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간 사

처음 고양600년 사업을 구상할 때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예산은 적고 할 일은 많아서, 무

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걱정이었습니다. 고민하던 중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일부터 시

작했습니다. 고양시장인 저 역시 고양의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고양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면,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지만, 고양의 역사와 전통 등 고양이 품고 있는 여러 가치를 제대

로 인식하는 데는 모자람이 많았습니다. 고양에서 수 백 년 대대로 살아오신 분들과 향토사학

자, 고양의 대표적인 단체장, 문화예술인 등 지식과 생각을 모을 수 있는 분들을 고양600년 

추진위원으로 모셨습니다. 모임 첫 날부터 제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보이지 않았던 가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5000년 전 발굴된 고양가와지볍씨가 한반도 첫 벼농사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가

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열정이 솟구쳤습니다. 북한산성을 거쳐 북한산 백운대에 올라 이 땅이 

고양의 최정상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울컥할 정도로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고양

은 제 정보와 지식, 생각의 범주를 넘어 더 깊고 크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고양이 품은 이 

가치를 알고 느끼게 된다면, 고양시민 누구나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 그토록 갈망했던 고양의 정체성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고양의 아름다운 가치를 다양한 시선으로 조명한 책입니다. 10가지 가치는 고양

600년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선정했지만, 글은 제3자의 시선으로 담담하고 잔잔하게 서술됩니

다. 고양에 사는 평범한 시민들의 시선입니다. 다만 지식과 생각을 글로 담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직업적 범주만 있습니다. 가치는 설득이나 강요보다는 자연스러운 공감대로 시작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글의 형식도 흐름도 따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수필 한 편 이라 여기시

고 편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와 닿는 어떤 가치 하나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

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를 고양600년을 통

해 다시 한 번 절감합니다. 생각과 글과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2월 고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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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인 이  가 장  좋 아 하 는  명 산  

              북 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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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윤 

인문학자, 자유청소년도서관 관장. 도서관, 학

교, 회사, 단체 등에서 인문학을 강의하고 있

다. 『처음 만나는 우리 인문학』, 『청소년을 위

한 인문학 레시피』, 『스피노자, 퍼즐을 맞추다』 

등의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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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것인
북한산과 
북한산성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수천년간 묵묵히 지켜보며 오롯이 품어 안은 큰 산, 

그가 바로 고양의 주산, 북한산이다. 

북한산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명산으로 ‘한국의 알프스’라고 

불리며 부아악, 삼각산, 화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한 해 수백만 명의 

등산객이 찾는 북한산은 가장 높은 백운대를 비롯한 대다수 봉우리가 고양

땅에 있다. 해발 836m에 이르는 동북쪽 백운대를 정상으로 남쪽 노적봉, 동

쪽 만경봉, 서쪽 원효봉이 병풍처럼 둘러쳐있어 마치 한 폭의 산수화같은 장

관을 연출하고 있다.

북한산성은 백제가 수도를 하남 위례성으로 정했을 당시 도성을 지키던 북

방의 성으로 축조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몽고군과의 격전이 있었고, 조선시

대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숙종대에 왕명으로 토성을 석성으로 고

쳐지었다. 행궁, 군창, 저수지 등 시설물이 많았으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100년 전 산사태에 묻혀있던 행궁터가 얼마전 발견되

어 발굴작업이 진행 중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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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덮힌 북한산. 

겨울산은 또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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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허용된 운동 한가지, 걷기

50대가 되면 자신의 체력을 믿지 못하게 된다. 20대에 펄펄 뛰는 체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은 마이클 조던이지만 몸은? 아, 상상만 해도 싫다. 

물론 50대가 되더라도 환상적인 체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평소에 운동으

로 다져진 다부진 몸매에 테니스 시합을 몇 번을 치르고서도 숨을 깔딱이지 

않는 강철체력을 가진 사람들. 나와는 너무나 먼 사람들. 내 담당의는 내 신

체 상태를 고려하여 무리한 운동을 삼가라고 당부했다. 나는 빨리 뛰어서도 

안 되고, 격한 운동을 해서도 안 된다. 권장하는 운동은 걷기다. 산책과 등

산이 허용치다. 호수공원을 걷거나 정발산에 오르거나, 큰 맘 먹고 북한산에 

오른다. 가파른 곳은 피하고 완만한 곳으로.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물론 젊었을 때에 소요된 시간의 두 배 쯤은 걸리지만.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어제가 젊음이었는데, 오늘

은 늙음이다. 우주의 시간에 비하면 순간이겠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평생으

로 살아간다. 우리는 하루살이의 짧은 삶을 비웃지만, 수백 년을 살아온 나

무가 보면 우리의 삶이란 얼마나 짧을까. 난 이미 내 아버지가 살아온 시간

보다 더 많은 날을 살았다. 살다보니 그렇게 되었다. 앞으로 몇 년을 살든 몇 

십 년을 살든 살아있는 동안 감사하며 살 것이다. 

운해를 배경으로 

더욱 돋보이는 

북한산의 화강암 

바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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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의 나이

북한산은 몇 살이나 되었을까? 지질학에 따르면 1억7000만 년 전 땅밑 1만 

미터에서 탄생했다고 한다. 화산이 터져 마그마가 지표면을 뚫고 나와 식으

면 용암이 되고, 지하에서 굳으면 화강암이 된다. 용암은 검고, 화강암은 대체

로 희다. 북한산은 중생대 쥐라기에 탄생하여 오랜 세월을 땅 속에서 자신의 

몸을 식히고 있다가 지표면에 등장한 것이다. 생물계의 생명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오랜 세월에 거쳐 탄생한 것이다. 이 북한산이라 불리는 화강암 덩어

리는 도봉산, 관악산, 수락산, 불암산과 같은 시기에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다

하니 그들은 모두 한 가족인 셈이다. 

북한산은 따뜻한 지하에서와는 다른 환경에 노출되었고, 비바람과 눈보라

를 맞으면서 나이를 먹어갔다. 단단했던 화강암의 압력이 감소하면서 침식현

상이 일어나 양파껍질처럼 벗겨지는 현상도 일어났다. 북한산의 다양한 이름

으로 불리는 바위들은 모두 이 침식현상이 빚어낸 자연의 조각품들이다. 

1억 7000만 년 전 땅밑에서 

형성되어 오랜 세월을 거쳐 

땅 위로 모습을 드러내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며 

모양을 갖춘 북한산.

조선 숙종시대 

<북한지>에 수록된 

‘북한도’. 북한산성의 

윤곽, 봉우리의 위치 등이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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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 북한산은 영원할까? 융기와 하강, 침식현상 등을 거치면서 2천만 

년쯤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단다. 인류가 그때까지 생존할까도 의문이지만, 

인간의 시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는 셈이다.

사실이 그러하니, 거기에 서식하고 살면서 그 거대한 바위에 이름을 붙이

고, 선을 그어 경계를 나누고, 그 지역을 차지하려고 다투었던 인간의 역사 또

한 한갓 물거품과 같은 것이리라. 어찌되었든 북한산은 인간의 역사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사물화하지 않고 인격화하여 북한산을 

‘그’라고 표현해본다면, 그는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아내와 북한산에 오른 적이 있었다. 지친 몸을 쉬며 바위에 앉아 숨을 돌리

는데, 아내가 말했다.

“우리가 쉬고 있는 이 바위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바위를 한 번 만져봐. 그리

고 수천 년 전에 어떤 나그네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었다고 상상해봐. 당

신은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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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은 골짜기 

마다 시원한 

물줄기를 품고 

있다.

나는 아내의 말에 경외감이 들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스치고 지나

온 바위 하나하나가 인류의 발길과 숨결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

이 두근거렸다. 이후로 나는 길을 걷다가도, 벤치에 앉아 쉬다가도, 절에 들

러 탑신을 만지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었다. 뭐라 그럴까. 역

사가 늘 내 곁에 있다는 생각?

지명의 유래

국토지리정보원의 <한국지명유래집>에 따르면 “북한산은 본래 한산漢山이

라 불렸는데 ‘큰 산’이라는 뜻의 ‘ 산’을 한자로 차음하여 표기한 것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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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란 이름은 『삼국사기』,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등에 보이며, 서울 

지방의 옛 이름을 한산·북한산·북한산성·북한성·한양 등으로 기록하

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산은 처음에는 산 이름이 아니라 서울의 옛 이름

인 한산의 북쪽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한성부에

는 “양주 지경에 있다. 화산華山이라고도 하며, 신라 때에는 부아악負兒岳이라

고 하였다. 평강현平康縣의 분수령分水嶺에서 잇닿은 봉우리와 겹겹한 산봉우리

가 높고 낮음이 있다. … 또 삼각산이 되니, 실은 경성京城의 진산鎭山이다. 고

구려 동명왕의 아들 비류, 온조가 남쪽으로 나와서, 한산에 이르러 부아악

에 올라가 살 만한 땅을 찾았으니, 바로 이 산이다.”라고 하여 여러 다른 이

름들이 보인다. 부아악은 어머니가 어린애를 업고 있는 형상을 한자명으로 

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아가 불의 표기이므로 부아 → 불 → 화火 → 화華

삼송신도시에서 

바라본 북한산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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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뀌어 화산이 되었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화

산·화악은 세 봉우리가 연꽃이 핀 것과 비슷하다 

하여 연화산蓮華山의 준말로 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고려사』의 삼각산 승가굴의 기록이나, 『세종실록지

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북한지』에 따르면 삼

각산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일

반화된 이름이다. 삼각산은 인수봉·백운봉·만경

봉 세 봉우리가 삼각을 이루어 나란히 있는 모습 때

문에 유래되었는데, 근래에까지 삼각산이란 이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조선 후기 북한산성이 

축성된 내용을 기록한 『북한지』가 출간된 이후 북한

산이란 이름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고 전한다. 

그러니까 북한산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부아

악負兒岳, 화산華山, 한산漢山, 삼각산三角山이라는 이름

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조선시대 김상헌이 청국

으로 끌려가면서 지었다는 시조에 보면 삼각산이라

는 이름이 보인다.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 수상하니 올동말동하여라  

척화론을 주장하여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갔다가 10년 만에 돌아온 김상헌은 

1645년(인조 23년) 76세의 나이로 좌의정에 제수되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충

신으로 평가받아 이후 안동 김씨가 명문집안이 된 것도 역사의 사실이다. 김상헌을 

바라보는 삼각산은 어떠했을까? 인간이 부여하는 의미를 그도 받아들였을까? 부

질없는 질문이다. 산은 산일뿐, 그를 스쳐지나간 그 어떤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나는 성철 스님의 마지막 법어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를 그렇게 이

해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인간의 일이라면, 의미를 지

우는 것이 자연의 일이리라. 부처의 마지막 깨달음이 없음無이 아니던가. 인간의 역

북한산성 유적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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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찰할 수 있었던 부처는 아마도 자연의 시선을 가졌으리라. 

내 삶은 북한산 주위를 떠돌았던 것 같다. 왜 안 그러겠는가? 북한산은 서

울의 성북구, 종로구, 은평구, 강북구와 연결되고 경기도 고양시와도 연결되

는 곳이니, 아마 서울과 경기도를 떠돌던 대부분의 사람은 북한산의 그늘 밑

에서 살았을 것이다. 북한산 아래에서 태어나 북한산을 바라보고 자랐고 지

금도 북한산이 보이는 곳에서 살고 있으니 북한산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가

장 유명한 산임에 분명하다. 수도권에서 몰려드는 사람으로 연평균 탐방객

이 865만명(2009년 기준)에 이르러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는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되기도 했다. 그 기록을 세우게 한 사람 중 

나도 한 몫 했을 것이다.

북한산은 어머니와 같은 산이다. 상처 입은 짐승들이 은신처를 찾듯, 상처 

입은 사람들은 고향이나 어머니를 찾는다. IMF시기에 실직당한 수많은 아

버지가 찾아간 곳이 북한산이었다. 그 즈음 북한산은 몸살을 앓았을 것이다. 

그들의 한숨과 눈물을 말없이 고스란히 받아 안아야했을 것이다. 나는 지금

도 수많은 실직자들이나 무직자들이 북한산을 찾으리라 생각한다.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이긴 하지만, 북한산 덕분에 그 비율이 조금은 

줄었을 것이라 믿고 싶다. 

기네스북 인증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는 

국립공원’.

사람들의 한숨과 눈물을 

말없이 품어 안아준 

북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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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과 인문학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문학에 뛰어난 위인들이 곧잘 북한산을 찾았던 것으로 확

인된다. 그 중 최고에 해당하는 김시습과 박지원도 북한산과 인연이 깊다. 1455년 

21살에 김시습은 북한산 중흥사에서 과거를 준비한다. 그러던 중 운명을 뒤엎을 놀

라운 소식을 듣는다.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그후 김시습은 책을 불사르고 미친 척하며 정처없는 유랑생활을 시작한다. 산이 그

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그는 전국 곳곳의 명산과 명찰을 돌아다니며 병든 정신을 

치료한다. 시대는 그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지만 자연은 그에게 치료의 장소가 되

었으리라. 

머리를 깎고 승려노릇하며 떠돌다가 정작한 곳에 경주 남산의 용장사였다. 그곳

에서 그는 최고 판타지 소설 <금오신화>를 창작한다. 금오신화는 부정적인 현실세

계에서 실현되지 않았던 사랑과 정의에 대한 희망을 탐색한다. 지금은 고전이 되어 

교과서에 실려있지만, 당대에는 울분을 삭히며 자신을 치유하는 몸부림이었을 것

이라 충분히 상상된다. 그런 의미에서 <금오신화>는 김시습과 자연이 준 공동선물

이라 할 수 있다. 

박지원의 생애도 김시습과 유사하다. 1761년 25살에 박지원은 북한산에 들어가 

독서에 매진한다. 이때 수염이 하애졌다한다.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했으나, 친구

들의 공부목적이 과거에 있었다면 박지원은 애당초 과거시험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시험장에 들어가 고목이나 노송만을 그려놓고 물러났다. 

그렇게 43세까지 벼슬도 없는 박지원에게 청나라를 경험하는 절호의 찬스가 주

어지니,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희대의 명작이 <열하일기>이다. <열하일기>를 읽

다보면 중국의 봉황산을 감상하다가 북한산(삼각산)을 떠올리는 대목이 나온다.

“멀리 봉황산을 바라보니 흡사 순전히 돌로 만들어 땅에서 우뚝 뽑아 올린 것 같

았다. 손바닥 위에 손가락을 세운 듯, 부용이 반쯤 피어 있는 듯, 하늘 끝에 여름 구

름인 듯 빼어나게 깎아 세운 모양은 이름 짓거나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경

관이지만, 다만 맑고 윤택한 맛이 없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다.

나는 언젠가 한양의 도봉산과 삼각산이 금강산보다 낫다고 말한 적이 있다. 왜냐

하면 금강산은 동쪽 골이 소위 일만 이천 봉우리라고 불리며, 기이하고 높고 웅장

하고 깊지 않음이 없어서 마치 짐승이 발로 붙잡고 있는 듯, 날짐승이 날아오르는 

1 북한산 중성문.

2 동장대에 올라 

저 멀리 마을을 

내려다보면 잠시 

세상일을 잊게 된다.

3 북한산성의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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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신선이 하늘로 솟는 듯, 부처님이 가부좌를 틀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그러나 그윽하고 침침하며 아득하고 컴컴하며, 미친 귀신 소굴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내가 일찍이 신원발과 함께 단발령에 올라 멀리 금강산을 바라봤는데, 

바야흐로 가을 날씨가 매우 푸르고 석양빛이 비끼어 비추었으나, 하늘을 

덮을 만한 빼어난 기색이나 산에서 풍기는 윤기 나는 자태는 없었기에 미

상불 금강산을 위해 한 번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한강 상류에서 배를 타고 내려오며 두미강 입구를 벗어나서 서

쪽으로 멀리 삼각산 여러 봉우리를 바라보니, 하늘에 닿을 듯이 풍기는 푸

르름과 얇고 담담한 산 아지랑이가 맑고  아름답게 어른거리고 있었다. 또 

연암 박지원은 

북한산이 금강산 보다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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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남한산성 남문에서 북쪽으로 한양을 바라보니, 마치 물에 비친 연

꽃과 거울 속의 달과 같은 모습이었다.

어떤 사람은 “빛과 바람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이 바로 왕성한 기운이다”

라고 말하는데, 왕성한 기운이란 바로 왕이 나타나는 기운이다. 우리의 

한양은 억만년 동안 용이 서리고 범이 걸터앉은 기세이니, 그 영험하고 

밝은 기운이 여타 산과는 마땅히 다르다고 하겠다. 지금 여기 봉황산의 

기이하게 깎아 세우고 뽑아 올린 것 같은 모습이 비록 도봉산과 삼각산보

다 뛰어나기는 하지만, 빛나는 왕기를 공중에 풍기는 것은 한양의 여러 

산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거대한 중국을 기행하면서도 기세가 꺾이지 않는 연암 박지원의 기운

이 느껴지는 글이다. 그 기운이 바로 북한산에서 나왔던 것이다. 일찍이 

무학대사가 조선의 도읍지를 정할 때 삼각산에 올라서 내려다보고 결정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니, 북한산北漢山과 한수漢水(한강)를 배산임

수背山臨水로 하는 한양(지금의 서울)이야말로 왕기가 서려있는 천혜의 명

당터였던 셈이다. 

북한산에

축조된

북한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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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성과 민심

북한산은 또한 천혜의 성터이기도 하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적들을 막는 

자연성벽은 북한산의 몫이기도 했다.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

기까지 북한산을 경계로 무수히 많은 전투가 치러진 것이다. 그 역사적 유적

이 진흥왕 순수비와 북한산성으로 지금까지 확인될 수 있다. 

신라 진흥왕은 영토 확장전쟁을 치르고 새로 편입된 한강 이북의 땅을 돌

면서(=순수하면서) 북한산과 함경도의 황초령, 마운령에 비를 세웠다. 이름

북한산성 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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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진흥왕 순수비. 그후 비문이 깎이고 마모되어 사람들에게 잊혀져 무학

대사가 비를 세웠다고 오해받기도 했지만, 1816년 추사 김정희가 비석을 연

구하여 진흥왕 순수비라는 사실을 밝혀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비봉에 있었

던 원래의 순수비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고이 모셔져 있지만, 그와 크기

와 글자체가 같은 복제비가 2007년에 비봉에 세워져 지금도 비봉에 가면 그 

장엄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북한산성은 북한산 정상의 능선을 따라 세워진 포곡식 석축산성으로 자연

적인 유리함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돌로 쌓아 만들었다. 산성의 역사는 백제 

개루왕(13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삼국시대에 세워진 북한산성이 현재

의 북한산성과 같은 곳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고려시대에는 고종 19년(1232

년) 몽고의 침입에 맞서 이곳에서 싸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조선시대에

는 병자호란을 겪은 효종이 북벌정책의 일환으로 산성을 축성하고자 했으나 

뜻이 이루지 못하고 숙종 37년(1711년)에 대대적인 수축과 증축을 거쳐 오늘

날의 북한산성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기록에는 14개소의 성문이 있었고 3

개의 장대지와 26개소의 저수지, 99개소의 우물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현

재 전체적인 확인은 불가능하다.

이때의 기록이 성호 이익의 <유북한기>에 실려있어 

당대 지식인이 북한산성을 어떻게 보았는지 알 수 있

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익은 축성된 북한산성을 유

람하며 감상을 남겼다. 이익은 북한산성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들으니, 어떤 자가 여기에 대해 의논했다고 한다. 

대개 이곳에 있는 자는 대포와 화살의 이기利器가 필요

치 않고, 몽둥이를 만들고 돌을 던지면 되니, 높은 담

에 올라 맹수를 때려잡는 것이다. 또 기각지세掎角之勢

를 이루는 동치東峙와 제항梯航해야 하는 서주西湊는 마

치 쓰는 데 다 방법이 있듯, 발이 많이 달린 형세이

다. 그러나 수구水口의 문이 매우 낮고 평평해서, 높

은 사닥다리와 빈 수레를 이용하여 더위잡고 오를 

수 있다.

신라 진흥왕 순수비(복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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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매우 급하게 움푹 들어가서 거의 평탄하고 넓은 곳이 없으니, 혹 빗

물에 씻겨 무너지면 많은 사람들이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다. 또 높은 봉우리

와 맨 꼭대기는 가뭄이 들면 필시 물을 운송하기가 어려울 것이요, 날이 추

우면 동상에 걸려 수비하기 어려울 것이니, 이것이 그 이로움과 해로움이

다.”

 

쉽게 말해 적들을 방어하기 유리하지만, 곳곳에 빈틈이 있고, 전쟁이 길어

질 경우 물자공급의 어려움과 혹독한 날씨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다는 것이

다. 이렇게 객관적이고 군사적인 정보를 제공한 다음, 자신의 소견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성은 겨우 역사가 완성되었으나, 궁실은 아직 짓지 못했다. 비축한 것이 

충분하지 않으니, 민심이 쉽게 흩어지고, 국용國用이 넉넉하기 어려워, 수십 

년의 장구함을 기약할 수 없으니, 불의의 사변不虞에 힘을 빌릴 수 없다. 장차 

백성의 일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빨리 완성하고자 한다면, 이는 또한 넓적

다리 살을 베어 배를 채우는 것일 뿐이다.

비록 위성衛城은 갖추게 되더라도, 적을 막을 군사가 없을까 걱정된다. 또 

예로부터 성을 빼앗긴 자는 대부분 소홀히 여겼던 곳에서 근심이 생겼으니, 

병자년(1636)에 강화도가 함락된 경우가 이것이다.

천험天險의 요새지는 믿을 만하지만 또 두려워할 만하니, 수령직에 있는 자

의 처신이 어떠해야겠는가? 이 성이 비록 결함이 있다고 했으나, 도리어 백

제왕이 백여 년간 터전을 굳힌 곳으로, 삼국이 서로 공격하여 싸울 때, 고구

려와 서로 미워하여, 진실로 일찍이 성 아래 주둔하여, 그 위엄을 확장했다

가, 어둡고 나약하며 방종하여 욕심을 따르는 임금에 이른 뒤에야 패했으니, 

어찌 성의 죄이겠는가?”

성을 쌓을 때에는 민심을 돌보고, 왕을 비롯하여 벼슬하는 자들이 올바로 

서야한다는 말이다. 일찍이 공자가 “나라를 세우려면 군사를 기르고, 경제를 

확장하고, 백성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고 말한 것을 제자인 자공이 불가분 

하나를 줄이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하냐는 물음에 “군사를 기르는 일”이라 말

하고, 다시 하나를 더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이냐는 질문에 “경제”라고 말한 

위_북한산성 성곽 모습.

아래_북한산은 전략적 

요충지였다. 100년 전 

산사태에 묻혀있던 

행궁터가 얼마 전 

발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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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있었다. 공자의 정치철학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

다. 민심民心, 그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 교훈이 비단 과거에만 유용

한 것이겠는가.

산행의 즐거움

북한산의 나이를 몰라도, 유래를 몰라도, 역사를 몰라도 북한산은 여전히 우리 

앞에 변함없이 서 있다. 우리가 북한산에 오르는 이유는 그 유래나 역사를 알기 위

해서가 아니다. 우리를 푸근하고 넉넉하게 안아주는 어머니 같은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1983년에 도봉산과 함께 북한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북한산에 

대한 정보는 국립공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 13개나 되는 공

식등산로의 코스와 난이도, 지형과 등산시간을 알 수 있고, 등산로에 따라 만날 수 

있는 유적지의 정경을 사진자료로 볼 수 있어 달리 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간단히 정보를 입수하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에 오르면 된다. 조선시대 선비와 

1 2

3

1 고운 단풍빛에 

돋보이는 노적봉.

2 연등 밝힌 산사에 

어둠이 찾아온다.

3 북한산에서 

떠오르는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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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우리의 행장 중 가장 큰 차이는 지필묵과 스마트폰일 것이다. 조선시대 

선비는 일일이 그리고 쓸 준비를 했다면, 우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찍고 기록한

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스마트폰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놀랐을까 상상해본다. 

나는 북한산 기행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이옥李鈺의 <중흥유기>를 선택한다. 

이옥은 영정조시대의 최고의 문장가로, 그 거침없는 문장 때문에 벼슬도 못하고 평

생을 살아온 기이한 선비이다. 정조의 문체반정의 최고의 희생양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는 벼슬을 포기할지언정 문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북한산을 유람

하고 나서 총정리격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

“바람은 잔잔하고 이슬은 정결淨潔하니 8월은 아름다운 계절이고, 물은 흘러 움직

이고 산은 고요하니 북한산은 아름다운 지경地境이며, 개제순미豈弟洵美한 몇몇 친구

는 모두 아름다운 선비이다. 이런 아름다운 선비들로서 이런 아름다운 경계에 노

니는 것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자동紫峒을 지나니 경치가 아름답고, 세

검정洗劍亭에 오르니 이름답고, 승가사僧伽寺의 문루門樓에 오르니 아름답고, 문수사文殊

寺의 문에 오르니 아름답고, 대성문大成門에 임하니 아름답고, 중흥사重興寺 동구峒口에 

계절마다 색다른 산행의 

묘미를 알려주는 북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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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니 아름답고, 용암봉龍岩峰에 오르니 아름답고, 백운대白雲臺 아래 기슭에 임하

니 아름답고, 상운사祥雲寺 동구가 아름답고, 폭포가 빼어나게 아름답고, 대서문大西門 

또한 아름답고, 서수구西水口가 아름답고, 칠유암七游岩이 매우 아름답고, 백운동문白

雲峒門과 청하동문靑霞峒門이 아름답고, 산영루山暎樓가 대단히 아름답고, 손가장孫家莊이 

아름다웠다.

정릉동구貞陵洞口가 아름답고, 동성東城 바깥 모래펄에서 여러 마리 내달리는 말을 

보니 아름답고, 3일 만에 다시 도성에 들어와 취렴翠帘, 방사坊肆, 홍진紅塵, 거마車馬를 

보게 되니 더욱 아름다웠다. 아침도 아름답고 저녁도 아름답고, 날씨가 맑은 것도 

아름답고 날씨가 흐린 것도 아름다웠다. 산도 아름답고 물도 아름답고, 단풍도 아

름답고 돌도 아름다웠다. 멀리서 조망해도 아름답고 가까이 가서 보아도 아름답고 

불상도 아름답고 승려도 아름다웠다. 아름다운 안주가 없어도 탁주가 또한 아름답

고,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도 초가樵歌가 또한 아름다웠다. 요컨대 그윽하여 아름다

운 곳이 있고 밝아서 아름다운 곳도 있었다. 탁 트여서 아름다운 곳이 있고 높아서 

아름다운 곳이 있고, 담담淡淡하여 아름다운 곳이 있고 번다하여 아름다운 곳이 있

었다. 고요하여 아름다운 곳이 있고, 적막하여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 어디를 가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고, 누구와 함께 하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었다. 아름다운 

것이 이와 같이 많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짧은 글에 ‘아름답다’는 말이 49번이나 나온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명문으로 

기행문을 마감한다.

“아름답기 때문에 왔다. 아름답지 않다면 오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산이 그런 산이다. 아무도 소유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나눌 수 있는 아름다

운 산. 우리 곁에 북한산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자. 



 27

어디를 가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고, 누구와 함께 

하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옥 「중흥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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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 과  사 람 이  더 불 어  사 는  지 혜 가  빛 나 는  공 간  

호 수 공 원



 29



용혜원  시인, 유머·자신감 연구소 소장. 

자신감, 열정, 성공학, 인맥 관리, 인간관계, 리더십, 

유머 경영, 인성 훈련, 비전 만들기 등을 주제로 활

발한 강연 및 저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대기

업을 비롯한 기업체와 국가기관, 지자체, 농협 주부

대학, 대학 최고경영자과정 등을 오가며 7천 회 이

상 강연을 하는 인기 강사로, 한국경제신문사 및 

(사)한국강사협회에서 제 38호 명강사로 선정되기

도 했다. 지금까지 시집 및 자기계발서 분야에서 

총 172권의 책을 출간했다.

고양 600년 ㅣ호수공원



 31

낭만과 쉼표가 
살아있는 
고양 
호수공원

호수공원은 일산신도시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조성한 국내 최대의 

인공호수다. 봄이면 화사한 연분홍꽃잎이 꽃비가 되어 흩날리고, 하

늘을 향해 쭉쭉 기지개편 메타세콰이어길은 산림욕이 가능하다. 자연

호수에는 여름이면 연꽃과 수련이 단아하게 꽃을 피우며 우거진 풀

숲 사이에서 오리와 토끼를 만나는 즐거움도 있다. 물장군, 맹꽁이, 참

붕어, 부처꽃, 수련 등 다양한 수생 동식물을 접할 수 있으며 자연생

태교육이 이뤄지는 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호숫가를 따라 연결된 5.8㎞의 산책로와 4.7㎞의 자전거도로는 밤낮 

구분없이 시민들을 위한 산책과 운동장소로 인기가 높다. 

해마다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려 세계적인 장소로 자리잡아가고 있

다. 고양시의 새로운 명물인 노래하는 분수대가 내뿜는 화려한 물줄

기는 한여름 도시의 더위를 식혀주기에 충분하며 인공 시냇물은 어

린이들의 물놀이 장소로 인기만점이다. 

킨텍스, 라페스타, 웨스턴돔, 원마운트 등이 근처에 있어 건강, 휴식, 

문화, 쇼핑 등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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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공원을 사랑하는 마음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가 고양시다. 고양시에는 아름다운 호수공

원이 있다. 호수공원은 푸른 강물과 숲을 옮겨다 놓은 듯 아름답다. 호수공

원은 누구나 좋아하고 찾아오고 싶어 하는 편안하고 정겨운 곳이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낭만과 쉼을 얻고 싶어 한다. 호수공원은 모든 사람의 마

음을 사로잡아 좋아하고 사랑하게 만든다. 호수공원 가까이 살게 된 것은 축

복이며 행운이다. 

호수공원을 다정한 친구처럼 만나게 된 것은 10년 전에 고양시에 이사 와

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갑갑한 빌딩 숲속에서 살다가 호수를 만나니 

제철을 만난 물고기처럼 좋았다. 시간 있을 때마다 아내와 함께 걸으며 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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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자리잡은 호수공원.

쓰는 영감을 얻고 수많은 시를 쓰게 되었다. 호수공원은 많은 언어와 감성을 

선물로 안겨 주었다. 호수공원은 정신을 새롭게 해주었고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며 몸을 한결 건강하게 해주었다. 

호수는 항상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 좋다. 세파에 흔들리며 살다

가 나무들이 잘 어울려있는 호수를 바라보며 산책하면 마음이 참 편안해진

다. 세계 곳곳의 유명한 여행지에 호수가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호

수를 만나고 찾고 싶어하고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호수는 바다처럼 거세게 

파도치지는 않지만 하늘을 담고, 내 마음을 담아주는 그릇과 같이 늘 곁에 

살고 싶다. 호수의 나무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풍경을 만들어 놓고 있다. 호

수에 한가롭게 돌아다니는 물고기를 보면 삶의 의미를 더 갖게 된다. 호수공

원은 아주 훌륭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고양 600년 ㅣ호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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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호수 공원은 하루 중 어느 시간에 찾아와도 언제나 잘 반겨준다. 아

침, 오후, 저녁 어느 시간이든 시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호수와 나

무들이 시간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가와 준다. 이른 아침 부드러운 옷깃을 느

끼며 걸어도 좋다.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도 만나보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다.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한낮에는 힘든 마음 걸어두어도 좋다. 황혼의 그림자 

어른거리는 저녁이면 붉은 노을이 황홀하도록 붉게 물들어 아름답다. 노을이 

붉게 물들면 호수도 붉게 물든다. 하늘이 하루의 마지막을 불지른 듯 붉게 물

든다. 그 아름다움에 온 몸과 마음을 던지고 싶도록 좋다. 호수공원의 모든 나

무들은 어린 나무에서 거목으로 잘 자라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

다 나무들은 갖가지 색깔의 꽃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어 각기 다른 멋과 아름

다움을 선물해준다.   

호수공원의 야경은 정말 멋지다. 마치 외국의 유명한 관광지 호수라도 여행

을 온 듯 착각에 빠지게 한다. 호수공원은 밤에 탄성이 절로 나오는 매력을 갖

고 있다. 호수에 비치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옮겨다 놓은 

듯 야경이 볼만하다. 탁 트인 호수의 물결에 비치는 도시의 빌딩과 아파트의 

불빛은 호수의 운치를 더 멋지게 만들어준다. 밤 10시가 훌쩍 넘어도 걷고 운

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별이 빛나는 한 밤중에 야경과 함께 호수의 빛을 바라

보면 몽환적인 느낌을 느낄 수도 있다. 야경을 바라보며 호수를 끼고 걷는다

는 것은 낭만이 되고 행복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주말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

이 찾아온다. 호수가 있는 고장에 살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호수는 마음을 넓게 해주고 사색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사람들이 마음이 

갑갑하게 산다는 것은 사색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호수를 

산책하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진다. 늘 분주한 삶에 꽉 닫힌 

마음의 뚜껑을 열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다.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마음이 밝아지고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다. 호수공원을 걸으면 꿈

을 만들 수 있고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사색은 생각이 행동으로 

나갈 길을 잘 열어준다. 사색할 시간없이 정신없이 살면, 생각하지 못했던 곳

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호수공원을 걸으며 사색하면 생기가 돌고 살맛

이 난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호숫가를 따라 산책하면 삶이 편안하다. 자전거

를 타도 좋고 조깅을 하거나 마라톤을 연습하기에 좋은 코스다. 시간의 여유

가 있을 때는 게으른 걸음으로 여유롭게 걸어도 좋다. 

   

어둠이 내리고 

가로등 불빛이 

켜지면 

호수공원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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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 1

산책을 하며 천천히 걸으면 

제자리에 있는 것들을 스쳐 지나가듯 

바라보는 즐거움이 있다 

녹색의 나무와 제철을 맞아 피어나는 꽃 

작은 풀과 넓은 호수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정겹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호수공원은 누구나 

즐기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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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쫓기던 일상에서 잠시 떠나 

한가롭게 걷는다는 것은 

삶 속에 여유를 갖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 

꽉 막혔던 마음을 활짝 열고 

자유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행복과 만나는 것이다

산책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을 바라보고 

자연을 만날 수 있는 

큰 즐거움을 만드는 시간이며 

긴장된 마음과 육체를 풀어주는 

가장 적절한 운동이다    

1 늦여름. 연분홍 꽃을 

피우는 연꽃.

2 길고 긴 여름날. 아기 

엄마들의 이야기꽃도 

피어난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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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호수 공원 이야기 

경기도 고양시는 한강 하류의 비옥하고 넓은 평야에 위치하고 있다. 5000년 전

부터 한반도에서는 최초로 벼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한국의 문명의 발

원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고양시에는 대한민국의 명산인 북한산과 

행주산성이 있다. 고양시가 생긴 후 600년 동안에 역사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고

양시는 수준 높은 문화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다. 호수는 

늘 푸른 하늘을 온 가슴에 담고 있기에 바라만 보아도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해진

다. 고양 호수공원은 인공으로 조성되었지만 가장 자연스럽게 자연이 살아있어 아

름답고 경관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고양시 호수공원은 1995년 개장하였다. 일산신도시 아파트와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잘 조성된 근린공원이며 한국 최대의 인공호수다. 처음 아주 작았던 나무

들이 20여년이 지나면서 아주 보기 좋은 모습으로 숲을 이루어 놓았다. 고양시 호

수공원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에 자리를 잡고 있다. 호수에는 다양한 수목

이 있는 전체 면적이 103만4000㎡이고, 물이 차 있는 호수는 30만㎡로 국내 최대

의 사람이 만든 인공호수다. 인공호수라고 하지만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잘 모른

다. 호수공원이 친환경적으로 자연스럽게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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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공원은 자연 생태계를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았다. 고양시 시민

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또 외국인 등 어느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적인

이고 친화적인 공원이다. 이제는 세월이 흐르고 흘러 한국인들의 휴식장소

로 때로는 외국인들도 찾아오는 낭만과 쉼표가 있는 명소 중의 명소가 되었

다. 호수를 중심으로 4.7km의 자전거 도로와 5.8km의 산책로가 잘 만들어

져 있다. 

호수공원은 물과 나무들과 꽃들이 어울려 다양한 축제와 공연의 장소로도 

잘 사용되고 있다. 호수공원은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 고양시의 꽃 축제와 더

불어 자랑거리중의 하나다. 호수공원에는 100여종의 야생화가 자라고 꽃피

어난다. 수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20여만 그루나 잘 심겨져 잘 자라고 있어 

아주 보기 좋은 산책길을 만들어준다. 호수공원을 산책하면 숲 속을 거닐고 

있는 듯 피곤한 마음을 쉴 수 있게 해준다. 삶 속에 여유로운 공간과 장소를 

만들어준다. 호수공원을 걷다보면 공원에 아주 잘 어울리는 시비에서 정지

용 시인의 아주 유명한 시 “호수”를 만날 수 있다. 잠시 머물러 시를 낭송하

면 금방이라도 호수와 친구가 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누구나 호수를 바

라보며 시인이 되는 순간이다.   

늘 푸른 하늘빛을 닮은 

호수공원. 시민들은 

갖가지 공연을 즐기며 

삶의 무게를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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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호수공원의 장점 

호수공원에는 잔디광장도 있고 조각품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감상할 수 있

는 심심하지 않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선인장 전시장, 동물원, 잔디광장, 인공섬, 

수변 광장이 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준비되었고 곳곳에 다목적 공연장 시설

도 있다. 호수에는 레크리에이션 공간도 준비되어 있고 야외 공연장, 운동 시설도 

준비되어 있고 화장실도 아주 적당한 곳곳에 준비되어 있어 누구나 편안하게 호수

공원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호수공원에는 잡상인들이 없다. 필요한 것은 편의

점에서 구입할 수 있어 편리하다. 

삶 속의 고통과 지루함과 불평과 불만을 다 던져버리고 호수와 대화를 나누면 삶

에 용기와 희망이 살아난다. 호수공원은 호수 중간에 떠 있는 달맞이 섬을 경계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남쪽은 인공호가 있고 미관광장과 분수 등으로 잘 조성

되어 있다. 호수 중앙에는 고사분수가 태양이 뜨거운 계절인 여름에는 한낮에 10m

가 넘는 물줄기를 쏟아내어 열기를 시원하게 식혀준다. 호수를 따라 산책로가 있어 

운동하기에도 좋은 코스다. 선인장 전시관에는 각종 선인장이 잘 자라고 있다. 한

겨울에도 선인장들이 꽃을 피우는 걸 보면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선인장 전시관에 

들어오면 각종 선인장과 인사를 나눌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선인장의 독특

한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전시관에 들어가면 그 많은 선인장의 종류에 놀란다. 꽃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다. 꽃을 기를 수 있는 사람은 정

이 많다. 따뜻한 정이 많아야 사람들이 좋아한다. 정을 나타내야 표정이 산다. 표정

이 살아나야 삶이 평화롭고 여유가 있다. 호수를 바라보며 오리가 놀고 있는 것을 

보면 시가 써진다. 

호수공원에서는 

해마다 고양국제 

꽃박람회가 열려 

아름다운 꽃의

향연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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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1

오리야!

공부를 얼마나 

못했으면 

하루 종일 2자면 쓰며

놀고 있느냐 

# 호수 2

너만큼 잔잔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너만큼 하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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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공원의 사계절  

호수공원에 일 년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낭만과 멋이 살

아있다.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다. 봄철에 꽃이 피어남에도 구름이 

쏟아내는 비와 눈에도 바람이 몰고 오는 갖가지 변화를 온 가슴으로 느끼며 

살아간다. 남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호수를 바라보고 있

으면 시인의 마음은 자꾸만 언어의 그림을 그려 놓는다. 봄, 여름, 가을, 겨

울 그 어느 계절도 의미 없이 지나가는 계절은 없다. 각 계절마다 가슴과 영

혼으로 다가오는 사랑의 느낌이 있다. 온 영혼에 불을 지른 듯이 타오르는 

봄, 꽃들의 피어남, 온 몸으로 쏟아 부어 내리면 내릴수록 속 시원한 여름날

의 소낙비, 낭만과 고독의 여운을 남기고 떠나가는 가을날의 낙엽 사랑하는 

이를 마음껏 축복하며 펑펑 쏟아져 내리는 겨울날의 함박눈 이 모두가 계절

의 아름다운 사랑 노래다. 삶 자체도 계절을 이루며 살아간다. 삶을 노래할 

수 있고, 계절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계

절을 노래하며 살고 싶다. 삶은 단 한 번 뿐 연습이 없다. 우리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 살기에 사계절의 독특함을 노래할 수 있다. 봄, 여름, 가을, 겨

울, 모든 계절이 그 계절 나름대로의 독특함과 의미가 있는 계절의 멋과 감

각과 사람과 낭만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계절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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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면 화사한 

꽃들이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봄 이야기

초록이 바람이 불게 하는 봄날, 향기 좋은 꽃들이 피어나는 봄날, 햇살이 

따뜻해지고 모든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면 호수공원에는 꽃들이 피어난다. 

개나리와 매화, 벚꽃, 산수유까지 피어난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정말 환

장할 정도로 호수공원은 아름답고 멋지다. 특별히 다른 곳으로 벚꽃 축제를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벚꽃이 만발하게 피어나 봄날을 풍경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놓는다. 호수를 만나면 봄날 나뭇가지 물오르듯 행복의 크기가 커질 

것이다.   

봄이 한창 무르익으면 꽃들이 만발하여 꽃가루가 하늘을 난다. 이 좋은 날 

꽃들과 만나면 행운이 가득한 행복한 사람이 된다. 봄이 오면 오리들이 물 

위에 유영을 한다. 튤립과 함께 하는 호수공원 봄날은 한층 더 멋지고 아름

답다. 사랑하는 사람과 호수를 바라보고 정겹게 대화를 나누며 산책하기에 

좋다. 호수공원에는 부부, 연인,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많이 찾아온다. 그만

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며 꽃들의 행진 속을 

거닐다 모면 사랑의 꽃은 더 활짝 피어날 수밖에 없다. 꽃피는 봄날이면 누

구를 호수 공원을 걸으면 자신의 꿈과 희망을 꽃피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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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분수는 한여름 

아이들의 신나는 

물놀이장이 된다.

여름이야기 

태양마저 혀를 내두르는 여름.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피어나는 수

많은 장미꽃들을 만날 수 있다. 호수공원에 장미가 피어날 때 장미꽃이 선사

하는 아름다움과 향기와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 셀 수 없도록 많은 장미 종

류와 꽃송이들을 보면 그 아름다움에 탄성을 지르도록 멋지고 아름답다. 장

미 공원에서 사진을 찍으면 최고로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꽃 향기에 빠진다면 자신의 삶 속에서 아름다

운 행기가 뿜어질 것이다. 가시투성이의 나무에서 피어나는 장미꽃은 매력

적이고 고상한 자태를 보여준다. 고통과 바람의 티끌에 시달릴 때, 심한 두

통을 느낄 때도 장미꽃을 만나면 삶의 의미를 새롭게 느낄 수 있다.     

호수 공원의 여름은 더 낭만적이다. 여름철 한낮 지글거리는 태양의 햇살

에 정신이 몽롱할 때도 나무 그늘에 앉으면 쉼을 얻을 수 있다. 호수가 바람

에 찰랑거릴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렁거려도 좋을 것이다. 

태양의 폭염이 쏟아지는 뜨거운 여름에 즐거운 구경거리로는 역시 노래하

는 분수대를 만나면 된다. 분수를 보고 있으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밤하늘이 수많은 별들로 인하여 더욱 빛날 때 500가지 형형색색의 

다양한 물줄기가 아름답고 멋지게 뿜어져 나온다. 분수는 한여름의 열기를 

식힐 수 있고 가을에는 낭만에 빠져들 수 있게 만들어 준다. 호수에는 아이

들이 즐겁게 뛰놀며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분수대가 마련되어 있다. 천진난만

한 아이들이 무더위를 식히며 마음껏 즐거워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름날 연꽃을 볼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연꽃, 참 예쁘고 정겹고 아름답게 피어

난다. 무더운 여름날에도 호수공원에서는 사

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항상 

찾아볼 수 있다. 비 오는 여름날은 우산을 쓰

고 비속으로 젖어들어도 좋다. 계절 속으로 

흠뻑 빠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시간인가. 

호수공원은 일 년 내내 어느 계절에 찾아와도 

좋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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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야기
  

갈대가 외롭게 흔들리는 가을. 호수공원에 가을이 찾아오면 온갖 색깔들이 

모여든다, 커다란 호수와 넓은 하늘을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는 호수의 가을

은 정말 아름답다. 가을에는 나무들이 자연스럽게 옷들이 단풍으로 갈아입는

다. 환장하도록 단풍이 불게 타오르는 가을 호수공원을 걷다보면 어느 사이에 

가을에 물든다. 오색단풍에 가을에 풍덩 빠져버린다. 호숫가에 잘 자라난 갈

대를 보고 있으면 금방 그리움에 빠져든다. 갈대들은 당신을 환영하며 손짓을 

할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을이 있어 참 행복하다. 푸른 하늘에 빨간 고추잠자리가 

점 하나 찍어 놓은 듯 날고 있으면 마음은 어느 사이에 동심으로 돌아간다. 가

을은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의 호수를 만들어 놓는다. 누구나 호수에 빠져들어 

사랑을 하고 싶게 만든다. 가을에는 보이는 것마다 만나는 것마다 참으로 아

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가을 색깔에 빠져들어 가을 사랑을 하게 만든

다. 가을 하늘, 가을 강, 가을 산, 가을 들판, 가을 길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

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다. 한해 중에 가을의 색감은 탄성을 지르고 싶은 정도

로 아름답다.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색깔이 있을까. 가을의 색깔에 

빠져 감동하게 된다. 가을이 오면 지구상의 모든 색들의 화려한 잔치가 벌어

지기 때문이다. 가을에는 모든 이들의 눈동자가 아름다운 것들을 만나면 사진

을 찍어 놓듯이 마음 판에 새겨놓고 싶어 한다. 

가을에는 국화꽃 축제가 열린다. 수많은 국화꽃이 계절의 아름다움과 삶

의 아름다움을 전해준다. 국화꽃길을 걷다보면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느끼

며 삶을 정말 진실하고 아름답게 살아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랑에 깊

이 빠지고 싶어진다. 그래서 가을은 고독의 계절, 감정의 계절이다. 가을밤을 

걸으며 바람과 별과 나무들을 만나면 메마른 가슴이 촉촉이 젖는다. 가을에는 

누구나 시인이 된다. 호수공원의 가을은 메타세콰이어 길에서 가을의 정취를 

맛볼 수 있고 가을에 빠져들 수 있다. 호수공원 북쪽으로 자전거도로 옆으로 

조금 벗어나면 메타세콰이어길이 750미터 구간으로 잘 조성되어 있다. 메타

세콰이어 길은 가을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만들어준다. 좀 더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길

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색색의 단풍이 

터널을 이룬 

호수공원은 색다른 

정취를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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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이야기 

모든 것들이 꽁꽁 얼어붙는 하얀 눈의 계절, 겨울. 눈 내리는 겨울 호수를 

바라보면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호수공원의 겨울은 한 폭의 풍경화가 

된다. 눈 내리는 날 호수공원을 걸으면 누구나 사랑에 빠지고 싶어진다. 한

겨울 눈 내리는 날에도 호수의 모든 나무들은 마치 호수를 지키는 보초병 마

냥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눈 속에 묻힌 포근한 편안함을 맛볼 수 있다. 호

수공원의 겨울은 겨울 나름대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한

겨울만이 만들어내는 풍경의 아름다움이 참 멋지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호수 공원을 산책하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겨울을 겨울답게 느껴보는 것도 

건강에 좋다.  

한겨울 함박눈이라도 내리면 모든 나무들과 호수 전체가 하얀 색감을 선

물해준다. 하얀 눈이 가져다주는 순결함과 편안함이 한겨울에도 도리어 마

음을 따뜻하게 감싸준다. 온도는 영하로 떨어지고 매서운 한겨울 바람이 볼

을 때리고 지나가도 산책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어느 사이에 마음이 한

결 편안하게 된다. 마치 한겨울 무거운 옷을 벗어나 날개라도 단 듯하다. 눈 

내리는 겨울 밤 사랑하는 사람과 걸으면 아름다운 소설의 주인공이 된다. 춥

고 스산함 속에도 호수와 함께 하면 자연만이 가져다주는 넉넉함과 풍요로

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다. 한겨울에도 호수공원을 걸으며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 수 있다. 삶의 고달픈 머리칼도 가다듬게 될 것이다.    

눈덮힌 호수에 청둥오리 

한 쌍이 다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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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공원과 축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의 고양 꽃 축제는 축제 중의 축제다. 4월

말부터 5월초에 세상의 모든 꽃들이 함께 모여 꽃 잔치가 한바탕 벌어진다. 햇살이 

따뜻한 날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역마살이 가득한 사람들은 모두다 고양시 국제 

꽃 축제를 찾아와야 한다. 세계 각국의 꽃을 만나는 기쁨과 감동을 누려야 한다. 꽃 

축제 기간은 일 년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 호수공원에 오고 싶다면 꽃 축

제 기간 동안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나야 한다.    

장미꽃 축제는 5월말에서 6월 초까지 열린다. 축제장에는 1만 3000㎡의 장미원

에서 총 117종 3만 여 그루의 화려하고 멋지고 매혹적인 장미꽃이 수만 송이로 피

어난다. 마치 장미꽃들의 사랑에 빠져 하모니를 연출하는 것만 같다. 장미꽃 축제 

행사장에는 갖가지 조형물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고 사진기의 셔터를 

누르게 만든다. 장미꽃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고양시 화훼농가에서 기른 장미꽃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가꿀 수 있다. 

호수를 무대로 한 

환상적인 공연이 

한여름밤 고양시민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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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과 가을에는 색소폰 연주회와 꺽정이와 푸돌이의 노래와 연주회를 만날 수 

있다. 여름  밤에 시작하여 늦가을까지 밤하늘에 퍼지는 색소폰 소리는 심금을 울

리고 마음을 사로잡는다. 색소폰 연주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등장할 때마다 독특

한 매력의 색소폰 연주를 들을 수 있다. 연주를 듣다보면 감성이 살아나고 삶의 맛

을 새롭게 느낄 수 있다. 색소폰 연주가 끝날 때마다 큰 박수가 터진다. 그만큼 연

주자들의 실력이 꽤나 좋다는 걸 알 수 있다. 밤하늘에 별처럼 수놓으며 메아리치

는 색소폰 소리를 들으며 호수를 바라보는 것은 참 멋진 일이다. 

꺽정이 김경호와 푸돌이 이지현은 2006년부터 호수공원 팔각정 무대에서 10여

년 가까이 매주 통기타 연주와 노래를 한다. 두 사람은 인기가 좋아 팬클럽 회원이 

천여 명 가까이나 된다. 70-80 노래를 부르면 걷던 길을 멈추고 듣게 된다. 꺽정

이와 푸돌이는 정말 열심을 다해 노래하며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노래와 낭만이 

있는 호수공원은 언제나 활기가 넘친다. 2013년에는 고양 600년 축제와 행사가 

열렸으며 가을 꽃 축제도 열렸다. 호수공원에서는 시시때때로 계절에 아주 잘 맞는 

축제와 공연 행사가 열려 찾아오는 사람들을 반겨준다. 호수공원은 언제나 낭만과 

휴식을 주는 멋진 곳이다.  

             

계절마다 다른 축제들로 

호수공원은 언제나 

볼거리가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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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공원은 언제나 당신을 초대한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운 도시, 고양시 호수공원은 언제나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 호수공원은 삭막한 도시의 삶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

게 오아시스와 같다. 고양 호수공원은 한국인이 가장 걷고 싶어하는 산책로 중의 

하나다. 누구나 일에 지치고 힘들어 마음이 복잡할 때 찾아오면 좋다. 혼자와도 좋

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온다면 더 깊은 사랑과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부부와 

가족이 오면 정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

고 가족도 더 화목할 수 있다. 삶의 원기를 충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

다. 오후에는 시민들과 함께 에어로빅 체조를 하며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 삶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을 찾아오기 바라는 마음이다. 삶의 괴로움이 몸뚱이에 

감겨와 피곤할 때 호수를 찾아와 호수 사랑 속에 풍덩 빠져 버리면 행복해질 수 있

다. 호수공원을 걸으며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을 보면 자라나는 나무처럼 희망

과 용기가 생긴다. 호수의 나무 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명상의 시간도 만들 수 있

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면 바람에 몸을 맡겨 보아도 좋다. 연꽃을 만나는 재미도 있

다. 연꽃은 땅 속에 뿌리는 내리고 물 위에 참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고난 속

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호수공원을 산책하며 피곤한 일상의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으면 좋다. 잠시 잠깐

1 45만톤의 물이 담긴 

국내 최대의 인공호수. 

고양호수공원.

2 인공호수와 자연 

호수가 어우러져 

문화·휴식공간으로 

자리잡다.

3 뜨거운 여름햇빛을 

가려주는 원두막이 

반갑다.

4 “너희들 거기서 

뭐하니?” 누나들은 

즐겁고 동생은 좀 

무서운가보다.

5 메타세콰이어 길을 

걸으며 유쾌한 하루를 

즐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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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4

5

이라도 앉아서 삶에 쉼표를 찍고 휴식을 얻는 시간을 만들어도 좋을 것이다. 

잔디에 누워 책을 읽어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다. 간단한 음식을 장만하여 

잔디밭에서 나누며 즐겁게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 호수의 잔잔한 물결에 찌

든 마음을 던져버리면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면 공기를 

마시면 삶에 열정과 활력이 생긴다. 고양 호수공원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을 항상 반겨줄 것이다. 낭만과 쉼표가 있는 호수공원을 찾아오면 외로운 방

황은 끝이 난다. 오늘을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언제나 만나주는 가장 다정

한 친구가 되어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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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저 건너편으로 

뉘엿뉘엿 저무는 

태양. 호수에 비치는 

노을은 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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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 2

산책을 하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움과 

긴장과 걱정이 꼬리를 물고 늘어져 

자신의 틀 안에 갇혀있던 마음을

숨 쉬게 하는 것이다 

산책을 하면 

소심했던 마음이 넓어지고 

우울함이 사라져 밝아지고 

나약했던 가슴이 튼튼해진다 

산책을 자주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겨 

끈질기게 달라붙는 욕심과 욕망에서 벗어나 

안락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자연을 관심 있게 바라보며 

갇혀있던 그물에서 벗어나 희망을 갖고 

삶을 활기차고 명쾌하게 즐기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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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년 전 한반도에서 첫 벼농사, 새 문명을 일으키다 

             고 양 가 와 지 볍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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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년 전 한반도에서 첫 벼농사, 새 문명을 일으키다 

             고 양 가 와 지 볍 씨



김한수 

소설가.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운영위원, 학교 텃밭 

지도강사를 하며 농사일을 하고 있다. 

소설집 『봄비 내리는 날』, 『양철지붕 위에 사는 새』, 

『그대, 기차 타는 등 뒤에 남아』 등을 펴냈으며, 연작소

설 『저녁밥 짓는 마을』, 청소년 장편소설 『너 지금 어

디가』, 장편소설 『하늘에 뜬 집』을 썼다. 

고양 600년 ㅣ고양가와지볍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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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년,
긴 잠에서
깨어난
가와지볍씨

1989년 일산신도시 개발사업이 발표되면서 대화동 일대에서 문화

유적 발굴조사 작업이 진행됐다. 발굴 과정에서 긁게 주먹도끼 토

기 등 선사시대의 유물이 다수 발굴되었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

한 유물은 가와지마을의 토탄층에서 발굴된 볍씨였다. 볍씨를 발

굴한 충북대 이융조 교수팀은 여러 학자들의 확인을 거쳐 이 볍씨

가 자연볍씨가 아닌 재배볍씨이며, 약 5020년 전의 볍씨로 확인

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재배볍씨인 가와지볍씨의 발굴로 한

반도 벼농사의 기원은 청동기 시대에서 신석기시대로 수정됐고, 

일본에서 한반도로 벼농사가 전파되었다는 기존학설을 뒤집고 한

반도에서 일본으로 벼농사가 전파되었음이 확인됐다.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가와지볍씨가 발굴된 한강하류 곳곳에서 

신석기시대 볍씨가 다량으로 발굴돼 고양에서 한반도 첫 벼농사

가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융조 전 충북대 교

수는 “한강하류 고양지역에 거주했던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의 

주인공들이 신석기 혁명이라 일컫는 농업을 시작했으며, 이 벼농

사의 시작은 한반도 국가(고조선)의 토대가 되었을 것”이라고 강

조했다. 

고양가와지볍씨는 고양의 역사를 5000년 전으로 끌어올렸고, 고

양 땅이 한반도에서 첫 벼농사를 시작한, 새로운 문명의 발원지였

음을 확인해주는 매우 귀중한 가치를 품고 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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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의 땀방울이 

담긴 쌀 한 톨.

거룩한 한 톨의 쌀

먹던 밥을 남겨도 아무렇지 않은 시절이 되어버렸다. 당장 우리 딸부터가 

그렇다. 쌀 한 톨은 농부의 피땀이라고 늘 지청구를 해대지만 딸은 밥그릇

에 들러붙은 밥알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숟가락을 내려놓기 일쑤다. 다른 집 

사정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외식할 때보면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밥이 차고 

넘친다. 

언제부터 밥이 이토록 흔해졌을까. 흔해졌다고 아무렇게나 버려도 되는 

것일까. 옛날 옛날에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선비가 있었다. 하루는 그 

선비가 집을 비운 사이에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다. 때마침 점심때라 선비의 

부인이 쌀독을 뒤졌으나 쌀이 한 톨도 없었다. 고심 끝에 부인은 삼단 같은 

머리채를 팔아서 쌀을 샀다. 행여 손님이 눈치를 챌 새라 부인은 머리에 수

건을 두르고 집으로 돌아왔다. 한껏 배를 곯은 어린 형제는 엄마가 쌀을 들

고 들어오자 입이 귀에 걸렸다. 그러나 부인은 야멸차게 등짝을 때려가며 아

이들을 집밖으로 내쫓은 뒤 딱 손님이 먹을 만큼만 밥을 지었다. 남은 쌀은 

비상식량으로 깊숙이 감춰두었다. 밥 냄새에 홀려 집주변을 어슬렁거리던 

형제는 손님이 밥 먹는 모습이라도 구경할 요량으로 창가로 향했다. 형은 동

생을 안아 올려 목말을 태웠고 동생은 손님이 밥 먹는 모습을 밑의 형에게 

생중계했다. 

“형아, 아저씨가 한 숟가락 떴다. 입에 넣었다. 아따, 맛나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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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는 꼴깍꼴깍 연방 군침을 삼켜가며 온 신경을 방안에 곤두세웠다. 그러

다 갑자기 동생이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야! 형, 밥이 반 남았는데 아저씨가 숟가락 내려놨다.”

형제는 손님이 남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푼 채로 밥상을 물리기

만 기다렸다. 그러다 그만 동생이 와락 울음을 터트렸다. 

“으앙! 형아, 아저씨가 물 말아버렸다.”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다. 그러나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위의 이야기는 단

순한 옛날이야기가 아니었다. 배를 곯는 사람들이 전국 어디를 가나 흔전만전

했다. 사람을 만나면 끼니때와 상관없이 밥 먹었냐고 묻는 게 예의였고, 손님

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서든 밥상을 차려내는 게 도리였다. 

나도 밥 꽤나 굶고 컸는데 삼시 세끼를 다 챙겨먹은 날도 종일 배가 고팠다. 

농부들의 품앗이로 

이뤄지던 모내기 

모습도 이제 

변모한다. 농업의 

기계화로 이양기가 

척척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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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럭무럭 자라나는 

토종벼.

그러다보니 먹을 것만 보면 눈에 불을 켜고 걸귀처럼 달려들었다. 허겁지겁 

정신없이 먹다보면 으레 밥을 흘리기 마련이었고 그때마다 여지없이 아버지

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러면 나는 방바닥에 흘린 밥풀까지 남김없이 주워먹

어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머리를 얻어맞고 다음 끼니를 굶어야했

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밥에 곰팡이가 슬면 어머니는 당연한 수순으로 그 밥

을 찬물에 몇 번이고 빨아서 드시곤 했다. 식중독이 걱정돼서 그냥 버리라고 

껴들고 나서면 어머니는 먹을 걸 버리면 천벌을 받는다고 단호하게 무지르며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쉰밥을 목안으로 넘기셨다. 

어렸던 나는 그 모든 걸 가난 탓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밥그릇에 밥풀을 남

겼다고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거나 어머니가 쉰밥을 드실 때마다 커서 돈을 많

이 벌면 매 끼니마다 밥을 왕창 남겨서 버리고야 말겠다는 철없는 결심을 하



고양 600년 ㅣ고양가와지볍씨

곤 했다. 그러나 점차 머리가 굵어지면서 밥을 버리면 천벌을 받는다던 부

모님의 믿음이 꼭 가난에서 기인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하게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모님의 믿음에 동참한 것은 아

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 채 살아왔다. 어려서부터 귀에 딱지가 앉도록 교육 

받아온 탓에 밥을 함부로 대하진 않았지만 쌀이란 돈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

나 살 수 있는 상품이란 생각을 당연시했다. 

그랬던 내가 부모님이 왜 그렇게까지 쌀을 귀하게 여겼는지 온전하게 깨

달은 것은 재작년에 고양도시농업 네트워크(이하 고도넷) 회원들과 함께 장

항습지와 구산동의 논에서 벼농사를 짓게 되면서부터다. 

주말에 짬짬이 시간을 내어 텃밭을 일구는 도시농부들에게 천 평에 달하

는 벼농사는 쉽지 않았다. 이양기나 콤바인의 힘을 빌리면 간단한 일이지만 

이십 여 종의 토종볍씨로 벼농사를 짓자고 덤벼들다 보니 기계는 무용지물

이었다. 고도넷이 벼농사에 뛰어든 목적은 쌀 수확이 아닌, 토종볍씨를 확보

해서 보급을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십 여 종에 달하는 토종볍씨들을 한 

논에서 키우자니 기계의 힘을 빌리고 싶어도 빌릴 재간이 없었다. 전국 각지

에서 어렵사리 구한 토종볍씨들로 직접 못자리에 모판을 내고, 그렇게 키워

다양한 종류의 

토종볍씨들. 도시 

농부들이 모판에서 

볍씨를 틔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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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이십 여 종의 모를 종자별로 구획을 나눠 모내기를 하자니 손모내기 말고

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사십 여 명의 회원들이 날을 잡아서 못줄을 

띄우고 그 줄에 맞춰 손모내기를 했다.

벼를 수확할 때도 콤바인을 논에 들일 수가 없어서 일일이 낫으로 벼를 

베고 수동 발탈곡기와 홀태를 이용해서 낱알을 훑어냈다. 종류만 많았지 워

낙에 소량이다 보니 기존의 건조장이나 정미소를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해

서 방수포에 벼를 종류별로 펼쳐놓고서 햇볕에 건조를 해야만 했고, 소형 

정미기가 있는 곳을 어렵사리 수소문해 찾아가서 직접 정미를 해야만 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수확한 쌀을 두 손에 받쳐 들고서 물끄러미 들여다보

니 아, 하는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왔다. 손바닥 위에 놓인 쌀이 어찌나 거룩

해보이던지 가슴이 벅차오르는 가운데 만감이 교차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연자방아와 디딜방아였다. 방앗간이 생기기전까

지 한 줌의 쌀을 얻기 위해 조상들이 겪어야했을 수고스러움이 영상처럼 눈

앞에 펼쳐지면서 오늘을 사는 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

다. 이어서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났을 때, 혹은 수매시기마다 TV 뉴스에서 

익어가는 벼는 바라만 

봐도 

배 부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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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하던 농부들의 근심어린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모를 내고 쌀을 얻기까지의 

힘겨운 과정을 몸소 겪고 나니 그간 먹어왔던 밥이 농부들의 삶과 눈물이었다는 자

각이 비로소 일면서 지각없이 먹어왔던 밥들이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동시에 밥 한 

알이 농부의 피땀이라던 아버지의 불호령과 밥을 버리면 천벌을 받는다던 어머니

의 단호했던 말씀이 풍요와 빈곤의 문제가 아닌, 이웃과의 공동체적 삶 속에서 자

연스레 우러나온 일체감이었다는 사실이 온전하게 몸으로 전해졌다. 

가와지볍씨가 들려주는 이야기

고양시에 터를 잡기 시작한 것도 어느덧 6년째로 접어들었다. 

고양시에 자리 잡고 살기 시작하면서 텃밭농사를 시작했지만 정작 일산신도시 

외곽에 논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벼농사를 접하고 나서부터였다. 흔히 고양

시하면 일산신도시만을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신도시 외곽은 거개가 논으로 이루어

졌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추수가 끝나면

농부는 잠시

고된 일손을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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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경험일망정 고도넷과 함께 벼농사를 짓기 전까지 나 역시 그토록 

넓은 논이 고양시를 둘러싸고 있으리라곤 미처 짐작하지 못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벼농사와 인연을 맺고부터 고양시의 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

다. 장항습지와 논 사이를 가로지르는 자유로로 숱하게 오가면서도 그저 저

기가 논이구나 하고 일별했을 따름이다. 관심이 없으니 눈에 들어오지 않았

던 것이다. 

지리적 환경을 따져보면 고양시는 벼농사를 짓기에 최적의 요건을 고루 

갖추고 있다. 북한산 주변을 제외하면 대부분 평지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

니라 한강 하구를 끼고 있어서 그만큼 벼농사에 유리하다. 어디 한강뿐이랴, 

공릉천과 창릉천은 물론이고 인근에는 임진강까지 흐르고 있다. 논에 물을 

대는 수로의 수질도 대체로 깨끗한 편이라 참게를 비롯해서 다양한 종류의 

민물고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고양시의 풍요로운 논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언제고 나만의 벼농사를 지

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는데 그러다보니 토종볍씨에 더욱 애착이 

갔다. 가와지볍씨에 관심을 기울인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고양시에서 열심

1 뜨거운 여름 햇살을 

받으며 벼가 익어간다.

2 줄지어 모를 심으며 

농부는 풍년을 꿈꾼다.

3 봄,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의 논갈이.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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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홍보를 한 덕분에 가와지볍씨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으나 크게 관심을 기울이진 

않았었다. 그런데 벼농사에 마음이 이끌리면서부터 가와지볍씨에도 관심이 갔다. 

가와지볍씨는 일산신도시가 건설될 때 실시된 문화유적 지표조사 과정에서 빗

살무늬 토기와 함께 발굴된 볍씨다. 가와지란 ‘큰 기와집이 있는 곳’이란 뜻으로 지

금의 일산 서구 대화동과 송포동 일대에 형성됐던 옛 마을의 고유지명이다. 방사선

탄소연대측정 결과 가와지볍씨는 5000년 전인 신석기시대 후기의 것으로 밝혀졌

고 국제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가와지볍씨의 발굴로 우리의 벼농사가 일본

으로부터 유입되었다는 일본인들의 주장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면서 신석기 시대나 

청동기시대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벼농사가 전파되었다는 사실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가와지볍씨는 소로리볍씨와 함께 한반도의 농경문화가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해

왔는가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일 뿐만 아니라 당시 한반도의 자연환경이 어떠

했는지 짐작해볼 수 있는 생생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전까지 발굴된 볍씨 가운데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중국 양쯔강 유역에

서 출토된 볍씨로 11,000년 전의 것으로 국제적 공인을 받았다. 그런데 소로리볍

씨는 연대측정결과 1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져서 국제학계를 발칵 뒤집어놓았

다. 이는 벼농사가 7,000~8,000년 전에 인도나 동남아시아, 중국에서 시작되었

다는 학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의 벼농사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왔다는 전래

설의 종언을 고했을 뿐만 아니라 구석기시대에는 벼농사가 없었다는 통념까지 뒤

집어놓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그러나 소로리볍씨는 야생벼와 재배벼의 중간단계인 순화벼의 특징을 띄고 있어

서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재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장립형인 인티카 종과 

자바니카 종이 단립형인 자포니카 종과 섞여있는 것이다. 반면에 가와지볍씨는 모

두 자포니카 종이었다. 두 벼의 차이를 두고 학자들은 금강과 남한강 사이에서 재

배되던 소로리볍씨가 한강을 따라 북상하면서 조상들의 지혜와 노력과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가와지볍씨로 진화했을 것이란 추측을 하고 있다. 고양시 일대에서 

가와지볍씨가 재배되기 시작하면서 한강 일대에 큰 사회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변화는 고조선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형성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인다. 

가와지볍씨가 단립형인 자포니카 종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벼의 분포도를 

보면 양자강 이남과 동남아는 대부분 장립형인 인티카 아니면 자바니카를 주식으

가와지볍씨 발굴 

당시의 모습들.

토기조각과 볍씨가 

발견되었다.



고양 600년 ㅣ고양가와지볍씨

로 삼아왔고,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과 요동반도와 중국 동해안 지역은 

단립형인 자포니카를 주식으로 삼아왔다. 이는 아시아의 문명이 양자강 문

명과 한강 문명으로 나뉘는 것을 의미한다. 한강에서 발화한 문명이 동북아

시아로 뻗어나갔다는 것을 가와지볍씨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와지볍씨가 지닌 역사성과 상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성이

다.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크나큰 의미가 있겠지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가와지볍씨가 우리의 일상적 삶에 어떤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지, 가

와지볍씨에 깃든 정신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동안 벼농사를 지어왔다는 

사실이다. 밭농사와 달리 벼농사는 혼자서는 지을 수 없다. 석유농법이 세계

를 지배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사정이 다르지만 농기계가 보편화되기 이

전까지 벼농사는 이웃 없이는 지을 수 없는 농사였다. 기술 이전에 공동체로 

맺어진 유대관계가 필수인 것이다. 

가와지볍씨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눈을 감고 

5,000년 전에 벼농사를 지었을 조상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이었다. 

그때의 조상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농사를 짓고, 자연과 이웃들과 관계

를 맺으며 살아갔을까. 그 시절에는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으며,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삶과 죽음은 어떤 의미의 옷을 입고, 꿈

과 희망은 어떤 지향점을 품고 있었을까. 

워낙에 까마득한 저편이라 상상이 쉽지 않지만 열린 마음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다보면 차츰차츰 조상들의 삶과 마주하는 게 가능해질 것이

다. 나는 그 열쇠가 볍씨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벼농사는 늘 조상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왔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벼의 특성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학창시절에 배우기도 했지만 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친화와 순화의 

힘이다. 벼는 원래 고온다습한 지역에서 자생하기 시작했으나 한랭건조한 

지역에서도 거뜬히 적응을 해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볍씨가 널리 퍼지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벼는 그 지역의 자연환경에 적응을 해서 끊

임없이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었고 그 종류만 해도 5000여 종에 이른다. 

1911년에서 1913년 사이에 전국에서 수집한 ‘조선도품종일람’에는 우리나라

의 재래벼 품종이 무려 1451종에 이르는 걸로 기록되어 있다.  실로 어마어

추수가 끝난 들녘에 

볏짚뭉치가 하얗게 

줄지어 섰다. 볏짚은 

발효과정을 거쳐 

사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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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한 친화와 순화의 힘이다.  

벼의 또 다른 특성은 협동이다. 모는 예닐곱 포기만 심으면 수십 포기로 

분화를 해서 무리를 이루고 태풍을 견딘다. 더러 쓰러지는 벼들도 있지만 대

부분의 벼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지가 되어 태풍의 격랑을 너끈히 이

겨낸다. 

벼의 친화와 순화와 협동의 힘은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 면면이 녹아들어 

대대로 이어져왔다. 벼와 어우러진 힘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우리가 존재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의 모습 속에는 가와지볍씨와 소

로리볍씨가 들려주는 조상들의 삶이 거의 사라져서 겨우 그 흔적만 남아있

을 따름이다. 우리들이 볍씨에 깃든 조상들의 삶을 되살려내서 창조적으로 

계승하지 않는다면 후손들의 삶이 위태로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멸종 위기에 처한 토종 볍씨들

천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벼가 이 땅에 존재했듯이 우리의 조상들은 다양

성을 존중했다. 다양성이 존중받는 세계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고도넷’과 

함께 이십 여 종의 토종벼를 키우는 과정에서 나는 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우선 토종벼들은 이름부터가 친근하다. 자광도, 대추찰, 대관도, 옥

천돼지찰, 올벼, 원자벼, 북흑조, 쥐이파리벼, 흑갱, 은방도, 불도, 괴산찰, 

볏짚을 뒤집는 

모습. 이제는 

사라진 광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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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벼, 다마금, 녹두도, 흑저도, 자치나, 족제비찰, 보리벼, 각씨나…. 토종

벼들은 서식지역이 서로 다른 까닭에 키도, 색깔도, 까락의 길이도, 알곡의 

크기도 제각각이다. 물론 맛과 향도 서로 다르다. 

지난겨울, 함께 벼농사를 지은 사람끼리 모여서 품평회를 열었는데 자광

도와 흑갱의 인기가 가장 높았다. 물론 각 쌀의 특성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밥을 지었기 때문에 결과만을 놓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

지만 자광도와 흑갱이 중부지방의 토종벼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제법 말이 

된다. 

토종벼들은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니면서도 대체로 키가 껑충하니 크다. 그 

가운데 가장 키가 큰 벼는 북흑조인데 성인남자의 가슴 높이까지 자란다. 수

확을 하고서 볏짚을 모아놓고 보니 이 땅에서 볏짚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

었던 이유가 절로 이해가 되었다. 고도넷에서 이 년째 토종 벼농사를 짓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짚풀 공예가들이 먼 길을 마다않고 찾아오는 걸 봐도 토

종볏짚의 가치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이는 토종 벼농사를 짓는 

곳이 없다는 반증이니 참으로 쓸쓸한 얘기이기도 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고양시만 해도 그렇다. 그 넓은 논에서 토종벼는 일찌

감치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곰곰이 돌이켜보면 토종벼가 자라는 논이 각별

히 아름다웠던 이유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라보는 풍경이기 때문이다. 토

종벼가 넘실대는 논은 눈부시게 아름다우면서도 이국적이었다. 이 땅에서 

살아온 벼를 두고 이국적이란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비극

이다. 백 년 전만 하더라도 고양시에는 다양한 벼들이 논을 수놓았을 것이

다. 그건 김포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남부와 중부와 북

부지방의 사람들만이 서로의 논을 놓고 이국적이란 표현을 썼을 것이다. 다

양한 종의 나무들이 어우러진 숲 같은 논이 장쾌하게 펼쳐져 있다면 얼마나 

황홀할 것인가. 그러나 현실은 전국 어디를 가나 동일한 품종의 벼가 획일적

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을 뿐이다. 

고양시 인근에서 토종 벼를 키우는 이는 김포군 하성면 석탄2리 도련마을

5000년 전 볍씨에서 

3000년 전 볍씨까지. 

고양가와지볍씨는 

한반도 벼농사의 

기원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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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승안씨가 유일하다. 그는 7대째 가업을 이어받아 자광벼를 키우고 있

는데 그가 보존하고 있는 볍씨는 250여 년간 계승되어왔기 때문에 토종 가

운데서 가장 고유한 종자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 땅에서 토종벼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 들어서였다. 일본제

국주의는 토종 종자 씨말리기를 본격화하면서 일본 종자를 도입하기 시작했

다. 일본은 대대적인 우리 벼 종자 수집에 나서 대구조, 용천, 예조, 북흑조, 

승나, 각씨나, 백곡나, 강릉도 등 대표적인 우리 종자 수백여 종을 멸종시키

고 볍씨를 수집해 갔다. 그 결과 50여 년 만에 대부분의 토종 벼가 사라지고 

말았다.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쌀은 일본 도입종 가운데 가장 대

표적 품종인 추청벼로 흔히 ‘아키바레’라고 부른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다른 품종의 쌀도 고시히카리나 같은 일본에서 건너온 품종이 주를 이루거

나 그런 품종을 개량한 것 일색이다.

물론 일본 품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배격할 생각은 없다. 문제는 종의 다양

성이다. 최근 추청벼보다 맛이 좋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밀키퀸이라는 품종

의 쌀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이는 일본 농림수산성의 슈퍼라이스 계획

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작물개발부 수도육종연구실에서 수년간 연구 끝에 탄

생시킨 신품종이다. 

결국 토종 쌀은 구하려고 해도 구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밥맛품평회를 통

해서 확인해봤지만 토종 쌀의 밥맛은 시중의 여느 쌀과 견줘도 손색이 없다. 

그런데도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농촌진흥청 종

자은행에는 350여 종의 우리 토종 벼가 보존돼 있지만 실제 재배하는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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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토종 벼와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 또한 들어

본 적이 없다. 기록을 찾아보면 토종 벼 가운데 대궐에 진상한 품종이 여럿 되

는데 이는 품질이 대단히 우수하다는 뜻이다. 토종 벼가 이 땅에서 자취를 감

춘다면 우린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릴 지도 모른다. 이런 기우가 말 

그대로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토종 볍씨와 함께 꾸는 꿈

장항습지에서 벼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가장 경이롭게 생각했던 것은 논에

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내가 아는 논의 생명체라곤 메뚜기와 개구리, 물방개, 소금쟁이, 거머리, 미

꾸라지가 고작이었다. 그런데 장항습지의 논에서는 털게를 비롯해서 다양한 

종의 물고기들과 물뱀까지 살고 있었다.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고도넷에서 

벼농사를 지은 구산동의 논에서는 접할 수 없던 광경이었다. 이유를 따져보니 

장항습지는 민통선이면서 철새도래지인 까닭에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이 원천

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문득 어렸을 때의 풍경 한 자락이 눈앞에 펼쳐졌다. 국민학교에 다닐 때였

는데 나는 겨울만 되면 양동이와 삽을 들고 논으로 나갔다. 논 아무 곳에나 자

리를 잡고서 논흙을 한 삽 푹 떠올리면 동면을 하고 있던 미꾸라지가 우글우글

했고 한 시간 남짓이면 양동이를 미꾸라지로 채우는 건 일도 아니었다. 돌이

켜보면 그때는 농약을 사용하는 사람이 드물었다. 

구산동의 논에서도 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지만 장항습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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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개구리도 귀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농사를 짓기 전까진 그 논은 

온갖 농약에 찌들었을 것이다. 아마 앞으로 몇 년간 고도넷이 구산동 논에서 

벼농사를 이어나간다면 장항습지처럼 생태계가 복원될 게 틀림없다. 텃밭에

서의 경험을 통해 그 정도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나는 구산동에 있는 농장에서 삼 년 째 텃밭농사를 일구고 있는데 어느 날 

밭에 나가보니 도처에 두더지굴이 뚫려있었다. 지렁이와 개구리와 메뚜기와 

땅강아지까지 그야말로 곤충박물관 같은 밭에 두더지까지 출현한 것이다. 

아스팔트 도로와 콘크리트 수로에 둘러싸인 밭의 환경을 감안하면 그저 불

1 농부들이 모내기하는 

뒤편으로 이양기의 모습도 

보인다.

2 벼가 자라는 논은 수많은 

생명이 공존하는 삶의 

터전이다.

3 추곡수매하는 농부들.

4 도시의 팽창으로 송포 

들녘 바로 앞까지 아파트가 

들어섰다.

1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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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의할 따름이었다. 이어서 이따금씩 뱀이 등장하더니 급기야 봄 마늘밭에 흰뺨

검둥오리가 둥지를 틀고 알까지 낳았다. 

흙이 건강하면 작물도 건강하다는 것은 이제 유치원생도 아는 상식이 되었다. 그

런데 고양시의 논에서는 여전히 메뚜기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가족의 생

계를 논에 매달아놓은 농부들에게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말라고 강요할 수

는 없다. 농부들은 그동안 도시의 존속과 팽창을 위해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실현해왔던 친화와 순화와 협

동의 삶이다. 현대 도시문명은 사람이 됐건 자연이 됐건 그저 이윤추구의 도구로만 

여길 뿐이다. 사람과 자연이 죽어가건 말건 관심도 없다. 애오라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뭇 생명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데 악도 이런 악이 없다. 

고양시 차원이든 시민사회 차원이든 농민들이 더 이상 희생을 당하지 않고 일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순환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농민들도 더 이상 농약

이나 화학비료에 의지하지 않고 자연스레 유기순환농법으로 돌아설 것이다. 그렇

게 생산된 쌀은 고양시민들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에서 먼 농촌이야 워낙에 유입 인구가 없다보니 논밭에 노인들만 엎드려있

농사일을 마치고 

새참을 먹는 

고양도시농부네트워크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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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만 농장에 다니면서 보면 고양시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척에 아파트 

단지와 고층건물들이 숲을 이루고 있지만 논밭에서는 사람구경하기가 쉽지 않다. 

이곳에서도 논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노년층 중심이다. 도시고 농촌이고 농사를 지

어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서 농장에 나갈 때마다 부쩍 하나의 장면을 상상하곤 한다. 

고양시 외곽의 논과 밭마다 생태계가 완전히 되살아나서 동물원이나 박물관에서

나 만날 수 있는 뭇 생명들이 자유로이 노닐고, 아이들이 그 속에서 예전의 우리들

이 그랬듯이 마음껏 뛰어다닌다. 노인들은 뒷짐을 진 채 젊은 농부들을 독려하고, 

고양시 외곽의 농촌마다 장터가 열려서 농부들과 도시민들이 소통을 하며 함빡 웃

는다. 오가는 이마다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서로의 안부를 걱정해주고, 청소

년들은 그러한 삶을 몸으로 익혀가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한다. 단오와 유두와 백중 

같은 세시풍속에는 모두가 한 마당에 모여서 씨름도 하고 술도 나누어가며 축제를 

연다. 

그러나 감았던 눈을 뜨면 그 모든 풍경이 아스라이 사라지고 만다. 과연 그 모든 

게 한낱 꿈에 지나지 않을까. 기약이 없을 따름이지 우리가 파편화된 채 서로를 경

쟁이나 이익으로 생각하는 관계의 틀을 조화와 상생의 대면관계로 바꾸면 일상이 

축제가 되는 삶이 언젠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텃밭농사를 경험한 아이들 가운데 일부는 

“앞으로는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절대로 음

식을 남기지 않을 거예요.”

하고 사뭇 진지한 표정을 짓곤 한다.

그런 아이들은 교과서나 이런저런 매체를 통

해서만 만나던 논밭과 대면관계를 회복한 것이

다. 관계의 힘이 이토록 강력하다. 일상의 관

계를 조금씩만 바꿔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물론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걸 추동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몇 천 년 동안 벼농사를 지으며 내남없

이 어울려 살아온 조상들의 삶 속에 녹아있다

고 생각한다. 

다행히 고양시에는 조상들의 삶을 계승할 자

누렇게 벼가 익어가는 

송포들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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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이 그 어느 지역 못지않게 풍부하다. 가와지볍씨가 있고 벼와 같은 삶을 일굴 

수 있는 땅이 광활하며 도저히 흐르는 한강도 있다. 또한 그 속에 꿈꾸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들과 함께 꽃처럼 아름다운 꿈을 일궈나갈 수 있길 기대하며 낭창낭

창한 목소리로 이성부 시인의 ‘벼’를 다 함께 낭송하고 싶다.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울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수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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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선 왕 조 이 야 기

서 삼 릉 (西三陵)과  
서 오 릉 (西五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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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웅  

도서출판 열화당 대표. 파주출판문화정보산

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사)국제문화도

시교류협회 이사장을 맡아 출판산업 활성화

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앙언론문화상’, 문

화부 선정 ‘출판·인쇄 유공자’ 대통령 표창, 

‘은관 문화훈장’을 받았다. 「안중근 전쟁, 끝나

지 않았다」를 옮겼으며, 「출판도시를 향한 책

의 여정: 출판인 이기웅의 책과 문화 이야기」 

등의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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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건축 양식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서삼릉과
서오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삼릉과 서오릉은 조선의 왕과 

왕족의 무덤이다. 조선의 정궁이었던 경복궁의 서쪽에 있다하여 서삼

릉, 서오릉이라 불린다.

서삼릉은 세종대왕 등 조선 왕족의 태를 묻은 태실과 중종 계비인 장

경왕후의 희릉, 효심이 뛰어난 인종의 효릉, 강화도령 철종의 예릉이 

있다. 후궁과 대군, 군, 공주, 옹주의 묘도 집장되어 있다. 현재 관람할 

수 있는 곳은 희릉, 예릉, 의령원, 효창원뿐이다. 태실과 후궁들의 묘는 

비공개 구역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다.

서오릉은 단일능역으로는 동구릉 다음으로 큰 왕실가족묘이다. 숙종과 

인현왕후, 장희빈의 묘가 있어 흥미로운 옛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볼 수 

있다. 서삼릉과 서오릉은 왕릉 안의 나무는 베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잘 조성된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있다. 수백년 된 적송이 숲을 이뤄 딱

따구리를 비롯하여 새들의 낙원이라 시민들에게 조용한 휴식처의 역

할도 하고 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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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에 힘입어 군으로 승격한 고양

조선의 왕릉은 서울 도성의 경복궁景福宮에서 반경 100리 이내에 조성한다

는 의례에 따라 경기도에 가장 많이 조성되었다.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 어른들에게는 답사를 겸한 휴식의 공간이 되고 어린 학생들

에게는 소풍 코스로 적합하다.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를 다닌 어느 직장

인은 6년 내내 서오릉으로 소풍을 갔다고 자랑인지 불평인지 지난날을 회상

한다. 그만큼 왕릉은 사람의 시신이 묻혀 있는 으스스한 곳이라고는 생각하

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가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관광지 겸 휴

식처가 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도 서울의 불광동에서 출발하여 서오

릉과 행주산성을 거쳐 서삼릉과 통일로를 지나 구파발로 오는 순환 코스는 

학습을 겸한 관광 코스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왕릉이 고양 땅에 8기基가 조성되어 있다. 전체 40기 중 5분의 1이 

고양시에 있는 것이다. 조선 건국 초인 1394년(태조 3)만 하더라도 고봉현高

烽縣이었다가 1413년(태종 13)에 고양高陽의 이름을 얻어 현감이 다스렸던 고

양시가 군郡으로 한 단계 승격된 것은 1471년(성종 2)의 일이다. 세조의 원자

였던 덕종德宗과 그의 비의 능인 경릉敬陵, 예종과 그의 계비의 능인 창릉昌陵이 

차례로 이 지역에 조성됨으로써 취해진 특별 조처였다.

인구 100만 도시를 앞두고 있는 고양시의 발전의 계기가 된 조선 왕릉을 

찾아보는 것은 이러한 처지를 고려해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일이겠다.     

하늘에서 본 서삼릉의 창릉.

예종과 계비 안순왕후 한씨의 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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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조선 왕릉

지난 2009년 6월 30일 고양시에 위치한 서삼릉西三陵과 서오릉西五陵을 포

함한 조선 왕릉 40기基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유네스코는 조선 

왕릉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담은 독특한 건축 양식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

러진 신성한 공간이며, 왕릉 전체가 통합적으로 보존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에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유네스코의 평가가 아니더라도, 조선 왕릉의 보존 상태는 거의 원형 그대

로다. 도굴과 화재가 더러 있었지만, 능침과 석물, 정자각과 홍살문 등 부대

시설이 온전하게 복원되어 있다. 또 조선 왕릉은 오백년 능제의 변화를 한눈

에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며, 능 전역에 퍼져 있는 소나무숲과 잘 다듬어진 

잔디밭은  시민들의 휴식처와 관광지로 손색이 없다. 

조선 왕릉은 고양시의 서삼릉과 서오릉 외에 구리시에 동구릉東九陵이 있

고, 김포시에 1기, 남양주시에 4기, 양주시에 1기, 여주시에 2기, 파주시에 

4기, 화성시에 2기가 있으며, 서울에 8기, 강원도 영월군에 1기가 있다.  

서삼릉과 서오릉, 동구릉에서 보듯 왕릉군의 명칭에는 3, 5, 9 등의 홀수

가 들어가며, 짝수는 음수陰數이기에 호칭하기를 피한다. 동구릉 전에 동오

릉, 동칠릉이라 불렀던 기록은 있으나, 동사릉이나 동육릉의 기록은 없다. 2

기의 왕릉이 있을 때는 헌인릉獻仁陵, 선정릉宣靖陵, 융건릉隆健陵처럼 능호를 합

쳐서 그대로 부른다.

왕릉에서는 매년 능제陵祭가 거행된다. 왕릉 조성 기간에는 돼지와 소의 도

살이 금지되지만 능제 때는 그 귀한 소를 잡아도 되었다. 이 능제 음식으로 

인해 왕릉갈비가 생겼다고 하는데, 수원갈비, 태릉갈비, 홍릉갈비는 모두 왕

릉과 관련 있는 특별 음식이다.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그러면서도 엄숙한 분위기가 감도는 고양시의 왕릉

을 찾아가면서 역사적으로 앞서는 서오릉엘 먼저 들르기로 한다.  

서오릉.

정자각을 향해 

신도와 어도가 

반듯하게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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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의 부정(父情)이 흐르는 서오릉

서오릉(사적 제198호)은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 475-91(서오릉길 

334-92)에 소재한 경릉敬陵·창릉昌陵·익릉翼陵·명릉明陵·홍릉弘陵의 5개 능

을 아울러 일컫는 말로, ‘서울 도성 서쪽에 있는 5기의 능’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총면적은 약 182만 9,792m²(55만평)로 동구릉 다음으로 

큰 조선 왕릉군이다.

서오릉은 1457년(세조 3) 세조의 큰아들로 후에 덕종德宗으로 추존된 세자

가 사망하자 능지로서 좋은 곳을 찾다가 부왕인 세조가 직접 살핀 뒤에 경릉

서오릉에 위치한 경릉의 

정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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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성함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동구릉이 태종의 선대 추앙의 효성에서 

조성되었다면, 서오릉은 세조의 자식 사랑의 부정에 의하여 조성된 왕릉

이다.

이후 1470년(성종 1)에 창릉昌陵이 들어섰고, 1681(숙종 7)에 익릉翼陵, 

1721년(경종 1)에 명릉明陵, 1757년(영조 33)에 홍릉弘陵이 들어서면서 ‛서

오릉’ 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세조의 큰아들 

덕종의 능인 경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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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릉

세조의 원자였던 덕종德宗과 그의 비 소혜왕후昭惠王后 한씨韓氏의 능이다. 

경릉의 특이한 점은 일반적인 왕릉 조성과는 달리 왕은 오른쪽, 왕비는 왼쪽에 

봉분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조성된 이유는, 덕종은 예종의 형으로서 

사망 당시는 왕이 아닌 대군이었고, 소혜왕후의 능은 남편이 덕종으로 추존된 뒤 

조성되었으므로 왕릉의 예를 따랐기 때문이다. 때문에 왕비의 능이 왕의 능보다 훨

씬 장엄하고 화려하다. 

덕종(1438-1457)은 몸이 약하여 20세 나이에 사망하였다. 그의 장남이 월산대

군이고 차남이 제9대 성종으로, 성종 즉위 후 덕종으로 추존되었다. 조선 개국 이

후 최초의 추존 왕이다.

소혜왕후(1437-1504)는 1455년(세조 1) 세자빈에 간택되었고 아들 성종이 즉위

하자 인수대비仁粹大妃가 되었다. 덕종이 죽은 뒤 47년을 더 살았는데, 연산군이 생

모 윤씨가 폐위된 후 사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관련자들을 처단할 때 그를 나무라

다가 연산군이 머리로 들이받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별세하였다고 한다. 명릉으로 향하는 홍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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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릉

제8대 예종과 계비 안순왕후安順王后 한씨의 능이다. 

창릉은 왕릉으로는 드물게 화재의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다. 1625년(인조 

3) 창릉에 불이 나자 왕은 정사를 폐하고 백관과 함께 사흘 간 소복을 입었

다 한다. 창릉의 화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듬해 또 불이 났으며, 고종 때인 

1896년에는 능상에 화재가 또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예종(1450-1469)은 덕종의 동생으로 형이 죽은 뒤 세자가 되어 1468년 

9월에 왕위를 물려받았으나 14개월 만에 별세하였다. 재위 기간에 남이南怡

의 옥사 등 정치적 격동을 겪었다. 

안순왕후(?-1498)는 1461년(세조 7) 세자빈이 병사하자 이듬해 세자빈으

로 간택되었다. 1468년 예종이 즉위하자 왕비에 책봉되었으나 이듬해 남편

이 사망하자 대비가 되어 29년을 더 살다가 별세하였다.

익릉

제19대 숙종의 정비 인경왕후仁敬王后의 능이다. 

인경왕후(1661-1680)는 스무 살의 나이에 천연두에 걸려 발병 8일 만에 

서오릉의 명릉.

숙종과 계비 인현왕후 민씨, 

제2계비 인원왕후 김씨의 

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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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였고, 그의 세 딸도 오래 살지 못하고 일

찍 세상을 떠난 불행한 여인이었다. 그러나 익릉

은 서오릉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장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홍살문에서 시작되는 참도參

道도 위쪽으로 경사지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대

단한 권력자의 무덤처럼 보인다. 장대한 석물과 

팔각 장명등도 역시 묘소에 어울리는 형태와 특

징을 나타내고 있다.

명릉

제19대 숙종과 계비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 제2

계비 인원왕후仁元王后 김씨의 능이다. 3기의 능이 

같은 언덕에 배치되었는데, 숙종과 인현왕후는 

나란히 자리한 쌍분雙墳으로 조성하고, 인원왕후

의 능은 왼쪽 옆에 따로 조성하였다.   

숙종(1661-1720)은 열네 살에 즉위하여 46년

간 집권하였다. 숙종이 집권하던 시기는 붕당과 

정쟁이 심하여 나라가 어수선한 시기였지만, 한

편으로는 대동법의 실시, 상평통보 주조 등의 치적을 남겼다. 

인현왕후(1667-1701)는 1681년(숙종 7)에 숙종의 계비가 되었으나 후사가 없는 

탓으로 1689년 세자 책봉 문제로 모함을 받아 장희빈에게 왕비 자리를 빼앗겼다가 

1694년 서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복위되었다. 하지만 7년 만에 35세로 별세하였는

데 장희빈의 저주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전한다. 

인원왕후(1687-1757)는 1702년(숙종 28) 숙종의 계비가 되었고 1757년(영조 

33) 71세로 별세했다. 인원왕후가 별세할 당시는 마침 영조의 정비 정성왕후貞聖王后

의 장례 기간이었으므로, 영조는 피붙이도 아닌 대왕대비 인원왕후의 능을 위해 따

로 경비와 인력을 투입할 여력도 의지도 없었다. 이에 영조는 가장 간편한 방책을 

써서 숙종의 능인 명릉 능역의 한 모퉁이를 떼어내어 대왕대비를 장사지냈다. 때문

에 명릉은 그 능의 배치가 전혀 법도에 맞지 않은 기형적인 모습이 되고 말았다. 서

열이 가장 낮은 제2계비가 왕과 제1계비보다 상석인 왼쪽에 묻힌 것이다. 

한편, 숙종의 정비인 인경왕후仁敬王后의 익릉翼陵과 후궁 장희빈張禧嬪의 묘도 같은 

눈 내린 명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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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오릉 경내에 조성되어 있으니, 숙종은 죽어서도 생전의 여인들과 함께 있

는 셈이다.

홍릉

제21대 영조의 정비 정성왕후貞聖王后 서씨의 능이다. 

정성왕후(1692-1757)는 1721년(경종 1) 세자빈이 되었다가 1724년 영조

가 왕위에 오르자 왕비가 되었으나 자손이 없이 1757년(영조 33) 66세로 별

세하였다. 

영조는 그녀를 무척 좋아하여 사후 그 옆 자리에 묻힐 작정으로 생전에 자

신의 가묘를 홍릉에 만들었지만, 영조가 사망하자 손자인 정조는 이에 따르

지 않고 반대쪽 동구릉에 원릉元陵을 조성하고 할아버지를 장사지냈다. 아버

지 사도세자思悼世子를 죽인 할아버지에 대한 복수였다. 그래서 정성왕후 서씨

의 오른쪽 편은 지금도 비어 있는 그대로다.

고양시 사진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왕릉의 

빛’(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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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오릉에는 5기基의 능 외에 2기의 원園과 1기의 묘墓가 더 있다.

제13대 명종의 장자인 순회세자順懷世子(1551-1563)와 공회빈恭懷嬪 윤씨(?-

1592)의 묘인 순창원順昌園, 제21대 영조의 후궁 영빈 이씨暎嬪李氏(?-1764)의 

묘인 수경원綏慶園이 이곳에 있다. 그리고 장희빈으로 더 잘 알려진 희빈 장씨

禧嬪張氏(?-1701)의 묘인 대빈묘大嬪墓는 1969년 6월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문

형리에서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여 숙종과 한 경내에 묻히게 되었다. 

하늘에서 본 서삼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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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만행과 도시화 바람에 훼손된 서삼릉

서삼릉(사적 제200호)은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 37-1(서삼릉길 233-

126)에 소재한 희릉禧陵·효릉孝陵·예릉睿陵의 3개 능을 아울러 일컫는 말로, 

‘서울 도성 서쪽에 있는 3기의 능’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총면적

은 약 21만 7,700m²(7만 평)이다.

서삼릉에는 3기의 능 이외에도 다수의 원(園과 묘墓, 그리고 태실胎室이 있

다. 원래 왕릉의 능역 안에는 왕과 왕후의 능 이외에는 다른 무덤 시설들이 

들어설 수 없는 것이 법도이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왕릉을 훼손시키려는 저

의에서, 해방 후에는 도시화에 밀려 원과 묘, 심지어는 태실 등이 이곳 서삼

릉 지역으로 이전됨으로써 왕릉으로서의 법도와 전통을 지키지 못한 사연을 

간직한 곳이다.

해방 후부터 서삼릉에 불어닥친 도시화 바람은 칠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

전히 불고 있다. 서삼릉으로 가는 드넓은 벌판 곳곳에는 아파트 건립 공사가 

한창 벌어지고 있고, 그에 맞추어 도로 공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길눈

이 어두운 사람은 도로 표지판만 보고 차를 몰다가 엉뚱한 아파트 공사장으

로 진입하여 다시 돌아나오는 수고를 하기 십상이다. 산 자의 주거지를 위한 

신도시 건설의 각종 공사가 깔끔하게 잘 끝나 불필요한 도시화 바람이 서삼

릉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일제에 의해 

훼손되고 도시화의 

광풍에 몸살 앓는 

서삼릉(예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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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릉 효릉. 인종과 

그의 비 인성왕후 

박씨의 능이다.

서삼릉 태실 후면 

전경.  비공개지역에 

위치한 효릉 서쪽에 

있다.

   

희릉

제11대 중종의 계비 장경왕후章敬王后 윤씨의 능이다. 

장경왕후(1491-1515)는 1506년에 일어난 중종반정으로 단경왕후端敬王后 

신씨愼氏가 폐위되자 왕비에 책봉되었으나 1515년(중종 10) 인종을 낳고 산

후병을 얻어 7일 만에 사망하였다. 

능은 원래 서울 헌릉獻陵 옆에 있었으나 1537년 김안로金安老가 정적을 모함

하기 위해 묘 자리에 큰 돌이 깔려 있어서 좋지 않다고 주장하자 서삼릉에 

묻힌 인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희릉을 이곳으로 이장했다. 이후 1544년

에는 중종의 정릉靖陵을 희릉 옆에 조성하여 왕과 왕후가 나란히 묻히게 되었

으나 1562년(명종 17) 중종의 계비 문정왕후文定王后가 질투심에서 정릉을 지

금의 서울 선릉宣陵 옆으로 옮김으로써 다시 희릉만 서삼릉에 남게 되었다.

산 사람이 한 번 이사를 하려 해도 번거로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죽

은 자가 살아 있는 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리저리 옮겼으니, 권력의 횡포

와 여인의 질투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희릉은 자신의 지나온 역사를 통

하여 말없이 가르쳐 주고 있다. 

효릉

제12대 인종과 그의 비 인성왕후仁聖王后 박씨의 능이다. 

인종(1515-1545)은 조선조 제일의 효자로 불린다. 능호의 효孝 자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1544년 왕위에 올랐으나 8개월 만에 승하하였는데, 자

신을 부모의 곁에 묻어 줄 것과 장사를 소박하게 치르라고 유언하였다. 

때문에, 그의 능에는 병풍석이 없다가 인성왕후가 별세한 후 인종 곁에 묻

히면서 현재 왕릉에서 볼 수 있는 병풍석을 둘렀다. 그 후 아버지 중종의 능

이 문정왕후文定王后에 의해 서울로 이장되는 바람에 아버지와는 멀리 떨어지

게 되었고, 어머니 장경왕후章敬王后만을 한 경내에서 모시고 있는 셈이다. 현

재 서삼릉 능역의 비공개 지역에 있다.   

예릉

제25대 철종과 그의 비 철인왕후哲仁王后 김씨의 능이다. 

‛강화도령’으로 잘 알려진 철종(1831-1863)은 1848년 헌종이 후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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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하자 당시 영조의 유일한 혈손으로서 이듬해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외척

의 세도로 인하여 힘든 왕 노릇을 하다가 변변한 업적도 남기지 못하고 재위 

14년에 별세하였다.

철인왕후(1837-1878)는 1851년(철종 2) 왕비가 되었고 1878년(고종 15) 

42세로 별세하였다.  

예릉이 이곳에 조성됨으로써 이곳 왕릉군이 ‛서삼릉’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

었는데, 예릉은 조선왕조의 왕릉제도에 의한 마지막 능이 되었다. 뒤의 고종

과 순종 황제, 황후의 능은 황제 능묘제에 따라 격식을 달리하여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서삼릉에는 3기의 능 이외에도 3기의 원園, 48기의 후궁·공주·옹주의 묘, 

그리고 53위의 태실胎室이 있다. 

제16대 인조의 큰아들 소현세자昭顯世子(1612-1645)의 묘인 소경원昭慶園, 제

21대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思悼世子의 큰아들이자 정조의 형인 의소세손義昭世孫

의 묘인 의령원懿寧園, 제22대 정조의 큰아들 문효세자文孝世子의 묘인 효창원孝昌

園이 이곳에 있다. 제9대 성종의 왕비이자 연산군의 어머니로 지나친 투기를 

부리다가 사약을 받고 죽임을 당한 폐비 윤씨廢妃尹氏의 회묘懷墓는 본래 서울 동

대문구 회기동에 있었으나 1969년 10월 현재의 자리로 이장되었다. 

태실은 서삼릉의 비공개 지역에 위치한 효릉의 서쪽에 있다. 이들 태실은 

서삼릉 

비공개지역에 

있는 후궁묘.

서삼릉으로 향하는 

서삼릉 누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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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일제강점기인 1929-1930년에 전국 명산에 있던 것을 관리상의 편

의를 구실로 현재의 서삼릉 경내로 옮겨 조성한 것이다.  

이산가족의 슬픔 안은 조선 왕릉들

이산가족의 슬픔은 산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남녘의 서삼릉과 서오

릉의 주인공들도 북녘의 조상들을 그리워하며 슬픔을 달래고 있는지도 모른

다. 북녘 땅 개성에는 2기의 조선 왕릉이 있다. 태조의 정비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의 제릉齊陵과, 제2대 정종과 정안왕후定安王后의 후릉厚陵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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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왕후(1337-1391)는 태조 즉위 1년 전에 별세했기에 개성에 장사지냈다가 

조선 개국 후 추존하여 능명을 제릉이라 하였다. 또 정종(1357-1419)은 1398년에 

즉위하여 2년 여간 재위하다가 태종에게 양위하였기에 사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

고 먼저 별세한 정안왕후(1355-1412)와 나란히 개성의 후릉에 묻혔다.

왕릉의 이산가족은 남북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남남 간 이산가족의 사연도 

있다. 바로 제6대 단종(1441-1457)의 장릉莊陵과 그의 비 정순왕후定順王后(1440-

1521)의 사릉思陵 사연이다. 단종이 1457년(세조 3) 강원도 영월에서 죽임을 당하자 

영월호장 엄흥도嚴興道가 몰래 장사지냈다. 그로부터 240여 년이 지난 1698년(숙종 

24)에야 단종의 명예가 회복되어 왕으로 봉하고 장릉이라 하였다. 영월읍 영흥리

(단종로 190)에 위치한다. 

단종을 영월로 보낸 후 살아생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정순왕후는 서울 동대

문 밖 비구니 처소였던 정업원淨業院에서 단종을 그리면서 81세까지 살았다. 사후 단

종의 누이 집안 묘역에 묻혔다가 단종이 복위될 때 함께 명예가 회복되고 묘를 사

릉思陵이라 했다. 생각할 사思의 의미를 잘 보여 주는 능호이다. 남양주시 진건읍 사

릉리(사릉로 180-1)에 위치한다. 

단종의 장릉은 서울 도성에서 가장 멀리 있는 왕릉이다. 도성에서 100리 밖을 벗

어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단종의 운명 때문이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다. 부인 정순왕후의 능과는 300리나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서삼릉의 희릉

禧陵의 예에서, 산 사람이 한 번 이사를 하려 해도 번거로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데, 죽은 자가 살아 있는 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야 하니 참 해도 너

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장릉과 사릉의 경우는 달리 생각해도 좋을 

듯하다. 그 거리가 너무 멀다. 이사의 번거로움을 감내하더라도 사릉이 장릉 곁으

로 이사하든지, 장릉이 사릉 곁으로 이사하든지 딱 한 번만은 이사의 수고로움을 

감내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두 분의 생전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다면.          

산 자는 지상에서, 왕릉의 주인공들은 지하에서나마 자유로이 이산가족들을 만

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해 본다. 

정자각에서 

올려다본 명릉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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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 은  갔 어 도  성 현 의  정 신 은  오 롯 이  남 아  

            문 봉 서 원

고양8현 중 한명인 

모당 홍이상의 묘.



이주한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나 숭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다.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간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이자 역사비평가로 활동 중이다. 그

는 역사적 배경과 맥락, 근원을 입체적으로 파헤치는 예리한 역

사비평을 추구하며, 사실과 사료비판에 엄밀한 역사, 다양한 시

각과 해석이 공존하고 대중이 소외되지 않는 열린 역사를 지향

한다.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비틀어진 한국사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 치열하게 연구하고 있으며, 지은 책으로 

『한국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노론 300년 권력의 비밀』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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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의 정신을
간직해온 
문봉서원

일산동구 문봉동에 있었던 문봉서원은 조선 숙종 14년인 1688년에 건립된 고

양 최초의 서원이다. 1709년(숙종 35), 사액을 받아 사액서원이 되어 고양지역 

유생들을 교육시키고 선현들을 제향했으나 1871년(고종 8)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없어졌다. 

문봉서원은 고양8현으로 불리는 추강 남효온, 행촌 민순, 사재 김정국, 복재 

기준, 추만 정지운, 모당 홍이상, 석탄 이신의, 만회 이유겸 등 8분의 위패를 

모셨다. 조선을 대표하는 위대한 학자 8분을 모시고 고양의 선비들은 그분들

의 선비정신과 삶의 자세를 담고자 애썼다. 그리하여 문봉서원은 조선후기 연

천군의 임강서원과 함께 서울 인근의 걸출한 인재를 많이 길러낸 서원으로 

이름을 떨쳤다. 

이들 고양8현은 현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강직한 선비의 표상으로 지금까지 

추앙받고 있으며 도학의 체계를 이룬 훌륭한 학자들로 숭상되고 있다. 사라져

버린 문봉서원의 복원은 전통을 계승하는 의미를 넘어서 고양시민들이 자랑

할 위인들을 재조명하고 그분들의 서릿발같던 정신을 우리들의 삶에 이끌어

와 정신적 풍요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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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차례대로 남효온, 김정국, 

기준, 정지운, 민순, 

홍이상, 이신의, 이유겸의 

조선의 대표적인 학자들의 

묘비와 신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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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상 사는 삶이 뜻 대로면 그만이지

문봉서원文峯書院, 조선 숙종 14년인 1688년에 건립돼 1709년 숙종이 사액賜額

한 고양군 최초의 서원이다. 흥선대원군이 시행한 서원철폐령으로 1871년(고종 

8)에 훼철돼 아직 복원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연천 임강서원과 함

께 서울근역에서 인재를 많이 길러냈던 문봉서원의 역사적 자취는 살아있다.

문봉서원은 ‘고양8현’으로 일컬어지는 남효온·김정국·기준·정지운·민

순·홍이상·이신의·이유겸의 위패를 봉안해 그들의 학문과 덕행을 기렸다. 

조선 유학자를 대표하는 이들 8현은 고양 땅 곳곳에 숨결을 남겼고, 우리역사

와 깊게 호흡하고 있다. 행주산성을 보듬으며 유유히 흐르는 한강 기슭에 남효

온의 시비詩碑가 서 있다.

비단옷 두르고 고기반찬에 배부른 자 

수양산 고사리 맛 그 어찌 알겠는가 

날짐승 들짐승이 보금자리 달리하듯 

나만은 벼슬 탐하는 것 부끄럽게 여기노라 

시골에 묻혀 밭고랑을 일구며 

뱃전의 낚시질로 세월을 보낸다네 

한 세상 사는 삶이 뜻 대로면 그

만이지 

어찌하여 한평생을 아등바등 지

낼것가

“한 세상 사는 삶이 뜻 대로면 그만이

지”, 고양8현의 삶을 응축한 표현이 아

닐까? 그들이 나지막이 건네 오는 역

사 이야기에 귀를 세워본다.

남효온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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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문봉서원이 있었다

고양시 문봉동 들판 아늑한 자락 끝에 빙석촌이 있다. 문봉이라는 지명은 

문봉서원이 있었다, 예로부터 문文을 숭상했다, 마을 앞산 봉우리가 마치 붓과 

같아 붙었다하는 설이 전한다. 얼음 돌 마을氷石村, 고즈넉한 자연이 차가움도 

만들었나보다. 서늘한 공기가 휘도는 빙석촌 20여 가구 사이사이에 공장들이 

들어서있어 옛 풍취는 상상력으로 가늠해야 한다. 

뛰어난 손맛을 내세우며 마을 입구에 자리 잡은 낚시터에는 제법 많은 강태

공들이 잔잔한 수면을 묵묵히 바라보고 앉아 있다. 숱한 이야기를 품은 마을

은 이제 얼음처럼 뚝, 침묵에 빠져있다. 어디에도 문봉서원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문봉서원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조상 대대로 빙

석촌을 지켜온 백현기 옹(84세)의 증언이다.

서원은 조선시대에 성리학 중심의 향촌질서를 구현하고, 왕도정치를 추구

하는 사림士林세력의 기반이었다. 조선의 역사는 519년이다. 중국 문명을 대표

하는 한나라 이후 중국의 왕조는 300년 이상 존속한 경우가 없었다. 청나라 

295년, 당나라 289년, 명나라 276년, 한나라(전한) 215년이 그나마 긴 편에 

속한다. 

조선은 유학 이념을 철저하게 통치원리에 적용했고 천심을 두려워한 나라

였다. 이것이 조선 500년 역사를 지탱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유학을 창시한 

공자는 인仁을 중시했고, 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다. 맹자가 추

구한 왕도정치는 인정仁政을 말하고, 인정은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편안한 상태

에서 출발하는 것이었다. 백성은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어야 윤리적인 심성도 

갖는 법이라고 본 맹자는 민심이 곧 천심이라 했다. 조선을 개국하고 조선의 

기틀을 설계한 정도전도 민심을 중시했다. 그의 말이다.

대저 군주는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는 민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민은 국가의 근

본인 동시에 군주의 하늘이다. 

- 『조선경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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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효온의 필적

2 남효온의 생가

2 남효온 묘의 옛모습. 

고양시에서 김포 의령 남씨 

문중 묘역으로 이장됐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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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화도 회군(1388년) 이후, 역성혁명파

가 주력한 것은 토지문제 해결을 통한 민심 

잡기였다.

“공양왕 2년(1390) 9월 기존의 모든 토지문

서公私田籍를 도성 한복판에 쌓은 후 불을 질

렀다. 그 불이 여러 날 동안 탔다.”

- 『고려사』

그러나 조선은 후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왕도정치가 무색해졌고, 19세기에 이르러 

민심은 폭발적으로 들끓었다. 선비를 세우

고 인재를 키우던 서원의 위상도 뿌리째 흔

들렸다. 

서원이 군정軍政을 회피하고 면세특권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폐단이 늘자 대원군은 서원철폐를 실시했다. 국가재

정을 확보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였다. 대원군은 집권 초기부터 ‘서

원철폐령’으로 서원을 압박하다가, 1871년 전국의 서원 중 47곳만 남기고 모

두 철폐하고 위패인 신주를 묻게 했다. 문봉서원도 이때 땅속에 묻혔다. 그리

고 지금 14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문봉서원 복건復建은 고양8현이 지향한 삶을 복원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현

인賢人, 어진 사람, 우리말로 선비다. 선비는 이利가 아니라 의義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다. 

고양8현은 1454년(단종 2)에서 1663년(현종 4) 시기에 일생을 보냈다. 이

때에 계유정란, 무오사화, 중종반정, 기묘사화, 임진왜란, 인조반정, 정묘호

란, 병자호란 등 조선을 근저로부터 뒤흔드는 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

났다. 이 사건들 속에 그들의 삶과 죽음이 고스란히 얽혀있다.

흥선대원군



 109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1453년, 단종 1년(계유년)에 조선의 운명을 뒤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

생했다. 수양대군이 세종과 문종, 단종의 충신인 김종서를 죽이고 단종을 허

울뿐인 왕으로 만들었다. 이 쿠데타가 계유정난癸酉靖難이다. ‘정난’은 국가의 

위태로운 난리를 평정했다는 뜻이다. 권력을 움켜쥔 자의 기록이다. 이 사건

은 고양8현을 바라보는 상징적인 관문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종은 어린 세자(단종)의 미래를 염려하다 급작스럽게 죽었다. 문종은 부

왕인 세종 못지않은 현군이었다. 세종 대 후반의 치적은 문종과 함께 이룬 

것들이었다. 세종은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 

세종은 중병에 신음하면서도 훈민정음 창제 등 놀라운 업적을 일궈냈는

데, 이는 문종이 있어 가능했

다. 문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기록이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통곡하여 

목이 쉬니, 소리가 궁정에 진동

하여 스스로 그치지 못하였으

며, 거리의 소민小民들도 슬퍼서 

울부짖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 사왕(嗣王, 단종-필자 주)이 

아람누리 뒷편의 사재정. 

김정국이 낙향해 

머물렀다고 한다.

문봉서원 복원 예상도.

강당(좌)과 사당(우) 전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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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려서 사람들이 믿을 곳이 없었으니, 신민의 슬퍼함이 세종의 상사喪事

보다도 더하였다. 

- 『문종실록』 문종 2년(1452) 5월 14일 

문종은 수양대군이 아니라 대신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정승들에게 어린 

세자를 부탁했다. 단종은 허울뿐인 권좌를 지키다 유배 뒤 비참하게 죽었

다. 계유정란 공신들, 즉 훈구파勳舊派의 세상이 펼쳐지면서 백성들은 곤궁

해졌다. 공신은 사형 죄를 범해도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런 공신들이 넘쳐

났다.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 태종과 세종, 문종이 이룬 왕도정치의 이념

과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1454~1492)은 세조의 왕위 찬탈에 맞섰던 사육신

死六臣을 깊이 흠모했다. 그는 박팽년·성삼문·하위지·이개·유성원·유

응부 등 단종의 복위를 시도했던 사육신의 절의를 담은 ‘육신전’六臣傳을 저

술했다. 
기준 묘(아래)와 

그 앞의 석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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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강은 훈구파와 대립했던 개혁파 김종직의 문인이다. 김종직은 1457년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지어 세조의 왕위 찬탈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단종을 애

도했다. 훈구파의 공격으로 김종직은 1498년(연산군 4)에 부관참시剖棺斬屍

(이미 죽은 이의 관을 파헤쳐 그 시체의 목을 벰)를 당했다. 이것이 조선 최

초의 사화인 무오사화戊午史禍다. 사화士禍는 ‘선비가 화를 입었다’는 뜻인데, 사

초문제史草問題로 발단되었기에 무오사화戊午史禍라고 한다.

남효온은 세조가 옮긴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顯德王后의 능인 소릉昭陵 복위

를 상소했다. 세조는 단종의 모친 현덕왕후가 꿈에 나타나 자기 아들이 살해

되었다고 꾸짖자 그의 묘를 폐위해서 물가로 이장했다. 역적 단종 어머니의 

능을 복위한다는 건 세조와 훈구파를 정면으로 비판한 행위다. 목숨을 내놓

은 주장이다. 이런 일로 그는 1504년 연산군 10년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부관참

시를 당했다. 

“어찌하여 한평생을 아등바등 지낼 건가”하는 추강秋江의 독백이 가을 강을 

따라 흐른다.

정지운 묘. 앞에 

안곡초등학교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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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은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어, 
이리저리 떠도는 것

왕조를 뒤집어엎는 역성혁명易姓革命이 아니라, 왕위만 바꾸는 무력적인 정치행위

를 반정反正이라 한다. ‘반정’은 정통, 정도正道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역시 승자의 표

현이다. 

조선역사에 1506년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반정과 1623년 광해군을 축출한 인조

반정이 있다. 중종은 조광조 등 신진 사림파를 등용했다. 조광조와 신진사류新進士類

는 성리학의 이상적인 이념을 내세우며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소인小人으로 몰

린 훈구파들은 위기에 빠졌고, 백성들은 환영했다. 

중종반정 공신 중 많은 이들을 공신에서 삭제해서 그들의 작위와 전답田畓, 노비 

등을 모두 환수하는 위훈삭제僞勳削除사건이 일어났다. 훈구파는 반발했고 중종은 왕

권의 권위 하락을 우려했다. 마침내 1519년에 중종과 훈구파에 의해 조광조와 신

진사류가 숙청되는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났다. 고양8현 중 기준, 김정국이 여기에 

관련된다.

조광조, 기준, 김정 등이 귀양 후 사형되고, 김정국은 파직 당했다.

사재思齋 김정국金正國(1485~1541)은 사림파를 옹호한다는 사유로 파직 당한 후 

20년 간 고양에서 은거하며 학문에 몰두했다. 김종직, 김굉필의 학맥에 닿아있

는 김정국은 조광조 등의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실질적인 구제舊制개혁에 관심을 

정지운 묘(중산동)

정지운 <천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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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였다.

그는 중종에게 올린 재변災變에 대한 상소문에서 군신의 소통이 막혀있다

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것이 어찌 임금은 성심으로써 대신을 대우하고, 대신은 몸을 바치어 군상君上

에게 보답하는 도리라고 하겠습니까? 이로써 위와 아랫사람의 사이가 막히고 

끊어져서, 여러 신하들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심정이 되어 모두 임금의 뜻에 

어긋나고 거슬리는 일을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습관이 쌓여 풍속을 이루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볼 뿐, 화란禍亂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잠재潛在해 

있는 것을 모르니 어찌 한심하지 않습니까? 

- 『중종실록』 중종 10년 5월 11일 (1515)  

중종실록의 다른 기록을 통해서도 김정국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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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은 논한다. 박수문 등이 준열한 말로 몹시 간諫하여 듣는 사람을 놀라게 한 

것은 다 김정국에게서 나온 것이다. 김정국은 김안국의 아우인데, 강개慷慨하여 

감히 시사時事를 말하는 것이 김안국보다 뒤지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김가 형제

라 일컬었다.                                 - 『중종실록』 중종 12년 10월 20일 (1517)  

사재思齋의 학문과 실천궁행實踐躬行은 고양8현 중 한 명인 제자 정지운에게 

계승되어 사림파의 학문적 근원을 이룬다.

“옛날 지사志士들은 몸이 곤고함을 근심하지 않고 도가 성취되지 못할까 근

심하였고, 목숨이 소중함을 염려하지 않고 혹 죽음이 가벼울까 염려하였다.”

민순 묘와 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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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재服齋 기준奇遵(1492∼1521)이 남긴 말이다. 그는 조광조와 함께 공부한 

인연이 있었고, 그와 함께 제반 개혁을 추진하다가 결국 사형을 당했다. 

기준과 중종이 경연經筵에서 나눈 대화다.

“인자한 정사는 정전보다 나은 것이 없어, 백성이 모두 유여해지게 하려면 정

전을 시행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진실로 지극히 좋은 것이나, 우리나라는 땅이 판판하지도 넓지도 못하

여 시행하지 못할 듯하다.” 하매, 준이 아뢰기를,

“정전은 하기 어렵지만 균전均田은 쉽사리 할 수 있습니다. 전토田土가 균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은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어, 이리저리 떠도는 것이 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중종실록』 중종 14년 7월 2일 (1519)  

정전제는 토지를 ‘정井’자로 9등분해 8호의 농가가 한 구역씩 경작하고, 가

운데 있는 한 구역을 공동 경작해 그 수확물을 국가에 조세로 바치는 토지제

도를 말한다. 균전은 토지를 국유화해 농토를 백성에게 고루 나누어 주는 제

도다. 부익부 빈익빈이 가장 큰 사회 현안인 오늘 날, 복재의 혜안을 곱씹지 

않을 수 없다.

험한 일을 겪었어도 꺾인 적이 없었다

퇴계 이황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추만秋巒 정지운鄭之雲(1509~1561)은 김정

국의 문인이다. 고양8현은 이런 맥락으로 이어진다. 그의 삶은 ‘명종실록’에 

잘 기록되어 있다.

일찍이 김정국에게 나아가 배웠는데 그가 졸하자 3년간 심상心喪을 입었다. 집

이 매우 가난하여 처첩이 길쌈하여 먹고 살았는데 가끔 양식이 떨어져도 태연

히 여기고 근심을 하지 않았다. 그 행동은 진실하였고 분수를 지켰으며 피아

의 한계를 초월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보기에 절제가 없는 듯하였다. 그러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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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은 타고난 천성이었으며 

세상의 험한 일을 많이 겪었어도 조금도 꺾인 적이 없었

다. 젊어서부터 성리학에 전심하여 《천명도설天命圖說》을 

저술하고 깊은 이치를 연구하였는데 뒤에 이황을 만나 

서로 논증하며 바로잡았다. 그 내용은 모두 성현에 근

본하였고, 표절하거나 이것저것 모아 놓는 논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를 보면 개발되는 바가 많

았다. 나이 53세로 졸하니 식자들이 애통해 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명종실록』 명종16년 3월 9일(1561) 

퇴계 이황은 추만을 애도하는 제문에서 이렇

게 말했다.

“그대는 일찍이 바다를 헤아려 보려고 했다. 

나는 울타리를 엿보려고 했는데, 그 울타리를 

엿보는 것도 그대의 도움으로 시작하게 되었

다”

추만의 학문은 이후 조선유학사에 유명한 이

황과 기대승의 사단칠정四端七情논쟁의 씨앗이 

된다. 

홍이상이 창건한 

고봉산의 만경사. 

6·25때 불 타 새로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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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촌杏村 민순閔純(1519~1591년)은 한국 기철학氣哲學의 선구자 화담 서경덕

의 문인이다. 또한 행촌은 고양8현 홍이상과 이신의의 스승이다.

세상 풍습이 좋지 못한 쪽으로 흘러 조금만 몸을 바르게 가지는 사람이 있으

면 모든 사람이 이상히 여기고 헐뜯어 용납될 수 없게 하니, 이것이 바로 민순

이 떠나간 이유입니다.                         - 『선조실록』 선조8년 6월 8일(1575)  

 

민순이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율곡 이이가 왕에게 올린 말이

다. 조용히 벼슬을 버리고 떠난 민순은 학문에 전념했다. 실록을 보면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한가하게 있으면서 후학들을 지도하니 학도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일
홍이상의 묘에서 마을을 

내려다 본 모습(성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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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이 사도師道로 자처하지 않고 단지 문답만 할 뿐이었다. 이때 사론士論이 갈라지

고 서로 모함만 일삼아 명유名儒·명사命士나 어진 재상일지라도 그들의 지목과 

비방을 받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민순만은 조용히 자신을 지켰으므로 소

인일지라도 감히 비방하지 못했으니, 이는 일찍부터 기미를 분변하여 처신했기 

때문이었다.                                    - 『선조수정실록』 선조7년 7월 1일 (1574)

행촌杏村은 집에 거함家居, 술對酒, 벗親友, 책文蹟 이 네 가지 낙樂을 즐겼다. 그가 

남긴 시다.

시를 읊조리며 탐욕을 바라지 않고

술 마시며 나이를 먹네.

시 백편에 그득 넘치는 흥취

석잔 술에 자연과 합치되네.
『행촌문집』

최근에 새로 세운

이신의 신도비(좌)와 

옛 신도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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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하고 온아하여 논의가 편벽되지 않았다

모당慕堂 홍이상(洪履祥(1549~1615)은 어려서 행촌 민순에게 배웠고, 

1579년(선조 12) 문과에 장원 급제했다. 모당의 가세는 빈한했다. 그가 

관직 생활을 할 때 남긴 글에도 궁핍한 생활이 그려져 있다.

오직 어미가 밤낮으로 고되게 일하고 손발이 닳도록 일

하여 피로가 쌓여 다치게 되었고, 어린 아이는 질병으로 

겨우 마른 형상을 부지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모당은 스승인 화담과 행촌을 깊이 흠모하며 그 가르침을 따르면서 율

곡 이이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그는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입장으로 붕

당간의 대립에서 발생하는 폐해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모당은 

일찍이 붕당의 폐해를 심각하게 우려했다.

국가가 불행히도 사론이 둘로 나뉘어 뿌리가 없고 이치 없는 말은 붕당에

서 싹트니, 수십 년 이래로 고질이 되어 분열이 심하고 상호 기울어져 모이

고 있다.                                                                       - 『모당문집』

전 유수 홍이상이 죽었다. 젊어서 민순에게 학문을 배워 유학으로 저명하

였다. 선조 때에 오랫동안 경악經幄에 있었는데, 선조가 강관講官 가운데 제

일이라고 일컬었다. (중략)사람됨이 단정하고 온아溫雅하여 논의가 편벽되지 

않았는데, 혹 조정의 큰 의논을 만나면 정도를 견지하여 흔들리지 않았다. 

- 『광해군일기』 광해군 7년 9월 19일(1615) 

단정하고 온아한 사람됨과 편벽되지 않은 성향 때문에 왕은 경서經書를 

강의하는 관리 중에 홍이상을 제일로 꼽았다.

석탄石灘 이신의李愼儀 (1551년~1627년)는 민순의 문인이며, 1592년 조

일전쟁(임진왜란) 때 향군 300명을 거느리고 일본군과 싸웠다. 그의 애

민정신은 남달랐다. 수령을 탐문하고 돌아온 관리가 왕에게 이렇게 보고

를 했다.

1549(명종 4)∼1615(광해군 7). 조선 

중기의 문신. ≪명가필보≫ 중 홍이상의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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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천 군수 이신의는 정치를 너그럽고 온화하게 하므로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이 

없습니다.                                           - 『선조실록』 선조 38년 4월 16일(1605)    

백성들은 석탄石灘을 원망하기는커녕 그를 마음깊이 따르며 존경했다.

또 해주 목사 이신의는 자상하고 화락하며 일을 잘 처리하니, 법을 잘 지키던 옛

날의 훌륭했던 관리가 곤핍하고 꾸밈이 없었던 것과 같은 실상을 갖추고 있습니

다. 얼마 전 질병으로 인해 결단을 내려 사직하고 떠나면서 아권衙眷을 먼저 자기 

집으로 떠나보내려 하였을 때에 온 고을 백성이 길을 가득 매운 채 돌아갈 길을 

터주지 않아 가지 못하게 하였으니, 수레를 잡아당기고 길바닥에 누워 수령을 떠

나지 못하게 했던 아름다운 전례도 이보다 더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 『광해군일기』광해군 2년 12월26일(1610)  

 

이신의가 괴산군수를 마치고 고을을 떠날 때, 백성들이 수레를 막고 길바닥

에 누워 그를 붙잡았다는 기록이다.

석탄 이신의 초상화

이신의 ‘사우가’ 

시비 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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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의는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죽이고 모후인 인목대비를 폐한 것을 비판하다 

유배를 당했다. 광해군의 인목대비 폐모는 지나친 것이었다. 성리학은 효에서 출

발하기 때문에 폐모는 치명적인 패륜이 될 수밖에 없었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

어났다. 명明과 새롭게 떠오르는 세력인 여진족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구가하고 왕

권을 강화하려던 광해군이 축출된 사건이다. 권력을 쟁취한 인조와 서인세력은 친

명정책을 추진했고, 결국 1627년 정묘호란과 1637년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임진

왜란 후 차츰 회복 기미를 보이던 국가 시스템과 경제가 악화되면서 백성들은 차츰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었다. 

나는 본래 남南도 아니요, 본래 서西도 아니요, 

또한 북北도 아닙니다.

편당偏黨에 대해 석탄이 남긴 말이다.

만회晩悔 이유겸李有謙 (1586~1663)도 광해군의 인목대비仁穆大妃 폐위를 비판해 유

배를 당했다. 1623년 인조반정 뒤 신령현감에 임명되었을 시절, 그가 모략을 받자 

백성들이 자진해서 포布를 상납해 죄를 풀고자 했다고 전한다. 만회는 곤궁한 가정

형편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지는 못했다. 

서인의 거두 우암 송시열은 이유겸의 비명碑銘에 다음과 같이 썼다.

서울로 돌아와서는 수업을 청할 데가 없어서 드

디어 이인吏人에게서 사서史書를 배웠는데, 늘 이

른 아침에 일어나서 늦은 밤에 자고 몹시 앓을 

때가 아니면 몸을 옆으로 기댄 적이 없었으니, 

참으로 순수하여 남에게 나타내어 보이는 것을 

일삼지는 않았으나 자신을 단속하는 법도가 매

우 엄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효제孝悌의 행실은 

친족에게 미쳤으며, 선행을 즐거워하고 의리를 

좋아하여 퇴폐한 세속에서 남달리 빼어났다.  

- 『국역 국조인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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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겸 묘비(왼쪽)와 

고양8현 제향 모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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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리오

공자의 도道를 제자인 증자는 충忠과 서恕로 요약했다.

서恕는 열린 태도이고, 충忠은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 곧 집중을 말한다. 

지금 순간에 초점을 맞춰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본래 충忠의 의미다.  

아침에 도를 들어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朝聞道 夕死可矣. 

알고 있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

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樂之者

이 같은 공자의 말들은 인仁에 도달하는 길을 설파한 것이다. 고양8현은 

이利가 아닌 의義에 집중해 자신의 도道를 구현했고, 가볍지 않은 죽음에서 깊

은 울림을 남겼다. 그들은 백성을 사랑했고, 백성은 그들을 존경했다. 그리

고 역사는 그 모두를 기억한다. 고양8현이 죽어서도 살아있는 이유다.

마음을 고요하게 가지면 

밝은 예지가 어지러워지지 않고

거동을 단정하게 취하면 사악邪惡이 끼어들지 못 한다.

사악이 끼어들지 않으면

마음을 충실하게 가질 수 있고

밝은 예지가 어지러워지지 않으면

거동을 조명할 수 있다.

마음을 충실하게 갖고 거동을 조명하니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리오. 
『복재집』 

마음의 중심을 잃고 염려와 불안에 시달리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고 현인賢人들이 나지막이 말을 건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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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주 치 마 의  전 설 과  한 강 의  절 경 을  품 은  곳            
행 주 산 성



임준수  

한국편집기자협회 회장, 조선일보 편집부

장을 거쳤다. 성균관대학 겸임교수, 서강

대 신문방송대학원, 건국대 언론홍보대학

원, 고려대학, 대진대학에서 신문편집론

과 신문문장론 강의했다. 「신문은 편집이

다」, 「신문을 아름답게」, 「세상에서 가장 아

름다운 수목원」 등의 책을 썼고 「좋은신문 

멋진편집」, 「한국신문 100년사」  「한길을 

가야 인생이 보인다」 등을 함께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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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 정신이 
살아있는 
행주산성 한강을 바라보는 덕양산 중턱에 축조된 행주산성은 고양의 대표적 유적

지 가운데 하나다. 성을 쌓은 연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삼국

시대부터 산성을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행주 일대는 삼국시대 초기 백

제의 땅이었으며 서해로 흐르는 한강을 따라 물자와 사람이 이동하던 교

통의 요지였다.

행주산성은 선조26년인 1593년 권율 장군이 병사 3000명으로 적군 3만 

명을 물리친 행주대첩으로 유명하다. 이 싸움에서는 우리나라 전쟁 역사

상 처음으로 ‘재주머니 던지기’라는 전법이 쓰였다고 한다. 아낙네들은 긴 

치마를 짧게 잘라 덧치마를 만들어 입고 치마폭에 돌을 주어 담아 싸움에 

동참했다. 행주치마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관군과 의병, 

승병, 일반 양민이 하나가 되어 내 고향을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왜적

을 몰아낸 위대한 승리의 현장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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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 정신이 살아있는 행주산성

한강의 강변도로를 끼고 돌아 고양시의 서남쪽 끝자락에 가면 고양시민들

이 사시사철 즐겨 찾는 명소가 한 곳 있다. 1월 1일 새벽이면 새해의 해맞이

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몰리고, 봄철이 되면 행주대첩제와 행주문화제를 보

려는 인파로 붐비고, 한여름 밤에는 시원한 강바람과 한강에 드리운 강변의 

야경을 즐기는 소풍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가을이 되면 둘레길을 따

라 낙엽의 정취를 즐기는 산책객이 줄을 잇는가 하면, 한겨울의 은백색 눈빛

이 고울수록 참배객이 늘어나는 곳. 이곳은 바로 임진왜란 3대첩에 들어가

는 행주대첩의 본고장인 행주산성이다. 

엄밀히 말하면 행주산성은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에 있는 덕양산의 8부 
1 행주대첩을 기리는 대첩비

2 권율 장군 동상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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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율 장군 사당인 충장사.

4 대첩기념관

능선에 축조된 1㎞ 길이의 토성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행주산성이란 이 토성을 포함하여 주변 10만평(347,670㎡)에 조성된 행주

대첩 사적지를 뜻한다. 행정구역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산 26에 

들어가는 이곳에는 1970년 성역화 작업 이래 10년 동안 권율장군 동상, 행

주대첩비, 충장사, 유물기념관 등 각종 기념 시설물이 들어섰다. 이제는 선

조의 호국 충절을 되새기는 교육장으로 뿐만 아니라 탐방로 주변의 숲이 울

창하게 자라 경관 좋은 시민공원 역할도 하고 있다.    

행주산성은 백성·군인·관원·승려 등 국민 전 계층이 혼연일체가 되어 

외적을 물리친 전승지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곳이다. 정부군과 시민군이 

마음을 합쳐 국난을 극복한 것도 흔한 경우가 아니지만 부녀까지 자발적으

로 참여하여 막강한 적군을 패퇴시킨 것은 세계 전쟁사에 남을 만 했다. 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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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역사적인 의미 때문에 왜란 이후 400년간 고양 땅을 터전으로 살아온 사

람들은 행주산성을 ‘고양 정신’의 뿌리로 생각하고 남다른 애정을 보여 왔다. 

특히 고양 지역에는 군 부대가 많다 보니 행주싸움 때 보인 민·관·군의 긴

밀한 협력은 이제 100만 고양 시민들이 지켜야 할 시민정신으로 그 의미가 더

해지게 되었다. 

행주대첩의 신화가 탄생된 곳

행주산성을 말할 때는 소수 병력으로 막강한 왜군을 대파한 행주대첩 이야

기를 빼 놓을 수 없다. 잠시 42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1592년 임진왜란을 맞아 조선은 도읍지(한양)가 함락되고 임금(선조)은 평

안도 의주로 피란을 가는 등 전국이 쑥밭으로 변해 있었다. 전란이 막바지에 

이른 이듬해(선조25년) 정월, 오산 독산성禿山城에서 왜적을 물리친 전라도 순

찰사 권율權慄(1537∼1599)은 곧장 한양 수복작전에 들어갔다. 조방장 조경趙儆

과 승장 처영處英을 부장으로 삼아 2,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한강을 건너 행

주 덕양산에 진을 친 것이 행주대첩의 전초였다.

권율 장군의 휘하에 있는 병력은 조경의 관군과 처영의 승군에 의병을 합쳐

봐야 3천명도 안돼 한양에 집결한 3만 여명의 왜군을 대적하기에는 너무 열세

였다. 소수의 농부도 참전을 원했지만 기대할 만한 전력이 못되었다. 내심 기

대한 것은 행주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명나라 군사의 지원을 받는 것이었으나 

이들은 이미 벽제관 전투에서 왜군에 패한 뒤 개성으로 군사를 물린 뒤였다. 

총사령관 이여송李如松에게 원군을 청해봐야 꿈적도 안하니 행주의 조선군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고립무원의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권율 장군

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단독으로 정면 돌파하는 작전계획을 짰다. 

당시 한양에 있던 3만 여 왜군은 평안도까지 진출했다가 철군 명령을 받고 

각지에서 내려온 혼성부대였다. 조선 침략을 주도한 토요토미 히데요시風神秀吉

는 평양전투에서 조-명 연합군에 패배했다는 보고를 받고 조선에 있는 왜군

의 총수 우키다 데이에宇喜多秀家에게 일단 철군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우키

다는 주요 병력을 한양에 집결시킨 다음, 안전한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 행주

에 웅거하고 있는 권율 휘하의 조선군을 치기로 결심했다. 당시 그의 속셈은 3

해마다 열리는 

행주문화제에 시민들의 

참여열기가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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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대군을 동원하여 권율의 소수 병력을 일거에 휩쓸고 부산까지 남하한다

는 계획이었다. 

우키다의 지휘를 받는 부장들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이시다 미쓰나리 

石田三成, 구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 등 모두 용맹을 떨치는 왜장들이었다. 이들은 

3만 대군이 출동하면 조선군은 지레 겁을 먹고 도주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반나절 안에 행주산성을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이들에게는 행주 공

격이 오산 독산성에서 권율 장군에 당한 패배를 설욕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

하고 새벽부터 총공격에 나섰다.

한편 휘하 병력의 열 배에 가까운 적군을 맞은 권율 장군은 배수진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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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항전하기로 하고 만반의 임전태세를 갖추었다. 그는 한강을 낀 행주의 지

세가 방어전에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남쪽과 동남쪽 강변의 

가파른 절벽은 적군이 쉽게 올라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만큼 병력을 아껴 다

른 진지로 돌릴 수 있었다. 

신기전 화포 등 신병기도 그가 믿는 든든한 전력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힘이 된 것은 자신의 전쟁수행 능력을 믿고 동요하지 않는 장졸들의 기개

였다. 전투 경험이 많은 승군도 관군과 호흡을 함께 했다. 이들에 못지않게 

항전태세를 갖춘 또 다른 우군은 바로 백성들이었다. 그들은 왜군에 점령당

하여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는 편이 더 좋다는 생각으로 석전에 

쓸 돌을 모으는 등 전투 준비에 바빴다.

왜군의 공격은 2월 12일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었다. 3만여 병력을 7개 부

대로 나누어 차례로 공격해 왔으나 고니시와 구로다가 지휘하는 제1∼3대부

터 성책 공략에 실패했다. 격노한 총대장 우키다는 제4대를 이끌고 직접 공

격에 나서 제2성채까지 진격했으나 부상까지 당하며 패퇴하고 말았다. 제5

대와 6대도 승군의 분전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물러나야 했다. 전투가 막
행주산성에서 벌여졌던

치열한 그날의 전투장면

대첩기념관 안에 

전시되어 있는

행주대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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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에 이르자 백병전과 투석전으로 바뀌었다. 이 전투에서 가장 많이 활약한 우군

은 민간 출신인 승병과 의병들이었다. 제대로 무장을 못한 이들은 낫과 곡괭이로 

맞섰고 급하면 돌멩이를 집어던졌다.

이날 석전에서 후방지원을 한 우군은 놀랍게도 부녀자들이었다. 이들은 치마폭

에 돌멩이를 날라 남성들이 석전을 벌이도록 도왔다. 이른바 ‘행주치마’ 전설을 만

든 주인공들이다. 돌멩이가 든 무거운 치마를 움켜잡고 행주산성을 수없이 오르내

린 이들 낭자군은 400여년 뒤 고양시 아람누리 극장에서 공연된 오페라 ‘행주치마 

전사’들의 주인공이 되었다. 육탄전이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에 연약한 부녀들이 합

세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세계의 전쟁 사상 유례가 드문 일이었다.

이날 전투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12시간 동안 치열한 접전의 연속이었다. 왜군은 

아홉 차례 공격을 했으나 민·관·승군의 강력한 저항을 끝내 돌파하지 못했다. 날

1 2

3

1 덕양산 정상에 

우뚝 솟은 행주대첩비가 

하늘을 찌를 기세다.

2 흰 눈에 덮힌 대첩비각.

3 행주대첩제에서 

재현한 조선시대의 

무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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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둑해지자 늦겨울 밤의 야전을 우려한 적장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싸움

을 독려했으나 사상자만 늘어날 뿐이었다. 결국 왜군은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채 퇴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행주대첩이라는 권율장군의 위업이 달성

되는 순간이었다. 

왜군은 후퇴하면서 전사자들의 시체를 네 곳에 모아 놓고 불을 질렀다. 일

부 기록에 따르면 이날 우키다가 철군을 명령한 배경은 조선 지원군의 후방 

차단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한다. 즉, 충청도 수군절도사 정걸이 두 척의 배

에 화살을 가득 싣고 한강을 거슬러 온 것이 왜군에게 위협적인 지원군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왜군을 패퇴시킨 원동력이 권율 장군의 탁월한 지

략과 지휘력, 그리고 군·관·민의 합동작전으로 전개된 강력한 저항이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조선시대의 비밀병기, 

신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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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 요새에 의병·관군·승군 연합작전

행주산성은 군사지리학 관점에서 볼 때 ‘천혜의 요새’ 조건을 고루 갖춘 군

사요충이었다. 여기에 권율 같은 지략있는 장수가 지휘를 맡고, 부녀까지 합

세한 백성들이 결사 항전으로 도왔으니 행주전투는 승리가 예정돼 있었다. 

대첩 기념관의 안내판에 적힌 행주대첩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1.권율과 휘하 장수들의 완벽한 전략과 전술

2.민·관·군·승려·부녀의 혼연일체된 필사 전투

3.과학적으로 설계된 최신 무기 동원

4.강과 절병 등 배수진이 형성된 자연·지리적 조건   

권율 휘하의 연합전선은 군사적 승리뿐 만 아니라 왜군으로부터 무기 720

점을 노획하는 전과도 올렸다. 무기로 말하면 변이중이 새롭게 개량한 화차

를 빼 놓을 수 없다. 요즘 무기로 치면 다연발 로케트포로 볼 수 있는 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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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는 행주전투에서 가장 큰 위력을 보인 조선군의 무기로 기록되고 있다. 권

율 장군의 지시로 만든 돌을 날려 보내는 수차 석포도 왜군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 적군 얼굴에 재를 뿌리는 원시적인 ‘재 주머니 던지기’도 행주전투에

서 처음 등장한 새 전법이었다.   

행주대첩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역시 부녀와 승려를 포함한 많은 

민간인이 관군을 도와 승리를 이끌었다는 사실이다. 이 전투에 참여한 민간

인들은 흔히 말하는 민병도 아니고 요즘 국제 뉴스에 가끔 등장하는 시민군

이나 저항군도 아니다. 오직 외침으로부터 향토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민초들이었다. 임진왜란 당시에도 관군과 의병이 연합전선을 편 경우

가 적지 않지만 부녀들이 가세한 경우는 행주싸움이 유일하다. 토박이 고양

시민들이 행주대첩을 ‘민-관 협동’의 상징적 역사물로 내세우고 싶어하는 이
승전을 축하하는 

거리 퍼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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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바로 권율부대의 이 같은 혼성 편제 때문이다.  

행주대첩의 또 다른 배경은 군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덕양산 주변 지세가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점이다. 즉, 방어전에 필요한 요새의 여건을 두루 갖추

고 있다는 것이다. 평지로 된 덕양산의 북서쪽을 제외한 남쪽과 

동남쪽은 적군이 쉽게 오를 수 없는 강변 절벽이 많아 방어전에 

유리했다. 이곳 지세를 멀리서 보면 남쪽으로 한강이 흐르고 

동남쪽으로는 창릉천이 옛 성채의 해자처럼 산성을 에워싸

고 돌아 방어전에 유리한 천연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덕양산의 서북쪽에 자리잡은 기존의 토성도 왜군의 진

입을 저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산의 정상을 중심

으로 능선을 따라 쌓은 이 성은 돌로 축조된 일

반 성곽과 달리 흙을 사용했다. 경사진 언덕

처럼 생겨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적군이 

쉽게 넘어 올 수 있는 평탄한 성곽은 아

니었다. 권율의 부장 조경은 이곳에 미

리 목책을 세워 방어력을 강화했다는 기

은행잎이 노랗게 물든 

가을, 행주산성은 또다른 

낭만의 공간이 된다.

행주서원에서 해마다 

춘·추향제를 봉행한다.

권율 장군의

초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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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문화제는 이제 

경기북부의 대표적 

축제로 자리 잡았다.

록이 있다. 행주 전투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토성은 왜군들이 끝내 

넘지 못한 마지노선이었다. 후대의 학술조사에서 삼국시대의 기와 및 토기 

파편이 출토된 이 산성은 최근 서울대학교 박물관의 조사 결과, 통일신라시

대 때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강을 건너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잡은 행주지역은 삼국시대부

터 이곳을 차지하려는 쟁탈전이 끊이지 않았다. 원래는 백제 땅이었으나 영

토 확장을 노리는 고구려와 신라가 가만히 놔 둘 곳이 아니었다. 16세기 조

선 왕조에 들어와서는 나라를 침탈한 왜군의 표적이 되어 한바탕 전란에 휩

싸였으나 민관승군의 연합전선으로 방어에 성공했다. 그 후 오랜 기간 서해

안과 연결된 수로의 거점으로 남북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다가 한국전쟁

을 맞아 또 한 차례 전쟁터로 변했다. 1950년 9월, 공산치하의 서울을 수복

하려는 유엔군이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인 곳은 바로 행주 벌이었다. 

행주산성 유적지에는 1602년 권율 장군의 부하 장수들이 장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세웠다는 대첩비(경기도 유형문화재 74호·초건비)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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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산성은 

역사교육의 

산실이며 

휴식공간이다.

오래된 유물로 남아 있다. 비석 높이는 178cm에 불과하지만 ‘원수권공행주

대첩비’이라는 비명과 함께 공적사항 등 잡다한 내용이 앞뒤로 잔뜩 새겨져 

있다. 비문은 명필 한석봉이 쓴 글씨라는데, 오랜 풍상에 마모가 심해 그 형

체를 알아보기 어렵다. 관리 당국은 ‘대첩비각’을 따로 지어 그 안에 대첩비

를 보관하고 있다. 대첩비는 초건비 말고 1845년(헌종 11년)에 재제작한 중

건비 외 1970년에 대형으로 세운 재건비 등 두 개가 더 있다. 이들 중 중건

비는 행주산성 내 충장사의 마당에 있다가 행주서원으로 옮겨졌다. 

행주대첩 후 2세기가 지난 1842년, 헌종은 권율 도원수의 사당을 지으라

는 왕명을 내려 대첩지의 한강변에 기공사紀功祠가 세워졌다. 이 권율 사당은 

그 후 행주서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후학들의 학습장으로 활용되다가 1950

년 한국전쟁 와중에 소실됐다.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도 무사했던 행주서

원은 소실 40년 만에 1990년대 중반에 재건되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산성 일대를 사적 제56호로 지정하고 주변을 정비했다. 이 때 재건

국민운동 경기도지부가 대첩비를 새로 세웠는데, 7년 뒤 대대적으로 정화작

업 벌이면서 이 비석은 현재의 대형 조형물로 바뀌었다. 1970년 정화작업 

때 정부는 권율장군 위패를 모신 충장사를 따로 짓고 3문과 정자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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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80년 무기고와 군량 창고가 있었던 곳에 유물 전시관을 지은 데 이

어 1986년에는 권율 도원수 동상을 건립했다. 행주산성 사적지는 이렇듯 장구

한 세월을 통해 호국의 성지로 가꾸어졌다. 

고양시는 1992년 시 승격 이래 권율 장군을 향토의 호국 영웅으로 받들어 

그의 전승지인 행주산성을 가꾸고 선양하는 일에 각별한 정성을 쏟고 있다. 

해마다 요란한 행주문화제를 주관하고 3월 14일 충장사에서 열리는 행주대첩

제 제례에서는 고양시장이 어김없이 초헌관으로 나섰다. 시민들도 적극 동참

하여 1월 1일 새벽 덕양산 정상에서 열리는 새해 해맞이 행사에는 3만 여명이 

몰린다. 고양시 시 당국과 고양시 식자층은 행주대첩이 민-관 합동 작전의 승

리라는 점을 부각시켜 시민들의 참여의식과 협동정신을 북돋고 있다. 

행주산성 입구의 

옛 모습. 한복 입은 

여인들과 교련복 차림의 

남학생이 보인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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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호국의 역사 교육장으로 

그렇다면 전 국민에게 호국정신을 배양하는 역사 교육장으로 떠오른 ‘사

적 제56호’ 행주산성은 어떻게 꾸며졌는가. 그 일주 코스를 통해 이곳의 면

면을 알아본다.   

1970년에 지은 대첩문에 들어서면 큰 칼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서있는 충

장공 권율 도원수의 동상을 만나게 된다. 동상 뒤에는 행주대첩 당시 관군, 

승병, 의병, 여성들의 항전 모습을 묘사한 부조가 병풍처럼 서 있다. 북과 징

을 울리는 독전과 총과 활을 쏘거나 백병전을 벌이는 장면은 당시의 처절한 

전투를 실감 있게 보여준다. 다른 한 벽면에는 돌을 치마에 담아 나르는 부

녀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병참 지원에 나선 행주치마 낭자군들이다. 동상 

광장을 비껴 쉼터를 지나면 중앙 통행로와 산성에 오르내리는 둘레길 등 두 

갈래로 열린다. 

행주산성 입장객들이 많이 찾는 곳은 한강변의 경관이 한 눈에 들어오는 

고양 행주문화제를 찾은 

시민들이 진강정 앞 

체험코너에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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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산 정상에 세워진 행주대첩비 주변에 집중돼 있지만, 입구에서 가까운 충장사

를 먼저 들르는 것이 권율 도원수에 대한 예의다. 홍살문을 통과하여 3문을 지나면 

정면 3칸, 측면 3칸의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진 충장사를 만나게 된다. 사당의 현판 

글씨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이고, 그 안에 모셔진 권율 장군의 초상은 장우성 화

백의 작품이다. 충장사는 고양시가 주관하는 행주대첩제의 제례 행사가 열리는 곳

이기도 하다. 제례에서는 권율 도원수를 받드는 강신례, 헌폐, 음복례, 망요례 등이 

차례로 치러진다. 

충장사 옆에는 1845년 원래의 대첩비를 다시 만든 중건비가 있었으나 행주서원

이 중수되면서 서원의 원래 자리로 옮겨졌다. 충장사 마당을 벗어나 조금 더 올라

가면 대첩기념관에서 행주전투 당시 쓰였던 각종 무기와 용구 등 다양한 전시물을 

볼 수 있다. 전시관에서는 우리 군사들이 사용하였던 화차, 신기전, 총통기 등 무기

류가 시선을 끈다. 이들 무기 중에는 화약을 장착한 화살 100발이 동시에 발사되는 

화포가 관람객의 관심을 모은다. 200m를 날아가 일시에 폭발하는 성능을 자랑한

다는데, 왜군들이 보면 얼마나 기겁을 했을까 상상이 된다. 왜군의 조총소리를 압

도하는 권율군의 화포가 터트리는 요란한 굉음이 들리는 듯하다.   

전시관에는 이 밖에 대첩기록화, 대첩비문 탁본, 권율 장군의 친필, 행주산성(토

성) 출토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들 중 행주산성 전투 장면을 묘사한 기록화는 

당시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실감있게 보여준다. 권율 장군 뒷면에 부조로 새겨

진 전투장면보다 훨씬 사실적이다. 

산책로를 따라 덕양산 정상을 향해 걷다 보면 두 개의 전망 좋은 정자를 만나게 

된다. 한강과 그 주변 경관이 한눈에 들어오는 덕양정과 진강정이다. 덕양정에 서 

있으면 방화대교가 코앞이다. 한강 경관이 가장 아름답게 잡히는 진강정은 야간 개

방을 하는 여름에 인기가 높다. 이곳에서 보이는 한강변의 야경이 장관이기 때문이

다. 두 정자를 지나 토성 쪽으로 발길을 돌리면 대첩 비각과 함께 충의정이 보인다. 

충의정은 영상교육관으로 호국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장 구실을 한다. 

이제는 덕양산 정상에 자리잡은 제3의 행주대첩비를 볼 차례다. 원래 대첩비는 

1602년에 권율 장군의 부하들이 세운 초건비와 1845년(헌종 11년)에 재제작한 중

건비 등 두 개가 있었으나 1963년 경기도민과 각계 유지들이 성금을 모아 대첩비

를 따로 세웠다, 그 후 정부는 행주산성 정화작업을 추진하면서 이 비석을 바꾸기

로 하고 1970년 덕양산 정상에 현대적인 조형미를 가미한 대형 대첩비를 세웠다. 

이 기념비의 전면 글씨도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이다. 후면의 작은 글씨는 한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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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음이 우거진 

행주산성. 덕양정과 

푸르른 한강의 조화.

2 행주산성 입구인 

대첩문과 눈쌓인 담장.

3 눈 덮힌 대첩비각과 

덕양정. 그 아래로 

한강이 내려다 보인다.

4 행주나루의 옛 모습.

1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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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월 1일이면 해맞이를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행주산성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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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 서희환이 썼다. 두개의 대첩비가 있는 덕양산은 해발 125m에 불과하지만 고

양시민들의 새해 해맞이 명소로 인기가 높다. 매년 열리는 행주 문화제의 주 무대

도 이곳이다.

행주대첩비가 세워진 덕양산 정상에 오르면 사방의 시야가 확 트인다. 동남쪽으

로 한강이 구비 구비 흐르고 강변북로와 자유로가 이어지는 자동차 전용도로엔 차

량행렬이 줄을 잇는다. 서북쪽으로는 일산신도시의 아파트들이 숲을 이루고 있고 

날씨가 좋은 날은 동북쪽으로 북한산이, 서남쪽으로는 김포평야 너머로 인천시가

가 아스라이 눈에 들어온다. 대첩비를 보노라면 400년 전 이곳 지축을 흔들던 함

성이 들리는 듯하다. 왜란 당시  행주치마 전사들을 어떤 고함을 질렀을까 궁금해

진다. 

산꼭대기에 있는 대첩비를 보고나면 올라 온 코스를 바꾸어 동북쪽에 있는 토성

을 지나 내려오는 것이 정규 하산 코스다. 덕양산 7∼8부 능선에 축조된 토성은 내

성과 외성 등 2중 구조로 돼 있다. 규모가 작은 내성은 산 정상을 에워싼 모습이고 

외성은 북쪽으로 열려 있는 골짜기를 둘러싼 형상이다. 동북쪽과 서남쪽의 극히 일

부 성벽만 남아 있어 서쪽 방면의 내성은 확인되나 외성 성벽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가 어렵다. 안내판의 설명에 따르면 전체 둘레가 1,000m이며 그중 415m가 복원

된 상태다. 

토성의 흙길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길 양쪽에 조성된 숲의 정취가 그윽하다. 

1970년 정화작업 때 심은 나무들이 40여년을 흐르면서 울창한 숲이 된 것이다. 봄

에는 개나리와 벚꽃이 만발하고 가을이면 흙길이 낙엽 길로 변해 산책객들 마음을 

사로잡는다. 적당히 굽어있는 능선들에 눈이 덥혀있는 한겨울의 정취는 호국 선열

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더 짙게 한다. 행주산성을 한 바퀴 돌고 대첩문을 나서는 관

람객들은 하나같이 숙연한 기색이다. 

행주산성은 이제 군사적 요충의 소임을 다하고 각종 기념 시설로 호국의 역사를 

증언하는 국민 교육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충장공 권율이라는 걸출한 명장

을 낳고, 행주치마 전사들의 신화를 만든 이곳이 호국의 얼을 심고 민-관이 합심 

협동하는 고양시의 표상으로 새롭게 떠오른 것을 보면 행주산성은 분명히 명당이

라 하겠다. 21세기에 들어 대도시로 성장한 고양시의 100만 시민들은 행주산성이 

더 이상 전란에 휩쓸리지 않고  한국 전쟁사의 기념비적인 전승지로 영원히 남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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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 리  북 한 산  보 이 고 ,  

발  아 래  푸 르 른  물  흐 르 니  

시 심 이  절 로  일 어 나 누 나  

송 강 마 을 과
공 릉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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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기  

한학자. 동국대학교에서 고전시가를 전공하고 

청주대학교, 동국대학교, 영동대학교에서 학생

들을 가르쳤다. 「조선의 명풍수」, 「한시로 읽는 

우리문학사」, 「송강가사」, 「시로 읽는 사찰문화」 

등의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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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시비공원과 
송강의 詩

조선 중기의 대학자이며 정치가, 문장가였던 송강 정철이 고양땅에 살았

었다. <관동별곡> 등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가사와 <훈민가>를 비롯한 많은 

시조를 남겨 세계적인 시성의 반열에 올라있다. 특히 그의 가사작품은 한

문투를 벗어나 자유자재로 우리말과 글을 구사하여 한글을 가장 아름답

고 쉽게 널리 펼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에서 출생하였지만 삼십대 중후반 부친상, 모친상을 잇달아 치르며 

신원동에 부모의 묘를 모시고 6년간 시묘살이를 했다. 50세에 4년간 이곳

에서 칩거하며 공릉천에서 낚시도 하고 왕성한 작품을 남겼으며 58세를 

일기로 삶을 마친 후에도 이곳에 안장되었다가 72년 후 우암 송시열의 주

선으로 충북 진천으로 이장되었다. 

송강마을 주변으로 송강의 행적이 드러나는 송강낚시터, 송강보, 송강고

개가 있고, 송강의 삼년상을 지낸 기생 강아의 묘가 있다. 고양시 향토문

화보존회에서 1997년부터 송강시비와 송강문학관을 건립하고 송강문화제

를 열고 있다. 

송강이 낚시를 즐겼다는 공릉천은 파주의 삼릉(공릉, 순릉, 영릉)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송강마을에서 공릉천가를 따라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져 있

어 송강누리길을 걷는 흥취를 더해준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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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사진설명

사진설명사진설명

사진설명사진설명

사진설명사진설명

사진설명사진설명

공릉천, 이곳에서 정철은 

낚시를 즐기며 문학적 영감을 

얻었을 것이다.



 153

송강시비공원과 송강의 시

조선조 중기, 그러니 1536년(중종 31) 12월 6일(음력) 서울 장의동(현 종

로구 청운동)에서 부 돈령부 판관 정유침鄭惟沈과, 대사간 죽산竹山 안팽수安彭壽

의 따님 사이에서 4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난 송강松江 정철鄭澈은 서인西人의 영

수이기 전에, 한국 시가문학의 독보라 함이 정평이다. 

두루 알려진 생평生平이야 재론이 부질없거니와, 그의 시비공원이 세워져

야 할 당위성과, 굳이 원당 신원 2리 공릉천변에 세워져야할 까닭은 무엇인

가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비림의 의의와, 다소 엉

성하나마 그 역사를 짚고 갈 일이다.

워낙 비림碑林이란 ‘서각예술書刻藝術의 입체적 조형물이 숲처럼 서있다’는 말

이다. 그렇다면 비림의 가치는 무엇인가? 비림은 서각예술의 입체적 조상彫

像을 통해 인쇄물로는 감상할 수 없는 조형미를 구비한 경이로운 예술적 특

색과 매력을 지닌 예술품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역사의 변천

은 물론, 서체書體의 발달과정과 조각예술의 정체성, 나아가 그 작품 속에 내

재한 정신문화를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상 작품의 선정은 물론, 

적잖은 물력物力을 요한다. 따라서 비림은 민족 역사와 함께 국민 정신문화의 

귀감龜鑑으로서의 가치가 그 생명인 것이다. 

여기서 잠깐 비림의 역사적 자취와 그 현황을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동

양 정신문화의 산실이라 할 중국의 비림을 예로 들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중

국에는 서안비림을 위시해 한원비림, 황하비림, 논어비림 등이 있고, 최근

(2013)에 청주 해동연서회장이면서 충북예술원장을 지낸 운곡 김동연 회장

의 주도하에 중국서법문화박물관의 협찬으로 동북삼성(흑룡강성·요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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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에서 가장 거대하다는 비림을 상지시尙志市에 세웠다. 여기엔 우리나

라를 위시해 6개 민족의 고유어로 각국의 대표작 10점씩과 여류작품 10점을 

포함해 70여개의 비를 세운 바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서안비림은 본디 공자를 모신 사당이었으나, 사당이 

옮겨가자 중국 고대 문헌서적과 비석 및 조각·도안 등을 집대성하였다 하

며, 현재 비석 2,300여개 중 1,807개는 8개의 비정碑亭에, 나머지는 7개의 

진열실, 6개의 비랑碑廊에 정연히 진열되어, 인류의 역사적 자료로는 물론, 

서예·조각 등 각 분야의 연구가와 일반인의 관광 자료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어 내국인 상당수도 관람한 줄 안다. 

한편 우리나라에도 서예가 취원翠苑 허유지許游誌 선생이 충북 보은군 수항

면 동정리 구 동정초등학교 자리를 사재로 매입 개조해, 한국비림박물관韓

國碑林博物館을 세우고, 전래 서화 예술품들을 대리석에 복제해 세웠는가 하면, 

세계미술대전 행사를 개최하는 등 전통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공

로로 문화유산의 재현 및 보존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2003년 문화예술부문

의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1992년에 추진해 1998년 문

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주체로 SBS의 후원 하에 세계평화서예초

대전을 열어 출품작 중 52명의 작품으로 1차 비림을 추사 김정희의 고향 충

남 예산에 부지를 매입해 역대 제왕 및 전직 대통령과 독립유공자들의 서예

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약 3,000여 점을 수집 정리할 예정이라 하

니, 만시지탄 중 크게 고무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상에서 살핀바 비림은 서각, 특히 석물石物에 새겨진 서예 작품을 수집 

정리 보존하며, 역사와 함께 변천해온 서예 5체(篆·隸·楷·行·草)에 따른 

자학字學은 물론, 기문記文에 내재한 전통정서의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1 송강의 제자인 석주 

권필의 시가 새겨진 

시비.

2 공릉천변을 따라 

늘어선 메타세콰이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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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송강시비공원은 송강의 서예와는 무관한 한 작가의 ‘시, 혹은 문학

작품의 비’인 셈이다. 그러니 송강의 시문을 이 시대의 독지가가 친필로 쓰

거나, 혹은 서예가의 손을 빌려 쓰고, 자기 이름으로 새겨 세우는 것이다. 이

른바 한국의 문호라 할 송강의 작품 중 자신의 애호작을 신원동 송강마을 공

릉천변 송강시비공원에 석물로 세워 길이 추모하고 기리자는 것이다. 

물론 북유럽 일대를 중심으로 적잖은 나라들이 자국의 대표적 문호를 내

세워, 예컨대 독일 같으면 ‘괴테의 거리’, 러시아는 ‘푸시킨의 거리’ 등으로 명

명하고, 국제간 ‘문호의 거리 걷기’행사가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

년 송강 정철을 한국의 문호로, 그리고 관동별곡 800리 길을 ‘한국문호의 거

리’로 등록하고, 3년 차 간성의 청간정에서 포항의 망향정까지 차편으로나마 

시행해 왔다.

메타세콰이어 길에서 

바라본 공릉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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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송강의 문학세계를 바로 알고, 한국문학을 대표할 문호로서의 재

인식이 우선적 과제다. 

학계의 일반적 평가는 고산 윤선도와 쌍벽, 혹은 이가二家라 하고, 혹자는 

노계 박인로를 포함해 삼가三家 운운하지만, 고산은 시조만을 논할 때의 통칭

이고, 집구集句 일색인 노계까지 동렬로 논함은 어불성설이다. 

송강은 4대 가사문학과. 83수의 시조, 그리고 760여수의 한시가 현전하

니, 우선 문예 장르 상 대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문예미는 절등하다. 

예컨대 호흡에 맞고 귀에 익은 멋 겨운 장단가의 가락은 사뭇 취선의 풍기風

氣요, 정한情恨의 자수인 연군의 독백은 민족 정서를 접맥해 온 비장悲壯이다. 

따라서 그의 성가는 국문시가의 독보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그의 한시가 

장·단가에 비해 한 수 격이 낮다고도 하고, 비록 전수에 못 미친다 하나, 그 

송강시비공원에서 열린 

석주 권필 시비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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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가의 모태가 한시요, 그 시격詩格은 ‘준영고매寯永高邁’하여 ‘개천제가지우익開天諸家

之羽翼’<申欽松江原集序>이라 했다. 뿐만 아니라, ‘언언비동言言飛動하여 유의외지취有

意外之趣’<宋時烈松江神道碑銘>라고 기린 점 등은 주목을 요하는 바 있다. 더구나 그

의 한시가 굴원屈原과 두보杜甫의「사미인思美人」과 「일자불망군一字不忘君」을 법 받은 우

시연군憂時戀君의 정한情恨을 이었고, 도잠陶潛의 「귀거래사歸去來辭」를 효빈效顰했는가 하

면, 이백李白의 호방불기豪放不羈와 취선醉仙의 풍모를 되받았고, 수월水月을 더불은 소

식蘇軾의 풍류로 작시상의 환골換骨은 물론, 풍기風氣의 영향을 천착하지 않고는 송강 

문학을 논할 수 없다. 이를 매거할 수야 없지만 제가의 평으로 약간만 부연 약술하

면 우리 기행가사의 백미라 할 「관동별곡」만 해도 시상의 구성 및 물사物事의 서술은 

다분히 두보의 장편 오언고시 「북정北征」을 환골탈태換骨奪胎했으며, 이백의 「유태산遊

泰山」의 시상을, 특히 결사는 동파의 「적벽부」에서 그 의장을 취했다. 따라서 후인의 

비평도 야단스러워 홍만종은 ‘악보의 절조’ <순오지>라 했는가 하면, 김만중은「전·

후미인곡」과 함께 우리 나라의 참된 글海眞文章은 이 3편뿐이라 했으며, 안동安東 김상

헌金尙憲은 

임창순 선생이 쓴 송강 

정철 시비. 송강의 

약력과 대표작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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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청신한 송강의 관동별곡, 關東歌曲最淸新       

악공들 전해온 지 오십 여년. 樂府流傳五十年

그 문장 그 풍채 어디서 보랴 文采風流今寂寞

세상에 귀양 왔던 적선인 것을. 世間誰見謫仙人

라고 상찬해마지 아니했다.  

송강의 「전·후미인곡」은 우리 ‘동방의 이소乃東方之離騷라 했는가 하면, ‘영중

지백설郢中之白雪’이라고 극찬했다. 후대 미인곡과 관련한 동악東岳 이안눌李安訥

은 그의 「용산 강가에서」에서 굴원의 대표작인 「사미인思美人」에 직대直對해 

뉘신가, 미인곡 부르는 강가의 여인 江頭誰唱美人詞

외로운 배 두둥실 달마저 지는데. 正是孤舟月落時 

애달프다, 임 그리던 가없는 뜻 惆悵戀君無限意

온 세상 다 몰라도 너만은 아누나. 世間惟有女郞知。

라고 노래했다. 한편 『송강가사』에는 가사로 수록되었으나, 사설시조의 남상

으로 볼 「장진주사」 1수로 그의 시조문학의 수사미학과 호방한 스케일을 읽

기로 하자. 

송강의 시조가 

새겨진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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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蓋 먹새근여   잔蓋 먹새근여

곳 것거 산算노코 무진무진無盡無盡 먹새근여

이몸 죽은 후後면 지게 우히 거적덥허 주리혀 여가나

유소보장流蘇寶帳의 만인萬人이 우러 녜나

어옥새 속새 덥가나모 백양白楊 속에 가기 곳 가면

누론  흰  비 굴근눈 쇼쇼리 람 불제 뉘 잔蓋 먹쟈 고

물며 무덤 우  납이 람불 제야 뉘우 들 엇디리.

<송강가사·상>

공릉천 저 멀리 

북한산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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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북두北斗로 창해滄海를 잔질하자던 동토의 주선酒仙이다. 물론 홍만종의 

지적대로 이백에게서 의태意態를, 이하李賀에게서 결구를, 두보에게서 시사詩詞

를 집대성했다. 발단은 이백의 “두 사람이 꽃밭에서 대작하니, 마시고 또 마

시세兩人對酌山花開 一杯一杯復一杯”<李白集·卄三, 山中與幽人對酌>를 쓰되, 전체의 

시의詩意는

양고기 소고기 삶고 저며 환락을 다할 일  烹羊宰牛且爲樂   

모름지기 마셨다면 삼백 잔은 먹어야지. 會須一飮三百杯

                              ----- 중      략 -----   

음악과 성찬 귀할 것 없나니  鍾鼓饌玉不足貴

다만 길길이 취하고 깨지나 말고 지고. 但願長醉不願醒

                              ----- 중      략 -----   

천리명마 귀한 외투 五花馬千金裘   

아이 불러 술을 바꿔 呼兒將出換美酒 

그대 더불어 답쌓인 시름 삭혀나 봄세. 與爾同鎖萬古愁。 

<이백집·3, 將進酒>

를 위시해 취락의 많은 시의가 종합되었다. 특히 장송과 관련해서는 두시의,

아침에 부잣집 상여를 맛났는데 朝逢富家葬 

온통 앞뒤 치장이 으리으리하더라. 前後皆輝光

이 모두 명문거족임을 과시하렴이니 共指親戚大 

상복 입은 행렬 길기도 하구나. 緦馬百夫行

보내는 자 저 또한 갈 것이니 送者各有死

아무렴 강성함 부러울 게 없지. 不須羨其强

저 묶이어 가는 주검을 보라 君看束縛去

북망산 귓것이 되고나면 그만 아닌가. 亦得歸北罔。 

<두시언해·二, 緦麻行〉

라는 긴 사설이 송강 특유의 말결로 휘갑되었다. 그러니 ‘주리혀 여가나’, 

‘유소보장에 만인이 울어 예나’ 북망산 귓것이 되긴 일반이니, ‘모름지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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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 부러울 게 없고, 너나없이 죽어 북망산 갈 것이거늘不須羨其强, 亦得歸北罔’이

랬다. 그러니 “부하고 귀한 자나, 하나같이 죽어 북망산 가는 것은 마찬가지

富貴貧賤 同歸於盡”라는 무상에 이르면, 광객의 이생에서의 사업은 취락일 뿐이

다. 그러기에 이백과 장길의

한 평생 부귀래야 몇 날이나 되나 富貴百年能幾何

인간은 어차피 한 번 죽는 것. 死生一度人皆有

달빛에 외로운 잔나비 무덤 위에서 울 걸  孤猿來啼墳上月 

모름지기 잔에 든 술이나 마실 일이야. 且須一盡杯中酒。 

<李白集·七, 悲歌行>

더구나 봄날은 나날이 저물어가니 況是靑春日將暮 

복사꽃 꽃비마냥 어지러이 지네. 桃花亂落如紅雨

보게나, 종일토록 취해나 보세. 勸君終日酩酊醉

공릉천변에는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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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도 죽어지면 그 뿐, 후회해 무엇하리. 酒不到劉怜墳上土。

<李長吉·古文眞寶>

를 용사해 ‘하물며 무덤 우  납이 람불 제야 뉘우  엇디리’라며 청유형 

권주로 결사했다. 그 풍류와 호방도 잠간이어서 문하의 애제자 권필은「과송

강묘유감過松江墓有感」에서 

낙엽 진 텅 빈 산 빗소리 스산한데,  空山木落雨蕭蕭

풍류재상 말없이 여기 누으셨구나.  相國風流此寂寥

슬퍼라, 한 잔술 권해 올릴 수 없음이여  惆悵一杯難更進 

지난 날 장진주사 이 날을 이르심이었구려. 昔年歌曲卽今朝。 

라며 무상한 인간사의 비장을 되뇐 바 있다.

이상의 몇 편 예시에서 가늠할 수 있듯이 그의 호방한 스케일과 멋 겨운 

언어 구사력은 가히 우리말의 자재한 활용과 거침없는 비유를 읽게 하고, 특

한 평생 송강을 

사모했던 의기 

강아의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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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선민들의 작시의 준적이었던 ‘한 구절도 근거가 없는 시구는 쓰지 아니한

다.無一句無來處’는 전고典故에 충실했음을 절감하게 된다. 

한편 그의 시조 역시 정형의 성조미는 물론, 3장 6구란 단장 속에 간추린 함

의는 무궁하다. 예컨대  

나모도 병이드니 뎡 라도 쉬리업다

호화히 셔신제  오리가리 다 쉬더니

닙디고 가지 것근후  새도 아니 안 다.

는 무상한 인정세태를 풍자한 노래다, 물론 『논어』자한편의 “날이 추워진 후라

야, 잣나무와 소나무가 늦게 시듦을 안다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는 성인의 훈도는 물

론, 풍속이 순후하던 전한前漢시대에도 직간으로 명망이 높던 급암汲黯이나, 귀

천의 가림 없이 천하 명사들과 교유한 정당시 같은 인물도 자신의 처지에 따라 

빈객이 무상하고, 하규현의 정리였던 적공翟公 같은 현인마저 잠간 한미해지

자, “문 앞에 새그물을 칠 지경이었다門前雀羅”는 고사를 전혀 유려한 가락에 거

침없이 노래해 내기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 “남진 죽고 우  눈물 두 져  리 흘너/ 젓마시 다 고 식은 보채

거든/ 뎌 놈아 어  안흐로 게집되라 다.”라는 단가 역시 순속치 못한 풍속

옛 시인의 정취가 

어린 공릉천에 

탱크저지선이라는 

역사의 상처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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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훈도한 경민장警敏章이다. 지아비 여윈 설움에 흘러내리는 어미의 눈물이 

갓난쟁이 먹는 젓에 섞여 젓 맛이 짜다고 보채는 아이, 그 지어미를 넘보는 

세정을 일깨운 목민의 사명이니, 「훈민가」에 넘나는 교화장이다.

그의 많다기보다 적지 않은 한시 역시 20여 수작은 간과할 일이 아니다.

임 곁을 떠났으나 마음은 무시로 가고 去國魂頻逝   

시절을 슬퍼하니 백발만 성성하여라. 傷時髮已秋

종남산이라, 일천리 아득하기만 하니 終南一千里   

언제나 그치려나, 꿈길로나 뵙는 그리움. 歸夢幾時休。 
<松江原集·1, 去國>

제목의 ‘거국去國’은 ‘임금의 곁을 떠남’이니, 곤외신閫外臣이거나, 낙향, 혹은 

유배 중인 신하가 스스로를 칭함이다. 꿈길로나 그리는 임, 시국은 날로 애

가 타 백발만 늘고, 임 계신 곳 멀기만 한 안타까움戀君之情이 「전·후미인곡」

의 주제를 한자로 바꿔 부른 연주지사다.

 

우수수 지는 나뭇잎 소리를 蕭蕭落木聲   

성긴 빗소리로 잘못 알고 錯認爲疎雨   

동자승 불러 나가 보랬더니 呼僧出門看   

앞 시내 나뭇가지에 달만 덩그렇다나. 

月卦南溪樹。 

「밤에 산사에서山寺夜吟」의 5언 단상이다. 구양수

의 「추성부秋聲賦」를 연상케 하는 말결과 재치는 경

이롭다 할 것이다. 함흥객관에서의 작인 “변새라, 

기러기 끊겨 편지조차 왕래 없고, 돌아갈 생각에 

나날이 망향대엘 올랐더니. 은근히 반기는 시월 국

화, 중양이라 핀 게 아니고 날 위해 피었구나. 天外

無鴻信不來 思歸日上望鄕臺 慇懃十月咸山菊 不爲重陽爲客開”<松江原集

-1, 咸興客館對菊> 역시 숱한 시화에 상찬되었는가 

하면, 「밤에 앉아 두견의 울음을 듣고夜坐聞鵑」의

송강마을 입구에 

있는 송강 정철의 

‘훈민가’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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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이 살던 

신원동 옛집에

1999년에 새로 지은 

송강문학관



 167

대궐의 남녘이라 나무숲 울창한데 掖垣南畔樹蒼蒼   

임 그린 꿈 아스라이 옥당에 오를 제 魂夢沼沼上玉堂   

산죽 터지는 외마디 두견새 울음 杜宇一聲山竹裂   

외로운 신하의 백발 이 때에 자란다오. 孤臣白髮此時長。  

는 두보의 「자규子規」와 「독노두두견시讀老杜杜鵑詩」를 용사한 장점자묘粧點自妙이자, 송

강시문학의 요체라 할 것이다.

이상 간략한 대로 송강문학의 우수성을 일별해 보았다. 

다음은 원당 신원에 송강시비가 서야할 당위성은 무엇인가. 워낙 송강과 유관

한 연고지는 출생지인 서울 종로 청운동과 10대 후반부터 27세 출사 이전까지 

성장 및 수학기였던 담양의 창평, 그리고 선영이 있는 원당, 노년 적거지謫居地이

자 종생지인 강화도 송정촌, 끝으로 원당에 있던 분묘가 이장된 충북 진천 등지

다. 따라서 유년기를 제외한 창평·원당·송정촌은 송강 문학작품의 창작 배경

지이기도 하다. 아울러 송강 선생 선양사업도 영일 정씨 종친 및 원당의 송강문

학관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송강선생선양회에서는 탄생지인 청

운동 청운초등학교 교정에 청소년들의 효사상 교육을 위해 훈민가를 위시한 대

표작 작품비를 세웠고, 진천의 사당과 원당에도 시비 다수가 이미 서 있다. 그러

나 무엇보다 선영이 있고, 충분한 공간 확보와 함께 경기도 예산으로 시비건립

비 예산이 확보된 원당이기에, 그 필연성과 함께 신원을 배경으로 한 작품 몇 수

를 예시하여 시비공원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새원 원 院主되여 비柴扉  고텨닷고

뉴슈 산流水靑山을 벗사마 더 노라

아 야 벽뎨碧蹄예 손이라커든 날 나가다 고려.
<송강가사·하>

재너머 셩권롱집의 술닉단닷 멀 어  듯고

누은 쇼 발로 박차 언치 노하 지즐 고

아 야 네 권롱 겨시냐 뎡좌슈 왓다 여라.

<仝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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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가려 본 2편의 시조는 한거일민閑居逸民의 풍모 그대로다. ‘벽제의 손’은 ‘서

울의 권세가’요, ‘성권룡’은 권농을 담당한 유사有司 성혼成渾이다. ‘누은 소 발로 박

차’는 멋과 ‘지즐탐’은 김소월의 진달래꽃 ‘사쁜히 즈려밟고’에 버금할 생증한 시

어가 아닌가? 3장에 무녹은 재치와 함축은 ‘반상의 맹호’가 아닌 정감어린 시인

이다.  

요즈음 양생서도 읽지 않고 年來不讀養生書   

만사를 취몽 중에 잊었노라. 萬事都忘醉夢餘   

집 가까운 화산이 자리해 드니 家近華山靑入座   

진종일 수련에 든 진박 같다오. 閉門終日似逃虛。 

<松江原集·1>

역시 신원에서의 「우음偶吟」이니, 위 두 편의 노래와 문자만 다를 뿐 전혀 동곡同曲

이다. 

요사인 문 앞길을 쓸지도 않나니, 邇來門徑謝鉏荒    

거마 잦은 서울과 다르다마다. 爲是輪躋異洛陽    

묻노니 산중의 반나절 잠이 借問山中半日睡    

일생 길 위에서 바쁨과 어떠하랴. 何如陌上一生忙    

담 밑에 나무 짙어 더윌 피하고 墻根樹密身逃署    

돌우물 샘이 시려 이에 서리 낀 듯. 石竇泉寒齒挾霜    

이따금 농부의 농사짓는 이야기에 時把桑麻話田父    

서산에 이미 해 진 줄도 모른다네. 不知西嶺已頹光.  
<松江集原集-1, 新院山居寄示習齋>

이 역시 바자님이 없는 진자연인의 친화자연한 참모습이다. 가령 송강으로 하

여금 정객이 아닌 자연인으로 살게 했더라면 유년의 신고辛苦도, 그 숱한 유배와 

핍박도 없이 ‘주옥같은 문화유산을 고급한 정신문화로 더 많이 물려주셨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다. 그러나 남겨주신 유산이나마 길이 보전하고, 향훈

에 무젖도록 송강시비가 성황이 건립되어, 성스런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삼가 

기원하며,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드리고 함께 축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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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천을 찾아온 새들. 백로와 

해오라기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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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다 와  강 의  조 우 로  빚 어 낸  생 물 들 의  낙 원  

장 항 습 지



한동욱 

국립생태원 기초생태연구본부장. 서울대학

교 생명과학부에서 습지생태학을 전공했다. 

(사)에코코리아 이사, PGA습지생태연구소 

소장(전)을 하며 고양의 습지를 찾아 생태적 

가치를 알리는 데 노력해왔다. 

고양 600년 ㅣ장항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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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강의 조우로 
빚어낸 
생물들의 
낙원 

자유로를 달리며 만나는 한강 하구. 그곳에 장항습지가 있다. 황해와 만나는 

강하구에 바닷물이 넘나들며 모래와 펄을 쌓아 만든 자연지형이다. 장항습

지에는 버드나무숲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다. 열대나 아열대의 맹그로브

숲과 같은 게와 나무의 공생관계를 볼 수 있는 하구 습지숲이다. 밀물이 많

이 들 때는 50cm높이까지 잠기는 장항습지. 물이 빠지고 나면 나무 밑은 말

똥게 무리들의 움직임이 부산스러워진다. 게들은 버드나무 뿌리 사이사이로 

게구멍을 파서 공기를 공급해주고, 말똥게의 변은 나무에게 양분이 된다. 버

드나무와 말똥게의 공생. 

장항습지는 분단이 만들어낸 우연한 생물들의 낙원이다. 인구 100만의 거대

도시 바로 옆에 있지만 철책이 가로막아 2만 마리 이상의 물새가 찾아오고, 

100마리가 넘는 고라니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곳이기도 하다. 장항습지 같은 

아름다운 자연공간이 고양시에 있다는 것은 크나큰 자랑이 아닐 수 없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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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고양시 행주내동 맨돌마을은 내 아이의 외가이다. 아이 엄마는 태어나서 

한 번도 고양시를 떠나보지 않은 그야말로 행주토박이다. 대대로 한강 가에 

터를 잡고 살아온 처가식구들은 옛이야기를 할 때면 지난 시절 강살이의 고

단함과 그 속에 짙게 배인 그리움이 묻어 나오곤 했다. 특히 생태교육활동

을 하는 아내는 어린 시절 행주나루 금은빛 모래밭을 맨발로 자박자박 걸어 

다니다 꼬물꼬물 발가락 사이에 걸리는 조개를 잡곤 했단다. 그 조개가 재첩

인 것을 어른이 돼서야 알았다고 했다. 또 강가에서 ‘어이’하고 부르면 반대

편 김포 개화산 밑에서 뱃사공이 나룻배를 저어 넘어 왔고 그 배로 강을 건

너 외가에 다녀왔다고 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장마가 끝나면 한강으로 

공릉천하구습지에 

펼쳐진 갈대. 

새섬매자기 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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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는 

고양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이어진 수로 물을 빼고 온 동네가 물고기를 양동이에 주워 담았다고 했다. 

그런 날은 어죽을 쑤어 마을잔치를 벌이는 천렵이 있는 날이었다. 그때가 신

혼 초였던 90년대 중반쯤이었으니 고작 20-30년 전 고양땅 한강변 이야기

였다. 그러나 이미 그런 강풍경은 먼 과거의 남 얘기기 되었고 강가는 철책

이 쳐져 민간인통제구역이 되어 버렸다. 몇 년 동안 기회를 보던 차에 우연

한 기회로 한강변을 밟게 되었고 이후 습지에 몰입하게 되었으니 이 모두가 

한강변에 사는 행주댁을 아내로 맞이한 덕이라 생각한다.    

결혼 후 한동안은 고양시의 공원과 산, 하천은 물론 전국의 식물원, 수목

원, 습지와 산, 바다를 다니며 조사와 생태교육에 전념하였다. 이른바 생태

(eco)와 안내자(guide)라는 뜻의 에코가이드(ecoguide)라는 조어를 처음 

만들어 사용하며 생물학 전공자로서 생태학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고양 600년 ㅣ장항습지

장항습지의 가을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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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에 생물학 관련 일에 종사하던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조직이 한국어린

이식물연구회(현 에코코리아)이다. 내 나이 30대 초반이었고 환경부 산하 사

단법인으로 초대 이사장을 맡았으니 지금 생각하면 참 겁 없던 시절이었다. 

이즈음에 우리나라는 람사르협약이라는 국제습지보전협약에 가입하였고 용

늪과 우포늪 등 몇몇 습지는 람사르습지에 등록되었다. 국내외적으로 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나도 습지생태학에 몰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의 습

지연구와 습지보전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강변의 습초지는 군사지역이라 달리 출입할 방법이 없어 안타까웠다.

고봉산습지와의 조우

이렇게 한강변 철책 너머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무렵 내가 살던 일산에 작

은 움직임이 생겼다. 2002년 초반의 일이다. 일산 외곽의 낮은 산인 고봉산의 

능선을 잘라 아파트를 개발하는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를 막아보자고 시민단

체와 전문가들이 모였으며 물론 내가 속한 조직도 참여하게 되었다. 이전부터 

이 산을 오르내리며 생물상을 기록하였던 터라 보전활동에 자신이 있었으며 

특히 산 초입에 있는 논과 개울, 둠벙의 생물들이 신경 쓰였다. 이곳에는 다양

한 물풀과 수서곤충, 개구리와 뱀, 산새, 물새 그리고 너구리 등 생물다양성이 

한강의 주요습지. 

장항습지, 산남습지, 

공릉천하구습지, 

성동습지 등이 있다.



고양 600년 ㅣ장항습지

풍부했다. 과거 저층습원이었던 곳이 논이 되었다가 다시 묵논으로 바뀐 곳

이니 당연히 습지라고 해야 했지만 개발사는 습지가 아니라고 했다. 급한 마

음에 습지를 뒤졌고 일산에서 처음으로 애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것을 발견하

였다. 이를 토대로 일간지에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습지의 이름도 ‘고봉산습

지’라고 지어주었다. 당시 초저녁 랜턴과 무전기를 들고 두 조로 나누어 습

지를 샅샅이 뒤지며 애반딧불이를 찾던 아이들은 지금은 어른이 되어 시집 

장가갈 나이가 되었다. 이후 시민단체들의 보전운동으로 우여곡절 끝에 고

봉산습지가 보전되었지만 반딧불이는 끝내 다시 돌아오지 않아 아쉬움이 남

았다. 이 사건 이후 나는 습지발굴과 보전활동에 몰입하게 되었다. 곡간 논

과 개울, 그리고 물풀이 가득한 연못, 호수, 강가, 갯벌 등에서 그 곳에 기대

어 살아가는 많은 생명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 당시에

는 조그마한 습초지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어 흥분되곤 하였다.     

장항습지에 가면 

노을을 배경으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철새를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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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한강변에 첫발을 디디다 

그러던 그해 겨울 아주 우연히 한강변을 밟을 기회가 찾아 왔다. 군부대 

환경교육을 나가면서 알게 된 군 간부에게 한강변 철새 먹이주기를 제안했

더니 직접 안내를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게 무슨 횡재냐. 서둘러 

장비와 곡식을 챙겨들고 육중한 철책 문을 열고 강변에 들어선 첫 순간을 잊

을 수가 없다. 안내하는 군인이 민간인은 처음이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여

기서 민간인은 연구자를 말했다. 이미 제한적으로 어민과 농민, 모래채취업

자는 출입을 하고 있었다. 어찌되었건 민간인이 단지 철새 때문에 들어 간 

것은 처음이었고 첫 출입 이후로 나와 같은 민간인(!)의 출입에 대한 규정이 

생기게 되었으니 기념할만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곳은 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대치하는 한강하구의 가장 내륙으로 파주쪽과 같이 비무장지대

에 준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며 이른바 철북지역(철책선 북쪽지역이란 뜻으로 

1 습지는 새들의 낙원이다.

2 겨울철 한강하구를 

찾는 개리.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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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엄격히 통제되는 군사분계선 남쪽지역)이었다. 출입은 철저하게 통제되며 무

장군인과 동행해야하는 아주 출입이 까다로운 곳을 군간부와 함께 갔다는 이유로 

비교적 구석구석을 들여다 볼 수 있었으니 엄청난 특혜였던 것이다. 이날 이후로 

나는 한강변의 습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당시에 장항습지는 이름도 없었고 존재도 없었다. 지도에는 뭍이 아니라 물로 표

시되어 있었다. 군인은 강변에 지뢰가 떠내려왔을 지도 모르고 적이 숨어 있을지

도 모르며 물골이 복잡해서 밀물이 들면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

다. 잔뜩 긴장하고 중무장한 군인을 따라 한발 한발 따라 가는 수준이었다. 그렇게 

첫 대면을 한 장항습지는 그러나 생태적으로 파라다이스였다. 멀리 목이 희고 다리

가 긴 재두루미들이 서로 중창을 하듯 두루룩 두루룩 중저음을 내고 있었고 큰기러

기는 습지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물위에는 잠수를 잘 하는 비오리와 흰죽지들이 

하얗게 덮고 있고, 갈매기들은 바람기둥처럼 하늘 높이 군무를 그리고 있었다. 풀

숲에서는 고라니들이 한가로이 쉬고 있다가 펄쩍 펄쩍 뛰어 다녔다. 꼭 아프리카의 

사파리에 발을 들여 놓은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고 이날의 첫 경험으로 지금까지 

13년을 장항습지와 함께 해왔다. 

이후에 환경부 하구역 조사에 참여하여 장항습지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작명하였

고 습지의 위치와 생물종의 분포, 생물목록 등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습지의 생

태적 특성을 연구하여 국내외 학회지에 보고하였으며 국제행사도 개최하였다. 덕

분에 시민들뿐 아니라 국외 학자나 활동가들도 있었다. 특히 외국 학자들은 물이 

김포대교와 신곡수중보. 이 

수중보로 서울의 한강은 

호수화되었고, 그 아래는 

조수간만의 차가 뚜렷한 

하구습지가 되었다.

장항습지의 갈대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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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득그득 들어오는 버드나무숲 밑에 주먹만한 게들이 바글거리는 습지숲의 

형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2006년 4월에는 습지보호지역으로도 지정되었지만 간간히 위기 국면도 

있었다. 일산대교와 킨텍스IC가 만들어지면서 생태계가 교란되기도 했고 수

상택시, 운하 등의 계획이 만들어지기도 했으며 인공구조물 설치로 침수위

협도 있었다. 다행히도 환경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일단 훼손의 위

협은 모면하였으며 현재는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 

한강하구에도 인공구조물이 있다

한강하구는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강화군에 이르는 한강의 아랫부분을 

말한다. 우리나라 4대강인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중 하굿둑이 없는 자

연하구를 가진 곳은 한강뿐이다. 그 이유는 남북한 분단이다. 남북한이 한강

하구의 수로를 기준으로 둘로 나누어져 있어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법

적으로는 남북한이 반반씩 나누어 관리하지만 정전협정상에는 공해로 설정

되어 있어 유엔사령부가 관할한다. 이른바 ‘한강하구수역’이라 부르며 DMZ

와 마찬가지로 중립지역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1953년 이래 접근이 제한되

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밀물이 영향을 미치는 

파주, 김포, 고양의 한강도 모두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군사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른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민간인통제구

역이다. 이 지역은 환경부 지정 습지보호지역

과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지역이 포함되

어 있다. 

기수역을 기준으로 한강하구의 상류부 경

계를 설정한다면 김포대교 아래 신곡수중보

이다. 서울에서 자유로를 따라 북쪽으로 달리

다보면 고양과 김포를 잇는 김포대교를 만나

고 그 아래 작은 물막이 보가 있다. 이곳이 신

곡수중보다. 서해 바다 물에 떠밀려온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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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알갱이가 장애물로 속도가 느려지면서 보 아래에 모래를 쌓아 놓아 강 가운데

는 모래섬(하중도)이 생긴다. 이곳이 한강하구의 시작점이며 장항습지의 최상부이

다. 또한 자연스런 하도를 따라서 중부에는 산남습지와 공릉천하구습지, 하부에는 

성동습지 등 자연습지가 나타난다. 이는 바다로 툭 트인 자연스런 강하구에 바닷물

의 출입이 자유로와 모래나 펄이 자유롭게 이동하여 곳곳에 쌓이기 때문이다.  

한강하구에 대한 가치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은 2006년 4월 17일에 습지보전법 제 8조 제1항 및 제5

항에 의해 지정되었다(환경부 고시 제2006-58호). 보호지역 범위는 신곡수중보

에서 강화군 송해면 숭뢰리 사이의 수면부가 포함된 하천제방 및 철책선 안쪽이며, 

행정구역 상으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강화군에 속해있다. 보호지역으로 지정

된 면적은 총 60.668㎢이며, 길이는 43.5㎞이고 하천수역 중 북한 영토에 속하는 

수역과 김포시 수역 일부 (신곡수중보에서 전류리구간)는 제외되었다. 한강하구습

지는 동아시아-호주 이동경로(EAAF, East Asia–Australasia Flayway)를 이

용하는 물새들의 서식처로 일찍부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중 재두루미가 70

년대 말에 주목을 받으면서 두루미 네트워크 지역(Crane network site)에 지정되

었다. 또한 전세계 2000여 마리 밖에 남지 않은 저어새의 번식지와 멸종위기종인 

큰기러기의 국내 최대 월동지, 개리의 중간기착지, 흰죽지 등 물새류의 월동지로 

국제조류보호조직인 Birdlife International에서는 아시아에서 ‘국제적으로 중요

한 조류서식처(Important Bird Area, IBA)’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한강하구의 또 

다른 가치로 한반도에 마지막으로 남은 큰 강 하구 기수역(Brackish water zone)

의 생태계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수역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서 

이루어진 중간 염도의 물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인위적인 변형을 가하지 않은 하구

역에 생성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하구역이 대부분 인위적인 댐과 수문이 설치되어 

있고, 하구준설 및 상류댐 건설등으로 기수역생태계가 대부분 자연성을 잃었다. 강

과 바다가 단절되어 강의 유기물이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바다와 강을 오가는 회

류성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들이 길을 잃었다. 자연히 기초생산자들인 기수성 수

생식물들은 대부분 하구역에서 사라졌으며, 바다와 강을 오가는 물새들의 주기적 

이동현상도 관찰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강하구의 생태계는 다행히도 남북한의 군

1 강은 바다로 흘러 

가며 습지를 만들고, 

습지는 수많은 생명을 

품어 안는다.

2 고라니.

3 겨울철 새 모이 

주기 행사.

4 세모고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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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대치와 일반인의 출입의 통제, 개발사업의 억제 등으로 생태계교란이 

최소화되었다. 그 덕분에 다양한 기수역생태계의 특징을 보유하였고, 야생

의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버드나무숲의 먹이그물

장항습지는 고양시 신평동, 장항동, 송포동에 걸쳐 있으며 북위 37° 38′ 

17″, 동경 126° 45′ 47″에 위치하고 있다. 버드나무숲과 갈대숲이 자라고 

있는 습지숲이나 습초지 면적은 약 2.7km²이며 여기에 하구갯벌을 포함

하면 3.4km²에 이른다. 또한 이곳에는 논, 초지, 자갈톱,저수지 등 다양한 

서식처가 있다. 겨울철에 먹이와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받은 새들은 하구

의 풍부한 먹이 덕에 겨울을 거뜬히 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특히 장항습지의 버드나무숲은 열대나 아열대와의 맹그로브숲과 같은 

게와 나무의 공생생태계를 볼 수 있는 독특한 하구 습지숲이다. 이는 자연

하구 기수역 상부에 나타나는 생태계이이다. 이런 생태계는 사실 우리나라 

큰강 하구 기수역에는 있어야 할 생태계이지만 강하구가 대부분 막힌 우리

나라에서는 이곳이 유일하다.

좀더 자세히 설명해보자. 장항습지에는 펄이 많은 강변에 잘 자라고 관

목이나 아교목형태로 자라는 선버들이 숲

을 이루고 있다. 이곳에는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물이 많이 들 때는 50cm까지 잠

긴다. 물이 빠지면 나무 밑은 부산해진다. 

구멍을 파고 사는 말똥게 무리가 활동하

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들 말똥게는 잡

식성이므로 펄에 섞인 나뭇잎을 먹기도 하

며, 신선한 선버들잎과 어린 갈대잎, 낙엽, 

죽은 물고기, 심지어 자기 종족을 잡아먹

기도 한다. 특히 버드나무 뿌리까지 게구

멍을 파고 구멍을 서로 연결하여 지하부에 

공기를 공급해주므로 뿌리가 숨을 잘 쉬게 

간조가 되면 물이 

빠지고 말똥게의 집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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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말똥게의 변은 비료가 되어 

다시 나무로 돌아가니 비료를 주는 효과도 있다. 말하자면 숲속의 지렁이

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최근 밝혀진 연구결과에 의하면 장항습지 내 어린 말똥게는 낙엽과 펄

이 섞인 부엽토를 좋아하고 성숙한 말똥게는 선버들잎이나 갈대잎과 같

은 신선한 식물성 먹이를 더 좋아한다. 성숙한 말똥게도 건조한 봄철에

는 부엽토를 더 좋아하기도 하지만, 식물성 먹이가 풍부한 여름철에는 싱

싱한 선버들의 잎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로 집단생활을 

하는 말똥게는 성숙한 개체들이 어린 개체를 잘 잡아먹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른바 동종포식 현상이다. 이 밖에도 누치와 같은 물고기들을 잡아

먹기도 하고, 너구리와 왜가리, 해오라기, 중대백로 등의 큰 새들에게 먹

히기도 하였다.  

하구습지를 

풍요롭게 해주는 

말똥게. 배가 넓은 

것이 암컷, 좁은 

것이 수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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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와 장항습지를 위해
해야 할 일 

한강하구와 장항습지에는 습지의 생물다양성

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협요인들이 있다. 특히 

예측 가능한 잠재적인 위협요인에 대해서는 사전

대비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잠재적 위협요인들

에 대한 당위적인 대책은 실질적인 생태계 관리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다 구체적인 영향을 예

측할 수 있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

분은 먹이그물의 교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이어

야 한다. 

한강하구의 생태계는 강한 상호작용이 있는 생물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우점종을 중심으로 단일한 식물군락으로 구성된 습지가 분포한다. 외

부의 교란요인으로 먹이그물 중 주요한 생물종이 피해를 입게 되면 이에 의

존하고 있는 생물종의 연쇄적인 피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확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란 요인에 대한 생태학적 모니터링과 그 결과를 즉

각적으로 관리에 반영하는 적응적 관리(adaptive management)의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선버들군락의 말똥게 서식지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습지 내로 유입

되는 물골 즉, 조수로(tidal channel) 관리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조수

로는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하구갯벌과 습지 내에 생성이 되

지만 상류부에서 하천유지용수를 일정하게 조절하면 습지로 범람하는 기회

가 줄어들고 이로 인한 침식도 줄어들게 된다. 주기적인 범람과 퇴적 현상이 

사라지면 상대적으로 표고가 높은 선버들군락은 식생에 의해 퇴적우세 현상

습지보호를 위해서는 

먹이그물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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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조수로가 토사로 인해 막히게 되는 것이다. 조수로가 

사라진 선버들군락 하부는 육화되어 들깨나 가는잎쐐기풀, 가시박 등 육상

식물로 천이가 일어나고 말똥게 서식지는 소멸되고 만다. 이들 서식처의 소

멸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조수로를 열어주어야 하며 이는 이 지역의 전

통적인 뱀장어 어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이 지역의 뱀장어 어업

은 봄철 정치망으로 뱀장어 치어(실뱀장어)를 잡는 방법과 장마철이나 폭우

가 빈번한 풍수기에 버드나무숲의 조수로에 각망을 이용해 뱀장어 성체(성

만장어)를 포획하는 방법, 그리고 배 위에서 갯지렁이를 장대에 감아 낚아

채는 뭉칫대법 등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뱀장어 성체를 포획하기 위해서

는 조수로를 막히지 않게 관리해야 하며 풍수기 전에 조수로를 뚫어 뱀장어

가 선버들군락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러한 선버들군락 내 뱀장

어 어업은 어민들의 생계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선버들군락의 육화를 방지하

고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필수 활동이다.  실제 현장관찰에서 조수로를 통해 

장항습지 버드나무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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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를 찾아 

날아든 저어새 

무리(위)와 

흰꼬리수리(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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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 내로 물이 유입되는 선버들군락에는 육상식물들이 침입하지 못했고, 

조수로 주변에 말똥게 개체수가 증가하였으며 밀새우나 미꾸라지 등 습지생

물들에게 서식처를 제공하였다. 더불어 저어새가 선버들군락 내 조수로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것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먹이식물의 보전 및 복원에는 대상종에 대한 생태적 지식과 다학제적 접

근이 필요하다. 선버들의 경우 6년생까지 왕성하게 성장하였지만 6년생 이

하의 개체가 자기솎음에 의해 고사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또한 

선버들군락 내에서 종자에 의해서 발아되는 유식물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주

로 수변부 갯벌에서 발아하지만 홍수기에 유실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

로 선버들군락의 생물량의 변동과 발아율, 생장조건, 유식물 위협요인에 대

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먹이식물 중 새

섬매자기는 적극적으로 복원해야 할 대상종이다. 한강하구에 서식하는 주요 

생물종인 재두루미, 저어새, 큰기러기, 개리, 고라니, 말똥게 등은 공통적으

로 새섬매자기를 먹이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먹이가 되는 새섬

매자기는 한강하구와 낙동강하구에 대규모로 생육하고 있으나 빠르게 소멸

하고 있는 종이다. 

이번 연구 중에 실시한 예비실험에서 갈대가 없는 소(沼)형 생육지에서는 

이식을 실패한 반면 갈대를 제거한 개방형 생육지에서는 성공하였으나 하구

의 수문수리를 고려하지 않아 장마철에 대부분 유실되었고 지형복원이 수반

되지 않아 건조 환경이 지속되어 건조 내성식물인 천일사초나 갈대로 다시 

천이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새섬매자기 관리 및 복원은 생태학적 

복원조건을 찾고 수문수리학, 퇴적학, 지형학 등의 학문들과 협업하여 서식

지적합성을 평가하고 이식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장항습지의 생성과 기록역사 다시 쓰기 

우리나라의 습지보전법에는 우수한 습지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

고 그 중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는 ‘람사르습지’로 등록하라고 되어 있

다. 장항습지를 포함한 한강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람사르습지

로 등록하겠다고 환경부가 장관을 통해 발표한 것이 2005년 우간다 캄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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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최된 제9차 람사르총회이다. 한강하구가 습지보호지역이 된 것은 2006년 

4월이므로 그 후 8년이 지났다. 과연 무슨 문제가 있기에 람사르등록이 되지 않는 

것일까.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하천 안에 있는 습지는 현행법상 습지보호지역

으로 지정하려면 하천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토

교통부는 하천을 습지에 포함시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둘째는 김포시의 

신도시개발과 경인운하와의 뱃길연결 계획이다. 이는 경기도의 한강 주운수로개발 

사업과 함께 신곡수중보 이설, 김포 신도시 내 관광선 개발계획과 맞물려 있다. 국

토교통부의 반대는 하천관리와 습지관리가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는 국제적인 기준

을 이해하고 부처이기주의를 버리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 한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장항습지가 신곡수중보로 인한 왜곡된 퇴적지형이며 심지어 인공습지라는 

장항습지 선버들 

군락의 만조 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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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다. 이는 신곡수중보를 건설하고 나서 물길이 바뀌면서 생겨난 왜곡된 땅(국

토교통부)이 장항습지이며 이는 인공습지이며 하도 준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러나 이는 분명히 잘못된 시각이다. 1916년 지도를 비롯하여 과거의 지도를 대조

해보면 장항습지 구역은 큰 모래섬과 습초지가 존재하였으며 제주초도, 사미섬 등

으로 불렸다. 그러나 제방건설 등 하도 변형과 준설, 농경 등으로 여러 가지 모양

으로 변형되었다. 특히 최근(고양시구역은 1999년)까지 준설이 이루어지고 하천내 

임시로 개설된 준설로로 인해 지금과 같은 모습의 장항습지가 되었다. 이에 더하여 

신곡수중보로 인한 유속방해와 한강상류댐의 홍수관리로 인해 모래섬은 습초지로, 

습초지는 습지숲으로 천이가 일어났다. 이러한 습지의 자연복원은 장항습지가 인

공습지가 아니라 최소한 100여 년 전부터 문서로 기록되어 진 습지이며 실제 생성

의 역사는 한강의 역사와 그 시간적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

2

3

1 새섬매자기.

2 산남습지의 

갈대·모새달 군락지.

3 눈덮힌 물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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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물이 드나드는 

물골은 습지를 

유지시켜주는 생명의 

원천이다.

2 붉은발 말똥게. 

멸종위기동물 

Ⅱ급종으로 

한강하구기수역에 

서식한다.

3 장항습지를 찾는 

새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사람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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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고양시는 배다리, 행주나루, 이산포 등 한강에 접해 있는 강변마을이 많았고 곳

곳이 뭍과 물이 만나는 낮은 땅이 많았다. 옛 고양의 땅은 바로 습지의 땅이었다. 

서해의 물이 김포 관산반도를 거쳐 파주 오두산에서 방향을 틀면 고양 구산동을 지

나 장항동 앞 큰 섬들을 어루만지고 덕양산 밑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물이 호수처

럼 깊고 쉬어간다고 해서 이곳의 한강을 ‘행호杏湖’라고 했다. 바다의 에너지는 작은 

70여개의 작은 내를 따라 고양땅 골골을 적시며 습지를 만들고 이 땅들은 하구의 

넘치는 유기물들로 비옥한 토지가 되었다. 고양시에서 벼농사가 시작되었다는 이

야기는 한강하구를 이해하면 오히려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물과 문화를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을 생물문화다양성(Bio-Cultural Diversity)라고 한다. 한강과 그 지

류들이 고양시 곳곳을 적시면서 빚어진 물을 보듬는 땅들이 습지이다. 이 습지들은 

뭍 생명을 품어 안았고 그 속에서 사람은 습지생태계의 일부이자 구성원이었다. 습

지는 뭍 생명을 끌어안는 작은 우주이기 때문이다. 한강하구 습초지에서 자연과 어

우러져 살아가던 고양 사람들에게는 습지는 문만 열면 펼쳐지던 삶의 일부였다. 

장항습지는 남북한의 분단으로 인해 둘러쳐진 철책이 만들어 낸 우연한 생물서

식처(Accidental sanctuary)이다.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거대도시에 2만 마리 

이상의 물새들이 찾아오고, 특히 재두루미나 저어새와 같은 멸종위기에 처한 큰 물

새들이 사는 곳, 100여 마리의 고라니가 자유롭게 뛰놀고, 밀물과 썰물이 살아 있

어 게들이 바글거리는 습지숲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곳이 장항습지다. 이런 생

물의 서식처가 도시 개발에 살아 남아있으리라고 어느 누구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이미 습지 코앞까지 고속도로와 신도시가 다가왔고 강이 범람하여 만든 논은 창고

와 공장으로 바뀌었다. 철책은 이러한 개발의 광폭한 바람에서 뭇 생명들을 평화롭

고 안전하게 지켜 주었다. 이런 생태평화를 지켜내는 것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

는 ‘DMZ평화공원’의 전형이 아닐까. 장항습지는 그러한 DMZ생태평화공원의 모

델지역이다. 향후 장항습지에 대한 평화공원 조성 당국의 관심이 적극적으로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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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너 지 와  아 이 디 어 의  원 천

킨 텍 스 KIN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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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의

무역학을 전공하였으며 무역실무와 무역전시회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전시산업진흥회 심사위원, 송도컨벤시아 심사위원, 소상공인

진흥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무역실무와 무역전시회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현재 중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산업전

시연구원 원장으로 있다.

저서로는 『산업전시론』(백산출판사), 『해상보험론』(도서출판 영민) 등

이 있으며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고양 600년 ㅣ킨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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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의 
 ‘미래’를 여는 
창(窓), 
킨텍스
KINTEX 

킨텍스는 국내 최대의 전시컨벤션센터이다. 제1전시장은 2003년 착공하여 2005

년 4월 개장했고(실내전시면적 53,975㎡), 2011년 개관한 제2전시장은 실내전시

면적 108,483㎡의 전시시설을 갖추게 되면서 국내에 있는 12개 전시장 총면적의 

41%를 차지하게 되었다. 제2전시장의 개장으로 국내 유일의 대규모 국제순회전

시가 가능한 전시장이 되었으며 이로써 한국은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10만㎡이

상의 단일전시장을 갖춘 전시강국이 되었다. 

킨텍스는 서울모터쇼, 한국전자전, 한국기계산업대전, 경향하우징페어 등 국내 

빅7 전시회를 비롯해 각종 전시회와 회의를 유치해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 거대한 규모의 건물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연간 10억원이 넘는 비용을 

절감하고 4천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효과를 거두고 있다. 

킨텍스는 거대하다. 거대한 만큼 수려한 실내공간과 조경, 건축물을 구경하는 재

미도 쏠쏠하다. 킨텍스, 한류우드, 디지털방송콘텐츠제작센터, 원마운트, 엠블호

텔, 아쿠아리움을 축으로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려는 고양시의 미래가 그려진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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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아이디어의 원천! 전시장과 친해지자  

세계적인 명품도시, 우리가 한번쯤 꼭 가보고 싶은 도시는 어떤 곳들인가. 유

려한 역사와 최첨단 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곳. 열린 감성과 지적 호기심을 가

진 사람들이 거리를 채우고 있는 곳.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어우러져 역동

의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그런 곳이 아닐까 한다.   한반도 농경문화의 발원지

이면서 600년 역사를 지닌 우리 고양시는 그런 명품 도시로 성장해나갈 충분

한 잠재력을 지녔다고 필자는 늘 생각해왔다. 

그리고 이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갈 중

요한 자산이자 경쟁력의 하나가 바로 킨텍스

(KINTEX)라고 감히 자신한다. 킨텍스라는 보

물을 지척에 두고도 고양시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거나 제대로 가꿔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다. 이 지면을 빌어 킨텍스가 

시민들에게 좀더 가깝게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마음 가득하다.       

필자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무역을 가르

치고 있다. 무역 전공 중에서 산업전시(Trade 

Show) 분야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킨텍스 제2전시장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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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있는 터라, 지금은 그 분야에서 조금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다. ‘전시’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이나 미술전시를 우선 떠올리겠지만, 필자가 연

구하는 산업전시는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와 상담, 홍보가 한 자리

에서 이루어지는 마켓플레이스로, 우리 고양시의 킨텍스나 서울의 코엑스

(COEX)에서 주로 개최되는 전시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하는 일이 이렇다보니, 킨텍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일 년에 몇 차례씩 정기적으로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을 인솔하여 견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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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인적인 관심으로 각종 무역전시회를 참관하면서 킨텍스를 늘 가까이

에 두고 있다. 킨텍스가 내겐 일터이기도 하고 놀이터이기도 한 셈이다. 더

욱이 작년 초 고양으로 이사를 온 후에는 업무 목적만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 생활의 한 축으로 킨텍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각별

해졌다.    

삶의 활력을 얻고 싶으면 시장에 가보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필자는 시

장보다는 전시장을 찾아가보라고 적극 권하고 싶다. 전시장을 가면,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뜨거운 에너지를 얻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첨단의 볼거리

와 세상 돌아가는 트렌드를 자연스레 익힐 수 있다. 한눈에 시야가 확 트이

고 불쑥불쑥 아이디어까지 샘솟게 되는 멋진 경험을 할 수 있다. 자신이 좋

아하는 분야를 고르고 일 년에 서너 번씩이라도 한번 들러보시라!   

킨텍스의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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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신차들이 첫선을 

보였던 서울모터쇼.
도시의 꿈과 미래! 
국내최대 전시장 KINTEX가 문을 열다

킨텍스(KINTEX)는 Kore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의 약자

로, 알다시피 국제적인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이다. 고양시와 경기도 그

리고 코트라(KOTRA)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하였다. 대형 전시회를 개최

하기에 기존 전시 공간들로는 면적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요구와 전시산업

의 국제화를 위하여 국제적 규모의 전시장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염원에 부

응한 결과이다. 2000년 초 고양국제전시장 건립단이 출범하였고 2003년 5

월에 건립공사 기공식이 열렸다. 그리고 만 3년 만인 2005년 4월 29일 제

1전시장이 정식 개장하였고, 2011년 9월 제2전시장이 추가 개장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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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실공히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전시장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다. 제1전시장의 전시면적이 53,975㎡이고 제2전시장의 전시면적이 

54,591㎡로 총 전시면적 10만㎡가 넘는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전시면적

을 자랑한다. 건립비용만도 2,315억 원에 이른다.  

킨텍스의 외관은 나비 모양을 형상화하여 디자인되었다. 아주 작고 가냘

프고 의미 없는 나비의 날개 짓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

효과를 이미지화한 것이라고 한다. 극동의 가련할 정도로 힘없는 나비같은 

존재였던 우리나라가 무역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된 드라마틱한 역사

적 사실을 담고 있다고 필자 나름으로 의미부여를 한다면 지나친 비약이나 

감상이 될까. 여하튼 분명한 것은, 킨텍스는 무역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한 우

리나라가 무역 강국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상징이다. 또한 대한민

국의 전시산업이 아직은 미약하게 느껴지지만 미래에는 세계 전시산업의 중

심국가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마치 우리가 1960년대에 강

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일구어내겠다는 뜨거운 야망을 

품었던 것처럼 말이다.

킨텍스는 개장된 이래 큰 폭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9년에 비해 

2013년 현재 킨텍스의 회의 행사는 333건에서 649건으로 94.9% 증가하였

으며, 전시 행사 또한 88건에서 20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한민

국산업대전, 서울모터쇼 등 초대형 국내 인기 전시회들을 유치함으로써 내

방객 수는 물론 대외적인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개장 초기에는 전시

회 기능에 치중한 감이 있었으나, 제2전시장 개장 이후 세계적 규모의 ‘가스

텍 세계대회’, ‘로터리 세계대회’ 등과 같은 대형 국제 컨벤션 행사까지도 유

치하고 있어 그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00년 초.

고양국제전시장 건립단이 

출범하여 2005년 

제1전시장, 2011년 

제2전시장을 개장하여 

다양한 전시회와 행사를 

유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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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을 낳는 거위! 
세계는 지금 전시·컨벤션 산업을 주목한다 

어떤 도시가 국제적인 행사와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

은, 그 도시가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

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 도시들에는 하나같이 전시컨벤션센터가 명소로 자리 잡

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는 파리 엑스포(Paris Expo)가 있고, 이탈리아 밀라노에

는 ‘밀라노(Milan)’ 전시장이 있다. 스페인의 발렌시아에는 ‘페리아 발렌시아(Felia 

Valencia)’가 있으며 일본 동경에는 ‘빅사이트(Big Sight)’가 있다. 그리고 대한민

국 고양시에는 킨텍스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양시에 킨텍스가 있다는 것

은 커다란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인구 50만 정도의 소도시인 독일 하노버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메쎄 하노버(Messe Hanover)’에 힘입은 바 크다. 또한 카지노와 화려한 호

텔로 대변되는 도박과 쇼의 도시 미국 라스베이거스가 국제적인 비즈니스 도시로 

변신하는 과정 속에서도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한 중국 역시 경제성장을 위해 국제적 규모의 전시장

2012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한국에서 열린

하이네켄 센세이션 

페스티벌



 205

을 건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싱가

포르와 홍콩 또한 좋은 예이다. 제조업이 거의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전시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것에 힘입어 아시아의 무역·전시 중심도

시로 명성을 얻고 있다. 

전시산업은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

업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한 21세기 유망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시 

선진국 독일의 경우 무역거래 중 60~70%가 전시회를 통해 성사되고 있으

며, 미국의 전시산업은 규모면에서 22번째 산업으로 연간 고용창출효과가 

약 100만 명 이상에 이른다. 이러한 미국 전시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미국 자

동차산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라고 한다. 독일 전시산업 규모도 생산효과 

235억 유로, 일자리 창출효과 22만 6천개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전시산업은 전시장 시설과 전시 내용(기획) 외에도 전시장치 및 디자

인, 운송, 광고, 인쇄업, 인력서비스업, 숙박 및 식음료업, 여행, 엔터테인먼

트, 쇼핑 등 연관 분야로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국제적인 전시회를 개최

하면 참관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반 서비스산업이 동반 성장하게 되고, 이

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시산업

을 흔히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한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전시회를 

통해 풍부한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

어지고 정보네트워크가 확장되어 도

시의 성장 및 활력의 토대가 된다. 각

종 학술행사나 강연, 심포지엄 등을 

통해서는 시민들의 교육 문화적 역량

을 키울 수가 있다. 국제적인 행사들

이 많이 열리게 되면 시민들의 자부

심이 커지는 것과 함께 국제 감각을 

함양하게 되어서 이것이 곧 도시의 

경쟁력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또한 전시회 개최도시의 역사, 문

화, 전통 등을 참관객들에게 자연스

레 전달할 수 있어서 고양시를 국내

2012년에 열린 

국제로봇산업전.

킨텍스에서는 다양한 

국제행사 유치를 통해 

해마다 외국인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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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홍보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고양시를 찾는 사람들

이 많아지면 킨텍스 외에도 우리 시의 숨겨진 관광자원들이 재조명 받을 기회가 그

만큼 많아지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천혜자원인 국립공원 북한산을 비롯하여 서삼

릉과 서오릉, 문봉서원, 행주산성, 송강마을과 공릉천 장항습지, 가와지 볍씨 등 전

통 및 자연유산들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류월드와 K-Pop 공연장, 테마

파크 원마운트, 고양 인근의 파주 명품 아울렛, 파주 출판단지, 헤이리 마을 등 내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볼거리 놀거리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고양시 주변의 관

광자원들을 하나의 실로 꿰어내어 보석을 만드는 ‘허브’ 역할을 킨텍스가 할 수 있

는 것이다.

2011년 개최한

앙드레김 패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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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KINTEX 스토리! 
대한민국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우뚝 서다

성 대표는 사람들로 북적대는 킨텍스 근처 호텔에 딸린 카페 ‘더 페어’로 

들어섰다. 성 대표는 킨텍스 전시장의 모습이 시원스럽게 보이는 창가 한쪽 

테이블을 미리 예약해 놓은 상태였다. 바이어와의 약속 시간까지 십여 분 여

유가 있었던 터라 그는 오랜만에 잠시 상념에 잠겼다.  

성 대표는 창밖으로 펼쳐진 나비 모양의 킨텍스 전경을 바라보면서 지금

으로부터 10년 전인 2014년, 고양시에서 처음 창업을 할 때를 떠올렸다. 다

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조그마하게나마 무역업을 해보겠다고 마음먹은 

성 대표는 어디에 둥지를 틀까 우선 고민이 되었다. 우선 생각나는 곳이 삼

성동이었다. 삼성동은 무역협회가 있는 무역센터가 자리 잡고 있고 종합무

역전시장인 코엑스가 나란히 위치하고 있기에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적의 입지라고 평가받고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높은 임대료로 인하여 쉽

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때 우연히 신문을 통해 고양시의 창업지원정책과 킨텍스에 대한 특집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고양시가 무역업 예비창업자들에게 교육 및 컨설팅

2011 한국전자산업대전.



고양 600년 ㅣ킨텍스

을 비롯하여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 서울에 비해 사무실 임대

료가 저렴한데다 주변 편의시설이 삼성동 못지않게 잘 되어 있다는 것, 사통

팔달 교통이 편리하고 인천국제공항까지 40분 정도면 갈 수 있어서 창업자

들에게는 최적의 입지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킨텍스에서 크고 작

은 무역전시회가 일 년 내내 수시로 열리고 있어 무역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발굴이 용이할 뿐 아니라 관련정보 수집 및 네트워킹이 아주 원활하다는 내

용도 읽게 되었다. 이 기사를 통해 성 대표는 고양시의 강점과 매력을 새롭

게 알게 되었다. 성 대표는 주저하지 않고 고양시에서 무역업을 창업하여 제

2의 인생을 설계하기로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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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성 대표는 그야말로 좌

충우돌했다. 특히 미리 바이어를 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한 성 

대표에게 수출 마케팅과 바이어 발굴은 너무나 넘기 어려운 산이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성 대표에게 경험 많은 지인은 킨텍스에서 상시 개최되고 

있는 무역전시회를 잘 활용해 보라는 조언을 해 주었다. 

무역전시회에 참가하는 과정 또한 성 대표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또 

하나의 산이었다. 그러나 몇 번의 참가 경험을 거쳐 점점 자신감이 붙기 시

작했다. 무역전시회를 통해 만난 바이어들과의 상담은 수출계약의 체결이라

는 성과 말고도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작지만 직접 

일궈낸 성과가 하나둘 늘어가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어서 가슴 뿌듯했다.  

성 대표가 그렇게 정신없이 일에 매달려 살아 온 지 어느덧 십 년이 되었

다. 이제는 제법 노련미가 생겨났고 시장을 읽는 감각도 어느 정도 체득되어 

후배들에게 조언도 해주는 정도가 되었다. 성 대표의 사업이 성장한 만큼이

나 고양시의 모습도 그간에 크게 변모했다. 

고양시는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급부상하였다. 킨텍스는 동북아에

서 가장 각광받는 무역전시회 개최지가 되었고, 고양시는 세계 각지에서 찾

아오는 바이어들로 연중 북적대게 되었다. 킨텍스 주변 모습도 아주 많이 바

뀌었다. 외국인이 투자한 호텔까지 합쳐 5성급 특급 호텔이 7개나 더 생겼

고 대단위 복합 쇼핑몰과 명품 아울렛이 들어섰다. 과거 엔터테인먼트 시설

이라곤 덩그러니 원마운트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미국의 올랜드 부럽

지 않은 규모와 콘텐츠를 가진 ‘고양 월드’가 자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의 규모와 수

준이 선진국의 유명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못지않게 발전되었다는 점

이다. 연간 개최 횟수도 수백 건을 상회하며 킨텍스는 단 하루도 쉼 없이 다

양한 주제의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적의 비즈니스맨과 관광객

들로 활기를 더하고 있다. 

성 대표는 다시한번 고양시에서 사업을 시작했던 자신의 결정이 정말 잘

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며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고양시에 자리 잡은 

덕분에 덕본 것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마운 것은 사업적인 

것만이 아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킨텍스 나들이를 즐기며 못다 한 대화도 나

2012 국제임신출산 유아교육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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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고 쌓인 업무 스트레스도 날릴 수 있었다. 일에 파묻혀 놓치고 있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사람 구경을 전시장을 통해 맛볼 수 있었다. 

자동차와 과학을 좋아하는 어린 아들과는 세계의 신차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 모터쇼’와 각종 과학박람회, 로봇 박람회 등을 참관하며 유익하면

서도 재미있는 시간들을 가졌다. 평소 홈 인테리어와 음식 등에 관심이 많은 

아내와는 주말이면 손을 잡고 ‘경향 하우징 페어’, ‘리빙 박람회’,, ‘테이블 웨

어 박람회’ ‘디저트 카페 박람회’ 등을 참관하였다. 어쩜, 성 대표는 전시회를 

통해 성공한 사업가와 가정적인 가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

었는지도 모르겠다. 

기척이 나서 고개를 돌려 보니 만나기로 약속했던 미국 MIO사의 구매 

담당 매니저인 Mr. Smith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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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에서는 

언제나 전시와 

공연이 이뤄진다.

Smith 또한 이곳 킨텍스와 고양시를 몹시 좋아한다. 오늘은 업무적인 얘기 

말고, 그에게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대한 자랑을 좀 더 늘어놓게 될 것 

같다.  

외딴 거인의 집이 되지 않기를! 
KINTEX에 바란다 

앞의 가상 에피소드는 필자가 상상하는 킨텍스의 미래상이다. 전시·컨

벤션 센터라고 하는 곳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고, 앞으로 킨텍스가 어떻게 

발전해나가야 할지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나름 이야기로 만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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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는 고양시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이지만, 현재 킨텍스의 모습은 여러

모로 아쉬운 점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킨텍스와 코엑스를 비교하곤 한다. 코엑스는 각종 편의

시설과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잘 결합되어져 있어서 전시회뿐만이 아니라 다

양한 활동을 함께 즐기기에 최적이라고들 한다. 그에 비하여 킨텍스는 왠지 

휑한 분위기로 주변에 즐길 거리나 편의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전시회가 아니

면 갈 이유가 거의 없다고 한다. 킨텍스 주변 환경이 그리 매력적이지도 흥미

롭지도 못하다는 지적이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개장한 지 30년이 

훌쩍 넘은 서울 강남 한복판의 코엑스와 이제 막 스스로 걸음을 딛기 시작한 

킨텍스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979년 코엑스가 처음 개장했

을 때의 풍경은 지금과는 확연히 달랐고, 지금의 모습을 갖추는데 20년 이상

의 세월이 흘렀다. 

킨텍스가 개장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았다. 앞으로 10년 뒤 킨텍스 주변은 

해마다 늘어나는 외국인 방문객들을 위한 특급 호텔들이 우뚝 솟아 있을 것이

고,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세계 음식 거리가 조성되어 있을 것이

다.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비즈니스맨들이 일과를 마치고 어우러져 노천카페

에서 맥주 한잔하며 피곤을 달래는 모습을 일상처럼 마주치게 되고, 국제 행

사에 참석하기 위해 세계적인 명사가 줄지어 방문하는 이벤트 또한 여기서는 

그저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 나를 비롯해 우리의 모습

엠블호텔이 

들어서면서 

킨텍스는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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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지금 킨텍스의 주변 환경에 실망하지 

않는다. 하루하루 발전하고 변화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킨텍스의 성장 역

사를 주저리주저리 꿰게 되는 즐거움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해외에 나가 보면 선진국일수록 전시장의 규모는 더 크고 편의시설이 잘 

마련되어져 있다. 지하철과 버스 등 전시장에 대한 접근성 또한 잘 갖추어

져 있다. 전시장을 비롯하여 주변은 잘 조성되어진 관광지의 역할도 같이 겸

하고 있다. 필자가 가본 곳 중에서 홍콩의 전시컨벤션센터 주변은 늘 관광객

들로 붐빈다. 여기저기서 기념 촬영을 하기도 하고 바다를 배경으로 하여 조

킨텍스에서 

호수공원으로 이어지는 

편의시설인 원마운트, 

라페스타, 웨스턴돔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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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멋쩍은 포즈를 취하며 여행지에서의 추억을 만드는 모습이 절로 미소

를 띠게 한다. 전시장 주변에는 산책로와 벤치를 만들어 놓아 주민들이 언제

라도 찾아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전시장 주

변에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며 가끔 고개를 들어 바다를 바라

보며 사색에 잠기기도 한다. 홍콩 시민들에게 전시컨벤션센터는 휴식과 놀

이를 즐기기 위한 공원이자 광장인 셈이다. 그래서 홍콩 시민들은 그곳 전시

장에서 어떤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는지를 별다른 노력 없이 쉬이 알게 된다. 

자신의 관심을 끄는 전시회가 개최되면 짬을 내서 입장을 하고 즐기면 되는 

것이다. 

킨텍스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 킨텍스가 외딴 거인의 집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 속 거인의 집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
2011년 열린 

한국전자산업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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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될 것이다. 동네사람들과 동떨어져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고독하고 외

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인이 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이다. 거인의 고독은 

자신의 집을 춥고 쓸쓸한 겨울로 만들어 마당에 있는 나무는 싹도 틔우지 못

하고 꽃도 피우지 못하게 만들었다.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사람들의 북

적댐으로 인해 밝아지고 따뜻해진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나뭇잎도 움트

고 꽃도 피어날 것이다.

고양 시민들이 킨텍스를 찾지 않는다면 보기에는 웅장하고 멋있어 보이

는 건물이지만 거인의 집과 다를 게 없다. 시민들이 가깝게 즐겨 찾는 곳으

로 킨텍스를 만들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민 친화

적 프로그램과 시설물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킨텍스 전시장 둘레

에 시민들을 위해 산책로를 정비하고 곳곳에 벤치를 배치해 놓았으면 한다. 
박람회의 볼거리, 

문화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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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야외 전시회를 수시로 기획하여 늘 관심의 대

상이 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킨텍스 내부도 평소에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편의시설

들을 좀 더 많이 갖추어 남녀노소 모두 킨텍스를 편안한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발걸음이 언제나 끊이지 않는, 시민들이 진정으

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을 때 비로소 킨텍스는 고양시민들 삶

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을 마무리하고 난 뒤에는, 킨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올 한해 가보고 싶

은 전시회의 참관 스케줄을 미리 잡아보려고 한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전시회는 

물론이고 올해부터는 가족과 함께 손잡고 즐길 수 있는 전시회도 함께 목록화하려

고 한다. 호기심 많은 아들과 마당발 아내의 관심사까지 두루 반영하자면, 빽빽한 

스케줄이 될 것 같다. 그러나 마음은 한결 여유가 생긴다. 아주 운 좋게도, 킨텍스

는 내가 사는 고양시 우리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말이다. 

킨텍스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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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양 에 서  출 발 한  한 류 ,  세 계 로  퍼 져 나 가 다

한류

한 류 의  열 풍 ,  우 리  민 족 의  D N A

한 류



김종일

동화작가. 소설가. 1994년 제2회 MBC 창작동화대상 수상으로 문단

에 등단하였고, 1996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동화가 당선되었다. 지

은 책으로는 동화집 ‘베토벤 아저씨의 산책’, ‘탱자나무 울타리가 있

는 집’, ‘강산이는 힘이 세다’와 기획동화인 ‘12살 훈이 좌충우돌 경제

학’, ‘밥상머리에서 배워요’, ‘이야기 백제왕조사’가 있으며, 청소년 소

설로 ‘내 마음의 꽃밭’, ‘그리운 별의 씨앗’, ‘나는 날고 싶다’가 있다. 

또한 소설집으로 ‘돌의 침묵’이 있으며 그 외에도 철학동화, 환경동

화 다수가 있다. 수상으로는 고양시문화상과 행주문화상, 고양시자

랑인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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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열풍, 
우리 민족의
DNA

드라마 <대장금>의 인기가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를 넘어 저멀리 아

프리카의 시에라리온에서도 식을 줄 모른다. 미국 드라마에 열광하

고, 홍콩 르와르에 심취했던 40대 이상에게는 꿈만같은 일이다. 한국 

드라마가 전세계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게 될 것을 상상이나 했던가. 

한국 드라마, 가요, 영화 등의 문화콘텐츠에서 출발하여 한국 스타일

의 화장법, 성형, 화장품까지 인기를 얻으며 한국어 강좌도 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을 한류라 부른다. 

고양은 한류문화의 생산지로 떠오르고 있다. MBC드라마센터, SBS제

작센터, 아쿠아 스튜디오, K-POP아레나, 브로멕스타워 등 영상제작

을 위한 인프라를 갖춰 방송, 영상제작인들이 속속 고양으로 몰려들

고 있다. 

고양에서 생산된 한류는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 세계로 퍼져나가 

한국의 문화를 전세계인이 공유하여 또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는 밑거

름이 될 것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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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열풍과 우리 고대국가와의 연관성

2013년은 한류가 전 세계에 유·무형의 가치를 정착 시키며 문화적 존재

감을 드러냈던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올 2014년은 어떤 가치들이 한류를 떠

받들며 한류를 확산시킬 것인지 궁금하다. 한류의 첫 발걸음은 K-POP이라

고 할 수 있다. K-POP를 필두로 드라마, 영화, 한국음식, 한국어, 의료, 화

장품, 삼성 휴대폰 등 이러한 유·무형의 가치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한류를 

심어주는 첨병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K-POP는 단연 첫 키워드에 속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젊은 가

수들의 춤과 노래가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시킨 것이다. 춤과 노래를 좋아

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특권만은 아닐 터, 남녀노소 어느 누가 춤과 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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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하는 이가 있을 것인가. 그중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춤과 노래를 

사랑하는 민족이었다.

우리의 상고시대를 예로 들어봐도 그렇다. 중국의 옛 문헌 기록인 진나라

의 진수가 쓴 ‘삼국지’의 ‘위지 동이전’에 보면 우리 민족은 가을걷이가 끝나

면 하늘에 제를 지내고 음악과 춤과 노래로 온 백성이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

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운 부여의 ‘영고’나 고구려의 ‘동맹’

이 그러하다. 

따라서 오늘날의 K-POP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에게 내려져오는 유구한 역사의 DNA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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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공원 앞에 위치한 MBC 드림센터

호수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도로변에 위치한 거대한 MBC 드림센터를 볼 

수 있다. 나는 이 건물이 들어서기 전부터 이 건물이 완공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아왔다. 물론 내가 호수공원 근처에 사는 관계로도 자주 봐왔지만, 친구가 

바로 이 건물과 이웃한 레이크폴리스에 살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친구가 어느 날 내게 싱글싱글 웃으며 말했다. 

“야, 이 MBC 드림센터 때문에 내가 사는 이 오피스텔 값이 많이 올랐다.” 

친구가 사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호수공원이 지척에 있어 그렇잖아도 가

격대가 비싼 곳으로 이름이 났는데, 바로 옆에 방송국이 들어서자 그 가치가 

더욱 올랐다는 것이다.

친구의 관심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치에 대한 단견적인 생각으로 말했

지만, 고양시에 지상파 방송국이 건립되었다는 것은 그 이상의 유·무형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일산 MBC 드림센터는 국내 최대 디지털 제작공간으로 세계적 수준

의 음향 설계와 최첨단 디지털 스튜디오로 시청자가 보다 가까이에서 방송 

제작 현장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방송 역사체험, 각종 방송장비 경

험과 기상 캐스터·성우·앵커 되어보기, 실사합성 체험 등 방송제작과 관

련한 색다른 체험을 해볼 수도 있다. 그리하여 일반인이나 단체 견학이 가능

하기도 하다. 하기야 방송과 시청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따라서 

시청자를 우대하는 방송국의 운영 방침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런데 가끔 방송국 앞을 지나가다 보면 청소년들이 길게 줄을 서서 방송

국 안으로 들어가려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

돌 가수나 스타를 보려고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길게 줄을 선 광경이리라.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기성세대인 나의 눈에는 솔직히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요즘 청소년들의 우상은 이름난 연예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을 물으면 연예인이 되는 것을 꼽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이 연예

인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연예인이 되면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고 

돈을 잘 벌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모른다. 인생에 

있어 인기와 돈은 어떻게 보면 한갓 물거품이라는 것을. 
2007년 문을 연 

MBC 일산드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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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나는 호수공원을 산책하며 MBC 드림센터를 올려다본다. 그러면

서 저 엄청난 규모의 건물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까하는 의문이 들

기도 한다. 저 큰 건물을 운영하려면 운영비는 얼마나 들 것이며, 저기서 사

용하는 전기와 각종 자원들이 얼마나 들 것인가 하는 생각 말이다 이런 우려 

아닌 우려는 나만의 기우일까?

드라마는 이곳. 탄현동 소재 SBS 드라마 센터

탄현동은 일산동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 탄현炭峴이라는 지명은 우리말로 

하면 숯고개라는 뜻이다. 지명이란 유래가 있는 법인데 탄현 역시 유래가 있

는 바, 옛날에 이곳은 참나무가 많아 참나무를 베어 숯을 구웠다하여 숯고

개, 즉 탄현이라 하였다. 

본래 탄현동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일산신도시가 

조성되어 탄현 택지개발 사업으로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다. 바

로 이 탄현동에 SBS 드라마 제작센터가 들어와 있다. 그 외에도 장애인 시

설인 홀트학교가 인근에 설립되어 있고,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인 좌우 이념 

대립의 산 증거인 금정굴 역시 탄현에 소재해 있다.

한류에 있어 방송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방송이 있었기에 한류 

바람이 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공중파 방송인 

SBS와 MBC가 들어와 있고 머지않아 교육방송인 EBS 마저 들어올 예정이

다. 그야말로 고양시는 방송의 메카가 될 예정인데 이는 고양시가 서울과 가

깝다는 지리적 조건이 크게 작용하는 것일 터이다. 

따라서 고양시에는 방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

밖에도 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아 길을 가다보면 작가, 화가, 음악

가, 탤런트, 가수 등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SBS 드라마 제작센터는 고양시에 제일 먼저 들어온 방송국 시설이다. 이

곳에는 7개의 대형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드라마, 교양, 예능 등 대부

분의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곳이다. 따라서 직접 드라마나 예능 프로를 제작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도록 초등학교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단위 신청

에 의해 견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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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현동에 위치한 

SBS 일산제작센터(위).

SBS드라마 <장옥정, 사랑에 

살다>(2013)의 한 장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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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한류의 바람을 처음 일으킨 곳은 중국이다.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우리

나라와 인접해 있지만 옛날부터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문화교류 국가였다. 중국의 

한류는 드라마를 통해서였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중국 드라마는 스케일은 크지만 중국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갈등이 얽히는 애정 드라마라는 것이다.

둘째, 흥미진진한 스토리의 재미가 안 보고는 못 배기게 하는 요소가 있다.

셋째, 잘생긴 미남. 미녀 배우들이라 드라마를 안 볼 수 없게 한다는 점이다.

넷째,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이 연기를 실감나게 잘 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어색한 장면이 없고 특히 눈물 흘리는 연기는 실감이 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더 있을 수가 있으나, 나는 내 나름대로 내 관점에서 우리나라 드라마

를 비판해 보겠다. 이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의 드라마가 한층 더 발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를 언급하는 것이니 드라마 관계자들의 혜량 

있기를 바란다.

첫째, 우리나라 드라마는 너무 눈물 흘리는 장면들이 많다. 남녀 배우 공통으로 

KBS드라마 

<드림하이>(2011)

제작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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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리는 장면이 많아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드라마가 안 될 정도이다.

둘째, 너무 치정과 불륜에 얽힌 소재의 드라마가 많다. 그리고 출생의 비

밀은 왜 그렇게 많은 지 알 수가 없다.

셋째, 현실과 동떨어진 재벌과 부잣집 소재의 드라마가 대부분이다. 그야

말로 일반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위화감과 함께 소외감마저 들 정도이다.

넷째, 결말이 너무 뻔히 들여다보인다는 점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드라마

를 보다보면 결론이 보여 재미가 반감된다.

다섯째, 드라마의 전개 도중 무슨 일이 있으면 뻑 하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다. 공부를 하러간다는 명분이지만, 현실감이 지극히 떨어지는 점이다.

여섯째, 우연 아닌 우연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사

건이 일어나고 우연이 너무 빈번하여 사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드라마가 외국에서 한류를 일으킬 정도로 

인기를 얻는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한류 바람이 불기 

위해서는 드라마 외에도 인류 보편적인 교양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를 제

작 지구촌 사람들의 공감을 사야할 것이다.

연예예술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꿈과 사랑을 

그린 KBS 드라마 

<드림하이>(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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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본질이 무엇인가 되묻게 하는 EBS 교육방송

나는 개인적으로 EBS 방송을 즐겨본다. 즐겨보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좋아서이

다. 일반 공중파 방송은 상업성을 띄기 때문에 품격 높은 교양과 시사, 다큐멘터리 

프로보다는 오락성 있는 드라마나 연예 프로, 광고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EBS 방

송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방송이다. 따라서 품격 높은 교양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이 많다. 

채널 선택은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다. 그 사람이 어느 방송, 어떤 프로를 

선택하든 보든 그건 그 사람의 자유의사에 따른다. 때문에 어느 방송을 선택하고 

무슨 프로를 보는 가로 개인의 소양과 인격을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방송의 영향이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 볼 때, 프로그

램의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그 

영향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폭력물을 보고 영향을 받아 또래들에게 

폭력을 쓴다든지, 욕설이나 각종 은어를 사용하는 등 그 부작용이 적지 않기 때문

이다. 

그런 면에서 EBS 교육방송은 일반 시청자들이나 청소년들 누구나 부담 없이 시

청할 수 있는 방송이다. 그런 EBS 교육방송이 일산 한류월드에 들어서게 된다. 이

호수예술축제의 공연(좌)

EBS 사옥 조감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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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 고양시민 누구나 환영할 일로서 고양시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상

당할 것이다.

연면적 2만 3000평에 지상 25층의 사옥도 올 2014년 완공을 앞두고 있

으니 바야흐로 고양시는 MBC 드림센터, SBS 드라마센터, EBS 등과 함께 

방송의 메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도시가 되는 셈이다.

숨은 얘기지만 EBS가 고양시에 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한다. 고

양시로 오기 전 안양시가 적극 나서 유치에 힘썼다고 하는데, 안양시는 시청

사 부지까지 내어주겠다며 유치에 힘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새로 건립될 EBS 디지털 통합사옥은 교육전문 세계 최고 미디어 그룹이

라는 EBS의 비전을 잘 담아낼 것이다. 또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시청자 

중심의 방통융합 환경으로 조성됨에 따라 일산에 들어서게 될 EBS는 우리

나라 최고의 교육 콘텐츠 허브 및 세계적인 체험 학습장으로 부상될 것이라

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양시가 

한류의 메카로

부상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스타트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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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의 전용 공연장 K-POP 아레나

한류韓流는 한국적 전통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류월드는 한국적 전통성

을 전 세계(world)에 확산하자는 뜻이다. 또한 한류가 우리나라만의 문화를 

담지 않고, 더 넓은 국제무대로 뻗어나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일산 장항동에 조성한 한류월드는 문화 콘텐츠 확산에 용이한 배후시설을 

건립하고 또한 그와 연관된 시설이 풍부하다.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지상파 

방송국을 비롯하여 킨텍스, 호텔, 고양문화원, 원 마운트, 백화점 등이 건립

되어 운영되고 있다. 

바로 이곳 한류월드가 들어서는 법정동 명칭이 장항동이다. 신도시가 개

발되기 전 이 지역은 전형적인 논밭으로 이루어진 농촌 지역이었다. 내 어릴 

적 기억에도 장항동은 개흙밭이 많아 당근을 많이 심었다. 그리고 땅콩도 더

러 심었다. 지금처럼 군것질거리가 많지 않던 시절이라 남의 밭에 심어져 있

는 당근을 뽑아먹고 땅콩을 캐 날로 먹었던 기억이 어제인 듯 뚜렷하다. 그 

시절이 엊그제 같건만 어느 새 수십 년이 흘렀다.  

이제 장항동은 상전벽해 옛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우리나라 문화의 메
고양의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고양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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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옛 모습이 문뜩문뜩 그

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개발이 되고 그

에 따라 빌딩과 여러 시설물이 들어서지만, 옛날 정다운 모습의 산과 들판 

그리고 야트막한 산과 마을의 정겨운 모습이 그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한 번 생각해 보자. 시대의 흐름이고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개발이 

되는 것만이 능사인가를. 옛것이 사라지는 것은 옛것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

다. 자연의 아름다움, 농경지, 산과 강, 사람과 사람, 우리의 옛 풍속과 풍습.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유형, 무형의 자산들

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 말이다. 

그런데 한류월드에 들어서는 모든 건축물들은 자연과 환경을 필연적으로 

훼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데는 엄청난 

자원이 들어가고 또한 필연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현대의 모든 조건

은 자본의 논리다. 어떤 식자識者들은 이를 보고 천민자본주의라고 말을 하는

데 자본주의의 속성은 그런 것이니 이를 어찌 탓할 수 있겠는가. 

어쨌거나 한류월드에 ‘K-POP 아레나’ 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를 보면 오는 2016년 말 완공될 ‘K-POP 아레나’ 

공연장은 1만 8000석 규모의 주공연장과 2000석 가량의 중규모 공연장과 

함께 대중 음악계의 숙원 사업인 대중음악 박물관, 명예의 전당, 대중음악 

관련 교육 시설도 들어선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국비 250억에 민자 1750억 등 총 2000억 

원 가량이며, 장비 시설비로 600억 원이 별도 투입된다. 또한 경기도는 무

상임대 조건으로 한류월드 부지를 제공하며, 공연장 건립 및 운영 등은 민간

이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총사업비는 거의 3000억 원에 육박한다는 말인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거대 공연장을 건립하여야 하는지 모르겠다.  

한류를 선도하는 그룹은 몇몇 이름 있는 배우와 K-POP 아이돌 가수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출연한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춤과 노래들이 세계인에

게 한류를 전파하는 추진체이다. 그 좋은 예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인데 문

화콘텐츠 최강국이면서 소비국인 미국에서 발원하여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

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후속곡인 ‘젠틀맨’은 기대

에 미치지 못하였다. 

호수문화예술축제 공연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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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8회 

고양대학청소년영화제. 

영상의 메카로 떠오르는 

고양시.

CJ 일산 스튜디오와 대화동 
송포호미걸이와 민속놀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문화의 원형과 뿌리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류를 형성하고 추진하는 영화의 연기와 K-POP의 노래와 춤 역시 그 시

원은 옛날 우리 조상들의 몸짓과 율동, 춤사위, 소리에 기원한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송포 대화동에서 기원한 ‘고양 송포호미걸이’는 분

명 한류의 시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송포호미걸이는 경기도 무형문

화재 제22호로 지정된 우리 고양시의 자랑스러운 무형문화재이다. 이를 발

굴하고 재현한 고 김현규 선생은 대화동 출신으로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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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대학청소년영화제의 

공연모습. 젊은이들의 

역동성이 느껴진다.

아오신 분이다. 김현규 선생은 이곳 송포 벌판에서 전래되던 여러 가지 소리

와 민속놀이를 발굴 재현, 정리 하신 공이 인정되어 경기도로부터 문화재 보

유자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특히 호미걸이는 일명 ‘호미씻이’라고도 하는데 마지막 김을 매고 난 뒤 

올 농사의 큰 일이 끝났으니 내년 농사를 대비하여 호미를 씻어 걸어둔다는 

데서 유래한 논농사와 관련한 민속놀이다. 호미걸이는 독특한 농요와 몸동

작이 특이한 점이 특징이다. 

이런 유서 깊은 대화동에 CJ 일산 스튜디오가 개관되어 방송 제작의 일익

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 스튜디오는 드라마, 예능을 아우르는 3400여 

평 규모의 종합 방송 제작센터로서 종합 콘텐츠기업 CJ E&M은 2013년 11

월에 ‘CJ E&M 일산 스튜디오 건축 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그리하여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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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콘텐츠들을 제작할 수 있는 대규모 전용 스튜디오를 건립하여 지상파를 

제외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방송 제작 스튜디오를 보유하게 된다.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고양도시관리공사는 CJ로부터 연간 14억 5000

여만 원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2021년 4월까지 계약을 체결하였다. CJ는 

이 부지에 100여억 원을 들여 방송 영상 관련 시설을 건립하여 대형 콘텐츠, 

스타일, 드라마, 예능, 푸드 등 전용 스튜디오 5개동을 짓기로 한 것이다. 임

대기간 8년간 120억 원의 수익이 창출되어 공사의 재정적 기반 구축에 큰 기

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튜디오는 3400평에 달하는 것으로 지상파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가

장 큰 규모의 방송 제작 스튜디오이다.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 

기대되며 고양시의 기존 방송제작센터와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

대화동 송포 넓은 들판은 오랜 선사시대부터 논농사를 지어오던 곳이다. 

5000년 전의 가와지 볍씨가 출토된 곳도 이 지역이다. 그만큼 논농사의 역사

가 깊은 곳이다. 따라서 논농사와 함께 우리의 들소리와 민속놀이 역시 함께 

발전해 왔다. 이 지역에 근원을 둔 들소리와 민속놀이가 어찌 ‘송포호미걸이’

뿐이겠는가. 대화동과 법곳동에서 기원한 ‘용구재 이무기제’와 ‘싱아대 소리’, 

송포동에서 행하였던 놀이인 ‘고양 쌍그네놀이’, 대화동과 인접한 가좌동에서 

유래한 ‘멩개안 사줄놀이’, 대화동의 ‘선공감 김감역 상여 회다지소리’ 한강 연

안 일대인 장항동, 대화동, 법곳동 마을에서 행해지던 마을 공동체 놀이인 ‘12

지신 불한당 몰이놀이’ 등이 다 대화동과 인접마을에서 기원한 우리 고유의 소

리와 민속놀이인 것이다.

김현규 선생은 이제 유명幽明을 달리 하셨지만 선생께서 발굴하고 재현한 고

양의 들소리와 민속놀이는 오늘 우리의 한류 문화의 한 축으로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 지금도 너른 송포 벌판에서 그 당시 울려 퍼지던 흥과 멋이 어우

러진 우렁찬 들소리와 농악소리, 흥겨운 몸짓이 삼삼하게 보이고 들려오는 듯

하다. 

이 편 저 편 좌 우 편 군방님네 ~ ~

예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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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늘 김도 멜만하고 날도 선선하고 막걸리 동이나 마셨

으니 

옛날 노인네 하시던 두레소리 우럭우럭 해 보십시다 ~

예 ~ ~ ~

요 내 춘색은 다 지나를 가고 
<송포호미걸이 중 두레소리 일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 22호로 지정된 

송포호미걸이. 

고양시의 자랑스런 

무형문화재이다. 

송포호미걸이는 한류의 

시원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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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충무로 고양, 영화의 꽃으로 피다  
  

고양시는 서울 다음 가는 문화 예술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중

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를 비롯하여 드라마, 예능, 음악 등 모든 대

중문화 시설과 재원들이 고양시에 포진해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대형 영화사

의 입주가 러시를 이루고 있어 고양시는 말 그대로 제2의 충무로가 되고 있

다. 아니 어떻게 보면 충무로가 무색 하리 만큼 고양시는 대형 영화사와 감

독, 배우들이 대거 고양시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데에는 고양시가 서울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방

송 촬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도 큰 이유지만, 고양시 차원에서 활발한 

기업유치를 통해 영화사를 대거 유치해 온 것이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아이돌 스타들이 

주인공으로 열연했던 

SBS드라마 <아름다운 

그대에게>(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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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는 일산동구 장항동에 소재한 브로멕스타워와 덕양구 화정동에 소

재한 브로멕스타워 2에 영화제작사와 방송영상기업을 입주시켰다. 그 외에

도 대화동 브로멕스 킨텍스, 삼송동 브로멕스 힐사이드, 덕은동 브로멕스 밸

리, 장항동 브로멕스 밸리 등 5개 권역에 모두 376만㎡ 규모의 방송영상 단

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가시적인 효과도 눈에 띄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입주

업체 중 최근 ‘제50회 대종상’ 시상식에서 3개 부문을 수상하는 실적을 보인 

바 있는데, 브로멕스타워 입주업체인 ㈜디지털 아이디어는 영화 ‘타워’로 기

술상을, 모호필름은 영화 ‘설국열차’로 편집상과 미술상을 수상하였다.  

 따라서 브로멕스타워가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영상제작 시설의 메카임

을 입증하였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현재 장항동 브로멕스타워와 화정

2010년 

호수예술축제의 공연 

모습. 고양시민은 

문화를 만들고 누릴 줄 

아는 시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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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수, 이정재, 

전지현 출연작 

영화 <도둑들>(2012)

저예산으로 

제작되었으나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354만의 

흥행돌풍을 일으킨 

영화 <부러진 

화살>(2012)



 241

동 브로멕스타워에는 ‘부러진 화살’, ‘화이’로 유명한 아우라픽쳐스 등이 입주해 있

고, 영상 후반 작업 분야의 선두인 ‘김상범 편집’, ‘디지털 아이디어’ 등이 입주해 있

다.

 요즘은 어느 곳에서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그만큼 영화

관이 많다. 우리 고양시만 해도 화정동에 있는 브로멕스타워 안에 소재한 영화관이 

있고, 일산 쪽으로 오면 롯데 시네마를 비롯 여러 곳에 영화관이 산재해 있다. 그런

데 영화관도 많고 상영하는 영화도 많지만 정작 볼 영화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아쉽다. 그리고 요즘 영화들은 왜 그렇게 폭력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은지 모르

겠다. 조폭을 다뤄 잔인하게 서로 보복하고 폭행하고 죽이는 장면들 말이다. 

 이처럼 잔인한 폭력 위주의 영화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생각해 

볼 일이다. 영화가 재미와 흥행 두 요소를 충족시켜야 하겠기에 폭력물을 다룬다고 

한다면 크게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영화의 대중성과 공공성을 생각하여 많은 대중

들에게 정서적 공감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영화 제작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또한 

한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계인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보편성 있는 영화 제작

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많은 돈을 들여 영화 제작 시설을 고양시에 구축하였는데 국내 시장에만 상영되

는 영화만 제작한다면 그건 너무 경제적 손실이 크다. 글로벌 시대, 한류의 한 축

으로서의 영화의 소임을 다하려면 거듭 말하지만, 세계인들이 보고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 있는 소재의 실감나는 영화 제작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1000만 관객이 

들어서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외국에 영화를 수출하여 외국인들이 우리 영화를 보

려고 줄을 서 1000만 관객을 넘어 2000만 3000만 관객이 들어서는 그런 영화를 제

작하여야 한다. 이에 영화제작자와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우들은 분발하여야 할 

것이다.

오금동, 그곳에는 우리나라의 ‘타이타닉’이 있다

지축동의 북쪽에 위치한 오금동은 비닐하우스, 논과 밭, 작은 상가가 있는 마을

이다. 자연마을 명칭으로 불리는 삼막골, 상촌, 중촌, 하촌, 큰골, 당곶말, 새말, 모

당말, 독정말 등 작은 마을이 오금동에 있다. 오금동은 오동나무 오梧자를 쓰고 거

문고 금琴자를 써서 오금동이라고 하였다. 지명 이름으로 봐서 이 마을은 옛날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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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나무가 많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동나무가 많았으니 자연히 오동나무를 재료로 한 거문고를 제작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을 터, 우리나라 자연마을은 오금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고유의 지명이 있었다. 이 지명은 그 마을의 유래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역사성이 있

을 뿐만 아니라, 정체성 또한 묻어 있다. 이처럼 자연스럽고 정다운 마을 이름이 일

제강점기 일제에 의해 일제히 한자어로 바뀌어 버렸다. 

 일제의 잔재는 마을의 지명에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생각하니 일제의 만행이 

끔찍하기만 하다. 현재도 일본은 군국주의를 신봉하면서 일제 군국주의의 침략으

로 고통을 당한 우리나라나 중국, 동남아 일대 국가에서 저지른 만행에 대해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있다. 

어쨌든 그렇다는 것이다. 오금동 역시도 개발의 손길은 비껴가지 못해 현재 이곳

은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통일로가 인접해 있어 파주까지 쭉 이어져 

있는 곳이다.

 이곳에도 영화 제작과 관련된 시설이 들어서 있다. 바로 오금동 수중 촬영장 아

쿠아 스튜디오가 바로 그것이다. 30여억 원을 들여 고양 정수장을 리모델링한 아

쿠아 스튜디오는 해상 전투나 영화 타이타닉 같은 특수효과 촬영이 가능한 대형수

조, 다양한 수중 촬영에 이용되는 중형수조, 광고나 수중화보 촬영용인 소형수조를 

갖추었다.

고양 정수장은 1984년부터 하루 3만 톤의 수돗

물을 덕양구 일대에 공급했지만, 2000년 광역 상

수도가 놓이면서 운영이 중단됐다.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어 철거까지 거론되다가 10년 만에 수중

촬영장으로 거듭났다. 고양시는 영화, 드라마 촬

영 등으로 매년 20억 원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고, 

해외 촬영 수요도 흡수해 연 80억 원의 외화 유출 

방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1100만 관객을 동원한 윤제균 감독의 ‘해운대’ 

주요 장면이 이곳에서 수중촬영이 된 바도 있어 

오금동 수중 촬영장은 타 도시에 건립되어 있는 

영화세트장이 제 구실을 못하는 것에 비해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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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진 영화 <해운대> 

수중촬영 장면(위)과

영화 <타워>의 촬영 

장면. 

영화 <킹콩을 들다> 

시사회

전국의 몇몇 지자체들이 홍보와 관람객 유치를 위해 서로 경쟁하듯이 영

화 세트장을 건립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 정작 소기의 목적했던 바대로 

되지 않았다. 따라서 세금만 낭비하고 해마다 운영비만 들어가 나중에는 흉

물로 방치되었다. 그런 면에서 오금동 수중 촬영장 아쿠아 스튜디오는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수장을 리모델링해 수중 촬영장으로 활용하

여 세수 증대에 기여하니 말이다.

세계로 전파되는 한류의 진원지로서의 고양 

모든 대중문화 생산과 제작, 발표의 인프라가 고양시에 집중되어 있다. 이

는 고양시로서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도 자랑할 만한 일이다. 그

러나 이런 거대 대중문화 인프라가 돈을 들인 만큼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시너

지 효과를 충분히 내면서 한류에 기여할 수 있을 때 그 가치를 더할 것이다. 

외형적인 건물과 시설, 자원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다. 그리고 이를 운

영해 나가는데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자원소비는 또 얼마일 것인

가. 고양시와 방송관계자, 영화 관계자 또는 대중문화 관계자 모두는 이 점

을 명심하고 대중문화 산업 전반의 발전과 한류 확산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야 한다. 또한 고양시가 명실상부 한류문화를 세계로 전파하는 진원지로서

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나서야 한다. 우리 몸속에 녹아

들어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흥과 멋이 어우러진 춤과 노래의 DNA가 그걸 

가능케 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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