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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마을

이상적 농촌사회를 꿈꾸던 남양주 능내리
김준기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는 예봉산을 등에 지고 한

한확의 묘가 있는 능안마을

강을 향해 불쑥 나와 있는 곶의 지형을 갖고 있다. 이
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이곳은 조선시대 평해로와 한

능내리는 능안마을, 봉안마을, 마재마을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강물길이 지나는 교통의 요지였고, 중농주의 실학이

있다. 이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컸던 마을은 능안마을로 판

태동하고 봉안 이상촌이 건설되는 등 이상적인 농촌

단된다. 현재의 능내리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세 개의 인접한

사회를 꿈꾸던 고장이기도 했다. 지금은 팔당댐 건설

마을들을 병합하여 양주군 초부면 능내리가 된 것이다. 그런데 당시 동

로 십리백사장이라 불리던 모래사장이 잠기고 마을

명을 정하는 방식은 병합된 마을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오는 경우와

의 많은 전답도 수몰되었지만 근교농업지역으로의

병합된 마을들 중 으뜸마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특성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고, 팔당호의 풍광을 조망

능내리는 능안마을의 한자표기이니 후자에 속하는 방식일 터이다.

할 수 있는 관광의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확의 묘

08

능안마을은 서원부원군 한확(韓確)의 묘가 있기 때문에 붙은

바로 좌측 아래편이 봉안역터라고 한다. 봉안역은 남양주 삼패

이름이다. 원칙적으로 능은 왕이나 왕비의 묘를 지칭하지만 전

동에 있던 평구역에서 북한강을 건너 양평으로 가기 직전에 있

통사회에서는 큰 무덤이 있는 곳은 능골, 능말로 불리는 것이

던 역이었다. 조선 영조 때 편찬된 『여지도서』에 의하면 봉안역

다반사이다. 한확(1403～1456)은 조선초기의 문신으로 인수대비

은 광주목 관아 동북쪽 30리 지점에 위치해 있었으며, 노비 9명

의 아버지이자 성종의 외할아버지인데, 그의 묘와 신도비가 능

과 역마 13필이 배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성종실록』에는

내역과 인접한 도로변에 정남향하고 있는 것이다. 능안마을은

헌관(獻官)이 세종의 능인 영릉을 왕래할 때 이곳을 경유하였다

이 묘가 조성되고 청주한씨 양절공파 후손들이 거주하기 시작

는 기록이 보이므로 봉안역을 지나 양평에서 여주로 빠지는 길

하며 마을을 형성했고, 이후 이 고장의 중심이었다고 보인다. 물

이 조선전기 능행로로 정비되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론 봉안마을의 안동김씨와 마재마을의 나주정씨가 입향한 때가
1

봉안역은 1896년 역원제가 폐지되며 훼철되었다. 아이러니

각각 400년과 300년 전이니 두 마을 역시 유서가 깊은 마을이

한 사실은 1939년 옛 평해로 길을 따라 중앙선이 개통되었고,

지만 능안마을의 역사에는 미치지 못한다.

1956년에는 봉안역 근방에 능내역이 들어섰다는 것이다. 물론
전통사회의 역과 근대의 철도역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해도 평
해로의 전통을 중앙선이, 봉안역의 전통을 능내역이 물려받으

봉안역의 전통을 잇던 능내역

며 교통의 요지로서의 전통이 이어졌던 것만은 확실하다.
능내역은 팔당역과 양수역 사이에 있던 중앙선 철도역으로
2

능내리는 조선시대 6대로 중 평해로 가 통과했던 곳이다. 특

역장은 없고 역무원만 있는 간이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가

히 팔당대교에서 능내리의 팔당댐에 이르는 구간은 예봉산 자

2008년에 폐지되었다. 경의중앙선 전철이 개통되면서 철도의

락의 벼랑에 선반처럼 달아 낸 잔도(棧道)가 놓여 있던 험한 경

노선이 변경되어 팔당에서 이곳을 거치지 않고 예봉산에 터널

로였으니 이 구간 전후에 쉬어가는 곳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을 뚫어 운길산역을 거쳐 양수리로 직진하게 된 것이다. 그 후

팔당대교 쪽의 팔당리는 주막거리로 유명한 곳이니 말할 필요가

능내리에는 기차가 다니지 않고 능내역도 버려진 채 낡아가고

없고, 능내리 봉안마을 역시 원골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있다가 최근 역사(驛舍)를 리모델링하여 관광용 쉼터로 활용하

보아 공영 숙박시설인 원(院)이 있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면서 새로운 관광의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팔당에서

또한 봉안마을에는 원뿐만 아니라 관원들에게 말을 제공하던

양평까지 옛 철로길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조성되면서 이제는

봉안역도 있었다. 봉안터널과 봉안교를 지나면 나오는 고속도로

기차역이 아닌 자전거역으로 탈바꿈되었으며, 역사는 옛 추억을

『해동지도』 봉안역. 당시에는 광주부 초부면에 속해 있었다.

현재 능내역은 폐쇄되었지만 옛 간이역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관광명소로 활용
되고 있다.

1
2

안동김씨의 입향조는 20세 현립이고, 나주정씨의 입향조는 18세 시윤이다.
평해로는 한양에서 강릉을 거쳐 평해(울진)까지 이어지던 간선도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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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전시물로 꾸며져 있어 가족단위의 나들이
객들도 즐겨 찾게 된 것이다.

철마가 들어오면 마을을 떠나라
능내리 마재마을은 정약용이 태어나 유년기를 보냈고 오랜
벼슬과 유배생활 끝에 다시 돌아와 여생을 마친 곳이다. 마재는
한자로 마현(馬峴)이라고 표기하는데, 말을 타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던 고개여서 붙은 지명이라고 한다. 예전 봉안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넘어 다니던 고개이니 일리가 있는 유래담임은 분명
하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산시문집』에서 이와는 다른 지명 유

다산 문화의 거리

래를 소개하고 있다. 당시의 촌로(村老)들의 말에 의하면 임란
때 왜구가 이곳의 산천이 수려하여 정기를 눌러놓기 위해 마을
뒤에 있는 산마루에 쥐만한 크기의 철로 만든 말을 묻어두었는
데, 이로 말미암아 마을에 질병과 요사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자

정약용은 당대 사회적 모순의 근본이었던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민들이 콩과 보리를 삶아 제사를 지냈으므로 마현(馬峴)이라

주장한 중농주의 실학자였다. 그가 주장한 토지 개혁안 중에는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실학자였던 정약용은 이러한 전

여전론이 있는데,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을 단위의 농업

설을 반박하며 철마를 신으로 여겨 제사를 지내던 전통적인 음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동경작을 하는 것이다. 여전은 개인의 소

3

사(淫祀)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변증하고 있다.

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이고, 30호로 구성되는 여(閭)를 단위

그런데 마재마을 옆에 위치한 봉안마을에는 역마를 관리하던

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며, 생산물들은 경작에 참여한 노동의

역이 있었고, 역이 있던 마을에서는 죽은 역마의 혼을 위로하고

정도에 따라서 차등 분배한다. 어딘지 구 소련의 집단농장 콜호

마을의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동제를 지낼 때 철마를 봉안하고

스가 연상되는 제도를 정약용은 100여 년 앞서 구상했던 셈이

제를 지내던 사례는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 결국 이 주장은 공론에 그치며 실현되지 못했지만 그가 마

마재의 유래도 이러한 전통에서 유래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재마을에서 살면서 꿈꾸었던 이상적 농촌사회의 모델이었던 것

현재 마을 뒷산을 쇠말산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

만은 확실해 보인다.

일 것이다.
아무튼 마재마을은 철마와 인연이 깊은지 철마에 대한 또 다
른 전설이 전해진다. 정약용은 후손들에게 ‘마을에 철마가 들

이상촌을 꿈꾸던 봉안마을

어오면 마재를 떠나라.’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100여 년 후 이곳에는 중앙선 기차가 왕래하기 시작했는데, 기

1930년대 말 봉안마을에서는 가나안 농군학교로 유명한 김

차의 별명이 철마였으므로 이때부터 정약용의 후손들이 하나

용기 장로에 의해 주민들의 공동경영을 추구하는 이상촌 건설

둘씩 마을을 떠났다고 한다.

이 시도되었다. 정약용의 사후 100년 후의 일이므로 영향수수
관계를 확신할 수 없지만 정약용이 꾸었던 이상적인 농촌 공동
체에 관한 꿈을 김용기가 실천했다고 볼 수도 있다.

중농학파 실학의 요람지 마재마을

봉안마을은 윗말인 상봉과 아랫말인 하봉으로 구분되는데,
하봉에 봉안교회가 자리하고 있다. 담쟁이덩굴로 뒤덮인 교회

현재 마재마을에는 정약용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산기념관과

건물과 그 옆에 세워진 녹슨 종탑이 무언가 사연이 있는 교회임

실학박물관을 건립하여 관광지로 조성하였고, 매년 정약용문화

을 직감하게 만든다. 봉안교회의 역사는 백년을 훌쩍 넘어가며

제라는 축제도 거행하고 있다.

김용기 장로의 부친 김춘교가 1912년 예봉산 밑에 기도처를 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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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시문집』 제12권, 철마에 대한 변증

봉안교회

것이 출발점이다. 이후 1915년 봉안교회가 정식 출범하였는데,
당시의 교회는 기와집이었고 상봉 구디마을에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현 위치인 하봉마을로 교회가 옮겨진 것은 1936년의 일
이다.
부친으로부터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은 김용기는 1930년대
말 이곳에 봉안이상촌을 세운다. 40~60명이 동참한 신앙공동
체이자 생활공동체였다. 봉안이상촌에서는 과실과 고구마 농
사, 양봉, 산양 키우기 등으로 농업의 선진화와 다양화를 시도하
였고, 의생활 개선, 금주·금연, 야학운영 등 계몽운동도 전개했
다. 처음 김용기 부부가 황무지를 일구어 만든 고구마밭 300평
에서 시작되었던 농지는 밭 1만300평, 논 1만4000평, 과수원 1
민2000평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자리를 잡아가
던 봉안이상촌은 6.25동란 때 폭격으로 폐허가 되고 말았다.
현재 봉안마을에는 아쉽게도 당시의 흔적은 하나도 남아 있
지 않다. 봉안이상촌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때의 경
험이 가나안농군학교의 초석이 되었고, 가나안농군학교는 새마
을운동의 모델이 되었다고 하니 이 작은 마을에 뿌려졌던 씨앗
이 한국 농촌사회를 변화시킨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
다. 여기에 다산의 중농주의 실학까지 포함시키면 능내리는 우
리나라 농촌운동의 산실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김용기의 조카인 김문일이 1945년에 그린 봉안이상촌 지도
(『새마을운동의 산실 봉안이상촌』, 경기문화재단·남양주역사박물관, 2012, 19쪽)

글 김준기
동국대학교에서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대학원에서 구비문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 민속학연구소에 근무하며 마을조사를 다니면서 살아있는 민속현상과 그 안에 담겨있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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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거마을

한양조씨와 500년간 세교가 이루어진

용인시 지곡동의 한산이씨 음애공파
이진복

지곡동에 한산 이씨가 세거하기 시작한 것은 500여 년 전

지곡동은 1960년대만 해도 한산한 농촌마을로 한산 이씨가

음애 이자(陰崖 李耔, 1480-1533)선생이 부친인 대사간 이예견

30여 호 세거했으나 1970년대 신갈에 고속도로가 형성되자 급

(李禮堅, 1436-1510)의 묘를 지곡동 상동마을에 안장한 후부터라

격히 변화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농업이 쇠퇴하고 각종 공장,

고 한다. 지곡동에 묘를 쓰게 된 연유는 음애선생의 외가와 관

유통업이 들어와 농촌마을의 정취가 사라지고 있다. 아울러 동

련이 있다. 선생의 어머니가 선산 김씨이고, 부친인 대사간공

족마을도 해체되면서 현재는 10여 호 후손들만이 선산을 지키

묘소 북쪽 인근에 선산 김씨 화의군 김달상(?-1368)의 묘가 있

며 각종 제사를 모시고 있다.

다. 남서쪽 인근인 공세동 지봉산 기슭에 화의군 김달상의 사

음애의 고조부는 목은 이색(牧隱 李穡)의 둘째 아들 인재 이종

위이며 조선 개국 원종공신인 전주최씨 죽정 최유경(竹亭 崔有

학 (麟齋 李種學) 이다. 목은에게는 종덕 (種德) ·종학 (種學) ·

慶, 1343-1413: 경기도 문화재자료 120호)의 묘가 있다.

종선 (種善)의 3형제가 있었는데 3형제의 후손이 모두 조선에

따라서 처가인 선산 김씨 집안에서 물려받은 토지에 묘를 쓰

들어가 번창하였다. 그 가운데 종덕의 후손은 조선 중후기에

고, 음애공의 후손들에게 사패지가 이곳에 하사되면서 한산 이

이현영(李顯英), 기조(基祚), 휘조(徽祚), 명언(明彦) 등에 이르러

씨 동족촌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소론의 대표적 가문이 되고, 한 파는 영남으로 가서 대산(大山)

현 지곡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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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정(李象靖)이라는 영남학파의 거봉을 배출하였다. 종학의

10명의 문과급제자가

후손은 중종 대 이유청(李惟淸)이 좌의정을 지내고 후기에 대체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로 노론 가문의 색채를 지녔는데, 유명한 우암(尤庵) 송시열(宋

영예였다. 음애의 이

時烈)이 그의 현손인 덕사(德泗)의 사위였고 여기서 7대를 더 내

러한 가문적 성가 (聲

려가면 『화해휘편(華海彙編)』이란 중국과 우리나라의 당론 관

價)는 문과에 장원 급

계를 정리한 책을 낸 이원순(李源順)이 있다. 또 종학의 다른 후

제한 그 자신의 능력

손으로는 넷째 아들 숙무(叔畝)의 자손이 있는데 음애 4형제가

과 함께 음애의 정치

바로 여기에 속하며 후기에는 이해창(李海昌)...필중(必重) - 이

활동에 크게 작용, 그

장(彛章)이 문명을 드러내고 소론가가 되었다. 셋째인 종선 후

로 하여금 조광조 (趙

손으로는 사육신의 한 사람인 이개(李塏)와 정난공신으로 영중

光祖) 김정(金淨)과 함

추부사를 지낸 이계전(李季甸), 성리학에 정통했다는 찬성 이파

께 기묘사림의 대표자

(李坡), 『송와잡기(松窩雜記)』의 저자 이희(李墍), 선조 때의 명상

이산해(李山海) 등이 있다.

로서 자리를 잡게 하
는 배경이 되었다.
지금까지 살핀 음애
의 가계로 보건대, 그

음애의 증조부 양도공 이숙무

집안은 조선 초 당국

음애 신도비

자로부터 일시적인 박
음애의 증조부는 종학의 여섯 아들 가운데 넷째인 숙무(叔畝)

해를 받기는 했으나 곧 왕실과 혼인을 맺을 만큼 목은 후손인

이다. 그런데 이 숙무는 태조 이성계의 맏아들인 진안대군(鎭安

명가(名家)로서 지위를 누렸으며 세조 성종 연간 공신에 책봉되

大君) 방우(芳雨)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서 왕실과 연관을 맺는

는 등 훈구적 성향을 지녔다. 또 연이은 과거 급제자의 배출과

다.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혼인이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으

문한가로써 전통 때문에 사림의 정치이념에 생소하지 않았고

나 문과(文科)를 하지 않은 숙무가 음서로서 형조판서에까지 오

김종직(金宗直) 연원인 이심원(李深源)의 학연까지 더하여 중종

른 것은 이런 혼인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거기에 아들, 즉

10년 무렵 조광조를 중심으로 사림이 재집결할 때 음애가 그

음애의 조부 형증(亨增)이 첨지중추원사로서 세조의 원종공신

정점에 설 수 있었던 것이다.

3등에 책록된 것도 이런 영향 탓이 아닐까 한다. 음애 집안의
훈구적 성향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음애는 1501년(연산군 7) 진사가 되었고, 1504년 식년문과에
장원급제해 사헌부감찰을 지냈다. 천추사(千秋使)의 서장관으

음애의 직계 선조로는 종학이 피살된 뒤, 그 부인이 자손에

로 북경에 다녀온 뒤 이조좌랑에 승진했지만, 연산군 난정 아

게 과문(科文) 공부를 못하게 하여 문과 급제자를 내지 못했다.

래에서의 관직 생활에 환멸을 느껴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자청

그러다가 음애 부친 예견(禮堅)과 그 백형 인견(仁堅)이 급제함

해 의성현령으로 나갔다.

으로써 과거의 길을 다시 열었고, 사촌형제인 영은(永垠, 음애의

1506년 중종반정 후에 발탁되어 홍문관 수찬·교리 등을 지

당숙)이 문과 장원한데다가 음애의 4형제 가운데 음애와 중형

내다가 1510년(중종 5) 아버지의 상으로 관직을 떠났다. 1513년

운(耘)이 급제해 뒤를 이음으로써 문한가(文翰家)의 명성을 되

복직하여 부교리·부응교·사간원 사간을 역임하고, 이듬 해 어

찾았다.

머니의 상으로 사직했다가 1517년부터 홍문관 전한·직제학을

게다가 음애는 처가마저 문예로써 이름난 집안이었다. 처음

거쳐 부제학으로 승진하였다.

음애는 의령 남씨를 맞았다가 사별한 뒤 채수(蔡壽)의 딸을 맞

그 후에 좌승지로 옮겼다가 다음 해에 대사헌이 되었다. 이

았는데, 채수는 본인이 예종때 을축문과(乙丑文科)에 장원하고

무렵 조광조·김정 등의 신진 사류들과 일파를 이루어 도학정

또 그 아들이 문과를 한 탓인지 사윗감을 성균관 유생에서 골

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으나, 그들의 급진적 개혁 정책을

랐다고 하며, 그래서 4명의 사위 가운데 김감(金勘), 김안로(金

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安老), 이자(李耔) 셋이 문과였다. 특히 김안로, 이자는 각기 병

1518년 종계변무주청사(宗系辨誣奏請使)의 부사로 북경에 파

인과(丙寅科)와 갑자과(甲子科)에서 장원하였다. 한 사람의 급제

견되었다. 이 때 정사로 갔던 남곤(南袞)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된

자만 나와도 집안 친척의 큰 경사로 여기는 당시의 풍습으로

것을 지성으로 간호해 회복하게 했는데, 이 때문에 이자는 기묘

볼 때 음애와 안팎으로 얽힌 친인척에 4명의 장원 급제를 포함

사화 후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 1519년 귀국해 한성판윤·형조
13

판서·우참찬 등에 임명되었다.
이자는 사림파의 한 사람이었으나 성품이 온유하고 교제가
넓어 남곤·김안로 등의 훈구 세력과도 원만하게 지냈다. 양파
의 중간에서 반목과 대립을 해소하고 온건한 정책으로 유도하
고자 했으나 급진 사림파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나 사림파가 참화를 입게 되자 이자
도 여기에 연좌되어 파직·숙청되었다. 그 뒤 음성·충주 등지에
은거하여 세상을 등지고 독서와 시문으로 소일하고, 이연경(李
延慶)·김세필(金世弼)·이약빙(李若氷) 등과 학문을 토론하며 여

생을 마쳤다.
효도와 우애가 돈독했고 학문과 수양에 정력을 기울였다. 많

음애 묘역

은 사평(史評)을 썼으나 일찍 죽어 정리되지 못하였다. 『주자가
례』를 독신했으며 자손들에게 그 실천을 유언하였다. 저서로는
『음애일기』와 시문집인 『음애집』이 있다. 제사는 용인시 기흥
구 지곡동 사당에서 매년 음력 12월 15일 오후 7시에 지낸다.
선생은 제일 먼저 종계의 잘못을 고쳐야 한다는 의논을 발
의했는데, 선생이 죽어서 광국훈(光國勳)에 기록되지 못하게 되

자, 선조는 특별히 부조(不祧)의 은전(恩典)을 내릴 것을 명하였
다. 그리하여 4대 봉사가 끝난 뒤 5대 손인 이만상(李晩祥)이 사

당에 이 사실을 고함으로써 불천위가 되었다. 『기묘명현록』에
올랐고, 충주의 팔봉서원(八峰書院)에 주벽으로 제향되었다. 시
호는 문의(文懿)이다.

음애 세째형 누의 묘역

특이한 형식의 계체석을 둔 음애 묘역
용인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
음애 이자의 묘소(경기도 기념물 제172호)는 용인의 진산인 부
아산 서쪽으로 기흥구 지곡동의 낮은 구릉에 자리 잡고 있으

이 고택은 지곡동 기와집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며, 위에는 부친 이예견의 묘가 있고 다음에는 둘째 형 공조참

행랑채는 불에 타 없어지고 본채만 남아 있다. 본채는 사랑채

의 이운(李耘)의 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음애의 묘소이며,

와 안채가 연결되어 ㄷ자형 평면을 갖추고 있는데, 별도로 사

음애 묘소아래 아들 추(秋)의 묘소로 되어 있다. 음애의 묘소는

당을 짓는 일반 양반집과 달리 이 집에는 사당을 따로 두지 않

쌍분으로 조성된 묘역으로 봉분 앞쪽에 특이하게 장대석으로

았다. 다만 본채 남서쪽에 청방을 두고 단청을 하여 이곳을 제

ㄷ자처럼 만들어 놓았다.

사 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사랑채와 안채가 한 건물로

사은정(四隱亭) 보존회장 이진규씨에 의하면 “이예견의 차자

운(耘)은 백부 인견(仁堅)에게 양자로 들어가, 장자 우(耦)의 2자

임(稔)이 셋째 누(耨)에게 양자로 들어갔다. 이예견의 장자 우는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내외가 사용하는 공간을 구분하고 있는
전형적인 조선시대 경기지역의 중류주택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조선 중종 때 덕행 높은 이자 선생이 살던 곳이라고 전하여

증손자 이후 절손이 되고, 음애는 손자 배(培)이후 임의 손자 유

‘傳 음애 이자고택’으로 불렸으나, 여러 차례의 중수로 음애 선

후(裕後)가 양자로 들어와 계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생 생전의 가옥형태가 아닌 조선 후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시 말해 이예견의 차자는 음애의 조부와 백부의 손을 이어가

어, 2014년 2월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경기도 민속문화재 10

고, 본인의 계대는 절손이 되었지만, 셋째 누와 음애의 계대는

호)으로 개칭되었다.

모두 본인의 장자(耦)의 둘째 아들(稔)로부터 계대가 이루어지
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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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애 고택

한양조씨와 500년간의 세교

음애 고택 앞 시비

[채(彩)], 네 가지의 즐거움을 얻는 정자로 삼기 위하여 사은정
이라 이름 하였다고 한다.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에 아담하고 고즈넉한 정자가 있다. 이
정자의 이름은 사은정(四隱亭)이라 한다.

그러나 정자를 지은 지 삼년이 지나지 않아 기묘사화가 일어
나자 음애는 삭탈관직 당하고 정암은 사사되었고, 회곡은 화가
일어난 지 삼년 만에 옥사에 연루되어 장살 당함에 네 분이 그
렸던 후학양성과 네 가지 즐거움은 물거품이 되어 정자만 쓸쓸
히 네 분의 얼을 지키고 있었다.
이들 네 분 중에 음애공과 회곡공은 아주 절친하여 형제처럼
지냈었음으로 보라동에 거주하는 회곡의 후손들과 지곡동에
거주하는 음애 후손들은 수시로 조상의 얼이 서려있는 정자에
모여 시회를 열며 선조의 얼을 되새기며 양가의 우의로써 정을
나누며 살아왔다.
특히 양 가문은 형제의 집안이라 하여 서로 혼인을 하지도
않으면서 정자를 매개로 500년 간의 긴 세월동안 세교를 유지
하고 있다.

사은정

일반적으로 정자의 기능은 일하다 쉬는 장소, 친분 있는 사
람들의 친목의 장소로 그 기능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의 사은정

한산이씨 음애 이자, 한양 조씨 회곡 조광좌 (趙廣佐.14841521), 정암 조광조(趙光祖, 1482-1519), 방은 조광보(趙廣輔) 네 사

람이 1516년에 지었다고 음애집에 전해지고 있다.

은 두 집안의 세교를 나누는 기능과 선현의 얼을 시민에게 선
양하는 기능을 함께 담당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 두 집안은 선조의 얼을 후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또 음애집에 전하기를 네 분이 한가한 시간에 정자에 모여

사은정 보존회를 조직하고 매년 6월이면 두 집안 일가들이 모

우의를 나누며 학문을 연구하고 나이 들어 관직을 은퇴 후 정

두 모여 잔치를 베풀고 인근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은정을

자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장소로 하기 위하여 지었다고 한다.

주제로 하여 글짓기 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정자는 지금의 지곡동 615번지에 소재하는데 이곳은 한양조
씨 농막이 있는 기흥구 보라동과 한산이씨 음애공의 선영이 있어
서로 간에 만나기 쉽고 또 시냇물이 흐르고 산수가 수려하여 은
둔하기 아름다운 장소라 이곳을 택하여 지으신 것으로 보인다.
정자의 이름은 사은정이라 한 것은 수려한 자연경관에 묻혀
밭 갈고 [경(耕)], 나무하고 [신(薪)], 낚시하고 [조(釣)], 나물 캐는

글 이진복
성균관대학교 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중국고대사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원 졸업 후 성균관대를 비롯하여 한양대, 카이스트 등에
서 강의를 했으며, 1996년 열린사회연구소를 창립하여 현재까지 닫힌 사회가
아닌 열린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5

명소기행

共感覺의 낙원, 오이도에서 설익은 낭만을 묻다
허행윤

이곳은 뭍인가. 아니면 바다인가. 혹은 바닷물이 쪽 빠진, 철
새들의 도래지 갯벌인가. 만선(滿船)의 기대를 안고 귀항하는 고

같다. 그때 즈음이면 군청색 창공에는 숱한 별들이 몰려와 축제
를 벌이고 있을 지도 모르는 법이다.

깃배들의 정박지인가. 아니면 세상의 모든 시름을 한 몸에 안고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서쪽 바닷가 오이도가 딱 그렇다. 혹시

묵묵히 쓸쓸함을 달래는 이름 없는 포구인가. 이곳에서 한 서너

소설가 김승옥 선생은 오이도에서 며칠 묵으면서 서정시처럼 빛

시간 정도만, 아니 넉넉하게 반나절만 서성이면 가늠할 수 없는

나는 그의 단편 <무진기행>을 썼던 게 아닐까. 서해 바다가 펼쳐

낯선 공간에 서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진다. 바닷물이 마

지는 곳에서 고향의 실개천처럼, 또는 조각조각 바닥이 드러나는

치 시시각각으로 들숨과 날숨을 거르면서 오리걸음 등으로 조심

논에서 울어대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는 까닭은 무엇일까

스럽게 포복해 들어오는 병사들을 닮았기 때문이다.

“언젠가 여름 밤, 멀고 가까운 논에서 들려오는 개구리들의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경사 심한 언덕을 오르는 이의 호흡소

울음소리를, 마치 수많은 비단조개 껍데기를 한꺼번에 맞 부빌

리 같은, 가르랑 거리는 낮은 숨결 소리도 들리는 것 같다. 뉘엿

때 나는 듯한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나는 그 개구리 울음소리들

뉘엿 땅거미가 지면 비단조개 껍데기 수십 개를 한꺼번에 비벼

이 나의 감각 속에서 반짝이고 있는 수없이 많은 별들로 바뀌어

대는 소리도 들릴 법하다. 눈을 지그시 감으면 칠흑(漆黑) 같은

져 있는 것을 느끼곤 했었다. 청각의 이미지가 시각의 이미지로

어둠 속에서 방죽이 바다 쪽으로 하얀 실선으로 빛나기도 할 것

바뀌어 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의 감각 속에서 일어나곤 했었던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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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반짝이는 별들이라고 느낀 나의 감
각은 왜 그렇게 뒤죽박죽이었을까. 그렇지만 밤하늘에서 쏟아

낙지와 망둥어 서식지가 내려다 보이는 곳,
황새바위길

질 듯이 반짝이고 있는 별들을 보고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듯했었던 것은 아니다. 별들을 보고 있으면 나는 나와

오이도는 원래 육지에서 4km 정도 떨어진 섬이었다. 그러나,

어느 별과 그리고 그 별과 또다른 별들 사이의 안타까운 거리

일제강점기 때 갯벌을 염전으로 이용하면서 육지와 연결됐다.

가, 과학책에서 배운 바로써가 아니라, 마치 나의 눈이 점점 정

그래서 지금은 육지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어정쩡한 곳에 올라

확해져가고 있는 듯이 나의 시력에 뚜렷이 보여 오는 것이었다.

앉은 형세다. 섬의 모양이 마치 까마귀의 귀와 비슷하다고 해서

나는 그 도달할 길 없는 거리를 보는 데 홀려서 멍하니 서 있다

붙여진 ‘오이도(烏耳島)’라는 고유명사도 흥미롭다. 오이도는 그

가 그 순간 속에서 그대로 가슴이 터져버리는 것 같았었다. 왜

래서 인근의 옥구도와 함께 옥귀섬(玉貴島)으로도 불린다. 남북

그렇게 못 견디어했을까. 별이 무수히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고

으로 길게 늘어진 모양이며 전체가 해발 72.9m를 넘지 않는 낮

있던 옛날 나는 왜 그렇게 분해서 못 견디어 했을까.”

은 산지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섬의 북동쪽은 대규모 간척사

김승옥 선생의 단편소설 <무진기행>은 이렇게 결말이 내려
진다. 세상과 결별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깊은 밤이면 지남철

4

업이 이뤄지기 전까지 염전으로 사용하였던 갯벌이고, 북서쪽
과 남동쪽은 경사가 급한 암반으로 구성됐다.

처럼 늘 착 달라붙어 있는 우리네 각박한 세상살이의 어느 한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이 지역 전문가(67)로부터 설명을

구석처럼 말이다. 실수로 저 세상을 잠깐 다녀왔다는 어떤 노인

들어보자. “오이도는 예전에는 안말을 중심으로 가운데살막, 신

은 말하지 않았던가. “개똥밭에 뒹굴어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더

포동, 고주리, 배다리, 소래벌, 칠호, 뒷살막 등의 자연마을이 있

라.” 오이도는 그렇게 세상과, 도회지와 적당한 간격과 거리 등

었습니다. 이후 시화지구 개발 등으로 1988~2000년 사이에 모

을 두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 그래서 처음 이곳을 찾는 이들의

두 폐동됐고 현재 마을 주민들의 대부분은 오이도 서쪽 해안을

한마디는 한결 같다. “서울과 불과 1시간 남짓한 곳에 이처럼 고

매립해 조성한 이주단지로 옮겨갔습니다.”

즈넉한 바다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김승

이 전문가는 이어 “조선 초기에는 군사상 요지여서 봉화대를

옥 작가의 청년시절 습작들을 읽으면 더 더욱 궁금해진다. 오이

설치했으며, 섬 전체에 서해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신석기 시대

도가 어쩌면 우리 마음속의 절대적인 원형 공간으로 남아 있는

의 패총이 분포합니다. 계절별로 다양한 철새들이 찾아오고 다

바닷가가 아닐까하고 말이다.

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넓은 갯벌이 있어 훌륭한 생태문화탐

5

1. 	오이도의 명물인 황새바위를 좀 더 가까이
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일명 둥둥다리. 노란색
난간들이 짙은 고동색의 갯벌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건너편으로 배곧신도시가
바라다 보이고 있다.
2.	연인들의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는 자물쇠
들이 걸려 있는 등대 모양의 시설물 뒤로
송도국제도시가 바라다 보인다..
3.	횟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오이도 횟집거리.
멀리 오른쪽으로 배곧신도시가 보인다.
4.	오이도의 명물인 빨간 등대. 그 앞으로 벤
치가 관광객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
5	새털구름이 떠있는 하늘을 배경으로 인간의
고뇌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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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주변 명소로는 오이도패총, 시화
방조제, 옥구공원 등이 있고 갯벌체험, 승선체험, 바다낚시 등도

서해를 품은 방죽,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바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황새바위. 오이도를 찾으면 제일 먼저 눈길을 끄는 곳이다. 오

요즘 대세라는 사랑의 자물쇠 걸이도 있다. 풍차를 머리에 얹

이도 방죽으로부터 200m 남짓 떨어진 바다에 위치한 황새바위

은 등대 모양의 조형물에는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연인들의 약

는 바위라기 보다는 무인도에 가깝다. 예로부터 마치 황새가 서

속이 담긴 형형색색의 숱한 자물쇠들이 바다를 배경으로 걸려 있

있는 모습처럼 생겼다는 뜻에서 그렇게 불리고 있다. 황새들이

다. 이곳을 다녀간 연인들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다. 이

자주 찾는 섬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형물에 어깨를 기대면 저 멀리 먼 바다를 지나는 화물선들의

썰물 때나 밀물 때도 좀처럼 육지하고는 맞닿기 싫은 탓인지,
이곳을 좀 더 가깝게 보려면 흔히 둥둥다리라고 불리는 잔교를

뱃고동 소리도 들릴 법하다. 사랑의 의지는 이처럼 덩치가 큰 사
물들도 오고 싶게 만드는 아름다운 유혹의 힘도 지녔나 보다.

걸어 내려가야 한다. 잔교의 난간 색깔도 예쁘다. 바닷물이 빠졌

황새바위길에서 역 ‘ㄱ’자 형태로 시화방조제 쪽으로 휘어진

을 때 검은색에 가까운 톤으로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갯벌과 앙

방파제를 따라가면 왼쪽으로는 횟집들이 들어선 가운데 오른

증맞은 노란색이 묘한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이 잔교를 디디면

쪽으로는 서해바다가 이방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따라 온

누구나 탄성을 내지른다. 엄밀한 의미에선 사실 부잔교(浮棧橋)

다. 방죽을 따라 윤동주 시인과 김소월 시인 등 일제에 온 몸으

라고 불러야 맞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

로 저항했던 시인들과 민족의 정서로 사랑을 노래했던 시인들

다는 서해 바다의 밀물과 썰물 차이에 따른 흔들림을 흡수할 수

의 작품이 적힌 시비(詩碑)들을 만날 수 있다.

있도록 하기 위해 난간이 위와 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

‘옛시인의 산책길’이라고 적힌 푯말이 아니더라도 서해바다

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곳을 다녀간 이들은 이 잔교를

를 배경으로 고운 몸매와 예의를 갖춘 자세로 이방인들을 맞이

둥둥다리라고 부른다. 첫발을 내디디면 허공을 가로 지르는 출

하는 시비들을 보면서 절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따뜻해진다. 사

렁다리를 밟는 느낌이 든다. 공중에 뜬 느낌이다. 황새바위길에

랑하는 이와 함께 걷다 시가 적힌 비석들을 보고 나지막하게 읊

서 발품을 팔다보면 낙지와 망둥어, 붉은발 농게 등 서해바다가

조려 보자.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요”라고 말이다. 비록

고향인 녀석들의 숨소리도 들릴 것 같다.

철 지난 바닷가의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유행가 가사처럼

이곳을 한번 찾은 이들은 이 잔교를 황새바위를 보러 내려가
는 길이라는 뜻으로 황새바위길이라고 부른다. 이 잔교 끄트머

진부하겠지만 말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
전>에 등재된 노천명의 시비가 있는 점은 옥의 티였다.

리에 서면 오른쪽으로는 배곧신도시의 날씬한 고층 아파트들이

방파제가 굽어지는 구간에는 거대한 버섯 모양의 조형물이

보이고, 왼쪽으로는 송도국제도시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

다소곳하게 앉아있다. 흰색 철골들로 구성된 이 조형물의 명칭

간 마천루(摩天樓)들이 보인다. 뉴욕 등 국제도시 스카이라인이

은 ‘생명의 나무 전망대’다. 전망대 안에는 잠시 앉아 쉬어 갈 수

부럽지 않다. 시선을 왼쪽 끝으로 돌리면 오이도에서 대부도 방

있도록 등받이 없는 벤치들이 마련됐다. 가끔 운이 좋으면 버스

아머리를 건너가는 시화방조제도 보인다.

킹 공연도 즐길 수 있다. 이름 없는 가수가 그윽한 중저음의 기
타 연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아늑해진다. 바닷
물이 빠지면 짙은 고동색으로 드러난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는
아낙네의 ‘신성한’ 노동도 지켜볼 수 있다. 이곳을 따라 오이도
박물관 방향으로 10분 남짓 걸으면 300t급 해양경찰 경비함정
인 262함을 개조해 설치한 오이도 함상전망대도 들러볼 수 있다.
걸음을 옮기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명색이 서해바

1. 오이도의 명물인 빨간 등대 앞으로 연인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걸어가고 있다.
2. 오이도 제방에 설치된 김소월 시인의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詩碑.
3.	오이도 선착장에 정박된 어선 뒤편으로 오이도 횟집거리가 건너다 보이고 있다.
4.	오이도 선착장에 정박하고 있는 어선들 뒤편으로 송도국제도시가 건너다
보이고 있다. 선착장 한복판에 세워진 붉은색 크레인이 눈길을 끌고 있다.
5	오이도 앞 갯벌에서 한 주민이 조개를 캐고 있다. 멀리 송도국제도시 고층
빌딩들이 보인다.
6	오이도 앞바다 갯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건너편으로 송도국제도시의
고층빌딩들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다인데, 고깃배들이 돌아오는 어항(漁港)은 없나”라고 말이다.
언제 이방인의 낌새를 알아차렸는지, 오이도의 명물인 빨간 등
대 너머로 어선 수십 척이 정박한 포구가 건너다 보였다. 빨간
색 크레인도 눈에 띈다. 해경이 운영하는 오이도선박 출입항신
고소를 지나 100m 남짓 걸어가면 오이도 포구가 있고, 50여 척
남짓한 고깃배들이 정박, 인근 바다에서 잡아온 고기들을 내리
고 그물도 수선하고 있다. 엄연히 오이도 어촌계도 결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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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도 제방에 연인끼리 입맞춤을 나누는 조형물 뒤편으로 송도국제도시가 건너다
보이고 있다.

오이도 포구,
새벽에 바다에서 돌아오는 어부들을 만나다

관광객들이 오이도 선착장에 앉아 갯벌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갈매기들을 바라
보고 있다.

지난 2017년 현재 3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시흥시와
정부의 보조를 받아 동죽 종패(種貝)를 뿌려 갯벌 어장을 회복하
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이도 어촌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이도 어

오이도의 노을도 꽤 근사하다. 소설 <협궤열차>로 유명한 윤

촌계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들었다. “오이도 어촌계는 일제강점

후명 작가는 “오이도의 노을을 보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기 만들어진 송도어업조합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1962

뼈저리게 후회한다”라고 충고했을 정도다. 그는 그의 시 <고래

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옹진수산업협동조합에 속

채송화>를 통해서도 오이도의 아름다움을 간접적으로 묘사했다.

하게 됐습니다. 지난 1970년대 말 오이도가 속한 정왕동에는

“고래는 목이 마르다/아이슬랜드, 그린란드, 저 북극을 돌아 /

220호에 1천35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80% 이상의

한국까지 페르귄트를 데려온 참이다./페르귄트는 채송화가 어

가구가 조개를 채취하거나 고기를 잡았습니다. 당시 주민 소유

디 있느냐고, / 예전에 그 소녀가 심은 채송화가 어디 있느냐고

어선은 모두 41척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동력선이 28척이고 무

두리번거린다. / 기다려보렴, 얘야, 어머니의 말이 어디엔가 숨

동력선이 13척이었습니다. 어선과 건강망, 낭장망, 자망, 연승어

었다가 들려온다. / 옛날 옛적 유리왕자가 아빠의 것과/맞춰보

업(延繩漁業) 등으로 주로 새우·게·조기·전어·민어·숭어·농어

려고 품에 넣고 온 반쪽 거울을 보렴. 이 땅 시인이 연필심을 다

를 잡았습니다.”

듬는데/씨앗이 심어져 있더구나. 그 씨앗에 / 약속이 싹트잖니

오이도 어촌계는 그러다 시련을 겪는다. 당인상 어촌계장

/ 고래의 몸에는 따개비, 거북손에 산호도 뿌리를 내린다./채송

은 “지난 1987년에 시화지구가 개발되면서 어촌계원들에게 일

화가 마당가에 뿌리는 까만 씨앗이/빨갛게 노랗게 우리 모두의

정한 보상이 이뤄졌고, 지난 1992년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사랑을 물들인다. //” 오이도의 서정이 새삼 처연할 정도로 아름

LNG기지 건설로 인한 생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답다.

풍부하고 드넓었던 갯벌 어장을 잃으면서 조개 채취나 낙지잡
이 등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후 어촌계 활동은 어선 중심
으로 이뤄졌고, 지난 2000년을 전후해 어촌계와 시흥시, 정부
등의 노력으로 오이도 어촌계는 다시 갯벌 어업권을 확보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계원은 지난 2004년에 270여 명이었고,

글 허행윤
한국외대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중국문학을 전공했다. 경기일보에서 30년 동안 사회부, 정치부, 문화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발품을 들여
경기도의 문화와 역사 등에 대해 천착했다. 은퇴 후에도 경기도와 관련된 글쓰기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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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방
의정부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며 활기찬 삶을 살고 있는 최영희
토박이 구술
조선의 아들에서 대한민국의 아버지로, 파주 송주헌 어르신
외길인생
천년 떡집을 소망하는 떡 장인 이규봉
우리나라 1세대 행위예술가 김석환, 여전히 ‘청춘’

인물탐방

의정부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며
활기찬 삶을 살고 있는 최영희
이옥석

언젠가 어머니에게서 들은 기억이다. 경주 최씨가 의정부
송지나뭇골(소나무 밀집지역)에 언제 정착했는지는 모르지만,
남쪽에서 이주해왔다는 것만 들었다. 그곳에 터 잡고 살다가
마을에 불이 나면서 앞쪽으로 나와서 새로운 터전을 만들었다
고 한다. 그 당시 불로 인해 경주 최씨 족보나 기록물이 전부
불탔을 것이다.
불로 인해 옮긴 동네를 새마을(새말)이라고 불렀는데 현 북
부청사 서쪽에 있다. 새말의 경주 최씨 집성촌에는 약 10여 채
의 집이 있었는데 대부분 최씨였다. 마을에는 성종의 11번째
아들인 경명군의 무덤이 있고, 그 후손으로 보이는 전주이씨
집안도 5~6채 정도 있었다. 6.25 이후 타지에서 외지인이 많
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 목수였던 할아버지는 다섯 형제 중
에서 막내였다. 집성촌이어서 모두다 친인척이었고, 명절이면
막내인 우리 집 제사가 제일 늦어서 점심 때나 되서야 지낼 수
있었다.

6.25당시 서울 남대문초등학교 숙직실에서 출생
최영희 의정부문화원 부원장

나는 6.25전쟁 와중에 태어났다.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1951년 북한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1.4후퇴
를 하게 되면서 당시 축석령 쪽으로 군인들이 몰려 내려오자
우리 가족들도 피난을 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강 부근까지 갔지만 1950년 6월 28일 서울이 함락될 위
기에 처하자 북한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이승만 정부에서 다
리를 모두 폭파했기에 한강길이 막히게 되었다.
결국 피난민 일행은 남대문초등학교로 들어갔다. 출산이 임
박했던 엄마는 새벽녘에 숙직실에서 몸을 푸셨다. 내가 태어
난 것이다. 출산 후 동녘이 밝아왔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최씨 집성촌 새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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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4~5시경에 출산하신 듯하다. 태어난 날이 음력 15일이

어서 남자사주를 갖고 태어났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당시 의정부 지역에는 양주초등학교, 의정부초등학교, 금오

그런데 바로 그 날 공교롭게도 목수이셨던 할아버님(최기영)

초등학교 밖에 없었다. 동네에 자혜원이라는 양로원이 있었는

께서 세상을 떠나셨다. 아랫목에는 신생아가 있고 윗목에는

데 학교 다닐 때 양로원을 통과하고, 추동고개를 넘어서 다녀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계시는 상황이었다. 전쟁이고 피난 상황

야 했다. 학교에 가다보면 양로원 노인들이 마당에서 농사지

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 어떻게 할아버지 장사를 지냈는지

은 볏짚으로 멍석을 만들고 계시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여쭤보지도 못했다. 지금 같았으면 물어봤을 텐데 어리기도

학교에서 가을운동회 연습을 하게 되면 늦게 끝났다. 추동

했고, 그런 슬픈 이야기를 하거나 듣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 같다.

고개에 무덤들이 있어서 우리들은 무서워서 같은 동네 사는

목수셨던 할아버지는 세 아들을 두셨고 아들들에게 집을 한

아이들끼리 모여서 집에 돌아오고는 했다. 전에 베드민턴장이

채씩 지어주셨다. 5살 때 찍은 사진속 집이 할아버지께서 막

있었고 추동공원이라고 한다.

내 아들인 우리 아버지께 지어주신 집이었다. 어머니께서 미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셨던 조성순 선생님이 반

군부대에서 나온 담요에 붉은색 물감을 들여서 반코트 한 벌

에서 10명 정도를 따로 모아서 과외공부를 시켰다. 당시는 중

을 만들어주시기도 했다. 생각해보니 엄마는 바느질을 잘 하

학교 입학시험이 있을 때였다. 우등상도 타고 나름 공부를 잘

셨던 것 같다. 동네에서 초상이 날 때마다 상갓집에 가서 상복

했기 때문인지 그렇게 과외팀에 들어가서 공부했다. 당시 여

을 만드시곤 했던 기억이 난다.

자아이들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가발공장이나 어른들이 알선

10대 시절 기억 중에는 큰아버님이 돌아가셨던 일이 특별하

해주는 직장에 취직해서 돈 벌 때였다. 내가 공부를 좀 했고

다. 큰아버님은 할아버지 따라서 목수일을 하기도 했던 분이

상급학교에 진학해서 그랬는지 친척 중에 한 명이 “너네 엄마

셨다. 아버지 제삿날인 음력 4월 26일에 제사를 지내고 제사

학교 선생님 했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직장 안보내고 공부시

음식과 술을 큰아버님(최칠성) 댁에 갖다 드렸는데 큰 아버님

켰기 때문이다.

께서 그것을 드시고 소먹일 꼴을 베러 나가셨다. 현재 동국대

나는 2남 2녀의 맏이로 뭐든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오빠가

부속 고등학교(전 영석고교) 인근이었는데 그때는 도로가 없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일찍 사망해서 내가 맏이가 됐다. 초등학

샛길만 있었다. 거기서 길이 갈라지는 부분에 공고개라는 곳

교 운동회 때 단체무용을 하게 됐는데 선생님이 나를 앞으로

이 있었는데 큰아버님께서 그쪽으로 가셨다.

불러서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연단에서 시범을 해보라고 시키

그런데 저녁때가 되어도 돌아

5세 때의 최영희 모습

기도 했다.

오지 않아 찾아가보니 큰아버님

운동회 때는 이어달리기, 콩주머니 던지기, 달리기 등을 했

께서 고개 산에서 세상을 떠나

는데, 상품으로 공책을 타기도 했다. 그 당시 전국체육대회가

셔서 시신이 되어 돌아오시게

인천에서 있었다. 나는 키도 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피

되었다. 그래서 아버님과 큰아버

구(핸드볼) 선수(후보)가 됐다. 워낙 활동적이니까 시켜줬던 것

님 제삿날이 같은 날이다. 큰아

같다. 우리 팀 4~5명은 시합 몇 일전부터 숙직실에서 밥해먹

버님은 밖에서 돌아가셨기 때문

으면서 피구연습을 했지만 대회에서는 결국 승리하지 못했다.

에 시신을 집안으로 들이지 않고

얼마가 지났는데 담당이셨던 2반 선생님이 노트 한 권을 주셨

큰집 바깥마당 한 곳에 큰아버님

다. 참여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었다.

을 조심스럽게 모시고 마을 친인

학교에서는 주로 고무줄, 땅따먹기, 비석치기 등을 하고 놀

척인 최씨 조카들이 와서 장례

았다. 선생님들은 운동장에 솥을 걸고 미국에서 가져온 마른

를 치뤘다.

우유 덩어리를 끓여서 나눠줬다. 설탕이 거의 없었던 때였으
니 달작지근한 맛이 나는 끓인 우유가 맛있어서 아이들은 서
로 많이 먹겠다고 했다. 그 때는 명절 선물로 설탕을 나눠줄

의정부초등학교 시절 뭐든지 열심히 하는 학생

정도로 설탕이 귀했던 시절이라 우유의 단맛도 좋아했었다.
우유 외에도 원조 들어온 옥수수가루로 찐빵을 쪄서 나눠주었

나는 의정부초등학교를 다녔다. 우리 집이 새마을 안쪽에
있어서 안새마을 즉 안새말이라고 불렀다. 큰집이 있던 동네
는 큰길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바깥새마을 즉 바깥새말 이라고
불렀다. 집에서 약 30~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던 기억이 있다. 주로 남자 선생님들과 소사라고 불리던 학교
아저씨가 했던 것 같다.
동막골(현재 장암동)로 가는 곳에 언덕이 있었고 그 곳에 공
동묘지가 있었다. 이 공동묘지 터에 세운 의정부초등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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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때 의정부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위해 지었다고
한다. 당시 학교 한 쪽에 있던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아이들은
귀신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며 겁을 주기도 했고, 소풍날이면
비가 오고 그랬다.
우리 학교는 주로 동막골로 소풍갔다. 그곳에 바위 두 개로
만들어진 쌍암이 있고 그 옆에 쌍암사가 있었다. 넓은 들판이
있어서 소풍장소로 적당했던 것 같다. 주로 보물찾기, 노래부
르기 등을 했다. 소풍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김치, 장아
찌 등을 넣은 도시락에 계란, 밤 등을 삶아왔다. 김밥을 가져
오면 아주 잘 싸오는 거였다.
방직공장 다니던 어머니(사진 왼쪽)

의정부여중학교 입학시험에 상위권으로 합격

꿈 많은 여고 시절, 인천으로 예비고사 보러 가기도

의정부중학교 들어갈 때 시험을 봤다. 의정부여중, 의정부

고등학교시절, 하루는 조회를 하는데 윤옥자 선생님이 나에

여고 모두 10회 졸업생이다. 포천, 양주, 동두천, 적성, 송추,

게 앞으로 나와서 거수경례하는 것을 시키시며 목소리 키워

장흥 등에서 다 와서 시험을 봤는데 나는 상위권으로 합격했

서 훈령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라고 하셨다. 적극적인 성격

다. 6학년 담임선생님께서 따로 공부시킨 덕분이기도 했다. 의

이어서 그랬는지 선생님들께서는 이일 저일 많이 시키셨다.

정부 시장에 단체로 교복을 하는 곳에서 교복을 맞췄다. 중학

1968년부터 예비고사가 시작됐고 우리는 2번째인 1969년에

교가 현 배영초등학교 자리다.

예비고사를 보고 1970년 2월에 졸업했다.

중3쯤 됐을 때 미국인들로 구성된 평화봉사단이 와서 영어

예비고사를 보기 위해서 하루 전날 인솔교사가 학생들을 데

를 가르쳐줬다. 영어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외국인들

리고 인천으로 갔다. 당시 학교에 우리 학년은 인문반과 직업

과의 공부라서 재미있었다. 1990년대 중반에 당시 평화봉사

반이 있었다. 합해서 100명 정도였다. 인문반 학생들이 약 35

단 활동을 했던 미국인 선생님이 와서 함께 만날 기회가 있었

명 정도였고 예비고사 보러간 학생들은 그 중에서 20여 명이

다. 정년퇴임하신 선생님들과 친구들, 당시 후배들을 포함한

었다. 우리가 10회 졸업생이었던 당시 의정부여고는 그렇게

임원진 등을 불러서 함께 만났다. 우리 1년 선배였고 학생회장

유명하지 않았다. 우리 때 예비고사 합격한 사람이 10명이 안

을 했던 1970년도 미스코리아 진이었던 유영애씨도 참석했다.

됐다. 당시는 대부분의 가정에 전화기가 없었고 시장에서 장

유영애 선배는 항상 미니스커트 입고 모자 쓰고 나왔는데 어

사하는 사람들이나 전화기를 두었던 시절이었다. 친구들이 우

디에 가나 아름다움이 드러났다. 의정부 최초의 미스코리아였

리 집에 와서 예비고사에 합격했다고 알려줬고 나는 중앙대학

고, 미스코리아 된 후 의정부에 와서 군용장교차량을 타고 의

교에 지원했지만 떨어졌다.

정부시 거리를 차량퍼레이드 했다.

배영초등학교 자리에서 고3 수업까지 마치고, 철뚝 너머에

여고시절 여름이었는데, 학교 가까운 곳에 있는 동산으로

새로 건축한 학교로 자기 책상과 의자를 들어 옮겼다. 꽤 먼곳

송충이를 잡으러 갔었다. 나뭇가지로 젓가락을 만들어 나무에

까지 옮기는 일이라 힘은 들었지만 한창때라 그런지 견딜만했

붙어있는 송충이를 떼어 물이 담긴 자그마한 깡통에 넣었다.

고 그런 일도 추억이 되었다. 졸업식은 옆의 학교인 의정부종

여학생들이라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서로 어울려 깔깔대며 한

합고등학교 강당에서 마쳤다.

나절을 보냈던 것도 아스라한 추억이 되었다.
의정부여고 다닐 때 송추 장흥에서 통학하던 김선자라는 친
구가 있었다. 그 친구네는 밤나무가 많아서 가을이면 밤을 한

공무원도 선생님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루 갖고 와서 아이들 책상 안에 밤을 2알씩 넣어놓는 착한
일을 하기도 했다. 양주의 밤은 진상하는 밤이라고 해서 유명

중앙대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지자 담임 선생님께서 춘천교

했다. 양주는 남양주, 구리 등이 다 포함될 정도로 넓어서 평

대를 써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지 않았다.

양감사가 유명하듯이 양주 수령도 매우 높은 급으로 쳐줬다.

본고사 떨어진 후 집에서 어영부영 뜨개질 하거나 이종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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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다이얼, 최동욱의 3시에 다이얼 등에 엽서를 보내며 세월

했다. 이걸 복사해서 원본은 군청에 보관하고 복사본은 면사

을 보냈다. 엽서를 자주 보내면 자주 읽어줬다. 동아방송국에

무소로 보내줬다. 그런 일을 하던 중 양주군청에 다니는 포천

가서 최동욱도 만나고 그랬다. 맹랑했던 것 같다.

여자분을 알게 됐다. 당시 양주군청이 현 경전철 의정부중앙

아버지는 지적공무원이셨는데 당시 공무원은 일반 회사보

역 인근에 있었던 것이다.

다 월급이 매우 적었다. 게다가 아버지는 마음이 좋으셔서 퇴

그런데 이 여자분한테서 서로 자리를 바꾸자는 제안이 왔

근할 때면 동네 슈퍼에서 이웃 사촌들에게 막걸리 대접을 하

다. 의정부에 살면서 포천군청에 다니는 나와 포천에 살면서

곤 했다. 엄마가 봄철 진달래로 술을 담가놓으신 것도 동네 형

의정부에 있던 양주군청에 다니는 그 여자가 서로 자리를 바

님들에게 다 나눠주시기도 했다. 게다가 농사짓는 것은 오로

꾸면 훨씬 편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비서실, 나는

지 엄마 몫이었다. 나는 그런저런 이유로 공무원 되고 싶은 마

민원실에 있었다. 그렇게 바꾸려고 시도를 하다보니 양주군

음도 없었다.

보건소 행정직에 있던 다른 여자분을 비서실로 보내고 나를

그러다가 1972년에 포천군에서 민원실장을 하시던 아버지
께서 뇌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제는 내가 가장이 돼

양주군 보건소 행정직으로 보내줬다. 그런 방법으로 인원 교
체를 할 수 있어서 조금 편하게 직장에 다니게 되었다.

야했다. 엄마는 아버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농사지은 농산물

공무원이 되고 싶지 않았던 나에게 상사들은 공무원 시험을

을 시장에 내다 파셨고, 건너 방을 외양간으로 만들어 소를 길

보라고 했다. 당시는 수원에 가서 시험을 봐야했기 때문에 시

러서 몇 마지기짜리 모래네 밭을 사시기도 했다. 젊은 시절 방

험 하루 전날에 수원에 가서 머물러야했다. 나는 그럴 형편이

직공장에 다니셨던 엄마는 평생 알뜰살뜰 사셨다.

안돼서 시험 당일에 아침 일찍 수원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교
통이 불편해서 차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가야하는 형편이어서
결국 시험장에도 못 가고 말았다.

임시직 공무원 생활

근무하게 된 양주군청 보건소에는 소위 양색시들 성병 등을
검사하는 검사요원들이 있었다. 미군부대가 많았기 때문이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니 포천군청 과장님들이 임시직으로
군청에 다니라고 하셨다. 다른 할 일이 없었으니 할 수 없이

다. 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세상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이력서 쓰고 신원조회해서 포천군청에 다녔다. 1970년대에 의
정부와 포천의 경계인 축석령 고개는 좁고 높아서 겨울에 눈
이 쌓이면 버스가 못 올라갔다. 6.25때 그곳에서 북한군이 소

관광가이드 세계에 입문

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넘어올 때 김풍익 소령이 이 곳에서 북
한군의 탱크가 100m까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직접 조준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무

하여 포를 발사했고, 전차의 궤도가 끊어져 행군을 멈추게 하

언가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한 것이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발전

는 전과를 올렸던 곳이다. 하지만 뒤에 있던 전차의 사격으로

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한 끝에 일본어 학원에 등록

소령과 장병들은 전원 사망하고 말았다고 한다.

해서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다.

나는 축석령 고개를 넘어 포천군청 민원실에 임시직으로 다

1980년대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국제행사인 86아시안 게임

니며 읍면에 보낼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복사·기록하는 일을

과 88올림픽 준비로 한창이던 시절이었다. 나는 이전에 미리

관광가이드 시절의 모습

관광가이드 시절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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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방송통신대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졸업식

개교 50주년 기념 사진전 임원들과함께

공부해서 땄던 일본어통역안내원 자격증으로 전국관광유적지

문화를 소개한 일본책을 구입해 보거나 불교에 관한 책을 사

를 소개하며 다니는 여행사 관광가이드를 하게 되었다. 일본

서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는데 특설강좌가 생기면서

관광객을 모시고 전국을 다니며 우리나라의 역사 및 지역의

전문가에게 강의를 듣게 되었다.

이야기를 주로 해설하였다.

불교전문가인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원장인 홍윤식교수를

가이드 코스는 주로 서울의 궁궐, 강화도, 공주, 부여, 경주,

만나게 된 것이 내 인생의 전환기였다. ‘나는 공부에 투자하겠

부산, 제주도였고 가이드를 하면서부터 의정부 불교사찰 문화

다.’고 결심하고 다음 학기에 젊은이들과 더불어 논술, 영어,

와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국사 등 입학시험을 치르고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불교미술

나는 이력서 쓸 때마다 대학을 나오지 않은 것이 걸려서 방

학과에 입학했다.

송통신대학에 다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1992년 엄마가 교

우리나라 문화재 대부분이 불교문화재라 그 분야에 관심이

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의정부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런

많았고, 당시 학교 도서관에서 일본서적을 참고하는데 선험(先

데 다행스럽게도 부모님께서 동네에 있는 산과 밭을 사 놓은

驗)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불혹을 넘기고 50을 바라보는 나이

것이 있었다. 1990년대부터 의정부에 개발붐이 일었고, 엄마

에 받은 석사학위 수여식 날에는 정말이지 남다른 감회가 새

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땅 일부분을 개발업자들에게 팔게 되

로 밀려왔다. 학위논문제목은 『감로탱화에 표현된 교화적 성

면서 형편이 좋아지게 되었다. 이 때부터 돈에 구애받지 않게

격고찰』 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말 혼신(魂身)을 다

되면서 편안하게 가이드를 할 수 있었고, 드디어 배움에 대한

해 공부했다. 나이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본인이 하고 싶어서

갈증을 풀고자 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다. 가이

하는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고 뿌듯할 수가 없었다.

드를 하면서 공부했고 1997년에 졸업했다.

의정부여고 ‘개교 50주년 기념 추억의 사진전’ 개최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서 불교미술 공부
나의 인생에서 가슴 뿌듯한 일중의 하나는 10여 년 전 여고 동
그후 국립중앙박물관 부설 박물관회에서 운영하던 특설강

창회장을 역임했을 때 개교50주년 기념 사진전을 개최한 일이다.

좌를 수강하게 되었다. 불교에 대한 이야기가 관광객에게 해

기획도 쉽지 않았고 작업 자체도 어려웠다. 사진전을 준비하는 1

설할 때 가장 힘들었기 때문이다. 모국어로 해설하기도 힘든

년여의 시간 동안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까지 모두 힘들었다.

데 일본어로 설명하는 것은 더 어려웠다.

일주일간 2회부터 50회 졸업생들의 앨범을 모두 스캔해서

처음에는, 박물관 특설강좌 1년 과정 36과목 중 불교미술

의정부 예술의 전당 원형 전시장 천정부터 바닥까지 길게 늘

과목을 수강했다. 다음 해부터는 전공강좌를 수강했다. 초창

이고 전시장 안을 빙둘러 전시했다. 학년별로 하루씩 당직을

기 박물관 특설강좌는 외교관 가족 부인들, 정부 고위관료 부

서고, 점심식사는 동창회에서 식권으로 해결했다. 이 전시회

인들 위주의 강좌였는데 후에는 일반인들의 역사문화상식을

를 하면서 동문들과 학창시절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었던

위한 강좌로 변하게 되었다.

시간이었다. 지금도 사진전을 준비하면서 동문들과 한 마음이

가이드시절 일본어, 역사공부 등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더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었다. 특설강좌 수강 전에는 한국 역사
26

되었던 때가 새삼 그리워진다. 임원후배들이 고생했지만 모두
들 즐거웠던 추억으로 기억한다.

의정부시 문화상 수상자 포럼 창립식

2014년 의정부시사 출판기념회

박물관 대학에 해설봉사 시작

의정부 문화예술학문에 기여하고자 문화원 입성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박물관 대학(특설강좌)에서 공부하기

나는 서울 5대궁궐, 공주, 부여, 경주, 부산, 강화도, 제주도

시작하면서 ‘봉사자’라는 말이 생겼다. 외국은 선생 출신 노인

등 온갖 곳을 다니며 해설을 해왔는데 정작 의정부에는 해설

들이 안내하고 설명하는 봉사를 했다. 여행 다녀온 사람들이

사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2000년 2월에 문

그런 모습을 보게 됐고, 우리나라의 형편이 나아지면서 우리

화예술대학원을 졸업하면서 4월에 문화원과 인연을 맺게 되

도 박물관 특설강좌 수료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

자 문화해설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기초교

박물관 특설강좌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아는 것을

육을 실시하여 문화해설사 양성에 일조하였다.

표현하고 싶어 한다. 그러던 차에 박물관에서 특별전을 하면
서 교육생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제공했다. 불교에 관한 설명
을 할 때는 정말 신이 났다.

지역문화해설사를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었다.
교사, 공무원 정년퇴임한 분들이 선호했다. 처음 문화원에 등

그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최초로 자원봉사제도가 법적

록한지 벌써 20년이 지났고, 그 동안 적지않은 문화해설사가

으로 생겼다. 매주 일요일 오후에 전시유물을 설명하는 자원

배출됐고 그 덕분에 문화상도 받았다. 지금은 문화원에 있는

봉사였다. 광화문시절부터 시작하여 아직까지 20여년 근무하

향토문화예술관련 기록들의 집필을 주로 소개하는 편이다.

고 있다.

지난 2월 26일에는 충의공 정문부장군 외삼문 준공식에서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해주정씨 대종친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014년에 간행한

벌써 30대 중반인 우리 아들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곰살

“정문부묘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라는 책 집필에 대한 인사였다.

스럽게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한 어미라 항상 가슴 한구석이

의정부에 다시 들어온 지 20여 년 동안 정신없이 달려왔고

먹먹하고 미안한 마음뿐이다.

지금도 그렇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머지 인생도 봉사하는
삶을 계속하고 싶다.

감사패

글 이옥석
상명여자대학교에서 사학을 전공하고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고양신문 기자와 고양시향토문화보존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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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 구술

조선의 아들에서 대한민국의 아버지로
-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송주헌
고영창

우연한 기회에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주민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
눈 적이 있었다. 그때 주민들 중 연세가 99세 되시는 송주헌 노인을 뵙게 되었다. 우선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것에 첫째 놀라고, 둘째로 비상한 기억력과 언변을 갖추고
계시어 마을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에 또 한 번 놀랐다. 언제
한 번 기회가 되면 그동안 살아오신 개인사에 대해 물어보고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싶었다.
그러던 중 때마침 기회가 생겨 다시 경로당을 방문하였다. 점심 식사를 막 마치시고 소파에
앉아 오수를 즐기시고 계시다가 인기척에 잠에서 깨시어 반갑게 맞아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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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생이시니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한국현대사의 크

1943년 당시 조선의 가구 수는 487만 8,901호였고, 연맹에

고 작은 사건을 몸소 체험하거나 들으시면서 살아오셨다. 일제

소속된 사람은 457만 9,162명이었다. 일제는 이 조직을 통해 조

강점기 삼형제의 장남으로 대원리에서 태어나셨다. 가난한 소

선의 물자와 인력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작인의 아들로 태어나 남의 땅 7마지기를 빌려 농사를 지었다.
당시 이곳 대원리 들판은 대다수 서울에 있는 부재지주의 땅이

“하는 일이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

었고, 그중에도 조병학이라는 사람의 땅이 특히 많았다. 대부분

고 하였어. 처음에 갱도 안에서 일을 하는데 허리를 숙여서 일

이 모래 벌로 형성되어, 당시 조병학은 제방과 수로를 만들고,

을 해야 하니 허리가 아파 죽겠더라고. 그런데 며칠하다 보니

경지를 정리하여 인근에 많은 토지를 새로 만들고, 소유하고 있

약간씩 적응을 하는 거야. 하루 일의 양을 정해줘. 그러면 그

었다. 대부분 이 지역 주민들은 이런 부재지주의 땅에 소작을

것을 다 채우기 전까지는 쉴 수가 없어. 근데 탄광일이라는 것

하는 소작농들이었다. 가을에 추수를 하더라도 일제에 의해

이 어떤 때는 석탄이 잘 나오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캐고

강제로 공출을 당하고, 소작료를 주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거

또 캐도 잘 안 나와. 그러면 그날은 죽는 거야. 어휴~ 그리고

의 없을 정도로 무척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을 보냈다. 공출을

봉급도 다 안줘. 그나마 주는 돈으로 옷이랑, 비누랑 이것저것

당하지 않으려고 추수를 한 다음 몰래 마당 한구석에 숨겨 놓

죄다 다 사야해. 그러니 매일 배가 고픈 거야. 돈이 있어야 뭐

아도 용케도 찾아내고, 지소로 잡혀가 매를 맞기도 하였다. 부

라도 사먹지. 에고~ 말 마 (웃음)”

족한 식량은 북만주에서 수입한 쌀로 대신하였다. 그래서 잠

“전쟁이 끝나고 해방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시 농사일을 접고 홀로 신남포 지역으로 날품을 팔러 고향을

“탄광 근처 산에 올라가면 온 세상이 불바다야. 미군 폭격기

떠난 적도 있지만 그곳 생활은 고향집에서 보다 더 비참하여

공습으로 온통 불이야. 우리는 굴을 파고 숨어 지내고 했지.

몇 달 못 버티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그런데 어느 날 일본 놈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훨씬 부드

1943년 태평양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을 때, 강제 징용으로 일

러운 거야.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해방이 된 거구나라고 알게

본 미쓰이(三井)탄광회사가 운영하는 구주(九州) 탄광으로 강

된 거지. 그렇게 일본에서 부산항으로 돌아오니 항구 전체가

제로 끌려가게 된다.

엉망인거야. 사람들로 넘쳐나는 거야. 우리처럼 일본에서 오
는 사람들과 일본으로 떠나는 사람들로 엄청 붐볐어. 부산에서

“ 1943년도야. 해방되기 2년 전이니깐. 한 날은 구장(지금의 마

기차로 문산에 도착하고 그 다음 차로 무슨 돼지새끼 취급 받으

을 이장)을 통해 우리 마을에서 나 포함해서 3명을 끌고 갈려고

면서 금촌으로 왔어. 거기서 걸어서 저기 낙모랭이 알지? 그쯤

오는 거야. 당시 군청소재지가 문산에 있었어. 거기로 끌고 가

오니 추수가 다 끝나서 벌판이 휑해. 아마 그때가 9월(음력으로)

더라구. 아마 파주군에서 50여명이 붙잡혀 온 것 같어. 근데 그

이었을 거야.”

중에도 약삭빠른 사람들은 요리조리 빠지더군. 근데 난 용 빼는

“집에 돌아오시니 부모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재주 있어?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대로 끌려가는 수밖에... 문

“(웃음) 뭐 별 말 있어. “살아 왔구나” 딱 그 한마디야. (웃음)”

산에서 기차로 서울을 거쳐 부산으로 가는데 여기서 서울로 가
는 길목에 고개가 하나 있었어. 당시 기차는 목탄으로 움직여서

해방이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살림살이가 그 이전

고개에서는 속도가 무척 느려져. 아~ 그러니 그 틈을 타서 도망

과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그 뒤 1946년 경남 고령 출신인 여성

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어. ”

과 결혼을 하여 새 가정을 꾸린다. 1950년 한국전쟁이 나기 직

“그럼 어르신은 왜 남들처럼 도망을 치시지 않으셨어요?”

전 토지개혁이 시행되어 예전과 같이 논 7마지기를 불하 받아

“배가 고파서~ 누가 그곳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거

매년 갚아나가면서 자기 소유의 땅을 평생 처음 가져보는 감격

야. 그래서 (웃음). 그렇게 부산에 도착해서 하관(下關)으로 해서

을 누린다.

구주(九州) 로 간 거야. 처음에는 쌀밥을 주더니 점점 주는 것이

1950년 여름 한창 모내기를 하고 있던 중 요란한 총소리와

형편없는 거야. 결국에는 썩은 콩깻묵을 식사라고 주더라고.

대포소리를 듣고 그때서야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다. 하지만 그

허~참 ”

때는 이미 북한군이 지나가고 난 후라 감히 피난 갈 생각을 하
지 못했다. 1951년 1·4 후퇴 때 연로하신 부모님과 여자들만 남

일제에 의한 조선인 강제징용은 제2차 세계대전 수행에 필요

겨두고 남자들은 평택, 아산, 공주를 거쳐 대구까지 피난을 하게

한 인력과 물자를 보충하기 위해 마을 단위까지 총동원연맹을

되었고, 나이가 많아 군에 입대하는 대신 미군 노무부대에 들

조직하였고, 연맹의 총재는 조선총독이었다.

어가 전장으로 탄약과 포탄 등을 실어 나르기도 한다. 부대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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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진을 하면서 강원도 양구 근처에 왔을 때, 더 이상 일을 하다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식민지 조선의 아들로 태어나 소작인

간 언제 죽을지 몰라 할 수 없이 몇 사람과 짜고 도망을 쳐서 고

의 아들로, 그리고 강제징용의 피해를 당하시고 해방된 조국으

향으로 돌아온다. 1951년 4월에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오니 집

로 돌아온 후 한국전쟁과 지긋지긋한 가난의 현장에서도 꺾이

사람과 아이들은 인근 고양으로 피난을 가고 없었다. 그 이후로

지 않고 가족을 책임져 온 이 땅의 수많은 아버지들의 삶이 얼

는 한 번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90세인 지금까지 농사만 지으

마나 위대한 것이지를 다시 한 번 새겨보는 기회가 되었다.

면서 슬하에 3남 3녀를 두었다.
1970~80년대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 송주헌 노인은 무척
성가셨지만 그래도 새마을운동 덕분에 지금처럼 배불리 먹고
잘살게 되었다고 한다. 이 말에 노인정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저마다 한 마디씩 거든다. 이렇게 살게 된 것도 다 새마을운동
과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라고. 9년 전부터는 논농사 일에서 완
전 손을 떼고, 업자에게 대신 농사를 짓게 하고 1마지에 쌀 2가
마를 받고 있다고 한다. 부인은 59세가 되던 해(생존해 계신다면
올해 90세가 된다고 하신다)에 일찍 돌아가시고 지금껏 혼자서 살

고 있다. 한 번도 다른 여자에게 한 눈 판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멋쩍게 웃으신다. 지금도 하루에 소주 1~2병 정도는 마시는 대
단한 애주가시다. 그리고 웃으시는 모습이 천진난만하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고 하니 대뜸 “정직하게 살어.
정직하지 못하면 살아서도 욕먹고, 죽어서도 욕을 먹어. 그러니
정직하게 살면 만사가 편해”

글 고영창
영남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 4년 전부터 파주 전통마을 기록화 사업에 공동 참여 중이다.
『산경표』의 한남정맥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산들을 직접 탐사하고, 그 곳의 인문지리를 공부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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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길인생

천년 떡집을 소망하는 떡 장인 이규봉
박숙현

“대한민국 1등 떡을 아시나요.”
우리나라 최고의 떡쟁이 이규봉(65). 용인 웬떡마을 이규봉
대표는 2020년 6월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1번지 서울예술의전
당에 웬떡 브랜드로 입점해 선풍적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녀의 떡이 난리가 난 이유는 아낌없이 사용하는 최고의
재료와 떡에 쏟아 붓는 열정과 정성, 그로인한 최고의 맛과 품
질 때문이다. 그녀는 전통음식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진정한
일등공신이다.
이규봉 대표는 오로지 최고의 떡만을 위해 40여년간 올곧
이 한길만 달려왔다. 앞뒤 안 가리고 떡만을 위해 전투적인 인
생을 살아왔다.
떡 이외에도 한국전통음식 분야를 아우르고 있지만 그녀는
오로지 떡만 고집한다. 그녀가 하나 둘 꺼내어 선보이고 있는
떡의 종류는 끝이 없다.
송편, 가래떡, 인절미, 두텁떡, 쇠머리찰떡, 약식, 기정떡(웬
빵) 등 그녀는 주문하는 대로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에게 돌 빼놓고는 다 만든다고 할 정도다.
수 천 번씩 실험과 연구를 거쳐서 오늘에 이른 이규봉.
그녀의 손을 거친 떡은 한입 베어 무는 순간 누구나 건강하
고 품격 있는 맛에 감동한다.
달콤한 맛에 길들여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린애들조차
도 웬떡 맛에 반해 버린다.
“어린 애들이 굉장히 맛있대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죠. 애
들이 떡을 잘 안먹는 것은 떡을 제대로 만드는 사람이 없기 때
문이라고. 결국은 설탕을 하나도 안 넣는데도 기본적으로 식
자재를 좋은 것을 쓰니까 잘 먹는 거에요. 건강까지 잡아주잖
아요. 애들이 맛없게 주니까 안먹는거에요. 건강하고 안전한
떡에 대해 심혈을 더 기울이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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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안으로 웬떡 탄생
이규봉 대표는 2008년 5월, 낯선 시골 땅 용인의 원삼면에
서 웬떡을 시작한 후 10년 넘는 세월을 오로지 1등 떡만을 목
표로 외로움과 싸우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기도에서 떡마을을 만든거에요. 내가 신흥대학 겸임교
수로 한국음식과 떡 강의 하면서 떡 카페인 떡사랑과 요리연
구소를 운영하고 있을 때였어요. 당시 김문수 지사가 떡 산업
을 살려야 하니 누가 떡을 잘 하는지 찾으라고 도청 직원들한
테 지시를 내렸어요. 경기도에서 전역에 암행을 했대요. 거기
서 나를 포함해 유명한 떡 사업가 세 사람이 물망에 올랐어요.
당시 나는 김문수 지사를 알지도 못했죠. 그 무렵 용인에서 한
국여성농업인 행사가 있을 때 행사에 필요한 떡을 밤새 만들
어서 행사장으로 가져갔는데, 마침 그 자리에 참석했던 김 지

자신들이 수도하는 것과 같다고 할 정도로 새로운 떡을 개발

사가 나를 어찌 알았는지 아는 체를 했어요. 한경대에서 내 떡

하는 데 정신과 물질 모든 걸 쏟아 부었어요.”

을 먹어봤대요. 떡이 정말 맛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얘기 좀 하

그녀는 떡 장사보다도 제대로 된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의지

자고. 농업 살리는 길은 떡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떡 산업만

로 가득했다. 물론 판매를 염두에 안 둔건 아니지만 팔아봐야

제대로 돌아가면 우리 농산물은 걱정 안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돈도 안됐다. 웬떡은 워낙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시중의 떡들

거에요.”

과는 경쟁할 수도 없었다.

당시 물망에 오른 사람들은 떡을 직접 만드는 실무진이 아니

따라서 기존 떡들과는 완전하게 차별되는 떡을 만드는 것

었지만 이 대표만큼은 전문가이면서 떡을 직접 만들고 있었는

에만 초점을 뒀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다. 그녀의 대표적 떡

데, 특히 떡이 맛있고 우수해서 세 명 가운데서 최종 선정됐다.

가운데 하나인 두텁설기만해도 10억 정도 들이고서야 제대로
된 떡 맛이 나왔다.
“모든 떡이 한 순간에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조리서에

어렵고 힘든 정착기

있는 것 중에서 각 지역별로 특성 있는 떡들을 재료를 조합하
고 한의학적으로 분석해서 셀 수 없이 연구를 거듭하죠. 구선

원삼면에 자리 잡은 웬떡 마을은 그러나 초기부터 어려움이
너무 많았다. 여러 측면에서 고충이 컸지만, 특히 떡과 관련해
서 당시에 시골 외딴 곳에 떡 사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왕도고의 경우도 시중에 거의 없어요. 세종대왕이 즐겨먹었던
아홉가지 약선 재료를 넣어서 만드는 떡이에요.”
그녀는 좀 더 젊었을 때 떡에 온전히 올인 하지 못했던 것을

“그 시절에 누가 떡을 사러오냐고요. 대기업 제품이나 좋아

많이 후회하고 있다. 한국민속촌에서 떡메루를 운영했을 때

하지요. 이 시골, 깡 시골에 누가 들어오냐고요. 그때 내 돈이

도, 떡사랑 카페를 운영했을 때도 직원을 두고 운영을 할 것이

다 날아간 거에요. 그때 남편은 다 포기하고 나가야 한다고 했

아니라 교수직을 내놓고 뛰어들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때

지만 난 무식하잖아요. 내가 한번 결정한 사항은 번복을 안한

본격 시작했다면 모든 것이 앞당겨졌을 것이라는 미련 때문이

다고요. 나는 최고만 되면 이거는 비전 있다고 생각했고, 당대

다. 또 앞으로 떡을 할래야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겠

에 흥하지 못해도 떡이니까 굶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냐는 아쉬움 때문이기도 하다.

요. 이 낯선 곳에서 아무도 장사가 될 거라고 생각 안한 이곳
에서 된다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떡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결심하고서 당시 그녀가 몸
담고 있던 신흥대학교마저 사직했다.

“내가 제대로 떡을 하면 언젠가 베스트가 될것이고, 베스트
가 되면 아무나 쉽게 따라올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세월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힘인 것이죠. 이제 이만치 올
라왔기 때문에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매니아 층이 형성

“학교를 사직하고 올인 하기 시작한 거에요. 학교 측에서는

돼 있어요. 내 나이가 지금 60대 중반인데 아직까지는 체력이

한번 나가면 돌아올 수 없다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버텨주지만 언제까지 떡을 만들 수 있을 지 몰라요. 좀더 빨리

나는 이걸 망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때 한 스님이

시작하지 못한게 아쉬울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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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맛 좌우하는 식자재

살릴 게 아니잖아요. 다른 농산물도 살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녀는 쌀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을 공익형 직불제로 할 때

한번 떡을 먹어본 사람은 맛있다고 난리다. 혀끝을 간지럽

떡 산업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히는 가벼운 맛이 아니라 중후하고 품격있는 맛에 반해버린

떡 만드는 과정을 담고 있는 웬떡 홍보 영상 속에 쇠머리찰

다. 우리나라 고유의 떡맛, 한국전통떡맛이 바로 이런 맛이 아

떡 하는 장면을 보고는 사람들이 놀란다. 재료를 아낌없이 쏟

니겠는가. 이런 맛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걸까.

아붓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떡 맛이 좋은 이유는 식자재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들어 가냐고, 밤을 쏟아 붓니까. 약

예나 지금이나 철저하게 우리 농산물만 고집하는 것이 바로

식에도 유기농 밤을 아낌없이 넣는거에요. 2020년에는 밤 값

떡 맛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이 금값이었어요. 밤 농가에서 40년 농사를 지어도 그렇게 폭

번도 식자재 선정에서 타협한 적이 없다. 그것은 재료가 맛을

등한 해는 없었다고 했을 정도에요. 아무도 안 쓰는데 난 악착

좌우한다는 신념 때문이다.

같이 썼죠.”

“우리농산물로 만들면 맛있으니까. 난 우리농업 보호차원이
아니에요. 다 써보니까 수입 농산물은 향도 하나도 없고 맛도

오죽하면 신흥대학교 재직 시절 동료 교수가 이규봉 교수한
테 떡을 집중적으로 해볼 것을 권유했을 정도다.

없고. 돈은 싼데 떡을 만들면 떡의 품위가 전혀 없어요. 레시

도무지 몸을 안 사리고 일을 하는 것은 기본인데다, 돈에 연

피를 아무리 똑같이 해서 만들어 봐도 그래요. 재료 하나만 바

연해 하지 않을 만큼 재력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익과 재

뀌어도 맛이 바뀐다니까요.”

료비에 연연하게 되면 최고의 재료를 아낌없이 쓸 수 없기 때

최고의 우리 농산물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우리농산물에 대

문이다.

한 사랑도 있지만 일단 떡맛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재료

그렇지만 돈을 아쉬워하지 않던 그녀조차도 떡에 모든 재산

만 수입 농산물로 바꿔도 완전히 맛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농

을 쏟아 붓자 주변에서는 알거지가 돼 자살할까 두렵다고 했

산물에 대한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

을 정도였다.

그녀는 농약 안주고 제대로 농사지은 재료를 사기위해 전국
을 다 뒤져서 전국에서 좋은 것만 차출해서 썼다.

“가지고 있던 재산, 패물까지 몽땅 다 쏟아 부어서 떡 재료
사고 연구하는 데 썼죠.”

“온 전국을 다 뒤졌잖아요. 이 잡듯이. 전국 각지에서 나오
는 농산물마다 직접 가서 농민들 상대해서 다 얘기 듣고 갖다
써서 맛이 날 때만 그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

온전히 한살림 재료만 고수

과 비용이 어마무시 했죠. 또 농산물 가격이 얼마나 폭등한다
고요. 열 배씩 폭등한다니까요. 거피팥은 너무 싸니까 국산은

2016년 한 살림을 알고난 후부터는 한살림 재료만으로 떡

아예 없어요. 그래서 계약재배를 하는 거에요. 내가 모든 농산

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가 전국을 뒤져가면서 찾던 유기농

물을 공익형직불제 하자고 국회에다 말하는 이유예요. 쌀만

재료가 그곳에 모두 있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재료값이 비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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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부터 현재까지 오로지 한살림 재료만을 고수하고 있다.

몇 천 번씩 시도해 태어난 떡

“용인 수지구청에서 열린 먹거리 장터에서 우연히 한살림
관계자가 우리 떡을 딱 먹고 나더니 ‘한살림보다 더 한살림처

그녀의 떡은 최소한 몇 천 번씩은 시도해서 태어났다.

럼 만드십니다. 30년 동안 찾았습니다.’라고 하는거에요. 정말

대학에서 한식과 떡 강의 한 것만 해도 18년에, 2008년부터

좋은 떡이 필요해서 찾고 있었다며 한살림과 함께 하자고 제

원삼면에서 웬떡마을을 운영한 것 만해도 12년 세월이다. 떡

안하잖아요. 그때 내가 한살림을 몰랐는데 보니까 내가 찾는

인생을 살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밤을 새워가면서 최소 몇 천

모든 재료가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살림

번씩의 실험을 했다.

것만 써요. 그때 분당 한살림 서현 매장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약식 소스같은 경우는 몇 천 번했죠. 하루 한 번만해도 일

떡을 했어요. 사람들이 아침부터 와서 줄을 서서 떡을 사먹었

년이면 365번이잖아요. 10년 하면3,650이에요. 장인 하려면

어요.”

10,000번은 해야 하는데 30년을 해야 한다는 게 그래서 나온

당시 이 대표는 영양 간편식인 연잎밥을 시도했는데 반응이

거에요. 약식소스를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이제 약식 소스

뜨거웠다. 한살림 전국 200개 매장 소비자들이 난리가 났다.

는 아웃시킨 거에요. 그 소스이기 때문에 그 맛이 나는 거에

하루 2, 3천개씩 주문이 밀려들자 결국 서현 매장에서 떡을 철

요. 내가 클로스한 게 있어요. 더 이상 내 대에서는 손을 못 본

수하고 웬떡 공장에서 연잎밥을 만들었다.

다. 내 수준에는 이정도 더 이상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일하는 사람들을 40여명 고용해서 연잎밥 납품에 정신없이
바빴지만 워낙 한살림 재료단가가 비싼데다 인건비 빼고 나니
남는 것이 없었다.
남들은 고생만 하고 돈도 벌지 못하는 이 대표에게 현실성
을 가지라고 궁색한 충고를 하곤 했지만 이 대표의 신념은 꿈
쩍도 하지 않았다.

약식, 쇠머리찰떡, 가정 간편식에서는 연잎밥, 오곡찰밥 그런
것이에요.”
온 심혈을 기울였다. 남들이 보기에는 완벽해 보여도 스스
로 완전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끊임없이 연구 개발 중이다.
고조리서에 나오는 떡은 거의 재현을 했고, 그 중에서 가장

그 당시 웬떡과 연잎밥을 맛보고는 메이저 대기업이며 용인

우수하다 싶은 떡을 지역별 시절별로 집중 연구 개발해서 시

시내 50개 골프장이 앞 다퉈 납품 계약을 원했다. 그러나 단가

중에 선보이고 있다. 그녀는 고조리서의 레시피를 만드는 노

가 맞지 않았다. 다만 입소문 팬덤 마케팅으로 골수 고객들이

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는 사라져가는 떡 문화를 살리려는

생겨났다.

집념 때문이다.

요새도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떡 값이 비싸지만 최고의

“없어진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살리려는 거에요. 떡쟁이로서

건강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골수 고객이 점점 늘어

떡 역사를 모르고 하면 안돼요. 그리고 존속 시켜야 하는 사명

나는 추세며 서울 예술의전당에 입점 후로는 더욱 상승세가

감이 있는 거에요. 미래 세대로 연결시켜줘야 한다는 사명감

가파르다.

이죠. 오늘의 떡이 내일의 전통이 되는 거에요.”
고조리서에서 배우는 것도 많다. 조상들의 지혜를 통해 오
묘한 식자재의 작용을 새삼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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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하나하나 선정부터 조리 과정과 보관까지 작용 반작용
을 고려하다보면 과학 아닌 게 없다는 생각이다. 조상들의 지
혜에도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실로 음식은 최첨단 과학임에 흥
분을 감출 수 없다.
“고문헌에 나오는 떡 전수 조사를 비롯해 문헌대로 떡을 일
일이 다 재현했어요. 옛 조상들은 재료 상황이 요즘처럼 여유
롭지 못하고 계절적 한계 상황에서 떡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
족한 점이나 혹 상충하는 재료가 있다면 한의학자에게 자문을
구해 재료를 조절했어요. 연구를 통해 재료를 첨부하거나 빼
는 등 약식동원을 고려해 전통떡을 계승하고 있죠.”
후손에게 계승시킬 완벽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떡 하나를
만들어도 수 천 번씩 실험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떡 장인.
더 이상 수정이 필요 없는 완벽한 데이터일테지만 그녀는 여
전히 실험과 연구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특히 쑥구리단자는 예로부터 용인에 전해오던 떡이다. 문헌
을 통해 쑥구리단자의 존재를 파악하고는 보다 업그레이드 된
떡을 완성해냈다.

이제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안살아요. 그러니 문화를 바꿔주고
시스템을 바꿔줘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고충을 아니까 어느
정도 바꿔주고 싶은 거죠. 현대에 맞는 트렌드를 연구하는 거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어야 젊은층이 계승합니다

죠. 젊은이들이 정말 이 일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산
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바꿔줘야 하는데 과연 누

요새 웬떡을 용인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창출
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떡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면, 이제부터는
널리 알리고 계승하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가 바꿔줄 거냐는 거에요.”
뉴욕에서도 직접 ‘웬떡’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고, 이태리나
영국 등 해외 식품박람회에 가면 수입하자고 난리지만 준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체인점 문의가 많아 고민 중이에요. 그러나 나는 청년들이

“이태리, 프랑스 박람회에 가면 외국인들이 약식을 먹어보

한 가지 종류의 떡만을 특화하는 체인점을 구상하고 있어요.

고는 난리에요. 달콤한 약식을 좋아해요. 이태리, 프랑스에서

나머지 떡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거에요.”

계약하자는데 수출 준비가 안돼 못해요. 송편도 좋아하고, 우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하는 떡 연구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

리 떡 자체를 좋아해요.”

지 몸소 경험해봤기 때문에 청년들이 떡 산업에 쉽게 진입할

한국인의 입맛은 물론 세계 78억 인구의 입맛을 사로잡고도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자는 생각이다. 그래야 청년들이 여

남을 웬떡의 명품 떡쟁이 이규봉. “스물여섯 떡에 입문했던 애

유롭게 떡을 연구해서 우리 떡이 보다 젊어지고 후대로 이어

송이가 올곧이 떡의 길을 가고 있는거죠. 국내 최고의 재료를

질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선별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신념으로 가치있는 천년 기업이

“나처럼 하지 말라는 거지요. 마음 놓고 여행도 가고 영화도

되기 위해 남은 세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볼 수 있게끔 하자는 거에요. 일만하느라 온종일 현장에서 장

있는 안전한 먹거리, 생명을 살리는 천년떡집을 만들어 전통

인의 세월을 보내면 안된다는 거에요. 미래의 장인은 바뀌어

의 맛을, 고향의 맛을 영원히 미래에 이어주고 싶어 하는 이시

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힘들면 누가 미래의 장인이 되겠어요.

대의 진정한 장인이다.

글 박숙현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대 대학원에서 공공감사정책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사주당의 태교신기, 처인성 등 지역학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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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길인생

우리나라 1세대 행위예술가 김석환,
여전히 ‘청춘’
류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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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위예술 1세대이자 대중화에 앞장서 온 김석환(64).
1980년대부터 21세기에 들어서까지 그의 작품을 다룬 언론 보
도의 타이틀은 한결같았다. ‘기본개념 뒤흔든’, ‘파격으로 말하는’,
‘미술계 게릴라’ 등 독보적인 작업 활동에 주목했다. 코로나19로
세상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2020년 겨울, 평택 마안산 등산로
입구에 자리 잡은 김 씨의 작업실을 찾아갔다. 그는 여전히 ‘청춘’
시절 따라다닌 수식어가 어울리는 작업 중이었다.

캔버스 밖 현장으로 나선 미술가
김석환 행위예술가는 추계예술대 회화과를 전공했다. 하
지만 그의 본격적인 미술계에서의 활동은 캔버스가 아닌 현
장에서 이뤄졌다.
“서양화를 전공했지만 나에게 잘 맞지 않았다. 실험적인 것을
좋아하고 급한 성격 탓일까. 작품에 사심이 들어가고, 미화하는
작업에 공들이고…. 아틀리에에서 내공을 쌓아도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이 있을 것 같았다. 반면 라이브 페인팅을 하면 파지가 없고,
순간순간 느끼는 것을 바로 표출하고 발언하는 것에 전율을 느겼
다. 나의 감성은 메모하고 기억하고 끄집어내기보다는, 힘들어도
그 안에서 바로 웃고 울고 짖어대는 것이 잘 맞는 것이다.”
천상 행위예술가였나보다. 김 작가는 대학 졸업 후 대중과 호
흡하는 작품을 지향했다. 그 고민의 결과로 평면 회화 대신, 현
장을 캔버스 삼아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재료로 활용해 설치하

호평을 이끌어냈다. 이듬해에는 누드로 행위미술을 선보이면서

는 행위를 결과로 내놓는 퍼포머로 첫발을 내딛었다. 아니, 첫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명이 부여한 모든 껍질을 벗어던진 누드

발로 ‘누웠다’는 표현이 적확하겠다. 그의 첫 행위예술 <우상의

상태에서 도축장에 있어야 할 붉고 거대한 고깃덩어리를 씹는

침묵> 1986년 대학로에서 펼쳐졌다. 5시간 동안 땅바닥에 누워

행위예술 <정육점이야기>가 그것이다. 작가는 어느 한 인터뷰

있었다. 일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사회의 모순과 생

에서, 길 위 작은 벌레를 보고 징그럽다고 소리지르다가도 식당

태계 파괴 등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을 지적하면서, 관객의 관

에 가서 소의 간과 돼지 곱창 등 살육의 덩어리를 찾는 인간의

심과 반성을 유도하는 것이 의도였다.

이중성과 현대사회의 잔혹성을 표현했다고 술회한 바 있다. 21

“지나가는 사람 대부분이 처음에는 술에 취했거나 미친놈으
로 보고 지나쳤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하나둘 관심갖고 모여

세기에도 충격적인 그 작품이 90년대 초반에는 얼마나 인상적이
었을까. 김석환 행위예술가를 조명한 기사문이 이를 방증한다.

들었다.”
이후 자연, 인간, 혼 등을 주제로 국내 대표적인 행위예술가로

「미술은 이런 상식을 뛰어넘는 예술가의 무모한듯 보이는

활약했다. 제도와 형식에 맞추기보다 인간 본래의 모습을 온몸

실험에 의해 진보돼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방가르드로 불

으로 표현하는 김 씨의 작품은 묵직한 메시지를 날카롭게 끄집

리는 혁신적인 미술 실험이 지난 70년대 이래 꾸준히 시도돼

어냈고 전투적으로 풀어냈다. 거칠고 불편한 김 씨의 행위예술

왔다. 이런 대열에서 거론되는 작가가 김석환씨(38)다. (중략)

은 화제를 몰고 다니기에 충분했다. 91년 청주 무심천에서 열린

김씨의 작품 주제는 생태와 문명의 관계를 따지는 전투적인

‘국제자연미술제’에서 선보인 <無心天空>은 10m 높이의다리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문명의 발달로 파괴되어가는 생태계의

에서 천을 가르며 뛰어내리는 행위예술이었다. 아찔한 이 퍼포

질서와 이를 방조 내지는 추종하면서 잃어버리고 있는 인간

먼스 끝에 다리 위에 찢어진 천은 설치미술작으로 전시, 평단의

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를 담아내는 그의 미술 형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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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못지 않게 과격하다. 따라서 그를 두고 미술계에서는 '게릴

자신만의 색채가 두드러진 행위예술작품을 선보였다. 평면, 입

라 미술가'라고 빈정대기도 한다.」 - 1995년 1월 24일 한국일보

체, 행위, 영상 등 4개 분야 총 200여 명의 작가를 초대한 <’92

‘새 지평을 연다’ 13. 행위예술가 김석환 중에서

교감예술제>를 수원에서 개최하는 등 지역 활동에 집중했다.
하지만 컴아트 그룹은 96년 해체됐다. 이후 김씨는 ‘독립군’으
로 국내외에서 활약했다.
“80년대부터 자연에 꽂혀서 90년대 초반까지 환경미술운

지역활동과 방황기

동을 벌였다. 컴아트 해체된 후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부
터 진짜 자연인이 되어 자연미술에 심취했다. 아무것도 없이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김석환은 1990년 1월, 자신의 고
향 수원을 거점으로 한 ‘컴아트 그룹’을 결성하고 파격적인 예

산속에 들어가 폐가를 개보수해 작업하는데 꼭 자리 잡으면 주
인이라고 나타나 쫓겨났다.”

술 작업을 이어갔다. 서울의 제도권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와중에도 작품은 파격적이었고 이슈를 몰고 다녔다. 그는 97

아방가르드를 완성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였다. 이경근, 홍오

년 인천 월미도 행위예술제에서 환경오염으로 발생한 생태파괴

봉, 황민수, 허종수, 최병기 작가가 함께했다. 소통을 의미하는

를 비판한 <비린내의 환생>을 선보이고, 98년 3월에는 일본 아

‘communication’과 예술을 뜻하는 ‘art’를 결합한 신조어를 내

리타현에서 400년 전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공을 위로하는

건 팀명만으로도 이들이 지향하는 바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관

진혼제를 개최했다. 98년 10월 수원역 앞 광장에서 관련 단체의

객과 예술로 소통하는 것을 추구한 이들의 첫 전시가 수원 선화

보조금 130만원을 모조리 1,000원 지폐로 바꿔 관객 1,300명에

랑에서 개최한 <다섯 칸전>이다. 창립 멤버가 부스 1개씩에 실

지불하는 <IMF구제금융, 입장료를 드립니다>를 공연했다. 99

험적인 작품을 선보였는데, 이때 김 씨는 온몸에 뒤집어 쓴 석

년 12월31일 밤부터 1월1일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새벽에 수원

고가 굳으면 이를 깨고 나오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작가는 스스

과 서울에서 20세기 전쟁과 대형참사로 사라져간 영혼을 달래

로 알을 깨고 나오는 새 생명을 표현했다. 이 작품에 대해 김 씨

기 위해 연기나는 관(棺)을 메고 걸어 다닌 <20세기의 반성>까

는 ‘굳어가는 석고 속에서 남의 작업만 흉내내는 나를 반성하고

지 파격적인 몸짓 예술이 이어졌다. 작품은 팔딱거리며 생명력

질책했으며, 그걸 깨고 나올 때 본래의 모습으로 재생할 것을

을 자랑했지만, 그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2000년에는 어렵게

다짐’했다고 술회했다. 이후 컴아트 그룹이 해체하는 1996년까

자리 잡은 평택시 진위면의 작업실이 대형 수해로 무너지고 떠

지 ‘자아의 반성’ ‘자연으로의 회귀’ ‘문명의 부정’ 등을 주제로

내려가면서 간신히 생명만 건졌다. 2005년에는 큰 사고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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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여 동안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있기도 했다. 이 모

세계를 누비고 세계인을 홀리다

든 위험은 그의 인생 2막으로 향하는 변곡점이 됐다.
올해로 김 씨가 만든 코스페이스아트는 21년, 여선재는 12년
연식을 쌓았다. 그는 이 긴 시간 동안 평택에서 새로운 형태의

코스페이스아트(Cospace Art)와 여선재(餘禪齋)

문화적 거점으로 다지는 동시에, 굵직한 역사적 순간을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 들여와 기념비적인 행위예술을 선보였다.

제대로 작업할 곳 없이 게릴라 독립군처럼 활동했던 그는 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재작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것이

시 다른 예술가들과 함께할 기반인 ‘코스페이스아트’를 설립했

다. 당시 이를 기념해 수원과 평택 등에서 지원 받아 좀 더 규모

고, 작업실과 관객과 나눌 복합문화공간 ‘여선재’를 구축하며

있는 작품을 완성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끝내 자비를 들이

정착했다. 여선재는 ‘여유로움이 남아 풍요를 얻고 고요함이 넘

고 그동안의 친교를 무기로 뜻있는 사람을 모아 여선재에서 3·1

쳐 평온을 찾는 곳’을 의미하는데, 쫓겨 나고 지친 작가의 여리

운동 100주년 행사를 치렀다. 이 행사에서 쪽빛으로 천연 염색

고도 순수한 감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 대형 천 위에 참가자 모두 붉은 물감을 묻힌 손가락으로 열

“싼 땅을 뒤지다가 우연히 찾은 곳이 지금의 코스페이스아트

사의 이름을 꼭꼭 눌러 썼다. 김 씨는 마치 혈서 같은 이 천을 품

작업실과 여선재가 있는 이곳이다. 여기 와서 겨우 자리 잡고

에 안고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에 올랐다. 천식을 앓고 있는 그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

반드시 이 퍼포먼스를 완성하겠다는 일념으로 진통제 다섯 알

마안산 등산로 입구에 자리 잡아 뒤로는 산이 앞으로는 평택

을 먹고 퉁퉁 부은 몸을 이끌고 걸었다. 거점마다 몸짓으로 이야

호가 위치한 김 작가의 새로운 작업실. 그는 이 공간을 거점으

기했다. 에베레스트 5,600 열사의 넋을 위로하고 신에게 우리나

로 새로운 지역 예술 운동과 개인 작업을 벌였다. 등산객 말고

라의 자주독립을 고하는 내용의 행위예술이었다.

는 찾는 이 하나 없던 작은 마을에 전국 83명의 예술가들이 찾

“예산 지원을 받아서 좀 더 규모 있게, 좀 더 의미 있게 3·1운

아와 산신제, 장승제, 퍼포먼스, 전시, 공연 등을 한 판 크게 벌

동 100주년 기념 작품을 창작하고 싶었지만 잘되지 않았다. 결

였다. ‘코스페이스 아트페스티벌’를 타이틀로 내걸었던 행사는

국 뜻있는 사람들과 여선재에서부터 에베레스트까지 이어지는

훗날 마안산 예술제, 평택호 예술제, 물빛 축제 등 평택시의 대

작업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죽어도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표적인 지역 축제의 전신으로 기록됐다. 김 작가는 지금도 10월

죽을 각오로 등반했고 내 생애 기념비적인 작품을 선보였다.”

의 마지막 밤을 수놓는 야외공연을 매년 정기적으로 여는 등 코

평택에서부터 품고 간 쪽빛 천은 에베레스트에서 불꽃이 됐

스페이스아트와 여선재 대표로 지역에 발 디딘 문화운동을 벌

다. 해외에서 선보인 그의 작품은 하나같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고 있다.

품고 있으며, 세계인의 눈을 사로잡았다. 2015년에는 평화 통일을
39

기원하는 철의 실크로드 문화 교류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땅끝

무엇보다 밀레니엄, 3·1운동 100주년, 광복 75주년 등의 역사적

마을 남해에서 시작해 포르투갈까지 기차를 타고 독일 영국 프

순간은 내 인생에 단 한 번뿐인 특별한 날이다. 작가로서의 사

랑스 스페인 등 13개국 16개 도시를 다니면서 퍼포먼스를 벌이

명감이 발동하고 그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

고 평화로운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전 세계인의 서명을 즉석에

다시 돌아온 여선재, 그리고 코로나19. 사람 모으기를 좋아하

서 받았다. 2017년에는 코스페이스아트 대표로서 팀을 이끌고

고 예술가들과 무거운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기를

사라예보로 향했다. 그는 여기서 살만 남은 우산에 팔방으로 청

즐기는 그에게 곤혹스러운 시간이었을 터. 그러나 그는 여전히

홍색 천을 늘어뜨린 조형물을 들고 걷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로

청춘의 열정 그대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었다.

했는데, 작품 내용을 들은 주최 측이 오프닝 퍼포먼스로 초대했

“큰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개인의 한계를 느꼈고 동시에 팀의

다. 게다가 이 축제에 찾아오는 전 세계 예술가에게 김 씨의 작

필요성을 절감(切感)했다.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다. 그 길에 팀

품을 설명하고 각자 우산을 가지고 와 참여하는 것까지 기획했

을 꾸려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도 한다. 또 코스페이스아트 작업

다. 발칸 반도의 상흔을 위로코자 한 김 씨의 몸짓에 세계 각 국

실과 여선재의 뒷공간을 누구나 마음 편안하게 들러 예술적 감흥

참여 예술가들이 합류했고, 코스페이스아트의 활동을 소개하는

을 느끼는 조각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대형 플랜카드가 사라예보 국립극장에 한 달 동안 걸릴 정도로

1세대 행위예술가로 걸어온 외길인생. 그는 무엇을 향해 다시

대성공을 거뒀다. 그는 왜 역사를 개인의 삶으로 끌고 들어와

시작하는가. 이 질문에 김 씨는 ‘방황’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내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인가.

게 다시 질문했다.

“내 작품에 시대를 반영하겠다는 뜻이 컸기 때문인 것 같다.

“새로운 것을 찾아서 방황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글 류설아
수원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지식재산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았다.
신문과 방송사에서 15년 동안 취재기자로 활동, 한국기자상을 수상하고 인간의 삶에 주목하는 다양한 저술을 펴냈다. 현재 구술사 채록 등 프리랜서 인터뷰어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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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정맥 산행, 무네미고개에서 기흥구 효자고개까지
경기도의 맛
100년노포 ‘안일옥’의 안성맞춤우탕

휴, 여행

유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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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송호수 둘레를 도는 호수열차
2.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철도박물관 정문
3. 철도박물관의 야외전시관에는 과거에 운행했던 희귀한 열차들이 전시되어 있다.

1

이상하고 의아한 도시다. 기차역이 없는 도시가 철도여행을 홍보한다. 대표 자랑거리인 산과 호
수는 서너 개의 도시들이 경계를 맞대고 있어, 정작 그 도시의 관할구역인지조차 헷갈린다. 경기
도 의왕시 얘기다. 그러나 기차역이 없어도 열차는 오가고, 경계가 불분명한 호숫가에도 철새는
날아든다. 추위가 더디게 가고 가만가만 불어온 훈풍, 이 짧은 계절이 금세 사라질까 두려워 급히
내딛은 발걸음은 불현듯 의왕에 가닿았다.

기차를 타지 않는 반나절 철도여행
여행은 의왕역에서 시작한다. 테마는 ‘철도여행’이다. 그러나 이용할 수 있는 기차는 없다. 의왕
역에 정차하는 일반 기차가 없기 때문이다. 의왕역에선 오로지 수도권 전철 1호선 열차에만 승하
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여행이라 이름 붙인 까닭은 의왕이 2013년 전국 유일의 철
도특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기차역이 없음은 물론이고 여객을 취급하는 역도 의왕역 단 한 곳
에 불과한 도시가 철도특구라니 조금은 어리둥절하다. 철도박물관 주변에는 한국교통대학교, 한
국철도기술연구원, 의왕내륙화물기지 등 철도 관련 시설이 여럿 있긴 한데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
설은 아니라서 의아함이 시원하게 풀리진 않는다.
그래도 하나 있는 의왕역이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며 나름 ‘철도특구’로서의 위신을 세워
준다. 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부곡역이라는 이름으로 역사가 시작된 의왕역은 1964년 간이
역에서 보통역으로 승격한 이후 1999년까지 일반열차가 정차했다. 의왕역으로 이름이 변경된 때
는 2004년이다.
비록 기차는 타지 않지만 철도라는 테마로 반나절을 즐길 수 있는 ‘의왕 철도여행’의 첫 번째 코
스는 철도박물관이다. 박물관은 의왕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자리한다. 우리나라 유
일의 철도박물관으로 코레일에서 직접 운영하며 ‘대한민국 철도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해도 과
언이 아니다. 해서 철도 마니아들의 집합소라 불린다. 이웃인 일본과 비교해 철도박물관의 전시
규모가 작다보니 철도 동호인들의 사랑과 불평을 동시에 받는 장소기도 하다. 실제로 철도 동호
인들이 전문가 이상으로 철도에 해박하고 응집력도 강해서 박물관 내 퇴역 차량의 전시와 보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례가 많다. 박물관의 진짜 주인이 관람객임을 보여주는 적절한 예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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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송호수와 함께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는 레솔레파크
2. 걷기 좋게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는
백운호수
3. 철도박물관의 대표 전시물 중 하나인
파시형 증기기관차 모형
4. 놀이 시설이 많고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는 레솔레파크

3

레일바이크 타고 왕송호수 한바퀴

4

가만히 앉아가는 편이 좋다면 증기기관차처럼 생긴 호수열차를
타보자. 레일바이크 근처에는 스카이레일도 있다. ‘레일’에 테마

박물관하면 보통 실내 전시실을 먼저 떠올리지만 철도박물

를 맞추느라 이름이 생소한데 실은 여러 관광명소에서 볼 수 있

관은 예외다. 퇴역한 실물 열차가 박물관의 가장 큰 볼거리이자

는 짚라인이다. 그 밖에 공원 내에는 캠핑장, 자연학습장, 생태

자산이기 때문에 야외전시관이 핵심이다. 야외에는 파시, 미카,

습지, 연꽃습지 등이 있어 봄부터 가을까지 꽃구경도 하고 산책

혀기 등으로 구분하는 증기기관차와 수인선 협궤 디젤동차, 대

도 하러 들르기에 괜찮다.

통령 전용 특별동차를 비롯해 옛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통일호,

마지막 코스는 출출한 배를 채우기 좋은 부곡도깨비시장이

비둘기호 등 실제로 운행했던 열차들이 즐비하다. 기차의 본분을

다. 의왕의 유일한 전통시장으로 의왕역 2번 출구로 나오면 보

마친 낡은 열차들이지만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전시물이다.

이는 골목 안쪽에 위치한다. 레솔레파크에서는 도보로 15분 거

1,2층으로 이루어진 실내 상설 전시실에서는 한국에서 운행

리다. 시장 입구에 ‘깨비레일장터’라고 이름을 붙인 구조물이

했던 초기 증기 기관차부터 최근의 KTX까지 실제와 같은 원리

보인다. 일제강점기 때도 이 부근에 시장이 조그맣게 형성되어

로 주행 작동하는 철도 파노라마 모형을 볼 수 있다. 조선총독

있었는데 흐지부지 사라졌다가 1980년대에 다시 시장의 형태

부 철도국이 관리했던 파시형 증기기관차 모형도 놓칠 수 없는

를 갖춰 오늘날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도깨비’라는 이

볼거리다. 박물관의 대표 전시물로 모형 자체가 1930년에 제작

름이 붙여졌다는데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다. 종합시

되어 보존 가치가 높다. 박물관 바로 앞으로 철도가 지나가기

장이지만 규모가 그리 크진 않다. 전통시장하면 흔히 떠오르는

때문에 정문 근처에선 의왕역을 통과하는 실제 경부선 열차들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늘어서 있다. 찐만두, 떡볶이, 치킨, 떡 등

을 볼 수 있다. 철도박물관에서 바라보는 오늘날의 운행 열차들

이 모락모락 김을 피우며 식욕을 자극한다.

이 어쩐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
철도박물관을 모두 구경했다면 레솔레파크로 향할 차례다.
철도박물관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대부분의 의왕 시민들

바람 쐬러 가기 좋은 백운호수

이 왕송호수라고 부르는 곳이다. 이름도 구수한 왕송호수가 레
솔레파크로 불리기 시작한 시기는 2018년부터다. 이때 종전의

사실 의왕 여행하면 오래전부터 알려진 장소가 왕송호수와

왕송호수공원을 ‘레일’을 테마로 야심차게 재단장했다. 레솔레

백운호수다. 전술했듯 왕송호수는 레솔레파크의 오픈으로 새

는 호수를 뜻하는 ‘레이크’, 소나무와 태양(Sol)을 의미하는 ‘솔’,

로운 전성기를 맞았는데 그 이전부터 주민들의 휴식처로, 또 철

철도를 뜻하는 ‘레일’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의왕에

새들의 서식지로 꾸준히 사랑받아왔다. 호수는 1948년 농업용

선 매년 5월 ‘철도축제’가 열리는데 그 주무대가 바로 레솔레파

수로 쓰기 위해 조성되었다. 이후 농경지가 줄면서 일반 낚시터

크다. 공원의 자랑거리는 2016년 4월 개장한 레일바이크다. 우

로 쓰다가 정수 작업을 거쳐 철새도래지와 시민공원으로 거듭

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호수를 따라 순환하는 레일바이크로 개

났다. 처음 레일파크를 계획할 당시에는 호수를 가로질러 레일

장 후 의왕의 명물이 됐다. 총 길이 4.3km의 철로를 따라 페달

바이크 선로를 만든다는 구상이 검토되었지만 철새 보호를 위

을 굴리며 호숫가를 달리는 경험은 나름 재밌고 신선하다. 주말

해 철회했다. 현재는 백로, 청둥오리, 기러기, 왜가리 등을 비롯

에는 표가 없어 타지 못할 정도로 인기다. 선로 주변에 터널, 정

해 저어새, 쇠물닭, 원앙, 가마우지 등 보호종에 속하는 철새들

원, 포토존, 조류생태원 등을 꾸며놓아 달리는 동안 눈이 지루하

도 왕송호수에서 관찰되곤 한다.

지 않다. 레일바이크와 같은 선로를 공유하는 호수열차도 있다.

사족을 덧붙이면 사실 왕송호수는 둑을 기준으로 하류 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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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시, 왼쪽은 군포시, 오른쪽은 의왕시로 그 행정 구역이 나

청계산은 의왕의 북쪽 가장자리에 자리한다. 그 아랫녘으로

눠져 있었다. 그러나 철도특구 선정 이후 왕송호수와 그 일대의

도 의왕을 대표하는 산으로 모락산, 바라산, 백운산, 오봉산, 덕

관할권을 의왕시가 모두 가져왔다.

성산 등이 있다. 시원한 계곡이 있는 백운산, 자연휴양림이 있는

백운호수 역시 1953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준공한 인공저

바라산, 둘레길이 걷기 좋은 모락산 등 저마다 특징 있는 산들

수지다. 호수 면적은 왕송호수보다 작지만 청계산과 인접해 좀

이지만 인지도에선 청계산이 월등히 앞선다. 인간이 임의로 구

더 아늑하면서도 자연친화적인 분위기다. 이곳 역시 오래전부

분한 행정구역을 두고 내 것, 네 것 나누기는 민망하지만 청계

터 데이트코스, 드라이브코스로 사랑받아온 의왕의 명소다. 호

산의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한 청계사는 의왕에 속해있다.

수의 총 둘레는 3km로 주변에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지만 그

산사로 향하는 숲길이 참 맑다. 자동차로 도량 바로 앞까지

늘이 없어 여름철에는 더운 편이다. 맑은 호수에 비친 푸른 청

갈 수 있지만 두 다리가 튼튼하다면 청계산 주차장부터 절까지

계산의 반영이 퍽 아름답다. 호수 주변에는 ‘레이크뷰’를 자랑

걷기를 추천한다. 의왕 도심과 청계사를 잇는 10번, 10-1번 버

하는 식당과 카페가 많다. ‘바람이나 쐬러 잠깐 나갔다올까’ 할

스의 종점 역시 청계산 주차장으로, 사찰에서 1.3km 정도 떨어

때 떠올릴만한 장소로 보면 적확할 듯하다. ‘잠깐’이 아니라 반

져 있다. 청계사까지는 빠른 걸음으로 15분이면 닿는다. 짧은 거

나절 정도 여유롭게 바람을 쐬고 싶은 이들이라면 백운호수와

리지만 되도록 천천히 걸어보길 추천한다. 절까지 향하는 산책

함께 청계산을 둘러보면 좋다.

로를 포함한 이 일대 숲이 ‘청계산맑은숲공원’이다. 곳곳에 쉬
기 좋은 정자와 벤치가 있고 청결하게 관리되는 공공 화장실이
있다. 계곡을 따라 이어진 나무 데크길은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물소리, 새소리 아름다운 청계산 맑은 숲길

잘생긴 메타세쿼이아 나무들 사이를 지난다. 물소리, 새소리, 바
람소리, 그리고 내 자신의 숨소리까지 생생한 사운드가 귓속을

청계산은 서울, 과천, 성남 그리고 의왕에 걸쳐 있다. 무려 4

파고든다. 답답했던 심신이 일시에 열리는 느낌이다. 부처의 세

개 도시가 나눠가진 산인데 산이 특별히 크고 넓어서라기보다

계로 가는 길목, 속세에서 찌들었던 마음이 정화된다. 자동차를

산 주변에 도시들이 집약적으로 모여 있다고 봐야겠다. 왕송호

타고 쉽게 도량에 닿을 수도 있지만 차안(此岸)에서 피안(彼岸)으

수 역시 지금은 의왕시 관할이지만 원래 세 개 도시가 파이를

로 불쑥 들어서기보단 시나브로 정토(淨土)에 젖어드는 편이 좋

나눴듯이 말이다.

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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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계산 자락에 아늑하게 자리한 청계사
2. 청계사로 향하는 나무 데크길
3. 산중에 있어 새소리, 풍경소리가 유난히 맑게 들리는
청계사
4. 청계산맑은숲공원의 메타세쿼이아 나무길
5. 조약돌을 붙여 만든 청계사 거대 열반상
6. 불자들의 기도가 쉼 없이 이어지는 청계사 대웅전

새천년 우담바라 피었던 아늑한 도량

조선의 대표적인 주종장(鑄鐘匠)이었던 사인 스님이 만든 동종
이 있다.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의 용으로 표현한 용뉴가 특징

청계사는 일주문이 따로 없고 입구 표지석에는 ‘우담바라 핀

으로 조선 후기의 범종에서는 보기 드문 형태다. 청계사 동종은

청계사’라고 쓰여 있다. 2000년 10월, 새천년 시작의 열기가 가

사인 스님이 남긴 8개의 동종 중 하나이며 국가보물 제11호로

시지 않았을 때 청계사 극락보전 관음보살상 왼쪽 눈썹에 3천

지정되어 있다.

년에 한번 핀다는 ‘우담바라’가 피었다. 우담바라는 불경에서

사찰의 본당인 극락보전의 앞마당에 서면 청계사가 얼마나

여래(如來)나 전륜성왕(轉輪聖王)이 올 때 핀다고 전하는 상서로

깊은 산중에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산기슭을 조금 올라왔을

운 꽃이다.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데, 대체 그것

뿐인데 아늑함이 느껴질 정도로 첩첩한 능선이 도량을 감싸고

이 우담바라냐 다른 무엇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무엇이 됐든

있다. 옛날에는 도읍 한양과 가까우면서도 숨기에 좋아 은신처

불상의 얼굴에서 생명체가 자랐다는 사실은 신묘할 따름이다.

노릇을 톡톡히 했을 것이다. 마당에 서서 휘 돌아볼 때 눈에 들

청계사는 통일신라시대 때 창건한 천년고찰로 역사적으로 중
요한 역할을 해온 사찰이다. 절의 창건년도는 정확하게 전해진

어오는 전각들이 청계사 가람을 이루는 전부다. 그만큼 사찰의
규모는 아담한 편이나 그 품은 넓다.

바가 없으나 고려 충렬왕 때 평양부원군 조인규가 중창하면서

점심시간이면 고요했던 산사 공양간이 분주하다. 공양간 문

국가의 주요 사찰로 입지를 굳혔다. 중창 당시 조인규의 일대기

밖으로 공양을 기다리는 줄이 길게 이어진다. 스님과 불자들도

와 충렬왕, 원나라 황실과의 관계는 사찰 입구 오른 편에 있는

있지만 산을 오르내리다 잠시 들른 등산객도 적지 않다. 누구

청계사사적기비와 조정숙공사당기비에 자세히 적혀 있다. 이

에게나 쉼터, 안식처, 기도처, 샘터가 되어 주는 이 공간이 감사

후 고려가 멸망했을 당시 조선 개국에 반대하던 조정의 무리들

하다. 필자가 들른 날의 절밥 식단은 따뜻한 냉이된장국에 봄동

이 이곳 청계사에 은신했고 억불정책이 심화된 조선 중기에는

무침이었다. 잠시 들른 의왕에서 그렇게 봄을 만났다.

봉은사를 대신해 선종 본산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청계사에는

글·사진 유승혜
광운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여행작가로 활동하며 국내외 곳곳을 걷고 문장으로 적는 일을 한다. 지은 책으로 『쉼표,앙코르와트』, 『쉼표,경주』, 『쉼표,제주』,
『같이 오길 잘했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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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

한남정맥 산행,
무네미고개에서 기흥구 효자고개까지
고영창

한남정맥 네 번째 여정은 무네미고개에서 효자고개까지(사진: 구글 지도 재구성)

정맥, 도심 속으로 빠져들다

절개지로 올라가다보면 도로 공사로 인해 옛 정맥 길에 설치되
어 있던 시설물들이 아무렇게나 내팽겨져 있다. 무심한 사람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다. 일출시간에 맞춰 오늘 답사여

다시 찾은 정맥 길에서 한숨 돌리며 끊어진 길을 뒤돌아본다.

행의 들머리인 무네미 고개에 도착한다. 차문을 열고 나서자 차

45번 도로는 광주와 이천 그리고 안성과 평택을 오가는 차량들

갑고 건조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며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한다.

로 아침부터 무척 붐빈다. 터널을 뚫었으면 좋았을 것을. 진한

무네미 고개에서 함박산으로 이어지는 정맥 길은 최근에 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산속으로 빨려든다. 빛바랜 표지기가 아침

통된 내촌교차로 공사로 생긴 도로에 의해 철저하고 광범위하

인사를 건넨다. 조금을 걷다보니 전주 류씨 묘지가 나타나고 그

게 끊어져 있다. 이런 상황에 생명을 담보로 도로를 무단 횡단

옆으로 신축 전원주택 단지가 나온다. 지금도 한창 공사 중이

할 수는 없는 노릇. 우회로를 찾아 한참을 돌아서 간신히 끊어

다. 여기저기서 개가 짖고 있다. 아침부터 웬 놈인가 하나보다.

진 정맥에 다시 접속을 한다. 밤새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그러거나 말거나 가던 길을 재촉한다.

인지 주위가 온통 서릿발로 하얗게 뒤덮여 있다. 끊어진 가파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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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내촌교차로 모습

훼손된 정맥 시설물

우회로, 노란색이 정상적인 정맥 길, 빨간 색은 우회로

여기서부터 오늘 산행 마지막까지 송전탑이 나와 함께 한다. 오늘
길에는 유독 묘지가 많이 눈에 띈다. 거의 정맥을 끊어서 묘를 조성한
경우이다. 때문에 가다가 몇 번이고 길을 잘못 들어 되돌아 나와 길 찾
기가 바쁘다. 겨우 겨우 길을 찾아 걷다보니 어느새 함박산이다. 생각
보다 빠르게 도착을 한다.
함박산은 용인시 처인구 남동과 이동읍 천리에 걸쳐 있는 산으로
해발 약 350m가 되는 산이다. 전해져 오는 얘기에 의하면 천지가 개
벽을 할 때 온 세상이 물에 잠겼는데, 이 산 봉우리만 함지박만큼 물
위에 솟아 있었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하였다고 한다. 함복산으로 불
리어지기도 하였다고 한다. 여기서부터 정맥은 하고개를 거쳐 부아산
으로 이어진다. 가는 길 오른쪽으로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건물이
한동안 보인다. 계속해서 송전탑이 세워진 방향으로 걸어가 본다. 가
끔 길이 애매한 경우에는 송전탑이 세워져 있는 방향을 기준 삼아 길
을 찾아가곤 한다. 송전탑이 길을 안내하는 모양새다. 역설적이다. 산
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경우인 송전탑이 오늘 산행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니….
얼마를 갔을까? 눈앞에 대규모 추모공원이 나타난다. 서울공원묘지
이다. 또 묘지를 만난다. ‘죽어서는 용인’이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
로 정맥 좌우로 많은 묘지를 만난다. 여기서부터 길은 고도를 낮춘다.
아마도 하고개(혹은 학고개)로 내려가는 것 같다.
다행스럽게도 하고개 밑으로 터널이 뚫려 있어 정맥은 끊어지지 않
고 부아산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하고개 터널을 관통하며 321
번 지방도가 남북으로 이어 달리고 있다. 지방도 321호선은 경기도 안
성시 공도읍과 광주시 오포읍을 잇는 경기도 지방도이다.
고개에서 다시 길은 가파르게 몸을 일으킨다. 부아산 정상까지 계
속 오름길이다. 덩달아 허기가 밀려온다. 오늘도 지난번처럼 아침 식
사를 거르고 산행을 한 것이다. 시간은 오전 11시가 가까워진다. 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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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도착을 하면 식사를 할 작정으로 부지런히 발걸음을 재촉
한다. 정상이 가까울수록 길은 매섭게 가파르다. 부아산은 오늘
산행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산이다. 대형 태극기가 바람에 날리
고 정자와 쉼터가 마련되어 있는 부아산 정상에 도착을 한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고 사방이 거침이 없다. 특히 용인시
청 부근의 모습과 저 멀리 수원까지 조망이 된다. 차가운 세찬
바람이 분다. 하지만 속은 시원하다. 생각한 것보다 산행 속도가
빠르다. 이제부터는 천천히 가면서 이곳저곳을 구경도 하고 살
피면서 가도 될 것 같다. 출발하고 처음 쉰다. 다리가 뻐근하다.
거칠어진 숨도 고르고 허기진 배도 채울 겸 정상에 마련되어 있
는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펼친다. 오늘도 어김없이 바람과 그
림자가 나와 함께 한다. 따뜻한 전복죽이 미소를 짓는다. 나도
덩달아 흐뭇한 미소로 답을 한다.

18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동지도』와 『1872년지방지도』에는 굴암산에서 부아산 그리고 보개산(현 석성산)으로 정맥이 이어져 있으며,
특히 보개산에는 봉수대가 표시가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부아산 북쪽으로 읍치가 표시되어 있으며 현재 구성 일대이다.

부아산 정상. 특이하게 대형 태극기가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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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아산 정상에서 바라다 본 용인시청 부근의 김양장동 모습.

부아산(402.7m)은 『동국여지지』에 “현의 남쪽 22리에 있으며

며느리는 “어린아이는 다시 낳을 수 있지만 부모는 어찌 다

봉우리 위에 또 다른 작은 봉우리가 마치 어린 아이를 업은 것

시 모실 수 있겠습니까?”하며 슬프게 우는 시아버지를 달랬

같아 부아산(負兒山)이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여지도서』

다. 자식을 잃은 한없는 슬픔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시아

에서는 “현 동남쪽 20리에 있는 굴암산에서 맥이 왔다”하여 굴

버지가 마음 아파할까 겉으로 태연한 척을 한 것이다. 그 후

암산에서 시작된 산맥이 부아산을 일으킨 뒤 보개산(현재의 석성

이 사연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며느리가 아이를 업고 헤맨

산)으로 이어져 간다.

산’이라는 뜻으로 ‘부아산(負兒山)’이라고 불렀다. (『용인 중
부지역 구비전승』, 1995)

정상에서 바라다 본 김양장동 부근 지역은 수많은 아파트와
고층건물들이 빼곡히 세워져 있다. 김양장동이란 지명의 유래

30여분 식사와 함께 휴식을 취한 후 다시 길을 나선다. 이제

는 『용인현읍지』에 “김양장은 현 동쪽 30리 수여면에 있다”고

부터 고도는 점점 낮아져 오늘 산행의 종착지인 효자고개까지

한 것이나, 『1872년지방지도』에 ‘김양사창(金良社倉)’이 표시되

이어진다. 하지만 오르막 내리막이 계속 반복되어 사람의 진을

1

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조선시대 ‘김령역’ 에서 온 것으로 추정

빼놓는다. 여기부터 총 10개가 넘는 송전탑이 도착지까지 함께

이 된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 용인현 편에 따르면 김령역

한다. 가는 도중 지곡동2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의해 다시 한 번

(驛)은 현 동쪽 30여 리 지점에 있으며, 이곳에서 3리 거리에 김

정맥은 끊어진다.

령원(院)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어 예부터 역과 원이 개설될 정
도로 교통의 요지였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부아산 지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홀로 된 시아버지를 모시고 외아들을 키우며 사는 가난한
부부가 있었다. 아들 부부는 홀로 된 아버지를 극진히 봉양
하고 할아버지 역시 손자를 무척 예뻐하였다. 어느 해 아들
이 부역으로 오랜 기간 집을 비우게 되었다. 남편이 없는 동
안에도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하였고, 시아버지
역시 아들을 대신하여 나무를 해서 시장에 내다 팔아 생계를
이어갔다. 시아버지가 시장에서 돌아오실 때면 며느리는 하
루도 빠지지 않고 시아버지를 마중하러 아이를 업고 고갯마
루로 마중을 나갔다. 어느 날 시장에서 돌아오실 시간이 한
참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는 돌아오지 않고 있었
다. 시아버지를 찾아 산길을 헤매던 며느리는 어디선가 사람
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길에서 들
짐승에게 화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황급히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과연 그곳에서는 호랑이와 죽음을 무릅쓰
고 싸우고 있는 시아버지를 발견하고 “호랑이 네가 정말로
배가 고파 시아버지를 잡아먹으려거든 차라리 내 등에 업혀
있는 아이를 줄 테니 차라리 우리 시아버지를 놓아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아이를 호랑이 앞에 내주자 호랑이는 아이
를 물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겨우 정신을 차린 시아버지는
자기 대신 손자를 잃은 슬픔에 오열을 멈추지 못하였으나,

정맥에서 바라본 지곡동으로 가는 도로. 다시 한 번 정맥은 도로에 의해 끊어지는
아픔을 겪는다.

1 『세종실록지리지』에 “역이 두 개 있는데, 구흥과 김령이 그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2	본래 지곡면 지역으로 1914년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상동, 중간말, 하동, 기와집말 등을 합쳐 지곡리라 하였다. 옛날부터 이곳에 지초(芝草)가 많이 자생을 하였고, 큰 길에
서 멀리 떨어져 골이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지곡(芝谷)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부아산 뒤쪽 골짜기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예부터 지곡동은 한성이씨 집성촌으로 오래전부터 부아산
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 산신제를 지내며 이어 마을 입구에 있는 장승에 장승제를 지내왔다고 한다. (www.youngin.grandculture.net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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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로 가파르게 내려섰다 절개지에 세워진 오래된 철제 계
단을 타고 잠시 숨 가쁘게 오르면 송전탑이 서있는 곳에 도착하
는데, 여기부터 송전탑이 계속해서 나타나며 이것을 이정표로
삼아 효자고개를 향하여 나아간다. 그렇게 얼마를 가다 보면 능
선 좌측 멀리 용인정신병원 건물이 보이고 우측으로 315번 지
방도로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다행히 터널 공사로 인해 정
맥은 끊어지지 않고 수월하게 이어져 간다. 이제 목적지가 가까
워져 간다. 하지만 효자고개로 내려서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
렵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도로를 건설하면서 능선을 가파르게
절개를 하여 내려서는 길이 거의 낭떠러지 수준이다. 게다가 마
땅히 내려서는 길조차 없다. 한참을 고심한 끝에 콘크리트로 만

315번 지방도. 다행히 터널로 인해 정맥은 단절됨 없이 길을 이어간다.

들어진 배수로가 눈에 들어온다. 비록 위험하고 미끄럽지만 다
른 방법이 없다. 조심조심 잔뜩 긴장을 하면서 엉금엉금 기어서
효자고개로 내려선다. 내려서고 보니 내 모습은 마치 유격훈련
을 막 마친 훈련병처럼 온몸에 먼지와 흙 그리고 가시덩굴이 잔
뜩 뒤엉켜 있다. 휴~ 오늘 산행은 이것으로 끝이다. 더 이상의
진행은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 다음을 기약하며 집으로 돌아선
다. 끊어진 길 건너 주유소 뒤로 정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
이 흐르고 있다.
효자고개는 용인시 처인구와 기흥구 그리고 수원을 연결하는
하는 고개로 현재는 왕복 6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또 한 번
정맥은 도로에 의해 호된 단절을 겪는다. 이전까지 호젓한 산길
로 이어져 온 정맥은 수많은 묘지들과 도로 그리고 골프장 등에

효자고개에 새겨진 역삼동 표석.

의해 단절되고 훼손되었는데, 이제부터는 도시 한가운데로 지
나가면서 본격적으로 도심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효자고개를 지나는 6차선 도로. 정맥은 길 건너 주유소 건물 뒤로 다시 이어진다.

글 고영창
영남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 4년 전부터 파주 전통마을 기록화 사업에 공동 참여 중이다.
『산경표』의 한남정맥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산들을 직접 탐사하고, 그 곳의 인문지리를 공부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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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맛

신완섭

일찍이 사랑을 받아온 우리나라 노포(老鋪) 중 소고기국(牛湯) 3대 명가로는
서울 견지동의 ‘이문설농탕(1904년 개업)’, 전남 나주곰탕의 ‘하얀집(1910년
개업)’, 경기 안성우탕의 ‘안일옥(1920년 개업)’이 손꼽힌다. 올해로 정확히
100년이 되는 안일옥(安一屋)은 경기도가 최고(最古)맛집으로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성시가 ‘안성 8미(八味) 최고(最高)맛집’으로 자랑하는 곳이다.
맛과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이곳을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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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통일신라 문무왕이 세운 ‘석남사’, 문화휴양공간 ‘안성맞춤
랜드’, 경기남부권 최고의 낚시터 ‘금광호수’, 수도권 당일여행
지 ‘서운산’, 촬영명소 ‘고삼호수’, 국내최초 체험형 놀이시설
‘안성팜랜드’를 안성 8경(八景)으로 지정하였고, 2018년에는 안
성 8미도 신규 지정하였다.
안성 8미는 한우, 장터국밥, 청국장, 민물어죽, 건강묵밥, 쌀
밥정식, 우탕, 매운탕인데, 음식별 대표맛집으로 1미 안성한우
는 안성맞춤한우촌 등 4개소, 2미 안성국밥은 안성장터국밥 등
2개소, 3미 청국장은 솔리(서일농원) 등 3개소, 4미 민물어죽은
그루터기 등 4개소, 5미 건강묵밥은 도토리 등 3개소, 6미 안성
쌀밥정식은 약산골 등 3개소, 7미 안성우탕(牛湯)은 안일옥 1개

안성시 약사(略史)

소, 8미 매운탕은 독쟁이추어탕 등 5개소로 총 25개소이다.
이 중 특기한 것은 소고기 관련 종목이 안성 8미 중 3미를

4세기 이전에는 백제, 5세기 때는 고구려, 6세기 이후 신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육질이 부드럽고 감칠맛이 나는 ‘안

로 편입되었던 이곳은 통일신라 9주 중 한주에 속했다. 고려

성맞춤 한우’ 브랜드는 지난 11년 연속 퍼스트브랜드대상을 수

때 수주(현재의 수원)에 속했다가 1362년(공민왕 11년) 때 안성현

상했을 정도로 뛰어난 품질을 자랑한다. 한우 이외에 국밥을

에서 안성군으로 승격했고, 조선 초기 태종, 세종 때를 거치면

일반 장터국밥과 분리하여 우탕으로 나눈 것으로 보아 여러 부

서 충청도에 속했던 양성군과 죽산군이 경기도로 바뀌었으며,

위의 소고기를 주 재료로 끓여낸 푸짐한 고깃살과 진한 국물맛

1914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안성, 죽산, 양성 세 곳이 통합되

의 우탕 또한 일찍부터 차별화된 안성의 대표음식으로 자리 잡

어 안성군이 되었다. 1937년 7월, 당시 경기도 내에서 수원, 개

았음을 말해준다. 더욱이 다른 종목들과는 달리 선정된 우탕

성과 함께 안성 세 곳만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하니 대단한 교

맛집은 단 1개소라서 그 맛의 존재감이 더욱 도드라진다.

통의 요충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행정조정을 거듭하다
가 1998년 4월 도농복합 시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유서 깊은 사찰로는 통일신라 문무왕이 세운 금광면 상중리

편한 우탕 전문점, 안일옥

의 석남사와 죽산면 칠장리에 자리한 단아한 모습의 칠장사가
있다. 이 중 칠장사는 고려 건국 직전의 후고구려 궁예, 조선 중

‘편하게 음식을 대접한다’는 뜻으로 이름 지어진 ‘안일옥(安

기 때의 의적 임꺽정, 조선 후기 때의 암행어사 박문수의 일화

一屋)’의 개업 연도는 1920년으로서 올해로 딱 100년이 된다.1

가 남아 있는 곳이다. 또한 양성면에 있는 미리내성지는 1800

이미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백년가게에 포함한 바 있지만

년대 충청도의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 살던 곳으로

유난히 그 진가를 드러냄직하다. 조선 시대 당시 우리나라 3대

1846년 병오박해 때 순교한 김대건 신부와 1866년 병인박해

시장(대구장, 전주장, 안성장)의 하나였던 안성장터에서 우시장이

때 순교한 이윤일의 유골이 모셔져 있어서 천주교인들의 발길

열리는 날이면 소를 팔기 위해 멀리 천안, 조치원 등지에서 소

이 끊이지 않는다. 인물로는 1800년대 중반 이후 안성 남사당

장사꾼들이 몰려들었다. 소 장사꾼들 외에도 물품을 사고팔려

패의 꼭두쇠 자리에 오른 바우덕이(본명 김암덕), 금광호수 근처

는 여러 장꾼들이 모여 장내가 들썩거리면 장터 한켠에선 바우

에 있는 청록파 시인 박두진의 생가를 만날 수 있다.

덕이 남사당패의 풍물놀이가 요란을 떨고, 허기진 사람들은 주
막거리를 들락거렸다. 이 무렵 안성장터에서 장날마다 가마솥
을 내걸고 소 국밥을 판 고(故) 이성례 할머니가 안일옥의 창업

안성 8미(八味)

1세대다. 그날그날 구할 수 있는 고기 부위에 따라 곰탕, 설렁
탕, 소머리국밥 등 닥치는 대로 팔다 보니 ‘우탕’이라고 통칭하

안성시는 2008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천주교 성지
‘미리내’, 어사 박문수와 후고구려 궁예의 전설이 담긴 ‘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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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0년에 집필되었다.

게 되었다.
이성례 할머니의 며느리였던 창업2세 고(故) 이양귀비 할머

니가 대를 이어 정식으로 ‘안일옥’ 간판을 내걸고 식당을 차린

리사 자격도 보유한 형우씨는 누구보다도 잘 준비된 후계자이

이후 가게는 날로 번창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6.25전

다. 앞으로 10년 정도 경영철학과 직업정신을 심어주고 넘겨

쟁에 휘말리자 시내 동본리 큰길가로 자리를 옮긴 덕이다. 옛

줄 작정이다. 이후로도 후손들이 200년, 300년 가업으로 이어

방식 그대로 가마솥에 끓인 사골을 토대로 걸쭉하고 묵직한 국

가길 간절히 바란다.

물맛이 매력적이었다. 20말들이 무쇠솥에 소머리를 앉히고 장
작불로 밤새 고아 진국을 우려낸 다음 작은 국솥에 사골국물과
수육 삶은 물을 알맞게 섞어 밑불로 뜸을 들이다가 손님이 오

안성맞춤우탕의 매력

면 뚝배기에 두어 차례 토렴을 해 뜨끈하고 구수하게 내놓았
다. 더더구나 어렵던 시절이라 살코기를 두둑하게 얹혀내는 우

안일옥의 10여 가지 탕 메뉴 중 가장 독특하면서도 인기 있

탕의 명성은 안성 너머까지 자자했고, 건장한 젊은이들에게는

는 메뉴는 단연 ‘안성맞춤우탕’이다. 오래전 인기를 끌었던 소

양을 듬뿍 담아내어 인심 후한 식당으로 많은 이의 사랑을 받

한 마리 메뉴가 구운 요리였던 반면에 안성맞춤우탕은 ‘소 한

았다.

마리 탕’ 요리이다. 살코기는 물론 소머리, 내장곱창, 도가니,

지금은 둘째 아들 김종열(60세)과 그의 아내 우미경(58세)이

우족, 갈빗대, 소꼬리 등 그야말로 부위별 재료가 몽땅 들어간

3대를 이어가고 있다. 1997년 지금의 자리로 옮기며 세대교체

다. 한 그릇에 19,000원인데, 먹다 보면 비싸다는 느낌이 절로

를 이뤄냈다. 넓은 주차장과 쾌적한 실내 분위기, 안성의 역사

사라진다. 한 그릇에 통상 15,000~20,000원가량인 우족탕, 도

와 식당의 역사를 방방이 소개하며 국내외적으로 향토음식점

가니탕 등의 단일재료 탕들에 비해 가성비가 월등히 높은 종합

의 면모를 과시했다. 한편 사골과 잡뼈를 충분히 우러나도록

재료 세트이기 때문이다. 각 부위별 재료의 특징을 간단히 살

12시간 끓이고 조미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가르

펴보자.

침대로 고기 본연의 맛을 살릴 뿐, 좋은 재료를 아끼지 않고 정
성껏 차려내다 보니 언제나 손님들로 차고 넘쳤다. 하지만 위

1. 소머리

기가 없었던 건 아니다. 연로한 어머니를 대신해 맏형이 안일

소머리는 연골이 많이 들어 있어 푹 삶아서 눌러 편육을 만

옥을 도맡았다가 다른 사업으로 외도하는 바람에 1997년 외환

들거나 오래 끓여서 국밥을 하면 맛이 뛰어나며 젤라틴이 풍

위기의 역풍을 맞기도 했고, 서울서 직장을 다니던 본인이 아

부하고 열량이 낮아 비만인 사람에게 좋다. 지방이 적고 콜

파트를 팔고 퇴직금을 털어 간신히 식당을 살린 것도 잠시, 시

라겐이나 엘라스틴 등이 많아 관절 기능을 개선시킨다.

의원에 당선되어 잦은 외부 활동에 힘쓰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2. 내장곱창

새 식당 평판이 나빠지고 있었다. 고심 끝에 두르고 있던 완장

작은창자의 결체조직에는 단백질과 소화 효소들이 많아 특

(?)을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안일옥 백년지킴이의 소임을 다하

유의 냄새가 나므로 우선 곱창을 찬물에 담가 핏물이나 이물

고 있다.

질들을 충분히 제거하고 마늘이나 생강으로 잔 냄새를 없애

김 대표는 아들 형우(30세)에게 안일옥의 4대 대표 자리를
물려주고자 한다. 고교 때부터 요리를 전공하고 외국 호텔 조

주고 소화액이 보존되도록 양쪽 끝을 묶고 두꺼운 지방을 제
거해 주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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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갈비

데, 창업 10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기필코 서울 한복판에 가게

갈비의 기름을 제거하고 섭취하여야 열량을 낮출 수 있다.

를 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니 정통 요리 공부를 마친 아들

소갈비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여 회복기 환자, 산모에

형우씨에게 거는 기대가 이만저만 아니다. 최근 음식에까지 한

게 좋은 음식이며 기름기를 제거하고 먹어야 고지혈증, 동맥

류 바람이 불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통은 살리되 세계인

경화증을 예방할 수 있다.

의 입맛을 사로잡는 탕 요리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자 하

4. 도가니
도가니뼈는 젤라틴이 풍부하고 단백질, 필수아미노산은 물

기 때문이다. 그런 기대를 아들이 채워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식당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자 한다.

론, 칼슘과 철분, 황, 마그네슘, 칼륨 등 무기질도 풍부하게

취재 도중 안일옥의 성공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주저 없이

함유하고 있어 성인병 예방에 좋고 피부의 탄력을 주며 어린

“비결이 없는 게 비결이다. 할머니에서부터 어머니를 거쳐 전

이, 수험생에게 좋은 영양식이다.

수된 맛을 그저 잘 보존해 온 게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겸손

5. 우족

해하며 돌아가신 어머니 말씀을 되새긴다. “식재료 살 때 외상

소의 무릎뼈 아래 발 부위를 말하는 것으로 진하고 깊은 국

달지 말아라. 그래야 좋은 물건 들인다. 냉장고는 늘 채워 놓아

물과 쫀득쫀득한 고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부위이다. 출산

라. 그래야 손이 커진다.” 한마디로 좋은 음식을 푸짐하게 내놓

으로 인해 약해진 산모의 뼈에 칼슘을 보충해주며 남성들에

았던 게 성공비결이었다는 말이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백 년

겐 스태미너식으로 좋다. 내분비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피부

이 흘렀다. 제2의 도약을 꿈꾸는 개업 100주년인 올해가 그에

탄력이 떨어지고 혈색이 어두운 어린이나 수험생들이 먹으

게 주는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3대인 본인의 뒷바라지로

면 원기회복에 좋다.

4대인 아들에게 안일옥의 미래를 열어주고자 하는 염원에 힘

6. 소꼬리

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 수 세기를 거듭 이어가 우리

꼬리뼈와 꼬리반골로 구성되는 꼬리는 주로 꼬리곰탕에 이

나라를 대표하는 향토음식점으로 우뚝 서길 기원하며, ‘안일

용되는데, 꼬리뼈에는 담백하고 쫄깃쫄깃한 살코기가 많이

옥’으로 운을 띄워 시조 한 수를 남긴다.

붙어 있어 사골에 비해 국물맛이 좋고 고기를 뜯어 먹는 즐
거움도 더해 준다.

안성장
맛보았던
장국밥,
위치 서던
경기 날에
안성시
중앙로411번길
20
일백
년간
고아낸 진국으로 토렴하니21:00)
영업
08:00~22:00(주문마감시간

융숭한 탕 맛에 더해 소스 맛도 한몫한다. 부추와 양파를 곁
들인 간장소스는 짜지 않으면서 고기의 풍미를 더해 주고, 석

옥석을
국솥에 내 입맛을 다 걸겠네.
전화 가릴
031-675-2486
메뉴	설렁탕 8,000 / 특설렁탕 11,000 / 곰탕 8,000 /

박지와 김치 외에 금방 무쳐 내놓는 신선한 배추속잎 겉절이에

소머리국밥 9,000 / 내장탕 9,000 / 갈비탕 10,000 /

고기 살을 얹혀 먹으면 쫄깃쫄깃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가히

안성국밥 7,000 / 꼬리곰탕 14,000 /

기가 막힌다.

도가니탕 14,000 / 우족탕 16,000 /
안성맞춤우탕 19,000 /
소머리수육 소 22,000, 대 32,000 /

안일옥의 미래

모듬수육 38,000

안일옥은 현재 경기 분당과 용인에 2곳의 분점을 내고 있다.
이해찬, 조국 등 정치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단
골손님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수도권 2곳에 분점을 낸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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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신완섭
경기 군포 거주. K-Geofood Academy 소장. <알아야 제 맛인 우리 먹거리>,
<몸에 좋은 행복식품 다이어리> 외 다수의 식품서적 발간

고고소식
남한강이 품은 신라인의 사후 세계, 이천 중리 신라 무덤군
사건과 성찰
경기도 미제사건
경기지사
김문수 전 도지사의 큰 그림 ‘대수도론’
경기학 책 소개
『경기도 불천위』
특별기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전초, 경기문화재단

고고 소식

남한강이 품은 신라인의 사후 세계
- 이천 중리 신라 무덤군 박경신

이천 중리 신라 무덤군 원경

남한강은 원삼국시대 중부지역 문화권의 중요한 경계지역이

등을 넘어 낙동강 상류의 문경, 상주, 안동 등으로 생산된 물품

었다. 중서부의 마한(馬韓) 계통 문화와 중동부의 예(濊) 계통 문

을 교역하였다. 이러한 무역상의 이점으로 인해 신라의 북방 진

화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던 자연 경계에 해당하는 곳이

출이 본격화되는 4세기 중엽 이전까지 문경과 점촌에는 중부지

다. 즉 남한강의 동안은 예계 문화권에 속하고, 남한강의 서안

역의 마을과 무덤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4세기 후엽부터 신

은 마한계 문화권에 속하였다. 남한강은 팔달댐이 건설되기 이

라 마을과 무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사라지게 된다.

전부터 수량이 풍부한 중심 하천의 하나였다. 이에 따라 수로를

삼국시대 백제는 남한강 상류를 향하여 중요한 교두보를 설

통해 다양한 세력이 오고갔으며, 생산된 물자가 유통되는 중요

치하고, 중부내륙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그러나 5세기

한 내륙 무역로로서 활용되었다. 특히 예계 문화권에서 생산된

(400년, 광개토왕 10년) 광개토대왕의 남정 과정에서 남한강은 고

철기들이 영남지역까지 유통되는 통로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구려군이 신라로 진출하는 중요한 교통로로 활용되었다. 이후

북한강에서 출발한 무역 상인들은 남한강 상류를 따라 이동하

진흥왕이 6세기 중엽(553년, 진흥왕 14년)에 한강유역을 차지하

여 충주, 단양까지 도착하였다. 그리고 이화령(李和寧), 문경새재

면서 남한강 하류를 향하여 신라의 세력이 진출하고 있는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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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남한강은 각국 문화 및

물은 생활을 위한 다양한 살림살이(土器)와 기와 등이 발견되었

세력이 진출하는 중요한 창구가 되었으며, 이를 대표하는 충주

다. 이러한 집자리의 존재는 신라인이 진출한 이후에도 토착세

지역이 중원군으로 명명된 것은 이러한 삼국의 각축장적 성격

력이 일정 기간 함께 공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

을 잘 보여주고 있는 증거였다.

겠다.

이천 중리 유적은 고구려 이후 신라가 본격적으로 중부지역

삼국시대 무덤은 주로 구릉의 상단 평탄부와 능선 및 남쪽 사

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무덤군이다. 신라는 주요 교

면을 따라 순차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무덤의 머리방

통로였던 이화령과 문경새재를 넘어 남한강 상류로 진군하게

향은 대부분 북쪽 내지 북서쪽을 향하고 있다. 무덤은 세부적으

되는데, 5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정선 임계리 무덤군을 통해 그

로 크게 6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Ⅰ유형은 가로:세로

일면을 볼 수 있다. 이후 본격적으로 남한강을 따라 경기도 지

비율이 1:0.9 미만인 것이다. Ⅱ유형은 정방형에 가까운 것으로

역으로 진군을 시작한다.

그 가로:세로 비율이 1:0.9∼1.3인 것이다. Ⅲ유형은 세로로 긴

이천 지역은 서쪽으로는 높은 산세가 이어지고, 동쪽으로는

것으로 가로:세로 비율이 1:1.3∼2에 가까운 것이다. Ⅳ유형은

남한강이 흐른다. 따라서 산맥과 물길 사이에 형성된 얕은 구릉

세로로 긴 무덤 가운데 가로폭의 길이가 1.2m 이상인 것이다.

및 충적지가 넓게 발달한 곳이다. 일제강점기에 촬영한 중리 주

Ⅴ유형은 세로로 긴 무덤 가운데 가로폭의 길이가 1.2m 미만인

변의 모습도 산맥 아래 넓게 펼쳐진 들이 인상적이다. 이천 중

것이다. 마지막으로 Ⅵ유형은 무덤의 길이가 1m 미만인 것이

리 유적은 서쪽에 위치한 설봉산에서 발원한 복하천과 합수한

다. 이천 중리유적서 발견된 무덤은 주로 지상식과 반지상식이

후 남한강으로 흐르는 중리천변에 인접해 있는데 비교적 저평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Ⅲ유형과 Ⅴ유형이 전체 무덤의 2/3를

한 구릉지대가 펼쳐진 지역에 해당한다. 주변 유적으로는 북서

차지한다. 주로 지상식 무덤이 많았지만 반지하식으로 만든 무

쪽 약 6㎞에 설봉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이천 중리 유적에서는

덤도 함께 발견되어 다양한 형식의 무덤이 공존했던 것으로 밝

삼국시대 신라의 대규모 무덤군이 확인되었다.

혀졌다.

이천 중리 유적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니신도시를 조성하

무덤의 외부구조는 굴식돌방무덤[橫穴式石室墓]이 다수를 차

는 과정에서 드러난 유적이다. 최초 유적의 징후를 발견한 것은

지하는 가운데 앞트기식돌덧널무덤[橫口式石槨墓], 돌덧널무덤

2011년 실시한 지표조사였다. 당시 소량의 신라 토기와 함께 조

[石槨墓] 등 다양한 형식이 발견되었다. 또한 무덤의 외곽에 도

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들이 채집되었다. 이러한 지표조

랑[周溝]을 돌리거나 무덤의 가장자리에 둘레돌[護石]을 돌린

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12월 12일부터 2020년 11월 13일까

것이 발견되었다. 굴식돌방무덤으로 들어가는 통로[羨道]는 왼

지 약 2년 동안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정밀발굴

쪽에 치우친 형식[左偏向羨道], 오른쪽에 치우친 형식[右偏向羨

조사면적만 46,660㎡에 달할 정도로 최근 이루어진 경기도 남

道], 가운데 만든 형식[中央羨道] 등 다양한 형태가 발견되었다.

부지역 발굴조사 가운데 가장 큰 유적 중 하나였다. 조사 결과

무덤의 벽면은 각이지게 만들었는데 모퉁이를 겹치지 않게 쌓

삼국(신라)시대(무덤 135기), 통일신라시대(집자리 25동, 건물 1기,

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하여 백제의 돌방무덤은 모퉁이돌을

구들 2기, 수혈 32기, 가마 2기 등 62기), 고려시대(집자리 12동, 구들 1

겹쳐서 벽을 보강한 구조로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무덤의 내부

기, 수혈 21기, 무덤 1기 등 35기), 조선시대(집자리 31동, 건물 14기, 수

구조는 주검을 관에 넣은 후 얹어놓는 주검받침[屍床臺]을 바닥

혈 129기, 무덤 201기, 기타 12기 등 387기) 등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보다 높게 만들었다. 주검받침은 잔자갈이나 판석을 가지런히

이르는 619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돋아 만들었는데 중앙에 있는 경우, 오른쪽에 있는 경우, 왼쪽에

이천 중리 유적은 신라 계통으로 파악된 삼국시대 무덤군이

있는 경우 등 형태도 다양하다. 64호 무덤의 경우에는 매우 큰

가장 대표적이다. 이천 중리 유적에서는 신라 무덤군 이외에도

세장방형의 판석을 깔아 만든 구조로 다른 무덤들과 비교된다.

통일신라시대 수혈식 집자리가 총 25기 발굴조사 되었다. 특징

이에 비하여 유물을 넣어 두었던 공간은 맨바닥을 그대로 사용

적인 것은 구릉의 정상부와 사면부에 2∼3동씩의 집자리가 서

하는 사례가 많은 가운데 일부는 잔자갈을 깔아 만든 사례도 발

로 인접하여 분포하고 있는 점이었다. 집자리의 평면형태는 대

견된다. 위에서 살펴본 형태와는 달리 무덤의 바닥면 전면에 잔

부분 네모꼴 혹은 긴네모꼴로 내부에서는 구들시설이 발견되었

자갈을 깔아 특별한 주검받침을 만들지 않은 48호 무덤과, 주검

다. 구들은 진흙을 발라 만든 것과, 원 땅에 고래 부분만 파서 만

받침 및 바닥 시설이 없이 맨바닥을 그대로 사용하는 25호 무덤

든 구조가 발견된다. 구들은 짧은 일자형도 있지만 집의 외부를

과 같은 형식도 발견된다. 이와 같이 이천 중리 무덤군은 짧은

두른 형태도 발견된다. 이러한 형태는 백제시대 집자리에서 발

시간 만들어졌지만 다양한 무덤 형태가 공존하고 있었다.

견되는 특징으로 토착세력이 사용한 집자리로 보인다. 출토유

이천 중리 신라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은 신라 후기로 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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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짧은굽다리접시[短脚高杯], 굽다리긴목항아리[臺附長頸
壺], 병(甁), 뚜껑[蓋], 짧은목항아리[短頸壺], 관고리, 허리띠[銙

볼 수 있다.
이천 중리 신라 무덤은 6세기 중엽(568년, 29년) 이천 지역 일

帶], 가락바퀴[紡錘車], 쇠방울[鐵鐸], 주발[碗], 작은쇠칼[鐵刀

대에 설치되었다고 전하는 신라의 남천주(南川州)를 통치하던

子], 관못[棺釘], 쇠낫[鐵鎌], 청동방울[銅鐸], 쇠화살촉[鐵鏃] 등

세력들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라는 한강변을 처음 정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짧은굽다리접시가 대

복하면서 신주(新州)를 설치하였다가 이후 북한산주(北漢山州)

부분의 무덤에서 공통적으로 출토되었는데 이른 시기의 굽다리

로 옮기고, 다시 이곳 이천에 남천주를 설치하게 된다. 이와 같

접시에 비해 굽다리가 짧은 것이 특징이고, 굽다리 몸통에 원형

이 당시 신라의 북쪽 변방에 해당하는 남천주는 전략적으로 매

의 투공이 뚫려 있는 것이 다수 확인된다. 대부분의 굽다리접시

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주치(州治)에 해당하는 위상을 가지

는 뚜껑과 셋트 관계를 이룬다. 돌방무덤의 유물은 대부분 시신

고 있었다. 남천주의 운영을 바탕으로 북진을 계속하던 신라군

을 얹어놓은 곳 측면의 빈 공간에 가지런히 놓아두었다. 그러나

은 한강변을 완전히 장악하고 한산주(漢山州)를 설치하는 계기

앞트기식돌덧널무덤은 주로 시신의 머리 부분에 유물을 가지런

를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신라의 북서쪽 국경의 변화 양상은

히 놓아두어 차이를 보인다. 이천 중리 신라 무덤은 시기적으로

남한강을 따라 만들어진 정선 임계리 – 충주 루암리 - 여주 매룡

기원후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 내지 중엽에 만들어진 무덤군

리 – 이천 중리 – 용인 보정동 – 양평 대평리로 연결된 신라 무

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는 이미 진흥왕이 한강 하류를 점령하고,

덤의 발전과정 및 계보 연구에 매우 소중한 자료로서 평가할 수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던 시기로서 이천 지역은 안정적

있다. 또한 북서쪽에 인접한 이천 설봉산성과의 관련성도 주목

으로 신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

된다. 이천 설봉산성은 이미 백제가 만들어 사용하던 성의 외벽

해 볼 때 이천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과 더불어 신라지역에

에 돌을 쌓아 올려 개보수 후 신라인이 다시 사용한 흔적이 발

서 이주해 온 여러 세력들이 함께 세력을 이루어 살고 있었다고

견되었다. 결국 이천 중리에 묻힌 신라 지배층이 전쟁 때를 대

이천 중리 신라 무덤군 출토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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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설봉산성을 보수하여 다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

상품이다. 특히 10월에는 이천 쌀축제가 열리니 가족 및 지인과

겠다. 이제 이천 중리 무덤과 설봉산성을 찾았기에 무덤 주인이

함께 참가해 보는 것도 이천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

생활했던 마을 유적만 발견하면 남천주를 운영하였던 주역들의

회라고 생각된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쉽게도 축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이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제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환경이 우리 삶의 방식도 다양하

를 기대해 본다.

게 바꾸고 있는 것이 느껴져 서글프기도 하다. 코로나19가 극복

이천 중리 신라 무덤군은 당시 신라가 중부지역으로 진출하

되는 그날, 여행과 교육 및 맛집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이천 여행

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무덤군으로서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크

을 통해 남천주를 설치하여 경영했던 신라인의 따뜻한 마음을

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2020년 6월, 이천 중리 무덤 가운데 6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기를 설봉산성과 연계한 역사 학습공간의 역할, 박물관과 연계
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이천 설봉공원으로
옮겨서 복원하도록 결정하였다. 역사유적을 대상으로 한 어린
이들의 현장학습 방식은 실내에서 따분하게 이루어지는 암기
위주의 역사 교육과는 차원이 다르다. 역사 유적을 직접 만지고,
봄으로써 역사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체험이야말로 역사 분
야의 최고 선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는 교육적인 차원
에만 치중한 나머지 우리 삶의 목적을 잃는 경우가 많다. 역사
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대상임과 동시에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
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나치게 학술적인 부분만을 강조한다
면 어떠한 학습법을 쓰더라도 실패하기 마련이다. 이천 지역은
저평한 구릉지와 충적대지, 풍부한 수계로 인해 벼농사가 유명
한 지역이다. 특히 쌀밥으로 유명한 고장이다. 이천 지역에 가면
어디에나 ‘이천 쌀밥 정식’이라는 간판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원조’라는 말을 빼먹지 않고, 돋보이는 곳에 써 놓고 있다. 비록
쌀밥 정식이 싼 가격은 아니지만 경기도 내에서 잘 차려진 찬을
즐길 수 있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맛을 보는 경
험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현재 이천시에서는 방문객 투어를 위한 관광코스를 다양하게
개발해 놓았다. 먼저 설봉공원 → 사기막골도예촌 → 도예촌 쌀
밥거리로 연결된 여행코스(제1코스 일부, 약 10㎞)는 코로나19 시

경기도 이천 관광코스

대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 추억 쌓기 장소로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혹은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설봉공원 → 도예촌 쌀밥
거리 → 아리랑농업박물관 → 돼지박물관 → 노성산 말머리바
위 → 이천농업테마공원으로 연결된 코스(제2코스, 약 73.2㎞)를
이용해 보는 것도 추천 할만하다. 쌀밥 보다는 이천의 분위기를
즐기고 싶다면 덕평공룡수목원 → 롯데프리미엄아울렛 → 이천
시 환경학습관 → 동키동산 → 별빛정원으로 연결된 제3코스도
도전해 볼 수 있다. 이천은 도자기로도 유명하지만 우리가 친근
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의식주의 하나인 쌀밥이 가장 특화된 문화

글 박경신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학예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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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성찰

경기도 미제사건
공지영

매일 사람이 죽어 나간다. 우리가 보지 못한 세상의 또 다른
얼굴이다. 오늘도 수원에 사는 3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목졸
라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건이 일어났다.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
를 죽이고 마대자루에 넣어 충북 충주시 논두렁에 유기했다. 여
자친구의 동생이 '언니와 연락이 안된다'며 신고를 했고 유력한
용의자로 몰리자 이 남성은 결국 자수했다. 추궁 끝에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알아냈고 불행 중 다행으로 시신은 발견됐다. 무
미건조한 단어로 무심하게 기사를 작성한 오늘은 여성의 시신
이 발견된 날이다.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
지 않지만 그래도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밝혀져 마음을 한시름
놨다.
하지만 세상엔 밝혀지지 않은 죽음도 있다. 죽은 사람은 있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룬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데, 죽인 범인은 없다.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은 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범인도 알

확장공사 현장 인근 계곡 쓰레기 더미에서 휴대전화와 가방, 흰

수 없으니 왜 죽어야 했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다. 이토록 원통

색운동화를 발견했다.

한 죽음이지만, 신문에도 TV뉴스에도 포털사이트 뉴스에도 서

아이를 찾고자 부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었다. 경인일보

서히 사라졌다. 그리고 아주 가끔 '미제사건'의 이름으로 끄집

가 엄양의 부모와 인터뷰한 기사에서 '딸을 찾기 위해 3개월여

어내곤 한다.

동안 포천 일대를 샅샅이 뒤지고 다녀 초췌한 모습'이었다고 부
모를 묘사했다.

2004년 2월, 포천 여중생 사건

하지만 모두의 바람과 달리, 엄양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
다. 실종된 지 96일 만에 집에서 6km 가량 떨어진 낚시터 근처

포천에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학교 2학년 엄모양

배수로에서다.

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가 처음 언론에 등장한 건 실종된 지 3

검문소에서 광릉수목원으로 가는 국지로 98번도로와 불과

개월이 다 돼서다. 엄양의 휴대전화가 실종 1개월 보름 만에 의

20여m 거리지만, 배수로가 산쪽 식당으로 가는 좁은 비포장길

정부 야산 계곡에서 발견되면서 단순 실종에서 '납치'로 무게가

옆에 있어 통행이 많지 않아 쉽게 발견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

옮겨졌고 경찰이 수사를 나섰지만 별 진척이 없어서였다.

인다.

실종 당일 엄양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오후 6시 20분께 "곧

발견 당시 지름 60cm, 길이 7.6m 배수관 안에 밀어 넣어져

집에 들어간다"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학교에서 집까지는

있는 채였고, 교복과 속옷 등이 모두 벗겨진 채였다. 입구는 종

불과 10분 거리였지만, 이 날 밤 9시가 넘도록 엄양은 돌아오지

이상자로 가려진 상태였다.

않았다.

이 사건은 배수로에서 발견됐다는 점 때문에 '이춘재 연쇄살

경찰은 바로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수사에 돌입했고 한달 반

인사건'과 연결짓는 분위기도 있었다. 특히 비슷한 시기 포천

만인 12월 22일 현장에서 15km 떨어진 의정부시 민락동 도로

뿐 아니라 수원 등 경기도 일대에서 여성이 살해된 채 발가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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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채 배수관에 발견된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난 것도 한 몫했

2004년 10월 화성 여대생 실종사건

다. 하지만 경찰은 “포천 여중생은 다른 곳에서 살해돼 유기됐
지만, 화성 사건은 범행현장과 사체 발견장소가 동일하다”고 선

화성은 살인사건, 특히 여성이 실종되거나 살해됐다는 이야

을 그었다. 더구나 엄양 사건의 경우 이춘재 사건과 달리 범행

기만 나와도 몸서리를 치는 동네다. 비록 지금은 범인이 잡힌

에 차량을 이용했다는 사실도 달랐다.

이춘재연쇄살인사건 탓이다. 대한민국서 연쇄살인이 처음 출현

경찰은 엄양이 실종된 날 인근에서 목격된 차량 소유주들을

한 곳이기도 했고 범인을 잡지 못한 미제사건이었기 때문에 꽤

집중 수사했다. 실종 당일 통학로에서 트라제 XG승용차를 봤다

오랫동안 주민들은 ‘화성’에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는 목격자 진술에 따라 포천, 의정부, 양주 등 인접 지역의 동종

고통을 받았다.

차량 소유주의 당일 행적을 조사했다. 또 시신 발견 2개월 전 배
수로 옆 공터에 회색 승합차량과 짙은색 계통의 승용차가 주차
돼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집중됐다.

그런 곳에서 2004년 10월 27일 20대 여성이 실종되는 사건
이 발생했다.
여대생인 노모씨는 27일 밤 8시 30분께 집에서 3km 떨어진

배수관 입구에 가려진 TV포장용 종이상자가 지난해 8월 포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가족

천시 내촌면의 한 마트 물류센터에서 배송됐는데 이를 따라 배

들에게 집에 돌아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영영 돌아오지

송자와 배송경로 등을 쫓기도 했다.

못했다.

이런 과정에서 유력용의자가 돌출되기도 했다. 실종 당일 현

이 날 밤늦도록 딸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는 행방을 수소문했

장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20대 남성 3명

다. 그래도 딸의 행방이 묘연하자 밤 11시께 경찰에 실종신고를

이었다. 이들은 1999년 포천에서 여중생 2명을 납치·성폭행한

했다.

전력이 있었고 이들 무리 중 1명이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실종보도 이후 자취를 감춘 것을 수상히 여겨서다.

다음날 오전 7시 30분즈음 노씨 집에서 수km 떨어진 한 아
파트 식당 앞에서 노씨의 휴대폰이 발견됐다. 그리고 노씨가 실

특히 발견 당시 엄양이 손톱과 발톱에 범인이 칠한 것으로 보

종 당시 입은 것으로 보이는 청바지와 검정색 점퍼, 보라색 셔

이는 조잡한 빨간색 매니큐어가 발견된 것은 이 사건의 특이점

츠, 속옷, 운동화 등이 43번 국도변에 200~800여m 간격을 두

이다. 이 때문에 범인이 성도착증이나 물품음란증 성향이 있을

고 발견됐다.

것으로 염두하고 수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눈에 띄는 건 노씨의 실종을 알리는 기사 하단에는 ‘노씨가

이렇듯 모두의 바람은 수포로 돌아갔다. 엄양 시신이 발견된

행방불명된 화성 태안읍 일대는 지난 80년부터 90년대 초까지

지 4개월이 흐른 5월 10일에는 ‘부천·포천 학생 피살 수사 미

10차례에 걸쳐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라고 적혔고 주

궁...영구미제 되나’는 우려가 담긴 경인일보 기사가 실렸다.

민들은 또다시 “왜 하필이면 화성인가”라며 공포에 떨어야

수개월이 넘도록 수사했지만 지지부진한 원인을 두고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과 안일한 대처를 꼬집었다.

했다.
실종 직후 유류품이 발견되면서 노씨 실종 사건은 빠르게 본

2년 개근상을 받을 만큼 성실하고 친구 관계가 원만하다고

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사건 당일 노씨가 귀가를 위해

알렸음에도 경찰은 단순 가출에만 무게를 뒀다 시간을 허비

시내버스를 탄 장면이 버스 내 폐쇄회로 cctv에 녹화됐다. 가족

했다.

들은 노씨가 평소 수영을 마치고 버스를 탈 경우 와우리공단 정

유류품이 먼저 발견되고 나서야 납치로 수사 방향을 바꿨지

류장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집에 온다고 진술했고, 이 날도 승

만 이미 시간이 흘러 증거나 목격자 등 단서를 잡는데 어려움이

차 10분 뒤 공단정류장에서 하차했다. 경찰은 정류장에서 집에

컸다. 기사에서는 실제로 경찰 안팎서 “이미 (사건 해결의) 타이

오는 사이, 또는 집 근처에 도착해 피해를 당했을 것으로 보고

밍을 넘겼다”는 지적이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적혔다.

화성지역 택시를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였다.

사건이 점점 오리무중이 돼가며 안타까운 사건도 더했다. 엄

또 노씨는 버스에 탔을 당시 검정색과 자주색 가방을 메고 있

양의 사건을 오랫동안 수사하던 수사반장이 중압감을 견디지

었는데 집 근처인 보통리저수지 둑 밑 도로변에서 여성용 흰색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는 유서에 “(나도) 중학생

속옷과 자주색 가방이 발견됐다. 노양의 청바지에서 혈흔 3점과

딸을 뒀는데 빨리 찾아주지 못해 안타깝다”는 말을 남겼다.

이물질 1점, 셔츠와 점퍼 등 8점의 모발을 채취했다. 173cm에
몸무게 70kg인 노씨가 체격이 큰 데다 유류품이 도로변에 간격
을 두고 차례로 떨어져 있는 점을 미루어 최소 2명 이상 범인이
차량을 이용해 납치한 뒤 도주를 막기 위해 차안에서 옷을 벗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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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아니냐는 추정도 나왔다. 또 노씨의 핸드폰이 달리는 자동차
에서 밖으로 던져졌다 보기엔 별다른 파손이 없고 유류품도 외
부의 힘에 의해 훼손된 흔적이 없어 면식범일 가능성도 배제하
지 않았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비교적 원활하게 증거물이 수집되고
있었지만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 버스에서 내린 이후부터의 행
적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노씨가 버스에서 내린 와우공단 정류장은 평소 학생과 주민
왕래가 많은 곳이고, 하차 시간인 오후 8시 35분은 버스정류장
과 택시승강장, 인근 상점 대부분이 영업 중인 시간대라 납치
당하는 노양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룬 화성 여대생 실종사건

휴대전화를 비롯해 옷가지 등 유류품의 훼손이 적다는 것도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주는 요소이기도 했다.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이는 유전자 분

실종 직후 상당수 유류품이 발견됐고 이에 따라 단서들도 꽤

석을 실시한 국과수 요원이 샘플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유일한

수집됐지만 사건은 쉽사리 풀리지 않았다. 노씨의 옷에서 발견

단서였던 용의자 정액에서 추출한 DNA샘플이었다. 국과수가

된 나무열매가 주름조개풀이었다고 밝혀져 주름조개풀 군락지

“피해자 청바지에 묻은 용의자 정액에서 DNA 샘플을 추출해

를 뒤졌고 가방 등이 발견된 보통저수지에 수색작업을 펼쳤지

분석하던 중 정액 옆에 또 다른 DNA흔적이 나와 검색해보니

만 사건은 점점 오리무중이 됐다.

국과수 시험자의 땀 등으로 추정되는 물질이었다는 내용”이라

또 노씨가 버스를 하차할 때 함께 하차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
의 신원을 확인해 ‘최면수사’를 벌었지만 소득은 없었다.

며 반박하며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5개월 간 수사가 혼선만 오
갔던 셈이다.

그렇게 한달여 시간이 흐른 뒤 노씨를 목격한 이가 “노씨가

결국 사건이 1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 사건이 일어난

버스에서 내려 누군가와 이야기 나눈 뒤 검은색 계통의 승용차

다음해인 2005년 10월 26일에 나온 경인일보 기사를 보면 “사

를 타고 갔다”는 제보를 했다. 그간 노씨의 행적에 대해 명확하

건 발생 초기 범인의 움직임과 동선이 파악되고 피해 여대생 노

게 진술하는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터라 경찰에게는 단비

씨의 청바지에서 용의자 정액이 발견되는 등 조기 해결이 예상

같은 제보였다.

됐으나 살인범의 행방은 지금껏 오리무중”이다. 증거는 있지만,

유류품이 발견된 장소마다 노씨를 찾는 현수막이 나부꼈고,
수사 중인 화성 경찰서 홈페이지에도 ‘꼭 찾아달라’는 시민들의

목격자가 없고 증거를 해석하는 데 이해되지 않는 정황들이 복
잡하게 얽히면서 사건 해결만 요원해진 것이다.

부탁과 응원이 이어졌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12일, 노씨로 추정되는 유골이 실종지점

두 사건은 이춘재연쇄살인사건, 개구리 소년과 같이 전국민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산을 오르던 주민 3명이 등산로 옆 풀

이 모두 아는 유명한 미제사건은 아니다. 간혹 안주거리 삼듯

더미에서 덮혀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

큰 살인사건들이 나오면 슬그머니꺼내는 미제사건들이다. 아마

연구소 부검결과 노씨와 일치한 것으로 밝혀지며 실종 2개월여

도 이들이 미제사건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다면, 포천의 여중생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은 지금쯤 서른 즈음의 멋진 사회인이 됐을 것이고, 화성의 여

이 와중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가장 큰 증거였던 DNA
증거가 훼손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9월 28일 당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은

대생은 어쩌면 결혼도 하고 예쁜 아이도 낳으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나갔을 것이다. 아직도 풀리지 못한 실타래가 답답하다. 얼
마나 억울할까. 이들의 사건을 되짚으며 깊은 한숨만 내뱉는다.

국과수가 경기경찰청 등에 “(화성 여대생 살인사건 용의자 DNA샘
플의)감정결과가 국과수 시험자 유전자형과 일치, (샘플이) 오염

글 공지영
유년을 보낸 경기도에 돌아와 경인일보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사회부, 경제부, 문화부 등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도의 숨은 이면과 매력을 동시에 발굴하며 도민에게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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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김문수 전 도지사의 큰 그림 ‘대수도론’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여성, 복지정책’...
마지막까지 도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은 도지사
도형래

“600년 역사에서 가장 오래 재임한 도지사다” 김문수 전 경

김문수 전 도지사는 2006년 7월 취임해 2014년 불출마 선언

기도지사가 2014년, 3선 출마를 포기하면서 한 말이다. ‘가장

후 임기를 마쳤다. 퇴임 이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하고

오래 재임한 경기도지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표현이다. 김

대권에 도전하다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는 등의 좌충우돌하는

문수 전 도지사는 퇴임행사 대신에 의정부 가능역 다리 아래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김문수 전 도지사의 ‘8년 경

급식봉사를 했다. 그 흔한 현수막 걸기도 거부했다.

기도정’ 만큼은 도민들과 지역 언론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문수 전 도지사는 민선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장을 연임했
다. 이는 김문수 전 도지사의 도정에 대해 도민들의 응원이 그
만큼 컸다는 반증이다. 김문수 전 도지사의 도정의 핵심은 ‘수
도권 규제완화론’, ‘대수도론’으로 정리할 수 있다. 서울을 둘러
싸고 있는 경기도는 지금도 개발과 보존의 사이에서 많은 제약
을 받고 있다. 김문수 전 도지사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경기
도의 발전을 꾀하고 수도권 경제벨트를 조성해 중국의 급격한
성장에 대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전 도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론’을 임기 초기부터 강
하게 주장하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나 중앙 정부의 비판을 받
기도 했다.
당선자 시절인 2006년 6월 김문수 전 도지사는 같은 한나라
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 안상수 인천시장 당선자와 함
께 수도권 공동정책 개발과 실천을 위한 상설협의체 ‘수도권 협
의회’를 설치하며 ‘수도권 규제완화’와 이른바 ‘대수도론’을 띄
웠다.
김문수 전 도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론’과 ‘대수도론’을
2006년 8월 노무현 대통령 주재하는 ‘전국 시·도지사 초청 국
정현안 토론회’에서도 주창했다. 김문수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내 대기업
과 외국투자기업 25개 업종의 신·증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김문수 전 도지사의 ‘대수도론’은 경기도 지역을 제외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다른 지역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부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임기 마지막 날인 2014년 6월 30일, 퇴임식 대신에
의정부시 가능역 한솥나눔 119 무료급식터에서 배식봉사를 했다.
(사진= 경기G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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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언론사인 『국제신문』은 김문수 전 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돈 될 만한 기업은 수도권이 독식하겠다는 대수도론의 재탕”

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협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기껏 하
는 일이 지방의 속을 뒤집고 찬물이나 끼얹고 있으니 딱한 노

김문수 전 도지사 최고의 치적이 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릇”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변창흠 당시 세

김문수 전 도지사의 ‘수도권 규제완화론’, ‘대수도론’은 취임

종대 교수는 대수도론에 대해 2007년 경향신문 칼럼에서 “도시

한지 1년만인 2007년 7월 1일 대중교통의 ‘수도권 통합요금제’

경쟁력의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 경쟁력은 수도권 규제 때문에

실시라는 성과를 남겼다.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서울과 경기도,

낮아진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규제완화를 통해 제고될 수 있는 것

인천을 아우르는 대중교통 요금제이다. 이전까지 경기도내 버

도 아니다”며 “수도권 집중이 과밀과 혼잡, 높은 거주비용 등을

스의 환승할인만 적용됐던 게 (통합요금제 실시로) 수도권 전철과

유발하여 도시의 쾌적성과 매력도를 떨어뜨렸던 것”이라고 지

서울 버스 등에서도 총 4번의 환승, 5개의 교통수단의 이용까지

적했다. 또 변창흠 교수는 “수도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

이동한 거리만큼 운임을 내게 됐다.

요한 것은 규제완화가 아니다”며 “오히려 수도권의 삶의 질을

경기도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실시 2년만인 2009년 6월 그

향상시켜 수도권의 유치 능력과 혁신창출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성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당시 경기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버스 일일 탑승객수는 통합요금제 시행 전인 2007년 6월 343

반면 경기도 지역 언론은 ‘대수도론’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

만명보다 108만명이 증가한 451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 “이 분위기를 바라보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과제의 벽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 역시 대단히

이 얼마나 높은가를 확인케 했다”고 맞서며 김문수 전 도지사를

높았다. 경기도의 ‘민선4기 3주년 도정성과 도민 여론조사’에

옹호했다. 당시 『중부일보』는 사설 「김문수 지사, 청와대 토론

서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87%의 인지도와 89.3%의 만족도

의미」를 통해 “야당 지사로서 정권과 싸워야 하는 현실적인 무

를 기록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대한 만족한 이유로는 응

거운 짐을 헤쳐 나아가기란 간단치 않다는 것”이라며 “이번 청

답자 47.9%가 ‘대중교통 요금절감’을 꼽았고, ‘환승 부담이 없

와대 토론회만 봐도 그의 거침없는 주장은 실질적 성과와 관계

어 최단거리 노선을 선택할 수 있음(18.9%)’, ‘대중교통 이용 편

없이 도민의 대표답게 당당히 피력했다는 데 무게를 두어야 한

의 향상(11.5%)’, ‘대중교통 활성화 기여(10.5%)’, ‘통행시간 단축

다”고 평가했다.

(8.9%)’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광역버스까지 확대된 첫 날인 2008년 9월 18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광역버스에 타고 시민들을 만났다.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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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통합요금제’는 김문수 전 도지사의 가장 큰 치적으로
남았다. 경기일보는 김문수 전 도지사의 도정 8년을 평가하는

거 1년을 앞두고 현역 도지사 가운데 유일하게 50%를 넘긴 광
역 자치단체장이 됐다.

기사에서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경기도민들뿐만 아니라 수도권

김문수 전 도지사는 당시 한나라당 내 경쟁 후보자들과의 격

주민들의 실생활에 빠르게 정착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도 벌렸다. 당시 한나라당 예비후보군 가운데 선호하는 사람

교통복지정책으로서 가장 큰 성공사례”라고 평가했다.

을 묻는 질문에 김문수 전 도지자는 44.1%의 지지로 다른 후보

김문수 전 도지사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실시에 임기 초부터

군의 지지율을 크게 앞섰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남경필 의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수익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통합요금제

지지율은 11.2%에 불과했고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3.3%), 김

에 회의적인 철도공사를 설득하기 위해 당시 이철 사장에게 전

영선 의원(7.5%), 임태희 의원(3.2%), 원유철 의원(1%) 등은 10%

화해 ‘도와달라는 말’을 지겹게 반복했다고 한다. 또 오세훈 당

에도 못 미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시 서울시장이 ‘통합요금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음에도

김문수 도지사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의 근간은 대중교통 ‘수

비용문제로 난색을 보이자 2007년 초 수차례 협의를 반복해 수

도권 통합요금제’와 ‘수도권 규제 완화’였다. 대중교통 이용이

도권 통합요금제 실시를 이끌어냈다.

잦은 20대에서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42.1%)가, 경제
규제에 민감한 40대와 50대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각각
27.2%, 28.8%의 지지를 얻었다.

“독주를 막을 자가 없다” 높은 지지율로 재임 성공

김문수 전 도지사에 대한 도민의 지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
거 정국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하는 바가 컸다. 한나라당에 대한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도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이어졌고

반감이 커 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이 높은 30대와 40대에서도 김

김문수 전 도지사의 연임의 발판이 됐다. 주간지 『시사인』은 지

문수 전 도지사에 대한 지지율은 높았다. 경기도 30대 민주당

자체 선거를 1년 앞둔 2009년 7월 현역 지자체장 여론조사를

지지율은 44.1%로 한나라당 지지율 23.4%을 크게 앞섰지만 30

했다. 당시 여론조사 보도기사의 제목은 “김문수 독주, 막을 자

대의 김문수 도지사 도정평가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 40.4%로

가 없다”이다. 또 『시사인』은 기사 첫머리에서 “여론조사에서

‘잘 못하다’는 응답 29.5%를 크게 앞섰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현역 단체장이 하나같이 맥을 못 췄지만, 경기도만은 예외”라며

40대 응답자 역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6.2%로 부정적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당 내외를 가리지 않고 경쟁 후보를 멀찍

평가 20.6%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따돌렸다”고 전했다.

1년 뒤 치러진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문수 전 도지사는

당시 『시사IN』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35.7%, 허남식

52.2%의 득표로 경쟁후보인 유시민 전 장관(47.8% 득표)를 누

부산시장은 41.4%,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37.6%의 긍정 응답을

르고 당선했다. 유시민 전 장관은 심상정 당시 진보신당 의원과

각각 받았다. 반면 김문수 전 도지사가 도정을 잘하고 있다고

막판 단일화까지 하면서 당선을 노렸지만 김문수 전 도지사의

답한 응답자는 51.4%에 달했다. 김문수 전 도지사는 지자체 선

높은 지지율을 넘을 수 없었다.

(단위: %)

도정 지지율

정당 지지율

잘함
56.2

41.9
24.9

51.4

54.0
44.1

24.5
20.6

30대

65.8

민주당

40.4
20.9
13.4

20대

한나라당

66.1

62.6

잘못함

40대

50대

28.2

34.2

38.8
33.7
13.6

7.0
60대

38.5

25.0

23.4

전체

20대

30대

40대

2009년 08월 발표한 『시시인』 김문수 경기도지사 여론조사 결과 (자료=시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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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50대

60대

전체

90%가 넘는 공약이행률과 도민의 지지와 신뢰

김문수 전 도지사는 임기 중 ‘119 전화’로 희화화되기도 했고,
공무원 대상 역사교재 『경기도 현대사』의 역사왜곡 논란 등이

김문수 전 도지사가 경기도정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대선 경선 도전에

것은 바로 공약이행률이다. 김문수 전 도지사가 서울시장 후보

실패하고 도지사로 복귀하는 과정의 도정 공백에 대해서는 경

로 출마했을 때도 가장 먼저 내걸었던 것도 바로 경기도지사 시

기도의회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이끈 8년간

절 공약이행률이었다.

의 경기도정에 대해 도민들의 평가가 부정적이지 않다. 임기 이

김문수 전 도지사는 민선5기 임기 막바지인 2014년 3월 공약

후 김문수 전 도지사 도정에 대한 경기도 매체의 평가에서 부정

이행률을 집계하고 이를 공표했다. 2013년 말을 기준으로 경기

적인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임기 말인 2014년 1월, 경인일보

도가 집계한 김문수 전 도지사의 공약이행률은 90%에 달했다.

의 신년 특집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전 도지사는 ‘잘하고 있다’

경기도는 김문수 전 도지사가 61대 사업을 공약했고, 이 가운데

는 응답을 54.4%(매우 잘함 15.2%, 대체로 잘함 39.2%)을 받았다.

36개 공약 사업이 이행을 마쳤고 25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26.4%(대체로 잘못함 15.4%, 매

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 평가를

우 못함 11.0%)에 불과했다. 임기 말까지 유지한 과반의 지지율은

위해 민선5기 공약이행 현황을 자체 점검한 결과이다. 민선 4기

김문수 전 도지사에 대한 당시 도민들의 지지와 신뢰 수준을 보

때인 2009년 3월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매일경제가

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주관한 평가에서 경기도가 공약이행 우수지자체에 선정돼 수상
을 하기도 했다.
김문수 전 도지사의 공약이행도는 김 전 지사가 서울시장에
출마했을 때 진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공약이행성과가 다
른 광역자치단체보다 높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김문수 전 도지사의 공약 가운데 퇴임 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복지분야’이다. 김문수 전 도지사는
후보시절 ‘약자와 어린이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부분과
선진국형 교육환경 조성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
업’ 등의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전 도지사는 재임 기간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2천588곳을 확대했고 150개 건립을 목표
로 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163개를 마련했다. 또 직장 보육
시설 설립 운영 지원 확대 등 부모의 보육선택권 강화를 비롯해
여성 취업 지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등 시행하면서 특히 여
성관련 공약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김
문수 전 도지사 임기말 경기도가 12개 여성·가족정책분야 공약
이행도가 평균 98.8%에 달한다며 김 전 도지사의 치적을 높게
샀다.

글 도형래
성균관대학교에서 동양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 학위를 받았다. 대자보, 미디어스 등에서 기자·편집국장으로 일했고 2017년부터 군포시민신문
편집국장으로 경기도의 정치·문화·역사 등에 대해 취재·보도를 해왔다. 지금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경기도와 군포지역에 대한
글쓰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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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학 책 소개

『경기도 불천위』
이재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치관에도 변화가 온다. ‘만물은 유전한다’라고 한 서양
의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사람의 생각도 시대에 따라 바뀐다. 고려시대의 불교
가 조선시대에는 유교라는 가치관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도 있다. 불천위(不遷位)이다. 자리를 옮길 수 없다는 뜻이다.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본 책은 『경기도 불천위』이다. 경기도의 ‘자리를 옮길
수 없는’ 것들에 관한 책이다. 2015년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가 한질
총 5권으로 발간되었다. 그리고 2016년 경기문화재단은 상기 5권 한질 책의
축약본이라 할 수 있는 『경기도 불천위 종가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이하 책
소개는 축약본을 중심으로 하겠다.

불천위란 무엇인가?
불천위란 불천지위(不遷之位)의 줄임말이다. 불천위를 두는 사당을 부조묘(不祧廟)라

고도 부른다. 부조묘는 국가로부터 시호를 받고 불천위를 허락받은 인물들을 위하여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부조묘는 ‘조묘가 아니라’는 겸사이다. 조묘란 먼
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선조를 합사해서 함께 모시는 사당이다. 그러므
로 부조묘는 4대 봉사가 끝난 뒤에도 조묘에 모시지 않고 별도로 사당에 위패를 모시
고 제사를 받든다.
불천위에는 나라에서 정한 국불천위(國不遷位)와 유림에서 발의하여 정한 사불천위
(私不遷位) 즉 유림불천위(儒林不遷位)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림불천위보다는 국불천위

를 더 인정하고 있지만, 조선말에 정해진 국불천위는 파당적 이해가 개입되기도 하여
신뢰를 떨어트리기도 했다. 국불천위의 대표적인 대상은 문묘(文廟) 배향 인물들이다.

우리 나라 사람으로 문묘 배향자는 모두 18명이다. 동무(東廡)에는 신라의 설총(薛

聰), 고려의 안유(安裕), 조선의 김굉필(金宏弼)·조광조(趙光祖)·이황(李滉)·이이(李珥)·김

장생(金長生)·김집(金集)·송준길(宋浚吉) 등이 배향되어 있다. 서무(西廡)에는 신라의 최
치원(崔致遠), 고려의 정몽주(鄭夢周), 조선의 정여창(鄭汝昌)·이언적(李彦迪)·김인후(金
麟厚)·성혼(成渾)·조헌(趙憲)·송시열(宋時烈)·박세채(朴世采) 등이 있다.

70

불천위는 무엇이 다른가?

천위 안내’, 그리고 역시 사전적인 설명의 ‘경기도 불천위 인물
의 생애와 업적’ 등등. 이렇다 할 눈에 뜨이는 항목이 있어 보이

불천위는 그 자손들이 있는 분묘와는 별도로 사당에 신위를

지 않는다.

모시고 제사를 지낸다. 이러한 제사를 불천위제사(不遷位祭祀)

그러나 보기와는 달리 이 책은 읽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엄청

혹은 불천위대제(不遷位大祭)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조상의 기제

난 차이가 있다. 특히 2장인 ‘경기도 불천위 인물의 생애와 업

사(忌祭祀)는 4대까지만 봉사하고 5대부터는 혼백을 무덤에 묻

적’은 꼼꼼히 읽으면서 한 인물이 불천위가 될 수 있었던 배경

고 묘사의 대상으로만 한다. 그러나 불천위는 계속하여 신위를

을 눈 여겨 보면 인물의 역사와 함께 조선이라는 나라의 지향하

사당에 모시고, 기제사는 물론 묘사나 시제(時祭)를 지낸다.

는 바와 성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가문에 따라 불천위에 대하여 기제사만 지내는 곳도 있지만,
대체로 불천위로 정해진 뒤 3년째부터 지낸다. 제사 절차는 기
제사에 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불천위 제사는 지방 유림이나

경기도의 불천위 인물의 지역별 분포

유지들이 참여하므로 주제는 종손이 하지만, 제관은 문중뿐만
아니라 유림에서도 선출되는 경우도 있다.
문중에 따라서는 후손들이 제관이 되어 사신(辭神)을 하면 유
림들이 들어와 재배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불천위 제사는

경기도에는 각 시·군 별로 다음과 같이 불천위 인물들이 분포
되어 있다. 처음부터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서 지정한 것은 아니
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표]와 같은 상황이다.

국가나 유림, 문중에서 정하는 공훈이 있는 훌륭한 사람에 대한
예우로서 생존 시의 지위에 따라 사후에도 특별히 우대 된다.

[표] 경기도 불천위 인물들의 지역별 분포

그러므로 단순한 조상숭배의 의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특별히
지 역

기념하거나 추도하는 성격의 제례이다. 불천위를 모시는 문중

인물수

지 역

인물수

은 국가유공자 혹은 종교적 성인과 같은 영예가 주어지므로 이

1

가 평

4

14

양 주

5

를 중심으로 혈연적·지연적으로 유대감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계

2

고 양

11

15

양 평

6

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3

광 명

2

16

여 주

6

4

광 주

8

17

연 천

1

5

군 포

4

18

용 인

10

6

김 포

3

19

의 왕

3

7

남양주

14

20

의정부

5

8

동두천

1

21

이 천

5

9

성 남

9

22

파 주

9

10

수 원

2

23

평 택

7

11

시 흥

6

24

포 천

4

12

안 산

3

25

하 남

3

13

안 성

3

26

화 성

6

『경기도 불천위』에서 눈 여겨 볼 내용은?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를 에워싸고 있는 지리적 조건
으로 많은 구국지사와 성인의 칭호를 받을 만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그러므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불천위에 지정된 경
우도 많고, 그 내용도 다양하며 치열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경기
도의 불천위에 대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살펴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된 서적이 바로 『경기도 불천위』이다. 먼저 이 책의 목
차를 살펴보도록 한다.
1. 경기도 불천위 안내

[표]를 참고하면 경기도 내에서 불천위가 가장 많은 지역은

2. 경기도 불천위 인물의 생애와 업적

남양주로 나타난다. 그리고 다음이 고양, 용인, 성남 순이다. 앞

3. 경기도 불천위의 현대적 가치

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던

4. 용어설명

것은 아니다. 후대의 여러 차례 행정구역의 변천에 따른 단순한
파악이다. 그것은 어떻든 지리적으로 왕궁에서 상대적으로 가까

목차만으로 보아서는 이 책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내용이 무
엇인지 딱이 집히지 않는다. 그저 백과사전적인 서론 격의 ‘불

운 지역에 많은 불천위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시로 하였고 그 중요한 덕목은 충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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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신

장만(張晩, 1566~1629)은 문신이자 장군으로 임진왜란과 정묘
호란에 이르는 국가 최대의 위기에 국난극복을 한 공이 있었다.
김응수(金應洙, 1567~?) 또한 왜란 때 의주로 몽진한 선조를 보필
한 공로로 호성공신에 봉해진 인물이다. 당시로서는 왕이 곧 국
가였으므로 왕의 신변 안전이 바로 충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
다. 이원익(李元翼, 1547~1643)은 청백리로서 이름이 높았지만 또
한 호성공신이기도 하였다. 안황(安熀, 1549~1593)도 호성공신으
로 불천위가 된 사례이다. 구치관(具致寬, 1406~1470)은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데 공을 세워 불천위가 되었다. 이와 같은 예는
이래(李來, 1362~1416)가 있는데, 그는 태종의 묘향에 배향된 공
신이었다.
● 청백리

다음으로 불천위의 대상으로 된 인물들로 청백리가 있다. 이
극증(李克增, 1431~1494)은 40여 년의 관직생활을 청렴하게 하
였다. 이원(李原, 1368~1430)은 고려말에서 조선초에 이르기까지
왕궁에서 가깝다는 것은 국가가 곧 왕인 사회에서 충성을 할 기
회가 가깝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최고의 가치관

청백리로 이름을 날렸던 인물이다. 이자(李耔, 1480~1533)는 조

선시대 최대의 외교문제였던 종계변무(宗系辨誣)를 발의하여 불
천위가 되었다.

인 성리학적 규범에 따른 충효의 현실적 구현도 이에 비례하였
을 것이다. 그러므로 불천위의 대상이 된 인물들도 여기서 크게

● 기타

벗어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따름이다.

한편 사망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불천위가 된 인물도
있다. 김춘택(金春澤, 1670~1717)은 나라에 공을 세운 충신 집안
의 적장자를 우대하는 전례에 따라 사후 170년이 지난 1886년

어떤 인물들이 ‘불천위’가 되었나?

(고종 24)에 불천위가 되었다. 정도전(鄭道傳, 1342~1399)은 조선

개국 1등 공신이었으나, 방원에게 살해되어 모든 공직과 관작이
불천위로 지정된 인물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성향이나 탁월한

삭탈되었다. 그러나 고종 대에 경복궁을 중건하고, 정도전은 복

능력이 있었던 것일까?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다음에 소개

권되며 불천위가 되었다. 그가 경복궁을 설계하였던 공이 인정

하는 내용은 이 책에 수록된 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색이 있다고

되었던 것이다.

필자가 생각한 인물들을 유형별로 살펴본 것이다.
● 의병

『경기도 불천위』를 찾아서

불천위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들은 절대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였던 충의 대명사로서 공신 계열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정암 (李廷馣, 1541~1600)은 왜란 때 동생 이정형 (李廷馨,

1549~1807)과 의병을 일으켜 국난을 극복하고 전쟁이 끝나자 낙

현대 사회의 커다란 위협 요소의 하나로 스트레스가 꼽힌다.
특히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요즈음에 스
트레스는 반드시 털어버려 할 것이다. 바로 그 방법의 하나로
경기도 불천위를 찾아가는 것을 권하고 싶다.

향하여 다시 후학 양성에 힘을 썼던 선비정신에 투철했던 인물

여기서 얻게 되는 장점은 하나 둘이 아니다. 먼저 경기도 전

이다. 조헌(趙憲, 1544~1592)도 왜란때 대표적으로 의병을 일으킨

체를 돌아 다닐 수 있다는 여행을 한다는 즐거움이 있다. 어려

분 가운데 하나이다.

운 지식을 먼저 읽을 것 없이 불천위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여
행이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여행을 싫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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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니, 불천위를 찾아 가는 것만으로도 어느

놓았다. 가벼운 마음으로 『경기도 불천위』를 통하여 과거와 현

만큼의 스트레스가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다.

재의 소통을 시도해 보는 것도 지루한 ‘코로나19’ 시기를 보내

다음으로 불천위를 찾으면 자신의 지식이 넓어진다. ‘백번을

는 한 방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들어도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다. 불천위에 대하
여 아무리 여러 번 책을 본다고 하더라도 직접 한번 가보는 것
이야말로 우리의 전통에 대한 이해를 더욱 빠르게 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다.
또한 불천위는 우리의 전통 사상 가운데 하나인 유가의 기본
핵심인 충효의 상징이다. 그리고 불천위는 바로 이 전통을 이어
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나쁜 관습은 빨리 버려야겠지만, 좋
은 전통은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한때 충효라는 개념이 국가
권력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라고 비판을 하였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한 시대의 가장 소중했던 가치관이 어떻게 하여 존재할
수 있었던가라는 의문에 대한 해소도 불천위 답사를 하는 목적
으로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행과 지식과 생각, 그리고경기도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을
동시에 알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이 세가지를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경기도 불천위 찾기를 권하고 싶다.

가벼운 마음으로 『경기도 불천위』를
자칫 무겁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책이다. 충효와 성리학과 엄

축약본 『경기도 불천위 종가 안내서』 (2016)

격한 제례와 같은 것들로 꽉 채워져 숨 쉴 곳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입견은 버리는
것이 좋겠다. 이 책은 충효와 관련하여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읽는 독자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요한
점만 간추려서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역사의 이해란 과거의 인물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불천위에 선정된 인물들의 생애와 업적을 알고 찾아
가는 것은 아주 쉽고 편한 역사 이해의 방법이다.
끝으로 이 책은 아주 소략한 불천위 제례시 상차림의 한 예를
소개해 두고 있다. 황희 집안의 상차림을 사진과 도면으로 수록
해 두었기 때문이다. 한편 불천위에 더 가까이 가보고 싶은 독
자는 후반부에 수록해 둔 제례 용어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이다.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제례와 관련된 용어들을 실어

글 이재범
성균관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였다. 경기대 사학과 교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문화재청 사적분과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후삼국시대 궁예정권 연구』,
『슬픈 궁예』 『나의 일본 여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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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전초, 경기문화재단
박희주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전초, 경기문화재단

아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소련의 붕괴와 WTO 체제의 발
족이 세계화를 가속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인들이

1997년 7월 경기문화재단은 출범하였다. 지방자치단체로서

피부에 느끼는 ‘세계화’ 또는 ‘지구촌’이라는 개념의 완성은 인

는 최초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이었

터넷의 발달과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출현으로 급속한 디지털 정

다.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민

보사회로 진입하여, 실시간으로 개인과 세계가 연결되면서부터

선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민선 자치시대의 시작점에서 경기문

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재단의 태동의 기미를 보였으니 민선과 문화재단은 불가분의

이념적 장벽의 소멸, 국가 간 거래 장벽의 최소화, 인터넷과

관계인 것 같다. 그 시기 경기도의 대다수 문화예술인들은 지방

통신망의 발전으로 세계화의 물결은 거셌다. 그 물결이 거셀수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기금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

록 미국 등 금융 산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힘은 더욱 커져갔

각하고 있었고,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일관성과 전문

다. 그런 거센 물결이 이는 환경 속에서 한편으로는 강대국의

성이 필요하다고 여겼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의 지원을 담당

문화를 흡수하는 것만이 아닌 문화의 자생력만이 살 길이라는

하던 공무원의 잦은 인사는 지원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하

인식도 싹텄다. 문화 자생력의 원천이 되는 전통문화를 전승하

는데 한계로 인식하고 있었던 중이었다.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고 재발견하려는 움직임은 강화되었고, 지방 또는 지역의 특색

지원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담보되고, 팽창해 가는 경기도의 정

을 찾아(Localism) 이 세계 화의 파도(Globalism)을 타고 넘어갈 수

체성을 찾아가려는 방편으로서 문화재단의 설립은 문화예술인

있는, 요소가 다른 문화들과의 균형 있는 습합(Glocalism)으로 새

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문제점들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로움을 창조해내는 상상력과 유연성이 강조되던 시기였다. 지역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을 것이다.

의 특색에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세계 속에서 보편성을 획득하려

최초의 문화재단인 경기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난 이후 각 지
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을 지속적으로 설립하고 있다. 대부분

는 ‘글로컬’이라는 명제는 지금도 유효하며, ‘한류’를 일으키면서
국제사회에서 점점 그 깊이와 폭을 더해가고 있는 중이다.

의 문화재단이 각 지자체가 설립했거나 설립하고 있는 문화기
반시설, 즉 공연시설, 전시시설과 도서관 등의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예산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

지방자치단체의 민선시대 개막과 경기도

황 속에서 1년 후면 경기문화재단 창립 25주년이 된다. 그러기
에 최초의 문화재단이 설립될 당시의 여건들을 되짚어보고, 당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는 1994년 ‘세계화’를 새로운 캐치프

시의 고민들을 오늘에 반추해보면서 앞으로 문화재단은 어떤

레이즈로서 내세웠다. 이는 ‘신경제정책(1993년)’에 이은 정책목

성격(미션)을 가져야 바람직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표로서 사회의 각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체질로 만들어가
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기치로 내세운 세계화를 이행
하는 키워드로서 ‘효율’과 ‘경쟁력’을 앞세웠다. 각 분야에서 ‘경

‘세계화’의 거센 물결과 글로컬리즘의 탄생

쟁력’은 화두가 되었고, 공공의 각종 기획서와 사업에서 ‘경쟁
력’과 ‘선점’은 빠지지 않는 단어로 등장하게 되었다. 문화를 다

1997년은 ‘세계화’를 기치로 걸었던 문민정부의 마지막 해였
기도 했다. 세계화의 시초는 국제연합(UN)의 탄생부터 라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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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공공의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른바 경쟁력의 전
성시대였다.

한편으로는 문화예술의 산업적 역할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강조가 이어졌었다. 1993년 7월 개봉된 스티븐 스필
버그 감독의 <쥬라기공원>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예
는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언급할 때마다 전가보도처럼 인용되
곤 하였다. 잘 만든 영화 한편이 자동차 수십만 대를 수출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낫다는, 그래서 문화예술에 투자하여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방편으로 자주 등장했다. 문화예
술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
이 쌓이고 변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니 지원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들과 함께 말이다. 즉 ‘문화예술’이 가지는 예지력

초창기 재단 사옥(현 농협 장안동지점 2,3층)

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 역할에 더하여 경제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막 움틀 즈음이었다.

예술의 진흥을 위한 기관의 설립에 주춧돌을 놓게 된 것이다3.

우리나라는 그 시기에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최
초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전국동시선거가 이루어졌고 자치
단체장의 민선의 시대가 개막하였다1.

경기행정쇄신위회의 발족과 문화분과위원회의 활동

이즈음의 경기도는 개발이 한창 진행되었고, 개발에 따른 산
업단지와 대형 주거단지 조성, 경제의 집중으로 일자리 또한 빠

민선1기의 도정 중점방침이 발표되기 열흘전인 9월 25일,

른 속도로 늘어나던 때였다. 경기도 인구의 변화를 보면 1975년

「경기행정쇄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가 통과되면서 경기행

403만명이었던 데 반해, 1985년 465만명에서 1995년에 765만

정쇄신위원회(이하 행정쇄신위)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행정쇄신

2

명 으로 급속하게 늘어났다. 자연출생보다 타 시도로부터의 유

위는 경기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형태, 관

입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행, 제도의 개선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자치단체의 민선 시대가 개막되자, 산업기반의 집중과 급속

위하여 경제, 환경, 문화, 안전, 행정의 5개 분과위원회를 두었

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증가로 타 지역에서 유입된 거주민을 포

다. 전체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모두 순수 민간인 중

함한 경기도민의 ‘경기도성’, 즉 경기도 정체성의 확립이 주요

에서 호선하여 정하리만치 민간 전문가의 활용에 적극적이었다4.

한 화두였고, 경기도 지역사회의 여론주도층의 바람이기도 하

문화관광분야에 있어서 행정개혁과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였다. 그런 바람은 경기도의 민선1기 단체장에 당선된 이인제

활동한 문화분과위원회(이하 문화분과)의 구성은 위원장으로 김

경기도지사의 주요 정책에도 반영되었다. 1995년 10월 5일 경

병모 한양대 교수를 비롯하여 민간 전문가 8명, 도의회 의원 3

기도 민선1기의 핵심정책들을 발표한 바, 경제제일, 환경우선,

명, 문화관광국장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 4명 등 총 16명으로 구

문화근본을 도정방침으로 선정하였다. 문화근본이라는 방침 속

성하였고, 간사는 문화정책과장이 수행하였다. 문화분과의 주

에서 ‘경기도 정체성 재확립 운동’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경

요 과업 중 하나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이었고, 조례

기 자기모습 만들기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자 하였다. 문

제정을 위해 문화분과 내에 연구소위원회를 두었다(’95.10.28.)5.

화근본이라는 도정방침 중 두 번째로 ‘문화예술진흥기반 구축’

연구소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기본 원칙을

이 15대 중점정책에 포함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기문화

정했던바 첫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의 독특한 문화예

예술진흥재단 설립’이 50대 중점사업에 선정되어, 경기도 문화

술을 진흥시켜 문화선진도로 자리 잡기 위해 ‘도의 지방문화

1 	지방자치단체장의 최초 선거일 등은 1994년3월16일 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으로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1995년7월1일로 민선1기가 시작되었고,
지방의회의 경우 1995년7월1일 민선4기가 시작되었다.
2 통계청자료,1975년부터 2010년까지의 인구추이.
3	경기도정백서 1995.7.1.~1996.12.31. 문화근본의 도정방침 하에 ‘경기도 정체성 재확립 운동’, ‘문화예술진흥 기반구축’, ‘문화와 비즈니스의 연계’, ‘스포츠·레크레이션 환경 만들기‘가 15
대 중점정책에 포함되었다.
4 경기행정쇄신백서 경기행쇄위 1년의 성과 1995.9.25.-1996.9. 24
5 경기행정쇄신백서 경기행쇄위 1년의 성과 1995.9.25.-1996.9. 24
	조례제정 연구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이광희 한국관광연구원 연구실장이 맡았고, 연구위원으로는 김병모 한양대 교수(행정쇄신위 문화분과 위원장), 이찬혁 경기도의원, 서홍원 예총
경기도지회 사무국장, 전재완 LG전자 이사였으며, 참여기관으로는 경기도 문화정책과, 행정쇄신위 행정지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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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된 것은 1972년8월이고, 이 법을 근거로 탄생한 기관이 ‘한
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하 문예진흥원)’이었
다(’73.10.20). 이를 기점으로 하여 문예진흥원이라는 법인에 의
해 전국의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
작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1970년대를 관통하면서 대부분 기업의
본사를 둔 서울의 인구 집중화 현상은 그 속도가 빨라졌다9. 그
결과 서울이 가장 다양한 문화 생산지이자 가장 큰 소비지로서
의 기능은 현재보다 더 편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예진흥 지원을 위한 공청회

그러다 보니 예술인 지원이 서울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방의 비판이 거세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었다. 서울 편중 지원
에 대한 지방 문화예술인단체들의 불만과 관선시대 시·도의 요

예술활동을 보호, 육성’하는 것, 둘째, 문화예술활동에 있어서

청, 문예진흥원의 예술지원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이루어 나

도민이 최상위 주체자임을 인식하여 도민의 창조성과 자주성을

가야 하는 입장들이 서로 맞물려 문예진흥원이 탄생한지 10년

최대한 존중하는 ‘문화예술활동에 있어서의 도민의 주체성 확

이 지난 1984년부터 시·도에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

보’, 셋째, 문화예술 시책, 행사 등의 추진에 있어서 시·군과 협

기 시작하였다10. 경기도의 경우 문예진흥원의 기금 이양, 경기

력하고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시·군과의 협력·조정 원

도의 일반회계와 시·군으로부터 재원을 조성하여 4억4천9백만

6

활화’를 꼽았다 .

원11을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이자 수익을 포함하여 매년

연구소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경기도문화예술진

같은 방식으로 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까지 총 98

흥재단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인의 명칭을 두고

억원을 적립12하였으며, 1993년부터 4억5천~5억원의 규모로 매

토의한 결과 ‘경기문화재단’으로 사용하기로 했다7. 문화분과의

해 그해 발생한 이자액의 60%13를 경기도에서 지방문화예술진

연구소위원회는 조례제정을 위해 관련법과 유사 사례들을 조사

흥을 위해 직접 지원하였다.

하고 검토하여 작성된 조례안을 문화분과 심의를 거쳐서 행정
쇄신위의 최종안으로 만들었다(’95.12.19.)8. 이후 이 조례안을 토
대로 경기도 문화정책과에서는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문예진흥을 위한 최초의 문화재단의 태동

경기도의 문화예술인과 도민에게 설명하고 토론하는 등 소통을
이어나갔다.

경기도의 50대 중점사업으로 경기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이
포함되자 경기도의 문화예술단체의 대표들은 각 단체의 입장
에서 재단 설립에 대한 방향과 운영 방안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의 시작과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의 조성

을 개진하기 시작하였다. 단체에 따라서는 설립될 재단을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문화재
단의 설립과 조례 제정이라는 초미의 관심사인 이 두 가지의 사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이

업을 진행할 경기도의 문화정책과에서는 문화예술계의 우려와

6 경기행정쇄신백서 경기행쇄위 1년의 성과 1995.9.25.-1996.9. 24
7	중점사업의 명칭이 ‘경기도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이었으나, ‘진흥’이라는 단어에는 인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기관의 명칭에 어울리지 않고, ‘문화’의 의미에 예술을 품고 있으
므로 설립될 문화예술진흥기관의 명칭을 ‘경기문화재단‘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한다.(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소위원회 이광희 위원장의 회고. 이광희 위원장은
후에 경기문화재단 사무처장을 역임하였다.)
8 경기행정쇄신백서 경기행쇄위 1년의 성과 1995.9.25.-1996.9. 24
9 1960년 2백4십만명, 1970년 5백5십만명, 1980년 8백3십만명
10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84년부터 조성되었지만,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1996년 4월 1일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비로소 마련되었다.
11	한국문예진흥원의 기금 2억2천5백만원, 경기도의 일반회계 예산 1억원과 시·군으로부터 1억2천3백만원, 한국예총경기도지회를 비롯한 예술단체의 모금액 등 4억4천9백만원으로
경기도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1984년부터 1989년까지는 문예진흥원의 기금이 지원되었으나, 1990년부터는 경기도와 각 시·군의 보조금으로 충당되었다.
12	경기도정백서 1995.7.1 ~ 1996.12.31. 98억원의 기금 적립액 중 4년간 19억원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1996년에 79억원이었다. 주요 시·도별 1996년 기금잔액을 보면 서울 161억원,
부산 43억원, 대구 30억원, 인천 44억원, 광주 32억원, 대전 28억원이었다.
13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의 시행세칙에 예치이자 발생액의 60%를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사업비로 지원하고, 40%를 적립하도록 한 규정에 의한 것이다. 이 조례는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과 맞물려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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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기대 등을 현실적으로 조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공

업무의 위탁과 수탁, 경기도에 대한 정책 자문 등의 협력관계가

개적인 토론의 장을 빠른 시일 내에 열어야만 했었다. 한편으로

바람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구로 전락하여 지방 관료들

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찾으려고

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실패할 것

관련 법률들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문화예술진흥법과 민법

이란 경고도 담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의 내용을 가지고 수차례 그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변호사

또한 강남대 조창연 교수는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들로부터 받았으나, 거의 반반으로 의견이 갈리면서 불법적 요

단의 재원확충 방안>에서 당시 운영 중이었던 국내의 3개 재단

소가 있다는 것이었고, 정부 관련 부처들에 질의했을 때도 같은

과 일본 지자체의 2개의 재단15의 규모를 분석하여 경기도의 문

답변이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법제처에 질의한 결

화재단의 기금 규모를 300억 원으로 제안하였다. 기금을 조성

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재단법인

하는 데 있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출연, 도민의 모금운동, 자치

14

의 설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 어쩌면 문화재

복권의 발행 가능성 타진과 지방 기업 메세나협의회 등 기업의

단 설립이 출발하지도 못하고 주저앉을 뻔했던 지점이었다. 민

지원을 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의

선 자치단체가 출발한지 1년도 채 안되었다는 인식하에 과거 관

문예진흥 재원 중 지방문예진흥기금모금액16은 지방정부로 이

선시대의 중앙정부의 행정 관성도 한 몫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양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이천도자기축제를

하는 생각이 든다.

육성하는 등 문화와 비즈니스를 연계하여야 하며, 국제문화교

경기도 문화정책과에서는 행정쇄신위 문화분과 조례제정 연
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조례안을 바탕으로 하고, 문화예술과

류센터를 운영하여 정보교류와 경기문화의 보급에 힘써서야 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제안하였다.

관련하여 활동하는 학자와 연구자들로 하여금 경기문화재단의
설립에 대한 제안을 들으면서 이해관계에 있는 경기도의 문화
예술인들과 문화예술단체장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

가속 폐달을 밟은 경기문화재단 설립

최(’95.12.18.)하였다.
당시 경기도의 이태섭 문화관광국장은 <경기문화재단 설립

경기도 문화정책과는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된 내용과 방청객

의 필요성과 발전 방안>의 발제에서 문화 환경의 세계화와 지

에서 나온 많은 제안들을 반영하여 경기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방화,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른 문화수요의 증대가 예상되며, 문

하는 계획에 대해 도지사에게 보고하였다(’96.4.17). 이때 문화재

화활동과 예술지원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

단의 기금규모는 300억 원이었으며, 문화재단의 주요역할로는

였다. 경기도에 대한 고유한 이미지 등이 미약하고, 경기도의 역

첫째, 기금관리와 지방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운영, 둘

사를 편찬하고 항일 독립운동사 등을 발간하여 정체성을 확립

째, 문화관련 정보 수집과 홍보마케팅의 기능 수행, 셋째, 문화

할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예술단체간의 네트워킹 기능, 넷째, 경기문화의 세계화, 대중화

임학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은 <경기문화재단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설립형태와 기능 및 역할>이라는 발제에서 설립될 전문기관의

경기도 문화정책과는 공청회에 이어서 경기도문화예술회관

형태는 제3부문(섹터)의 비영리법인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하였

소회의실에서 앞으로 제정될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의 내

다. 이사장과 원장의 체제로 하면서 이사회와 지원분야별 심의

용과 경기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한 내용으로 한국예총경기연합

위원회를 두는 조직구조가 필요하고, 주요 기능으로는 경기도

회와 한국문화원경기연합회의 문화예술단체장 16명으로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와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문화정

의견을 들어보는 토론회를 가졌다(’96.5.14.).

보 수집과 제공, 문화발전을 위한 각종 조사·연구, 정책개발기

행정쇄신위 문화분과에서 생산한 조례 기초안과 공청회 발제

능을 포함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도 단위의 문화예술단체들

에 담겨있는 내용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장들과의 토론회에서

과의 문화협동 네트워크 센터의 기능과 경기도내의 문화예술

제안된 내용들을 담아내 문화재단의 기초적인 형태는 어느 정

관련 단체들과 지역문화운동을 전개하는 구심적 역할을 주문

도 만들어진 셈이었다. 이후 도내 문화예술인들과 지속적으

하였다. 경기도청과의 관계에서는 상호 정보를 공유하면서 도

로 협의하고 토론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300억 원의

14 문화재단 설립의 실무를 담당했던 당시 경기도 문화정책과의 류돈현 주무관의 회고. 류돈현 주무관은 후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을 역임했다.
15 자료에 포함된 조사대상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서울문화정보센터, 일본의 고치현 문화재단, 사이타마현 문화진흥재단이었다.
16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주요 재원이었던 문예진흥기금은 정부의 출연금과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시설 등을 관람할 때 관람료의 일정비율
을 기금으로 적립하였다. 지방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 시·도의 소재해 있는 문화시설에서 걷히는 문예진흥기금(1994년 전체의 47.7%에 달했음)을 지방으로 대폭 양여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문예진흥기금은 1973년 7월부터 기금모금이 시작되었고, 2003년 12.31 모금을 끝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77

문화재단 기금의 규모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내외

을 받았다(’96.12.16.). 해가 바뀐 1997년에 경기문화재단의 설립

부에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계획과 정관에 대해 행정쇄신위 문화분과의 심의(’97.1.31.)를 거

행정쇄신위 문화분과에서는 문화의 세기가 될 21세기를 대비

쳤고, 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와 한국문화원경기연합회의 단체

하여 ‘경기도 지역문화예술의 세계화 지향’이라는 정책의 필요

장 16명을 다시 한 번 초청하여 간담회(’97.2.14.)를 가졌다. 돌다

성과 지금보다 능동적이고 전향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국제화

리도 두드려보고 걸으려는 듯이 매우 신중하게 최종과정에 이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세계 각 지방의 다채로

를 때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반복해서 들었으며, 관계인들과의

운 문화예술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상호 이해

이견이 좁혀질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지속적으로 구하는 과

와 우의를 증진하고, 폭넓고 역동적인 방향으로 경기도의 문화

정을 거쳤다.

예술 환경을 세계적 수준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있어서 문화

마침내 경기도지사가 설립자가 되어 정관을 제정(’97.3.6)하여

예술의 국제교류에 대한 중요성 또한 놓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사회를 구성하였고, 제1차 이사회를 개최(’97.4.1.)하여 재단법

지역의 특색을 살린 테마박물관의 지원을 통하여 문화와 관광

인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정을 제정21함으로써 직원을 채용

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내용도 긍

하는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경기도청

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에 법인설립에 대한 신고22(’97.4.26)와 수원지방법원에 법인설립

이런 사항들을 수용하여 국제문화교류센터를 운영하고 테마

을 위한 등기(’97.4.30)를 함으로써 경기문화재단은 비로소 탄생

박물관을 지원하는 것을 문화재단의 역할로 추가하면서 문화

하게 되었다. 5월에는 재단의 육성기금 예치은행이었던 농협 장

재단 기금의 규모를 1000억 원으로 확대하였다(’96.7.19). 당시

안문 지점의 2층과 3층 300여 평 규모의 장소를 사무실로 정했

은행의 평균적인 수신 이자율은 12~13%였지만 선진국의 사례

고23,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직원16명이 7월1일부터 재단의 업

로 보아 이자율의 저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감안하

무를 시작하여 7월3일에 창립기념식을 거행함으로써 자치단체

17

였던 것 같다 . 1000억 원의 기금으로 연간 문화예술활동에 지

에서는 전국 최초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원이 가능한 규모를 77억 원 정도로 예상하였고, 재원의 조성은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리고 1997년 250억원을 시작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에서 1%를 재단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보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에서 규정한대로 2001년에 1000억 원

고하였다(’96.7.19).

의 재단 육성기금적립을 완성하였다24.
경기문화재단의 설립과정을 행정쇄신위 백서, 경기도정백서
와 경기도청 주무부서에서 24년 전에 전달받았던 재단 설립과

경기문화재단의 탄생과 이어지는
지자체의 문화재단 설립

관련된 행정문서, 그리고 당시 관여했거나 담당했던 사람들의
회고를 통해 되돌아보았다. 그렇지만 계획부터 재단 설립까지,
1995년 10월부터 1년 9개월여에 걸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성

경기도지사로부터 재가를 얻은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2차보

격의 접점들을 모두 가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96.7.19.)를 바탕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 진행은

고 지방의 문화예술의 발전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리더의

18

19

더욱 탄력을 받았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와 민법 제32조 를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로 삼고,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

리더의 방침을 이행하고자 하였던 담당공무원들의 문화예술에

20

례 를 제정(’96.10.7.)하였다. 조례제정으로 경기문화재단의 설

대한 이해노력과 최초로 지방 문화재단을 설립한다는 막중한

립은 구체화되었으며, 재단육성기금에 대한 출연의 근거가 마

책임의식, 그리고 전문가들의 웅숭깊은 식견 또한 빼놓을 수 없

련되어 1차 연도인 1997년 분 250억 원에 대해 도의회의 승인

는 문화재단 설립의 주요 요소일 것이다. 경기문화재단의 설립

17 문화재단 설립의 실무를 담당했던 당시 경기도 문화정책과의 류돈현 주무관의 회고. 류돈현 주무관은 후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을 역임하였다.
18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햐 한다.
19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0	제19조에서 경기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조항을 명기하였고, 제20조에서는 목적사업에 대해 규정하였다. 제21조에 경기문화재단 육성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2001년까지 매
년 일반회계 예산의 1%를 출연하되 1천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출연해야한다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두어 1천억원의 기금 조성을 명문화하였다.
21 제1차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규정은 직제 및 정원규정, 인사관리규정, 보수 및 수당규정이다.
22	경기문화재단은 법인설립신고자와 허가권자는 경기도지사였다. 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4조(문화체육부소관) 제②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예술관련 공
익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한 법률규정을 따른 것이다.
23 제1차 이사회(1997.4.,1의 회의록. 당시 각 은행의 기금 예치에 대한 제안서를 받아 검토하였고, 농협이 제시한 이자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무공간제공도 포함되었다.
24	1998년 300억원, 1999년 50억원, 2000년 100억원, 2001년 337억원을 출연하여 총 1천37억원(건물구입비 169억원 포함)을 출연하였고, 경기도문예진흥기금 84억원이 재단육성
기금으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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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현판 제막식

경기문화재단 창단 축하공연

과정을 벤치마킹하였던 다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문화재

적으로 지표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26.

단을 설립했고 또 하고 있다25. 이제는 벤치마킹이라는 절차도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경기도에서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의

필요 없으리만치 일반화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개

가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해 관계자들은 전혀 다른 개별적

정 문화재보호법이 입법 예고되었던 1998년부터 경기문화재단

인 자유인이기에 부딪히는 이해관계 또한 경기도와는 다른 양

과 경기도는 토지개발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와 발굴조

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재단을 설립할 해

사를 시행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하여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김병

당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에 대한 이해와 문화예술인들이 저마

모 한양대 교수를 비롯한 국내의 저명 고고학자와 발굴관련 전

다 품고 있는 바람, 그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은 문제점들을 유

문가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가칭)기전매장문화

연하게 녹여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재발굴단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5개월여의 토론과 검토
를 거쳤다. 1999년 4월 1일 마침내 재단은 기전매장문화재연구
원(후에 경기문화재연구원으로 명칭 변경)을 부설 조직으로 설립하

문화예술활동 영역의 확장과 앞으로의 경기문화재단

였고,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사업을 시행함으
로서 문화재의 보호와 보존에 역할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는 고대부터 한강을 둘러싸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농협 장안동지점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한지 4년이 지난

의 영토 다툼이 치열했던 지역이었다. 게다가 고려와 조선을 거

2001년에는 지금의 인계동 사옥을 구입하면서 또 다른 변곡점

치면서 1천년을 왕궁을 보위하고 수호하는 지역으로서의 의미

을 맞이하게 되었다. 재단이 설립되고 육성기금이 늘어남에 따

가 컸던데 기인하여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

라 문화예술 활동에 지원하는 폭이 늘어나게 되었고, 다양한 사

래서 흔히 이르기를 경기도의 웬만한 곳에서 땅을 파면 유적과

업들로 경기도민에게 문화예술 감수성을 높이면서 문화향유기

유물이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문

회를 확대하는 사업들과 지역의 전통문화예술을 경험하게 하

화재와 관련한 연구자들과 관련 학과의 교수들은 한 목소리로

는, 즉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차츰 차츰 사업의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개발을 할 경우 지표조사를 먼저 시행

범위를 늘려갔다.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었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전통연희를 활성화하고자 풍물놀이만

문화재청에서도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아파트와 공장

으로 명맥을 유지하던 경기도무형문화재 제21호인 안성남사당

을 짓는 택지와 부지개발로 훼손되는 문화유적과 유물을 살려

풍물놀이에 버나(접시돌리기), 살판(땅재주), 어름(줄타기), 덧보

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다. 이에 문화재보호법

기(탈놀이), 덜미(인형극)의 다섯 마당을 복원하여 안성남사당

을 개정하고, 시행령으로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는 의무

여섯 마당을 완성하도록 지원하였다. 안성시에서는 안성남사당

25 2020년 12월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으며, 225개 기초자치단체 중 88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다.
26 1999년 1월 29일 국회에서 개정 법률을 통과시켰고, 그해 7월1일부터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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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을 구비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상설공연으로 관람객과

승작용의 양태도 생활권과 생활방식에 따라 다를 것이며, 지역

관광객에게 즐거움과 신명을 선사하고 있다.

과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도민에게는 감상 기회뿐만 아니라 예술활동에 직접 참여할

이런 점에서 지역의 정체성에 관한 고민, 시민이 또는 도민이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갖도록 장을 열어주는 데에도 착안하였

그 지역의 정체성이라는 것과 삶의 질이라는 것을 어떤 관계로

다.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자신을 재발견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경기도에만 국한되는 것은 결코 아닐

되고, 창조적인 활동이 주는 감동과 더불어 삶의 질이 높아지게

것이다.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재단은 2001년 12월에

한 해가 더 지나가면 경기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25년이 된

기전문화대학을 부설로 발족하고 문화예술교육에도 시동을 걸

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이 그 덕목이었던 예술이 비

었다.

대면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속될 우려는 깊어만 간다. 그러나

창단초기부터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전문화하였

긴 호흡으로 걸어가기 위해 되돌아 봐야할 시점으로 여기는 것

다.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지역사 연구를 활성

은 어떨까. 이런 상황에서 문화예술을 어떻게 보호하고 문화예

화하기 위하여 지역사 연구자들의 네트워킹과 연구결과들을 공

술과 함께하는 삶이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지, 지원은 어떤 가치

유하기 위한 각종 연수와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하였다. 한편으

여야 하는지, 팬데믹의 사태에서 1년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여전

로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다양한 국가의 지방도시나 주들

히 풀어야 할 숙제이다.

과의 국제교류 활동도 펼치기 시작했다. 광주 곤지암에서는 스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크게 보

페인 작가들을 초청하여 현지 워크숍으로 조각공원을 조성하였

아 두 가지 면이 있을 것 같다. 예술의 창조성을 지원하고 지역

고, 광동성의 광조우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경기도립국악단과

민에게 그 지역의 역사와 인문을 배우고 체득하는 것을 지원하

의 협연 프로그램으로 도내 순회공연을 하였다. 또한 도립국악

는 내적 가치를 추구하는 면이 그 한 면이라고 한다면, 문화예

단의 독일 순회공연으로 순수 전통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술이 가지고 있는 이념성과 대중성을 활용하여 선전의 효과를

연주의 첫 선을 보이는 등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였다.

기대하는 면은 다른 한 면일 수 있을 것 같다. 경기문화재단 뿐

경기도의 경우 민선시대에 맞게 선구적이고도 민주적 절차

만 아니라 그 후 설립된 문화재단의 목적사업으로 문화예술에

로 진행하여 내온 결과들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하

대한 활동 지원과 건립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또는 위탁

였고 경기문화재단을 설립하였다. 정관에서 드러낸 설립목적은

사업을 포함하고 있기에 양면성은 늘 존재한다고 전제해야하기

거부할 수 없는 과제이자 구성원이 지향해야 할 금과옥조이며,

때문이다.

뒤돌아보고자 할 때 조직과 구성원이 기본으로 삼아야 할 이념
과도 같은 것이다.

내적 가치의 추구가 우선인지 또는 외적 활용에 방점을 찍
고 싶은지는 선택의 몫이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어느 한 면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할 때 기본원칙 중에는 ‘도지

도 버리지 않으면서 둘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조직

사는 도의 정체성 확립과 경기문화예술의 창달을 통하여 경기

과 구성원들이 어떤 감각을 습득하고 발휘해야 할 것인가. 또한

공동체 형성에 노력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한 경기문화재단의

그런 감각으로 실천하는 일들이 경기도민과 예술인에게 있어서

설립 시 정관에 나타나있는 재단 설립의 목적을 보면 ‘역사와

어떤 ‘의미’일 것인지, 25년 성년이 될 조직이 지금까지 걸어온

전통의 계승과 지방 문화 예술의 진흥을 통해 도의 정체성을 확

길을 되돌아보아야 할 지점이요,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찾아야

립하고, 국제문화교류사업을 통해 국가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

할 지점인 것 같다. 성찰과 집단지성으로 길을 찾아가려는 노력

의 기틀을 마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었다. 경기문

과 실천은 공공역할을 담당하는 모든 조직의 숙명이기도 하다.

화재단의 설립 목적의 최우선은 ‘경기도 정체성 확립’이었다는
것을 깊이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의 정체성이 내포하는 의미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음이
‘나’에게 주는 편의성과 ‘나’의 정체성과의 인과(영향)도 포함되
어 복합적으로 정체성이 드러나거나 정체성으로 여겨지기 때문
이다. ‘세계화’로 접촉할 수밖에 없는 이질성에 대한 길항과 상

글 박희주
1997년 경기문화재단 창립과 함께 입사하여 기획부장을 시작으로 경영지원실장, 박물관건립추진단장, 경기창작센터장, 문화예술본부장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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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역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옛 공장 터를 거닐다
역사지식
용문산 의병과 상원사 종
안성의 덕망 있는 독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박필병 선생
기전의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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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훈도

증기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이까지 갖추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댐의 규모로 미루어
공사에 동원된 조선인 ‘근로보국대’의 희생은 기록을 들춰보지

영화 <커런트 워>(2017년)는 전기 공급을 둘러싼 천재들의 경
쟁과 갈등을 다룬다. 교류 전기는 위험하므로 직류로 해야 한다는

않아도 짐작이 갔다. 발전소 앞마당에는 당시 희생자 44명 위령
비가 서 있다. 조선인 사망자는 제대로 파악되었을까.

에디슨과 교류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간파한 테슬라의 구도

한반도 최초의 발전소는 압록강 수계인 부전강수력(1929년)이

가 흥미롭다. 발명왕의 또 다른 모습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주

다. 남한에서는 섬진강 수계인 보성강수력(1937년)이 가장 오래됐

지하다시피, 승리는 교류에게 돌아갔다. ‘전기혁명’으로 일컬어지

다. 그런데, 청평수력 건설 이후 전국의 시송전 발전소는 청평이

기도 하는 2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들은 오늘날 산업의 모습을 상

었다고 한다. 발전 설비 이상 등으로 전국 발전소가 블랙 아웃되

상이나 했을까?

는 사태가 벌어지면, 청평에서 보내는 전기가 전국 송전망을 타고

청평댐 꼭대기에 올라가 본 적이 있다. ‘관계자 외 출입 엄금’

각 발전소의 발전기를 다시 돌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강

지역이었으나 취재 목적에 더해 마음 너그러운 관리자가 마침 당

수계 최초의 발전소인 청평수력에는 그러니까 한국 전기의 최종

직이어서 가능했다. 아찔한 높이에 올라서니 드론의 시야로 북한

보루라는 중책이 맡겨져 있다.

강 전망이 들어왔다. 1943년 청평수력발전소가 준공될 때 이 높

남한의 시송전 발전소인 청평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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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평댐 공사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1943에 건립된
공난자공양비. 발전소 내 언덕에 세워져 있다. 한반도 산업화는 수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반도 골드러시의 흔적들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초기 산업은 전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특히 채굴에서부터 선별과 제련까지 전기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되자 광산업 생산성은 차원이 달라졌다. 특
히 식민지 자원 수탈에 적극적이었던 일본은 한반도 전역을 샅샅
이 탐사해 부존량을 조사해 두었던 터였다. 1930년대에는 한반도
‘골드러시’가 최고 수준에 올라서게 된다. 대한제국 시기부터 ‘노
다지’를 찾아 헤매다가, 이 무렵에 이르면 조선은 세계 5위권의
금 생산국이 된다.
1910년대 금광 개발이 시작된 여주시 북내면 주암리 옥녀봉 광
산은 금광이었다. 매장량이 상당했던지 일제강점기 내내 그리고
해방 후 1980년대까지 산 전체를 사방에서 파고 들어가 금을 캤
다. 안내를 해준 옛 금광 직원은 길이 아닌 곳으로는 혼자서 절
대 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채굴을 위한 구멍이 어디에 어떻
게 나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낙엽에 덮인 곳을 디뎠다가는 수백
m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을 캐낼 대로 캐낸 옥녀
봉 금광의 옛 출입구는 현재 개인 소유(서울의 어느 교회) 땅이 되
어 있다. 1930년대 한반도 골드러시는 오래 가지 않았다. 매장량
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1980년대까지 옥녀봉 광산이
가동될 정도는 되었던 모양이다.

여주 상호리 금광의 갱도. 한반도 골드러시의 흔적은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으나, 금맥 캐던 곳에 직접 들어가 보는 체험은 가능하다.

여주에서 양평으로 이어지는 금맥이 있다고 했다. 양평 쪽 옛
금광 자리는 지도에서만 확인했을 뿐 가 보지는 못했다. 반면, 여
주시 금사면 소유리와 상호리 일대의 금광 자리는 남아 있다. 심

다. 이리저리 뚫린 갱도를 살릴 방법도 막연했다. 한때 새우젓 저

지어 상호리 쪽에서 소유리 방향으로 파고 들어간 갱도 일부는

장고로 쓰이기도 하고, 종교시설 활용도 고려되었다가, 2011년 광

들어가 보는 일이 가능하다. 이곳 금광은 시작 시기가 정확히 알

명시가 매입해 지금은 관광명소이자 와인 저장시설로 변했다. 광

려져 있지 않다. 대략 1920년대쯤으로 추정된다.

미 언덕은 모두 매립해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섰다. 여주 금사의

이곳 광산들도 1970년대까지는 가동이 되었다고 한다. 캐낸 금

금광 자리도 산업유산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광석을 실어다 금방아(물레방아 방식으로 광석을 빻아 금을 채취하던
기구) 자리는 음식점이 들어섰는데, 음식점 주인은 아직도 금이

묻혀 있을 거라고 했다. 다만 주 갱도 자리에 물이 차올라 있기에

유일한과 펄 벅이 손잡다

금 채굴 경제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소유리는 남한강
이포나루가 지척인, 야트막한 산들로 둘러싸인 마을이다. 이곳까

경기도에서 근대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한 지역은 이른바 경인

지 와서 금을 찾아낸 식민지배기구의 하수인들이 지독한 것인지,

공업지대다. 개항장 제물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영등포가 되어

철저한 것인지 낮은 한숨을 내쉬면서 돌아서던 기억이 난다.

버린 시흥시 동쪽 지역으로 이어지는 경인선 라인은 입지 조건이

광명시 광명동굴은 폐광 자리를 재활용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유리했기에 일찍부터 초기 공업이 발달했다. 이제는 영등포와 구

사례로 꼽힌다. 광명동굴은 원래 가학광산(시흥광산)으로 불리던

로도, 부평도 경기도 땅이 아니고, 부천만 경인공업지대의 경기도

광산이다. 1912년 광업권이 허가되어 1972년까지 가동되었다. 금

땅이다. 시흥군 소사였던 부천 일대는 서울과 인천 방향만큼은 아

은 동 아연 등이 생산되었다고 하는데, 해방 후에는 금이 나온 것

니지만 공업시설들이 제법 들어서 있었다.

같지 않다. 주로 아연 등의 광석을 채취했다. 사실, 폐광 이후 가

부천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산업 관련 장소를 꼽으라면 유한양

학광산은 광명의 골칫거리였다. 산더미처럼 쌓인 광미(광석찌꺼

행 공장 터가 아닐까 싶다. 9살 나이에 선교사를 따라 미국으로

기)의 중금속이 빗물을 타고 흘러내려 아래쪽 농경지를 오염시켰

간 유일한은 대학 졸업 후 식품상회를 열어 재산을 모았다.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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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일한은 1926년 경성 종로에 의약품 업체 유한양행을 세웠

업에 기부했다. 보기 드문 선구자다. 펄 벅 역시 생애 후반부는 전

다. 결핵퇴치제와 ‘안티푸라민’ 등을 개발한 유한양행은 1936년

세계 소외 아동을 위한 사업에 헌신했다.

시흥군 소사면 심곡리에 한반도 최초의 근대 제약공장을 세웠다.

예전 유한양행 마지막 건물이 있던 자리가 지금의 펄벅기념관

1942년에는 본사를 아예 이곳으로 옮겼다. 유한양행 공장이 자리

이다. 옛 건물을 살려서 리모델링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를 잡자 유일한은 잠적한다. 미군 특수공작 부대(OSS)의 조선 침

진하게 남긴 하지만 그나마 기념관이 있기에 유일한과 펄 벅의

투 비밀작전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일본 패망으로 작전이 수포

인연과 남다른 행적의 편린을 접할 수 있다. 한반도 최초의 제약

로 돌아가자 유일한은 다시 유한양행으로 복귀했다.

공장 자리였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변해 버린 아파트 숲길

유일한은 1967년 유한양행을 서울로 다시 이전하면서, 소사
공장 자리를 펄 벅에게 기증토록 했다. 노벨문학상 작가인 펄 벅

을 내려오면서 목표(행복)와 수단(산업화)이 돌이킬 방도 없이 바
뀌어버린 세월을 잠시 가늠해 보았다.

은 유한양행 공장 자리를 소사희망원으로 개조했다. 소사희망원
은 혼혈아동을 돌보고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장소였다. 소사희
망원이 1975년 문을 닫고 난 후 예전 유한양행 공장의 흔적은 차

1960년대 한국의 달러박스, 섬유산업

례로 사라졌다. 공장 자리가 분할 매각되었기 때문이다. 다행이
2000년대 초반까지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두 동의 건물이 남아

일제강점기 경성의 남쪽 안양 수원 등지에는 크고 작은 방적공

있었다. 이 중 1개동(초자공장)은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도

장, 방직공장이 들어섰다. 당시 중공업이라 할 수 있는 공장들은

문화재자료로 지정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

한반도 북부에 주로 위치했고, 남부의 산업은 섬유 직물이 주종

람이 2003년 문화재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에

이었다. 이 영향은 해방 후에도 이어졌고, 1950년대 안양 의왕 수

서 소유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헐리고 말았다.

원은 섬유산업이 가장 발달한 분야였다고 할 수 있다. 경제개발

유일한은 한국 기업인 1세대 가운데 가장 존경받을만한 인물이
다. 그는 1936년에 이미 종업원지주제를 실시하여, 소사공장 임

계획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다른 산업도 발달하기 시작했으나,
1960년대까지도 경기도의 대표 산업은 섬유였다.

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나누어주었다. 기업은 설립자의 소유물이

섬유산업 하면 수원의 선경직물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오늘날

아니라는 원칙을 넘어, 일하는 사람들의 공동 소유라는 이상을 실

재계서열 한 손에 꼽히는 SK그룹의 모태가 바로 선경직물이다.

천한 것이다. 유일한은 1969년 전문 경영인에서 경영권을 넘기고

1943년 선만주단과 경도직물이 합병하면서 앞글자를 딴 선경직

은퇴했고, 1971년 타계 시에는 손녀 학비 외에 전 재산을 교육 사

물이 출범했다. 선경직물은 수원에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신세를
진 벌말(평동) 부농의 아들을 해방 직전 채용했는데, 그가 최종건
이다. 최종건은 어린 나이였으나 리더십이 뛰어나 곧 작업반장이
되었고, 일본 패망 후 기술자가 없는 선경직물의 재건을 이끌었
다. 전쟁 후 다시 한 번 선경직물을 일으키는데 앞장 선 최종건은
선경을 한국 직물업계 1위로 이끌었다.
선경직물 옛 공장과 기숙사, 초대 회장 최종건이 쓰던 사무실
건물 등이 몇 년 전까지 건재했다. 거대기업의 초창기 모습을 더
듬어 볼 수도 있고, 전국에서 모집되어온 이른바 ‘여공’들의 기숙
사 건물까지 둘러보는 일이 가능했다. 그러나 결국 개발에 밀려
사라져가는 중이다. 2020년 수원시와 SK그룹 산하 기업 일부가
선경직물의 추억을 간직한 전시문화공간을 조성하기로 협약을
맺은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수원에는 대한방직 공장도 있었다. 설경동이 1953년 설립한 대
한방직은 1954년 공장을 지었다. 공장 자리는 원래 조선직물 수
원공장이 있었던 자리다. 설경동은 해방 한국에서 제1호 무역업
허가를 받은 기업인이다. 대한방직은 설립 직후부터 매출과 영업

펄 벅 기념관. 유일한 선생과 펄 벅 여사의 인연 그리고 유한양행 소사공장의
마지막 흔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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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급성장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매산로의 대한방직 수원
공장 자리는 1996년 매각되어 대우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최종건 회장이 선경직물을 이끌던 집무동. 최 회장은 자택을 코앞에 두고도
집무동 야전침대에서 자면서 회사를 일구었다고 전해진다.

유유산업 입구 경비실. 건축가 김중업은 수위들이 근무하는 공간도 세심하게
배려해 설계했다. 유유산업 안양공장(현 김중업박물관)은 산업시설과 건축예
술이 결합한 선구적인 사례다.

안양에도 섬유산업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 우선 안양3동 대농

두었다는 설명을 들었던 것 같다. 한국의 화학섬유 산업이 그만큼

단지는 금성방직 자리다. 1960년대 금성방직이 전성기였던 시절

잘 나갔다는 방증일 것이다. 또한 큰 재산을 모았지만 의미 있게

에는 공장 담장만 10리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큰 공장이었다. 금

쓰는 기업인의 한 사례 아닐까 싶다.

성방직은 쌍룡그룹 창업주인 김성곤이 설립했다. 금성방직 안양
공장에는 당시 전국에 3곳밖에 없다는 잔디구장이 있었다. 바로

지면관계 상 더 많은 산업 관련 공간들을 언급하지 못했다. 산

안양에 축구도시라는 별칭을 안겨준 장소다. 하지만 금성방직 공

업공간들은 설비교체와 발빠른 시장 대응 등의 이유로 옛 공장

장은 1968년 대농에 넘어갔고, 1977년에는 공장이 청주로 이전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기 어렵다. 사양길에 접어든 수도권 산업 공

가면서 주택단지로 변했다. 금성방직 자리는 오늘날 대농단지라

간들은 빠르게 주거지역 혹은 다른 용도로 모습을 바꿀 수밖에

불리는 바로 그 곳이다.

없었다. 기업의 역사와 이야기를 더듬어 볼 흔적만이라고 있으면

선경직물의 최종건이 선경합섬으로 진출한 것처럼, 1960년대

다행이다. 물론 아직 사라지지 않은 공장 건물이나 터가 남아 있

부터는 화학섬유 회사들이 설립되었다. 수원에는 한일합섬이, 안

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안양의 유유산업 옛 공장(현 김중업박물관)

양에는 동양나일론, 한일나일론 공장이 세워졌다. 안양시 호계동

은 기업과 건축예술이 행복하게 조우한 사례다. 수원의 삼성전자

동양나일론은 오늘날 효성그룹의 모체에 해당한다. 동양나일론

나 광명의 기아자동차 공장처럼 모습은 크게 달라졌으나, 기업의

공장은 진달래동산으로 안양시민들이 기억하는 곳이다.

발전 과정이 도시의 현대사와 뗄 수 없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

의왕에는 장치혁이 설립한 고려합섬이 있었다. 1967년 의왕 고
천동에 공장이 지어진 고려합섬은 국산 1호 나일론인 ‘해피론’ 생

들 공간에 대해서 되짚어볼 다른 기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듯
하다.

산에 성공했다. 큰 성공을 거두어 고합그룹의 모태가 되었지만 고
려합섬은 2003년 중국으로 공장을 옮겨갔다. 장치혁 회장은 독
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연해주의 카레이스키 지원에도 힘을 쏟
았다. 20년 전 기억인데, 블라디보스토크 극동대학을 방문했을
때 본관 현관에 세워진 장치혁 회장과 부친 장도빈 선생의 흉상
을 본 적이 있다. 장 회장의 지원에 감사하는 의미로 흉상을 세워

글 양훈도
경인일보에 24년 간 재직했다. 기자 생활 그만두고 늦깎이로 북한학을 전공했으나, 기자 시절 경기도를 돌아다니며 지역 르포를 쓴 경험 덕분에 경기도 생활사에 관
심이 많다. 근대문화 흔적들이 품은 이야기를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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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지식

용문산 의병과 상원사 종
김세민

양평의 용문산은 한말 의병의 격전지였다. 일본군은 의병의 근거지라고 하여 용문산에 있던 유서 깊은 사찰인 용문사(龍門寺)
와 상원사(上元寺), 사나사(舍那寺)에 불을 질렀다. 1907년 가을 의병을 취재하기 위해 양평에 도착한 영국의 신문기자 매켄지(F. A.
Mackenzie)는 그곳에서 의병들을 만나 그 유명한 의병 사진을 남겼다. 이 사진은 최근에 방영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모티브가

되었다. 1907년 상원사가 일본군에 의해 소실될 때 상원사에는 특이한 양식의 종(鐘)이 걸려 있었다. 이 종은 상원사가 일본군에 의해
소실되면서 팔려나갔고, 동본원사와 조계사로 떠돌다가 그 과정에서 국보로까지 지정되었지만 가짜라고 해제된 비운의 종이다.

양평의 의병항쟁

은 해 10월 27일 일본군 보병 제51연대 제11중대에 의해 불태워
졌다. 「조선폭도토벌지」 등 일본 측 자료에는 그날의 상황을 다

1907년 구한국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고 고종황제가 퇴위되

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는 사태가 일어나자 의병항전이 격화되었다. 양평지역은 용문
산이 자리 잡고 있어 유격전에 유리했다. 이에 따라 양평 일대

“양근 방면에 있는 적의 토벌에 나섰던 보병 제52연대의 제9

는 의병의 근거지로 일본군과 치열한 항전을 전개했다. 특히 구

중대는 24, 25일의 양일간에 양근 동북쪽 약 2리에 있는 장수동

한국 군대 해산 직후 많은 의병들이 용문산으로 들어가 용문사

(長壽洞)에서 연안막(蓮安幕), 상원사, 용문사, 용문동(龍門洞), 마

와 상원사를 근거지로 활동하였다.

동(麻洞), 운현(雲峴), 광탄(廣灘)에 이르는 지구에 대한 소탕을 감

1907년 11월에는 지평의 삼산리(三山里)에 5,000여 명의 의병

행하여 적어도 폭도 50명을 죽였으며, 적의 근거지인 상원사 및

이 집결하였다. 이 의병은 처음 이인영(李麟榮) 의병의 1,000여

용문사는 집적해 있던 다량의 양식과 함께 불태웠다. 23일에 우

명으로 시작되었으나, 곧 2,000여 명으로 늘어났고, 허위(許蔿)

리 장교 척후가 정찰할 때에는 적어도 150명 이상의 폭도가 상

부대 등 각지의 의병부대가 집결한 결과 5,000여 명으로 증가

원사, 용문사 부근에 모여 있었으나 우리의 토벌에 앞서서 대부

하였다. 이 부대는 1908년 1월 서울 탈환작전을 감행한 13도 창

분은 도주했다.

의군의 기간부대가 된 이인영 의병장과 허위 등의 연합의병으

경성에서 양근, 이천 방면으로 파견된 명석중대(明石中隊)는

로 서울 진공작전을 목표로 전국 의병에 통문을 돌리고 작전을

23일 양근에 도착, 24일 양근 동북 약 20리에 있는 폭도의 소굴

개시하고 있던 중이었다. 일본군은 이 의병부대를 공격하기 위

인 장수동(長壽洞) 연안막(蓮安幕)을 습격, 궤란하는 폭도를 추격

해 적창(赤倉) 대위가 인솔하는 1개 중대와 판부(坂部) 소좌가 인

하여 용문사 근거지를 무찔러 장래의 화근을 끊기 위하여 그것

솔하는 1개 중대를 파견했다.

을 소각해 버렸다. 폭도는 사상 50을 유기하고 산란하였다.

양평지역에서 일본군의 탄압은 가혹했다. 일본군은 의병의

제13사단장은 재 경성 보병 제51연대 제11중대에 기병 약간을

근거지라고 하여 유서 깊은 사찰인 용문사와 상원사, 사나사에

붙여 한강 연안 토벌을 맡겼다. … 27일에는 양근(楊根) 북방 사

불을 질렀다. 상원사와 용문사는 1907년 8월 24, 25일간에 일본

나사(舍那寺)에서 약 1백 50의 폭도를 습격 궤란시키고 사나사

군 보병 제52연대 제9중대에 의해 불태워졌으며, 사나사는 같

를 소각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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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가을 원주를 거쳐 양근에 도착한 영국의 신문기자 매

용문산 상원사

켄지(F. A. Mackenzie)는 그곳에서 의병들을 만나 그 유명한 의
병 사진을 남겼다. 그가 저술한 「대한제국의 비극」에 의하면, 매

양평 용문산의 상원사는 평창 오대산에 있는 상원사(上院寺)

켄지는 양근에서 하루 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 강변에 이르렀는

와는 다른 사찰이다. 용문산 상원사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

데 이들을 일본인으로 생각한 의병들로부터 포위를 당하게 되

이 1907년 8월 24, 25일간에 일본군에 의해 소실되었다. 그렇다

었다. 다행히 신분이 확인되어 공격을 면한 매켄지는 의병들의

면 상원사는 언제 창건되었을까?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인

호의로 이 사진을 남기게 되었다고 한다. 이 사진은 최근에 방

1969년에 상원사를 조사한 바 있는 김화영은 당시 상원사와 부

영한 ‘미스터 선샤인’의 모티브가 되었다.

근의 유물, 즉 배례석(拜禮石), 연화대석(蓮華臺石), 석사자상(石獅
子像), 석불좌상(石佛坐像)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사찰은 고려시대

“우리는 멀리 가지 않아 바위와 모래가 깔린 강변에 이르게

에 창건되어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아울러

되었다. 그때 갑자기 사동 하나가 목이 찢어질 듯이 나를 부르

그는 「고려사」 현종 원년에 보이는 ‘상원도량’을 용문산 상원사

면서 자기가 들고 있던 무기를 내던졌다.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

로 추정하였으나, ‘상원도량’은 상원사라는 사찰을 가리키는 말

었다. 다른 사람들은 비명의 뜻을 알았다. … 몇 사람이 우리에

이 아니라 음력 정월 보름 상원일에 베풀어졌던 도량의 하나이다.

게 접근해 오는 동안 그들의 총은 우리를 겨누고 있었다. 그러

조선시대에는 「세종실록」, 「단종실록」, 「세조실록」 등에서 상

자 20여 명의 군인들이 손이 닿을 듯이 가까운 곳에서 벌떡 일

원사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먼저 세종 32년(1450) 1월 24일에

어섰다. 신식 군대의 제복을 입은 한 청년이 그들을 이끌고 있

“소윤 정효강을 용문산의 상원사에 보내 구병수륙재(救病水陸

었다. 우리가 서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들은 우리에게 뛰어왔

齋)를 베풀게 했다”는 기록이 있고, 단종 즉위년(1453) 10월 13

다. 드디어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자기들의 실수를 정중히

일에는 “효령대군 이보(李 )가 공장(工匠)을 별장에 모아서 종

사과하였다. … 이 의병대의 몇 사람은 14∼16세를 넘지 않았

을 주조하여 장차 용문산 상원사에 두려 합니다. … 청컨대 장

다. 나는 그들을 세워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이 그들의

차 주조한 종은 관가에서 몰수하고 무식한 무리들이 불교를 숭

모습이다.”

상하여 점염(漸染)되는 것을 막으소서 하니, 궁중에 머물러 두고

매켄지가 양평에서 촬영한 의병(출처, 위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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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패했지만, 그렇다면 효령대군이 상원사에 두려고 주조한
종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상원사 동종
1907년 상원사가 일본군에 의해 소실될 때 상원사에는 조금
특이한 양식의 종(鐘)이 걸려 있었다. 원래 인근의 보리사(菩提
寺)에 있던 종이었으나 보리사가 쇠퇴함에 따라 상원사의 주승

인 보월(寶月)이 상원사로 옮겼다고 전해진다. 이 종은 상원사가
소실되자 1906년 서울 남산에 설립된 동본원사 별원으로 팔려
나갔다가 1929년 1월 1일 경성방송국이 개최한 제야 행사에서
타종한 최초의 종이 되었다. 1939년에는 문화재로 지정되었으
나 1962년 해제되었으며, 광복 이후 조계사로 옮겨졌다가 2010
년에야 다시 상원사로 되돌아갔다.
이능화는 「朝鮮佛敎通史」(1918)에서 상원사 퇴속승(退俗僧) 이
화삼(李華三)이 1,200원의 가격으로 본원사 별원에 매도했다고
하였으나, 「南山 東本願寺 小史」(1931)에는 야마구치 타베에(山
口太兵衛)가 당시 상원사가 불탄 후 작은 움막을 짓고 기거하던
觀音現相記(출처, 서울대 규장각)

정화삼(鄭華三)이라는 중에게 800원을 주고 샀다고 하였다. 동
종은 양평나루에서 광나루까지 배로 운반하고 광나루에서 동대
문까지는 육로로 운반하였다고 한다. 양평나루까지 동종을 운
반할 때 일본 헌병이 파견되어 호송하였고, 광나루에서 동대문

내려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세조 8년(1462) 11월 5일에는 “임

까지 역시 헌병 1개 소대가 파견되어 호위하였다고 한다. 운반

금이 상원사에 거둥할 때에 관음보살이 현상(現相)하는 이상한

도중 동대문 밖에서 일어난 폭도의 방해를 받아서 3차례의 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백관들이 전(箋)을 올려 진하(陳賀)하고, 교

도 끝에 헌병의 도움으로 수로를 이용, 용산을 거쳐 본원사에

서를 내려 모반(謀叛), 대역(大逆), 자손이 조부모와 부모를 모살

도착했다고 한다.

(謀殺)하거나 구매(毆罵)한 것, 처첩(妻妾)이 남편을 모살한 것, 노

비가 주인을 모살한 것, 고의로 사람을 모살한 것, 군령(軍令)과
강도를 범한 외에는 죄를 용서하도록 했다”고 한다. 또한 세조
9년(1463) 9월 27일에는 “상원사의 중이 상언(上言)하기를, ‘소
승이 관음보살이 현신(現身)하신 곳에 나아가서 이미 불전(佛殿)
을 지었는데, 주된 불상이 없습니다. 원컨대 경상도의 공물을 대
납(代納)하고, (그 돈으로) 불상을 만들어서 안치하게 하소서’ 하
니, 세조는 … 상원사는 국가에서 창건한 바가 아니고, 효령대군
의 원찰(願刹)이니, 예조에서 아뢰는 것은 매우 잘못이다.”하였다.
이상과 같이 상원사는 세조, 효령대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 효령대군은 상원사 아래에 농장을 가지고 있었고, 상원사에
거둥했던 세조가 효령대군의 농장에 머물기도 했다. 뿐만 아니
라 세조 9년 9월 27일에는 상원사의 승려가 관음보살이 현신한
곳에 불상을 만들어 안치해 달라고 하니, 세조는 상원사가 효령
대군의 원찰이라고 거절하였다. 불상을 만들어 안치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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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능화는 “이 종은 조선풍과 중국풍을 절충한 형식이며 최우
수의 종”이라고 했는데, 세키노 타다시(關野貞) 또한 “제작연대
는 불명이지만 고려 초기 작품으로 보이며, 신라계의 형식에 중
국식을 절충한 진귀한 사례로 조선, 중국 두 양식을 절충한 종
은 전혀 사례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세키노 타다시의 이 설
은 그후 일본인 학자들에게 계승되어 1939년에는 보물로 지정
되었고, 광복 후에도 국보(제367호)로 유지되다가 1962년 국보
에서 해제되었다. 당시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에서 황수
영 위원이 상원사 동종은 진품이 아니라 일제가 만든 위작이며,
진품은 일본으로 빼돌렸을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황수영 위원의 주장은 첫째, 당시 용문산 부근에 살았던 노인
들이 어릴 때 자기들이 보았던 용문산 상원사 종과 동본원사에
걸려 있는 종이 다르다는 증언과 둘째, 양식적인 면에서 상원사
종과 한국 종이 다르다는 것, 즉 한국 종은 종뉴가 단룡인데 비
해 상원사 동종은 쌍룡이며, 한국 종은 소리관인 용통이 설치되
어 있는 반면 상원사 동종은 용통이 없다는 것 등, 그리고 그 외
에 종의 제작 수법이 엉성하고 폭도 좁다는 등을 근거로 이 종
은 한국 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래 상원사에 있던
종은 어디로 갔다는 것일까? 황수영 위원은 일본인들이 계획적
으로 일본에서 급조해 온 종과 진짜 용문산 상원사 종을 바꿔치
기 한 후, 진짜 용문산 상원사 종은 일본으로 밀반출했다고 추
정하였다.
이에 대해서 쓰보이 료헤이(坪井良平)는 용문산 상원사 종은

노인들의 증언은 상원사 종이 아니라고 하였고, 종의 양식적

한국 종의 특징과 일본 종의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는 이례적인

인 면에서는 학설이 나뉘어져 있으며, 과학적 성분 분석의 결과

종으로 10세기 전후 또는 늦어도 11세기 중엽 이전에 일본에서

는 맞다고 하였다. 어느 이론이 사실일까?

만들어져 고려로 넘어간 일본 종이라고 하였다.

사실여부를 떠나서 설령 상원사 종이 당시에 주조된 종이라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많았다. 남천우는 중국에서 전래된

고 치더라도 이미 100여년이나 지난 종이다. 상원사가 일본군

범종이 독창적인 한국 종으로 발전하는 과정, 즉 과도기 과정에

에 의해 소실되면서 팔려나가 동본원사와 조계사로 떠돌다가

서 탄생한 상원사 종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범종 중 가장 오래

그 과정에서 국보로까지 지정되었지만 위작이라고 해제된 비운

된 범종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본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 스기야

의 종이다. 더구나 상원사 종이 원래의 종과 전혀 양식이 다른

마 요(杉山洋)는 1998년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용문산 상원사 범

종이라면 위작(僞作), 위종(僞鐘)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 위작이

종의 용두가 처음 주조되었을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후대에 보

라는 것은 가짜를 진짜처럼 똑같이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수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이 종이 1900년대 초반에 제작된 위작

때문이다.

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2012년에는 한국과학
기술연구원(KIST) 전통과학기술사업단 도정만 박사팀이 상원사
동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상원사 동종은 통일신라시대의 종
이 맞다고 발표하였다.

글 김세민
강원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강원대, 건국대, 이화여대, 공주대 등에서 강의하였으며, 하남역사박물관 관장 및 세종대학교
역사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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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지식

안성의 덕망 있는 독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박필병 선생
유승혜

누구에게나 명암(明暗)이 있다. 그러나 세상이 한 인물을 영

‘독지가’ 덕분에 탄생한 안성의 랜드마크

웅으로 묘사할 때 흠결은 쉽게 가려지거나 숨겨진다. 그래서 특
정 인물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과 신성화는 위험하다. 평화주의

한경대학교는 안성 구도심의 중심축이다. 시민들은 구도심에

자로 존경받았던 지도자가 사석에선 인종차별적 언행을 수시로

서 어떤 곳의 위치나 방향을 설명해야 할 때 한경대를 이정표로

했다거나 혁신적인 기술로 명성을 얻은 기업가가 가정폭력을

삼는다. 단순히 캠퍼스의 규모가 커서라기보다 안성 원도심의

일삼은 부도덕한 인물이었다는 등의 사례는 숱하게 많다.

상징적인 존재로 각인되어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2020

박필병은 기부와 교육사업에 사재를 아끼지 않았던 ‘노블레

년 11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경대를 두고 ‘안성의 랜드

스 오블리주’였다. 사후에도 줄곧 독지가로, 애향인으로 존경받

마크’이자 ‘안성시민의 자부심’이라고 일컬었다. 김 시장은 또

아 왔다. 국가는 2003년 그의 생전 공로를 기려 국민훈장 목련

한 “한경대학교는 1939년 안성의 독지가에 의해 안성공립농업

장을 수여했다. 동향 사람들은 박필병이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학교로 개교해 경기도 유일의 일반 국립대학으로 자리 잡은, 안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모르는 척 한다.

성인의 역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은 지난 2019
년 5월에 불거진 한경대와 한국복지대 통합 추진에 따른 시민

박필병이 설립자금을 기부한 국립 한경대학교 정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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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대학 측의 갈등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비

설립되었다. (중략) 1940년 교사를 신축·이전하고 차례로 실험

롯됐다. 시측은 두 대학의 통합으로 일부 학과가 평택에 위치한

실습지와 운동장을 닦으면서 터전을 잡게 되었다. 당시 학교의

복지대로 이전하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주변 상권의 붕괴를 우

설립은 안성군민의 자녀교육을 위한 열망, 박필병 선생의 교육

려했다. 안성지역 사회단체들은 통합반대 대책추진위원회를 꾸

을 통한 사회 발전 염원, 일본 식민당국의 군량미 확보를 위한

려 통합대학 반대 서명을 하는 한편 한경대와 복지대는 통합 승

미곡 증산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인 신청서를 각각 교육부에 제출한 상태다. 안성시가 대학 통합

독지가 박필병 선생의 모습은 한경대 캠퍼스 안에서도 만나

에 직접적으로 나설 수 있는 주체가 아님에도 이렇게 적극적으

볼 수 있다. 어디라고 설명할 것도 없이 정문을 통과하면 바로

로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김보라 시장의 말대로 한경대학교가

보인다. 딱 사람 크기만한 동상이 6m에 달하는 높다란 기둥 위

“단순히 안성에 위치한 대학 가운데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에 세워져 있어 우러러봐야 한다. 오늘날까지 지역사회에 지대

한경대는 80년 넘는 세월 동안 안성시의 발전과 궤를 함께

한 영향을 끼치는 학교이니 학생이나 안성시민이라면 설립자를

하며 점차 규모를 확장해왔다. 그 출발이 농업학교였기 때문에

향한 존경심으로 기꺼이 올려다봐줄 수 있다. 그런데 이 독지가

농축산업의 비중이 큰 안성시로선 학교와 오랜 시간 매우 밀착

가 친일반민족행위자라면?

적인 상생관계를 유지해왔다.

박필병이 친일반민족행위자였대도 그가 땅을 사서 학교를 세

거듭 안성시장을 이 글에 소환해 미안할 지경이지만 다시 그

웠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 더구나 대한민국에는 친일파의 공

의 말을 되짚어야겠다. 안성시장은 앞선 인터뷰에서 한경대는

적을 기리고 캠퍼스 내에 그들의 동상을 세운 학교들이 널리고

‘안성의 독지가’에 의해 개교했다고 말했다. 서두에서 한경대와

널렸다. 서울대 현제명, 연세대 백낙준, 고려대 김성수, 이화여

안성시의 관계를 이토록 길게 풀어낸 이유는 바로 이 글의 주제

대 김활란, 한국외대 김흥배 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가 바로 그 독지가이기 때문이다.

수두룩하다. 여러 차례 논란이 되면서 동상 철거 요구가 빗발쳤
지만 해당 대학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공인된 인물이라 해도 이들이 학교 설립 및 대내외적

반경 100m 안에 공존하는
친일파 동상과 평화의 소녀상

으로 세운 업적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학교 측의 입장이다.
한경대 정문 바로 맞은편에 내혜홀 광장이 있다. 2004년에
조성한 작은 광장인데 이름인 내혜홀(奈兮忽)은 안성의 옛 지명

국어사전에 명시된 독지가의 뜻은 ‘1. 도탑고 친절한 마음을

으로 낮은 고을이라는 뜻이다. 2015년, 안성시에서는 이 광장의

가진 사람 2. 남을 위한 자선 사업이나 사회사업에 물심양면으

우레탄 바닥을 교체했는데 바닥에 별 문양이 들어가자 북한의

로 참여하여 지원하는 사람’ 이다. 안성시장이 언급한 독지가는

인공기가 연상된다는 보수 단체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다. 그

두 번째 뜻에 해당한다. 독지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한경대학

로인해 전면 바닥 재공사를 실시한 해프닝이 있었던 곳이다. 때

교 공식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한경대학교의 전신인 안성공

아닌 친북논란에 휩싸였던 이 광장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있다.

립농업학교는 1939년 독지가 박필병(朴弼秉) 선생의 기부금을

2018년,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건립되었으며 건립 당시 모금과

바탕으로 안성읍 석정동에 5만 8천여 평의 부지를 마련하면서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에 6200여 명이 서명했다.

한경대 앞 내혜홀 광장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한경대학교 내에 세워진 박필병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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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은 익히 알려진 모습으로, 치마저고리를 입은
단발머리의 소녀가 맨발로 의자에 앉은 채 앞을 응시하고 있다.
소녀 옆에 놓인 빈 의자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을 공감하자
는 뜻에서 만들어졌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박필병의 동상과 반
경 100m도 되지 않는 거리에 이 동상이 자리한다. 일본에 협조
하며 관직을 얻고 부와 명예 속에 평생을 살았던 사람, 일본에
의해 비참하게 성을 유린당하고 고통 속에 평생을 살았던 사람
이 ‘함께’나 다름없는 좁은 반경 안에 공존한다. 두 동상을 바라
보며 우리는 무엇을 기리고 또 기억해야 하는 걸까.

태평양전쟁을 적극 지원한
중추원 참의 ‘마쓰이 에이지’

1942년 2월 21일 매일신보 안성호 헌납 기사

박필병은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4776명 중 한 명이다.

납운동을 주도했다. 당시 경기도에서는 수원호, 안성호, 시흥호,

중추원 참의라는 그의 이력이 친일 행적에 쐐기를 박는다. 제아

강화군민호, 개성부민호 등 각 지방의 명칭을 딴 비행기가 일제

무리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를 불신한다 해도 중추원 참의라

에 헌납되었는데 박필병은 중추원 참의로서 다른 안성 유지들

는 기록을 보고 그가 친일파가 아니라고 주장하긴 어렵다. 중추

과 함께 비행기대금을 헌납했다. 이 소식을 보도한 1942년 2월

원은 소위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어용 단체’로 불린다. 훗날

21일자 매일신보 기사에는 중추원 참의 마쓰이 에이지(松井英治)

의 평가가 아니라 기관이 설치된 1910년부터 ‘퇴물 관료와 친일

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마쓰이 에이지는 창씨개

분자의 집합소’로 비난 받았다. 대한제국 때는 국가적 중요 안

명한 박필병의 일본 이름이다. 그는 또한 1944년, 일제의 강제

건 및 법률의 제정과 폐지 관련 자문을 하는 심의기관의 역할을

징집제 실시 선전 강연 및 좌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했으나 이후 조선총독부가 대한제국의 국가 기구를 접수하면

조선총독부가 원하는 바를 충실하게 이행한 인물이었다. 특히

서 대한제국 관료들에 대한 우대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기

박필병과 같은 친일자본가들에게 일제의 침략전쟁은 해외시장

에 권력의 허수아비라는 비난은 받을지언정 권력을 얻고자 하

의 확대를 의미했고 이는 조선총독부의 통제 아래 시장의 독점

는 조선인들은 중추원의 일원이 되기를 원했다. 1930년대 이후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나 다름없었다.

에는 일제의 전쟁 수행을 뒤에서 돕는 ‘선전 엘리트’로 그 존재
감을 공고히 했는데, 이때 지방 토호들과 재력가들이 중추원 구
성원들로 다수 영입됐다. 이들은 각 지역을 순회하며 지원병 모

조선총독부와 상생하며 승승장구한 삶

집 강연을 하고 국방헌금이라는 명목 아래 전쟁협력 기금을 모
으며 중앙권력에 진출하고자 노력했다.

그렇다면 박필병의 친일 행적은 단지 중추원 참의 역할로 한

박필병은 1941년부터 1944년까지 중추원 주임 참의로 있었

정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그는 1884년 안성군 동리에서 태어

다.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중추원 참의다. 1941년 태평양전쟁 이

나 1901년 경성학당을 졸업한 후 한남관찰부 차사로 있다가 18

후 중추원 참의들은 조선총독부의 요구에 따라 지원병제와 징

세부터 고향 안성에서 가업을 이었다. 그의 부모는 80석 내외의

병제 독려에 나섰고 경쟁적으로 국방헌금 기부와 비행기 헌납

추수를 받는 토지를 보유한 안성 토박이들로 동네 부자였지만

에 나섰다.

대부호까진 아니었다. 그런 그가 중추원에서도 손꼽히는 자수

박필병 역시 참의로 선임된 후 전쟁협력단체인 조선임전보국
단의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 단체는 윤치호, 최린 등이 중심

성가형 자본가로 성장한데에서 그의 사업가적 기질을 엿볼 수
있다.

이 되어 황민화사상 통일 및 전시하의 국책 협력 등을 강령으로

박필병이 맡았던 직위는 한 페이지에 다 쓰기 모자랄 정도로

하고 전국적인 지부 조직을 거느리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조선

많다. 그의 손이 뻗힌 분야는 농업은 물론 상업, 전기, 양조업,

임전보국단은 1년 만에 해체되었으나 박필병의 활동은 이와 별

금융신탁까지 다양하다. 1919년 안성상사주식회사 창립을 시작

개로 일관되게 이어졌다. 1942년에는 안성을 대표해 비행기 헌

으로 성남전등 사장, 안성철물제조조합 발기인, 안성유기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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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안성양조 감사, 안성주조주식회사 사장, 조선국자 이사,

비 10만원 등을 기부했다.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수백만 원에서

안성읍진안자동차운수주식회사 부사장, 공도산흥주식회사 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들이며 한경대의 전신인 안성공립농업

사, 경기운송 이사, 삼익사 사장, 중앙주조 이사, 죽산주조장 조

학교에 댄 기부금 10만원은 당시 물가로 약 15억 원에 해당하는

합장, 평택 조선주조 조합장, 공도산흥회사 사장, 안성물산 이

거금이다. 이러한 기부금, 후원금 납입으로 그는 안성교육회 경

사 등 다양하게 사업을 했다. 지역경제단체에선 안성농사장려

리부장, 안청학교 이사장, 안성읍내 소학교 부형회 고문 등을 역

회 부회장, 경남철도 안성선속성동맹회 평의원, 안성공영사장,

임하는 등 자연스럽게 각종 교육단체의 간부직을 맡았다. 박필

안성번영회 부회장 등을 거쳤으며 중앙단체 지방지부 활동으로

병의 기부는 교육단체에만 그치지 않았다. 생활개선사업에도 자

는 경기도 평택세무서 소득 조사위원, 안성군농회 특별의원, 안

선가로 참여해 도로부설로 전답 349평을 기부하고 경기도립수

성소작위원 등을 지냈다. 주요 관직 경력으로는 1920년 면협의

원의원 안성출장소 건설자금으로 7,350원, 안성면 소방기구 정

회원, 1927년 경기도평의원, 1933년 경기도회의원 등이 있다.

비자금으로 2,000원 등을 기부했다. 과세곤란 궁민에게 현금

여러 요직에 있던 인물답게 1928년에는 일제로부터 쇼와대례기

500원, 백미20석도 기부했다. 이러한 기부는 1920년대 초반부

념장을 받았다. 이는 쇼와 일왕 즉위를 기념해 즉위식에 초대한

터 1940년대 초반까지 꾸준하게 이루어졌다. 중추원 참의 재임

사람들에게 수여한 기념장이다. 주목할 만한 기록 중에는 1937

때나 특정기간에만 몇 차례 본보기로 한 기부가 아니라 그가 60

년 안성경찰서에 2,050원 상당의 고사기관총 1정 구입비를 헌

세에 사망하기 전까지, 거의 반평생 가까운 긴 세월 기부를 한

납한 사실과 1939년 11월, 전시 체제 강화와 유도 신민화를 위

셈이다. 일부 자선사업은 총독부로부터 포상을 받기도 했다.

해 조선총독부가 조직한 조선 유도연합회의 평의원을 맡은 사
실이 있다.

기부를 받는 이들이 늘수록 그의 덕망도 쌓였다. 중추원 참
의 임명은 본인뿐 아니라 그를 아는 사람들도 당연한 결과로 받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든 35세

아들였을 것이다. 속으로는 친일파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었을

박필병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38년, 전답 559정보와 소작

지 몰라도 안성 땅에 살면서 그를 대놓고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인 833명을 둔 대지주로 성장했다. 1930년대 말, 50정보 이상

몇 되지 않았으리라 짐작한다. 1929년에는 가뭄으로 수확이 줄

의 소유자들을 대지주라 일컬었음을 상기하면 전국적으로도 손

어들자, 지주 박필병은 종래의 도조(賭租)를 고쳐 타작 반분제를

꼽히는 땅부자라 할 수 있다. 정재계를 넘나들며 재산을 축적한

시행했고 소작인들은 땅값으로 치르는 벼 생산 부담을 덜 수 있

그의 행보는 당연히 조선총독부, 즉 일제와의 협조 없이는 불가

었다. 얼마나 파격적인 조치였는지 소작인들은 이에 감사하며

능했을 것이며 일제 또한 이러한 거물급 조선인을 ‘요긴하게’

박필병의 송덕비까지 세웠다.

활용했을 것이다. 말하자면 상생 관계나 다름없던 것인데 그 대
표적인 예가 바로 중추원 참의직이다.

박필병의 육영사업, 자선사업 기록만 본다면 어째서 그가 안
성에서만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불리지 않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선행으로 일축되는 재
력가들의 기부를 반드시 좋게만 볼 수는 없다. 박필병 뿐만 아

기부와 육영사업으로 얻은 확고한 지지,
그 뒤에 가려진 친일행적

니라 일제강점기의 조선인 재력가들은 대부분 여러 개의 사업
체를 운영하면서 경제력 기반을 닦고 이를 바탕으로 육영사업
을 벌였다. 주로 학교 설립, 학교 신축을 위한 토지기부, 장학금

박필병은 기업가와 정치인으로 활발했을 뿐만 아니라 안성에

기부, 교육재단설립 등이었다. 지방 유지들은 육영사업을 통해

선 독보적인 위치의 육영사업가였다. 한경대학교가 있게 한 장

지역민의 신뢰를 얻고 명망가로 추앙받았지만 한 발짝 떨어져

본인이며 안성의 숱한 국·사립학교들의 재정을 보탠 재력가였

볼 때 육영사업은 곧 조선총독부의 시정정책에 호응하는 행보

다. 오늘날까지도 그의 이름 앞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아닌

였다. 이들은 주로 제도권 내의 교육에 지원과 투자를 했기 때

‘독지가’가 붙는 이유는 그가 안성 근대교육시설 자립에 미친

문에 궁극적으로는 일제의 교육정책, 즉 일어보급 및 황국신민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육성에 이바지하는 셈이었다. 육영사업과 자선사업은 또한 지

박필병의 기부금 이력 또한 화려하다. 안성청년야학회 찬조

방 유지의 자본력과 권력을 드러내고 재력과 명성을 공고히 하

금 40원, 삼죽면 보통학교설립 기부금 50원, 안청학교 야학부용

는 수단이기도 했다. 민중을 위한다는 명분에는 이렇듯 총독부

전등료 1,200원(10년 치), 안법학교 기부금 150원, 안성군 민립대

에 대한 충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부귀와 영달 추구가

학 기성회 의연금 750원, 안청학원 후원금 500원, 안성공립보

전제되어 있다.

통학교 대강당 건축비 기부금 1,500원, 안성공립농업학교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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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구현은 아득히,
한 뙈기도 환수하지 못한 친일파의 땅

땅을 반드시 밟게 된다는 일제 때 풍문이 아직도 유효한 셈이었
다. 위원회는 그가 일제강점기에 토지를 취득한 점과 기록에 남
은 여러 친일 행적을 토대로 재산을 가압류했으며 국가귀속도

2011년 5월, 대법원은 박필병의 손자 박모씨가 행정안전부장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황당했다. 국

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가귀속 재산의 기준은 친일행위로 얻은 대가성 재산이냐 아니

패소 판결했다. 이로써 박필병은 재차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

냐의 여부인데 이 법률에 따르면 박필병의 재산이 국가귀속 될

인 받은 셈이 됐다. 손자 박씨는 2009년 7월 친일반민족행위진

수 있는 시점은 중추원 참의로 임명된 1941년 이후였다. 이전

상규명위원회가 박필병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자 ‘중추

의 친일 행위는 법의 기준을 벗어나 ‘생계형 친일 수준의 행위’

원 참의로 조선총독의 자문에 한 차례 응했을 뿐인데, 이를 친

로 규정됐다. 그런데 위원회가 가압류한 토지는 모두 1937년에

일행위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

취득한 것으로 1941년 이후 취득한 토지는 하나도 없었다. 심지

는 ‘반민족적 자문기구로서의 성격과 기능, 발탁 경위, 활동 내

어 그중에는 후손조차 몰랐던 박필병의 토지까지 있어, 결국은

용에 비춰보면 일제식민지배 협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참의

그 땅까지 후손에게 돌려줘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

활동 행위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

다. 이 사례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결했다. 이때 박필병의 손자를 변호한 이선애 현 헌법재판관은

특별법’의 기준이 너무 느슨하고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

2017년 3월에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변

당시 중추원이 아무리 허수아비 같은 기관이었대도 무려 ‘참의’

호사 시절 친일파 후손의 사건을 변호한 데 대해 “법원의 결정

자리에 생계형 친일 수준의 행위를 하는 인물을 앉히진 않았기

에 승복하며 개인적으로 박필병은 친일파라고 생각한다”는 의

때문이다.

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박필병과 비슷한 사례로 이해승의 토지 환수 문제도 있다. 친

전술한 기록들만 보더라도 ‘조선총독의 자문에 한 차례 응했

일반민족행위자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이해승은 조선

을 뿐’이라는 손자의 주장은 억지스럽다. 다만 손자의 입장에선

총독부로부터 당시 조선 귀족 중 최고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은

이제껏 덕망 있는 어르신으로 지역 사회의 존경을 받아온 할아

인물이다. 일본으로부터 한국 병합기념장을 받고 각종 친일 사

버지가 만천하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알려지게 되었으니 가슴

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태평양전쟁 중 국방헌금을 내는

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막말로 ‘친일

등 다양한 친일행적을 남겼다. 2007년, 공시지가 300억 원대의

파’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은 아닐 테니 말이다.

토지에 대해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에 따른 환수가 추진됐으나

조상이 저지른 친일행위에 대한 참회를 후손에게 강요할 수는

그의 손자가 제기한 소송에 패소해 땅은 그대로 후손에게 돌아

없다. 헌법 제13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

갔다. 그 토지 중 일부가 서울 홍제동 스위스그랜드호텔(전 그랜

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는 규정이

드힐튼호텔) 부지다. 호텔 소유주 이우영 회장이 바로 이해승의

있다. 연좌제 금지를 규정한 대목이다. 그러나 선조가 친일의 대

손자다. 이 호텔이 최근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국가 환속에는

가로 부당하게 형성한 재산을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형성한 재

실패한 땅이지만 논란이 있는 부지다 보니 매도자 입장에선 서

산인 것처럼 여기고 그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며 법적 소유권을

둘러 처분하고 현금화 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는 곧 역사를 왜곡하고 민족정신
을 위배하는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2005년, 대한민국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
속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
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 반민족 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
속시키고, 선의의 제삼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
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 제국주
의에 저항한 삼일 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2006년 출범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박필병의 명의로 된 재산을 추적했다. 안성에 150필지가
넘는 토지가 그의 명의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안성에선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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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만세고개에 2008년 개관했다. 안성시는 기념관 개관 이후 독

시행 이후 국가는 168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토지 2,359필지

립운동가와 독립운동사적지를 발굴하고 사료를 수집하는 한편,

를 환수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규모로 현재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안성시를 역사의 도시로 홍보하기도 한

국가보훈처와 국토교통부 명의로 이전되었으며 국가유공자 후

다. 지난 2019년에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이곳 기념관에

손들의 처우 개선 사업에 이용될 예정이다.

서도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0

그러나 박필병과 이해승의 경우와 같이 친일파의 유산이 확

년 전 오늘 안성주민들이 단결하고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오

실함에도 국가 환수가 되지 못한 사례가 많고 심지어는 친일 기

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며 “통일과 친일청산은 우리가 반

업가 박흥식의 평택 토지처럼 정부가 인지하고도 ‘방치’한 경우

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친일청산으로 100년의 역사를 올바

까지 있다. 그나마 서울에 많은 땅을 가진 이해승은 친일반민족

로 기억하고 평화와 번영의 100년을 열어가는 데 경기도가 앞

행위자로 언론에 간간히 노출 되고 법무부의 국고 귀속 의지도

장 서겠다”고 밝혔다.

강한 편이지만 박필병은 토지 환수 실패 이후 친일파의 그늘에
서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고작 한 명의 친일반민족행위도 쉬쉬하는 고장에서 친일청산
은 이제껏 전술했던 바와 같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로 보인다.
이 지역의 유난한 ‘보수성’이 치열한 3·1운동을 일으켰는지는
몰라도 현재로선 재력으로 민심을 샀던 토박이 친일파를 비호

3·1운동 정신 기리면서도 친일반민족행위는 쉬쉬

하는 성질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안성은 오래 전부터 보수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
대 대규모 장터가 열리고 사통팔달해서 외지인들이 수시로 드

애국과 매국이 섞인 혼돈의 장에서 기억해야 할 것

나들던 길목이었지만 토박이가 많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개
방적이기 보다 폐쇄적인 성격의 고장이다. 이로 인해 도시 발전

안성에서 박필병을 기리는 석물은 한경대학교에서 2km 쯤

이 더뎌졌다는 비판도 있지만 단순히 지역 실세들의 보수성 때

떨어진 낙원동 낙원역사공원에서도 볼 수 있다. 박필병이 일본

문에 개발이 되지 않았다기보다 지리적, 환경적인 이유들이 작

제국에 충성하고 지역에 기여한 공을 기려 건립한 경기도평의

용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소위 텃세로 표현되는 보수성을

원 박필병 시혜불망비가 공원 내에 자리한다. 비석을 등지고 정

안성이 3·1운동의 전국 3대 실력항쟁지라는 사실과 결부시키기

면을 향하면 안성1동 주민센터가 보인다. 일제강점기 당시 안성

도 한다. 안성시 양성면과 원곡면은 1919년 4·1 만세항쟁 때 일

군청이었던 건물로 1928년 지어졌다. 안성의 실세 박필병은 아

본인을 전부 몰아내고 관청을 불태우는 등 매우 치열했던 항쟁

마도 이 건물을 자주 드나들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관공서 건

지였다. 이때를 전후로 안성은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수인

물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가치를 인정받아 2018년

316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으며 만세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시간의 흔적을 거의 찾

여한 주민들이 6천명에서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볼 수 없을 만큼 새로 짓다시피 해서 처음 건물을 보는 사람

안성 3·1운동기념관은 당시의 항쟁정신을 기리기 위해 원곡면

들은 근대식 디자인으로 설계한 현대 건축물로 오인할 정도다.

안성 낙원역사공원에 세워진 경기도평의원 박필병 시혜불망비(가운데)

낙원역사공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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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 건립된 구 안성군청 건물로 재건축을 거쳐 현재는 안성1동 주민센터로
이용되고 있다

비석도 건물도 알고 보면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족행위자의 국민훈장이 박탈될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

친일파의 시혜불망비와 일제강점기 관공서 건물 사이에서,

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동상과 평화의 소녀상 사이에서, 3·1운동 실

단 몇 줄의 문장으로라도 꾸준히, 반복적으로 친일파 청산 문

력항쟁지와 친일파 명의의 땅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

제를 길어 올리는 것이다. 친일활동과 그 대가를 정당한 노력과

억해야 할까.

벌이로 우기는 이들을 자꾸 노려봄으로써 부담을 주고 불편하

박필병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기 전인 2003년, 대한민국

게 만들어야 한다. 발전이란 명목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정부는 그에게 인재 육성의 공로를 인정해 국민훈장 목련장이

핑계로 나라를 팔고 민족을 지워 제주머니를 불린 자신들의 조

추서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났다.

상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내혜홀 광장의 바닥 무늬가 불

고려대 설립자이자 동아일보 창업주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인
촌 김성수의 건국훈장은 지난 2018년 박탈됐다. 서훈을 받은 지

온하다며 단번에 뜯어 고친 시민들의 의지 정도면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동상과 기념비 철거 정도쯤은 별 일 아니지 않을까.

56년 만이다. 시일야방성대곡을 쓴 항일 언론인 장지연도 경술
국치 이후 친일 언론인으로 변절한 사실이 인정되어 1962년 수
여한 서훈을 2011년 취소했다. 전례를 볼 때 친일반민족행위자
박필병의 국민훈장 역시 박탈되어야 합당하다.
박필병의 사례를 보면 우리는 현재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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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의 고문서

옛 김포군 원당리 의령남씨 고문서
박성호

오랜 세월 김포군 노장리, 능동리, 원당

김포군 노장면 원당리 의령남씨

리 등으로 불리던 곳에 조선후기 의령남
씨 일가가 들어와 뿌리를 내렸다. 최근에

의령남씨가 김포로 들어와 산 것은 1700년대 중반 무렵으로 보인다. 이미 1648

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종중 묘

년(인조 26)에 남정(南瀞, 1586-1648)의 묘를 김포 노장리(蘆長里)에 쓰면서 연고를 갖

역을 제외하고는 주변 땅에 빼곡히 건물

게 되었지만, 이때는 아직 김포에 살던 시기는 아니었다. 남정의 장남 남두장(南斗

이 들어설 준비로 분주하다. 이러한 세월
의 변모와 더불어 행정구역은 이미 경기
도 김포에서 인천광역시로 바뀐 지도 수

長, 1613-1689)이 1650년(효종 1) 진사시에 합격할 당시의 방목(榜目: 일종의 합격자 명
부)과 차남 남두징(南斗徵)이 1662년(현종 3) 진사시에 합격할 때의 방목에는 모두

거주지를 “경(京, 한성부)”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집안에 전래된 조선후기 호적 문서
를 살펴보아도 1735년(영조 11)까지는 한성부 서부 반송방에 산 것으로 되어 있고,

십 년이 지났다. 다행히 택지개발계획에도

1750년(영조 26)부터 김포군 노장면 능동리, 1800년대에는 김포군 노장면 원당리

불구하고 종중과 지자체의 노력으로 원래

에 산 것으로 적혀 있다.

자리를 지키게 된 의령남씨 종중 묘역에

아래 두 문서는 모두 남종언(南宗彦)이 한성부와 김포군에서 발급받은 것이다. 이

는 남정화, 남정, 남두장을 비롯한 이들의

외에도 1729년(영조 5)부터 1887년(고종 24)까지 남종언, 남일신, 남철신, 남집, 남중

직계 자손들의 묘가 유지되고 있다. 조선

구, 남택구, 남병원, 남병수 등이 한성부와 김포군으로부터 발급받은 호적 문서 17

후기 한성부서윤을 지낸 남두장의 후손가
에 전해진 100여 점의 고문서를 통해 과
거 김포군 원당리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
던 의령남씨 집안의 역사를 더듬어보자.

1735년 한성부 준호구(서구 반송방)

건이 전하고 있다. 이 문서들을 통해 의령남씨 일가가 서울에서 김포로 들어와 살
게 된 시기, 가족 구성, 노비 소유 현황, 지명 변화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노장
면”이라는 지명이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1789년(정조 13)에 편찬된 《호구
총수》를 들고 있지만, 의령남씨 집안에 전하고 있는 조선시대 호적 문서 원본을 근
거로 하면 그 시기는 1750년(영조 26)까지 올라간다.

1750년 김포군 준호구(노장면 능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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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군수 남정, 한성부서윤 남두장 부자

만, 아래 문서에 적힌 문장과 표식을 통해 처음 비석을 세울 무렵의 현
장감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하다.

남정은 사후에 김포 노장리에 묻힘으로써 훗날 그 자
손들이 김포에 들어와 살게 된 배경이 되었다. 남정은 조
선 초 개국공신에 이름을 올린 남재(南在, 1351~1419)로부
터 남지, 남칭, 남변, 남세준, 남응로, 남정화로 이어지는

···

정화

정

두장

문하

성기

가계에서 태어났다. 과거 공부를 지속했으나 합격으로

				

이어지지는 못했고, 음직으로 관직에 나아가 사산감역,

				

현하

성징

			

두징

명하

성유

		

정치화
처 남씨

동평위
정재륜

종언

(명하)			

일신

익 ···

철신

집 ···

장례원사평, 비안현감, 홍천현감, 한산군수 등을 역임했
다. 병자호란을 겪은 후에는 잠시 춘천(春川) 한래곡(寒來
谷)에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 살기도 했다. 만년에 서울로

와 첨지중추부사 겸 오위장에 임명되었으나 더 이상 관
직을 수행하지 못한 채 운명했고, 조상들이 대대로 묻혔
던 경기도 광주(廣州) 음촌(陰村)에 묫자리가 마땅치 않아

의령남씨 부정공파 남두장 후손가 계보도

김포 남쪽 노장리에 장사지냈다. 이상의 소략한 생애사
는 문곡 김수항이 지은 묘표(墓表)와 호곡 남유용이 지은
묘지명(墓誌銘)에 적혀 있다.

남정은 두장, 두징 두 아들과 좌의정 정치화에게 시집 간 딸을 두었
다. 김포 원당리의 의령남씨가에 전래된 고문서는 남두장 대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집안에 전래된 문서 한 점이 눈길을 끈

그 직계 후손들을 통해 형성된 것이므로 남두장 후손가 고문서라고

다. 바로 김수항이 지은 ‘첨지중추부사남공묘표’의 내용

부른다. 남두장은 38세에 진사시에 합격한 뒤 벼슬길에 올라 전설사

을 그대로 적어 놓은 아래의 문서이다. 자세히 살펴보

별검을 시작으로 의령현감, 의금부도사, 온양군수, 공조정랑, 한성부

면 붉은색과 검정색 동그라미가 일정한 간격으로 그려

서윤 등을 역임했다. 사후에 의령남씨 일족인 약천 남구만이 묘갈명

져 있고, 또 한자 옆에 일정한 간격으로 숫자를 자그맣게

을 지었고, 지금도 그 묘갈명이 새겨진 비석이 무덤 앞을 지키고 있다.

적어 놓았다. 이것은 김수항이 짓고 심익현이 글씨를 써

남두장과 관계된 문서로는 진사시에 합격하여 받은 합격증서와 관직

서 돌에 새긴 실제 묘표의 형세대로 표식을 해 놓은 것이

에 임명되어 받은 임명문서, 그리고 부인 연안이씨 삼남매가 부모로

다. 김수항이 지은 총 709자의 묘표 내용을 실제 비석에

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나눌 때 작성한 분재문서가 있다. 이 분재문서

서 세로로 몇 행에 나누어 몇 글자씩 안배할지를 해당되

에는 상당량의 노비와 전답이 기재되어 있고, 처가의 장남 이경소와

는 글자 옆에 숫자를 적고 색깔로 표시해 놓았다. 1674년

사위 윤익형, 사위 남두장이 문서 끝부분에 각자 서명을 했다. 남두장

(현종 15)부터 지금까지 같은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남정

은 과거를 통한 관직 생활과 양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등을 통해 후

의 묘표는 세월의 풍파를 맞으며 군데군데 흐릿해졌지

손들이 가세를 유지해 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첨지중추부사 남정 묘표문(김수항 찬, 심익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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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년 남두장 진사 합격 백패

1684년 남두장 한성부서윤 임명문서(교지)

1650년경 남두장 처 연안이씨 삼남매 분재문서

200여 년에 걸친 남씨가의 김포 전답 형성 기록

통해 의령남씨가에서 김포 노장면으로 이주해 오기 전부터 이
주 이후 어떻게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확장하고 유지해 왔는

이 집안에 남아 있는 문서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은 수량을 차

지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김포 소재 전답에 대한 매매 및 교환 문
서이다. 이 가운데 1701년(숙종 27)에 삼촌 남명하와 조카 남성
기, 남성징이 함께 작성한 문서가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사례이

수백 년 수호한 선영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다. 이때는 이미 남두장의 세 아들 문하, 명하, 현하 형제가 부모
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고루 나누어 가진 이후였다. 다만, 당초
이들 형제가 물려받은 전답은 수원과 김포 산소 주변에 분포했

1878년(고종 15) 3월 남병훈과 남병규 등은 집안을 대표하여
고을 사또께 억울한 사연을 글로 적어 호소하였다.

는데, 수원과 김포에 있는 전답 가운데 김포 산소 주변의 것을

“저희 집 뒤편 자좌오향(子坐午向, 묘소가 자리 잡은 방위) 묘소

장손 남성기에게 맞바꾸어 줌으로써 장손가에서 장기적으로 선

는 저희 9대조 판서공(남정)의 묘입니다. 안산(案山)에서 흘러나

대 조상의 묘소를 중심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음을 알

온 산자락 한 편을 수백 년간 수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6

수 있다.

년 전 집안 형편이 기운데다 흉년까지 당하여 저희 아버지가 가

나머지 문서는 모두 1742년(영조 18)부터 1897년(광무 1)까지

솔들 입에 풀칠이라도 할 계책으로 부득이 20냥을 받고 인근에

김포에 살던 타 성씨 또는 친척 간에 전답을 사고팔면서 작성한

사는 권씨 형제에게 땅을 팔았고, 증인도 문서에 서명을 했습

매매 문서(계약서)이다. 대부분 ‘김포 노장면(노장리)’에 있는 무슨

니다. 그때 같은 마을에 사는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가 현장에서

논 또는 무슨 밭 얼마만큼을 몇 냥을 받고 판다는 내용이다. 이를

매매문서를 작성하고 증인까지 섰는데, 돌연 올봄에 자기 집안
99

1701년 남명하, 남성기 등 전답 교환 문서

1790년 김포 노장면 논 매매문서

의 부와 위세를 믿고 우리 집안을 얕잡아 보아 전혀 생각지 못

어와 조상 묘소를 중심으로 전답을 사들이고 일구면서 그들의

한 꾀로 그 땅이 자신들의 선영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생

역사를 만들어 왔다. 이제는 곧 완공될 높은 현대식 건물 사이

략)… 땅은 유한하고,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렇

에 자리한 고즈넉한 종중 묘역만이 이곳을 지나는 이들에게 의

게 마음을 나쁘게 쓸 수가 있습니까? 억울한 심정을 참지 못하

령남씨 집안의 수백 년 세월을 말없이 보여주게 되었다.

고 사리가 밝으신 사또께 감히 아뢰오니 잘 헤아려 엄히 처분해
주시고, 시골에 사는 저희 같이 힘없는 백성에게 땅의 경계를
분명히 정해주셔서 사리가 바로 서고 헛된 욕심은 제어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러한 간절한 호소를 들은 김포군수는 실태를 파악한 뒤 문
서의 앞뒤 여백에 굵은 글씨로 단호한 처분을 써서 남씨가에 돌
려주었다.
“그 땅을 매매할 때 아무개가 이미 증인으로 참여하여 서명까
지 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다. 아무개가 과연 자기 조상을 위
한 마음에서 그런 일을 했다면, 그 당시에 땅주인에게 땅값 시
세에 맞추어 값을 되돌려줬으면 됐을 일이었다. 이러한 뜻으로
이미 아무개에게도 처분을 내려 보냈으니 다시는 이런 일로 호
소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 알도록 하라.”
의령남씨는 1600년대 중반 김포 노장리에 묘소를 마련하고,
100년 뒤 조상 묘소 아래로 자손들이 들어와 살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 사이 이곳은 김포 노장리, 능동리, 원당리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지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인천검단지구)
이 되었다. 과거 김포의 남쪽 외진 터전에 의령남씨 일가가 들

1878년 남병훈 등이 김포군수에게 올린 민원문서

글 박성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한국고문서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동대학원 고문헌관리학 전공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문서의 양식, 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공부해 왔고, 최근에는 문서에 담긴 여러 정보를 토대로 사람들의 인식과 관습 변화 등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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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민속

절로 들어간 조왕신앙
장장식

인간과 자연, 자연과 인간 사이에 놓인 경계선 중의 하나는

위험한 신성에 대한 도전의 신화

아무래도 ‘불’이다. 불이 없다면 인간은 거대한 자연 안에 존재
하는 ‘연약한 생명체’일 테고, 불을 제어하지 않으면 재앙의 근

그렇기에 인간이 불을 어떻게 얻었는가 하는 것은 한 편의 발

원이 될 것이다. 불이 연약한 인간 앞에 우뚝 선 ‘위험한 신성

생론적 환상을 만들어내고, 민족마다 제각각의 신성한 이야기

(神聖)’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이치 때문이다. 위험한 신성

를 풀어냈다. 이를테면 ‘불의 신화’이다. 민족과 문화가 다양한

은 인간에게 그만큼 많은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한편으로 함부
로 다가설 수 없는 신성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만큼 신화도 다채로운데, 이들 신화들은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신(神)이나 초자연적 존재가 불을 훔쳐내어 인간
에게 주었다는 사여신화(賜與神話)인데, 고대 그리스에서 전승해
온 프로메테스(Prometheus) 신화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절대자
에 해당하는 존재가 불을 감추어 두고 인간의 접근을 막았기 때
문이다. 두 번째는 신이나 동물로부터 불을 얻어냈다거나 불을
일으키는 법을 배웠다는 획득신화인데, 중국, 에스키모, 스리랑
카, 아프리카 등지에서 폭넓게 전해온다.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 물론 서양과는 다른 불의 신화를 가졌
다. 우리 문화의 고형(固形)을 간직하고 있음직한 무당의 노래에
서 전해온다는 것도 특이한 일이고, 쥐로부터 발화법(發火法)을
알아냈다는 것도 재미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함경도 무당들이
굿을 할 때 부르는 무가(巫歌)다.
천지가 열릴 때에 미륵이 탄생하여 해, 달, 별의 질서를 잡았
다. 그러나 정작 물과 불의 근원을 몰랐기 때문에 생식(生食)을
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래서 미륵은 생쥐를 잡아 볼기를 치며
“물과 불의 근원을 아느냐?”고 물었다. 생쥐는 “가르쳐 드리면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하고 되물었다. 미륵은 “이 세
상의 모든 뒤주를 차지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생쥐는 “불
의 근원은, 금강산에 들어가서 한쪽이 차돌이고 한쪽이 무쇠인
돌로 툭툭 치면 불이 날 것입니다. 물의 근원은, 소하산에 들어
가면 샘물이 솔솔 솟아나 물의 근원을 이룬 것을 알 것입니다.”
하였다. 이때부터 이 세상은 물과 불을 쓰게 되었다. 그런 후에
야 미륵은 인간을 만들었다.
불을 가르쳐준 대가로 쥐가 뒤주에 서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유래담이거니와 인간에게 불을 일으키는 방법을 일러준 존재가

용주사 조왕탱화

하찮은 ‘쥐’라는 점에서 다소 의외의 일이다. 하지만 어쩌랴. 이
101

로써 불은 곧 우리 문명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더 이상 인간

는 부엌의 조리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배식대 위의 높은 곳에

은 자연 앞에 연약한 존재가 아니고, 자연은 인간에게 그리 위

모셨다.

험한 신성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자연을 완전히 정

조왕이 좌정한 장소의 변화가 있기는 하나 새벽마다 청수를

복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좀 더 자유로워졌다는 상대적 우위

올리고 향촉을 밝히는 기본적인 의례는 그대로이다. 그리고 공

일 뿐이다.

양주는 매일 사시(巳時, 오전 9시부터 11시)마다 여러 부처에게 마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불은 이런 점에서 신성한 것이다. 신성

지(摩旨)를 바치듯 마짓밥을 준비를 하고 「조왕단 예경문」을 외

한 것은 추상을 낳고, 추상은 너무 멀기에 형상으로 구상화한다.

며 헌공의례를 한다. 하지만 이마저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동짓

불이 신성한 것이기에 환상적인 추상관념으로 연결되고, 추상

날에는 동지 팥죽을 공양하는 것도 빠트릴 수 없는 공양의례이

은 이해를 위해 온갖 상징을 갖추어 구상화의 단계로 간다. 이

다. 어떤 스님은 조왕신앙이 순수 불교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석

런 과정에서 불과 관련된 신성이 ‘조왕(竈王)’, 부엌의 왕이다.

불이 상존하는 곳은 부뚜막이다. 음식을 조리하는 곳이고, 부

하고 이를 없애려 애쓴다. 하지만 중생이 그토록 위하는 신격이
라면 굳이 내쫓을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정을 씻는 공간이기도 하다. 부뚜막을 관장하고 불을 책임지

이런 점에서 수원의 용주사를 다시 찾는다. 사찰의 연원이 신

는 존재에 대한 관념은 비록 추상적이지만 조왕 또는 조왕신으

라시대에 있다지만 정조(正祖)의 부친 장헌세자(莊獻世子)를 모

로 이어졌다. 조왕대감, 조왕할머니라 지역마다 달리 부르고 성

신 현륭원(顯隆園)과의 관련성을 놓칠 수 없다. 현릉원을 화산으

(sex)도 다르지만 부엌을 지키는 신이요, 불을 맡은 신이다. 그

로 옮긴 정조 임금은 1790년 갈양사 자리에 세운 능사(陵寺)가

렇기에 민간에서는 여성들이 위하는 주요 신격으로 자리 잡고

곧 용주사이기 때문이다. 4년 간의 대역사 끝에 완공하고 낙성

있다. 새벽마다 부뚜막 위의 중앙에 놓인 조왕종지에 맑은 물을

식을 준비하던 전날 밤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꿈을 꾸었

간다. 매월 초사흘마다 주부들이 비는 대상이며, 안택을 할 때에

다 하여 용주사(龍珠寺)라 불렀다는 절이다. 이 절을 새삼 주목

는 성주나 삼신보다 앞서 조왕을 모신다. 시어머니에서 며느리

하는 것은 민간신앙의 하나인 조왕을 여전히 모시고 있고, 조왕

로 이어지는 여성들이 맡아 모시는 신이니, 이 땅의 어머니들은

신을 그린 조왕탱화가 퍽이나 인상적이기 까닭이다.

곧 여사제이기도 하다.
조왕의 신성성 때문에 부엌의 장소성은 제약을 받는다. 「민택
삼요(民擇三要)」에서는 동향이나 동남향을 길한 방향으로 선호

조왕을 구상화하는 두 가지 방식

했고 동북향이나 서남향은 꺼렸다. 어디 이뿐인가. 우물 앞이나
대청 뒤에 부엌을 내는 것은 금기였고, 대문을 바라보는 것도

사찰에서 조왕신을 구상화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모두가 부엌의 신 조왕을 위하는 나

그림으로 모시고 하나는 글자로 모시는 방식이다. 앞의 것은 조

름의 논리이다. 경기도 화성지역의 <성주무가>에 조왕이 등장
한다. 이는 민간인의 실제적인 생활과 관련된 조왕이 얼마나 주
용한 신격이었는가를 보여준다.

왕탱화이고, 뒤의 것은 조왕위목(竈王位目)이다.

조왕탱화에 등장하는 신은 단연 ‘조왕’이다. 조왕은 민가는

물론 불가의 부엌에서 일년 동안 일어나는 일을 듣고 보면서 나
날이 기록한다. 조왕탱화의 중앙에 앉아서 부엌을 응시하거나

사찰의 공양간에 자리 잡은 조왕신
민가의 사정이 이러하고, 사찰의 스님 역시 공양을 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에 사찰 역시 모른 채 할 수 없는 노릇이
다. 마치 산신이 산신각에 자리 잡고 그 역할을 해내고 있듯이,
조왕신은 사찰의 부엌인 공양간을 지키고 있다. 민간의 여성 조
왕과는 달리 남성신으로 통일되고 조왕단이라 불리는 곳에 좌
정해 있다.
절 부엌의 중심이라 할 부뚜막 위에 자리 잡는 것이 전통이지
만 현대식의 키친 개념으로 리모델링 된 부엌에서는 부엌의 한
쪽에 조왕단을 따로 만들거나 싱크대 위에 모시기도 하며, 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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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마리나 책에 무엇인가를 적거나 붓을 들고 있는 것은 이 때
문이다. 사람도 아닌 신이 나날의 언행을 듣보고 이를 문서에
적는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조왕은 이 문서를 들고
매년 섣달 스무사흘(23일)에 하늘에 올라가 옥황에게 보고한다.
그 결과에 따라 상벌을 받는다 하니 조왕은 어느 신보다 인간
곁에 있는, 가까운 신격이다.
일반적인 불화에서 주불(主佛)의 좌우에 보살이 입시하고 있
듯이 조왕탱화에도 남녀가 보처(補處)로 등장한다. 남성은 도끼
와 장작을 들고 있고(때로는 도끼만을 들고 있다.), 여성은 마지(摩
旨)나 과일을 들고 있다. 남성은 땔감을 든 힘센 사람이라는 뜻

으로 담시역사(擔柴力士)라 부르고, 여성은 불을 피워 밥을 짓는

양평 용문사 조왕탱화,
우리역사넷, contents.history.go.kr

강화 전등사 조왕탱화

어미라는 뜻으로 조식취모(造食炊母)라 한다. 담시역사는 조왕의
왼쪽에 있다 해서 좌보처담시역사라 하고, 조식취모는 조왕의
오른쪽에 있다 해서 우보처조식취모로 불린다. 남양주의 봉선

補處擔柴力士(좌보처담시역사)”와 “우보처조식취모(右補處造食

사 조왕탱화의 경우, 담시역사가 오른쪽 어깨에 도끼를 당당하

炊母)”라 묵서한다. 조왕 앞에 붙은 숫자 ‘8만4천’은 이 세상에

게 걸쳐 메고 있고, 조식취모는 과일을 담은 그릇을 들고 있다.

서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수요, 많은 수다. 조왕신이 팔만사천이

좌우 보처의 위치가 이처럼 분명한 듯 보이지만 실제의 조왕

라 했으니 아마도 온 세상의 부엌마다 임재하는 조왕을 표현한

탱화에서는 이런 좌우의 개념이 깨어지고 좌우를 바꾸어 배치

것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크고 위대한 조왕신이라는 불교의 레

되기도 한다. 탱화를 그린 화사(畫師)가 어떤 좌우 관념을 가졌

토릭(rhetoric)이 반영된 헌사다. 그리고 나무(南無)는 ‘돌아가 의

는가에 따라 좌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좌우의 문제와

지한다’는 뜻으로 부처나 보살들의 이름 앞에 흔히 붙이는 말이

달리 등장인물의 변화가 있는 탱화도 다소 존재한다.

니, 없어도 무방하고 있어도 그만이다.

양평 용문사의 조왕탱화에는 조식취모로 보이는 여성 4명이

조왕과 좌우 보처를 세 줄의 글자로 표현하는 것은, 그림으로

조왕의 좌우로 둘러싸고 있고, 그림의 하단에 두 명의 남성이

표현한 탱화의 인물들을 글자로 대신하여 그대로 적용한 것이

서 있다. 김제 금산사의 탱화도 마찬가지로 도끼를 든 남성(이는

다. 일반적으로 성현이나 혼령의 이름을 쓴 종이를 위목(位目)이

분명 담시역사를 표현한 것이리라.)이 우보처 자리에 있고, 두루마

라 하니, 글자로 표현한 조왕을 조왕위목이라 불러도 좋다. 이런

리를 가슴에 안은 남성이 좌보처 자리에 서 있다. 수원 용주사

조왕위목의 용례는 오대산 상원사, 고성 건봉사, 강화 청련사,

의 탱화 역시 좌우보처를 바꾸어 그렸다. 도끼를 든 담시역사가

합천 해인사, 곡성 태안사, 순천 선암사, 서산 개심사 등의 공양

조왕의 오른쪽에 서있고, 마지를 받들고 있는 조식취모가 왼쪽

간에서 만날 수 있다.

에 서 있다. 이런 모습은 강화도 전등사나 경주 불국사의 조왕
탱화에서도 나타난다.
좌우 보처가 과감히 생략되면서 조왕 단독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일종의 조왕독존도(竈王獨尊圖)이다. 공주 동학사를 비롯

하여, 부안 내소사나 포항 보경사, 밀양 표충사나 상주 남장사의
조왕탱화가 그렇다. 웬일인지 모르나 좌우를 협시하던 보처가
홀연 사라지고, 조왕 홀로 남은 탱화들이다. 그래도 이 역시 조
왕탱화다. 하지만 좌우보처의 자리 바뀜과 보처의 있고 없음은

왜 그림을 그리지 않고 글자로 했을까? 아마도 그림을 그리
는 비용 부담과 글자로 표현하는 수월함 · 편이함이 반영된 것
은 아닐까. 사정이 어떠하건 조왕위목의 모범이 되는 것은 「조
왕단 예경문」이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보듯, ‘至心歸命禮(지심귀
명례)’만 빼고 그대로 쓰면 조왕위목이 된다.

至心歸命禮 八萬四千竈王大神

한마음 함께 기울여 조왕대신님께 예배합니다.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다만 형상을 통해 ‘불의 신성’과 ‘존

至心歸命禮 左補處擔柴力士		

재하는 신격’을 구상화하려는 나름의 의도를 충분하게 반영하

한마음 함께 기울여 좌보처 담시역사에게 예배합니다.

기만 하면 된다.

至心歸命禮 右補處造食炊母		

조왕신을 표현하는 두 번째 방식은 그림을 그리지 않고 글자

로 묵서하는 경우이다. 중앙에 “南無八萬四千竈王大神(나무팔만

한마음 함께 기울여 우보처 조식취모에게 예배합니다
(뒷부분 생략).

사천조왕대신)”이라 큼직하게 쓰고 좌우에 조금 작은 글씨로 “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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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개심사 조왕위목

곡성 태안사 조왕위목,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사진

모든 사찰이 그렇겠지만 조왕은 일 년에 한 차례씩 하늘에 오
르는 민가의 조왕과는 달리 여러 차례 올라가고 내려온다. 올
라가는 날은 을축·을미·기유·기묘일인데, 이를 조왕상천일(竈

王上天日)이라 한다. 이 날은 부엌을 수리하거나 새로 만들면 좋

은 날이다. 왜 그럴까? 조왕신이 출타 중이라 동티날 염려가 없

합천 해인사 조왕위목,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사진

다(有巽施竈 皆在戶西).”는 기록을 참고할 때, 기원전에 이미 조왕

신앙이 널리 퍼져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런 기록을 뒷받침이
라도 하듯 고고학적 성과물도 주목할 만하다. 이를테면 곡성 오
지리 주거지 유적의 부뚜막에서 출토된 완형(盌形) 토기나 진주

평거동 수혈건물지의 부뚜막 감실에서 출토된 발형(鉢形) 토기

으니 마음 놓고 시끌시끌한 일을 해도 무방하다. 지상으로 내려

는 민간에서 모시는 ‘조왕중발[조왕단지]’일 가능성이 매우 크

오는 날은 갑자 · 갑오· 갑진· 을축· 을해· 을묘· 을유· 병신· 병술·

다. 출토지가 부뚜막이라는 점과 출토 점수가 한 점으로 제한된

정묘·무자·임인·임신·계유·계축·계해일 등이고, 이를 조왕하

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부엌을 관장하는 조왕신의 신체(神體)

강일이라 한다. 물론 외경의 조왕신이 내려오니 이 날은 각별히

인 동시에 신에게 바치는 헌물 단지인 것이다. 조왕신앙은 이처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는 달리 매월 6일, 12일, 13일, 14일, 18

럼 먼 과거에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불의 신앙이다.

일, 21일은 조왕단에 인등을 밝히는 날이다. 이 날 불을 밝히면
백사형통(百事亨通)이라 하니 어찌 밝히지 않을까.

그러나 세월이 가면 삶이 바뀌고, 믿음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전통 부엌과 부뚜막에서 입식 주방과 조리대로 바뀐 현실에서
조왕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민가에서는 이미 사라졌거나 점점
소멸되어 가는 무형의 신앙이다. 다만 다행인 것은 사찰의 공양

민가를 떠나 사찰로 간 것일까

간을 근거로 조왕은 좌정해 있고, 예전과 같지 않은 위엄이지만
공양주 보살의 신심으로 여전히 헌공(獻供)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왕신앙의 시원은 언제일까? 연대를 편년한다는 것은 지극

옛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조왕신은 다른 민간신앙

히 어려운 일이다. 이능화는 조왕의 기원을 단군의 신시에서 찾

의 신격보다 행운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자고로 인

았고, 임동권은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보았다. 다만 『삼국지』

간이 신을 만들었지만 신이 또한 인간을 만들어 왔다. 이런 역

「위서 동이전」 ‘변진조’에서는 “모두들 부엌신을 모신다(施灶 皆

사 속에서 현대의 조왕은 우리를 얼마나 구속하고 있는 것일까.

在戶西).”고 했고, 『책부원귀(冊府元龜)』 ‘변진조’에서는 “조왕을

어쩌면 조왕은 인간에게서 멀어지고 종착지로서 사찰의 공양간

모실 때에는 공손함이 있으며 문의 서쪽에 모두 조왕신을 모신

을 택한 것은 아닐는지 모르겠다.

글 장장식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 풍수설화의 연구>로 문학박사를 취득하고, 몽골국립대학교 외국어문대학 객원교수, 국립민속박물관 학예관을 역임하면서 고려대·경
희대·단국대·동국대 대학원 등에서 민속학을 강의하였다. 한국의 무형문화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 및 한국과 몽골의 민속문화 비교연구에 관심을 집중하여 논문 100
여 편과 20여 권의 공편저를 출간하였다. 현재 길문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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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탐사

현종의 왕녀인 명선, 명혜, 명안공주의 묘가
경기도에 있다.
김희태

경기도에 있는 여러 형태의 문화재 가운데

명선공주와 명혜공주는 현종의 왕녀로, 조선의 왕 가운데 현종은 다른 왕들과

예상치 못하게 어느 인물이나 사건 등과 연

달리 후궁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현종은 왕비인 명성왕후 김씨와의 사이에서 숙

관이 되는 문화재를 접할 수 있다. 가령 성

종(1661~1720, 재위: 1674~1720)과 명선공주(明善公主), 명혜공주(明惠公主), 명안공주

남 봉국사(奉國寺)가 대표적으로, 처음 봉
국사를 찾았을 때만 해도 그저 여느 곳에 있는
사찰과 다르지 않은 곳이라 생각했다. 봉

(明安公主) 등 1남 3녀를 두었다. 이 가운데 명선공주와 명혜공주와 관련된 장소가

바로 봉국사였다. 이는 『숙종실록』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때 광주(廣州) 봉국사에서 명선(明善)·명혜(明惠) 두 공주(公主)의 원당(願堂)

국사는 고려 초기에 창건된 사찰로, 이후

에 그 목주(木主)를 봉안하고 해마다 봄·가을에 궁인(宮人)이 나가서 제사를 지낸다

1674년(현종 15)에 크게 중창이 되었다. 그

하였는데, 대사헌(大司憲) 심단(沈檀)이 그것이 옳지 않음을 말하고, 민암이 말하기

런데 중창이 된 이유를 자세히 봐야 하는데,

를, “예전에 봉선사(奉先寺)·봉은사(奉恩寺)에 열성(列聖)의 위판(位版)을 봉안하였는

바로 명선공주와 명혜공주의 명복을 빌기

데 유생(儒生)의 상소 때문에 폐지하였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지난(持

위해 세운 원당사찰(願堂寺刹)이었기 때문

難)하는 까닭을 경(卿)들이 스스로 알거니와, 이것은 갑자기 폐지할 일이 아니다.”하자,

이다. 즉 명선공주와 명혜공주의 묘가 봉국
사 인근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
봉국사가 있는 영장산 일대에는 두 공주의

여러 신하들이 드디어 힘껏 청하지 않고 물러갔다.”
- 『숙종실록』 권23, 숙종 17년(1691) 4월 2일 기사 중

위 내용은 봉선사와 봉은사에 열성의 위판(位版)을 봉안했는데, 유생들이 상소

묘를 비롯해 영창대군, 평원대군, 제안대군

를 올려 폐지한 마당에 봉국사에 명선공주와 명혜공주의 목주(木主, 위판과 동일

등의 묘가 있었다.

한 개념으로 위패를 뜻함)를 봉안하고 제사를 올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상소한

성남 봉국사, 명선공주와 명혜공주의 원당사찰이었다.

1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의 무덤인 파주 소령원. 최초 광주의 묘산에 장지가 조성
될 예정이었으나, 숙종의 반대 속에 연잉군이 직접 지관을 데리고 찾은 장소다.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권23, 숙종 17년(1691) 4월 2일, ‘대신과 비국의 재신들을 인견하여, 유자삼의 유배 등을 논의하다’ 참고

105

내용이다. 이 상소를 들은 숙종은 폐지할 일이 아니라며 거부

반면 장녀인 명선공주(1659~1673)는 1673년(현종 14) 8월 2일

했는데, 숙종이 누이인 명선공주와 명혜공주를 어떻게 인식했

에 두역(痘疫, 천연두)으로 세상을 떠났다. 명선공주는 승지인

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숙종이 두 공주를 생각

맹주서(孟胄瑞)의 아들 맹만택(孟萬澤)과 혼인이 결정되어 신안

했던 건 이뿐만이 아니었다.

위(新安尉)의 위호를 받았다. 그런데 명혜공주 때와는 달리 이

1718년(숙종 44) 3월 9일 연잉군(영조)의 생모이자 숙종의 후

미 가례청(嘉禮廳)이 설치되었고, 길일 역시 받아 둔 상태에서

궁인 숙빈 최씨가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숙빈 최씨의 묘를 조

혼인이 미뤄진 것은 맹만택의 모친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

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4월 20일 자 기록을 보면

다. 따라서 위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내관(內官)인 장후재(張厚載)가 숙빈 최씨의 장지를 광주

처음에는 현종 역시 위호를 그대로 둘 것을 지시했지만, 조정

(廣州)의 경내에서 묘산(墓山)을 얻었다고 말했는데, 문제는 장

에서는 위호를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었다. 당시 사관은 장차

지로 조성된 곳이 명선공주와 명혜공주의 묘산 내 청룡의 터였

육례를 행할 날짜만 가려 뽑은 것일 뿐, 납채의 예도 행한 적이

다는 점이다. 이 소식을 들은 숙종은 해괴하다며 화를 냈고, 결

없기에 위호를 그대로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국 장후재를 파직시키고, 숙빈 최씨의 장지를 다른 산으로 바

했다. 그 결과 11월 2일 현종은 신안위의 위호를 환수할 것을

꾸게 했다. 이후 숙빈 최씨의 장지는 선릉(宣陵) 근처로 정해졌

명하게 된다.

는데, 이때도 숙종은 선릉과 가깝다는 이유로 다른 산으로 찾
도록 했다. 결국 이러한 우여곡절 속에 연잉군이 직접 지관을
데리고 찾아다닌 끝에 조성된 곳이 바로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서삼릉으로 옮겨진 명선공주와 명혜공주의 묘

267번지에 있는 소령원(昭寧園)이다.
명선공주와 명안공주의 묘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현 영장산 일대에 조성되었다. 그리고 두 공주의 명복을 빌기

일찍 요절했던 두 공주와 부마의 위호
삭제를 두고 벌어진 논란

위해 세운 중창한 사찰이 바로 봉국사였다. 실제 연달아 두 딸
을 잃은 현종은 심사가 막히고, 혼미하다며 애통해했으며, 두
공주를 위한 사당을 만들었는데, 훗날 수진궁(壽進宮)으로 옮겨

명선공주와 명혜공주의 기록을 살펴보면 혼례를 준비하는

제사를 지내게 된다. 또한 전장(田庄)을 주어 이곳에서 나온 재

과정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부마의 경우 위호는 받은 상

물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보여준 자료가 「양

태이기에 위호의 환수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게 된다. 만약 요

주목 명선공주방 매득 전답 타량 성책(楊州牧 明善公主房 買得 田

절한 공주와 혼인한 것으로 볼 경우 부마들은 다시 혼인하지

沓 打量 成冊)」과 『양주목 명선공주방 독안산 시장 절수 내 투장

못한 채 살아야 했기에, 이 부분은 『예기』를 비롯한 고사를 인

허적간 성책(楊州牧 明善公主房 禿案山 柴場 折受 內 偸葬 虛摘奸 成

용하면서 위호의 환수로 가닥을 잡게 되었다. 두 공주는 모두

冊)』, 『양주목 고양주면 소재 명선공주방 매득 내수사 이래 전

1673년(현종 14)에 세상을 떠났다. 차녀인 명혜공주(1660~1673)

답 개타량 성책(楊州牧 古楊州面 所在 明善公主房 買得 內需司 移來

는 같은 해인 1673년(현종 14) 4월 27일 세상을 떠났는데, 승지

田沓 改打量 成冊)』 등이다.

인 신정(申晸)의 아들 신요경(申堯卿)과 혼인이 예정되어 있었

한편 숙종은 내수사와 해당 관청에 제사 도구를 마련해줄

다. 때문에 신요경은 동안위(東安尉)의 위호를 받았는데, 납채

것을 지시했으며, 1704년(숙종 30)에 숙종은 호조에 지시해 목

(納采)의 예와 합방을 하지 않았기에 부마의 봉작을 그대로 둘

면(木綿) 1동(同), 포(布) 1동, 돈 3백 냥(兩)을 보내 제수에 보태

수는 없다고 해서 위호의 환수가 결정되었다.

도록 했다. 1683년(숙종 9)에는 인경궁(仁慶宮) 담장을 떼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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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권61, 숙종 44년(1718) 4월 20일, ‘숙빈의 장지를 간심할 때 법금을 무시한 내관 장후재를 파직시키다’ 참고
소령원(昭寧園) 최초 숙빈묘(淑嬪墓)로 불리다가 영조가 즉위한 이후 소령묘(昭寧墓)를 거쳐 소령원으로 격상되었다.
납채(納采) : 육례 가운데 하나로 남자 쪽에서 혼인을 청했을 때 여자 쪽에 이를 받아들인 것을 의미함
『조선왕조실록』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1673) 4월 27일, ‘명혜 공주의 졸기’ 참고
가례청(嘉禮廳) : 왕자나 공주, 옹주 등의 혼인을 담당했던 임시 관청
『조선왕조실록』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1673) 8월 2일, ‘명선 공주의 졸기’ 참고
『조선왕조실록』 현종실록 권27, 현종 14년(1673) 8월 4일, ‘예조가 또 상사에 참여함에 부당함을 아뢰다’ 참고
『조선왕조실록』 현종개수실록 권27, 현종 14년(1673) 11월 2일, ‘맹만택의 위호를 환수하라는 헌부의 청을 윤허하다’ 참고
수진궁(壽進宮) : 수진궁은 본래 제안대군의 집터로, 봉작을 받기 전이나 봉작을 받았더라도 어릴 때 죽은 왕자와 왕녀의 사당이다.
전장(田庄) : 농지를 비롯해 관련된 건물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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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의 사당에 지급할 것을 명하기도 했으며, 사간원(司諫院)에서 두 공주의 전
장을 혁파해 백성을 구휼하게 하라는 상소에 “어떻게 차마 선왕(先王)께서 남
기신 뜻을 저버리고 마침내 혁파하라는 영(令)을 내릴 수 있겠는가?”라며 거부
하는 등 명선공주와 명혜공주를 생각했던 현종과 숙종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명선공주와 명혜공주의 묘는 영장산 일대에 없는데, 이유는 태평동
일대가 개발되면서 두 공주의 묘는 서삼릉 왕자・공주 묘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두 공주의 태실도 조성되었는데, 우선 명선공주의 태실은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남신리 산 72-2번지에 있었다. 현재 태실지에는 남아 있는 석물
이 없으며, 일제강점기 때 태실은 현 서삼릉으로 이봉되면서, 지금은 서삼릉 태

2

실 중 왕자・왕녀 태실에 자리하고 있다. 명혜공주의 경우 충청남도 부여군 충
화면 가화리 용골 구태봉에 있었다고 하는데, 태실은 도굴된 이후 지금은 태실
비만 정림사지 박물관으로 옮겨져 전시 중이다. 이처럼 성남 봉국사를 통해 전
혀 예상하지 못했던 현종의 왕녀인 명선공주와 명혜공주를 만날 수 있다. 또한
봉국사를 시작으로 두 공주의 흔적이 담긴 고양 서삼릉과 명혜공주 태실비 등
을 연결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또 한 명의 왕녀, 명안공주의 묘가 안산에 있다?
국도 42호선을 타고 수원에서 안산 방향으로 가다보면 오태주 묘와 관련한
이정표를 볼 수 있다. 문화재의 공식 명칭은 취몽헌 오태주 묘역(경기도 기념물
제186호)으로, 주목해볼 점은 오태주는 현종의 부마, 즉 명안공주의 남편이라는

점이다. 오태주는 형조판서를 지낸 오두인(吳斗寅)의 아들, 명안공주와 혼인해
해창위(海昌尉)의 위호를 받았다. 오태주는 주로 숙종 대에 활동했던 문신으로,
당색으로 보면 서인에 속했다. 이와 함께 현종의 왕녀 가운데 유일하게 장성했
던 명안공주의 이름은 온희(溫姬)다. 조선시대 여인의 이름으로는 드물게 이름
이 확인된 경우로, 특히 숙종과 함께 명안공주가 현종의 유일한 자녀였기에 오
누이의 사이는 각별했다. 1684년(숙종 10) 청나라로 간 사신이 돌아올 때 청나
라의 황제가 보낸 비단을 명안공주에게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1687년(숙종 13)
5월 16일 명안공주가 세상을 떠나자 숙종은 소복을 입고서 “몹시 슬프고 애통
해하며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애통해 했으며, 직접 명안공주의 집으
로 가서 곡을 했다.
한편 숙종은 명안공주의 장지를 최초 양주 서면의 염산으로 정했는데, 보통
한양에서 10리 이내는 금표로 설정되었기에 묘를 쓸 수 없도록 규제를 했다.
그런데도 숙종은 의숙공주(懿淑公主, 세조와 정희왕후 윤씨 소생)의 묘가 양주 개

1. 서삼릉 왕자・공주 묘역에 있는 명선공주의 묘
2.. 서삼릉 왕자・공주 묘역에 있는 명혜공주의 묘
3. 서삼릉으로 옮겨진 명선공주 태실
4. 정림사지 박물관에 전시중인 명혜공주 태실비

12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권40, 숙종 30년(1704) 9월 22일, ‘명선·명혜 공주의 공주방에 목면 등을 보내어
제수에 보태게 하다’ 참고
13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권14, 숙종 9년(1683) 4월 26일, ‘인경궁의 담장을 떼어 명선·명혜 두 공주의 사당
으로 지급하다’ 참고
14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권12, 숙종 7년(1681) 12월 13일, ‘명선·명혜 공주의 전장 혁파에 관한 논의’ 참고
15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권18, 숙종 13년(1687) 5월 16일, ‘명안 공주의 졸기. 공주의 시아버지 오두인의 평
양 감사직을 개차하고 올라오게 하다’ 참고
16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권18, 숙종 13년(1687) 5월 17일, ‘명안 공주의 집에 가서 애도를 표하고 녹봉을 3
년 동안 주게 하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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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오태주・명안공주 묘

명안공주 어제치제문비와 전면과 후면

좌동에 조성된 사례를 들어 승정원의 반대에도 장지를 조성했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기에 아우의 아들을 양자로 들이게 된다.

다. 또한 숙종이 명안공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 가운데 오태주・명안공주의 묘는 좌측에 명안공주 어제치제

유물이 바로 명안공주 어제치제문비(明安公主 御製致祭文碑)다.

문비, 우측에는 묘비가 세워져 있다. 묘비에는 ‘조선국왕녀명

어제치제문비는 숙종이 명안공주와 오태주가 세상을 떠나자

안공주지묘(朝鮮國王女明安公主之墓) / 수록대부해창위겸오위도

직접 내린 어제치제문으로, 어제(御製)는 왕이 직접 지은 글을

총(綏祿大夫海昌尉兼五衛都摠) / 부도총관오공태주도장지묘(府都

의미한다. 해당 어제치제문의 전면에는 오태주, 후면에는 명안

摠管吳公泰周道長之墓)’가 새겨져 있다. 또한 봉분의 앞쪽에 상석

공주와 관련한 글을 지었는데, 애도의 성격을 담고 있는 비석

과 향로석, 장명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좌・우에는 문인석과 망

이다. 이 같은 어제치제문비의 경우 매우 드문 사례로, 오태

주석이 각 1쌍이 세워져 있다. 특히 오태주・명안공주 묘의 석

주・명안공주 묘에서 반드시 봐야 할 중요한 유적이라고 할

물은 일반적인 사대부 묘에 세워진 석물과 비교해볼 때 그 수

수 있다.

준이 높다. 이는 숙종의 명릉에 세워진 문인석과 망주석을 비
교해보면 좋은데, 석물을 제작하는 데 있어 왕실에서 관여했음
을 보여준다.
실제 숙종은 명안공주의 묘에 쓸 석물을 강도(江都)에서 떠오
도록 했다. 이때 묘가 어디에 조성될지 모르니 조금만 기다렸
다가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숙종은 다음과 같은 언급
을 했다.
“내 동생의 상사에 송종(送終) 때 쓸 것을 특별히 떠내게 하여
유감스러운 바가 없게 하는 것이 과연 대단히 적당치 못한 일이
겠느냐? 하물며 많은 석물(石物)이라 떠내는 역사(役事)가 거창
하여, 비록 지금 역사를 시작하더라도 사세가 장사 이전에 다 마

오태주・명안공주 묘비

장명등

치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니, 우선 산소를 정하도록 기다렸다가
떠내자는 말은 더욱 이해하지 못하겠다.”

현재 오태주・명안공주 묘는 옛 소릉 터를 제외하면 안산 지

- 『숙종실록』 권18, 숙종 13년(1687) 5월 22일 기사 중

역에서 확인되는 유일한 왕실 무덤이다. 묘역은 크게 상단에
오태주의 어머니인 상주 황씨의 묘가 배치되어 있고, 그 아래

위의 기록을 볼 때 명안공주 묘에 쓸 석물의 제작에 숙종이

오태주와 명안공주의 합장묘가 조성되어 있다. 하단에는 오태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오태주・명안공주 묘는 숙종의

주의 양자인 오원의 묘가 조성되어 있는데, 오태주와 명안공주

왕녀 가운데 유일하게 장성해 혼인했던 명안공주의 흔적을 담

17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권18, 숙종 13년(1687) 5월 22일, ‘명안 공주의 묘소 석물을 강도에서 떠오게 하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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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태주·명안공주 묘의 문인석과 망주석

오태주·명안공주 묘의 문인석. 매우 수준이 높은 석물로, 명안공주 묘의 석물 제작에 숙종이 관여했다.

고 있다. 또한 명안공주의 태실은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가
화리 용골 구태봉으로, 명혜공주 태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조
성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명안공주의 태실비는 천당리 면
사무소의 연못을 메울 때 매립되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한편 숙종의 명릉(明陵) 역시 고양 서오릉에 있어 현종의 자
녀인 숙종과 명선공주, 명혜공주, 명안공주의 흔적을 경기도
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처럼 단순
히 성남 봉국사를 방문했던 것을 시작으로, 숙종과 그 누이들
의 흔적을 찾아다닌 결과 당시의 시대상을 비롯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역사의 한 장면을 만날 수 있었다. 또한 성남과 안산, 고

숙종의 명릉(明陵)

양에 있는 이들 문화재를 중심으로, 나름의 스토리텔링을 기대
해 봐도 좋을 것 같다. 특히 이 가운데 비지정 문화재로 주목받
지 못하고 있는 명안공주 어제치제문비를 비롯해 서삼릉으로
옮겨진 명선공주와 명혜공주 묘, 공주들의 태실 등에 관해 관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어느 시인의 시처럼 문화재 역시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 다가와서 꽃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명릉의 문인석과 망주석. 오태주・명안공주 묘의 석물과 비교해보면 좋다.

글 김희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문화교양학과를 전공했다. 현재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와 문화재 속에 담긴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쉽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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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현황과 발전 방안 고찰
김선미

1. 들어가며

그동안 무형문화재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은 문화재청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연구용역,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대토론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

전승자대토론회, 소규모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세미나 등 지속

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전통 공연·예술, 전통 공예·

적이고 다양한 시도들이 적극적으로 있어왔다. 반면에 상대적

미술 등 기술,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

으로 시·도지정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제도 운

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영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러한 배경에는 무형문화

의식(儀式), 전통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를 말한다.

재 제도를 만들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한 제도의 시작은 1962년 1월 10일 문

인정권을 보유한 문화재청에서 진행함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화재보호법 제8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와 1970년 8월 10일

시스템을 광역자치단체 행정에 기계적으로 도입함으로서 독립

같은 법 제5장의2(지방문화재의 지정 등)의 법적 근거를 통해 이

적이고 자율적인 행정보다는 중앙행정을 수동적으로 답습하는

루어졌으며 국가무형문화재 제도는 60여년에 이르고 지방무

경향이 컸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행정적 환경은 지역문화

형문화재 제도는 50년의 시간이 흘렀다. 현재 경기도에서 보

재 보존과 전승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더불어 문화의 다양성과

1

유하고 있는 국가지정과 도지정 무형문화재는 각각 10건 과

지역적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 노력이 성과를

68건이며 이는 무형문화재 89건(국가 9건, 도지정문화재 80건)을

거두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다. 2020년 3월 16일 「경기도무

보유한 전북, 82건(국가 31건, 시 지정 51건)을 보유한 서울에 이

형문화재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을 계기로 그

어 3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간의 경기도지정무형문화재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전국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21. 3월 현재)>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계

742

82

30

17

34

21

24

6

3

78

35

31

59

89

61

58

55

27

32

국가무형문화재

149

31

5

0

5

1

0

0

0

10

4

4

4

9

14

11

15

4

32

시도무형문화재

593

51

25

17

29

20

24

6

3

68

31

27

55

80

47

47

40

23

0

1 국가지정무형문화재 10건은 다음과 같다.
	제2호 양주 별산대놀이(1964.12.7.), 제11-2호 평택농악(1985.12.1.), 제22호 매듭장(1968.12.21.), 제57호 경기민요(1975.7.12.), 제58호 줄타기(1976.6.30.), 제70호 양주 소놀이굿
(1980.11.17.), 제86-1호 문배주(1986.11.1.), 제98호 경기도 도당굿(1990.10.10.), 제118호 불화장(2006.1.10.), 제120호 석장(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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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형문화재 현황과 제도운영 현황

가.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 예술 등
나. 공예, 건축, 미술, 그 밖의 전통기술 등

1) 무형문화재 지정·인정 현황

다. 민간 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ㆍ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근거는 1971년 2월 23일 제정된 「경

라. 언어표현, 구비전승(口碑傳承),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

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와 2020년 3월 16일 제정된 「경기도무

마. 절기풍속(節氣風俗),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다. 「경기도무형문화재

생활관습 등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도무형문화재의 지정) 제②항

바.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ㆍ의례 등

에 따른 별표 1에 명시되어 있는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등으로

<표 2.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현황>

연번

지정번호

명칭

지정일

연번

지정번호

명칭

지정일

1

1

계명주

87. 2.12

35

35

포천메나리

00. 8.21

2

8

승무, 살풀이춤

02.11.25

36

36-2

대목장(도편수)

01.11. 5

3

10

방짜유기장

92. 6. 5

37

37

옹기장

00.11.25

4

11

조선장

93.10.30

38

38

풀피리

02.11.25

5

12

군포당정옥로주

94.12.24

39

39

조각장

04.01.05

6

13

남한산성소주

94.12.24

40

40

서각장

04.01.05

7

14

소목장(가구)

06.03.20

41

41

사기장(청화백자)

05.02.07

8

14-1

소목장(창호)

95.08.14

42

41-1

사기장(백자)

05.02.07

9

14-2

소목장(백골)

02.11.25

43

41-2

사기장(분청사기)

11.06.17

10

15

구리갈매동도당굿

95. 8. 7

44

42-1

석장(조각)

05.2.7

11

16

지장

96.12.24

45

42-2

석장(석구조물)

13.12.31

12

17

생칠장

97.09.30

46

43

금은장

05. 2. 7

13

18

옥장

97.09.30

47

44

과천무동답교놀이

05.02.07

14

19

입사장

97.09.30

48

45

주물장

06.03.13

15

20

광명농악

97. 9.30

49

46

양주농악

06.03.20

16

21

안성남사당놀이

97. 9.30

50

47

주성장(불구)

08.3.24

17

22

고양송포호미걸이

98.04.13

51

47-1

주성장(범종)

08.3.24

18

23

김포통진두레놀이

98.04.06

52

48

평택민요

09.3.19

19

24-1

나전칠기장(칠장)

98. 9.21

53

49

목조각장

10.03.02

20

24-2

나전칠기장(나전장)

98. 9.21

54

50

이천거북놀이

10.06.08

21

25

자수장(민수)

98. 9.21

55

51

양태장

10.06.08

22

25-1

자수장(궁수)

98. 9.21

56

52

퇴계원산대놀이

10.08.02

23

26

벼루장

98.09.21

57

53

경기검무

11.06.17

24

27-1

상여. 회다지소리(양주)

98.09.21

58

54

경기송서(송서·율창)

11.12.6

25

27-3

상여. 회다지소리(양평)

98.09.21

59

55

동두천민요

13.12.31

26

27-4

고양 상여회다지소리

17.6.16

60

56

경기고깔소고춤

15.11.20

27

28

단청장

99.10.18

61

57

불화장

15.11.20

28

29

화각장

99.10.18

62

58

잿머리성황제

15.11.20

29

30-1

악기장(북메우기)

99.10.18

63

59

시흥군자봉성황제

15.11.20

30

30-2

악기장(현악기)

99.10.18

64

60

야장

16.11.8

31

31-1

경기소리(휘몰이잡가)

16.11.8

65

61

자리걷이

16.11.8

32

31-2

경기소리(긴잡가)

99.10.18

66

62

환도장

17.11.21

33

33

파주금산리민요

00.08.21

67

63

지화장

17.11.21

34

34

안성향당무

00. 8.21

68

64

경기도당굿시나위춤

18.6.1.
111

현재 68건의 경기도 지정무형문화재는 크게는 기능분야 40

양주, 파주, 포천, 동두천, 가평, 의정부, 연천) 의정부와 연천을 제외

건, 예능분야 28건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항목별 대상에 따라

한 8개 시군이 보유한 무형문화재는 23건으로 평균 2.87건이

살펴보면,

다. 남부지역의 경우, 21개 시·군 중 화성 의왕, 오산을 제외한
18개 시군이 보유한 무형문화재는 45건인데 평균 2.5건이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분야는 14건으로 승무·살풀이춤, 광명농

따라서 평균 수치에서 남부와 북부의 지역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악, 경기소리(휘몰이잡가), 경기소리(긴잡가), 파주 금산리민요,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양시와 안성시의 종목을 살펴보

안성향당무, 포천 메나리, 풀피리, 양주농악, 평택민요, 경

면, 경기북부의 고양시가 고양 송포 호미걸이, 고양 상여회다지

기검무, 동두천민요, 경기고깔소고춤, 경기도당굿시나위춤

소리, 경기소리(휘모리잡가), 금은장, 환도장, 경기도당굿 시나위

이다.

춤 등 향토성 짙은 단체종목과 전통공예기술인 개인종목을 모

나. 	전통공예기술분야는 가장 많은 37건으로 방짜유기장, 조

두 보유하고 있고 경기 남부의 안성시 또한 안성 남사당풍물

선장, 소목장(가구), 소목장(창호), 소목장(백골), 지장, 생칠

놀이, 안성 향당무, 입사장, 주물장, 야장, 주성장(범종) 등 단체

장, 옥장, 입사장, 나전칠기장(칠장), 나전칠기장(나전장) 자

종목과 개인 종복을 고르게 보유하고 있어 유사한 특징을 보

수장(민수), 자수장(궁수), 벼루장, 단청장, 화각장, 악기장

여준다.

(북메우기), 악기장(현악기), 대목장(도편수), 옹기장, 조각장,

서각장, 사기장(청화백자), 사기장(백자), 사기장(분청사기),

연도별 지정현황은 1987년도 계명주를 최초로 지정한 이후

석장(조각), 석장(석구조물), 금은장, 주물장, 주성장(불구),

1990년대에 26건, 2000년대에 25건, 2011년 이후 16건으로

주성장(범종), 목조각장, 양태장, 불화장, 야장, 환도장, 지

1970년 8월 문화재보호법 내 지방문화재의 지정근거 마련과

화장이다.

1971년 2월 23일 「경기도지방문화재보호조례」 제정에도 실제

다. 전통지식분야는 현재 지정된 건은 없으며

지방무형문화재 지정은 2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현실화된 것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분야는 1건으로 경기송서(송서율창)이다.

을 알 수 있다.

마. 	절기풍속(節氣風俗),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이는 경기도의 국가지정무형문화재가 1964년과 1968년,

생활관습 등에는 음식(전통주)분야로 계명주, 군포 당정옥로

1975년, 1976년에 각 1건으로 60년대와 70년대에 각각 2건이

주, 남한산성 소주가 있다.

지정되고 1980년대에 3건(1980년, 1985년, 1986년), 1990년대

바. 	민 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

에 1건, 2000년대에 2건(2006년, 2007년)이 지정되어 1962년

식ㆍ의례 등은 7건으로 구리 갈매동 도당굿, 상여회다지소

제도 도입이후 오래되지 않아 지정되기 시작한 것과는 차이

리(양주, 양평, 고양), 잿머리 성황제, 시흥 군자봉 성황제, 자

가 있다. 전국적으로 국가지정무형문화재의 지정이 제도 도입

리걷이가 있다.

초기인 1960년대와 1980년대 가장 많은 것에 비해2 경기도지

사. 	전통놀이, 축제, 무예분야는 6건으로 안성 남사당놀이, 고양

방무형문화재는 1990년대와 2000년대 75%가 지정될 정도로

송포호미걸이, 김포 통진 두레놀이, 과천 무동답교놀이, 이

활발해진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1980년대 전통문화에 대한

천 거북놀이, 퇴계원 산대놀이이다.

정책적 관심과 중앙정부 차원의 육성을 위한 지원이 지방문화
재 행정에 영향을 주었고 1980년대 정치적인 격변을 겪은 후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고양시와 안성시가 각각 6건

1990년대 급속하게 성장하는 대중문화, 사회 전체적으로 분출

으로 가장 많으며 이천, 평택이 5건, 수원, 용인, 광주가 각 4건,

하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갈증,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남양주, 양주, 포천이 각 3건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시·군의

확산 등 다양한 요소가 맞물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동형 문

경우에는 대부분 1~2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31개 시·군 중 의정

화정책에서 능동적으로 전환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부, 화성, 연천, 의왕, 오산 등 5개 시군은 지정무형문화재가 없

경기도 지정무형문화재의 종목별 특성을 살펴보면 68건 중

다. 경기남부와 북부로 나누면 남부는 19시·군 45건, 북부는 8

기능분야의 전통공예기술 분야가 37건으로 전체의 54%를 차

개 시·군 23건이다.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고양, 남양주, 구리,

지하는데 전통공연예술 37%, 사회적 의식·의례 10%, 전통놀

2

2020년 12월 현재 국가지정무형문화재는 149건인데 1960년대 38건, 1970년대 25건, 1980년대 38건, 1990년대 15건, 2000년대 11건, 2010년대 22건이 각각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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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8%와 비교하면 전체 지정문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
3

로 체득ㆍ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단체”이

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예능 종목의 경우에는 음악, 춤(무형)

다.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에서 도무형문화재의 기능이나 예

등 전통공연·예술분야가 사회적 의식·의례와 전통놀이보다 지

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예

정비중이 높다.

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 68건 중 보

동일종목이 국가와 타 시·도에서도 지정된 경우는 기능종목

유자 개인으로 인정된 종목은 47건이며 보유단체로 인정된 종

에서 두드러지는데 경기도에서만 지정된 것은 금은장, 주물장,

목은 21건이다. 개인종목 47건 중 41건은 현재 보유자가 있으

환도장에 그치고 있으며 국가지정과 중복되는 종목은 소목장,

나 6종목(남한산성 소주, 화각장, 옹기장, 조각장, 양태장, 경기송서·

지장, 옥장, 입사장, 나전장, 자수장, 단청장, 화각장, 악기장, 대

율창)은 보유자가 없는 상황이다.

목장, 옹기장, 조각장, 석장, 불화장이다. 양태장의 경우에는 유
사한 성격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국가 지정명칭은 갓일로 되

2) 문화재 지정·인정 제도 운영 현황

어 있고 제주도의 경우 ‘고봉양태’이다.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

경기도무형문화재 지정과 인정 절차는 신청인-시·군-도(전문

는 종목은 국가와 8개 시·도에서 지정하고 있는 소목장과 목조

가,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의 행정체계를 통해 검토와 조사,

각장이며 그 다음은 단청장과 대목장, 옹기장이 7개 시도에서

심의가 진행된다.

지정되어 있다. 악기장은 6개 시·도, 지장은 4개 시·도, 조선

①	신청인은 문화재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

장, 나전장, 자수장, 사기장은 각 3개 시·도에서 지정하여 보호

고 시·군 문화재관련부서에서는 자료를 검토한 후 경기도

하고 있다. 방짜유기장, 벼루장은 2개 시·도, 생칠장, 옥장, 입

에 전달한다. 경기도에서는 무형문화재 종목. 보유자(단체)

사장, 주성장은 각각 1개 시·도와 중복되고 있다. 특징적인 것

현황, 지정 및 인정의 시급성, 기타 정책적 요인을 고려하여

은 중복지정 종목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와 접하고 있

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요한 종목인지를 검토한다.

는 충청북도(9건)와 서울(8건)로 나타나 전통기술 분야가 서울

②	지정 검토가 결정되면 종목지정 타당성 조사를 위해 문화

과 경기, 충북이라는 일정 지역에서 유사한 성격으로 남아 있

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신청분야의 관계전문가 3인 이상

음을 알 수 있다. 예능 종목은 승무가 국가와 대전광역시, 충청

을 선정하여 조사(서면)를 의뢰하고 의뢰받은 조사위원은

남도에서도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예능 종목과는 달리

제반 자료에 대한 조사 후 보고서를 제출한다.

기능종목의 중복 지정이 많은 것은 문화재 지정심의 시 기술

③	3인의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안

과 기량의 보유와 숙련정도가 지역성과 향토성보다 중요시될

건으로 상정하여 종복 지정 타당성을 심의하고 심의에서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능종목의 경우에는 고

가결되면 경기도보와 홈페이지에 종목지정 타당성심의에

양 송포호미걸이, 고양 상여회다지소리, 안산 잿머리성황제, 퇴

대해 예고 공고한다. 동시에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공모를

계원산대놀이, 평택민요, 파주 금산리 민요, 시흥 군자봉성황제,

60일간 진행한다. 도보 공고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에도

김포 통진두레놀이, 광명농악, 광주 남한산성소주, 이천 거북놀

보유자 및 보유단체 공모를 통보하게 된다.

이, 양주 상여회다지소리, 양주농악, 안성풍물놀이, 포천 메나

④	공고기간이 끝나면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 신청인에 대해

리, 양평 회다지소리, 경기소리, 과천 무동답교놀이 등에서 알

보유자 인정 예비심의를 위해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수 있듯이 전통놀이와 의식·의례가 지역을 배경으로 다수의

관계전문가 등 3인이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현지조사를 완

지역민이 오랫동안 참여하여 전승되었기 때문에 각 시·군의

료한 조사위원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도 담

지역적 특성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주도를 제외하고

당부서에서는 신청 자료와 조사보고서를 포함하여 문화

는 대부분의 지정종목이 시·도별로 뚜렷하게 구별되기보다는

재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된다. 예비심의가 끝나면

유사한 종목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30일간 공고하고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확정
심의를 진행하여 최종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무형문화재 지정은 ‘종목’ 지정을 말하여 종목 지정 이후 이

이러한 무형문화재 지정과 인정제도의 중심축은 경기도 무형

들 종목에 대한 기·예능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게 된다.

문화재위원회이며 현재 위촉직 위원 12명과 당연직위원 1명(담

보유자·보유단체는 “도무형문화재의 기능이나 예능을 원형대

당부서장)으로 구성되어 문화재지정과 보유자·보유단체 인정 심

3	
문화재청 홈페이지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도지정문화재 27건을 보유한 충청북도의 전통공예기술 분야가 59%이고 다른 시·도는 대부분 전통기술 비중이 20%~40%인 점과
비교하면 경기도의 전통공예기술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대구, 대전, 인천, 전남, 경남이 20%대이며 부산, 광주, 강원, 충남이 30%대, 서울, 전북이 40%대이다. 제주도는 8%이며
지정문화재가 10건 미만인 울산(6)과 세종(3)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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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뿐만 아니라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사전심의와 전승교육사 인

절의 위기에서 벗어나 전승되고 이들의 활발한 전승 활동을 통

정심의를 진행한다. 또한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

해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고

다. 5개 시·군을 제외하고 26개 시군에 무형문화재가 고루 분포

5년간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보유자·보유단체의 추천을

하고 있는 점 또한 도민들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

받아 전승교육사를 인정심의를 진행한다. 이외에 도지사는 경

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부터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중에서 3인 이상의 보유자(단체) 및

○ 전승지원금 확대를 통한 안정적 전승 환경 조성

관련 외부전문가 선임평가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이수 자격

전승지원금 제도는 상업성과 이윤창출이 어렵고 경제적 어

심사(만점의 70% 이상 획득)를 통해 이수증을 발급하며 전수교육

려움으로 인해 무형문화재 전승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을 받는 사람 중에서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위해 마련된 재정적 지원방식이다. 보유자와 보유단체, 전승
교육사. 전수장학생 등에게 주어지는데 경기도에서 2020년
부터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전승지원금을 1,300천원에

3. 제도 운영 성과

서 1,400천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보유단체 지원
금 또한 월 800천원에서 1,000천원으로 증가하였다. 경기도

1971년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정 무렵인 1970년 경기도의

의 전승지원금은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원금

인구는 336만명이었으며 현재에는 1,382만명으로 1,000만명

인 1,500천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전승지원금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였다.(2021.1월 기준). 전체 문화재 지정건

을 받는 개인 종목은 47개 종목으로 방짜유기장 등 전통 공

수 또한 1970년 이전 국가지정 14건(국보 2, 보물 5, 천연기념물 3,

예기술 37건과 음식분야 3건 등 기능분야 40종목과 음악,

무형문화재 4)에서 국가지정 397건과 도지정문화재 759건 등 모

무용, 놀이와 의식 등 예능분야 7종목이다. 21개 단체에 대한

두 1,156건으로 증가하였다.

지원금은 월 1,000천원으로 경기도에서 30%, 해당 시ㆍ군에

인구유입으로 인한 경기도 인구의 증가는 경기도 지역의 산

서 70%를 지원한다.

업화, 근대화, 개발을 가속화시켰고 이로 인해 전통 문화자원의

전승교육사에 대한 지원금도 월 500천원에서 600천원으로

소멸 또한 급속하게 사라져갔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증액되었다. 이외에도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

지난한 보호노력을 통해 소중한 문화자원의 소멸 속도를 늦추

서 해당 종목의 기능ㆍ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전수장학생

고 보존한 문화재 제도의 성과는 매우 크다. 무형문화재의 수적

으로 선정하여 5년간 월 250천원이 지급한다. 명예보유자에게

증가와 인적 자원의 양성, 전승지원금 확대를 통한 전승환경 안

주어지는 특별지원금은 보유자 전승지원금의 80%수준으로 명

정화,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통한 활성화 유도, 전수교육관을

예보유자는 1,100천원이며 명예전승교육사는 500천원이다. 이

활용한 전승공간 마련 등은 그동안의 제도 운영성과라 할 수

러한 지원제도는 보유자 인정에 과열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원

있다.

인이 되기도 하지만 제도권 진입을 위해 기량을 연마하고 향상시
키고자 노력하는 등 중요한 긍정적인 동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 무형문화재의 수적 증가와 인적 자원 양성

정밀하고 엄격한 제도를 통해 지정된 경기도 무형문화재는

○ 무형문화재 활성화 지원을 통한 저변 확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2번째로 많은 수치인 68종목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종목의 보유자와 보유단체

으로 이들은 경기도민의 삶과 정신문화의 다양성은 물론 내용

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도 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을 공개하

의 풍부함을 보여준다. 전통기술, 춤, 음악, 굿, 등 예능, 음식

여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이들 문화재의 활성화를 위해 1999

등 분야별 지정된 무형문화재는 각각의 분야를 다채롭게 느낄

년 제1회 행사를 시·군별 소규모로 개최한 이후 2000년 이후

수 있게 한다. 문화재 지정에 따른 보유자는 54명이 인정되어

에는 도민들이 한 공간에서 경기도의 모든 무형문화재를 볼

있고 전승교육사는 42명, 전수장학생 32명, 이수자는 439명에

수 있도록 공개 행사방식을 개선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이른다. 또한 21개 단체 종목의 보존회 구성원 또한 중요한 인

공개행사의 주요 내용은 작품 전시, 공연, 실연, 체험 등이며

적 자원이다. 보유자와 보존단체 등 무형문화재관련 인적자원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현황을 대중에게 보여주고 전파하는 기

의 확보는 그동안 이어져온 무형문화재 제도를 통한 활성화,

회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는 많

육성 정책의 성과이다. 이들을 매개체로 하여 무형문화재는 단

은 대중들에게 본인들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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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 자부심을 높이고 전승교육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

포 당정옥로주 등 전통주 3건, 언어표현, 구비전승 등 구전 전

도 한다. 또한 간접체험과 더불어 실제 제작할 수 있는 체험과

통 및 표현분야는 경기송서-송서·율창 1건이며 전통지식분야

정을 통해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 도 무형문화재

는 지정 건이 없는 상황이다. 이들 소수로 지정된 분야들에 대

의 홍보는 물론 이해를 넓히고 공감을 얻어내는데 큰 기여를

한 육성을 통해 지정대상을 분류한 목적인 지역문화의 다양성

하고 있다.

을 살리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 현재까지도
우리 경기도의 사회속에 남아 있는 문화자원 등을 찾아내어 적

○ 전수교육관을 활용한 전승공간 마련

극적으로 보호하고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신규 무형문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해서는 교육, 전시, 공연 등을 위한

화재는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신청주의로

경기도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신청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심의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이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소규모 단위의 지역문화 거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수종목의 육성과 신규종목의 발굴을 위

역할을 할 수 있고 무형문화재의 대중적 접근 공간으로서 중요

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31개 시·군 문화재관련부서와

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도내 전수교육관은 11개 시군에 17개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도내 잠재된 무형유산을 찾아 목록화

소가 있다. 북부에는 양주(4), 포천, 파주, 구리에 각 1개소가 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현황과 문헌 등의 조

어 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남부에는 안성(4), 수원, 평택, 군

사가 이루어지고 지정가치에 대한 조사, 우선순위 선정 등의

포, 광주, 김포, 과천 등 각 1개소로 모두 10개소가 운영되고 있

과정이 필요하다. 선정 과정 등의 투명성은 물론 전문성, 합리

다. 현재 도내의 17개소 전수교육관의 유형을 보면 예능 13개

성, 공공 신뢰도를 위해 연구용역 형식의 사업 방식을 통해 공

소, 기능 3개소, 복합 1개소로 예능종목 전수교육관이 월등하

감대를 얻는 것이 적합하다. 2019년에 시·군을 통한 신규종목

게 높다. 이는 기능종목은 대부분 별도의 작업장을 보유하고

기초조사에서는 연천 아미산울어리, 안성아리랑, 양평 수비장

있기 때문이다. 소유형태는 지자체 14건, 개인 3건이며 지자체

과 낙화장, 광주 숭렬전 제향, 부천 부천석천농기고두마리 등

에서 직영하고 있는 곳은 4개소이며 13개소는 민간위탁으로

이 확인되었으나 시·군 에 전담 담당자가 없거나 관련부서 조

운영을 하고 있다. 입주 종목은 국가지정과 도지정이 모두 입

직이 미비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현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

주할 수 있으며 국가지정이 4건, 도지정이 13건이다.

다. 따라서 도내 무형자원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무형문화재 지정 등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무형문화재의 발전 방안

<사진 1. 소수종목(생활관습, 구전 전통)>

오랜 시간을 통해 형성된 다양한 문화자원 중에서 가치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문화재로 지정한다는 것은 제도를 통
하여 보존·계승 여건을 안정화·체계화하여 영속성을 가지고
자 하는 노력이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이어져온 산물로서의
무형문화재는 보존과 계승을 통하여 통합, 공동체의 정체성과
자부심, 정서적 만족 및 안정감 등 공동체 형성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매우 우수한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지방무
형문화재 제도는 무형자원의 보존과 전승을 통하여 지역적 영

계명주

군포 당정 옥로주

남한산성 소주(보유자 생존 당시)

경기송서(송서·율창)(보유자 생존당시)

역 내에서 지역문화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하
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제도 또한 여건에 따
라 개선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 지정분야 다양화 및 신규종목 발굴

현재 지정된 도무형문화재 68건의 세부 지정현황에서 확
인한 바와 같이 절기풍속,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분야에
지정된 것은 음식분야로 분류되는 계명주, 남한산성소주,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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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충원

장(불구, 범종), 목조각장, 양태장, 고깔소고춤, 불화장, 야장, 자

무형문화재가 지정(종목)되면 보유자-전승교육사-이수자 등

리걷이, 환도장. 지화장이다. 개인종목 전체적으로 보면 23건

의 전승체계가 따른다.

에 전승교육사가 없다. 특히 전통공예기술이 18건으로 전체 37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 개인종목 47건 중 6종목(남한산성 소

건 중 49%에 이르는 종목에 전승교육사가 없어 공예기술분야

주, 화각장, 옹기장, 조각장, 양태장, 경기송서·율창)은 보유자가 없

의 약한 전승구조를 보여준다. 단체종목은 21종목 중 11종목이

는 상황인데 옹기장과 조각장은 각각 2000년과 2017년 국가

전승교육사가 없다. 단체종목의 경우, 종목의 시연과 공연을

지정무형문화재로 승격되어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에서 보유

위해서는 구성원이 각각의 역할과 예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

자가 인정취소된 것이지만 화각장, 남한산성 소주, 경기송서,

는데 전승교육사 인정 시 지정문화재의 어느 분야에 전승교육

양태장은 각각 2015년, 2018년, 2019년, 2020년 보유자의 사

사를 단수 또는 복수로 인정할지 결정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망으로 인하여 취소된 것이다. 이 중 조각장과 남한산성 소주,

예를 들어 고양 송포호미걸이는 상쇠분야, 태평소분야로 지정

경기송서는 새로운 보유자 인정에 대한 예비심의가 진행되었

되어 있고 안성 남사당놀이는 남사당과 상쇠분야, 구리 갈매동

지만(2020년 10월) 화각장과 양태장은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

도당굿은 무녀와 악사로 나누어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단

화각장은 전승교육사가 있지만 양태장은 전승교육사조차 없

체종목에 대해서도 각 세부 분야별로 전승교육사를 어떻게 나

어 전승 단절위기에 놓여 있다.

누어 인정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 중 중추적인 분야를

보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전승단절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

선정하여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전승약화도 심각한데 보유자의 평균연령이 72세, 전승교육
사의 평균연령이 62.2세로 시급하게 안정적 전승체계를 마련

○ 보유자 중심에서 맞춤형 전승체계로의 이동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유자 중심의 전승체계는 그동안 무형문화재 제도를 지탱
해준 중심축이다. 보유자-전승교육사-이수자 등의 인(人)적 전

<사진 2. 보유자 신규인정 필요 종목>

승체계를 통하여 기술과 예술에 대한 전통적 배경, 이론적 이
해, 구현 기술과 방법 등이 소멸하지 않고 전수되어 보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긍정적 역할과 기능을 하였다는 점은 제도
의 큰 장점이었다. 하지만 공적 전승체계를 사적, 인적 관계를
통하여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대두되었
다. 무형문화재로 지정·인정된다는 것은 공공적인 성격을 보
유하고 이를 공공의 자산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일부 보유자
를 중심으로 소수 독점화 현상이 생겨나고 무형문화재를 둘러

양태장(보유자 생존당시)

화각장(보유자 생존 시 제작)

싼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여 문화재 자체에 대한 폄훼와 가치
하락 및 퇴보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그동안 보유자 중심의 전승체계에 대해
서 복수보유자의 인정, 보유자 인정기한 설정, 명예보유자 제도
도입, 보유자 권한의 약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 왔고 이
들 중 일부는 현 제도에도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종목의
소수 독점화 현상이 잔존하고 단체 종목 내 갈등이 가라앉지 않

조각장

옹기장

은 상황으로 무형문화재 대중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무형
문화재가 생명력을 지니고 저변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살아남
을 수 있도록 적합한 전승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유자와 함께 전수교육을 시행하는 전승교육사를 살펴보
면, 전승교육사가 없는 개인종목분야는 조선장, 군포 당정옥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일률적인 보유자 인정 체계를 종목별
맞춤형 전승체계로 변화시켜야 한다.

로주, 지장, 입사장, 자수장(민수, 궁수), 경기소리(휘몰이), 풀피

맞춤형 전승체계가 필요한 배경에는 개인종목의 경우에서

리, 조각장, 서각장, 사기장(백자, 분청사기), 석장(석구조물), 주성

보듯이 순수하게 개인의 기능과 기량으로 진행되는 불화장,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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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 자수장, 자기장 등은 현재의 체계가 적합하나 공동 작업

목의 경우, 전승교육사를 세분하여 인정하되 보유자는 1~2명

이 필요한 주물장, 야장, 주성장 등은 보유자 이외에도 보조자

으로 제한하는 방안, 또는 보유자 없이 단체만 지정하여 분열

가 필요한 종목이다. 또한 단체종목의 경우, 1세대 보유자들이

을 방지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보유자의 수 십 년간의 노

수 십 년간 종사하면서 종목 내 세부 분야에 대해 여러 역할을

력, 경력, 우수성을 존중하되 과도한 현재의 보유자 의존형 시

할 수 있었던 반면 지금은 각각의 역할에 대한 세분화와 이를

스템을 벗어나기 위해 무형문화재 종목지정 시 원형과 전형에

담당하는 단원이 나누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대한 정밀한 기록을 통해 후대에서 누구든지 관련 분야를 익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변화들을 고려하여 종목별 맞춤형 전승

힐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유자들의 전승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현재 도지정문화

주기적인 점검과 검토를 통하여 인정 당시의 기량 보유 여부

재의 기념물이나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등은 문화재별로 종

등을 확인하고 보유자의 전승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격한

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가 이루어

평가시스템도 필요하다.

지도록 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또한 종목별로 장기적인 전승계
획을 수립하여 종목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계획이 시행되어야

○ 전승지원금운영 방식 개선을 통한 투명성 확보

한다. 이 보존계획에는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의 복수지정의 필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전승지원금은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요여부, 한번 인정된 후 기량평가가 없는 보유자에 대한 정기

원재료 구입,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

기량평가 및 원형(전형)보존 여부, 이수자와 전수장학생의 활용

비, 전승자의 초ㆍ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을 위한 지

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원금이다. 전승지원금의 도입 취지는 문화재 보호제도 도입 초

한다.

기에 생계의 어려움으로 전승활동을 포기하고 이로 인해 전승

또한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장학생의 추천과 심사, 교육

단절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전승환경을 마련

과정, 전승과정에 대해 보유자 개인의 추천과 전승교육뿐만 아

하고자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승지원금의 지원목적에

니라 다수가 추천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실력있는 우수

대해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수령하는 보유자, 보유단체 사

한 기능자가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동안은 보

이에는 ‘생각과 이해’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전승을 위한 최

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장학생의 체계로 인해 외부로

소한의 지원이며 명칭 또한 ‘전승지원금’임에도 점차 기본 취

부터의 진입이 힘들어 소수가 독점하고 배타적 환경을 조성하

지는 희석되고 금전적 지원이 현재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보유

였다면 이제는 뜻과 의지가 있는 사회 구성원 누구나 진입하

단체로 인정받고자 하는 주 목적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

여 배우고 실력이 우수한 경우 인정받아 전승할 수 있는 기회

다. 지원을 통하여 자생력을 키우고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보유자 중심의 체계는 소속

지만 대부분은 의존을 심화시키고 점차 지원을 중단하거나 전

된 사람에게는 명예와 자부심을 통해 동기부여가 되겠지만 무

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전승지원금의 문제를 해

형문화재의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전승체계의 개방성과

소하고자 그동안 전승지원금에 대하여 차등지원, 연령에 따른

유연성은 향후 무형문화재의 발전과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중단 등이 검토되기도 하였으나 수십 년 지속되어져 왔고 제도

것이며 무형문화재 관계자들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얻는 방법

운영의 핵심요소라는 점, 그리고 수혜를 받는 대상자들에게 매

이 될 것이다. 맞춤형 전승체계 마련 시에 문화재 지정 종목의

우 중요한 경제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어려웠다. 이러한

세분화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현재 도자기의 경우 3분야로

문제를 해소하고자 명예보유자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경기도 무

나누어 지정되어 있으며 자수장, 주성장도 2종목으로 나누어 지

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가 한명도 없는 것처럼 제도가 활성화

정되어 있는데 향후 이러한 현상은 타 종목에서도 발생할 수 있

되지 않은 상태이다.

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를 전승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원은 하되 지원금에 대

이러한 종목별 맞춤형 전승체계가 마련되면 2010년 6월 8

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이러한 내용을 보유자와 공유

일 보유자로 인정받았으나 2020년 3월 5일 사망한 양태장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매년 제출받는 전수계획에 적합하

경우처럼 전승이 단절되는 상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게 전승지원금이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

이다. 또한 향후 단체종목의 경우에서처럼 점차 종목 내에서

러한 과정에서는 서류작업이 필요한 만큼 이들을 돕고 지원금

각 분야가 세분화될 것이고 이런 경우 시간이 흐르면 이들이

집행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관서에서 지원하는 것

각각 보유자 인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이로 인해 내부갈

도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는 단체로 이루어진 보존회에 대해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단체종

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지원금은 모두 단체에 정액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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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성격에 적합하게 분석하여 단체별 구성인원, 전승활동

○ 무형문화재관련 행정조직 구축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승지원금의

무형문화재를 활성화하고자 법이 분리되고 조례가 별도로

사후 평가에 대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종목별 인

제정되었음에도 현재 경기도내 행정조직은 변함이 없는 상황

센티브 지원도 권장할 만하다. 형식적일수도 있겠지만 무형문

이다. 문화재를 담당하는 문화유산과내에 문화재위원회 운영,

화재 관계인의 윤리강령도 제정하여 전파시킬 필요도 있다.

전수교육관 및 공개행사, 기타 활용사업을 담당자 각 1인이 담
당하고 있는데 이들 또한 전담직원이 아니고 다른 업무와 함

○ 경기도 무형문화재위원회 분과별 운영

께 업무를 하고 있다. 담당자들 모두 행정직으로 무형문화재

경기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인정하는 심의는 경기도무형

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문화

문화재위원회에서 진행하여 현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재청의 경우 149건의 무형문화재 등 관리를 위해 1개과 4팀(총

위원회에서 무형문화재관련 안건을 모두 심의하는데 문화재

괄, 전통의식, 전통예능, 전통기술)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팀

청의 무형문화재위원회가 3개 분야(전통예능, 전통기술, 전통지

에 학예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문화재관련

식) 각 9명으로 2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위원은 37명이 위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하고 이를 진행하기 위

촉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규모면에서 차이가 크다. 따라서 무형

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무형문화재의 경우는 타

문화재 종목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를

문화재와 달리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 등 인적

구성하고 전문위원 또한 무형문화재위원회 지원을 위해 별도

관계와 기능과 예능의 분야별 특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위원의 심의가 정교하게 이루어

이들에 대한 이해 없이는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질 수 있도록 업무가 과중하지 않게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를

업무가 능동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위해 이수심사를 국가지정무형문화재처럼 별도의 기관을 선

행정조직 개선관련 다른 한 가지는 시·군에 전문인력을 배

정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문화재위원은 종목

치하여 도 무형문화재 행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현

지정, 보유자와 보유단체 인정, 국가지정문화재 사전심의 등에

재 전승교육사 추천, 이수자관련사항, 전수장학생 선발 등 과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가 좀 더 정밀하게 될 수 있는 환경

정에 시군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데 전승교육사 추천권한을 시

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또한 문화재 지정과 보유자, 보유단체

군에도 부여하고 이수자와 전수장학생 지원과정에 시·군비 분

인정 심의 시 평가 기준의 계보성에 대한 비중을 낮추는 것이

담을 통하여 무형문화재 제도 운영에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참

필요한데 계보성이 중요한 분야가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 계보

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를 찾기가 어려운 종목이 다수 존재함에도 심의 기준에 포함
됨으로서 실력과 기량이 우수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

○ 원형기록화를 통한 항구적 기록 보존

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능과 예능별로 심의 절차를 세부적으

무형문화재의 원형에 대한 기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

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몇 시간동안 현지조사를 통해 원

형될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이들 원형 기록 자료를 보존하

활하게 파악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 반면 며칠, 몇 개월이 소요

고 전파하여 무형문화재를 익히고 이해할 수 있게 접근을 용

되어야 정확한 과정을 조사할 수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이다.

이하게 하는 장치이다. 영상과 기록도서 등으로 만들어지는 원

또한 종목 지정 시 종목에서 변형없이 유지되어 하는 ‘전형’

형기록 작업은 후대에 자료를 온전하게 전달하기도 하며 사람

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설정함으로서 시간이 지나고 보유자

을 통해 전승되어 발생하는 문제점(명확성, 기억의 오류, 시연 등

가 바뀌면서 변화되는 범주를 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시대

의 변이성, 전승 활동의 제약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이

에 적합한 발전외에 원형이 상실되고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는

다. 또한 기록의 특성상 매우 쉬운 방식으로 소규모 공동체에

것이 필요하다. 전수장학생과 이수자에 대한 이론심의도 강화

서 국가, 해외로도 무형문화재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

하는 것이 필요한데 1세대 보유자의 경우 생활 속에서 오랫동

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원

안 익히고 단련된 기능과 예능이기 때문에 이론적 토대를 쌓

형기록화는 영상제작과 기록도서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이후 세대는 다르다. 1세대 보유자

2000년까지 43건이 기록되었는데 이후 중단되었다가 2017년

에 비하여 짧은 시간에 기예를 익혀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

부터 재개되어 계명주, 이천 거북놀이, 양주농악, 불화장, 자리

황으로 이론적 토대를 갖추지 못하면 표피적인 사항들만 후대

걷이에 대한 영상기록과 기록도서가 제작되었고 2018년에는

에 전승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소목장에 대한 기록화 사업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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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2017년~2018년 영상기록 대상>

<사진 4. 2019년 경기도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 대상>

목조각장

불화장

고양 상여회다지소리

경기 고깔 소고춤

양주 농악

자리걷이

주성장(불구)

주성장(범종)

계명주

이천 거북놀이

2019년에는 나전칠기장(나전장), 고양 상여회다지소리, 주성

나전칠기장(나전장)

○ 시·군 지정 무형문화재 활성화 지원

장(불구), 주성장(범종), 경기고갈소고춤에 대한 기록이 이루어

2020년말 기준 경기도에서는 구리시를 제외하고 30개 시·

졌다. 이러한 영상기록과 기록도서는 보유자·보유단체는 물론

군에서 향토유적(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시군에도 배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보유자·보유단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중 무형문화재를 지정한 곳은

체의 기능과 예능 전체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보유

13개 시군에서 37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양

단체에게도 전승활동을 위한 교재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시·군

6건, 수원과 의정부 각 5건, 연천 4, 용인, 안성, 광주 각 3건,

또한 시군에서 각종 행상에 영상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

성남, 안산 각 2건, 부천, 광명, 군포, 양주, 포천 각 1건이다.

었다.

도지정문화재가 없는 의정부와 연천의 경우 각각 5건과 4건의

원형기록화 과정 속에서 확인되었듯이 이미 많은 종목에서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안성 주물유기장과 지화장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농악, 놀이, 춤 등 끊임없이 동

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체종목인 민속놀이, 굿, 산제, 농요·농

작이 이루어져야 하는 단체 종목의 경우 체력소모가 커서 다

악, 제향 등으로 지역민들이 함께 즐기는 전통놀이와 의식종목

양한 연령대의 지역민들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원형기록화 사

이 다수라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 안정적으로

업은 1회 하였다고 하여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자가 새로

전승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존이 우수한 경

선정될 때마다 진행해야 한다. 보유자가 전형성을 가지고 있더

우 시·군 지정무형문화재에서 도지정무형문화재로 승격시키

라도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일정부분 변화가 발생할 수

는 것도 필요하다.

있고 이러한 내용이 기록없이 지속하여 전승된다면 초기의 원
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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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유형과의 연계성 강화 및 특성별 활성화

작용하면서 무형문화재의 사회 전파,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정

기능분야는 도구, 공간과 연계되고 예능분야 또한 기구와 공

서적 공유, 전승과 시대성의 결합을 통한 생동감있는 발전을 가

간이 연계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무형문화재보유자·보유단체

로막는 장애가 되기도 하였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양 측면의

에만 초점을 맞춘 문화재 행정에서 사람+공간+도구의 복합형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적 측면의 노력-보존 및 전승계획, 활성

보존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보호대상을 ‘기·예능’에서

화와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 측의 노력-무형의 문화적

‘공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문화+자연이 합해지는 복합문화

가치를 구현하고 전승하는 매개체라는 자각과 사명감, 의지 등

유산의 개념을 적용하여 무형문화재도 인간+놀이기구, 무구.

이다. 그동안에는 보유자와 전승교육사가 보유한 기량의 우수

제작도구 등 유형자산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유형문

성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육자적 태도,

화재가 무형문화재의 손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유형+무형

공공적 마인드, 도덕성, 책임감 등의 인격적 측면을 간과하였고

의 공존, 산제, 굿 등에서 보듯이 무형+기념물과의 연계 등 문

사회와 제도의 공적인 지원과 혜택을 받으면서도 이를 전통문

화유산을 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고 이를 활용으

화를 어렵게 보존해온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상이라고만 인

로까지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종목의 특성별 활성화 방안도 필

식하여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간과된 측면이 있어 왔기

요하다. 이를 위해 맞춤형 전승체계에서 언급한 ‘문화재종목별

때문이다.4

전승계획’에 활용계획도 포함하여 문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특

본고에서 제시된 종목별 맞춤형 전승체계 마련, 복합유산 개

성에 적합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중이 공

념의 도입, 소수종목과 신규종목의 적극적 발굴, 시·군지정무

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능과 예능 작품을 박물관,

형문화재 육성·지원, 국가무형문화재 행정체계 개선(자치단체

미술관, 문화의 전당 등 전시나 무대를 통해 알려주고 볼거리

참여) 방안들은 제도에서 실현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

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 주민들과 연계하여 전통시

고 세부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

장, 축제행사장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것이다. 하지만 근래 타 지역으로부터의 다수 인구유입으로 인

또한 근래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근대문화유산 중에서 무

구증가가 가파른 경기도에서 도의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하고

형자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이를 공동체에서 담아내는 것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다는 점,

필요가 있다. 현재 근대문화유산은 건축물, 건조물, 동산자원

그동안 진행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

등에 한정되어 있고 놀이, 음식 등 무형자원에 대한 관심은 미

회적 관심도가 높다는 점, 전국 최대의 인구가 집중되어 문화향

치지 않는 상황이다.

유의 잠재적 층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발
전과 전승환경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마무리하며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68건을 대상으로 무형문화재 지
정·인정 현황과 제도 운영현황 그리고 그간의 성과와 발전 방
안을 살펴보았다.
현행 문화재보호 틀 속에서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기념
물과는 매우 다른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유형문화재와 기
념물이 ‘지정’이라는 제도가 중심이라면 무형문화재는 ‘문화재
지정(종목)+보유자·보유단체 인정’이라는 두 가지 축을 통한 보
호와 전승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승체계는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에 기여를 하였
으나 한편으로는 전승의 유연성과 개방성, 확장성에 제약으로

글 김선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였다. 연천 전곡선사박물
관 건립, 박물관·미술관 등록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현재 경기도청 문화유
산과에서 문화재 지정과 근대문화유산등록 업무를 맡고 있다. 근대문화유산,
매장문화재 등 문화재관련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4	
국가무형문화재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대부분 보유자관련 내용(부적절한 행위인 배임수재, 허위사실유포, 전승활동의무 해태, 지원금 횡령 등과 보유자 인정거부 취소 등)이란
점은(출처: 문화재청, 2020, 「2020년 무형문화재 관련 판례집」) 공인으로서의 보유자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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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고

경기도의 신라 고분
황보 경

Ⅰ. 신라 고분의 속성

라서, 고분은 이 시기 이후부터 충주(忠州)와 지리적으로 가깝
고, 교통로를 따라 축성한 성곽과 취락 주변에 축조되기 시작

1. 분포와 입지

한다. 지역적으로는 여주와 이천, 안성, 용인, 파주 등지에 축조

신라(新羅) 고분(古墳)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변화해 왔는데,

되기 시작했으며, 점차 하남과 화성, 광주 등지로 확대되어 갔

크게 왕경(王京)인 경주(慶州)와 그 주변지역 그리고 지방의 고

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지역에는 신라 산성이 축성되어 있

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기도(京畿道)는 신라의 지방이면

고, 취락이나 가마 등의 생산시설과 도로도 시설되었다.

서 6세기 중반에 진출했기 때문에 지배층이 조영했던 적석목

경기지역에서 확인된 신라 고분은 대략 7백 여기가 넘을 것

곽묘(積石木槨墓)와 같은 고총(高塚)은 찾아볼 수 없지만, 봉분

으로 추정되고, 대규모로 군집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

이 대형인 횡혈식(橫穴式) 석실묘(石室墓)와 횡구식(橫口式) 석실

표적인 곳으로는 여주 매룡동 고분군(경기도 기념물 제180호)과

묘(石室墓)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 신라 고분의 변화양상을

용인 보정동 고분군(사적 제500호), 하남 금암산·덕풍골 고분군,

보면, 6세기 전반까지 왕경에는 적석목곽묘를 지배층이 조영

이천 중리동 고분군 등이 있으며, 10~30기가 발굴된 유적도 파

하였고, 점차 횡혈식 석실묘를 축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주 성동리·덕은리, 김포 유현리, 하남 광암동, 광주 대쌍령리·

있다.

선동리, 성남 여수동, 이천 덕평리, 여주 상리·하거리 방미기

경기지역에 신라 고분이 축조되기 시작한 것은 『삼국사기(三

골, 부천 고강동, 화성 장지리, 안성 반제리, 평택 수월암리·당

國史記)』에 의하면, 진흥왕(眞興王) 14년(553) 이후의 일이다. 따

현리 유적 등이 있다.

하남 광암동 고분군 전경1

성남 여수동 고분군 전경2

1
2

세종대학교 박물관, 2006a,『하남 광암동 유적』, 133쪽(사진1 전재).
기호문화재연구원, 2012,『城南 麗水洞 遺蹟Ⅲ』, 5쪽(원색사진37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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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오랫동안 무덤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가족묘내지 집단묘일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며, 규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조를 보여주기도 한다. 실제

2. 고분의 구조적 특징

경기도에서 조사된 신라 고분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로 신라 고분군에서는 백제나 고구려 고분이 함께 조사되기도

석실이나 석곽이 축조되는 위치는 지표를 기준으로 반지하

하는데, 그 이유는 경기지역으로 가장 늦게 진출한 신라인들로

식이나 지상식이 많고, 지하식은 적은 편이다. 반지하식으로

서는 기존의 고분 매장지를 그대로 이용하는 편이 새로 조성하

축조되면 개석(蓋石)은 물론 벽체의 일부가 지상으로 드러나게

는 것보다 수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묘역을 조성

되며, 연도나 횡구부 위에 놓인 이맛돌도 노출된다. 지상식은

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 및 토목공사가 수반되어야 하고, 채석

벽체가 대부분 드러남에 따라 개석이나 목개(木蓋)가 거의 남

장 확보 등 시간적· 경제적 비용도 뒷받침되어야 하는 어려움

아 있지 않거나 주변으로 밀려나 있다. 그리고 봉분 높이도 그

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묘역을 이용할 경우 경제성이 있을 뿐

다지 높지 않다. 중형이나 소형 석실묘 및 석곽묘의 특징 중에

아니라, 하천과 산이 많은 지리적 특성상 풍수지리적인 선택의

하나는 대체로 벽체를 높이 쌓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매장주

폭이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백제 또는 고구려

체부가 지상이나 반지하에 축조되기 때문에 벽체를 높이 쌓기

고분이 함께 발굴된 예로는 하남 광암동·덕풍동 수리골, 시흥

위해서는 흙이 무너지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뒷채움을 잘 쌓

능곡동, 용인 보정동·동천동, 안성 장원리 고분군 등이 있다.

거나 호석 등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벽체를 높

또한, 횡혈식 석실묘의 경우 백제나 고구려인들이 조성한 것을

이 쌓지 않고, 시상(屍床) 위에 피장자를 바로 안치한 후 개석이

신라인들이 재사용하기도 했는데, 하남 광암동과 안성 장원리

나 목개를 바로 덮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소형의 고분을 보

에서 발굴된 백제 횡혈식 석실묘에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기

면, 목관(木棺)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벽체를 높이 쌓

도 했다. 그리고 그 주위로 석실묘나 석곽묘를 계속해서 축조

지 않았던 예가 많이 확인되었다.

하여 고분군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묘광(墓壙)은 벽체와 간격이 넓지 않게 굴광했고, 묘광과 벽

고분의 입지 특징은 산 정상부에서 뻗어 내려오는 산줄기

체 사이에 잡석과 흙을 넣어 다진 경우가 많다. 벽체를 쌓은 방

와 산자락 경사지 및 야트막한 구릉지 등 다양한 편이고, 산성

법은 다양한데, 판석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측면으로 세로로 세

(山城) 주변에도 조성되었다. 산과 구릉에 조성된 경우는 산이

우고 그 이상 석재를 쌓지 않아 벽체가 높지 않다. 대부분은 장

나 구릉의 남쪽이나 동남쪽, 남서쪽 사면에 주로 입지하며, 산

방형이나 방형의 할석으로 가로쌓기와 세로쌓기로 수평을 맞

줄기의 평탄면을 따라 입지한 경우도 있다. 산줄기와 경사지에

추면서 쌓았지만, 허튼쌓기처럼 정연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축조된 예로는 파주 덕은리와 하남 금암산·광암동, 광주 대쌍

벽체의 높이는 낮게는 1m 미만이고, 횡구식 석실묘나 석곽묘

령리, 용인 보정동, 안성 반제리, 여주 하거리 방미기골 등이고,

의 경우 2m를 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횡혈식 석실묘의

구릉지에 조성된 경우는 성남 여수동과 여주 매룡동, 이천 중

경우 궁륭상 천장까지 남아 있는 양평 대평리 1·2호의 경우 3m

리동, 안성 당왕동 고분군이 있다. 그리고 산성 주변 약 1~3㎞

정도로 높은 것도 있지만, 중·소형의 경우 2m 내외가 많다.

반경에 위치한 것으로는 김포 유현리 고분군은 수안산성이 있

고분 축조시 고려되었던 방향성은 등고선을 따라 열(列)을

는 수안산의 능선 말단부에 분포하고, 하남 덕풍골·광암동 고

지어 있기도 하지만, 등고선과 직교하면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

분군은 이성산성과 가까이 있으며, 이천 중리동 고분군은 설봉

하기도 하며, 무질서하게 매장된 예도 있다. 장축방향은 동쪽

산성, 안성 당왕동 고분군은 비봉산성, 안성 장원리 고분군은

보다 북쪽(북동·북서)을 향하는 경우가 많고, 봉분이 남아 있는

죽주산성, 파주 성동리 고분군은 오두산성과 멀지 않은 거리에

경우는 드물지만 호석과 주구가 갖추어진 예를 통해 봉분의

3

위치해 있다. 이밖에도 산성과 관련이 적은 곳에 묘역이 조성

크기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봉분 지름은 10m 미만인 것

되기도 했는데, 부천 고강동을 비롯하여 군포 산본동, 하남 덕

이 많고, 10~15m 사이인 경우도 적지 않지만, 20m 이상되는

풍동 수리골, 광주 대쌍령리, 성남 여수동, 용인 보정동·서천

대형은 드문 편이다.

동, 화성 청계동, 여주 매룡동·하거리 방미기골 고분군이 해당

피장자를 안치하는 방법은 대체로 시상을 마련하여 안치했

된다. 또한 산성의 용도가 폐기된 이후에 고분이 조성되기도

는데, 가끔 목관을 사용한 증거인 관고리와 관정이 출토되기도

했는데, 하남 이성산성 내부와 서울 홍련봉 보루군에서 신라

한다. 시상은 삼국 통일 이후에도 시설되는데, 이 시기에도 목

석곽묘가 조사되기도 했다.

관을 사용한 경우가 많지 않다. 시상은 기본적으로 1기만 시설

3

물론 이들 고분군이 산성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곳도 있으므로 앞으로의 조사를 기대해 봐야 하겠다.

되기도 했지만, 2~3기 또는 5기 이상도 중복되어 있기도 하여

다. 이 고분군은 일제강점기 때인 1917년에 조사되었고, 이듬

여러 차례 추가장(追加葬) 했음을 알 수 있다. 시상 위에는 피장

해에 약식보고서(1918, 纛島附近百濟時代遺蹟調査略報告)가 쓰여

자의 머리를 받쳤던 석침(石枕)이 놓여 있기도 하다. 석침은 왕

졌는데, 고양군에 속했던 중곡동 즉 용마산 남서쪽과 아차산

경인 경주에서 발견된 것처럼 머리를 안정적으로 놓을 수 있게

서남쪽 곡부와 평탄지에 약 2백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

반원형으로 파서 잘 만든 것이 여주 매룡동과 상동에서 발견되

며, 이중에 갑분(甲墳)과 을분(乙墳)이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두

었지만, 대개는 거칠게 다듬은 할석을 사용한 예가 많다.

고분은 횡혈식 석실묘로 밝혀졌는데, 갑분는 평면형태가 장방
형이고, 연도가 중앙에 있으며, 시상이 ‘ㄱ’자형이다. 석실 내부
에는 부가구연대부장경호4 1점과 卜자형 뚜껑과 대부완으로 보

Ⅱ. 종류별 특징

이는 토기 등 4점 그리고 ‘一’자형 인골도 있다. 을분도 평면이
장방형이고, 천장 맨 위에는 장대석을 올렸으며, 벽체는 위로

1. 횡혈식 석실묘

갈수록 내경해 있다. 사진과 도면으로 보아 시상이 있는 것으

경기도에서 발굴된 횡혈식 석실묘는 횡구식 석실묘나 석곽

로 보이고, 부장품으로는 병 1점과 개배 등 5점이 매납되어 있던

묘에 비해 그 수가 적은 편이다. 남한강 유역에 해당되는 충주

것으로 추정된다.

에는 누암리 고분군(사적 제463호)과 하구암리 고분군이 있는

그 이후로 경기지역에서 확인된 횡혈식 석실묘는 평면형태

데, 고분 밀집도가 각각 2백여 기와 3백여 기로 매우 높으며,

와 연도 위치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다. 석실이 방형이면서 연

횡혈식 석실묘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도가 좌편재, 중앙, 우편재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석실이 장방형

다. 그러나, 경기지역에는 횡혈식 석실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이면서 연도가 좌편재, 중앙, 우편재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횡

조사되었지만, 파주 덕은리와 여주 하거리 방미기골, 안성 당

장방형이면서 중앙에 연도가 달린 ‘T’자형도 있다.

왕동과 같은 유적의 경우로 볼 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먼저, 석실이 방형이면서 좌편재 연도를 갖춘 석실묘는 양
평 대평리 1호가 대표적이다. 석실 크기는 260×250㎝이고, 석

경기지역에서 신라 횡혈식 석실묘가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실과 연도 사이 현문은 문주석 2매와 문미석 1매로 만들어졌으

현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곡동에 해당되는 중곡리 고분군이

며, 연도 길이는 220㎝이다. 이와 비슷한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중곡동 고분군 전경(용마산쪽에서)5

중곡동 갑분 전경6

4
5
6
7

중곡동 갑분 석실 내부 모습7

이 토기의 구연부는 1/2정도 깨져 있고, 대각도 깨진 것으로보아 훼기(毁棄)된 상태로 부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일제강점기 조사자료(http://www.museum.go.kr/dryplate/search.do) 건판031268.
위의 인터넷 주소(건판031270).
위의 인터넷 주소(건판031274).

여주 하거리 방미기골 11호가 있는데, 연도가 좌편재 되어 있
고, 연도 아랫단에 벽체 2단을 쌓았으며, 연도 너비는 41~46㎝
로 좁은 편이다.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석실 평면이 장방형이면서 중앙 연도를 갖춘 것
은 하남 덕풍골 유적Ⅱ-1호 석실묘가 있는데, 석실 크기는 212

석실이 방형이면서 중앙 연도를 갖춘 석실묘는 양평 대평리

×140㎝이고, 석실과 연도 사이에 1매의 문지방석을 놓은 점이

2호가 대표적이다. 석실 크기는 290×290㎝이고, 석실과 연도

특징이며, 연도 길이는 140㎝이다. 여주 하거리 방미기골 4·5

사이의 현문은 문주석 2매와 문미석 1매로 되어 있으며, 연도

호, 8·10·12·14·15호 석실묘 등도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덕풍

길이는 213㎝이다. 이와 구조가 조금 다른 예로는 파주 덕은리

골 유적Ⅱ-1호 석실묘와 거의 같으며, 4·5·12·15호 석실 내부

1·2호 석실묘와 군포 산본동 2호, 여주 하거리 방미기골 3호 묘

의 시상에서는 석침도 발견되었다. 그중에 3호 석실묘의 석침

가 있다. 3기 모두 중앙에 연도가 있는데, 석실 안쪽에서 연도

은 매룡동 1호 석실에서 발견된 형태와 비슷한 Ⅰ-4형이다. 용

를 바라보면 마치 ‘凹’자형으로 시설되었다. 즉 연도가 시작되

인 어비리 2호도 중앙 연도를 시설한 것인데, 석실 내부에 시상

는 아랫부분에 벽체를 몇 단 쌓아 올린 점이 앞서 설명한 대평

없이 불다짐한 바닥에서 관정 10여 점이 출토되어 목관이 사용

리 2호와는 다른 구조이다. 다만, 시상의 위치가 덕은리 1·2호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는 횡구부와 마주보는 북벽을 따라 ‘一’자형으로 시설된 반면,

석실이 장방형이면서 우편재 연도를 갖춘 것은 광주 선동리

산본동 2호는 횡구부의 오른쪽(동쪽)에 ‘l’자형으로 2기가 나란

5·6호와 용인 마북동 1·2호, 청덕동 Ⅲ구역 2호, 어비리 1호,

하게 마련되어 있다. 하거리 방미기골 3호는 ‘ㄱ’자형으로 시설

안성 반제리 1~3호, 안성 당왕동 7호, 이천 이치리 9호가 있다.

되어 석실의 평면형태가 같더라도 시상이 설치된 위치는 다르

선동리 5·6호는 반제리 1호 같이 연도의 남은 상태가 양호한

8
9
10
11
12

양평 대평리 1호 석실묘8

여주 하거리 방미기골 11호 석실묘9

양평 대평리 2호 석실묘10

군포 산본동 2호 석실묘

여주 상동94-1호 석실묘11

하남 덕풍골Ⅱ-1호 석실묘12

여주 하거리 방미기골 15호 석실묘13

안성 반제리 1호 석실묘14

中部考古學硏究所, 2016,『楊平 大坪里 古墳群』, 35쪽(도면24 전재).
경희대학교 박물관, 1999,『여주 하거리 방미기골 고분』, 65쪽(그림29 전재).
中部考古學硏究所, 2015,『楊平 大坪里 2號墳』, 33쪽(도면 20전재).
翰林大學校 博物館, 2001,『여주 상리 고분』, 31쪽(도면3 전재).
세종대학교 박물관, 2007,『하남 덕풍골 유적Ⅱ』, 127쪽(도면23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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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희대학교 박물관, 1999, 앞의 책, 80쪽(그림40 전재).
14 中原文化財硏究院, 2007,『安城 盤諸里 遺蹟』, 261쪽(도면149 전재).

데, 시상에서 차이가 있다. 선동리 5호는 석실 바닥 전체와 연

슷한 2기가 거의 맞붙어 있을 정도로 가까이에 나란하게 축조

도 일부까지 돌이 깔려 있지만, 반제리 1호 경우 시상이 연도와

된 반면, 청덕동 석실묘의 경우 두 석실 사이에 격벽(隔壁)을 세

연결되는 동장벽을 따라 마주보도록 시설한 점이 이채롭다. 반

로로 세워 놓고 동·서쪽에 시상을 설치했다. 그리고 연도부분

제리 2·3호 석실묘의 시상은 연도 반대편인 서장벽을 따라 설

은 유실되었지만, 시상이 없는 부분과 남쪽 단벽의 구조로 볼

치되어 있고, 청덕동 Ⅲ구역 2호도 연도 반대편인 서장벽을 따

때, 우편재 연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석실묘는 6

라 시설되어 있다. 당왕동 7호 특징은 석실과 연도 사이에 1매

세기 중반경까지 경기지역에 축조된 고구려의 석실묘를 모티

의 문지방석을 가로로 놓은 점이며, 연도 폐쇄석 일부만 남아

브로 삼아 7세기 중~8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

있다. 어비리 1호는 장축과 직교되는 동-서방향으로 시상이 설

밖에도 석실 평면이 장방형에 우편재 연도를 갖춘 예가 서울

치되어 있으면서 관정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석실이 장방형이

천왕동과 세곡동 석실묘에서도 확인되었다.

면서 좌편재 연도를 갖춘 것이 이천 덕평리 6호인데, 연도부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아 자세한 구조를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천장의 구조는 궁륭형과 평천장으로 나누어지는데, 대부분
의 석실묘 상부가 붕괴되거나 유실되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석실 평면이 횡장방형이면서 중앙 연도를 갖춘 것은 여주 매

예가 드물다. 궁륭형 천장은 대평리 1·2호 석실묘가 대표적이

룡동 2호와 상동 94-1호가 대표적이다. 석실 바닥에는 전체적

고, 하남 덕풍골Ⅱ-1호 석실묘 등 대부분의 중·소형은 평천장

으로 시상이 깔려 있고, 두침석으로 사용된 석침이 여러 개 놓

이 많다. 궁륭형 천장은 석실 벽이 바닥에서 수직으로 쌓아 올

여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연도는 석실 바닥보다 약간 높게 조성

라가다가 점차 내경하도록 좁혀 쌓으며, 맨 위에 개석 1매를 놓

되었고, 바닥에도 판석이 깔려 있다. 이렇게 평면이 ‘T’자형인

는다. 평천장은 (세)장방형의 커다란 장대석을 3~6매 정도 올려

것은 경기지역에서 2기뿐이며, 경주 서악동 석침총이 이와 유

놓고, 벽체와 개석 사이의 틈은 크고 작은 할석으로 빈틈을 메

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서악동 석침총의 시상은

우듯이 꽂아 두기도 했다.

‘ㄷ’자형태이고, 석침과 족좌 각각 1개가 출토되었다. 특히 석
침의 머리 모양이 상동 1호와 서악동 석침총의 것이 비슷하다.

호석은 석실 주위를 원형으로 돌린 것과 반원형으로 돌린 것
이 있다. 원형으로 돌린 예로는 대평리 1·2호인데, 봉분을 따라

한편, 용인 청덕동 Ⅲ구역 1·2호 석실묘의 경우는 독특한 석

호석이 둘러져 있고, 봉분의 유실을 막기 위한 내호석도 시설되

실묘인데, 2기의 석실이 맞붙여 축조되어 마치 성남 판교동과

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산본동 2호와 같이 경사면에 축조

용인 동천동, 화성 청계동에서 발굴된 고구려 석실묘와 비슷한

된 석실묘는 경사면 위쪽에 호석을 반원형으로 설치해 두었다.

구조를 보이고 있다. 물론 고구려 석실묘는 구조와 규모가 비

Ⅰ-1식

횡혈식 석실묘에는 대부분 시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석실 평

Ⅰ-2식

Ⅰ-3식

Ⅰ-4식

Ⅰ-2-가식

경주 서악동 석침총

경주 노서동 137호묘

경주 서악동 석실묘

전 헌강왕릉

여주 매룡리 1호 석실묘

Ⅰ-2-나식

여주 상리 1호 석실묘

경주 장산토우총

경주 충효동 7호 석실묘

경주 노서동 137호묘(2차시상) 여주 하거리방미기골 3호 석실묘

중부와 경주지역 신라Ⅰ형 석침15

15 황보경, 2013, 「신라 고분 출토 석침 고찰-중부지방과 경주를 중심으로-」, 『고고학』 12-1, 중부고고학회, 65쪽<표3>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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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장방형인 경우 대체로 연도와 연결되는 장벽의 맞은편에

2. 횡구식 석실묘

시설된다. 시상은 피장자 1명을 안치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추

횡구식 석실묘도 평면형태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평면이

가장을 위해 2회 이상 설치한 경우도 있으며, 시상에 석침(石枕,

방형이면서 횡구부가 중앙에 시설된 경우와 평면이 장방형이

돌베개)이 있는 예도 적지 않다. 석침이 놓여 있을 경우에는 목관

면서 단벽의 한쪽부분에 마련한 경우, 단벽 전체를 사용한 경

을 사용하지 않고 피장자를 안치한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관고

우 등이 있다.

리와 관못이 출토되어 목관을 사용한 예도 있는데, 안성 당왕동

먼저, 평면이 방형이면서 횡구부가 중앙에 마련된 예로는 하

7호 석실묘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 관고리 형태는 원형 좌판에

남 덕풍골2006-1호 석실묘와 여주 하거리 방미기골 2호 석실

원형의 관고리가 부착되어 있으며, 뒷면에 목질흔이 남아 있기

묘가 있다. 2기 모두 석실의 평면이 방형이고, 횡구부가 벽체

도 하다. 파주 덕은리 1호 석실묘에서도 관정과 관에 사용된 부

중앙에 ‘凹’자형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하남 덕풍골 횡구부 위

재 2점이 출토되어 목관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고, 용인 청덕동

에는 이맛돌을 올려 놓았다. 횡구부 아랫단에는 석렬을 놓기

Ⅲ구역 3호 석실묘에서도 관정이 출토되었는데 시상 또는 관대

도 하고 양쪽으로는 벽체가 쌓여 있어서 석실 안쪽에서 바라보

로 사용된 석재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로 조사되었다.

면 ‘凹’자형이다. 그리고 시상은 횡구부와 마주보는 벽체를 따

고분과 관련있는 제의유구(祭儀遺構)도 여러 형태로 확인되

라 ‘一’자형으로 시설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를 보이는 횡구식

고 있는데, 호석에 부석을 깐 부석형과 돌로 상자처럼 만든 석

석실묘에서는 유개고배와 유개합이 출토되고, 뚜껑의 꼭지가

곽형, 수혈을 판 구덩이형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에 횡혈식 석

단추형과 보주형, 굽형 등 다양하며, 청동제 과대금구도 출토

실묘에는 석곽형이 하남 덕풍골Ⅱ-1호 석실묘와 파주 덕은리 1

되는 것으로 보아 7세기 중~후반사이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호 석실묘에서 발견된 바 있다. 전자는 석곽형 1기가 연도부와

하거리 방미기골 2호의 시상은 횡구부와 나란하게 2기가 ‘l’자

마주보는 곳 즉 석실의 북쪽에 위치하고, 후자는 2기가 북동과

형으로 시설되어 앞서 설명한 하남 덕풍골 석실묘와는 시상 배

북서쪽에 위치해 있다. 부석형은 파주 성동리 1·2호 석실묘, 부

치가 다르다.

천 고강동 4·6호 석곽묘, 하남 덕풍골 2006-2호 석곽묘가 있

평면이 장방형이면서 횡구부를 단벽에 마련한 예가 여럿 있

다. 부석형은 호석에 방형 형태로 부석을 시설한 것과 석곽묘

는데, 용인 보정동 소실 고분군 1호·2-1호 석실묘와 이천 이치

주위에 몇 개의 돌로 평평하게 시설한 것이 있다. 구덩이형은

리 6호, 여주 매룡리 용강골 A-1·6·7, B-1호묘, 여주 하거리 방

경기지역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충주 누암리에서 호석 내외에

미기골 22·23··28·29·31·32호, 안성 당왕동 8호, 이천 중리동

위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A지점 37호 등이 있다. 보정동 소실 1호의 경우 남단벽에 횡구
부가 있는데, 벽체를 4단 정도 쌓고 그 위에 장대석 1매를 놓아

하남 덕풍골 유적 2006-1호 석실묘16

16
17
18
19

용인 보정동 소실 1호 석실묘17

여주 하거리 방미기골 22호 석실묘18

세종대학교 박물관, 2006b,『하남 덕풍골 유적』, 119쪽(도면19 전재).
畿甸文化財硏究院, 2005,『龍仁 寶亭里 소실遺蹟 試·發掘調査報告書-본문·도면-』, 45쪽(도면9 전재)..
경희대학교 박물관, 1999, 앞의 책, 104쪽(그림54 전재).
기남문화재연구원, 2019,『安城 堂旺洞 遺蹟』, 83쪽(도면24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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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당왕동 8호 석실묘19

폐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파주 성동리 전-석실묘도 판석 1매

이루어진 것인데, 바닥 전체를 활용하여 좌우에 시상 2기를 설

를 세워 폐쇄한 구조에 속한다.

치하거나 처음 만들어진 시상 옆으로 2차 시상을 두고 그 위에

단벽의 한쪽 부분만 횡구부로 사용한 예는 하거리 방미기골

중복되게 설치하기도 했다.

22호로 횡구부 바닥에 2단의 석축을 쌓고, 그 위에 너비 56㎝

호석이 설치된 예로는 금암산 1호와 동백리 석실묘, 보정동

크기로 횡구부를 마련했다. 시상은 횡구부와 나란한 ‘l’자형이

다-19·23호, 보정동 소실 17호, 성동리 전-석실묘, 상동94-4 등

고, 23호는 횡구부 바닥에서 4단의 석축을 쌓은 그 위에 너비

이 있고, 주구가 설치된 예로는 보정동 소실 12호가 있다. 호석

65㎝ 크기로 시설했다. 보정동 소실 2-1호도 횡구부를 단벽의

은 석실묘 주위에 원형이나 반원형으로 둘러져 있는데, 봉분

한쪽에 마련하였고, 당왕동 8호는 횡구부 바닥에 1단의 석렬을

의 유실이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되었다. 경기

깔고, 그 위에 동·서 양장벽과 맞닿게 할석 1매씩 올려 두어 입

지역에서 확인되는 호석은 지표층을 파거나 여러 단의 석축을

면형태가 ‘凹’자형을 이루고 있다. 횡구부 안을 폐쇄석과 점토

쌓지 않고 대부분 석렬 1~2단으로만 축조했다. 그러나 보정동

로 채웠고, 묘도부가 밖으로 돌출되어 있다.

다-19·23호처럼 원형으로 호석을 돌리고, 4단정도로 쌓아 올

시상은 평면이 방형인 석실의 경우 횡구부와 마주보는 벽체

린 예도 있으며, 봉분 지름은 10~15m 정도이다.

를 따라 직교되도록 시설되고, 평면이 장방형인 석실은 횡혈
식의 시상과 마찬가지로 횡구부 반대쪽의 장벽을 따라 1기 내

3. 석곽묘

지 2기를 설치한다. 시상이 2기나 3기가 마련된 것은 추가장이

석곽묘는 수혈식과 횡구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수혈식
은 벽체를 모두 쌓은 후 피장자를 안치하고, 횡구식은 단벽의
전체나 일부분을 입구로 사용한 것을 말한다. 횡구식의 경우
석실묘와 크기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명확하게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일부 횡구식 석곽묘 경우 횡구부 너비가 좁아
피장자를 안치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피장자를 안
치한 상태에서 횡구부를 폐쇄하거나, 횡구부를 폐쇄해 놓고 피
장자를 안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곽묘의 축조는 삼국 통일 이전보다 이후에 축조된 것이 많
은 편이고, 분포양상도 경기도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대표
적으로는 고양 식사동, 김포 유현리, 부천 고강동, 하남 덕풍
골·광암동, 이천 덕평리, 여주 상동, 평택 수월암리 등이다.
수혈식 석곽묘는 규모가 석실묘와 비슷한 것도 있지만, 작

금암산 1호 석실묘20

은 것이 더 많고, 벽체 높이도 낮은 경우가 많다. 석곽 내부에는
시상을 마련하고, 부장품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토기나 철기
류를 매납하기도 했다. 수혈식에 해당되는 석곽묘는 파주 법흥
리 A-3호, 김포 유현리 29기, 용인 보정동 소실 5·13호, 하남
덕풍골 2007-8호, 이천 덕평리 5호, 여주 상동 2·4호 등이 있
다. 유현리 석곽묘는 할석으로 횡평적과 종평적으로 벽체를 쌓
은 것이 많고, 대형의 할석을 사용하여 쌓은 것도 있지만 대체
로 조잡하게 축조된 것이다. 시상은 29기 중 24기에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 형태는 네 가지로 구분된다. 부장유물은 편구병
과 소호, 과대금구로 7세기 후반부터 9세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덕풍골 2007-8호의 경우 벽체를 6~8단으로 쌓

보정동 다-23호 석실묘21

고, 각 벽체 모서리를 덧대어 쌓았는데, 남벽은 다른 벽체와 높

20 하남역사박물관, 2016.12,「금암산 고분군 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사진2 전재.
21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4,『용인 보정리 고분군 발굴조사 보고』, 원색사진 전재.

127

이를 맞추었지만 잇대어 쌓지는 않았다. 석곽 바닥에는 시상을

Ⅲ. 재사용 고분과 특이 고분

깔았고, 석침 1매를 놓았다. 보정동 5호도 북단벽과 양장벽을
맞물리게 쌓았고, 남단벽을 양장벽 안으로 들여쌓았다. 시상은

1. 재사용 석실묘

강돌을 사용하여 북단벽과 동장벽에 붙여 시설했고, 부가구연

경기지역에서 발견된 신라 고분 중에는 백제인들이 축조한

대부장경호와 유개고배, 철겸, 철도자가 출토되었다.

석실묘를 재사용한 예도 확인되어 주목받고 있다. 일찍이 충북

횡구식 석곽묘의 예로는 광주 대쌍령리 1·3·9호가 있는데, 9

청원 주성리에서 조사된 1호 횡혈식 석실묘의 경우가 그러한

호의 경우 횡구부인 단벽에 석렬을 1단 놓고 천석을 세워 폐쇄

데, 백제인이 축조한 석실묘를 신라인들이 시상을 추가로 설치

했으며, 3호의 경우 횡구부에 돌을 2~3단 놓고 폐쇄하되, 횡구

하고, 대부장경호와 고배 등의 유물도 부장하였다. 이와 비슷

부 바깥쪽으로 양 장벽과 이어지도록 세장방형의 돌을 세로로

한 예로 하남 광암동 1호 석실묘와 안성 장원리 2·3호 석실묘

놓아 둔 것도 있다. 이러한 구조와 비슷한 예로는 하남 덕풍골

가 있다.

2007-1호와 광암동 7·9호가 있다. 이 석곽묘들의 횡구부는 폐

하남 광암동 1호 석실묘는 평면 장방형에 우편재 연도가 달

쇄한 석재 바깥으로도 석렬을 연장해 놓은 점이 특징으로 마치

린 것으로 석실 상층 가운데에 세장방형의 시상이 시설되어 있

횡혈식의 연도 구조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었고, 이를 제거하고 하층을 조사한 결과 백제 토기류(단경호,

일반적으로 횡구부를 석축 1~2단으로 쌓아 마무리한 예가

광구장경호, 직구단경호)및 지환 1점과 함께 인골이 확인되었다.

가장 많은데, 하남 덕풍골 2006-3·5호, 2007-2·3호와 광암동

즉 하층은 백제 토기와 지환, 인골로 보아 백제인에 의해 석실

5호, 용인 보정동 삼막곡 1~4호, 이천 덕평리 4·6호, 평택 수

묘가 축조되었다는 것을 확연히 증명해 주고 있지만, 상층은

월암리 2-5·6·7·11호 등이 있다. 가장 단순한 구조는 횡구부에

비록 도굴로 인해 부장품이 남아 있지 않았지만 시상과 함께

세장방형의 돌 1매를 가로방향으로 두거나 2매로 가로놓아 폐

동물뼈도 수습되어 신라인이 재활용했음을 짐작케 해주고 있

쇄한 것이 많다. 또는 판석재 돌을 옆으로 세워 둔 것도 있다.

다. 특히 하층에서 나온 관정과 꺾쇠가 상층에서는 나오지 않
았다는 점으로 볼 때, 상층에 안치된 피장자는 목관을 사용하

시상은 석곽 내부 바닥에 평면이 세장방형으로 돌을 사용하
여 마련한 것과 바닥 전면에 돌을 깐 것, 기와를 깐 것, 아무런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석곽 바닥에 기와를 깐
예로는 이성산성 D지구에서 발굴된 2호 석곽묘가 있다.

지 않았고, 동물뼈를 제의 행위 때 사용 후 매납한 점도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안성 장원리 2호와 3호 석실묘도 백제인이 축조한 것을 신라
인들이 재사용했는데, 부가구연대부장경호와 고배, 병 등의 유

호석이 설치된 석곽묘도 적지 않은데, 파주 법흥리 A-4호,

물이 부장되었다. 석실의 하층에서는 백제 한성기에 해당되는

성동리 전-1·6·8호, 하남 광암동 9호 석곽묘와 부천 고강동 4

토기와 철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그 위에 사질토를 30㎝

차-4호 등이 있다. 석곽묘에 설치된 호석은 원형이나 반원형으

정도 덮은 뒤 그 위에 신라 고배와 합 등의 토기가 부장되었다.

로 석렬을 돌렸는데, 석실묘에 비해 석렬을 높이 쌓거나 봉분

특히 2호 석실묘에서는 2차장과 3차장 후 폐쇄한 흔적이 확인

의 흙이 제대로 남아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되어 최소 3차례 정도 피장자가 안치되었고, 사용시기는 6세기

용인 보정동 소실 5호 석곽묘22

이천 덕평리 5호 석곽묘23

22 畿甸文化財硏究院, 2005, 앞의 책, 63쪽(도면19 전재).
23 한백문화재연구원, 2014,『이천 덕평리 유적』, 157쪽(도면108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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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대쌍령리 9호 석곽묘24

하남 광암동 7호 석곽묘25

24 畿甸文化財硏究院, 2008,『廣州 大雙嶺里 遺蹟』, 50쪽(도면23 전재).
25 세종대학교 박물관, 2006a, 앞의 책, 118쪽(도면28 전재).

하남 광암동 1호 석실묘 상층26

하남 광암동 1호 석실묘 상층의 시상27

하남 광암동 1호 석실묘 하층28

하남 광암동 1호 석실묘 하층의 인골29

후반 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피지배층으로 전락한 백제인의 무덤을 파서 그

이렇게 기존에 백제인들이 축조해 놓은 석실묘를 신라인들

위에 지배자가 된 신라인의 피장자를 안치함으로써 새로운 지

이 경기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재사용한 점은 청원 주성리 외

배질서를 각인시키기 위한 강압적인 행위를 한 것일 수도 있겠

서울 가락동 3호 석실묘에서도 엿볼 수 있다. 시간적으로는 백

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사용 석실묘에 대한 명확한 이유나 목

제 석실묘가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중반 사이에 축조되었고,

적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앞으로 좀더 많은 사례를 통해

신라인들이 연도 폐쇄부를 뜯어내고 재사용한 시기는 6세기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얻어야만 실증적인 해석이 가능해 질 것

중~후반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후에는 석실묘

이다.

주위로 신라 고분이 축조되기도 하여 삼국시대부터 남북국시
대 내내 묘역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2. 특이 고분

신라인들이 백제인이 축조한 석실묘를 재사용한 목적은 여

경기지역에서 확인된 신라 고분 중에는 자연암반을 이용하

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하나는 피장자를 매장함에 있

여 피장자를 안치한 것도 있다. 이 고분은 하남 덕풍동의 덕풍

어서 새로운 고분 축조의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한 불가피한 재

골 유적 남동쪽 아래 바위에서 확인되었다. 바위 재질은 편마

사용, 또한가지는 먼저 매장되어 있던 백제인의 시신과 부장품

암으로 평면형태가 장방형이며, 장축이 남-북쪽이다. 바위 크

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흙을 깔고 매장한 것은 추가장을 활발

기는 남-북 길이 1,560㎝, 동-서 너비 1,080㎝, 높이 620㎝이

하게 했던 신라인들의 매장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고분 축조는 바위의 틈을 벽체로 이용하여 동벽과 서벽으

26 세종대학교 박물관, 2006a, 앞의 책, 138쪽(사진11 전재).
27 세종대학교 박물관, 2006a, 앞의 책, 138쪽(사진12 전재).

28 세종대학교 박물관, 2006a, 앞의 책, 139쪽(사진14 전재).
29 세종대학교 박물관, 2006a, 앞의 책, 145쪽(사진26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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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고 바닥에 돌을 깔아 시상을 만들었으며, 북쪽부분에 석

원점문 등이 새겨진 인화문이 시문된 것도 있다. 7세기 후반부

축 3단을 쌓았다. 시상에는 넓적한 돌을 깔고 그 위에 고은 흙

터 9세기에 축조된 고분에서 출토되는 토기 수량은 이전에 비

을 평평하게 깔았으며, 부장품은 북벽과 동벽에서 대부완 1점

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8~9세기 불교의 확산으로

과 작은 병 2점이 출토되었다. 고분 크기는 길이 290㎝, 너비

인해 화장(火葬)이 유행했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

50㎝이며, 동벽과 서벽은 각각 132·128㎝, 북벽의 석축 높이는

닐까 한다. 이 시기에 부장되는 기종은 편구병과 원통형병, 소

30㎝이다. 시상 길이는 200㎝, 너비는 40㎝, 두께는 10㎝이다.

호, 대부완, 완 등이며, 5점 내외로 부장된다. 뚜껑이나 병류, 완

이렇게 자연바위를 이용하여 묘를 조성한 예는 드문 것이므로

류 등에는 다양한 인화문이 새겨졌는데, 마제형문을 비롯하여

당시의 매장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점열문, 연주문, 수적형문 등이 시문되었다.
부장된 토기 중에는 전형적인 신라 토기들도 있지만, 조질로
만들어진 토기도 섞여 있고, 기형의 균형이나 동체가 일그러진
것도 있다. 이러한 양상으로 보아 처음에는 전형적인 신라 토
기가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사용되다가 일정한 시점부터 재지
(在地)에서도 제작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라도 높은 온도와 정선된 태토로 소성된 경질 토기
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토기들이 함께 출토되고 있다. 특히
삼국 통일 이후에 제작된 인화문 토기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
는데, 태토나 소성 온도, 문양의 시문기법, 기형이 대체로 세련
되지 못한 것이 적지 않다.
한편, 고분에 부장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명기(明器)도 있
는데, 주거지나 가마에서 출토되는 토기의 크기보다 작게 만
들어진 고배나 완, 병 등도 간간히 출토되고 있다. 명기의 사용
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임에도 보정동 고분에서 출토되는
일부 토기들은 명기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일반 토기보다 작게
만들어졌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부장된 토기 중에 1~2점
을 일부러 깨뜨린 훼기(毁棄) 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주로 병이
나 고배, 호 등의 구연부나 굽을 깬 훼기의 흔적이 관찰된다. 훼
기된 토기는 매장주체부에 넣기도 하고, 석실이나 석곽 밖, 호
하남 덕풍골 바위유구 내 석곽묘와 출토 토기류30

석 주위, 별도의 수혈 등에 매납되기도 하며, 봉분에서도 출토
된다. 이렇게 토기를 훼기하는 습속(習俗)은 중국 동북지방이나
중앙아시아, 일본 등지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신석기시대부터
이루어져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훼기의 목적은 여러 가지로

Ⅳ. 부장품과 피장자 신분

해석되는데, 사령(死靈)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한 단절의 기원과
배려 모두가 혼합된 태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또한 토기 깨는

경기도에서 발굴조사된 신라 고분에서는 토기류가 가장 많
이 출토되었고, 귀금속류나 무기류는 희소한 편이며, 마구류는
거의 출토되지 않았다.
먼저, 토기류에 대해 살펴보면, 6세기 중~후반부터 7세기 중
반 사이에 축조된 고분에서 출토되는 토기의 수량은 10점 안팎

소리를 통해 잡귀를 물리치고, 죽음이라는 두려움에서 차츰 벗
어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토기 외 부장품으로는 청동이나 철제로 만든 과대금구, 금이
나 금동제 이식과 방울류, 동경이 출토되기도 하며, 금동관(金
銅冠)이 파주 성동리와 여주 매룡동에서 출토된 바가 있다.

이며, 기종은 고배와 부가구연대부장경호, 병, 완 등이 많다. 이

금동관은 파주 성동리 전-석실묘에서 2점, 여주 매룡동 5호

들 토기 중에는 문양이 없는 것이 많지만, 삼각집선문이나 반

석실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두 고분 모두 횡구식으로 성동

30 세종대학교 박물관, 2010,『하남 공영사입구~한솔아파트간 도로개설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원색사진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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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성동리 전-석실묘 출토 금동관-A31

파주 성동리 전-석실묘 출토 금동관-B32

여주 매룡동 5호 석실묘 출토 금동관33

광주 대쌍령리 9호 출토 금동제 방울34

평택 수월암리 2지점 7호 석곽묘 출토 금동제 방울35

여주 하거리 방미기골 2호 석실묘 출토 금동 이식36

리 전-석실묘 금동관 2점 중 금동관-A는 ‘山’자형이 아닌 사각

분에 매장된 피장자들은 지역 집단을 이끌던 사람들이라 생각

형의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고, 금동관-B는 ‘山’자형으로 추정

된다. 특히 성동리 전-석실묘의 경우 주위의 석곽묘보다 규모

되고 있다. 매룡동 5호 출토 관은 대륜부의 일부분만 남아 있어

도 크고, 부장품의 수량도 많으며 다양하다. 다만, 이들이 원주

서 형태를 알기는 어렵다. 다만, 이 고분의 시상과 부장품 위치

민들이었는지, 사민되어 온 주민이었는지는 명확히 판단하기

로 보아 부부가 합장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왼쪽에 남자, 오

어려우나 횡구식 석실묘에 높은 시상을 사용하고, 두침석을 놓

른쪽에 여자가 안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금동관은

았으며, 호석 및 제의유구가 시설된 점 그리고 잘 만들어진 신

여자 피장자 쪽에서 방추차와 함께 출토되어, 착장자가 여자였

라 토기를 부장한 점 등으로 보아 후자 쪽일 가능성이 높아 보

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인다. 아울러 부장품 중에 무기류와 마구류가 없다는 점에서

성동리 전-석실묘에서 출토된 금동관 2점은 형태가 각기 다

피장자들은 생업에 종사했던 사람들로 보이며, 금동관이 파주

르고, 성분도 차이가 있어서 제작시기나 제작자가 다름을 알려

와 여주에서 출토되었고, 이와 비슷한 것이 안동에서도 확인되

준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성동리 금동관-B와 같은 ‘山’자형 금

어 상호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동관이 안동 임하댐 수몰지구의 지동 2호 석곽묘에서 출토되
37

다음으로 명문이 새겨진 토기로는 ‘干’자가 돋을새김된 대부

어 비교가 될 만하다. 이 금동관은 금동판을 오려서 조잡하게

장경병 1점이 대쌍령리 9호 석곽묘에서 출토된 바 있고, ‘井’자

만들어졌는데, 입식과 대륜의 표면에만 도금되었고, ‘山’자형

로 보이는 표시는 선동리 2호 석곽묘 출토 대부완 등 여러 점

입식은 4개, 대륜과는 청동사(靑銅絲)로 결합되어 있다. 지동 2

에 새겨져 있다. 그리고 보정동 소실 12호 석실묘에서 출토된

호 석곽묘의 축조시기는 출토된 무개식 고배가 황룡사지에서

단경호의 견부에 ‘4’자처럼 생긴 음각표시가 되어 있다. 이중에

다수 출토되었고, 서울 방이동 3호 석실묘 동쪽 석곽묘 출토품

서 ‘干’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공반

과도 비슷하여 6세기 중엽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동리 전-석실

출토된 ‘南漢山助舍’명 청동제 방울과 관련성이 깊다. 즉 ‘南漢

묘의 축조시기도 부가구연대부장경호 등의 토기로 보아 6세기

山’은 지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삼국시대부터 남북국시대까지

중~후반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두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

하남시 교산동과 춘궁동 일원이 중심지로 이성산과 청량산, 서

관의 제작이나 사용시기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울 송파구 일부까지 포함되는 범위로 추정된다. ‘助舍’는 피장

따라서, 성동리와 매룡동에서 출토된 금동관으로 보아 두 고

자의 관직명으로 대부장경병에 새겨진 ‘干’이라는 글자로 보아

31	兪在恩, 1999,「경기도 파주군 성동리 고분 출토 금동관 조사」,『文化史學』11∼13, 韓國文化史學會, 892쪽(사진7 전재).
32 兪在恩, 1999, 위의 논문, 895쪽(사진13 전재).
33	畿甸文化財硏究院, 2000,『驪州 上里·梅龍里 古墳群 情密地表調査報告書』,161쪽(사진13-③ 전재).
34 畿甸文化財硏究院, 2008, 앞의 책, 원색사진3 전재.
35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3,『평택 수월암리 유적』, 577쪽(사진124 전재).
36 경희대학교 박물관, 1999, 앞의 책, 238쪽(사진18 전재).
37 安東大學 博物館·慶北大學校 博物館, 1989,『臨河댐水沒地域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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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대쌍령리 9호 석곽묘
‘干’자명 대부장경병38

광주 선동리 2호 석실묘 출토
대부완39

용인 보정동 소실 12호 석실묘 출토
단경호40

외위 관직이 7세기 중엽에 폐지되었지만 지방에서는 지속적으

조그마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피장자의 신분은 해당 고

로 유지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피장자는 남한산이라는

분군의 위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 피장자의 출신지를 추

지역에서 근무했던 지방 관리였다고 보여지며, 주조(州助)나 사

측해 볼 수도 있다.

대사(仕大舍)라는 관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지역에서 조사되고 발굴된 고분을 통해

방울은 대쌍령리 9호 석곽묘에서 금동제 2점, 청동제 2점,

6세기 중반부터 10세기 전반사이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과

철제 1점이 출토되었는데, 그중 청동제 방울에 ‘南漢山助舍’라

지배 및 피지배층의 관계, 피장자의 신분, 부장품의 제작과 기

는 명문이 새겨져 주목받고 있다. 수월암리 2지점 7호 석곽묘

술의 발전 등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더욱 많이 확보되길 기대

에서도 금동제 방울 1점이 출토되었는데, 대부장경병과 청동제

해 본다.

과대금구가 공반 출토되었다. 하거리 방미기골 2호 석실묘 출
토 이식은 태환식 1쌍으로 굵은 고리와 금동 실로 된 연결고리,
끝장식을 달기 위한 곧은 금동 실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고분에
서는 청동방울 2점과 철제 끌, 원추형 철제품 등이 출토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방울이 출토된 고분을 보면, 금동관을 비롯하
여 청동제 과대금구, 철제품, 부가구연대부장경호나 대부장경
병 등이 함께 출토되고 있어서 주위 고분보다 위계가 다소 높
은 사람이 매장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대금구는 청동제로 만들어진 것과 철제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고, 성동리 경-석실 1호에서 은제 요패 1점이 출토되
었다. 요패는 충주 누암리 가-45호와 하구암리 31호 석실묘에
서도 출토되었는데, 아직까지 경기지역에서 은제 요패가 출토
된 적이 없어서 위계상으로는 비교적 높은 피장자로 볼 수 있
겠다. 그 외 청동과 철제 과대가 출토된 고분의 피장자들은 신
분상 하위 계층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금·은제 이식, 단야구세
트, 동경 등이 출토되기도 하여 피장자의 신분을 추정하는데

38 畿甸文化財硏究院, 2008, 앞의 책, 53쪽(도면25 전재).
39	서해문화재연구원, 2013,『廣州 仙東里 石室墓 遺蹟』, 36쪽(도면6-① 전재).
40 畿甸文化財硏究院, 2005, 앞의 책, 95쪽(도면35-11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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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황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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