으니, 양궁（上王과 太上王）을 정성껏 봉양 

（奉養）함이 참되고 공경（W）하여 지극（至極）하여라.

효도（孝道）와 우애심（友愛心）이 신（神）에게 감통（感通）되어, 황제（皇帝）의 돌보심이 더욱 두 

터우네. 태상왕（太上王）의 상（喪）을 만나 근심에 잠긴 마음, 슬퍼하며 사모（思®하여 몸부림 

쳐 통곡痛哭）하셨네.

황제（皇帝）가 부고（計告） 듣고 매우 슬퍼하시며, 사자（使者）를 보내 조곡（用哭）하고 대뢰（大 

年）를 써서 제사｛祭祀）하며, “부의（轉儀）를 넉넉하게 하라”고 칙명®）命）을 내리고 시호（=） 

를 주어 칭찬하고, 조상（用喪）하는 예법도 완전하게 갖추었네.

하늘의 도우심이 시종（始終） 변함 없어, 큰 복조（福作） 길이 이어지고 자손은 천 억만명, 받 

들어 종사（宗社）함이 유원（終遠）하고 장구（長久）하여 하늘과 더불어 망극（I피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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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망우묘역에서 만난 근현대 역사 인물11

구리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소장박 명 섭

1 . 망우리 공원 내역

1933년 경성부（서울특별시）는 많은 사망자를 매장하기 위하여 당시 경기도 망우산을 매입하여 묘지로 

조성하기 시작했다. 1966년 당시 4만7754기가 자리하고 있어 공간 부족으로 서울시는 경기도 고양시 

벽제, 파주시 용미리, 언주리（현 양재동） 등에 분산 조성하고 망우묘역은 1973년 3월22일 이후 매장을 

중단하였다.

망우묘역은 1998년 8월13일 “망우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망우공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경기도 

구리시에 걸친 망우산（해발281.7m）에 규모 83만2,800irf （약 25만평）에 이른다.

망우묘역에 모셔져 있던 안창호 선생 등 후손 또는 추모사업회 등의 발족으로 다른 곳에 이장되어 2015 
년 현재 7,988기로 크게 감소되어 많은 공간은 숲으로 조성되었다.

1990년 후반에 조성된 5.21™의 순환도로는 ‘ 사색의 길’ 로 정비되어 지금은 공원으로 인식이 바뀌어져,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리시는 2012년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한용운 선생의 묘소와 그 후 2018년에 지정된 8기의 등록문화 

재 중 6기（오세창, 문일평, 방정환, 유상규,서광조, 오기만）를 관리하고 있다.

2 . 구리문화원 향토사연구회 탐사 활동

2006년 망우공원 내 전반 인물조사

2007년 주요인물 연보비 탁본

2010년 망우공원 인물 탁본 전시회 （구리시청）

2016년『망우묘역에서 만난 근현대 역사 인물 도서』（230쪽） 발간

• 2016년 구리문화 （제23호） - 8명 게재 공보（시대순）

1. 명온공주, 김 현 근 2. 지 석 영

5.안창호 6.한용운

3. 오세 창 4. 오긍선

7.박승 빈 8.서병호

• 2017년 구리문화 （제24호） - 9명
9.문일 평 10.박희도

12.서동일 13.장덕수

15.오재영 16.유상규

11. 아사카와 다쿠미

14. 서 광조

17.조봉암

• 2018년 구리문화 （제25호） —12명
18. 방정환

22. 계 용묵

26. 김 이 석

19.최학송

23.최신복

27. 이 중 섭

20.김말봉

24. 이 인 성

28.박인환

21. 김 상용

25. 함세 덕

29.차중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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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K 서t
방정환 (方定＞)

조사자_김 소 영

• 호

소파 (小波)

• 생몰연월일

1899년 11월 9일 〜 1931년 7월 23일

• 특징

아동문학가, 어린이 인권운동가, 교육가, 독립운동가

• 묘번호

203703

• 묘찾아가는길

망우리공원 관리사무소를 지나 순환로에서 좌측 방향으로 가면 동락천 약수터가 나오고 

다시 5분 정도 거르면 왼쪽에 방정환 연보비가 보이고 오른쪽에 방정환 의 묘가 위치해 

있다.

• 비문

비석 1
전체크기 ： 가로 88cmX세로 85cmX너비 50cm

1. 전면 (88x85)
童心如仙

어린이의 동무

小波方定燥之墓

2. 후면 (88x85) 
동무들이

3. 좌측 (50x85)
내용없음

at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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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t
4. 우측 (50x85)

내용없음

비석 2
전체크기 : 가로 54cm X 세로 145cm〉〈 너 비 24cm

1 . 전면 (54x145)
소파방정환선생의비

2 . 후면 (54x145)
사람이 오래살기를 어찌 바라지 않을까마는 오래 살아도 이 민족이 겨레에 욕된 이름이 적지 않았 

거늘 서른셋을 살고도 이 나라 이 역사 위에 찬연한 발자취를 남긴 이가 있으니 그가 소파 방정환 

선생이다. 나라의 주권이 도적의 발굽 아래 짓밟혀 강산이 통곡과 한탄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선생은 나라의 장래는 오직 이 나라 어린이를 잘 키우는 일이라 깨닫고 종래 ‘ 애들’, ‘ 애놈’ 등으로 

불리면서 종속윤리의 틀에 갇힌 호칭을 ‘ 어린이’ 라고 고쳐 부르게 하여 그들에게 인격을 부여하고 

존댓말을 쓰기를 부르짖었으니 이 어찌 예사로운 외침이었다 하겠는가. 선생은 솔선하여 어린이를 

위한 모임을 만들고 밤을 지새워 사랑의 선물이란 읽을거리를 선물하였을 뿐만 아니라 ‘ 어린이의 

날’을 제정할 것을 선창, 이를 실천했으며 드디어 그 이듬해에는《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들고 ‘ 어 

린이날’을 확대 정착시키며 어린이를 위한 단체인 ‘ 색동회’를 조직하였으니 이는 반만년 역사에 

일찍이 없던 일이요 봉건의 미몽 속에 헤매던 겨레에 바치는 불꽃같은 그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 

리하여 나라 잃은 이 나라 어린이에게 우리말 우리글 우리 얼이 남긴 이야기와 노래를 들려주어 잃 

어버린 국권을 되찾는 일에 주야를 가리지 않았으니 그를 탄압하려는 일제의 채찍은 선생으로 하 

여금 경찰서와 형무소를 사랑방 드나들 듯하게 하였다. 오직 기울어가는 나라의 장래를 내일의 주 

인공인 어린이에게 바람을 걸고 오늘보다 내일에 사는 어린이를 위한 아동문화의 개화와 아동문학 

의 씨뿌리기에 신명을 바쳐 이바지했으니 실로 청사에 길이 빛날 공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애 

닯다. 그처럼 눈부신 활약이 끝내는 건강을 크게 해쳐 마침내 젊은 나이로 홀연히 이승을 하직하면 

서 다만 ‘ 어린이를 두고 가니 잘 부탁한다’는 한마디를 남기셨으니 뉘라서 이 정성이 애뜻한 소망 

을 저버릴 수 있으리오. 여기 조촐한 돌을 세워 민족의 스승이요 어린이의 어버이신 그의 뜻을 이 

겨레의 내일을 위해 천고의 역사 위에 새겨두고자 하는 것이다.

— 九八三년 어린이날 사계 이재철 짓고 월정 정주상쓰다.

3 .우측 (24x145)
이 비는 一九三三년 三월 三十일 소파 선생이 만드신 최초의 본격적인 아동잡지《어린이》창간 육 

십돌을 맞아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어린이를 사랑하는 아동문학인, 아동도서출판인 등 뜻있 

는 어른들의 성금으로 세워진 것이다.

아동문학평론사

월간아동문예사

*-----------------------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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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좌측 (24x145)

• 연보

— 八九九년 十一월 九일 서울 당주동에서 출생

— 九0八년 소년입지회조직

— 九一七년 손병희 서생의 셋째따님 용화여사와 결혼

— 九一八년 보성전문학교 입학

— 九一九년 三•一운동때 일경에피검

— 九三0년 三월일본동양대학 철학과에입학

— 九三0년 八월 三十五일 ‘ 어린이’ 라는 말을 개벽지에 처음씀

— 九三一년 천교도소년회 조직

— 九三三년 五월 一일 ‘ 어린이날’ 을 발기 선포

— 九三三년 穴월 번안동화집《사랑의 선물》간행

— 九三三년 三월 三十일 개벽사에서 아동잡지《어린이》창간

—九三三년 五월 一일 ‘ 어린이날’ 확대 제정, 색동회 창립

— 九三八년 十월 三일 세계아동예술전람회 개최

— 九三一년 七월 三十三일 심신의 과로로 대학병원에서 별세

— 九三穴년 七월 三十三일 유골이 이곳 망우리 묘지에 묻힘

— 九四0년 五월一일《소파전집》간행

— 九七一년 七월 三十三일 남산에 동상이 건립됨.

— 九七四년 四월 三十일《소파방정환문학전집》간행

— 九七九년 十월三十일금관문화훈장을받음

— 九八0년 八월 一四일 건국포상을 받음

• 연보비

전체크기 : 가로 148cm X세로 140cm

1. 전면 (148x140)
小波 방정환 선생

(1899〜1931, 아동문학가, 문화운동가)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주십시오.

어린이는 항상 칭찬해 가며 기르십시오.

어 린이의 몸을 자주 주의해 살펴 주십시오.

어린이에게 책을 늘 읽히십시오.

희망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다 같이 어린이를 잘 키웁시다.

〈어린이날의 약속) 중에서

2. 후면 (148x140)
1899 서울야주개(지금의 당주동)에서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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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소년입지회 조직

1917 비밀결사조직인 ‘청년구락부’ 결성하고활동

1920 ‘ 어린이’ 라는 말을《개벽》지에 처음씀

1922 ‘ 어린이날’ 제정. 번안동화집《사랑의 선물》간행

1923 잡지《어린이》창간, 색동회 조직

‘ 어린이날’ 확대 정착시킴

전국소년지도자대회개최

1928 세계아동예술전람회 개최

1978 금관문화훈장추서

1980 독립유공자건국포상추서 

• 약력 및 활동

1899년 11월 9일 서울 종로구 당주동에서 어물전과 미곡상을 경영하던 방경수（方慶洙）의 장 

남으로 출생하였다. 1905년 4월 삼촌을 따라 학교에 간 것이 인연이 되어 김중환 교장에 의 

해 삭발을 당하고 전교생 중 가장 어린 나이에 서대문 근처 보성소학교 유치반에 입학하고, 

1908년 어린이 토론 연설회인 ‘ 소년입지회’ 를 조직하고 회장이 되어 활약하였다. 1909년 매 

동보통학교에 입학, 이듬해 미동보통학교로 전학하여 1913년 졸업하였다. 그해 선린상업하 

교에 입학하였으나 이듬해 가정 사정으로 중퇴하였다.

1917년 손병희（孫素黑）의 딸 용화＜iW）와 결혼하였다. 그해에 청년운동단체인 ‘ 청년구락부（靑 

年1具樂部）’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1918년 보성전문학교에 입학, 이듬해인 1919년 3 • 1운동 

이 일어나자 독립선언문을 배포하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일주일 만에 석방 

되었다.

1920년 일본 도쿄의 도요대학 철학과에 입학하여 아동예술과 아동심리학을 연구하였다. 

1921년 김기전（金起田）, 이정호（李定鎬） 등과 함께 ‘ 천도교소년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으로 소 

년운동을 전개하였다.

1922년 5월 1일 처음으로 ‘ 어린이의 날’을 제정하고, 1923년 3월 우리나라 최초의 순수 아 

동잡지《어린이》를 창간하였다. 이 잡지는 월간으로서 일본 도쿄에서 편집하고 서울 개벽사 

에서 발행을 대행하였다. 같은 해 5월 1일에 ‘ 어린이날’ 기념식을 거행하고 ‘ 어린이날의 약 

속’ 이라는 전단 12만 장을 배포하였다.

1923년 5월 1일 조선소년운동협회 주최의 제1회 ‘어린이날’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 

날〈어른에 드리는 글〉,〈어린 동무에게 주는 말〉,〈어린이날의 약속〉이란 전단 12만장을 배 

포하였다. 6월 9일, 7월 23일 ‘ 색동회’ 에서 전조선소년지도자대회 및 아동예술강습회를 개 

최하였다. 1월부터《어린이》지를 통해 ‘자유화伯由晝） 모집’을 공고하고, 4월 21일 개벽사에 

서 각 소년회 대표들이 모여 제2회 어린이날 기념선전 준비회를 개최하고 소파는 준비위원 

으로 선출되었다.

서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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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5월 1〜4일 ‘ 어린이날’ 기념행사, 5월 1일은 어린이 대회를, 5월 2일은 어머니 대회, 

5월 3일은 아버지 대회, 5월 4일에는 노동소년 위안회 및 원유회가 열렸다, 8월 천도교 대강 

당에서 전조선소년지도자대회를 소집하여 흩어져 있는 단체의 통일을 꾀하였다. 1월 1일《동 

아일보》에〈동화작법〉을 발표하였다.

1925년 3월 21〜30일《어린이》창간 2주년 기념행사로 전국소년대회를 위해 지방을 순회하 

였다. 4월 20일 제3회 어린이날 기념 선전준비위원에 선출되었다. 5월 1일 ‘제3회 어린이 

날’ 기념식에서 오색의 선전 전단 30〜40만 매를 뿌리고, 어린이날 노래를 부르며〈우리의 

희망은 어린이〉,〈앞날의 임자는 어린이〉,〈내일을 위하여 어린이를 잘 키우자〉등등 플랜 

카드를 들고 시 가행진을 하였다.

1926년 6월 10일 ‘ 6 • 10만세사건’ 으로 예비 검속당하고, 7월 최초로 동화〈어린이와 직업〉 

을 라디오로 방송하였다.《어린이》지 1월호부터〈어린이 독본〉연재, 1930년 12월까지 총 

20회 걸쳐 연재된〈어린이 독본〉은 일종의 도덕 교과서이며, 실제로 당시의 많은 학교에서 

교과서로 쓰였다.

1928년 세계 20여 개 나라 어린이가 참가하는 ‘ 세계아동예술전람회’ 를 개최하였다. 그가 남 

긴 작품은 번안물이 대부분이다. 그는 원문의 뜻과 흐름을 손상시키지 않고 외국어의 장벽 

을 무난히 돌파하여 동화 번안작가로서 그의 면모를 잘 보여 주었다, 그가 번안 내지 개작한 

동화들이 지닌 일괄된 특징은 풍자와 해학의 정신과 교훈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1931년 7월 23일 6시 45분, 서울대학교 병실에서 “어린이를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라고 친 

구들에게 부탁의 유언을 하였으며, “여보게, 밖에 검정말의 검정차가 왔고 검정옷을 입은 마 

부가 기다리니 어서 가방을 내다 주게”란 말을 남기고 운명하였다. 7월 26일 3일장으로 장 

례를 치르고 천도교당 앞마당에서 추도식을 행하고, 8월 20일《어린이》9권 7호를 ‘ 고 방정 

환선생추도호’로 꾸몄다.

1957년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 소파상（小波賞）’ 이 제정되고, 19기년 40주기를 맞아 서울 

남산공원에 동상이 세워졌으나, 1987년 5월 3일 서울어린이대공원 야외음악당으로 이전되 

었다. 1983년 5월 5일에는 망우리 묘소에 이재철이 비문을 지은 ‘ 소파 방정환 선생의 비’ 가 

건립되었으며, 1987년 7월 14일에는 독립기념관에 그가 쓴〈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을 새긴 

어록비가 건립되었다. 1978년 금관문화훈장, 1980년 건국포장이 수여되었다. 그가 생전에 

발간한 책은《사랑의 선물》이 있고, 그 밖에 사후에 발간된《소파전집》（박문출판사, 1940）, 
《소파동화독본》（朝鮮兒童文化協會, 1947）,《방정환아동문학독본》（을유문화사, 1962）,《칠칠 

단의 비밀》（글벗집, 1962）,《동생을 찾으러》（글벗집, 1962）,《소파아동문학전집》（문천사, 

1974）등 8종이 있다.

싀K 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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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자연석（쑥돌）으로 에워싸인 그의 무덤 상석에는 유리 상자가 놓여 있고, 그 안에는 조화 하 

나가들어 있다. 상석 위의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동심여선（童心如仙）, 어린이의 동무, 

소파방정환지묘’ 그리고 비석 뒷면에는 ‘동무들이’라고 새겨져 있다.

1908년에는 독립운동가이자 천도교 핵심인물이었던 권병덕（權＞1）이 조직한 ‘소년입지회’ 

에서 동화구연 • 토론회 • 연설회 등의 활동을 하였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상업을 전 

문적으로 배워서 가업을 이을 것을 바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선린상업고등학교（현재 선린인 

터넷고등학교）에 입학하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중퇴하고, 1915년 17세에 장남으로서 집 

안 형편에 보탬을 주고자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에서 서류를 필사하는 사자생（寫字生） 생활 

을 하며 독학을 한다.

토지조사국에 입사한 지 얼마 후 사직하고, 천도교청년회, 개벽人L 천도교소년회 등의 천도 

교 관련 단체와 관계를 맺다가 소년입지회에서 활동할 때 그를 눈여겨 본 권병덕의 중매로 

손병희의 셋째 딸 손용화와 1918년에 결혼한다. 장인인 손병희의 도움으로 보성전문학교에 

입학하여 가난으로 중단한 학업을 다시 이어갔다.

• 조사소감

방정환 선생님이 ‘ 어린이’ 란 말을 처음 만들었다는 것을 학생 때 배우고 다시 처음으로 접하 

게 되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지만 이 말 한마디에 많은 역사가 만들어진 것은 감히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한국방정환재단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도 처음으로 알게 되었 

으며 아직도 그분의 업적을 연구하고 있다니 가히 우리가 보존하고 기억해서 후세에 제대로 

물려줄 수나 있을까 싶다. 차를 타고 지나다니는 망우묘역에 잠드신 근현대사와 관련된 많 

은 분들의 업적을 제대로 공부하게 해주신 향토사연구회의 멋진 선생님들을 본받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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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서t
최학송 (崔鶴松

조사자_강 근 옥

• 호

서 해(01海)

• 생몰연월일

19이년 1월 21일 〜 1932년 7월 9일

• 특징

소설가, 기자

• 묘번호

205288 (1958년 9월 25일 미아리공동묘지에서 이장해 왔다)

• 묘찾아가는길

망우리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오른쪽으로 가다 27번 전신주 근처 길가 왼쪽에 연보비 대신 

문학비가 서있다. 문학비를 바라보며 오른쪽 위로 조금 올라가면 최학송의 묘가 있다.

• 비문

비석 1
전체크기 : 가로 27cm X 세로 75cm x 너비 12cm

1. 전면 (27x75)
I 0署海崔鶴松之墓
1

2. 후면 (27x75)
‘그믐밤,‘탈출기’ 등명작을남기고간

서해는 유족의행방도 모르고 미아리 '

공동묘지에 누웠다가 여기로 이장되다.

서 위원일동

셔

‘ 3.좌측 (12x75)

I 植紀四三九一年九月三十五日 建立

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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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階海崔鶴松先生移葬委員會

4.우측 (50x85)
내용없음

• 문학비

전체크기 : 가로 100cm〉〈세로 67cm

1. 전면 (100x67)
작가 崔鶴松 문학비

(1901. 1. 21~ 1932. 7. 9)
여기에 최학송(호: 01海) 선생이 잠들어 있다. 함북 성진 태생인 서해는 일제하 만주와 한 

반도를 전전하며 곤궁하게 살다 서울서 숨을 거두었다. 그는 하층민의 현실적 삶을 반영 

한 소설『고국』『탈출기』『해돋이』『홍염』등의 문제작을 남겼다.

2. 후면 (100x67)
2004년 7월 9일 서해 서거 72주기에 우리문학기림회원 이영구, 김효자, 이명숙, 이명재, 허형 

만, 고임순, 김원중, 이응수, 하혜정, 노영희, 임헌영, 김성진, 홍혜랑, 임영봉, 곽근 짓고 황재국 

써서 함께 세우다.

• 약력 및 활동

1901년 5월 함경북도 성진군 임명면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외아들로 출생했다. 1910년 아 

버지가 간도 지방으로 떠나자 어머니의 손에서 유년시절과 소년시절을 보냈다. 유년시절 

한문을 배우고 성진보통학교에 3년 정도 재학하다 1915년 중퇴하고 이렇다 할 학교교육은 

받지 못하였다. 소년시절을 빈궁 속에 지내면서《청춘》,《학지광》등을 사다가 읽으면서 

문학에 눈을 떴고, 그때부터 이광수의 글을 읽었다. 1918년 간도로 건너가 방랑과 노동을 

하면서 문학 공부를 계속하였다.

1923년 봄에 간도에서 귀국하여 국경지방인 회령에서 잡역부로 일을 하기도 하였다. 이때 

부터 필명 서해를 사용하였다. 1924년 작가로 출세할 결심을 하고 노모와 처자를 남겨둔 

채 홀로 상경하여 이광수를 찾아갔다. 그의 소개로 경기도 양주 봉선사에 약 3개월간 머무 

르며 승려생활을 하기도 하였다.〈고국〉이《조선문단》지에 추천되면서 문단에 데뷔하였다. 

1925년 조선문단사에 입사하였다. 김기진의 권유로 카프(조선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에 

가입하였다.〈탈출기〉,〈기아와 상륙〉을 발표하면서 신경향파 문학의 기수로서 각광을 받 

았다.〈탈출기〉는 살길을 찾아 간도로 이주한 가난한 부부와 노모, 세 식구의 눈물겨운 참 

상을 박진감 있게 묘사한 작품으로 신경향파 문학의 대표작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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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창작집《혈흔》을 발간하였다. 시조시인 조운의 누이동생인 조분려와 4월 8일 결혼 

하였다.《현대평론》문예란 담당 기자로 자리를 옮겼다. 1927년 조선문예가협회에서 이익 

상, 김광배 등과 함께 간사직을 맡았다. 현대평론의 기자로 일하기도 하였고, 기생들의 잡 

지인《장한》을 편집하기도 하였다. 1929년 카프에서 탈퇴하였다.《중외일보》기자로 일하 

다가 조선총독부 기관지인《매일신보》기자가 되었다. 1931년에는《매일신보》학예부장이 

되었다. 창작집《홍염>을 삼천리사에서 간행하였다.

1932년 7월 9일 위문 협착증으로 사망하였다. 한국 최초의 문인장으로 미아리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 기타사항

〈탈출기〉내용

사흘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산독C産毒）이 오른 아내마저 나뭇짐을 져야 하고, 어머니는 집 

허드렛일로 가장인 아들을 돕지만 배고픔은 물러가지 않는다. 요령을 부려 생선 장사도 해 

보고 두부도 만들어 팔아보지만, 남는 건 고작해야 몇 전의 돈이 전부고, 그나마 잘 쉬어 

버리는 두부 탓에 가족은 온통 얼싸안고 우는 것이 다반사다. 급기야 굶주림을 못 이긴 임 

신한 아내가 아궁이에서 혼자 귤껍질을 주워 먹고, 그 모습을 본 주인공이 아내가 가족 몰 

래 혼자서 음식을 먹는다고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극단의 빈궁이 그려진다. 결 

국 아내와 어머니를 버리고 혈혈단신 X X 단에 가입하여 전선에 서는 주인공의 결심으로 

막을 내린다.

최학송의 작품세계

그의 작품은 모두가 빈곤의 참상과 체험을 토대로 묘사한 것이어서 그 간결하고 직선적인 

문체에 힘입어 한층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으나, 예술적인 형상화가 미흡했던 탓으로 초기 

의 인기를 지속하지 못하고 불우한 생을 살다가 일찍 죽었다.

1925년 카프가 결성된 뒤 박영희의 권유로 가담하여 주요작가로 활동하였으나 1929년 조 

선총독부 기관지인《매일신보》학예부장이 되면서 탈퇴하였다. 이는 그의 ‘ 빈궁문학’이 

어디까지나 목적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체험과 생리에서 우러나온 자연발생적인 것이 

었음을 말해준다.

작품으로〈십삼원〉,〈금붕어〉,〈박돌의 죽음〉,〈살려는 사람들〉,〈큰물 진 뒤〉,〈폭군〉, < 

홍염〉,〈혈흔〉등이 있다.

최학송이 사망하고 난 후 잡지《동광》에 난 기사

“서해 최학송 군이 죽었다. 누구나 아깝게 아니 여기는 이가 없다. 그는 처음 보따리 하 

나 가지고 혈혈단신으로 20세에 서울로 왔다. 와서 방인근 군이 경영하는 조선문단사에

.유--- ------------- ——_____ 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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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했으나 그 역시 고생살이였다. 조운 군의 여동생과 결혼하였을 때도 세간 하나 없이 

살림이라고 시작했다.《중외일보》기자로도 월급 못 받는 달이 받는 달보다 많았다고 한 

다.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겨우 좀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만 세상을 떠났다. 의탁 

없는 노모와 슬하의 두 아이를 두고 며칠째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부르짖으며 떠났 

다고 한다. 그의 훌륭한 천재성이 충분 발휘가 못 되다가 또 요절하였으니 이것은 조선의 

막대한 손실이라고 장례에 참석한 이마다 애석히 여기 었다.”

- 1932년 8월 1일 박명의 문인

• 조사소감

빈궁문학의 최고봉으로 손꼽히는 최서해, 본명 최학송을 조사하면서 1920년대 간도와 조 

선에서의 서민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 끔찍하다고 느껴 

질 수도 있는 삶을 살아낸 그 당시의 서민들에게 존경심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최서해의 

삶은 가난과 고통 속에서 그리 길지 않았다. 그가 쓴 소설들로 인해 그 시대의 고통이 영원 

히 전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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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말봉 （金末峰）

조사자_김 순 희

• 본명

김말봉 （金末峰）, 필명 보옥 （步玉）

• 생몰연월일

1901년 4월 3일（음） 〜 1961년 2월 9일

• 특징

여류소설가

• 묘번호

100768

• 묘찾아가는길

망우리공원 관리사무소로 올라가는 주차장에서 왼쪽 모퉁이 옆 능선길로 50m 직진하면 

작가 김말봉의 묘와 남편 이종하의 묘가 나란히 있다. 다른 묘와 달리 부인의 묘가 우측에 

있다.

• 비문

전체크기 : 가로 76cm X 세로 40cm〉〈 너 비 16cm

1. 전면 （76x40）
作家金末峰長老之墓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푸른 날개에서

2. 후면 （76 x 40）
作品

密林, 찔레꽃, 華麗한 地獄, 태양의 권속, 

바람의 향연, 푸른 날개, 生命, 花冠의 계절

3. 좌측 （16x40）
— 九穴三年三月九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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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友와 敎友들이 세우다

서 4. 우측 （16x40）
—九 0—年四月三十一H生

—九大一年三月九H卒

• 약력 및 활동

1901년 음력 4월 3일 경남 밀양 외가에서 출생하고 부산 영주동 본가에서 성장한다. 1917 
년 일신여학교를 수료하고 서울에 올라와 1918년 정동에 있는 정신여학교（貞信女學校）를 졸 

업한다.

1919년 황해도 재령 명신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다 일본으로 건너가 1923년 다시 도쿄 송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27년 도시샤대학 영문과를 졸업한다. 1929년 귀국하여 1926년에 

창간 된 중외일보사 기자로 근무하였으나,《중외일보》는 1931년 6월에 종간되고 그해 11월 

‘ 중앙일보’ 로 이름을 변경하여 발행한다. 1932년《중앙일보》신춘문예에 단면〈망명녀（亡 

命女）〉로 당선되면서 보옥（寶玉）이라는 필명으로 데뷔한다. 이어서 ＜고행（苦行）〉,〈편지〉등 

을 발표하고 1935년《동아일보》에 소설〈밀림〉을 연재한다. 1937년《조선일보》에 소설 찔 

레꽃의 연재로 통속소설가로서 자리를 굳히게 된다. 1945년 광복 후〈화려한 지옥〉,〈카 

인의 시장〉등을 발표하고 공창（公婚） 폐지운동을 벌이고 박애원（博愛院）을 경영하는 등 사 

회운동을 활발히 한다.

1952년 베니스에서 열린 세계예술가대회에 참석하였고〈태양의 권속〉,〈파도에 부치는 

노래〉,〈새를 보라〉,〈바람의 향연〉,〈푸른 날개〉,〈옥합을 열고〉,〈찬란한 독배〉,〈생명〉, 

〈길〉,〈사슴〉,〈장미의 고향〉등 작품 활동을 했다. 1954년 기독교 최초의 여성 장로（長老） 

가되었다.

1956년《조선일보》에 소설〈생명〉을 연재하다. 1957년 최초의 예술원회원이 되었다. 1961 
년 2월 9일 사망하였다.

• 기타사항

작가의 인생

작가 김말봉은 당시로서는 서울 유학과 일본 유학을 거친 엘리트 신여성이다. 김말봉 자신 

도 소설 같은 삶을 살았는데 1919년 명신학교 재직 중 만난 첫사랑 전상범과는 세 번째 부 

인으로 만나 7년간 결혼 생활을 하였으며 전상범과 사별 후 재혼한 이종하와 나란히 묻혀 

있다.

가곡〈그네〉의 작사가는 김말봉이다. 작곡가 금수현은 전상범과 첫 부인인 김경순 사이에 

서 낳은 딸인 전혜금의 남편이다. 김말봉이 통속작가로 이름을 날린〈찔레꽃〉은 전상범이 

좋아하던 꽃이 었다. 김말봉은 처음부터 재미있고 흥미 있는 소설을 쓰는 통속작가로서 당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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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순수문학만을 고집하는 문단을 향해 ‘순수귀신을 버리라’ 고 하였으며《동아일보》에 

〈여류작가와 여인〉이라는 글에서 이런 자신의 신념을 말하고 있다.

사망 연대 조사 결과

• 사망연대를 1962년으로 표기한 자료 : 한국여성문인사전,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민 

족문화대 백과, 두산대 백과, 문화콘텐츠닷컴 , 한국현대문학대사전

• 사망연대를 1961년으로 표기한자료 : 인명사전, 위키백과

• 조사소감

김말봉은 당시 서울 유학과 일본 유학을 거친 엘리트 신여성으로 대중 여류소설가로서 이 

름을 날렸는데 실제로도 거침없는 행보로 치열한 삶을 살다간 시대를 앞서간 여성이다. 김 

말봉의 배우자는 전상범과 이종하로 김말봉은 전 생애를 통해 첫사랑 전상범을 사랑했지 

만 죽은 뒤에는 재혼한 이종하와 나란히 묻혀 있다.

이번 조사의 성과는 1961년 2월 9일이라는 묘비 좌측의 사망일자 명문과 당시《동아일보》 

에 “三月九日 一週忌를 맞다 忘憂里에 있는 古人의 墓地에서 열릴 追慕式에서 제막될 女 

流小說家 故金末峰氏의 墓碑建立運動이 일부 文人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1962년 1월 

29일자 기사로 일부 인터넷의 생몰연대를 바로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at at
65



at 서（

김상용 （金尙o

조사자_이 면 옥

• 호

월파 （月 城）

• 생몰연월일

1902년 9월 28일（음력 8월 27일） 〜 1951년 6월 22일

• 특징

작가, 교육인, 영문학자

• 묘번호

109956

• 묘찾아가는길

지석영 연보비에서 망우리공원 관리소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첫 번째 구리시 형제약수터 

이정표 아랫길 바로 오른편에 김상용의 묘가 있다.

• 비문

전체크기 : 가로 36cm X 세로 93cm x 너비 14cm

1 . 전면 （36x93）
月城金尙銘之墓

2 . 후면 （36x93）
鄕愁 （月 t皮先生時）

人跡 끊진 山 속/ 돌을 베고/ 하늘을 보오

구름이 가고/ 있지도 않은/ 故鄕이 그립소

植紀 四三八九年 穴月三十四 H
故 月城先生移葬委員會

3 .좌측 （14x93）
植紀 四三三五年 八月 十七 0 京道

성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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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連川서 나셔서

四三八四年 穴月 三十三 H
山서 도라 가셨고

四三八九年 三月 三十日 이 자리에 

옮겨 뫼시다.

4 .우측 （14x93）

令夫人朴愛鳳女史너®紀 四三八七年三月穴H도라가심）는 여기 함께 뫼셨고

그 遺家族은 長女貞治 次女t令治

長男慶'?告 三女明';告 三男聖治 四女順造 

五女善';告 三男忠';告 임.

• 약력 및 활동

1902년 8월 17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에서 한의사인 아버지 김기환（基換）과 어머 

니 나주 정씨（羅州丁氏）의 아들로 태어났다.

1917년에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1919년 3 • 1운동이 일어남과 동시에 학생운 

동에 가담했다. 그 후 낙향해 한 살 위인 박애봉（朴愛®0과 결혼했다. 학생 운동에 가담했다 

는 이유로 경성제일고보에서 제적당하고 보성고부-루- 전학해 1921년 졸업했다. 1922년에 

는 일본 도쿄루- 건너가 릿쿄대학 예과에 입학했다. 1924년 릿쿄대학 영문학과에 진학했다.

느 1926년에 시〈일어나거라〉를 10월 5일자《동아일보》에 발표함으로써 시인으로서 생을 시 

서 작한다. 1927년 릿쿄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귀국해 보성고보 교원 겸 이화여자전문학

교 강사로 부임했다. 1928년에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로 부임했다.

1930년〈무상〉,〈그러나 거문고의 줄은 없고나〉등을《동아일보》에 발표하여 등단한다.

1931년 에드거 앨런 포의‘〈애너벨 리〉를 비롯, 찰스 램의〈낯익던 얼굴〉, 존 키츠의〈희랍 

고옹부〉등의 영미 작가들의 작품을 번역하여 해외 문학을 소개했다.

1932년 데이비스의〈무제〉번역 발표 및 투르게네프의 산문시 번역을《동아일보》와《동방 

평론（東方評論）》등에 발표했다. 1933년에는 시〈무제（無題）〉를《신동아｛新東亞）》3월호에 발 

표했다. 1934년〈남으로 창을 내겠소〉를《문장》에 발표했으며, 1935년에는 논문〈오오마 

아 카이얌의 루바이야트 연구〉를《시원（%0》1호부터 5호까지 연재했으며, 시〈나〉를《시 

원） 1호에 발표하는 등《시원》에서 집중적으로 작품을 발표했다.

1936년 시〈그대들에게〉를《신동아》3월호에 발표했다. 이해에 구인회에 가담해 구인회

: 기관지〈시와 소설〉에 시 ＜눈 오는 아침〉을 발표했다. 1938년 수필 ＜우부우어愚夫愚語）〉

를《삼천리문학》창간호에 발표했다. 1939년에는 시〈어미소〉,〈추억〉을《문장》창간호에 

발표했고, 이해 5월에 모두 27편의 시를 수록한 유일 시집《망향（望®》을 문장사에서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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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1941 년 시〈병상음이수（病床t冷三首）〉를《춘추（春秋）》12월호에 발표했다. 1942년 1월 

27일〈영혼의 정화〉（《매일신보》）, 2월 19일〈성업의 기초 완성〉（《매일신보》） 발표했다.

1943년 8월 1〜8일〈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의 친일 작품을《매일신보》에 발표했다. 일 

제의 탄압으로 이화여전에서 영문학 강의가 폐지되어 교수직을 사임했고, 해방이 될 때까 

지 종로 2가 장안빌딩 자리에서 장안화원을 김신실（金信實）과 공동 경영했다.

1945년 해방을 맞아 미 군정으로부터 강원도 도지사로 발령받았지만, 수일 만에 사임하고 

다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부임했다. 1946년 미국으로 건너가 보스턴대학에서 영문학 

을 연구하다가, 1949년 귀국해 이화여자대학교 학무처장을 맡는다. 1950년 2월 풍자적 내 

용의 수필집《무하선생방랑기（無河先生放浪記）｝를 수도문화사에서 간행했고,《망향）을 이화 

여자대학교출판부에서 재간행했다 .

1950년 9 • 28수복 후 공보처 고문, 코리아타임스 사장을 역임하다가 1951년 부산으로 피 

난해 6월 20일쯤 김활란의 부산 대청동 집 필승각에서 식사한 후 식중독에 걸려 몸이 상했 

고 그 후유증으로 이틀 후 부전동 57번지 셋집에서 49세 일기로 타계했다.

1954년 그의 부인 박애봉 여사가 뒤따라 하늘로 갔다. 1956년 부산에 가매장했던 유해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마련한 비용으로 서울 망우리 묘지로 이장할 때 두 분을 함께 이곳으 

로 옮겨 모셨다. 1956년 6월 24일 5주기를 맞아 ‘ 고 월파선생 이장위원회’ 에서 월파 선생 

묘 앞에 화강암으로 비를 세웠으며, 묘비에는 시〈향수〉가 새겨져 있다.

2002년 발표된 친일 문학인 42인 명단과 민족문제연구소가 2008년 발표한《친일인명사 

전》수록 예정자 명단 교육/학술 부문에 선정되었다. 1943년《매일신보》에 발표한〈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등 총 3편의 친일 작품이 밝혀져 있다.

• 기타사항

가족관계

시조시인 오남午男이 여동생이며, 부인 박애봉 여사와 슬하에 3남 5녀를 두었다.

작품할동

1930년《동아일보》에 시〈무상（無常）〉,〈그러나 거문고의 줄은 없고나〉를 발표하여 문단 

에 나왔다. 1930년대 우리나라 문단 전반에 흐르고 있던 순수 서정시 운동과 맥을 함께한 

그의 시는 자연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읊었던 청록파 시인들과는 다르다. 전원적 삶을 대 

상으로 ‘ 나’ 와 ‘ 자연’ 의 화해, 자연의 품에 안긴 삶을 지향했다. 대표 시〈남으로 창을 내 

겠소〉에서는 자연 속에 묻혀 살면서 그 속에서 인생을 관조하는 경지를 보여 주었다. 신석 

정 • 김동명과 함께 3대 전원파 시인으로 불렸다. 1939년 첫 시집《망향）을 펴냈고, 죽고 

난 뒤《김상용 전집》（1983년, 김학동 편저, 새문사 출간）,《남으로 창을 내겠소》（1986）등이 

나왔다. 인생과 사회에 대한 풍자적이고 비판적인 안목을 보여준 수필집《무하선생 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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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1950） 를 펴냈다.

1957년 소설집《무궁화》（김월파 작）가 발행되었는데 김상용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그의 

시가 평단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35년《시원》에〈나〉,〈무제〉,〈마음의 조각〉등 몇 편 

의 가작을 발표하고 나서부터이다. 이후〈물고기 하나〉,〈망향〉등 당시 일제하의 불안시 

대에 처한 지식인의 울분을 담은 서정시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장, 잡지《문장》등에 주로 

작품을 발표하였다. 1939년 유일한 시집인《망향》을 간행했는데, 우수（憂愁）와 동양적 체 

념이 깃든 관조적 서정시들이 수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그의 작품세계는 자연을 가까이 

하려는 단면을 드러내며 그와 함께 대상을 따뜻한 마음씨로 바라보는 눈길이 느껴진다.

이 시집에서는 일본의 탄압과 수탈에 대하여 소극적인 대응 태세로 보이는 자연귀의의 정 

신경향이 나타난다. 대표 시〈남으로 창을 내겠소〉에서는 자연 속에 묻혀 살면서도 그 속 

에서 생을 관조하는 단면이 엿보인다. 적극적으로 현실과 대면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보편 

적인 꿈과 소망을 소박하게 표현하였다. 대표작으로는〈노래 잃은 뻐꾹새〉,〈어미소〉, < 

향수〉를 꼽을 수 있다. 광복 후 수필집《무하선생 방랑기》를 간행하여 과거의 관조적인 경 

향보다는 인생과 사회에 대한 풍자적이고 비판적인 안목을 보여 주었다.

또한, 영문학자로서 포（Poe, E. A）의〈애너벨리〉（《新生》27, 1931. 1）, 카즈（Keats, J.）의〈 

희랍고옹부〉（《新生》31, 1931. 5）, 램（Lamb, C.）의〈낯익던 얼굴〉（《新生》32, 1931. 6）, 데이 

비스（Davies, W. H.）의〈무제〉（《新生）55, 1933. 7） 등을 번역하여 해외 문학의 소개에도 

이바지하였다.

• 조사소감

교과서에서 읽었던〈남으로 창을 내겠소〉를 지은 김상용의 자료를 조사하면서 자료도 너 

무 없이 지금은 잊혀가는 사람임에 가슴 아팠고, 일제강점기 지식인들의 친일 행각에 속이 

상했다. 특히 그의 묘소는 자녀 8남매임에도 묘소 뒤쪽의 잔디도 벗겨져서 초라한 모습이 

더욱 서글퍼 보였다. 그 무덤에 대고 “왜 이렇게 되셨나요?”하면 “그냥 웃지요”하며 쓸쓸 

히 미소 지을 것 같다.

:K 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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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용묵 （桂IO

조사자_김 명 희

• 호

하태용 （河泰B）

• 생몰연월일

1904년 9월 8일 〜 1961년 8월 9일

• 특징

근현대 소설가（교과서에서 만난 시대의 문인）

• 묘번호 

105383

• 묘찾아가는길

망우리공원 관리사무소를 지나 우측 순환로를 가다 보면 전신주 28번에서 10m 정도 올라 

가 오른쪽의 오솔길을 따라가면 커다란 소나무 두 그루가 보이는데 그 아래쪽 능선에 계용 

묵의 묘가 있다.

• 비문

전체크기 : 가로 77cm X 세로 52cm x 너비 16cm

1. 전면 （77x52）
作家桂銘默之墓

2. 후면 (77x52)
夫人 安 Oi玉

重要作品名

n 海 아다다 子 明源

］評風에 그린 닭이 正源

별을 헨다 女

이 밖에 60餘篇 道源

을 남겼다 孫 根字

根'S’
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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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燕

3. 좌측 （52x16）
— 九穴三年 八月九 H
現代文學社와 文友 一同이 세우다

4. 우측 （52〉〈16）
— 九0四年 九月 八H 生

— 九穴一年 八月 九05空

• 약력 및 활동

1904년 평북 선천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 조부에게서《천자문》,《소학》,《대학》,《논어》, 

《맹자》등 한학을 배웠고, 삼봉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서당에서 공부하다가 1921년 상 

경해 중동학교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김억, 염상섭, 남궁벽, 김동인 등과 교유하며 문학에 뜻을 두었으나, 조부가 신 

학문을 반대해 잠시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이듬해 다시 상경,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 

다. 그러나 다시 강제로 낙향外게 되어 고향에서 4년간 지내면서 여러 외국 문학 작품을 

탐독했다.

1928년 일본을 건너가 동양대학 동양학과에서 공부하고 야간에는 정치학교에서 영어를 

배웠지만, 1931년 집안이 파산해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했다.

처음으로 발표한 작품은〈상환（相換）〉으로 1925년《조선문단》에 실렸다. 1935년에는 정비 

석, 석인해 등과 함께 동인지《해조（海潮）》의 발간을 도모했으나 무산되었다. 1938년 조선 

일보사에 입사했다. 1943년 일본 천황 불경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후 방송국에 들어갔 

으나 사흘 만에 그만 두었다.

1945년 정비석과 함께 종합지《대조（大潮）｝를 창간하였다. 1948년 김억과 함께 ‘ 수선사首 

善社’ 라는 이름의 출판사를 세웠다. 또한 1 • 4후퇴 당시 피난을 갔던 제주도에서 월간《신 

문화＞를 펴내기도 했다. 1961년《현대문학》에〈설수집（W禮集）〉을 연재하던 중 장암으로 세 

상을 떠났다.

1925년 5월《조선문단》제8호에 단편〈상환〉으로 등단한 이래 40여 편의 단편을 남겼다. 

그의 문학은 발표 시기에 따라 대체로 3기로 구별된다.〈최서방〉（1927）,〈인두지주（人WO 
WX1928）로 대표되는 첫 시기는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을 그렸다는 점에서 대체로 경향파 

적이라고 평가되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투쟁의식이 없다는 점과 이후의 다른 작품들과 결 

부해볼 때 다만 고통 받는 서민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반영된 작품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

두 번째 시기는 몇 년의 침묵 끝에 1935년《조선문단》제4권 제3호에〈백치伯筋 아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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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표하면서 시작된다. 이 시기가 그의 황금기라고 할수 있는데, 초기의 미숙함에서 벗 

어난 세련된 문장기교로서 그의 문학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장벽(障壁)〉(1935),〈병 

풍에 그린 닭이〉(1939),〈청춘도(靑春圖)〉(1938),〈신기루(1氣樓)〉(1940)등이 이에 해당된 

다.

이 작품들의 주인공들은 선량한 사람이지만, 주위의 편견이나 억압, 자신의 무지로 인하 i 
여 불행 속을 헤매거나 패배자적인 처지에 처할 뿐, 아무런 해결책도 가지지 못하는 소극 

적인 인물이다. 이러한 경향은 작중세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관조적인 자세를 유 

지하는 계용묵 문학의 특징이자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광복 후 격동과 혼란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별을 헨다〉(1946),〈바람은 그냥 

불고〉(1947) 등 세 번째 시기의 작품에서도 그는 현실의식의 소극성을 크게 뛰어넘지는 못 

하였다. 결국, 그의 소설은 1930년대 한국문학의 언어적 미감을 세련시키고 단편양식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니지만, 적극적인 현실감각 및 역사 어 

의식의 부재, 서민에 대한 관조적 시선이 빚은 현실감 결여라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1
계용묵은〈백치 아다다＞ 한 작품만으로도 한국 문학사에 지울 수 없는 자취를 남긴 작가 

로 기록되고 있다. 사실〈백치 아다다〉는 높은 지명도와 함께 계용묵의 소설세계를 집약 

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의 대표작으로 내세우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다. ‘

그러나 계용묵이〈백치 아다다〉의 작가로만 기억되는 것은 실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 

다. 그는 해방공간에서 낭만적이고 모호한 현실 인식을 걷어내고 당대 삶의 실상을 생생하 

게 포착한 작품을 창작해낸다. 특히 당대의 현실을 묘사할 때, 정치 • 사회적 영역에서 벌 

어지는 거시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일상적 삶의 국면에서 개개인이 맞닥뜨리는 미 

시적 문제에 집중한다. 때문에, 총체적인 역사의식이 부재하는 대신 당대인이 겪을 수밖 

에 없는 삶의 세목이 매우 생생하게 드러난다.

사실 계용묵은 소품의 작가요. 과작의 작가다. 단편 분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품들이 허 

다한데다가, 일생 동안 창작한 작품 수를 모두 헤아려도 그리 많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이 빚어진 데에는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유별난 그의 장인정신이 적잖은 원인으로 작 

용했으리라 생각된다. 계용묵은 문장 하나하나에 세심하게 공을 들였으며, 허투루 작품을 

남발하지도 않았다. i
계용묵의 작품 속에는 우리가 미처 밝혀내지 못한 다양한 면모가 숨어 있을 것이다. 더구 

나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거나 그에 정면으로 맞서,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을 만큼 강렬한 i 
주제의식이나 실험적 형식을 보여준 것도 아니다. 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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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계용묵은 평북 선천 출신답게 작품 속에도 평안도 사투리를 능란하게 구사하고 있다.〈심 

월〉같은 짧은 작품에도, 쉬쌀（‘수수쌀’ 의 방언）, 뒤란（‘뒤뜰’ 의 방언）, 가리（‘ 어리’ 의 방언 

병아리 따위를 가두어 기르는 물건）, 곰배님배（‘곰비임비’의 방언. 일이 계속하여 거듭되 

는 모양）, 술가리（‘언저리’ 의 방언）등 감칠맛 나는 평안도 사투리가수두룩하다. 이는 김동 

인 이외에 평북 언어를 구사한 작가가 드문 현실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현상이다. 또 재 

냥스레（동작이 매우 재빠르고 야무지다）, 방싯이（문 따위가 소리 없이 살짝 열리는 모양）, 

얼결수（얼떨결에 이루어진 수）, 물러걸음（뒤로 물러나는 걸음） 등 곳곳에 있는 고운 우리말 

도 계용묵의 작품이 지닌 미덕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 조사소감

우리는 너무 강렬한 것들, 큰 것들에만 눈길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콩트 같은 작품들을 세심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거기서 많은 미덕을 발견하게 된다. 계용 

묵은 일제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시류에 타협하지 않고, 올곧은 작가정신을 견지하며 작품 

을 창작했다. 또 문장 한 줄도 허투루 쓰지 않고 완벽에 가깝도록 공을 들였다. 그러면서 

도 현실에 대한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 당대인이 처한삶의 국면을 생생하게 포착해 

내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계용묵이 지닌 그 모든 미덕들이 점점 잊혀가고 있어 안타까 

운 마음 금할 수 없다.

교과서에서 들은 작가 이름과 작품을 50여 년이 되어도 기억하는 나를 되돌아보면 작금에 

현대인이 개인주의로 치닫는 현대에서 정치적인 이념의 큰 이슈보다는 개인의 내면에 잠 

재한 내밀한 부분을 서술한 ‘ 인생파 작가’ 의 작품에 관심을 갖고 타인에 대한 눈높이 배려 

가 아니라 인간애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심성을 느껴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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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복 （崔信福）

조사자_정 남 선

• 본명

최영주 （崔泳柱）

• 생몰연월일

1906년 3월 13일 〜 1945년 1월 12일

• 특징

아동문학가, 언론인

• 묘번호

203704（부인과 합장묘）

• 묘찾아가는길

망우리공원 관리사무소를 지나 좌측 순환로 방향으로 가면 동락천 약수터가 나오고 다시 

5분 정도 걸으면 왼쪽에 방정환 연보비가 보이고 연보비 건너편 오른쪽 위에 방정환의 묘 

가 있고, 그 바로 아래에 최신복과 부인의 묘가 있다.

• 비문

전체크기 : 가로 85cra X 세로 52cm x 너비 18cm

1. 전면 （85x52）
泳柱 忠州崔信福

延安 車元順之墓

호드기

누군가 부는지 꺽 지 말아요 마디 가 구슬픈 호드기오니 

호드기 소리를 들을 쩍마다 내 엄마 생각에 더 섧습니다 

-최신복 저

2. 후면 （85x52）
崔信福 선생은 1906년 京« 水原에서 나시어 華城少年會를 조직하여 少年運動에 힘쓰시고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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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K ...... ........
1929년에는 開！！社에서 小波 方定換 선생을 도와잡지《어린이》,《학생》,《소년》등의 편집에 종 

사하는 한편, 여러 잡지에 어린이를 위한 많은 글을 쓰시어 아동문학에 기여하시다.

子 街和 女
恩》R

增
李作伊

孫子
鎭；hi,

子婦 徐演子
惠激 李鎬敬 植元

徐銅演

華》K 金聖元

先減 ’

明減

3. 좌측 （18x52） I
— 九0七年 七月 三八0 生 !

— 九五穴年 七月 三七 H 別世 !

4. 우측 （18x52） 1
— 九0穴年 三月 一三0 生 I

— 九四五年一月 一三日別世 1
• 약력 및 활동 !

1906년 3월 13일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서, 배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니혼대학에서 

유학했다. 귀국한 뒤 경기도 수원에서 화성소년회華城少年會를 조직하면서부터 소년운동 

에 투신하였고 소파와 인연을 맺었다. 한때 윤석중과 함께 색동회 동인으로 활동하기도 했 

다. （소파 사후《어린이》에 실린 최신복의 추모 글은 소파가 화성소년회의 초청으로 내려 

와 강연할 때 입회 순사가 소파의 강연에 감동해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소파를 ‘ 선생’ 으로 

모시게 된 일화를 전했다고 한다）

1929년（동아일보》수원지국 기자로 일하던 중 방정환의 부름을 받고 개벽사 입人｝. 잡지 

《학생》,《어린이》편집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세계 명작 동화 번안 및 연재활동을 하였다.

1931년 방정환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어린이》잡지 편집에 윤석중, 이정호 등과 편집장을 

맡아 관여했다.

1936년 5월 소파 방정환 기념비 건립 모금 운동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후일 소파의 무덤 i 
을 망우리에 조성했다. 방정환이 세상을 뜨고 5년이 지난 1936년까지 묘지 없이 유골은 홍

제원 화장장 납골당에 있었다. 이를 가슴 아프게 여긴 최신복은 윤석중, 정순철, 마해송, i 
이정호 등과 뜻을 모아《월간중앙）에 ‘소파 묘비건립 모금광고’를 내고 여러 사람들의 뜻 

을 모아 망우산에 묘도 만들고 묘비도 세웠다. 서예가 오세창이 앞면에 ‘ 동심여선（童心如 

仙） 어린이의 벗 소파 방정환의 묘’ 뒷면에 ‘동무들이’라 묘비명을 적었다.

긔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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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서（

1938년 10월부터 1941년 1월까지 우리나라 최초 수필 월간지《박문（博文）》편집 겸 발행인 

으로 활동하였으며,《중앙（中夫）》,《신시대（新時代）》,《여성》등의 잡지에서 편집 업무를 담 

당했다 （박문-통권 23호 발행）. 1940년 소파 10주기를 기하여 5월 1일에는 자신이 운영하 

는 박문서관에서 마해송과 함께 방정환이 생전에 집필했던 문학 작품들을 정리한《소파전 

집＞을 50Q부 한정판으로 출판했다.

1941년 1월부터 1941년 8월까지 월간 잡지《신세대》주간으로 활동하는 동안 일본의 침략 

정책을 찬양, 지원병제도를 선전하는 글을 기고했다. 이러한 경력 때문에 민족문제연구소 

의 친일인명사전에서 언론/출판 부문의 명단에 수록되었다.

1945년 1월 12일 폐결핵으로 사망했으며 작품집으로《호드기》등이 있다.

• 기타사항

큰 따님은 아버지가 1937년 명을 달리하자 수원의 선산 대신에 소파 묘 아랫쪽에 아버지 

산소도 마련했다. 방정환을 평소 존경하던 아버지였기에 그리하였고, 또 자신도 소파 묘 

를 자주 찾아보기 위해서 였다고 한다. 그 뒤 갓 나서 죽은 자신의 아들도 이곳에 묻었고, 

1945년 39세의 젊은 나이에 인후암으로 세상을 떠난 자신도 방정환 바로 앞에 묻혔으니 3 
대에 걸친 소파에 대한 사랑과 인연의 끈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 최순애（최신복의 여동생, 동요〈오빠 생각〉작사가）, 이원수（최순애의 남편, 동요〈고향의 봄〉작사가）

《 어린이》10주년 회고에서 최신복은 소파를 그리며 이렇게 썼다.

“ 나는 이 글을 쓰면서 무척 가슴을 괴롭게까지 하며 생각키우는 이가 있습니다.《어린이》 

를 탄생시킨 산파였고 길러준 어머니였고 또《어린이》대장이던 소파 방정환 선생의 생각 

입니다. 한 몸의 괴로움은 조금도 돌보지 않고 오직 뜨거운 열성과 끈기를 가지고 반석처 

럼 움직이지 않고《어린이》의 성장에 힘을 써 주시었습니다.”

• 조사소감

방정환 선생님에 대한 지극한 애정으로 아동문학사에는 매우 중요한 업적을 남긴 최신복 

선생님을 조사하면서, 비록 말년에는 일제에 친일을 하였으나 오늘의 방정환 선생님의 업 

적들이 선생님에 의해 계승된 점과 묘소가 이곳에 있게 된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된 뜻 깊 

은조사였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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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성 （李仁星）

조사지L김 경 화

• 호

청정 （靑江）

• 생몰연월일

1912년 8월 28일 〜 1950년 11월 4일

• 특징 

화가

• 묘번호

203574 !

• 묘찾아가는길 =

망우리공원 관리사무소를 지나 순환로에서 좌측 방향으로 올라가면 동락천 약수터 우측에 i 
유상규의 연보비가 있다. 약수터와 연보비 사잇길로 20m 올라가면 유상규의 묘가 나오고 ! 

다시 오른쪽 위에 있는 안창호의 묘터를 지나 올라가면 능선 길에 이인성의 묘가 있다. !

•비문

전체크기 : 가로 76cm X 세로 47cm〉〈 너 비 14cm

1. 전면 （76x47） ■
화가이인성 

（1912〜1950） 어

2. 후면 （88x85） i
1912 대구에서 출생 !

1928 ＜촌락의 풍경〉으로 세계아동미술전람회 특선 !

1929 제8회 조선미술전람회〈、그늘） 입선, 1944년까지 16회 연속 선전 출품 I
1935 제22회 일본 수채화회전〈아리랑 고개〉일본 수채화협회상 （최고상^ 수상 !

제14회 선전〈경주의 산곡에서〉창덕궁상（최고胡 수상

1937 제16회 선전 서양화부 추천작가 선임 i

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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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1949 제 1회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 서양화부 심사위원

1950 6 • 25 전쟁 당시 작고

1998 월간미술 주간 ‘ 근대유화베스트10’ 에서〈경주의 산곡에서〉1위 선정

2000 호암갤러리에서 작고 5Q주기 회고전 개최, ‘ 이인성 미술상’ 조례 지정

2002 문화관광부 2003년11월 ‘ 이달의 문화인물’ 이인성 선정

3. 좌측 (50x85)
이인성 李仁星

1912년 8월 28일 출생 1950년 11월 4일 사망

김창경 金昌京

1924년 11월 5일 출생 1995년 3월 30일 사망

4. 우측 (50x85)
자 이채원 손자 이한선 손녀 이민선

자부 서지훤

녀 이애향이승난 이승금

• 기념비

전체크기 : 가로 97cm X 세로 110cm

1. 전면 (97x110)
근대 화단의 귀재

화가 이인성

2. 후면 (97x110)
서양화가 이인성을 1912년 8월 28일 대구시 북내정 16번지에서 태어나 17세 때 조선미술전람회 

에 입선하면서 두각을 드러낸 이래 한국근대미술 도입기와 성장기에 뛰어난 창작활동을 펼쳤다. 

일본 도쿄 태평양미술학교 재학 시절 제국미술전람회, 문부성미술전람회, 광풍회 공모전 등에 

입선. 일본에서도 명성을 떨쳤다. 1935년 귀국한 뒤 대구와 서울에서 활약하면서 선전, 제전 등 

에 열 차례 입선, 특선했으며, 선전 추천작가, 국전 심사위원을 지내는 등 우리 화단에서 확고한 

위치를 굳혔다. 한국 미술사에 길이 빛날 작품들을 남긴 그는 1950년 절정의 기량을 더 펼쳐보지 

도 못한 채 38세로 요절, 불꽃같은 예술적 인생을 마감했다. 그의 50주기 인 2000년에는 호암갤 

러리에서 회고전이 열렸고, 대구광역시가 이인성미술상을 제정했으며 2003년 11월에는 문화관 

광부의 ‘ 이달의 문화인물’ 로 선정되기도 했다.

2003년 10월 16일
이인성 기념 사업회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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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및활동

1912년 8월 28일 대구시 북내정에서 아버지 이해원과 어머니 이전옥의 4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보통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28년「개벽사」가 주최하는 세계아동예술전람회에 

서〈촌락의 풍경〉으로 특선을 했으며 1929년 제8회 조선미술전람회에〈그늘〉로 입선하여 

화가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됨과 천재 소년화가라는 이름을 얻었다.

1930년 제9회 조선미술전람회에〈겨울 어느 날〉과〈풍경 제1작〉으로 입선, 1931년 제10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는 한 해가 저물어갈 무렵의 거리 경치를 그린〈세모가경〉으로 특선 

을 수상했다. 이 작품을 계기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1932년에는 그의 특출한 재능을 아낀 대구의 몇몇 유력자의 도움으로 도쿄 유학길에 올랐 

다. 1935년까지 머무르며 태평양（다이헤이요）미술학교에서 데생과 그림의 전문적 수업을 

받았다. 또한 일본에 들어온 다양한 서구 미술양식을 받아들여 자신만의 회화세계를 이룩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1932년 전일본수채화회전을 비롯하여 1933〜1935년의 제국 

미술원전, 1938년의 문부성미술전, 1933, 1944년의 광풍회전에 잇달아 입선하였다. 그 시 

기의 작품들이 이인성 예술의 절정기를 이루었다.

1935년 조선미술전람회에서〈경주의 산곡에서〉로 대상인 창덕궁상을 수상하여 명실공히 

조선 최고의 화가로 우뚝 서게 된다. 1937〜1944년의 마지막 조선미술전까지 가장 성공적 

인 위치의 추천작가로 참가하였다. 20대 중반의 청년기에 타고난 재능을 최대로 연소한 

그는, 유럽의 근대 회화 사조인 인상파, 후기 인상파, 야수파, 표현파 등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기법으로 재치 있게 소화하고 자유롭게 활용하였다. 그의 불투명 수채화의 

극히 다감한 표현 처리와 특출한 기량 발휘는 근대 한국 미술사에서 특히 높이 평가되고 

있다.

1944년부터는 서울 이화여자중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하였고, 광복 이후에는 한때 이화 

여자대학 미술과에 강사로 나갔다. 1948년 국화회 회화연구소를 개설하여 수채화와 유화 

를 지도하고, 동양백화점 화랑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1949년 제1회 국전에서는 추천작가 

로 서양화부 심사위원에 선임되었다.

1950년 11월 경찰관과 사소한 시비 끝에 벌어진 오발사고에 의해 어이없는 비극적 죽음을 

당하였다.

• 기타사항

비문에 쓰인 내용중 오류

세계아동미술전람회는 ‘ 세계아동예술전람회’ 로 정정되어야 옳다. 이 전람회는 소파 방정 

환 등이 운영한 개벽사가 주최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해 경성에서 개최한 전람회로 정확 

한 명칭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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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兒童藝術展覽會一朝鮮에서 처음되는 計劃인 世界兒童藝術展1會는 今 0 부터 열리게 되 

었다.

《동아일보》, 1928년 10월 2일자 1면 기사 j

仲秋 서늘한 時節의 世界兒童藝術展覽 개벽사 어린이부 주최와 본사 학예부 후원으로 세 

계아동예술 대뎐람회를 십월 이일부터 륙일간 경성 경운동 텬도교긔념관에서.... ；

（동아일보）, 1928년 9월 11일자 3면 기사 i

• 조사소감 너

암울한 시대적 배경을 안고 태어난 이인성, 그와 동시대를 살다간 화가인 이중섭과 박수근 I 
이 명성을 얻은 반면 너무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를 알게 된 지금, 많은 이들에게 그의 서 

인생과 그림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설렌다. 서구의 인상주의 화풍을 도입하여 그만의 향토 

색을 가미한 독특한 화풍을 정립한 이인성은 한국 근대 미술의 대표적 화가라는 평가를 받 i 
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젊은 시절 요절하여 그의 인생 후반기의 작품을 우리가 보지 '

못한다는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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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세덕（咸世德）

조사자_서 태 숙

• 생몰연월일

1915년 5월 23일 〜 1950년 6월 29일

• 특징

월북 희곡작가

• 묘번호

109511 （부인과 쌍봉 묘. 부모와 동생 묘가 옆에 있다）

• 묘찾아가는길

망우리공원 관리사무소를 지나 순환로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다가 조봉암 묘 앞의 연보비를 

지나 동원천약수터 표지판이 나오면 아래로 약 2분 정도 내려가다 우측 소나무 쪽에 함세 

덕의 묘가 있다.

• 비문

전체크기 : 가로 32cm X 세로 89cm x 너비 Hem

1. 전면 （32x89）
陽根咸公世德之墓

2. 후면 （32x89）
1 915년 5월 23일 강화에서 3남 3녀 중 2남으로 출생

1 950년 6월 29일 서울에서 ※사했다.（※‘ 전’ 자가 뭉개져 있다）

극작가

1 936년《조선문학（朝鮮文學）》지에〈산허구리〉를 발표하여 문단에 등단

〈 동승（童僧）〉으로 극연좌상（劇硏座賞）을 수상

〈 해연（海燕）〉으로 신춘문예에 입선

〈 무의도기행（無衣島紀行）〉,〈추장 a 長） 아사베라〉,〈기미년 3월 1일〉,〈태백산맥〉,〈에밀레종〉, 

〈산적〉,〈대통령〉등 24편의 작품을 남겼다

“ 삶은 누군가의 손을 붙잡는 일이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일이다”

- 《동승》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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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좌측 （11x89）
1915年 5月 23日 生

1950年 6月 290 卒

4. 우측 （11x89）
내용없음

• 비문 이름 앞에 표기된 陽根은 양평을 의미하며 호는 아님 i

• 약력 및 활동

1915년 5월 23일 인천시 강화군에서 태어나서 인천 공립보통학교（현 창영초등학교）를 졸 

업했다. 공무원인 아버지를 따라 전남 나주와 목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했다.

1934년 인천 상업고등학교（현 인천고교, 서울의 선린상업고등학교라는 설도 있다）를 졸업

하고 일본인이 경영하는충무로 일한서방0韓書房에서 점원으로 일하였다.

1935년 그 곳에서 습작을 하면서《동아일보》에 3편의 시（2월 1일〈내 고향의 황혼〉, 3월
19일〈저 남국의 이야기를>, 9월 27일〈저녁〉）를 투고했다. 손님인 김소운（시인, 수필가》 

을 통해 유치진을 알게 되고, 개인 극작 수업을 받았다.

1936년 21세의 나이로《조선문학》에 희곡〈산허구리〉로 등단하고, 1939년 동아일보사가 

주최한 제2회 연극경연대회 참가작으로 유치진이 연출한〈도념〉（동승의 원제）으로 ‘극연 

좌상（劇硏座賞）’ 을 받는다. 1940년《조선일보》신춘문예에〈해연（海燕）〉으로 입선한다. 1947 
년 자기 고향의 이야기를 쓴〈무의도 기행〉을 발표한다.

일제 말기에 대표적 어용 연극 단체인 유치진이 주도한 ‘ 현대극장’ 에 가담하여, 번안 희곡 

〈흑경〉（1941）과 창작희곡〈에밀레종〉（1942）,〈남풍〉,〈황해〉,〈백야〉등을 연속해서 집필 

하였다. 특히 역사극인〈에밀레종〉에서는 신라를 괴롭히는 당나라와 우호적으로 도와주 

는 일본을 대비시키고,〈황해〉에서는 지원병제를 노골적으로 선전하여, 이 시기에 집필된

> 그의 작품에서는 친일 성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1942〜1943년 일본의 ‘ 축지소극장’ 에서 연극 공부를 하고 돌아와 ‘ 조선연극건설본부’ 에 

가담하여 부위원장이 되었고, 조선연극본부 희곡부 위원을 지냈다. 1943년〈봉선화〉, 

1944년〈낙화암〉, 1945년〈백야〉를 발표했다.

1947년〈산적〉,〈기미년 3월 1일〉,〈태백산맥〉,〈고목〉등을 발표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일제강점기 동안의 독립운동을 좌파적 관점에서 묘사한 작품으로서 그 또한 좌익운동을 

활발히 했으며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많은 작품이다.

1947년 가을에서 1948년 봄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미군정이 정치 연극을 금하자 송영, 황 

철 등과 같이 월북한다. 그는 박영호가 주도한 평양의 ‘ 북조선 연극동맹’ 에 가담하여 남한 

사회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사회주의 리얼리즘 극을 쓰며 활발히 활동했다.

¥ ......... ......... ........... 후
82



at at

1949년 제주 4 • 3항쟁을 소재로 한〈산 사람들〉과 1950년 이승만과 그의 주변 정치가들 

을 매도한 풍자 희곡이자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된〈소위 대통령〉이 대표 작품이다. 그는 10 
여 년 동안 번안과 각색을 포함해 장 • 단막극 24편의 희곡을 발표했다, 친일 작품으로는〈 

추장 이사베라〉(1942)등 희곡 4편을 포함하여 종 6편을 남겼다.

1950년 6월 29일 한국전쟁 시 북한의 종군기자로 가족이 있는 서울로 오는 길에 수류탄 

사고로 죽었다. 월북했다는 이유로 그의 작품과 활동상황이 사장되었다가 1988년 해금되 

어 알려지게 되었다.

• 기타사항

함세덕은 초기에 유치진의 영향을 받아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희곡을 썼는데 점차 서정적 

이고 낭만적인 특성이 더해진다. 주로 섬과 바다를 배경으로 한 어민들의 생과 사, 현실과 

꿈을 그렸다. 주로 어민들의 생활과 그들의 언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낭만적인 

사실주의 극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며 주제와 사상이 다양하고 구성이 치밀한 희곡을 썼다. 

농촌 문제를 주로 쓴 유치진과는 달리 강화도에서 성장한 사람답게 어촌을 무대로 한 작품 

과 바다와 섬 등을 배경으로 하는 낭만성이 깊은 희곡을 많이 쓴 이유는 아일랜드 작가 싱 

그(Synge. J. M.)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들 한다.

태평양전쟁과 좌우익의 갈등, 월북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상황에서 그의 작품성향이 

두어 차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광복 후 황철과 함께 ‘ 낙랑극회’ 를 조직해 활동하며, 좌익 연극 단체인 조선연극건설본부, 

조선연극동맹에 참여한다. 이 시기에 초기의 사실주의적 작품성향을 극대화하면서 사회주 

의적 사실주의를 구현한 작품인〈태백산맥〉,〈고목〉을 발표한다.

이들은 모두가 마르크스(Mane, K.)와 엥겔스(Engeil, F.)의 유물 변증법적 관점에서 독립운 

동을 묘사한 희곡들이며, 특히 1947년《문학》에 발표한〈고목〉은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그 

의 이념적 성향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2002년 발표된 친일 문학인 42인 명단과 2008년 발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사 

전 수록 예정자 명단에 포함됐다.

문화재청에서는 1947년 박문서관에서 발행한 함세덕의 희곡집《동승》의 초판본을 ‘근대 

문학 유물’ 로 목록화했다. 이 작업은 개화기부터 1950년까지 발간된 문학 관련 저작물 중 

문화재로서 영구보존 가치가 높은 작품을 선별하는 것이다. 그의 희곡집《동승》에는〈동 

승〉,〈무의도 기행〉,〈추석〉,〈해연〉,〈감자와 쪽제비와 여교원〉등 5편의 희곡이 실려 있 

다. 각 작품 첫머리마다 홀수 별면에 삽화를 넣어 극의 배경을 짐작케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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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년에 유치진과함세덕이 주도하여 만든 현대극장

중일전쟁 이후 전쟁을 선전하기 위해 설립된 친일 단체이다. 태평양전쟁이 종전될 때까지 

총 18회의 공연을 올렸는데, 유치진의 작품이 3편, 함세덕의 작품이 8편 올려지고 7편을 

유치진이 연출을 맡았다. 마지막 공연작인〈산비둘기〉공연 중에 전쟁이 종전되어 광복을 

맞게 된다.

• 조사소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함세덕이라는 천재 극작가를 알게 되서 참 다행이라 생각한다. 

해금이 되지 않고 그대로 사장되었더라면 매우 애석할 뻔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가 친일 

을 하지 않았고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 말리지 않아서 일찍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의 

훌륭한 작품들을 더 많이 만났을 거라는 상상을 해 본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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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金치 JB)

조사자_김 미 숙

• 생몰연월일

1915년 7월 16일 〜 1964년 9월 18일

• 특징

근현대 소설가

• 묘번호

203693

• 묘찾아가는길

망우리공원 관리사무소를 지나 왼쪽으로 간다. 동락천 약수터를 지나가다 보면 왼편에 팔 

각정이 나타나고 오른쪽 길로 올라가다 보면 문일평의 묘역이 보이고 왼쪽으로 2번째 묘 

가 김이석의 묘이다.

• 비문

전체크기 ： 가로 95.5cm X세로 62cm x 너비 20cm

1. 전면 (95.5x62)
作家

金利銀墓

1915. 7.16. 〜 1964. 9. 18.

2. 후면 (95.5x62)
오색기가 하늘 높이 펼쳐지는 매화포 소리가 쾅하고 울리면 그 소리를 따라 백여 명의 건 

아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서 평양역을 향하여 달리었다. 시가 곳곳에서는 군악이 울려났고 

시민들의 환호소리는 하늘을 진동했다. 참으로 장관이었다.

- 〈失碑銘〉에서

3. 좌측 (20x62)
1965. 9. 18
文友一同

建立

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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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측 （20x62）

내용없음

• 약력 및 활동

본관은 연안延安）. 평양 출생. 아버지 치화（致和）와 어머니 이득화（李得和）의 4남 3녀 중 차 

남이다. 일찍부터 문학적인 재질을 나타내 보통학교 때（1925）에 동요〈돌배나무〉를 발표 

한 적이 있었다.

1927년 평양 종로보통학교와 1933년 평양 광성고보（光成高普）를 거쳐, 1936년 연희전문학 

교문과에 입학했으나 1938년 중퇴하였다. 1937년 구연묵（具然默） • 유항림（命®林） • 양운한 

（楊雲間） • 김성집（金聖集） • 김화청（金化淸） 등과 함께 동인지《단층（斷層）＞을 발간하면서〈감 

정세포（感情細胞）의 전복（願覆）〉（1937） 등을 발표했다. 또한, 연희전문 재학 당시 단편소설〈 !

환등（幻燈）〉（1938）을 발표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작품 활동은 1938년 단편소설〈부어（腐 

魚）〉가《동아일보》에 입선되면서부터이다.

그 뒤 조선곡산주식회사에 다니다가, 1941년 평양 명륜여상（明倫女商） 교사로 근무했다. 

1946년 1 • 4후퇴 때 가족을 두고 월남, 대구에서 생활하였다. 1951년 중부전선에서 종군 

작가단으로 활동하였다.

1953년《문학예술》편집위원, 성동고등학교 강사직을 맡았다. 1954년〈실비명C失碑銘）〉을 

발표하였고, 이어〈외뿔소〉,〈달과 더불어〉,〈소녀 태숙（各0이의 이야기〉,〈광풍（W, 누

속에서〉,〈뻐국이〉등을발표하였다.

1957년부터 집필에만 전념하는 한편, 1958년 작가인 박순녀（朴順女）와 재혼, 안정된 생활 

을 하면서 활발한 창작활동을 전개했다. 그 밖에〈실비명〉과 함께 대표작으로 꼽히는〈동 

면（冬眠）〉（1958） 등 다수의 작품을 집필했다.

또한 단편소설 외에 1962년 역사장편소설〈난세비화＜世飛花）〉를《한국일보》에 연재하여 

대중의 인기를 얻었는데, 1964년 역사장편물〈신홍길동전（新洪吉童傳）〉을 쓰던 중 고혈압 

으로 작고하였다.

• 기타사항 

작품세계 

대표작〈실비명〉,〈외뿔소〉,〈학춤〉에서와 같이 사적 체험과는 거리가 있는 주인공의 꿈 

의 상실에 대한 좌절과 상심을 통해 인생의 비애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관앞골 

기억〉,〈교련과 나〉등의 1920년대 식민지사회의 단면을 제시한소년시절의 회상이나,〈뻐 

꾸기〉,〈동면〉,〈지게부대〉,〈허민선생〉,〈재회〉등의 사소설적 접근으로, 한 지식인의 내 

면세계를 통해 조명한 1 • 4후퇴 때 월남한 지식인들의 비참한 삶의 모습의 기록과 같은 사 

적 체험을 형상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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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작품에는 식민지시대로부터 6-25전쟁 전후까지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의 한국지 

식인의 초상이 그려져 있다. 그의 문체는 치밀한 구성과 간결한 표현으로 한국의 정한(情 

恨)의 세계를 관조하는 담당한 심경으로 그려져 있어 독자에게 호소력을 가진다.

작품으로 단편집《실비명》(1956),《동면》(1964)과 아동장편소설《해와 달은 누구를 위해》 

(1964) 등이 있으며, 그 밖의 저서로《문장작법》(1961)이 있다. 단편집《실비명》으로 1957 
년 제4회 아세아자유문학상을 수상했고, 1964년 제14회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했다.

이중섭과의 관계

김이석은 이중섭과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다. 월남 후 외로운 예술가의 처지에서 더욱 

친밀한 우정을 나누었다. 이중섭이 적십자병원에서 무연고자로 사망한 지 3일 만에 맨 처 

음 찾아가 시체를 확인한 것도 김이석이었다.

김이석의 부인 박순녀

1928년 9월 1일 함남 함흥 출생. 서울대학교 사범대 영어과를 졸업하였다. 1960년《조선 

일보》신춘문예에 소설〈케이스워카〉가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하였다. 1970년 소설〈어떤 

파리〉로 현대문학 신인상을 수상하였다. 소설집으로《어떤 파리》(1972),《영가》(1972), 
《숲 속에 가슴 속에》(1976)등이 있다.

《이중섭을 찾아서》는 작가 박순녀가 어린 시절 친한 벗들인 작가 김이석과 화가 이중섭의 

따뜻한 우정과 예술, 그리고 파란만장한 불세출 천재의 인생기행(奇行), 인간조건을 그리 

고 있다. 박순녀는 부군 김이석에게 오랜동안 화가 이중섭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 

도 쓸 수 없는, 상상이 아닌 진실한 이중섭 진상을 드러냈다.

저자 박순녀는 I960년《조선일보》신춘문예에〈케이스워카〉,《사상계》에〈아이러브유〉, 

〈외인촌 입구〉를 발표, 문학의 길로 들어섰다. 기존 여성작가들이 주로 다룬 가족 애정 문 

제를 넘어 섬세한 여성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적인 문체를 구사하면서 당대 사회와 역사로 

소설의 공간을 확대한 리얼리즘 소설 세계를 보여준다.

• 조사소감

망우묘역에 초등학교 동창인 이중섭과 김이석의 묘가 함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김이석의 부인이 박순녀가 쓴《이중섭을 찾아서》는 오랫동안 화가 이중섭 이야기를 들어 

왔기 때문에 누구도 쓸 수 있었을 것이다. 두 분의 우정은 죽어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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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섭 (李仲變)

조사자_ 이혜경

• 생몰연월일

1916년 4월 10일 〜 1956년 9월 6일

• 특징

화가

• 묘번호

103535

• 묘찾아가는길

망우리공원 관리사무소 순환로에서 오른쪽으로 가다 시인 박인환의 연보비를 지나 전신주 

11〜12번 사이의 우측에 오재영 연보비 직전에 난 길로 내려가면 10시 방향에 용마천 약수 

터가 보인다. 그 약수터 바로 오른편(북쪽) 50m지점에 큰 소나무가 서 있는 곳에 이중섭의 

묘가 있다.

• 비문

전체크기 : 가로 52cm X 세로 60cm x 너비 45cm

1. 전면 (52x60)
大鄕

李仲變S伯墓碑

2. 후면 (52x60) 
내용없음

3. 좌측 (45x60) 
내용없음

4. 우측 (45x60)
내용없음

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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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석

전체크기 : 가로 91cmX세로 19cmX너비 60cm

1. 전면 (91x19)
내용없음

' 2. 후면 (91x19)
내용없음

3. 좌측 (60〉〈19) 
내용없음

4. 우측 (60x19)
子 李泰賢 

泰成

• 약력 및 활동

1916년 4월 10일 평남 평원군 조운면 송천리에서 이희주와 안악 이씨 사이에서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대지주 집안이었고 어머니는 평양 민족자본가의 집안이었다.

5세 때 아버지가 사망하고 그림 그리기에 몰두하게 된다. 이 시기에 사과를 주면 사과를 

그린 후에 먹었다고 한다. 또한 그린 그림마다 반드시 날짜를 써 놓았는데 이는 이중섭의 

천부적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일화이다. 1923년 평양의 종로보통학교에 입학, 김병기 

와 한반이 된다(뒤에 화가가 된 김병기는 선구적이 유화가 김찬영의 아들이며 어린 시절 

그의 집에 가서 각종 화구와 미술 서적들을 구경하면서 미술적 감성을 키우게 된다). 1929 

년 14세에 평북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에 입학한다. 오산학교는 3 • 1운동의 거점이었으며 

학교의 선생들은 철저하게 민족주의적인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청소년기의 이중섭 

이 민족에 대한 생각의 크기를 넓히는 계기가 된다.

16세 때 도화 담당 교사로 온 임용련과부인 백남순의 집중적인 지도로 작품세계가 발전하 

게 되고 소를 적극적으로 그리게 된다. 스승 임용련의 가르침대로 한글 자모를 조형화하는 

작업에 몰입하게 되었고 이 일은 나중에 이중섭이 한민족의 정서를 작품에 담아내고 자신 

의 작가 서명을 /너 H”과 같이 한글 자모로 남기는 영향을 끼친다.

1935년 20세,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의 사립 제국미술학교에 입학하여 유화를 전 

공하는데 이곳에서 이쾌대와 진환, 최재덕을 만난다. 1936년 자유로운 분위기의 문화학원 

미술과에 다시 입학. 그곳에서 김병기와 문학수, 화가이자 강사인 츠다 세이슈의 독려로 

시와 그림을 연결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곳에서 마사코를 만난다.

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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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26人i 이쾌대를 중심으로 한 김종찬, 김학준, 문학수, 진환, 최재덕 등 도쿄 유학 

생들을 중심으로 한 ‘ 조선신미술가협회’ 라는 미술단체를 만들어 민족 미술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이는 최초의 미술을 통한 독립운동이라 할 수 있다. 1943년 제7회 자유미술가협 

회에서 특별상 태양상을 수상하면서 정회원이 되어 일본의 화단에서 인정을 받는다. 그리 

고 일본의 징병을 피해 원산으로 돌아온다.

1945년 5월 30세, 일본인 마사코（이남덕）와 결혼을 한다. 1950년 6 • 25전쟁이 시작되고

12월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뒤바뀌자 부인, 두 아들, 조카 영진과 유엔군 수송선을 타 

고 월남하여 부산에서 막노동으로, 제주도에서는 피난민 배급과 고구마로 연명하며 가족 

을부양한다.

1951년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린 두 아들과 부인을 일본= 떠나보내고 혼자 남아 가족에 

대한 그림움을 그림과 그림편지로 대신한다. 이즈음 상감기법과 흡사한 ‘ 은지화’ 를 많이 

그린다（‘은지화’는 은박지에 조각하듯이 깊게 푹눌러 그린 다음, 새겨진 듯한 드로잉에 물 

감을 채워 넣는다）.

1953년 주변에서 마련해준 선원증으로 일본에 건너가 가족과 상봉하였으나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이 가족과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다. 통영에 머물면서 그림에 몰두하 

여〈달과 까마귀〉,〈떠받으려는 소）、＜노을 앞에서 울부짖는 소〉,〈흰 소〉, ＜부부）등 여러 

작품을 왼성하고 다방에서 개인전을 연다.

1945〜55년 서울, 대구에서 전시회를 여러 차례 열기도 하는데, 성과가 그리 좋지 않은데

서 다 제대로 수금이 되지 않고 찾아오는 이들의 술값으로 나가는 등 경제적 여건은 좋아지지

서 않았다. 이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는데 정신병자로 취급되어 정신병원에 입원되기도 

한다.

1956년 41세, 정신병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퇴원을 하여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연필로〈자 

화상〉을 그린다（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과 달리 보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그릴 수 없다）. 그러나 영양실조와 극심한 간염으로 서대문 적십자병원에 입원하여 9월 6 
일 홀로 숨을 거둔다.

• 기타사항

호‘대향

대향이란 오산학교의 설립자인 이승훈이 지향한 ‘ 대이상향 을 줄인 말로 우리 조국을 독 

립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이승훈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다. 이중섭을 그 뜻 

을 그림으로 이루고자 ‘대향 으로 호를 정하였다.

조선신 미술가협회

1941〜1944년. 일본에서 활동하는 조선의 서양화가들로 김종찬, 김준（또는 김학준）, 이중

*-------------------------- 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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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 이쾌대, 문학수, 최재덕, 진환이 결성한 단체. 도쿄에서 창립전을 개최한 이후 경성（서 

울）에서 전시를 하였다. 이들은 서양 유화의 모방에서 벗어나 춘향을 주인공으로 하여 우 

리 민족이 처한 상황을 암시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신윤복이 그린 인물을 탐구하여 한복을 

입은 여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등, 조선의 맛이 우러나오는 유화를 그리기 위해 애쓴 

미술단체이다. 이들의 활동은 일본 식민 당국의 방해로 어떠한 민족적 미술활동도 불가능 

했던 시기에 홀로 이루어진 민족미술운동이 었다. 후에 신미술가협회로 바뀐다.

묘 앞의 조각품

사망 1년 후 친구 한묵이 글씨를 쓰고 후배 차근호가 아이 둘의 모습을 새겨 조각하였다.

• 조사소감

이중섭 화가는 한국 미술의 거장으로 천재 화가이며 소 그림의 대가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는다. 그러나 그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가장 암울한 시기를 거치면서 지독한 

가난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여 혼자 남겨지는 곤궁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자신에게 닥쳐온 병마 앞에서도 그림으 

로 모든 것을 승화시키는 놀라움을 보여주었다. 그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민족을 사 

랑하는 마음, 그림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임을 느끼게 되었다.

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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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환 (朴 WM)

조사자_ 정남 선

• 생몰연월일

1926년 8월 15일 〜 1956년 3월 20일

• 특징

현대시인, 기자

• 묘번호

102308

• 묘찾아가는길

망우리공원 관리사무소를 지나 우측 순환로에서 조금 걸어가면 왼쪽에 처음으로 박인환 

연보비가 보이고, 연보비 건너편에 있는 전신주 4번 아래로 난 길에 설치된 계단으로 내려 

가면 바로 박인환의 묘가 있다.

• 비문

전체크기 : 가로 75cm X 세로 55cm x 너비 14cm

1. 전면 (75x55)
詩人朴與換之墓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2. 후면 (75x55)
詩人 朴街燥은 一九三穴年 八月 十五 H 江原道 賤歸에서 났으며 一九五穴年 三月 三十0 
三十一世를 一期로 不幸한 詩人의 一生을 마쳤다. 遺族은 夫人 李丁湖( 女史와 子女 三男 

味로 世字 世昆 世華가 있다. 여 기 親友들의 뜻으로 短碑를 세워 그를 기 리 追念한다. 

그는 選時集 한 권을 남겨 놓았다.

3. 좌측 (50x85)
내용없음

4. 우측 (50x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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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 연보비

전체크기 : 가로 88cm X세로 135cm

1. 전면

박인환 선생

（1926-1956 시인）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2. 후면 （75x55）
1 926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상동리에서 출생

1 945 광복 후 평양의학전문학교를 중퇴하고 상경하여 종로 낙원동에서 서점 ‘ 마리서사를 

경영

1 946《국제신보》에〈거리〉라는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시인으로 데뷔

1 948 동인지《新詩論》제 1집 발간

1 949 김경린, 김수영, 임호권, 양병식 등과 5인 합동시집《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을 

발간하였으며 모더니즘 시인으로 각광을 받음 

동인 그룹《後半紀》를 발족시 킴

1955《박인환선시집》출간

1 956〈세월이 가면〉,〈죽은 아포롱〉,〈옛날의 사람들에게〉등을 씀

• 약력 및 활동

1926년 8월 15일 강원도 인제 상동리에서 아버지 광선（光善）과 어머니 함숙형（咸湖트）의 4 
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939년 서울 덕수공립소학교를 졸업하고 경기공립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1941년 자퇴하고 한성학교를 거쳐 1944년 황해도 재령의 명신중학교를 졸 

업하였다. 그해 평양희학전문학교에 입학하였으나 8 • 15광복으로 학업을 중단하였다.

그 뒤 상경하여 ‘마리서사（MW舍）’라는 서점을 경영하면서 김광균（金光均） • 이한직（李漢 

楊） • 김수영（金洙B英） • 김경린（金W） • 오장환（吳章換） • 김기림（金起林） 등과 친교를 맺기도 

하였다. 1946년《국제신보》에〈거리〉라는 작품을 발표하여 시인으로 데뷔하였다.

1948년 서점을 그만 두면서 이정숙（李丁》W과 혼인하고 자유신문사에 입사하였다. 1949년 

경향신문사에 입사하여 기자로 근무하면서 김병욱（WM） • 김경린 등과 동인지《신시론 

（新詩論）＞을 발간하였다. 1950년 김차영（金次榮） • 김규동（金至東） • 이봉래（李奉來） 등과 피난 

지 부산에서 동인 ‘ 후반기（後半紀）’ 를 결성하여 모더니즘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1951년 육군소속 종군 작가단에 참여하였다. 1955년에는 직장인 대한해운공사의 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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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남해호（南海號） 사무장의 임무를 띠고 미국에 다녀왔으며, 첫 시집《박인환선시집》을 발 

표하였다. 1956년 시〈세월이 가면〉,〈옛날의 사람들에게〉발표하였고, 3월 20일 심장마 

비로 사망하였다.

〈박인환 문학관〉

위 치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415（명동백작, 박인환이 누볐던 그 당시의 명동 거리를 만나볼 수 있음）

전시공간 : 마리서사, 유명옥, 봉선화 다방, 동방 싸롱, 포엠, 모나리자, 선술집 등

마리서사 : 시인 오장환이 운영한 서점. 박인환이 인수함（서양 문인들의 작품 갖춤）. 

모더 니스트 시인들의 사랑방（김광균 - 오장환 ■ 정지용 • 김광주 • 김수영 등）

포 엠 : 위스키 시음장 （명동을 드나들던 예술인들의 사랑방）

유 명 옥 : 김수영 시인의 모친이 충무로 4가에서 운영하던 빈대떡집（현대 모더니즘 시 운동의 시초가 된 장소） 

동인지 신시론 발간을 논의한 장소（김수영 ■ 박인환 ■ 김경린 ■ 김병욱 • 임호권 - 양병식 등）

봉선화다방 : 광복 후 명동 근처에 최초로 문을 연 고전 음악 전문 다방（시 낭송의 밤, 출판 기념회 등이 열렸 

던 문인들의 공간）

은 성 : 탤런트 최불암의 모친이 운영했던 명동의 막걸리집 . 박인환이 마지막으로 썼던〈세월이 가면〉이 

노래로 탄생된 배경이 된 곳 （단골 박인환과 이진섭의 합작, 나애심이 처음 불렀음）

• 기타사항

그의 시작 활동은 1946년에 시〈거리〉를《국제신보》에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 

1947년에는 시〈남풍〉, 영화평론〈아메리카 영화시론〉을《신천지》에, 1948년에는 시〈지 

； 하실（地下室）〉을《민성（民聲）》에 발표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시작 활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1949년 김수영 • 김경린 • 양병식（梁" • 임호권（林虎權） 등과 함께 낸 합동시집《새 

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은 광복 후 본격적인 시인들의 등장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었 

다. 1950년 후반기 동인으로 활동하면서〈살아있는 것이 있다면〉,〈밤의 미매장（未±1裁〉, 

〈목마와 숙녀〉등을 발표하였는데, 이런 작품들은 도시 문명의 우울과 불안을 감상적인 

시풍으로 노래하여 주목을 끌었다.

1955년에 발간된《박인환선시집》에 작품이 망라되어 있으며 특히〈목마와 숙녀〉는 대표 

작으로 꼽히는 작품으로서 우울과 고독 등 도시적 서정과 시대적 고뇌를 노래하고 있다.

1956년 작고 일주일 전에 쓰여진〈세월이 가면〉은 노래로 만들어져 널리 불리기도 하였 

다. 1976년 그의 2Q주기를 맞아 장남 세형（M）이《목마와 숙녀｝를 간행하였다.

• 조사소감

댄디보이 박인환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혼돈의 1950년을 경험한 것을 시로써 당시의 암 

울함을 표현한 불행한 천재 시 인이 었음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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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중락 （車“

조사자_이 면 옥

• 생몰연월일

1942년 〜 1968년 11월 10일

• 특징

대중가요 가수（록, 팝발라드, 리듬앤드블루스）

• 묘번호 

105689

• 묘찾아가는길

망우리공원 관리사무소를 지나 순환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전신주 36번에서 관리소 방 

향 30m에 있는 작은 돌계단으로 내려가 자갈길로 5분 정도（약 1km） 내려가면 왼쪽에 차 

중락의 묘가 있다.

• 비문

전체크기 : 가로 60cm X 세로 138cm x 너비 16cm

1. 전면 （60x138）
상단

追慕碑

낙엽의 뜻

1969. 2. 16. 시 조병화

세월은 흘러서 사라짐에 소리 없고

나무닢 때 따라 떨어짐에 소리 없고

생각은 사람의 깊은 흔적 소리 없고

인간사 바뀌며 사라짐에 소리 없다

아, 이 세상 사는 자, 죽는 자, 그 풀밭

사람가고 잎 지고 갈림에 소리 없다

형 차중경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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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車重樂記念事業會

최희준 위키李 박형준 유주용 배호 이미자 김상희 신성일 문희 정훈희 남진 이상열 문주란 한명

숙 이금희 현미 태원 이봉조 서영은홍현걸 여대영 김희갑 정민섭 전우 김기덕 박상기 도상보 서 서

종관 김동만 김명진 신태성 강수향 라수성 정봉화 김춘호 김한수 이관용 이정우 강찬호 지명길 

김순철 황동성 전영수 조영호 이한복 김진원 이상언 김희연 김동조 한태순 진호기 엄진 전달문 :

옥성빈 윤항기 김홍택 지웅 '

2. 후면 ■

내용없음

! 3.좌측 ?

내용없음

i 4.우측 ,

내용없음 :

• 약력 및 활동

1942년 경성부에서 8남 3녀 중 셋째아들로 태어났다. 부친은 경성 보성전문학교 마라톤 

선수이자 큰 인쇄소를 경영하여 집안이 매우 부유하였고, 모친은 경성여자고등상업학교 

단거리 선수였다. 그리고 시인 김수영은 차중락의 큰이모의 아들이었으니 그와는 이종사 

촌간이었다. :

장충초등학교 시절 포스터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거리마다 붙어 있을 정도로 그는 그 누

림에 소질이 있기도 했다. 경복중학교,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학교를 다닐 때마다 육 

상선수로 활약하였고 대학생 시절에는 보디빌딩을 하여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1학년 때 

인 1961년 미스터코리아 2위에 입상하기도 했다.

영화를 전공하던 차중락이 음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동화백화점（지금 신세계백화

점） 4층의 음악 감상실에서 접하게 된 팝과 재즈에 심취하면서부터이다. 좋아했던 가수는 ：

폴 앵카와 엘비스 프레슬리로 가끔 무대에 올라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부를 때는 반응 

이 좋았으며, 미 8군에서는 ‘ 코리 언 엘비스’ 라는 애칭으로 불렸을 만큼 외국과 한국의 정 

서를 적절하게 퓨전한 감정 처리가 독특했던 저음의 바이브레이션 창법은 너무도 매력적 

이었다.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다닐 때, 어머니 친구의 아들 후랭키 손（부친은 ＜목포의 눈물 

〉작곡가인 손목인）이 일본에서 활동하다 귀국해 차중락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넌 일본에 

가면 대 성공을 거둘 것이다”라는 말에 차중락은 일본행을 결심, 21세 때 대학교를 중퇴하 

고 밀항선을 탔다. 일본에 가서 노래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영화 공부를 하려는 목적에서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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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그가 도착한 곳은 경상남도 부산이었다. 그는 밀항 사기에 걸려들었던 것이었다. 

그는 서울로 돌아와 그의 사촌형 차도균（키보이스 멤버 중 한 명）의 권유로 1963년 10월 

‘ 키보이스’ 에 합류했다. 그는 미 8군 무대에 오른 첫날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차중락은 

남인수 이후 최고 미모라 할 만한 꽃미남인데다 미스터코리아 2위를 할 정도의 보디빌더 

였고, 시 민회관 공연 때는 검은 고무장화를 신고 나갔는데 이 모습까지 비슷하다 하여 ‘ 한 

국의 엘비스’ 로 각인되는 계기가가 됐다.

키보이스는 1965년 해운대에서 한국 락 그룹 사상 처음으로 단독 야외공연을 해 한국의 

‘ 비틀즈’ 혹은 ‘ 비치보이스’ 로 불리며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을 정도로 키보이스와 차중락 

의 인기는 부산에서 특히 높았다.

차중락의 애인은 에바 가드너와 비교될 만한 미인이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메이퀸이었다 

고 한다. 그러나 그녀와 차중락의 사랑은 오래가지 않았다. 1966년 가을 어느 날, 차중락 

의 애인은 미국으로 떠나버렸다. 신세기레코드 사장의 아들 강찬호는 역시 실연의 아픔 속 

에 쓴 자작시〈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신세기, 1966년 11월 10일）을 엘비스의 히트곡 

（Anything that’ s part of you〉를 편곡해 동병상련의 차중락에게 선사했다. 당시는 반 

주음악 완성 후 가수가 노래를 불러 녹음을 완성하던 때였으나 그룹 키보이스는 반주음악 

의 템포와 필링을 함께 표현하기 위해 당시로서는 드문 동시녹음을 시도하여 폭발적인 반 

응을불러 일으켰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은 처음에 부산에서 돌풍을 일으켜 서울로 전파됐다. 부산의 음 

악다방 DJ는 매일 이 노래를 신청곡으로 받아 틀었고 당시 많은 부산 팬이 방송국에 전화 

를 걸어 신청하는 바람에 이 노래는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1967년, 차중락은 신세기 레코드의 전속 작곡가 홍현걸의 주선으로 솔로로 데뷔하였고 같 

은 해 TBC（동양방송）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인〈사랑의 종말〉（이봉조 작곡, 신세기, 1967） 
이 크게 히트를 쳐 연말에 동양방송 방송가요대상 신인상을 수상, 동갑내기 라이벌 배호 

（1942〜1971）와 함께 트로트와 팝으로 가요계를 양분하는 새로운 스타로 각광 받았다.

당시 그의 라이벌은 신장염으로 사지를 넘나들면서도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배호로 좋 

은 친구 사이였던 차중락과 배호는 가요 황금기를 이끌었던 쌍두마차였다. 그룹 출신이었 

던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매력의 트로트와 팝 창법으로 여성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 

다. 배호는 기혼여성들의 사랑을, 차중락은 젊은 여성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정도로 두 

사람의 인기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였다.

차중락의 가장 히트곡은〈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사랑의 종말〉이다. 그러나 차중락 개 

인이 가장 좋아했던 곡은〈마음은 울면서〉와〈철없는 아내〉였다.

잘생긴 외모, 건장한 체구, 달콤한 노래, 낭만적이며 호탕하고 부드러웠던 성품의 차중락 

의 일거수일투족은 여성 팬들의 관심사였다. 극성 여성 팬들의 접근이 스캔들로 비추어지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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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정신적인 부담을 안겨주었다.

1968년, 27세의 건장했던 젊은 가수도 인기라는 족쇄에는 무기력했다. 건강을 돌볼 수 없 

을 만큼 바쁜 연예생활과 잦은 스캔들에 시달리던 차중락은 결국 1968년 9월 29일, 서울 

동일극장 무대 위에서 고열로 쓰러진 후 1968년 10월 11일 자신의 대표곡〈낙엽 따라 가버 

린 사랑〉발표 2주년 날, 27세의 젊은 나이에 뇌막염으로 세상을 떠났다.

• 기타사항

묘비의 글

〈낙엽의 뜻〉은 조병화 시인이 짓고, 그의 맏형 차중경이 썼다. 묘비의 아랫부분에는 당시 

의 유명 배우들과 가수들의 이름이 나와 있으며, 그 다음 해부터 가수 차중락을 기 리는 낙 

엽상이 제정되어 그해 가장 뛰어난 신인들에게 이 상이 주어졌다. 낙엽상 제정 첫해 수상 

자는 나훈아와 이영숙, 그리고 1972년 제4회 때는 김세환, 이수미가수상하기도 했다.

히트곡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별처럼 달처럼, 밤하늘의 연가, 그대는 가고, 나는 혼자다, 철없는 

아내, 사랑의 종말, 별장지대, 사랑아 돌아오라, 환상, 고향은 다르지만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1966, 강찬호 작사, 원곡 (Anything that’s part of you〉)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면

따스하던 너의 두 빰이 몹시도 그리웁구나

푸르던 잎 단풍으로 곱게 곱게 물들어

그 잎새에 사랑의 꿈 고이 간직하렸더니

아아아아 그 옛날이 너무도 그리워라

낙엽이 지면 꿈도 따라 가는 줄 왜 몰랐던가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어찌하오 어찌하오

너와 나의 사랑의 꿈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 조사소감

망우묘역에 차중락의 묘가 있다는 것과 묘비의 기념사업회 명단 속에서 유명한 연예인의 

이름 찾기가 신기했던 기억과 함께 지금은 묘비가 낙서로 훼손되는 것이 안타깝다. 비석 

하단의 명단 중 윗줄 오른쪽 첫 번째 이름인 박금석은 후에 누군가가 새겨놓은 것으로 추 

정된다. 글씨체와 색이 다른 것으로 보아 낙서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

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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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5시연〒 fc 유적답이'

일시 : 2018년 10월 30일
장소 : 공주마곡사/ 송산리 고분군 / 공주국립박물관 

글 : 이경심

미세먼지 낀 하늘이 아니길 바랐다.

바람이 부는 추운 가을날씨가 아니길 바랐다. 2018년 가을 정기 답사가 공주 마곡사로 정해 

지면서 일찌감치 그 날의 날씨가 걱정되었다.

말갛게 파란하늘아래서 마곡사의 세월이 흐른 기둥을 보고 싶었다.

금오신화를 쓴 매월당이 마곡사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세조는 그를 만나러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을 따라 마곡사에 왔지만, 왕이 마곡사로 행차 한다는 소식을 듣고 김시습은 이 

곳을 떠나 부여의 무량사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세조는 그 허탈한 마음을 달래고자 글 

씨를 써 놓고 돌아갔다 한다.

그리고 그 글씨는 마곡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영산전의 현판으로 남아 있어 지금도 이 

곳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허탈한 마음에 타고 온 연을 남겨두고 작은 가마인 소를 타고 타박타 

박 돌아갔을 세조의 뒷모습이 상상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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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가 김시습을 만나러 단숨에 온 산길은 아직도 험준하여 우리가 탄 버스가 아슬아슬하게 

굽이쳐 돌아 우리를 마곡사 마당에 내려놓았다.

마곡사 사적입안의 기록에 의하면 ‘ 640년（선덕여왕 9년） 에 자장이 창건하였으며 1172년（고 

려 명종2년） 보조국사가 중수하고 순각이 보수하였다.’ 라고 기록되어있다고 하나 시기적으로 

적절하기 않아 그 처음의 연원은 확실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태화산 깊이 자리 잡은 마곡사는 그 기원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창건 이후 신라 말부터 

고려 초까지 폐사가 되어 도둑들의 은신처로 사용되다가 명종2년에 보조국사 지눌에 의해 다 

시 중창되었는데, 이때 보조국사가 공중에 몸을 날려 신술을 써서 많은 호랑이를 만들어 내어 

도둑들이 달아나거나 착한 사람이 되겠다는 맹세를 했다는 전설이 이곳 마곡사에 전해진다.

그 이후 임진왜란에 대부분의 건물들이 불타버리고, 그 뒤 60년 동안 폐사되었다가 1651년 

에 각순이 대웅보전과 영산전, 대적광전등을 다시 중수하였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는 도내 100여 사찰을 관장하였고, 지금은 충청남도 70여개의 말사를 관장하 

며 조계종 제 6본사이기도 하다.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불타고 다시 만들어진 마곡사는 어느 한 사람의 은신처이기도 하였다.

명성왕후 시해 사건에 가담한 일본인 장교 ‘ 쓰치다’ 를 죽이고 인천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 

다가 탈출한 이 사람은 이곳에서 원종이라는 법명으로 출가를 하였다.

그가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시다. 그는 해방 이후 이곳을 찾아 향나무 한그루를 심으셨다 

하는데 지금도 백범당 옆쪽으로 향나무가 푸른빛을 내며 서 있다.

백범당에는 1946년 임시정부 요원들과 함께 마곡사를 다시 찾아 나무를 심고 이를 기념하 

기 위해 찍은 사진이 있다.

사진 속에는 흰 두루마기를 입고 서 계신 백범선생이 백범당 마루에 걸터앉은 이들에게 환 

한 미소로 맞이하고 있다.

〈영산전 : 보물 800호
건물 앞은 겹처마이며, 뒤는 홑처마로 지붕의 길이 

도 서로 다르다〉

〈영산전 내부의 천불상: 처음 보는 불상의 얼굴이 

미래 배우자의 얼굴과 닮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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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사는 가로지르는 개울을 사이에 두고 영산전을 중심으로 하는 남원과 대광보전을 중심 

으로 하는 북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산전, 명부전, 산신각을 뒤로 한 채 개울을 가로지르는 극락교를 지났다. 잔잔히 흐르는 

맑은 물은 이곳을 건너는 이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대광보전으로 향하게 한다.

대광보전의 기둥은 시간의 흐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남방화소의 중심지였던 마곡 

사의 단청은 그 빛을 바랬지만 과거의 웅장했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대광보전은 마곡사의 중심 건물로 정면 5칸, 측면3칸의 다포식 팔작지붕으로 현판은 김홍 

도의 스승이었던 표암 강세황의 글씨라고 전해진다.

대대로 화승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던 화소사찰（»所寺소IJ）답게 법당의 내부는 불화가 그려져 

있었으나, 법회가 진행 중이어서 비로자나불 뒤에 그려져 있는 수월백의 관음보살도는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법회중인 대광보전 : 비로자나불을 돌아가면 관 

음보살도가 있다〉

〈대광보전 : 보물 805호 

대광보전 천장 장식〉

대광보전의 앞마당에는 고려 중기의 탑으로 상륜부가 ‘풍마동’으로 장식된 오층석탑이 있 

는데 이는 라마교의 불탑을 축소해 놓은 형식으로 원나라의 영양을 받았다고 한다.

〈마곡사오층석탑〉 〈상륜부의 풍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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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강거 리는 풍경소리는 우리를 대웅보전으로 안내한다.

대웅보전 안에는 싸리나무 기둥이 넷이 있는데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 “마곡사 기 

둥을 몇 번이나 돌았느냐?” 라고 묻는다고 한다. 우리를 안내하는 해설사는 대웅보전의 기둥 

을 돌고 나와 바로 앞에 내려다보이는 대광보전의 청기와를 찾아보게 하였다. 싸리나무 기둥 

을 많이 돌수록 극락길에 가깝게 간다하니 법당 안으로 들어가 기둥을 한번 안아보고 쓱 하니 

나와, 누군가가 기원을 하려 올려놓은 담장의 조약돌 넘어 대광보전의 청기와를 찾아보았다.

대웅보전의 기둥의 나무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겼을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다. 깎 

아내고 다듬지 않아 오히려 대웅보전을 더 웅장하게 보이게 한다.

「냇가로 나가 삭발진언을 쏭알 쏭알 하더니 내 상투가 모래위로 툭 떨어졌다. 이미 결심은 하였지만, 머 

리털과 같이 눈물이 뚝 떨어졌다.」- 백범일지 중에서 -

백범당에서 시작한 마곡사 답사는 백범선생이 삭발을 하였다는 삭발터를 지나 낙엽이 뚝뚝 

떨어지는 산책길로 마감을 하고, 공주 송산리로 향하였다.

공주시 금성동（옛 지명; 공주시 송산리）에 있는 백제 고분군은 일찍부터 백제 웅진시대의 왕 

릉군으로 알려져 왔는데, 19기년 무령왕릉이 발굴됨으로써 왕릉군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입 

증되었다고 한다.

역시 이곳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많은 도굴로 인해 그 유물들의 흔적을 알 수 없지만, 

무령왕릉의 발굴로 인하여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는 7기가 남아 있지만, 일제 강점기에는 13기의 고분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그 보존을 위하여 입구는 모두 막혀 있고, 유물전시관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게 재현 

전시하고 있었다.

특히 19기년에 발굴된 무령왕릉은 왕과 왕비의 이름이 새겨진 지석2매가 발견되어 피장자 

를 명확히 확인한 유일한 능이라고 한다.

그 유물이 전시 되어있는 공주국립박물관으로 향하였 

다. 무령왕릉의 입구를 지키던 진묘수는 공주박물관을 

찾는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다.

이곳은 무령왕릉과 대전. 충남지역에서 출토된 국보 18 
점을 포함하여 문화재를 전시하고 있다.

〈공주박물관과 진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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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백제기(475〜538)를중심으로 ‘ 한성에서 웅진으로’ ‘ 웅진백제의 문화’ ‘ 무령왕의 생 

애와 업적’ ‘ 웅진에서 사비로’ 의 네 가지 테마로 구성된 박물관은 그 초입부터 백제의 화려하 

고 섬세한 유물들로 인하여, 눈은 유물들을 보기가 바쁘고, 귀는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자 크 

게 열어 놓아야 했다.

〈동탁은잔〉

박물관에서 처음 눈길을 끈 것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동탁 

은잔이다. 이 은잔은 받침과 잔이 분리가 되는 형태로 만들어 

져 있고, 연꽃모양, 용과 여러 형상, 그리고 나무와 구름이 아 

로 새겨져 있다. 또 자세히 살펴보면 평창올림픽에 등장한 인 

면조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박물관은 시간을 잃어버리는 곳이다.

작은 글씨를 읽고, 해설사의 설명에 귀 기울이고, 해설사의 손짓을 따라 유물을 보다보면, 

그 유물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살아난다.

그 이야기를 따라 가다보면 어느새 시간을 잃어버리기 일수이다.

〈해설을 들으며 관람중인 회원들〉

박물관은 시간을 모아둔 창고와 같다.

그 유물이 그곳에 고스란히 남아 자기가 만들어 

지고, 사람의 손길에 따라 사랑을 받고, 그리고 여 

기까지 온 이야기들을 해 주곤 한다.

그것을 만들었던 사람들, 그것을 사랑했던 사람 

들, 그리고 유물이 겪어야만 했던 시간들이 모두 

남아 있어 박물관을 찾는 이에게 들려준다.

2018년의 향토사 답사는 공주일대의 시간의 흔 

적을 찾아가는 답사였다.

※사진제공: 향토사연구소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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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백일장 수상자 명단

그리기 부문

이 태 웅-토평초등학교3너 （최우수） 

전주 희 - 부양초등학교 6-3 （최우수） 
김소 형-토평중학교 야 （최우수） 

설소연-일반부 （우수）
\』

사진 부문

조소 영-일반부（최우수）

염 창 율 - 동인초등학교 2-3 （우수）
남궁 민-일반부（우수）

\/

손글씨 부문

고 세 븐 - 도림초등학교 2-2 （최우수） 

남궁 별-수택고등학교 1-9 （우수） 

이 승 태-일반부（최우수）

k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글짓기 부문

염 찬 율 - 동인초등학교 2-3 （초등학교 저학년 최우수） 

이 현 서 - 도림초등학교 4-2 （초등학교 고학년 최우수） 

김예진 - 서울삼육중학교 M （최우수）
현 승 엽-일반부 （최우수）

k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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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시민백일장

일시 : 2018. 10.13.

장소 : 동구릉（원릉）

（ 그리기 ）〔 사진 ）〔 손글씨 ） （、_ 글짓기'）



＜ 최우수＞ 부양초등학교 6-3 전주희

＜최우수＞ 토■평중학교 3-5 김소형 ＜우수＞ 일반부 설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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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시민백일장 사진부문 스

O저

＜최우수＞ 일반부 조소영

＜우수＞ 일반부 남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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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글씨 부문

4? '

제28회 시민백일장 i

＜최우수＞ 동구초등학교 2-2 고세븐

＜최우수＞ 일반부 이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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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짓기 부문 / 초등학고 저학년 최우수〉

내의7 f족
염 창율

동인초등학교 2- 3

니는

방이 없습니다.

엄마는 늘 저에게 미안하다 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내 방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내 친구들에게는 없는

나만의 대가족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나, 동생

모두여섯식구가살고있는

우리집은 

T—

시끄럽고, 북적대지만

덕분에 나는 외로울틈이 없습니다.

나는내방보다

나의 많은 

가족과 함께하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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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글짓기 부문 / 초등학교 고학년 최우수〉

사의 장I복 （언久시나 세보인： 나）

이현서

도림초등학교 4-2

아침에 일어나서 본

밝은 해

하늘을 보아 솜사탕처 럼 생긴 

하얀 구름

학교 가서 급식판에 받는 

반질반질 윤기 나는 급식

세상 친한 친구들과 함께 

재잘재잘 수다떠는 쉬는 시간

집에 돌아와 엄마와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고

네모난 컴퓨터에서 보는 

깔깔깔 유튜브

따스하고 보슬보슬한 쌀밥을 

먹는 저녁시간

6시가되어가는

아묘 얍얍 특공무술

느닷없이 찾아오는 

달빛이 푸른 잠잘 시간

소소하지만 행복한 오늘 하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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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짓기 부문/중등부 최우수〉

중, :L 사간이; 비이여

김예진

서울삼육중학교 3-3

나뭇잎 사이로 찢어진 햇빛이 들어왔다.

10월의 하늘은투명하고 맑아서 태우］ 제 빛을뽐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언젠가의 10월, 나의 엄마도 이 빛을 받으며 할아버지를 도와드렸다 하였다.

엄마는 1남 4녀 중 둘째로 태어나셨다.

위로 언니가 하나, 아래로 여동생이 둘, 마지막으로 남동생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기계자수를 하시는 장인이었고, 할아버지의 일을 온 가족이 도왔다.

주문이 들어오면 이모들과 할머니, 엄마는 수를 놓을 천에 칠을 해서 얼룩과 먼지를 없애고 말리 

는일을 하셨다.

2일간의 기초 작업을 집안의 여자들이 하면, 이후부터는 할아버지가 기계자수를 놓고, 다시 여 

자들이 마무리 작업을하는순이었다.

아직 어렸던 삼촌을 돌아가며 들쳐업고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의 나이로

집안일을 거들어 온 자매들이었다.

어릴 적부터, 기억이 존재하는 첫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태아 때부터 모든 작업에 동참한 이들 

모두에게는 미술적 재능과 센스가 돋보였다.

엄마는 자라면서 자연히 미술에 대한 꿈을 품게 되셨다.

학교에 다니시면서 남들보다 더 미술을 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셨고, 경험과 내공이 뒷받침을 

해주니 실력은 나날이 햇빛이 내놓은 길을 따라 올라가셨다.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참가하신 사생대회에서 상을 쓸어 모으시는 것은 기본, 독특한 발상에서 

오는 창의력은 쫓아갈 수조차 없는 순수한 특기 그 자체였다.

하지만 엄마는 5남매 사이에서 부모님의 일을 도우시며 육아까지 맡아 하시느라 너무 일찍이 철 

이 들어버리셨다.

할아버지가 하시는 일 만으로는 다섯 자녀 모두의 꿈을 이뤄줄 수 없었고, 엄마는 그 사실을 누 

구보다 가장 잘 아시고 계셨다.

그렇게 엄마의 꿈은 첫 생명이 움텄음에 축하조차 받아보지 못한 채 현실에 묻혀 사라져버렸다.

지나간 시간의 엄마에 대해 처음 들었던 때는 10살 무렵이었다. 내가 처음으로 꿈을 품은 때, 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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斗

마가 처음으로 꿈을 품으셨던 때, 그때에는 엄마가 포기한 꿈의 소중함을 몰랐다.

그 꿈을 버리시고 돈을 버시기로 택하신 심정을 몰랐다.

하지만 지금, 엄마가 자신의 꿈을 품어선 아니된다고 처음 느끼신 때, 내가 나의 꿈을 온 가슴으 

로 품어 안을 때, 이제는 그 선택의 무게를 이해한다. 겉으로는 의연한 척 하셨으나 밤에 몰래 숨 

죽이고 베갯잇을 적시셨을 그 고통을,

내 시간이 시작하기 전, 이제는 세월에 풍화되어 흐릿해져가는 엄마의 시간, 어쩌면 엄마가 내 

꿈을 이다지도 지지해 주시는 이유가 이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네가 갈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엄 

마만큼은 널 지지한다고 이야기하시는 엄마가 내 시간중 가장 오래된, 또렷한 기억인 이유도 이 

때문인가보다. 엄마는, 나를 위해 짙은 사랑의 표식으로 자신의 꿈을 묻어둔 것일지도 모르겠다.

엄마가 묻어두신 꿈은 이제 빛을 잃었다. 그리고 너무 일찍 꺼진 빛은 자신을 밝히셨을 힘을 아 

껴 제 딸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있다. 그 딸인 나는 엄마의 힘을 양분삼아 저물지 않을 태양이 되기 

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 빛을 10월의 투명한하늘에서 흩뿌릴 것이다.

나의 빛이 이리저리 펼쳐지고 찢어져 많은곳에 따스함을, 밝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 

나를 위해 묻어버려 빛을 잃은 엄마의 꿈에도 내 빛을 전할 것이다. 당신의 희생 덕에 내가 이렇게 

빛나는 태양이 되었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빛 잃은꿈을 안아줄 것이다.

엄마의 꿈은 빛을 잃었을 뿐 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 분명 언젠가는 다시 빛을 발할 수 있 

을 것이다. 다시 타오를 힘을 품은 별은 반드시 빛난다. 엄마의 꿈은 반드시 빛날 것이다.

꿈, 그 찬란한 빛이여. 영원토록 빛나기도, 한순간에 사그라들어 져버리기도 하는 태양과 별이 

여. 다시 빛을 되찾아 덮어두었던 행복으로 우리를 안도할 길이여. 꿈, 그 찬란한 빛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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斗

〈글짓기 부문/일반부 최우수〉

1겨幼

현승엽

평화의 가치는 아무리 말해도 그 소중함을 다 논할 수 없다.

전쟁이 없는 고요한세상은 모두의 이상향^!다.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고, 그들의 집과 자연이 파괴되지 않고, 씻을수 없는 갈등을 남 

기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다.

사람이 안전을 지켜서 사고를 피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가는 평화로 말미암아 존속하고, 사랑은 건강과 안전을 통해 삶을 이어나간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류의 역사에서 헤아릴 수 없이 전쟁이 있었다.

천문학적 숫자의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

지구상에 전쟁을 겪지 않았던 나라는 거의 없다시피하다.

현재에도 세계 곳곳에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전쟁이 파괴, 살육, 강탈이라는 도구로 평화를 몇 번이고 파괴해 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더더욱 그러했다. 바다에서는 해적들이 침입했고, 육지에 

서는 대륙의 국가들이 한반도를 침략했다. 특히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병자호란은 그야말로 역사 

적인 시련이었다. 대부분의 농토가 파괴되고, 무고한 백성들이 끌려가고, 수도가 짓밟혔다. 심지 

어 20세기의 우리나라는 상처투성이였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은 가시밭길이었고, 한스럽게 

도 분단국가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말았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평화라는 이름을 잊고 살았다.

최근에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평화가 하마터 면 완전히 산산조각날 뻔했다.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순간은 이렇게 반복되었고, 평화를 향한 기대에 배신감을 안겨주 

었다.

값싼 한 장의 종이를 만드는 건 여러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이를 찢는 건 조금의 힘만 있다면 

쉽게 할수있다.

우리나라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십 년 동안 기적적으로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렇게 일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이지만, 갑작스러운 전쟁이 일어나 순식간에 다시 전쟁의 폐 

허로 무너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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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
A

이 끔찍한 결말을 핵무기로 구현하는 것도 무시하지 못한다. 전쟁은 해일이자 지옥이다.

누구에게나 가족과 친구가 있다.

함께 의지하고 도와주었던 좋은 지인으로 행복을 느낀다.

평화의 나날은 이런 관계를 가꾸게 한다.

하지만 전쟁의 발발은 모든 걸 앗아가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다.

지난날 일제장점기가특히 그러했다.

한 가정의 형제는 강제 징용되고, 그들의 친구들은 태평양 전쟁으로 징병되고, 또 그들의 자매 

들은 위안부로 끌려갔다.

눈시울을 붉히는 이 거대한 슬픔은 사랑에 국한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기 억에 남는 뜻깊은 장소와 아름다운 자연이 있을 것이다.

전쟁 중 시가전은 그 장소를 무너뜨리고, 전쟁의 화염은 풀과 나무를 불태운다.

전쟁은 백해무익하다.

서울에 있는 현충원에는 수많은 호국영령의 묘가 있다, 전쟁을 극복하려고 애쓴 사람들의 혼이 

서려있는것이다.

그분들이 희생으로써 전해준 주권을 계속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지속 가능한 평화를 쟁취해야만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전쟁에서 순국하신 위인들의 업적과 넋을 기 

리기 위해 전쟁의 씨를 꼭 말려야한다.

조상들의 노력을 헛되이 해서 또 피를 흘린다면 어리석은 민족이 되는 것이다.

다행히 올해 정상회담으로 새로운 평화의 토대를 키울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곧 있을 종전 

선언을 통해 남북이 찬란한 평화의 길로 가는 출발점이 마련된다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감 

격적인 현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을 치렀으며 오랜 전쟁의 불씨를 남겼던 양국이 갈등을 씻 

어내고 평화를 심는 일은, 그 자체로서 놀라운 승리이다.

영원한 평화 일각에서는 전쟁이 있어 왔는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냐며 비웃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설령 영원한 평화가 불가능한 꿈일지라도 언제나 갈망한다.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근접해지기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담배 연기처럼, 국가의 존속을 쪼개는 지긋지긋한 전쟁의 망령이 없는 세 

상을 꿈꾼다.

먼 미래에 남북이 통일된다면, 우선적으로 삼천리 금수강산에 평화의 열매를 채워야 할 것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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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무화원현활D

1. 연 혁

2. 일반현황

1） 시 설

2） 주요사업

3） 인 원

4） 고 문

5） 기구표

6）임직원

3. 대의원 명부

4. 육성기금운영위원회

5. 향토사연구소

6. 예절교육연구회

7. 구리문화학교운영위원회

8. 구리문화원 장례운영위원회

9. 구리문화 편집위원회

10. 동아리 현황

11. 건원취타대

12. 전래놀이연구회

13. 구리문화학교 강사현황

2018 주요 행사

2018 제23기 구리문화학교 강좌

2018 제23기 구리문화학교 수료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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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繼

1. 구리문화원 연혁

1991. 5.10.
1991. 6.29.
1991.10. 4.
1991.10.11.

구리문화원 설립발기 인 총회

구리문화원 창립총회 / 초대 김종국 원장 취임

제79호로 문화관광부 인가취득 （지방문화사업조성 법） 

법인설립등기 （등록번호 : 115221-0001764）

1992. 8.25.
1994. 2.〜 12.
1995. 9.15.
1995.10. 4.

구리문화제1호발행

아차산 지표조사 （조사 보고서）

구리문화학교 개설

제2대 원장 문춘기 취임

1996. 7.18.
1997. 9.22〜LI. 5.

구리문화원 육성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5기호） 

아차산제4보루 1차 발굴조사

1999. 7.20〜 10.27.
1999.11.26.

아차산시루봉 1차 발굴조사 

제3대 원장 김순경 취임

2000. 8.18. 집행부직무분담 및 집행절차에 관한 시행규정 채택 

구리문화원 대의원 선임 및 운영규정 채택

2000. 9.
2000.10.24〜 12.22.
2000.12.

고구려 국제 학술회의 개최 

아차산시루봉 2차 발굴조사 

구리시의 역사와문화발행

2002. 1.
2002. 8.30.

『구리시의 민속문화』발행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채택

2003. 1. 1.
2004.10.26.
2005. 8〜12

제4대 원장 김순경 취임

노은 김규식과 항일독립운동 학술 발표회

아차산 제 3보루 발굴 사업

2006.11.16.
2006. 연중

제1회 구리건원학술대회 - 조선왕릉 동구릉의 역사와문화 

육성진흥기금 사업으로 동구릉 소개서 발행

『동구릉에 묻힌 조선의 왕... 그들은 왜 동구릉에 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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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1.27. 제5대 원장 김문경 취임

2007. 2.23.
2007. 3.15.
2007.10. 1.
2007.12.

제16차 정기총회 개최

경기도교육감 평생학습관 지정（2007년〜2008년）

독립원사 이전（구리시 인창동 56-36）
경기도 지정 구리시니어클럽 설립인가

2008. 6.27. 제2회 건원학술제『조선왕조의 문화유산과 왕릉금석문』개최

2009. 2.
2009.12.20.

경기도교육감 평생학습관 지정（2009년 〜 2010년）

『조선왕조 이야기1』만화책 발간

2010. 1.
2010. 2.
2010. 9. 9.
2010.12.13.

사회적기업 인증（노동부장관）

경기도 교육감 평생학습관 지정（2011년 〜 2012년）

건원문화제 （제3회 구리건원 학술대회 개최）

제6대 원장 김문경 취임

2011. 4. 25.
2011. 9. 30.

노은 김규식 선생 추모제향 주관

제18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양주별산대 놀이마당）

2012. 3. 23.
2012. 9. 10.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5호） 갈매동 산치성 도당굿 

동구릉 안내책자 발간 기념회 개최

2013. 5. 2.
2013. 6. 1.
2013.11. 22.

노은 김규식 선생 추모제 주관

어르신문화 프로그램 문화나'눔공연（인사동 남인사놀이마당）

『조선왕조 이야기5』만화책 발간

2014.5. 6.
2014.11. 4.

석가탄신일 맞이 연등행사 주관（구리시청 및 시내）

임시총회 개최 - 제7대 구리문화원 원장 선출（김문경 원장 선출）

2015. 1. 1.
2015.3. 3.
2015. 4. 16.
2015.9.16  〜 17.
2015.10. 12.

제7대 원장 김문경 취임

실버카페 제2호점『가비』개업（인창동）

제49차 문화유적답사（강원 영월/장릉） 

문화원 임원연수（전북 고창/선운사）

전통탁본전시회（행정복지센터 2층 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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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 31. 제25회 구리시민백일장（동구릉문화제, 원릉）

2015.11. 27. 제20기 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회（행정복지센터）

2016.3. 7. 제25차정기총회

2016. 4. 8.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5호 갈매동 산치성 도당굿 주관

2016. 4. 29. 2016 노은 김규식 선생 추모제 주관（구리시 보훈 • 향군회관）

2016. 5. 3. 석가탄신일 기념 봉축점등식 주관（구리시청 대강당）

2016. 5. 17. 구리시 시 승격 3Q주년 기념 역사문화사진전（구리아트홀）

2016. 7. 5. 전통예절체험 프로그램 실시（교문초등학교/ 이천설봉서원）

2016. 7. 8. 2016 전통성년례（구리여자고등학교 체육관/ 1학년 414명）

2016. 8. 19. 전통혼례 재연행사 주관（도당굿 전수관）

2016. 8. 19. 갈매 산치성 재연（도당굿 전수관 야외/ 경기북부문화재단）

2016. 9. 23. 제11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부천시 종합운동장/ 구리여중）

2016.10. 4. 구리시 시 승격 30주년 기념 탁본 - 사진 전시회（구리아트홀 갤러리）

2016.11. 7. 제30회 고구려대형 온달장군 추모제향 주관（고구려대장간마을）

2016.12. 15. 2016 구리동구릉문화제（플리마켓, 화통콘서트, 마당극, 짚신걷기, 왕릉길）

2016.13. 21. 26회 구리시민백일장 주관（동구릉/ 그리기, 글짓기, 서예）

2016.14. 11. 제21기 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회（행정복지센터 전시관, 공연장）

2016.14.17. 전통혼례 행사주관（여성회관/ 주최: 구리시여성단체협의회, 후원: 구리시）

2017. 2. 24. 제26차 정기총회

2017. 4.19. 2017 노은 김규식 선생 추모제 주관（구리시 보훈 • 향군회관）

2017. 4. 21. 석가탄신일 기념 봉축점등식 및 음악회（구리시청, 아트홀）

2017. 7. 19. 2017 전통성년례（갈매고등학교 시청각실/ 1학년 100명）

2017. 9. 15. 학술발표회（구리시 마을문화전통）/ 체육관 세미나실

2017. 9. 21. 제21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김포시 종합운동장/ 문화원 풍물반）

2017. 9. 29. 제31회 고구려대형 온달장군 추모제향 주관（고구려대장간마을）

2017.10. 14. 2017 구리동구릉문화제（뮤지컬, 화통콘서트, 휴 하늘을 보다, 왕릉길）

2017.11. 14. 제27회 구리시민백일장 주관（동구릉/ 그리기, 글짓기, 사진, 서예, UCC）
2017.12. 17. 제22기 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회（행정복지센터 전시관, 공연장）

2017.13. 24. 하늘에서 본 구리시 9경（구리시 문화재, 생태, 환경, 도로, 문화 등）

2017.14. 22 동구릉 이야기（동구릉의 역사이야기, 석물, 왕실의 에피소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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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2 제27차 정기총회

2018. 4.18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5호 갈매동 산치성 도당굿 주관

2018. 5. 4 석가탄신일 기념 봉축점등식 주관（구리시청 광장）

2018. 5. 8 2018 노은 김규식 선생 추모제 주관（구리시 보훈.향군회관）

2018. 5. 22 석가탄신일 기념 봉축음악회 주관（구리아트홀 코스모스대극장）

2018. 7. 4 2018 전통성년례（구리여자중학교 시청각실/1학년 200여명）

2018. 9. 8 경기학‘구리와함께’ 시민강좌（구리시청 1층종합상황실）

2018. 9.13 제12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동두천시 실내체육관/ 구리여중）

2018. 9. 28 제32회 고구려대형 온달장군 추모제향 주관（고구려대장간마을）

2018.10.13 2018 구리동구릉문화제（뮤지컬, 화통콘서트, 휴 하늘을보다, 왕릉길）

2018.10.14 제28회 구리시민백일장 주관（동구릉/ 그리기, 글짓기, 사진, 서예, UCC）
2018.11.16 제23기 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회（행정복지센터 전시관, 공연장）

2018.12.14 2018 문화소식지 발간

2018.12. 21 제25호『구리문화』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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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현황

1 ）시 설

-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217-14

- 건물 : 지하 1층, 지상 2층 약 800rf

- 주요시설 : 원장실, 사무국, 자료실, 향토사연구소, 예절교육연구회, 대강당, 대연습실 

드럼실 등 강의실 5개, 소품실, 동아리방, 악기실

2） 주요사업

-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 보급 ■ 보존 • 전승 및 선양

- 갈매동도당굿（경기도문화재） 등 지역 고유전통문화의 전승 및 선양

- 온달장군 추모제향, 노은 김규식 선생 추모제 개최

- 사노동 장례의식, 벌말다리밟기 등 사라져가는 민속문화 발굴 및 보존

- 갈매동 회다지 선소리 녹취사업, 갈매동 지경다지기 민속예술제 참가

- 향토사의 발굴 • 조사 - 연구 및 사료의 수집 • 보존

- 아차산 고구려 유적 발굴 조사（아차산성, 아차산 보루 등）

- 아차산고구려 역사 특강

- 망우산 근현대사 묘역 위인 탐구（‘ 망우묘역에서 만난 근현대사 역사인물’ 발간 2014）

- 지역 주요문화재에 대한 금석문 탁본 및 전시

- 효빈묘, 신도비, 석탑 등 지역 비지정문화재 발굴

-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 동구릉 문화제 전통민속공연 주관（어가행렬, 백일장 등）

- 전통성년례, 전통혼례 재연

- 찾아가는 예절연극, 마당극 공연, 전통예절 체험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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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 운영

- 동구릉（조선왕조）, 아차산（고대）, 망우공원（근현대사） 등 지역문화유산 답사

- 국내의 세계문화유산, 주요 유적에 대한 정기답사 실시

- 내 고장 문화역사 체험 상설 운영

- 매마수（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프로그램 운영

-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체험행사

-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

- 연간 1회『구리문화』지발간

- 연간 1회『구리소식』지 발간

- 역사소설『동구릉』,『만화로 보는 예절』,『전통우리예절』책 발간

- 역사만화책『아차산과고구려』,『조선왕조 이야기』발간

- 동구릉 안내책자（2012년）, 망우묘역 인물 발간（2014년）, 동구릉이야기（2017）

- 지역문화에 대한사회교육활동

- 전통문화학교 개설 및 작품전시 발표회 개최

- 향토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개설

- 예절지도사, 전래놀이지도사 양성

- 역사, 문화특강 개최

- 찾아가는 예절교육 실시

- 소고만들기, 탁본, 전래놀이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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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문화사업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운영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문화도우미, 전래놀이지도사 ）

-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장수기원용 사진（영정사진） 사업

- 소외계층 아이들과 함께하는 역사체험

- 교육복지 투자협의체 운영 （관내 초등학교 다문화 및 소외계층, 취약계층 아동）

3） 인원

구

부

임 원 사무국

회원
원장 부원장 이사 감사 소계 국장 과장 주임 소계

현원 1 5 43 1 50 1 1 1 3 552

4） 고문

직위 성 명 주 소 전 화 비 고

고문 김종국 초대문화원장 1991. 6.29.
1995.10. 3.

고문 문춘기 2대문화원장
1995.10. 4.
1999.11.25.

고문 김순경 3,4대문화원장
1999.11.26.
2006.11.26.

1 22



5) 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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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원 현황

직위 성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원 장 김문경 원일건설（주） 대표

수석부원장 이명우 전） 구리시의회부의장

직능부원장 김항오 천안 벼룩시장 대표

직능부원장 조영자 구리경찰서 보안협력위원

직능부원장 최청수 구리문화학교 운영 위원장

직능부원장 신동영 미디어에스트 대표

명예이사 김응주 구리문화지 편집 위원사진작가

명예이사 이병탁 전） 부양초교 교장

명예이사 박명섭 구리 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총무이사 김충현 다솔기획 대표

재무이사 이승준 예절교육연구회장

방희준 문화예술과장

강태환 4—H 지구지 도자협 회 장

강호현 동호산업개발（주）대표

곽성호 （주）세인투어대표

김동수 남양주시법원조정위원

김보영 무용협회구리지부지부장

김성태 SH LIFE 상조회

김정숙 여성노인회관강사협의회장

김혜자 신우세무사무소

문은미 고운한의원

이 사
박말수 구리경찰서보안협력위원장

박혜선 예다미합창단단장

반용곤 구리시학원연합회장

신계화 구리시오페라단장

신은성 전）구리시학원연합회장

심찬섭 법무법인경기일원대표변호사

안영호 호텔 더 디자이너스 대표

이내홍 한샘학원원장

이명희 SLB스피치아카데미원장

이병삼 삼성내과원장

이복영 구리상사대표

이성철 현대자동차인창지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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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원 현황

직위 성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이 사

이승우 무공수훈자회장

이재순 석조원대표（석장）

이한윤 （주）성진토건대표

장진호 동구동 주민자치 운영 위원장

장향숙 전）구리시의회부의장

황규태 전） 바르게살기운동회장

황용기 보륜뷔페 대표

황진영 구리시문화관광해설사

허대정 허대정회계사대표

7） 직원 현황

직위 성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사무국장 윤승민

사무국과장 서윤주

주임 전은선

관장 한신희

구리시니어클럽

실장 한수자

과장 조소영

팀장 윤지호

직원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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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의원명부

쑤 임원（50명） 포함

연번 소속 성명 전화번호 연번 소속 성명 전화번호

1 향토사연구소 이정화 18 특별회원 신은영

2 향토사연구소 이경심 19 특별회원 송기범

3 향토사연구소 이면옥 20 특별회원 이경심

4 예절연구회 서태숙 21 특별회원 이명수

5 예절연구회 도영봉 22 특별회원 이선탁

6 전래놀이연구회 이춘자 23 특별회원 이완호

7 전래놀이연구회 황성희 24 특별회원 이은순

8 전래놀이연구회 김인숙 25 특별회원 이정화

9 가야금 문영숙 26 특별회원 이형옥

10 드럼 원청숙 27 특별회원 이혜경

11 서예 안종선 28 특별회원 이정원

12 건원취타대 이혜숙 29 특별회원 조영숙

13 특별회원 백향심 30 색소폰 최정일

14 특별회원 김광석 31 우쿨렐레 양방원

15 특별회원 김복선 32 진도북춤 이순재

16 특별회원 김영미 33 풍물（중） 아키오

17 특별회원 도영희 34 풍물（전） 이상희

4. 육성기금 운영위원회

직위 성명 전화번호 소속 비고

위원장 김문경 문화원장 당연직

부위원장 이병탁 문화원 부원장 문화원 임원

위 원

소완기 구리시 기획홍보담당관 시장추천

방희준 구리시 기획홍보담당관 시장추천

서천원 법무부법사랑 구리지구 협의회장 문화원장 추천

이장희 구리시의회 사무과장 시의장 추천

김용호 구리농협 조합장 문화원장 추천

감 사 허대정 회 계 사 문화원장 추천

간 사 윤승민 문화원 사무국장 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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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토사연구소

직위 성명 전화번호 비 고 직위 성명 전화번호 비 고

소 장 박명섭

운영위원

송기 범

운영위원장 김명희 김지희

총무 정남선 도영봉

사업감사 이정원
강근옥 —

회계감사 이정화
김소영

이정화

운영위원

이면옥
이경심

조영숙
이혜경

김순희 최윤영

서태숙 김경화

6. 예절교육연구회

직위 성명 전화번호 비 고 직위 성명 전화번호 비 고

고 문

이병탁 전）부양초교 교장

회 원

이춘자

황진영 구리시해설사 황성희

회 장 이승준 국가공인실천예절지도사 도영희

위원장 도영봉 백향심

총 무 김복선 이명수

회 원

김영미

- -

이완호

전수광 이은순

정호진 김교연

서태숙 홍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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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리문화학교운영위원회

직위 성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교 장 김문경 원장

위원장 최청수 부원장

서천원 （주）우주실업 대표

운영 김정숙 여성 노인회관 강사협의회 장

위원 이명희 전）학원연합회 회장

황용기 보륜부페 대표

간사 윤승민 사무국장

8. 구리문화원 장례운영위원회

직위 성명 전화번호 비 고

위원장 김문경 원장（당연직）

부위원장 이병탁 명예이사

운영위원

이승준 예절교육연구회 회장

박명섭 향토사 연구소장

황진영 이사

서천원 법무부법사랑구리지구협의회장

장향숙 이사

간 사 윤승민 사무국장

9. 구리문화 편집위원회

직위 성명 전화번호 비 고 직위 성명 전화번호 비 고

발행인 김문경 원장

위원

한철수 [ 구리옛생활연구소장

위원장 이병탁 명예이사 이정원 구리시 문화관광해설사 총무

부위원장 황진영 구리시해설사
김지희 구리시사회교육협의회 역사 강사

자문위원 박명섭 향토사연구소장
김 복서 예절교육연구회 총무

총무 김명희 향토사연구회위원장
이경심 향토사연구회 회원

위원

진화자 구리시의회 의원
오병학 경기인터넷기자

정남선 구리시문화관광해설사

이면옥 전）향토사연구회위원장
김응주

-

사진작가 

（공보팀）이형옥 구리시문화관광해설사 이정화

이경순 건원취타대 도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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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아리 현황

단 체 명 대 표 전화번호 지도교사 비 고

구리문화원 사진회 김응주 이정화 사진

예다미 박혜선 한준희 여성중창단

여음 신은영 류승표 표 T=t

눈꽃송이 권금봉 사무국 어르신문화도우미

다도회 김영미 사무국 다례

드림포 S 박경빈 사무국 구리여고 댄스팀

11. 건원취타대

직위 성명 전화번호 직위 성명 전화번호

지도강사 류정호

-

단원

김은숙

회장 김준정
이운영

부회장 최정일

총무 최순임 정창민

12. 전래놀이연구회

직위 성명 전화번호 직위 성명 전화번호

회장 이춘자

회원

이강복

- -

총무 황성희 정영옥

회원
서영희 한성숙

김인숙 손 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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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문화학교 강사 현황

강 좌 강 사 전화번호 주요경력

가야금 （학원） 박계화

추계예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예술학 박사

국악교육지도사 1급, 최충웅, 채성희, 최지애, 이효분 사사 

현） 박계화 가야금 교습소 원장, 교문중학교 CA. CC 강사

가야금［초/중급 개개인 맞춰 레슨 연습 진행 

학원 위치 : 교문사거리/ 삼육고 건너편

경기민요 주현선
제3호 황해도 문화재 놀량사거 리 이수자, 남양주시노인복지관 강사 

현） 진접문화의집 강사, 주현선 소리예술 원장

대금 현보름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졸업 ,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졸업 （음악교육 전공） 

현） 가톨릭 국악 실내악단 단원（대금 수석）

모듬난타 배은정
세이브존 하계 수요, 토요 드럼 강사

홈플러스 평생교육스쿨 합정 점 드럼 강사

생활역학 조규문
대전대학교 철학과 박사. 경기 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겸 임교수 

현） 중앙일보 오늘의 운세 연재 및 다수 방송 출연

서 예 

문인화
김이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자과정 서예문인화 교육전공 이수 

세계 평화 서화대전 세종대왕상 등 40여 회 수상 

현） 경희대교육대학원 서예, 문인화 연구소장

진도북춤 

살풀이춤
배정인

국립국악원 승무 수료

문화예술진흥회 진도북. 진주교방무, 삼고무 이수

판소리 

북장단
김형옥

문화재 5호 판소리 전수자 

국악지도자 판소리 강사 자격증

풍물 류승표
단국대학교 국악과 졸업（타악전공）

제2회 한국의 장단 찾기 대회 무속 일반부 최우수상

풍수지리 최광의
시간고려풍수지 리학회 관산위원장

청주노인복지 회관, 하남문화원 풍수지리과 강사

드럼 조수성
（주）프렌즈뮤직 이사

경기도 평생교육시설 홈런 인증 강사, 야마하 DTX드럼 교육 지원 강사

사진 이영천
경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미디어 디자인학과 사진전공（석사）졸업 

L.Y.C.사진문화연구소대표 디지털이미지 제작. 촬영 전문강사

색소폰 강현배

한국 예술종합학교 기악과 색소폰 전공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콩쿨 색소폰 부문 2위, 조영남, 심수봉 콘서트 테너 색소폰 솔로 연주 

현）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김포공항점 색소폰 강사

통기타 박장복
현 구리시 708c통기타 팀 멤버 및 다년간 지도. 라이브카페 다년간 활동 

현） 남양주시 평생학습 통기타 강사

우크렐레 이동석

현） 예린음악학원 통기타 강사, 위드뮤직음악학원 통기타 강사

화곡청소년수련관 통기타 강사, 롯데마트 구리점 통기타/우쿠렐레 강사 

홈플러스 평생교육스쿨 가양점/진접점 통기타, 의정부점 우쿠렐레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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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주요 행사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교육내용 대상 비고

찾아가는 

예절교육

3월〜 11월 

관내 학교
- 수업방식: 전통예절의 이론과 실기를 병행 초등학교

2018. 2월〜3월 

（신청 순으로 수업배정）

내고장을 

체험해볼까요

3월〜 11 월 

관내 학교

- 수업방식: 우리고장의 역사 알기 이론과 

현장학습
초등학교

찾아가는 

전래놀이 교실

3월〜 11월 

관내 학교

- 수업방식: 전래놀이 체험학습과 

놀이를 통한 학습
초등학교

발간사업 1월〜 12 월
- 구리문화｛제25호）

- 구리소식지（2018년도）
구리시 민 책자제작

갈매도당굿 4월 17〜18 - 무형문화재 15호 갈매산치성도당굿 구리시 민 도당굿보존회

불교문화행사
5월 4（금） 

18시〜
- 석가탄신일 기념 봉축점등식

일반시민 

불자
시청광장

노은 김규식 

선생 추모제

5월 8일（화）

15시〜

- 우리고장의 독립운동가 바로알기와 

추모제를 통한 근대사 학습

초등학교 

고학년

향군회관

봉축음악회
5 월 22（화） 

18시〜
- 석가탄신일 기념 봉축음악회

일반시민 

불자

구리아트홀대극장

전통성 년례 7월 4일（수） - 성년의식을 통한 책임의식함양 구리여중 시청각실

장수기원사진 8 월〜 10월 - 관내 기관단체 65세 이상 어르신 어르신 구리문화워

제 12회 

민속예술제

9월 14일（금） 

10시 30분
- 구리여 자중학교 풍물반 줄전 구리여중 동두천실내체육관

온달장군 

추모제향

9월 28일（금）

11 시

- 구리시 발전을 기원하고 온달장군과 

평강공주를 추모하는 제향의례

초등학교 

고학년
고구려대장간마을

동구릉문화제
10월 13（토） 

동구릉일대

- 왕릉 일상의 예술이 되다

（화통콘서트, 뮤지컬, 휴 하늘을보다）
일반시민 동구릉

제28회 백일장
10월 13（토） 

동구릉원릉

- 글짓기, 그림. 사진, 손글씨. 퀴즈대회 

（5개부문/ 초등 저, 고학년 구분실시）

초중고 

일반
동구릉

제23기 발표회
11월 16일（금）

15 시
- 구리문화학교 작품발표회 및 수료식 회원 행정복지센터

교육청
3 월〜 11월 

관내 학교
- 전래놀이 강사 양성 교육

구리시민 

회원
2018. 2월〜4월

구리시청
3월〜 11월 

관내 학교
- 취타대 단원 양성 교육

구리시 민 

회원
2018. 2월〜4월

기금 

사업
육성기금사업

3월〜 11 월 

구리문화원

- 취타대 육성사업

- 발간사업, 문화학교 발표회
구리시민 2018. 2월〜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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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23기 구리문화학교 강좌

구분 강 좌 강 사 수강료（月） 수강시간

전

통

강

좌

가야금 （산조） 박계화 40,000원 매주（화）10：00〜 12：00

가야금 （민요） 박계화 50,000원 희망자 강사님 개별 연락

경기민요 주현선 15,000원 매주（월） 13：00〜15：00

대금 현보름 30,000원 매주（수） 16：00〜17：30

모듬난타 배은정 15,000원 매주（목） 10：00〜12：00

문인화 （사군자） 김이문 15,000원 매주（화） 13：30〜15：00

서예 김이문 15,000원 매주（화） 10：00〜12：00

진도북춤 배정인 15,000원 매주（목） 09：30〜11：00

생활역학 （초급） 조규문 15,000원 매주（금） 09：30~11：00

생활역학 （중급） 조규문 15,000원 매주（금） 11：00〜12：30

판소리 김형옥 25,000원 매주（금） 10：00~13：00

풍물 （기초） 류승표 15,000원 매주（금） 09：30〜11：00

풍물 （중급） 류승표 15,000원 매주（금） 11:20〜12：50

풍물 （전문） 류승표 15,000원 매주（수） 10：00〜12：00

풍수지리 （양택） 최광의 15,000원 매주（월） 10：00〜12：00

풍수지리 （음택） 최광의 15,000원 매주（월） 13：00〜15：00

일 

반 

강 

좌

드럼 조수성 40,000원
매주（수） 1회 50분 /10：00〜18：00 

1시드럼 ： 4명 정원

사진 이영천 20,000원 매주（화） 09：30〜12：30

색소폰 강현배 40,000원 매주（목） 19：00〜20：30

우쿨렐레 이동석 30,000원 매주（목） 10：00〜11：00

통기타 박장복 40,000원 매주（수） 18：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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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23기 구리문화학교 수료자 명단

강 좌 회 원

가야금 권민주, 김석만, 최영자, 김인수, 김혜정, 문영숙

문인화 박은숙, 지영훈

경기민요 김채원, 김미숙, 김인수, 유현열, 윤성진, 이계조, 이승희, 최정일, 이기순

서예 서광석, 이상규, 차원선, 안종선, 송명섭

대금 박병열

진도북춤 이순재 여문자

모듬난타
김광석

이성미

김귀례, 김명연, 김수정, 김양임, 김연희, 김정화, 박명숙, 백말자, 

이의준, 임태선, 정기순

ZZ = 
石= 김준성 이병권, 이선탁, 오은경, 김선례, 박정아. 이용석, 박나리, 이지선, 이상희

풍수지리 김순태 김현정

사진 오경화 김진희

색소폰 조사용 이혜숙, 최윤근

우쿨렐레 김미라 소경자, 양방원, 최미순, 안은숙

통기타 김상호 박종희, 정정숙, 권영화

드럼 반병직 이강덕, 이복영, 정진웅, 이흥원

판소리 김현순 정미정

생활역학 차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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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며

오늘의 삶은 川일의 역사 속으로 기록되어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기에

내용들을 글로 표현해서 훌륭한

“문화지”로 발간하려고 노력해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고 고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간 옥고를 보내주신 분들게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구리시의 문화 발전을 위하여 

뜻있는 분들의 투고를 기대합니다.

- 구리문화원 편집위원장-

— 항'' J 기아가/니아. -
아내용

■ 향토사 연구사례 - 홍보자료

■ 문화유적,유물의사료 ■제언

■ 시, 수필, 기행문, 생태 ■기타

金 접수처 : 구리문화원 사무국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217-14)

아 원고량 ：제한없음

오문 의 : T. 031)557-6383M/F. 031)553 — 3993

E-mail； gurimh@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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