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8경

남대천의 발원은 오
대산 두루봉이며 후
천은 점봉산과 구룡
령에서 발원하여 약
54Km의 하류 서문
천에 합류하여 동해
로 흘러가는 청정수
역이다. 봄에는 바다
에서 은어, 황어 가
을에는 연어가 소상
하고 겨울이면 시베
리아서 큰고니(백조)
가 찾아오는 회기 본
능의 강이며 양양군
민의 식수원이다.

남대천1경

국립공원 설악산 주봉
인 대청봉(1,708m)은
서면 오색리 산1번지
이다. 조선정조때문
인 성해응의『동국명산
기』에‘그 봉우리가
높아서 높고 푸른 하
늘을 만질 듯하여 그
최고 정상을 가리켜
청봉이라 이름 하
다’고 하며 정상에서
동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대청봉2경

원래 이름은 소솔령
所率嶺이었으나 조선
선조(1596년) 때부터
오색령(1,004m)으로
고쳐 불려 졌으며, 현
재 44번 국도로 동
과 서의 분수령이
다. 우리나라 아름다
운 경관도로 제54선
으로 선정되어 가을
철이면 많은 관광객
이운집한다.

오색령3경

오색 약수터에서 선
녀탕을 거쳐 점봉산
(1,424m) 서쪽 비탈
에 이르는 계곡이며,
무염스님이 12세에
출가한 오색석사와
주위에 독주암, 만물
상, 만경대, 선녀탕,
용소폭포, 12폭포가
있어 운치를 더해 주
며 가을 단풍이 백미
이다.

주전골4경

양양군 명승 제68호
로 지정된 하조대는
고려 말 명관인 하륜
과조준이한때은거
했던 곳이라 하여 두
성을 따서 붙여진 이
름이다. 기암절벽위이
우뚝 솟아 있는 육각
정자와애국송은동해
일출의 명소로, 조선
숙종 때 양양부사 이
세근이 정자 앞 바위
에하조대라고쓴암
각문이남아있다. 

하조대5경

죽도정은『신증동국여
지승람』양양도호부편
에 죽도는 부 남쪽
45리 관란정 앞에 있
으며 푸른 대나무가
온 섬에 가득하다. 섬
밑 바닷가에 구유같
이 오목한 돌이 있는
데‘둥근돌이그속
에서 이리저리 구르
고 달아서 오목하게
됐다’는 전설이 있으
며, 최근 해변에는 수
상레저를 즐기는 마
니아들로북적인다.

죽도정6경

남애항은 양양군에서
규모가가장크고아름
다운 1종국가어항이며,
강원도 3대 미항 중에
하나이다. 조선시대에는
인근의 양야산陽也山에
봉수대가 있었으며, 어
판장에는 마을 어민들
이직접잡은싱싱한생
선이넘쳐나많은관광
객이찾는어촌체험항
이다.

남애항7경

의상대는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의
좌선 수행처이다. 매
월당 김시습이 낙산
사 주지에게 보낸
시문과 단원 김홍도
의‘해동명산도첩’
을 미루어 볼 때 16
세기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강원도 유형문화
제 제48호와 양양군
명승 제27호로 지정
된 동해 일출의 명
소이다.

의상대8경

무산사(양양포교당)          
낙산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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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요! 50년, 함께가요! 100년

꿈을 주는 양양새마을금고
양양새마을금고는 회원분들의 신뢰에 부응하여

사회전체를 이롭게 하는 인간중심의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예금, 대출, 공제(보험)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59
TEL : 033) 671- 4413 . 4414
FAX : 033) 67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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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관(양양에너지팜) 개관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 견학신청 및 문의전화 : 070-4034-2344~7(무료 관람)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5 대원 오피스 2층
TEL : (033) 671-2431   FAX : (033) 671-2502
E-mail : dart2431@naver.com

webhard : ydongbuy/2501



법무사이재민사무소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84

전화 : 033-672-2845

팩스 : 033-672-2846



문화학교 개강식

문화학교 개강식

문화가 있는날 역사교육

제38회 양양문화제 만세운동재현행사

문화원 정기총회

어르신문화학교 개강식

문화가 있는날 공연

제1회 전국한시현장백일장

PHOTO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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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강원도동구리경창대회

경로효친공모전 시상식

문화원회원및수강생 유적지 답사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전시회

향토문화교육 현장학습

강원문화축전서각 전시

청소년과함께하는 도자기체험

문화학교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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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정유년(丁酉年) 새해가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군민여러분과 문화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하

면서 어려웠던 지난해에도 문화원에 보내주신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병신년(丙申年) 한해는 국정농단과 조류인플루엔자 AI로 인하여 축산기반이 회복불능상

태는 물론 장바구니 물가는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등 그 어느 해보다 국내

외적으로다사다난했던해 습니다.

우리 문화원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향토사를 바로잡고 잊혀져가고 소멸해가는 향토

사료를발굴보존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명600주년을 맞이하여 양양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제6회 강원도

동구리전통민요 경창대회와 제1회 전국한시현장백일장을 개최하고 9월 1일에는 우리

지역의 옛 토인 백두대간 오색령 표지석을 오색령 정상에 설치하는 등 다채로운 행

사를 통하여 향토의 역사성과 전통성 그리고 국민화합과 향토애를 고취시키는 축제로

승화 시켰으며, 또한, 문화학교운 과 향토문화 교육사업, 문화회원 선진지 견학 등 다

양한 문화 사업을 통하여 우리만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아름다운 지역문화의 정체

성을 확립하고 발굴하는데 노력하 습니다.

그리고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원들께서 지역의 전통문화 발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조선중기 이후 한결 같이 오색령으로 표기된 역사

자료 등을 연구하여《백두대간 오색령》이란 책자를 직접 발간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문화학교 운 과 국내문화탐방은 물론 제39회 양양문화제와 제7회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를 더욱 발전적으로 운 하고, 15세기 조선의 음악계에 대금으로 심

금을 울린 양양출신으로 금합자보 중 대금 악보인 적보(笛譜)를 만든 장악원 전악 허억

봉 선양사업으로 전통악기인 대금을 알리는데 힘쓸 것이며, 향토 사료를 꾸준히 발굴

하고 정리하여 지역의 문화 창달을 위하여 더욱 노력 할 것입니다.

군민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열정적인 성원으로 우리고장의 아름다운 전통문화가 친

숙해 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양 양 문 화 원 장

윤 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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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양 양 군 수

김 진 하

2017년 정유년새해아침이밝았습니다.

기대와 설레임속에 맞이한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뜻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명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더욱

구체화시킨 의미있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양양의 뜻깊은 600주년을 맞이하 고, 양양소방서, 양양군종합운동

장, 군도3호선 전면개통, 낙산도립공원 전면해제 등 오랜 숙원이었던

사업들이 하나하나 실현되었습니다.

2017년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성공적인 설치와 동서고속도로

개통 등 명품도시가 되기 위한 또다른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회들이 위기가 아닌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

서는 우리만이 가진 양양다움으로 도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만의 특성을 찾고 실천해 나가는 정체성의 확립

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명품도시 양양’을 향한 우리의 도전은 2017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여러분들도 양양군의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정유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

고, 모두가 소망을 이루는 희망찬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

니다.



11제28호 양양문화

신년사

양양군의회 의장

이 기 용

존경하는양양군민여러분! 
그리고고향을떠나계신출향군민여러분!
희망의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

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의정발전을 위

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

립니다.

또한, 경향각지에서 고향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출향군민 여러

분과 우리 군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 주신 자매도시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많은 힘이 되어주신 지역의 부대장님을 비롯한 주둔 장

병 여러분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7대 양양군의회도 어느덧 임기의 반을 넘겼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군정의 견제자로서 변화를 유도하고 군정의 동반자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매우 소중한 기간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아낌없는 충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과 함께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발전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펼

치겠다는 각오를 되새기며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이하 습니다.

우리 의회는 우리 군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차대한 사업들을 추진하

는데 있어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군민의 뜻에 어긋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반듯한 의회의 모습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발전의 동반자인 집행부에 대해서도 구태의연한 모습에는

쇄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소통과 변화의 노력에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



면서 양양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는 오랜 염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사가 착공을 앞두고 있

고,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등 그 어느 해 보다 급변하는 한 해

가 될 것이므로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비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한 해

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지혜와 역량

을 아낌없이 발휘해, 2017년 한 해가 신뢰와 사랑 속에 결실 가득한

한 해로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군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시

고 충고와 조언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7년 새해에도 여러

분 모두에게 희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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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국 회 의 원

이 양 수

존경하는양양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고성양양국회의원이양수입니다.

밝고 희망찬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 되

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한 해 동안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양양군의 지속적인 발전

과 의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지난 해는 우리 양양군이 정명 600주년을 맞이한 매우 뜻깊은 한 해

습니다. 이에 우리 양양군은 양양 대표축제인 송이, 연어 축제를 비

롯해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행사를 주제로 한 각종 마을행사가 성황리

에 개최되어 지역경기 부양에 일조하는 등 양양군의 관광 컨텐츠 확충

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우리 설악권 지역은 서울~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확정과

양양 낙산도립공원 전면 해제, 양양 국제공항 운 활성화 등으로 관

광지구로서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애써 이룬 성과들이 양양군, 더 나아가 설악권 지역

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으로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정부 부처

와 긴 히 협의하고 군과 협력하여‘다함께 잘사는 양양’을 위한 기틀

을 마련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은 새벽 어둠을 깨우고 희망의 하루를 전한다는 붉

은 닭의 해입니다. 붉은 닭의 힘찬 기운과 함께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

의 가정과 일터에 큰 희망, 큰 기쁨이 가득하시고 웃음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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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사료

Ⅰ. 머리말

양양군은 강원도 중동부에 위치하며 동쪽은 동해에 연접해있고, 북서쪽은 설악산, 남서쪽에는 점봉산과

오대산이 백두대간을 근간(根幹)으로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산이 푸르고 물이 맑아 예로부터 산 좋고 물

맑은 고장으로 정평(定評)이 나 있으며, 군 전체면적의 83%가 산림으로 형성된 청정고장이다. 

이 고장은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금표가 분포되었던 것으로 각종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양양문

화원과 부설향토사연구소는 지난 2013년도에 양양지역에 남아있는 금표(禁標)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

다.

이 과정에서 현북면 장리 노루골 소하천 상류지점인 달하치(月下峙)와

연화동(蓮花洞)의 갈림길 바위에 각자(刻字)된“교계(校界)”를 발견하 는

데 이곳의 교계각자(校界刻字)는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었다는 전거를 찾

지 못한 체 전국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써 금표의 일종으로만 추정될 뿐

사전(辭典) 어디에도“校界”란 단어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전문가의 자문(諮問)과 토론회1)등을 통해 금표(禁標)로 보아야 한

校界와 禁標의 同質性 考察
- 襄陽地域을 中心으로 - 

1) 양양문화원 주최, ‘교계에 관한 역사적 고찰 연구 발표회,’2014. 12. 22

연화동 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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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데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교계’의 각자에서‘校’자는 울타리나 사냥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자전과

마을 이름에서 찾을 수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낱말은 수렵(狩獵)과 교렵(校獵)이다. 

자전(字典)에는 같은 사냥의 의미를 가졌어도 전자는 무기나 그 밖의 도구를 가지고 산이나 들에서 짐승을

잡는 일이고, 후자는 울타리를 크게 둘러 산짐승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짐승을 잡는 일이며 문헌에는 일

종의 실전적응(實戰適應)군사훈련 이라고도 하 다.

이와 같이 외진 곳을 교렵장(校獵場,사냥터)으로 선정하 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철저한 통제로 민간피

해를 극소화하고 산짐승의 살생에 따른 혐오감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본다. 

조선시대 강원도를 방위하기 위해 만든 군사조직인 진관(鎭管)편성표에 양양도호부는 국방체제상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조선 세종실록 지리지 양양도호부 편에 요해(要害)는 본부서쪽으로부터 인제(麟蹄)경계라 하

고, 성종 21년(1490)에는 강릉 안인포의 포구가 적합지 못해 그곳의 수군만호(水軍萬戶,해군부대)를 양양

부 대포(大浦,조산)로 이동 배치했다. 

당시 국토방위와 관련된 군사 전력 향상을 위한 군사훈련장〔校獵場, 교렵장〕의 설치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훈련장 입구에 출입을 민간출입을 통제하려는 교계(校界, 금표) 설치는 고금을 통해볼 때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 생각한다.  

조 9년(1733)에 경기도 강화군에 세운‘금표(禁標)’라는 비석의 앞면

을 보면, ‘放牧畜者杖一百 棄灰者杖八十(방목축자장일백 기회자장팔십)’

이라 하고, 뒷면에는‘癸丑四月日立(계축사월일립)’이라고 쓰여 있으니

‘가축을 놓아기르는 자는 곤장 100대, 재를 함부로 버리는 자는 곤장 80

대를 때린다.’는 경고문이다.

전국 곳곳에서‘금송(禁松)’이라는 표지를 바위 등에 각자(刻字)된 것을

볼 수 있다.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황장금표(黃腸禁標)는 황장목(黃腸木)

의 벌채를 금하는 대표적인 표지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세종 30년(1448)

에는 금산(禁山)된 곳이 200개 이상이나 되었다. 

재궁(梓宮)감으로 쓰기 위해 출입을 금지시킨 곳을 봉산(封山)이라고 하

는데, 이것도 금산(禁山)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정조 12년(1788)에는

「송금절목(松禁節目)」을 만들어 소나무의 벌채를 금지시켰는데, 그 내용을

보면‘해안의 30리 내에서는 그것이 비록 사양산(私養山)이라 하더라도

벌채를 금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관아나 개인을 막론하고 벌채를 금하

고 있었다.2)

금표의 종류를 구분해 보면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한 금표, 사냥을 하는 구역의 출입을 금지하는 금표 또는

교계, 사찰이나 왕실의 태봉(胎封)의 출입을 금하는 금표, 신성지역을 알리는 금표, 산삼채취를 금하는 금표,

유배지에 출입을 금하는 금표, 위험지역을 알리는 금표, 말에서 내리도록 하는 하마비, 잡귀를 금하는 금줄

2) 『네이버 지식백과』금표(禁標)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강화군 금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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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3)다양하다. 

본고에서는 우리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된 교계(校界)와 금표(禁標)의 실상을 현지답사를 통해 살펴보고, 교

계와 금표는 낱말은 서로 달라도 동질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각종문헌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Ⅱ. 교계와 금표의 역사적 사실

1. 교계의 발견 배경(背景) 

현북면 장리마을의 교계각자(校界刻字)는 양양문화원과 부설향토사연구

소에서 지난 2013년도 지역 내 금표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리(獐里)

의 노루골길 소하천 상류지점에 위치한 두 개의 자연부락인 달하치와 연화

동의 갈림길 냇가 바위바닥에서 발견하 다.

‘교계(校界)’란 언제 누가 무엇 때문에 각자한 것인지 전국에서도 발견

되었다고 알려진바 없는 희소성(稀少性)의 낱말로‘교계’는 우리나라의 조

자(造字)로 보아야 하며 오히려 신선감(新鮮感) 마저 든다. 발견배경은

2010년도에『양양군지(襄陽郡誌)』를 편찬할 당시 지역의 금표자료를 수집

하기 위해 현지조사차 향토사연구소 이종우 위원장과 김재환 연구원이 함

께 현북면 장리에 도착하여 이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알

게 되었는데, 주민들은 교계각자(校界刻字)의 뜻은 몰라도 현재까지 존재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날 만난 최근천(남, 87세)은 현북면 장리의 자연부락인 연화동(蓮花

洞)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달하치 입구 바위에

각자된 자를 자주보아 왔다며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보해 주었다. 

그 후 2013년 8월 중순경 김재환 연구원이 교계 각자를 찾기 위해 장리

의 자연부락인 연화동(蓮花洞)에 거주하는 신성균(남, 68세)댁을 방문하여

지나는 말로 혹시 마을주변에서 바위에 새겨진 자를 본적이 있는지를 물

었다. 이 때 신성균은 예전에 그곳 바위에 새겨진‘교계(校界)’란 자를

촬 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놓았다며 보여주기에 저장된 사진을 재촬 한

다음‘교계’각자 현지를 둘러보았으나 매몰 된지 오래되어 찾지 못하고 되

돌아왔다.

3) 「2013년도 향토사 연구자료」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 2013, p. 1. 양언석「표석에 대한 고찰」,2014. 12. 22. 

달하치와 연화동 갈림길

교계 복구 작업 후

달하치 입구의 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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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문화원 관계자와 향토사연구원들은 동년 9월 3일 합동으로 발굴 작업에 임했는데, 당시 각자(刻字)의

상태는 연화동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를 가로지르는 세월교(洗越矯)4)가설공사와 수년 동안의 수해로 바위

와 토석이 많이 쌓여서 퇴적물을 치우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를 잘 극복하고, ‘교계’각자를 회손 없이

원상태로 발견 하 다.

2. 교계의 문헌적 의미(意味)

교계(校界)’라는 낱말은 지금까지 그

어떤 자전이나 문헌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교(校)’자는 일반적으로‘학교

교’‘달릴 교’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삼성출판사에서 발간한 한한대사전(漢

韓大辭典)에는‘사냥할 교(獵也)’라는

의미를 추가하고, ‘교렵(校獵)’에 대하

여는‘나무와 나무를 서로 연결해서 돌

려막고 짐승을 잡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동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의 한한대사전(漢韓大辭典) 권

7에도 교렵(校獵)은“나무로 울을 만들어 짐승의 도주로를 막고 사냥함. 널리 사냥을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라고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 있다.5)

중국 고문헌에 교렵(校獵)에 관한 자료는 중국정사 조선 전 5건, 한국고대사료집성(韓國古代史料集成) 중

국편(中國編) 13건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특히『수서(隋書)』6) 고리전(高麗傳) 옷·무기 편에“매년 봄·가

을에 짐승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말뚝을 치고 사냥을 하는데 임금이 몸소 와서 본다.”7)라 하 다.

중국 전한(前漢)의 역사를 기록한『한서(漢書)』성제기(成帝紀)8)에 이런 주석 (註釋)이 있다. “이 교(校)라는

것은 말뚝을 서로 꿰뚫어 만든 울타리(●校)를 말한다.”라 하 고, “교렵(校獵)은 울타리를 크게 둘러 짐승들

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사냥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교(校)와 교렵(校獵)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당나라

의 초기의 학자 안사고(顔師古)는 주석에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4) 교각이 없이 시멘트 관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하천 바닥에 붙여 시설한 교량
5) 《漢書, 成帝紀》冬, 行幸長楊宮, 從胡客大校獵. <顔師古注> 此校謂以木自相貫穿爲●校耳……校獵者, 大爲●校以遮

禽獸而獵取也./漢, 司馬相如《上林賦》於是乎背秋涉冬, 天子校獵./唐, 杜甫《冬狩行》君不見東川節度兵馬雄, 校獵亦似
觀成功.

6) 중국 이십오사(二十五史)의 하나. 중국 당(唐)나라의 위징(魏徵) 등이 편찬한, 수(隋)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636년에 간행되었으며, 모두 85권이다. 

7) 每春秋校獵 王親臨之
8) 수서(隋書) 고리전(高麗傳) (원문) (1/3)작성자 길동선생

漢韓大辭典에서 校의 뜻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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師古曰 사고(師古) 가로되

如說非也 <이런 주장은 틀렸다.

此校謂 이 교(校)라는 것은

以木自相貫穿 말뚝을 서로 꿰뚫어 만든

爲●校耳 울타리(●校)를 말한다. 

校人職云 교인직(校人職)에

六●成校 여섯 마구간이 교(校)를 이룬다고 하 다.

是則以遮蘭爲義也 이것은 곧 울타리를 둘러 막는 것이

그 뜻이기 때문이다. 

校獵者 교렵(校獵)은

大爲爲校以遮禽獸而獵取也 울타리를 크게 둘러 짐승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사냥하는 것을 말한다.

軍之幡旗雖有校名 군대에서 쓰는 깃발을 비록 교(校)라고

부르지만

本因部校 이것은 원래 부교(部校:군부대 가운데

하나) 때문이지

此無豫也 이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 다.

양양문화원은 지난 2014년 12월에「교계에 관한

역사적 고찰」토론회를 개최하 는데, 강릉원주대

학교 이규대 교수9)는“교계 각자는‘금표(禁標)’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 했고, 강원도립대

학교 양언석 교수10)는“자연보호 차원에서 이미 禁

標(校界)를 설치하 을 것으로 유추하기도 하지만

금표가 아니라 경계석(境界石)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하 다. 따라서‘교계’는 일정한 지역이나 주

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

의 출입을 금지하는 금표(禁標)라는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9) 이규대 교수(강릉원주대)는‘교계’각자는‘금표(禁標)’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금표는 일반인들의 범접을 통제하
여 동식물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세워지는 것으로 보면, 이번에 발견된 각자 역시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교계를 수렵·사냥과 관련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마을 이름이 장리가 아니었다면, 교계는 향교와 관
련된 금표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여기서는 마을 이름과 관련지으면서 사냥을 위한 금표로 보고자 한다. 교계의 각자에서
‘교’자는 울타리나 사냥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자전은 물론 실록 자료에서도 그 전거가 충분히 확인된다. 이 점에서
‘교계’는 사냥을 위한 금표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계에 관한 연구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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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계와 교렵장(校獵場) 위치(位置) 

‘교계’의 각자(刻字)는 장리 본 마을인 부소치 교량에서 계곡을 따라 뱃터 말을 지나 달하치(月下峙)와 연

화동(蓮花洞)이 갈라지는 하천바닥의 암반위에 음각되어 있다. 

연화동은 현북면 장리 노루골 안쪽으로 산이 높고, 공간은 7,000여 평의 분지(盆地)로 형성되어 있는데,

짐승몰이에 적격(適格)이다.『양양의 땅이름』에 장리(獐里)의 유래를 보면 옛날에 이 마을에 노루가 많이 서

식하 다하여 장리로 칭하 는데 속칭‘노루골’이라고 한다. 

또한 뱃터말(舟基洞)근방에 겨울에 눈이 내려도 항상 눈이 없어지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곳에 노루가 자주

머물다 가는 길지가 있었다고’하는 기록과 마을에 장흥사(獐興寺)라는 사찰이 존재하 고, 마을의 뒷산을

‘덕울산’이라고 하 던 점도 교계의 성격을 울타리를 친 교렵장(校獵場, 사냥터)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임하필기(林下筆記)』11)전모편(典謨編) 변방(邊方)의 방비(防備)에‘신립(申砬)장군이 평상시 철갑 기병

500여 명을 조련(操鍊)하여 교렵(校獵,사냥)이란 이름으로 전투를 익히게 하 는데, 강가를 치달리고 민첩

함과 빠르기가 마치 신(神)과 같으니 호인(胡人)들이 모두 모여서 구경하 다.’12)란 기록이 있다. 

『목민심서(牧民心書)』제8권 병전6조(兵典六條) 제2조 연졸(第二條 練卒)13)에‘연졸(練卒)이라는 것은 무비

(武備,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의 중요한 일로서 조연(操演,연습과 조련)과 교기(敎旗)하는 것이다.’14)라

고 했으며, ‘모원의(矛元儀)15)가 말하기를“지금 군현(郡縣)에서의 사사로운 조련(操鍊,전투에 적응하도록

행하는 훈련)은 곧 이른바 교기(敎旗)뿐이다.”라 했고, 교기(敎旗)라는 것은 곧 평상시의 조연(操演)하는 법

10) 양언석 교수(강원도립대)는‘교계’에 대해서 교계의 위치가 현북면 장리이고, 마을 이름이 노루 장자로 누루골(놀골)로 불
리는 마을로 노루와 수렵이 연관되었을 가능성으로 노루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보호 차원에서 이미 禁標〔금표,교계〕를
설치하 을 것으로 유추하기도 하지만 금표가 아니라 경계석(境界石)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
면 校獵〔교렵, 울타리를 쳐서 사냥함〕은 울타리라는 의미로 울타리는 경계를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校자는 交〔교, 경계〕
의 의미로 사용하 다. 이것은 조선조 한자사용의 용례라고 볼 수 있다. 

11) 임하필기(林下筆記)는 조선 말기의 문신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이 편찬한 39권 33책의 필기류(筆記類) 편저이다.
12) 砬常時鍊鐵騎五百餘 名校獵習戰 沿江馳突 捷疾如神 胡人皆聚觀之
13) 丁若鏞 著/茶山硏究會 譯註,『譯註 牧民心書4』, 창작과비평사, 1993. pp. 153~154
14) 練卒者 武備之要務也 操演之法 敎旗之術也
15) 명나라 인으로 숭정(崇植)연간에 손승종(孫承宗)의 군무를 보좌하다가 군대가 반란을 함으로써 비분(悲憤)하여 죽음. 

연화동의 교렵장 추정범위 연화동의 분지(7,000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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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옛날의 교렵(校獵,짐승이 도망가지 못하게 차단해 놓고 사냥하는 것. 곧 사냥으로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이 곧 이 뜻이다.’16)라 하 다. 

성종 18년(1487)에 양양도호부사 유자한(柳自漢)이 강무(講武, 임금이 주관하여 장수와 군졸, 백성이 모여

서 사냥하는 행사)의 연기를 상서하 다.

“신이 보건대, 강원도는 다른 도와 달라서 서쪽으로는 대령(大嶺)에 의거하고 동쪽으로는 창해(滄海)에서

그쳤으며, 서는 서리와 눈이 많고 동은 바람과 비가 많은데다가 땅에 돌이 많아서 화곡(禾穀)이 번성하

지 못하여, 풍년이라 하더라고 백성들이 오히려 지축(旨蓄, 시래기 따위)과 감자나 밤으로 이어가고서야 겨

우 한 해를 넘길 수 있으므로, 민간에서 상수리 수십 석을 저장한 자를 부잣집이라 합니다. 

농부를 먹이는 것은 이것이 아니면 충족할 길이 없고, 백성이 이것을 줍는 것은 다만 9월·10월 사이일 뿐

인데, 이제 순행(巡幸)이 마침 그때를 당하 으므로, 지공(支供)의 비용으로 백성을 힘들게 하지 않더라도,

꼴을 쌓고 행 (行營)을 닦는 것은 백성으로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어느 겨를에 상수리를 주워서 내년의 생계

를 꾸리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강무(講武)는 우선 10월 보름 이후가 되기를 기다리고, 그래도 그 편의

한 때를 얻지 못하거든 내년의 춘수(春蒐, 봄에 행하는 사냥)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 는

데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중략> “유자한의 말은 채용할 수 없다.”17)라 하 다.

襄陽都護府使柳自漢上書°略曰:

臣觀江原一道, 異於他道°西據大嶺, 東盡滄海; 嶺西多霜雪, 嶺東多風雨°加以土地●● , 禾穀不蕃, 歲雖登

稔, 民猶以旨蓄, 芋栗繼之, 然後僅得終歲°故民間儲橡實數十碩者, 謂之富家°其●農夫, 非此, 無以贍足, 民

之拾取, 只於九月, 十月之間°今巡幸適當其時, 雖支供之費, 不勞於民, 然峙芻●, 修行營, 不可不以民也, 何

暇拾橡實, 爲明年之計乎? 伏望講武, 姑待十月望後, 如不得其便, 俟明年春蒐何如? 

“傳曰:”自漢之言, 不可用也

이곳은 산악 준마(駿馬)의 기상으로 둘러싸인 골짜기로 군사훈련장으로 알맞은 요충지(要衝地)로써 국가가

관리하고 조련(操練)하던 교렵장(校獵場)도 노루가 많은 이 연화동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반면

민간출입을 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지역을 알리는 경계표시인‘교계(校界,금표)’를 심산계곡

의 도로변 바위에 각자(刻字)하여 장구한 세월 훼손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사료된다. 

4. 금표의 분포와 실상(實狀)  

1) 황장봉산 금표

경세유표(經世遺表) 제14권 총론 황장의 주석(註釋)에 의하면 황장(黃腸)이란 황장목(黃腸木)의 준말로, 나

무 속고갱이가 노랗게 된 것으로서 좋은 관재(棺材)라 하 으며 조선왕실에서는 연륜(年輪)이 오래 된 소나

16) 茅元儀曰 敎旗者 卽居常操演之法也 古者之校獵 卽此意矣
17) 『成宗實錄』207卷 成宗 18年 9月 11日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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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로 목질(木質)이 양호하여 관곽(棺槨)을 만드는 데 적합한 목재와 임금의 관인 재궁(梓宮)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관리했으며 황장목을 금양(禁養)하는 산을 황장산(黃腸山)18)이라고 했다. 

연암 박지원이 순조(純祖) 즉위년(1800) 9월에 양양부사로 부임하 는데 그해 연말에 강원 감사 이노춘

(李魯春)에게 보낸 에 양양에는 황장목 숲이 많았다고 했다.19) 황장목 소나무를 금양(禁養)하는 산을 황장

갓(국유림) 또는 황장산(黃腸山)이라 하 으며, 특히 금산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황장금산(黃腸禁山), 봉산으

로 정해진 경우에는 황장봉산(黃腸封山)20)이라 하 다. 

조 29년(1753)에 우의정 김상로(金尙魯)는 조정에서 황장목을 관동과 남에 봉치(封置)한 것은 그 사체

(事體)가 매우 엄중한 것인데 봉산이 모두 민둥산이 되어 버렸다면서“삼척·강릉·양양·고성·인제 등 다

섯 고을의 봉표 밖이나 사사로이 기른것이나를 막론하고 비록 경사의 공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컨대 일체

시행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21)”라고 하 다.  

『만기요람』에 강원도에는 금성, 양구, 인제 등 19개 고을에 43곳이 지정됐다고 했고22)『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편, 『관동읍지』총록 상편의 관련기사는 다음과 같다.

『關東邑誌』總錄 上, 黃腸 四十一處. 『관동읍지』총록 상, 황장 사십일처

襄陽二處 양양이처

箭林洞封山 전림동봉산

周回三百五十里 自官門 一百里 주회삼백오십리 자관문 일백리

東至盈德七十里 동지 덕칠십리

西至春川界七十里 서지춘천계칠십리

釜淵山封山 부연산봉산

周回三百里 自官門八十里 주회삼백리 자관문팔십리

東至茅無洞 六十里 동지모무동 육십리

西至●玉峙 六十里 서지며옥치 육십리

南至江陵界 七十里 남지강릉계 칠십리

北至獐洞 八十里 북지장동 팔십리

먼저 한곳은 전림동에 봉산이다. 전림동 봉산은 양양부 관아로부터 100리 거리에 위치하며, 나무를 베는

18) 『 조실록』79권, 조29년, 2월 5일. 장례원의 업무와 황장목에 대해 아뢰다. 황장목 주(註)
19) 『燕巖集』卷三 孔雀館文稿 上巡使書
20) 「황장금표·봉표」국립수목원, 2009. 3. p. 61
21) "朝家之封置黃腸於關東, 嶺南者, 事體嚴重, 而近來或稱標外, 或稱私養, 圖出公文, 斧斤亂入, 封山在在童濯°請三陟. 江陵.

襄陽. 高城. 麟蹄五邑. 毋論標外與私養山, 雖有京司, 請得一切勿施°" 從之°
22) 『만기요람』1808년에 서 보(徐榮輔)·심상규(沈象奎) 등이 왕명에 의해 찬진(撰進)한 책.＜재용편 財用篇＞과 ＜군정편

軍政篇＞으로 되어 있다. 18세기 후반기부터 19세기초에 이르는 조선왕조의 재정과 군정에 관한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
다. 사본(寫本)에 따라서는 권수가 일정하지 않으나 집옥재본(集玉齋本)을 기준으로 보면 ＜재용편＞은 6권, ＜군정편＞
은 5권으로 되어 있다. ＜재용편＞은 6편 62절목으로 되어 있으며, ＜군정편＞은 5편 23절목으로 분류 서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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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금지하는 구역의 둘레가 350리 이다. 동쪽으로는 덕에 이르기까지 70리 이고, 서쪽으로는 춘천과 경

계를 이루는 지점까지 70리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부연동 봉산이다. 부연동 봉산은 관아로부터 80리 거리에 위치하며, 나무를 베는 것을 금지

하는 구역의 둘레는 300리 이다. 동쪽으로는 모무동에 이르기까지 60리 이며, 서쪽으로는 면옥치에 이르기

까지 60리 이며, 남쪽으로는 강릉 경계에 이르기까지 70리 이며, 북쪽으로는 장동에 이르기까지 80리 이다.

또한 18세기 비변사(備邊司, 조선 시대 군국의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에서 제작한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

司印方眼地圖), 동지도(古 915,16-Y43)인 양양부(襄陽府) 지도에 2곳의 황장봉산이 있다면서 다음과 기록

되어 있다.

黃腸封山 二處內 箭林山 周回 三百三十里, 釜淵山 周回 三百里(황장봉산 이처내 전림산 주회 삼백삼십리,

부연산 주회 삼백리)

『양주지(襄州誌)』23)에는 양양남대천 하구를 황계목이라고 하는데, 그 유래를 보면 남대천 수계는 크게 두

곳이다. 그 한곳은“남쪽에서는 오대산 가마소 막암치(莫岩峙)에서 동북으로 40여km를 흘러오고, 다른 한

곳은 서남쪽의 구룡령과 조침령, 그리고 서쪽의 오색령과 박달령(朴達嶺)에서 30여km를 흘러오는데 서면

용천리와 북평리 사이의 건지산(乾芝山)앞에서 합류되어 큰 하천을 이루어 동해로 유입한다.”라 했다.

위 두 곳의 수계 상류는 현북면 부연동 황장봉산(釜淵洞 黃腸封山)과 서면 전림동 황장봉산(箭林洞 黃腸封

山)이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황장목의 운송은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주로 하천을 이용하 을 것으로

추정 할 때, 남대천 하구는 이동되어 온 황장목의 최종 집결소이므로‘황계목’이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의금부조목을 보면24)‘양양의 전 현감 홍구서는 본부의계에 황장봉산 황장목

22주를 베었으니 일이 대체 얼마나 매우 중한 것이라고 도신이 논계하 다. 이를 공초하니 누누이 온갖 말

을 다해 원통하다하나 이는 너무도 명백하다. 이제 와서 옳지 않게 법을 어기고 몰래 작벌하 다 하며 9개의

판자도 취용하 다고 자백하 다. 정은 비록 그러하나 이 죄를 용서받기는 어려우니 이에 법률을 밝혀 죄를

고하고, 지금까지 행한 모든 관직을 삭탈한다. 왕의 윤허에 의하여 사죄(私罪)의 가르침을 받아 사형을 감하

여 정배한다.’고 하 다.

조선후기 문신 박종채(朴宗采)가 아버지인 연암 박지원(燕巖 朴趾源)의 업적 중에『과정록(過庭錄)』권3에

실린 관련 을 소개해 보겠다.

양양에는 벌목을 금지하는 황장목 숲이 많았다. 매번 조정에서는 감독관을 파견해 황장목을 베게 했는데

양양부사에게는 으레 사사로운 이익이 많이 떨어졌다.

비록 청렴한 수령이라 할지라도 황장목을 남겨 자신의 장례 때 쓰게 하려 했다.

아버지가 양양에 부임하시자 친지들은 황장목 이야기를 자주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듣고도 못 들은 척하

셨다.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말 하셨다. “너희가 내 본심을 아느냐? 너희가 혹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후일 나의 장례 때 황장목을 쓸 생각을 한다면 이는 내 뜻을 크게 거스르는 일이다. 황장목으로 나의 관을 짜

23) 『양주지』양양군, 1990, 803쪽
24) 정조 14년(1790년) 4월 23일(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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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도 옳지 않다고 여기고 있거늘, 직

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일이야 말해

무엇 하겠느냐!  황장목은 감독관의 입

회 아래 벌목되어 대궐에 진상 되었다.

그러나 진상하고 남은 널빤지들이 온

고을에 낭자했다. 아전들이 이 사실을

보고하자 아버지는 아무아무 곳 시냇가

에 옮겨 놓으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며

칠 후 몸소 그 시냇가에 가셔서 말 하

셨다.”여기에 다리가 없어 사람들이 다

니는데 괴로워한다. 이 나무로 다리를

놓으면 몇 년은 편리하게 지낼 수 있을 게다.“ 그리하여 널빤지를 깔아 다리를 설치하 다. 그 후 아버지께

서 돌아가셨을 때 유언에 따라 해송(海松)으로 만든 널을 썼다. 보는 자들이 놀라고 탄식하지 않는 이가 없었

다.25)

위 두 곳의 황장봉산 중 전림동 봉산과 관련된 금표는 찾을 수 없다. 다만 부연산 봉산과 관련된 금표는 수

계(水系)를 따라 상류로 올라가면서 장리, 원일전리, 어성전리, 법수치리 등 4개소의 실체가 밝혀졌으나 현

재는 모두 훼손되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위의 4개 지역 금표는 부연산봉산(釜淵山峰山)에서 나무를 베는 것을 금지하는 구역의 둘레 300리 범주

와, 읍치로부터 80리 거리 내에 위치한 곳이며, 부연봉산에서 발원한 수계(水系)를 따라 상류로 올라가면서

하천변 요소의 암석에 금표라 표기되어 있어서 황장봉산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을 금지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일제강점기인 1936년 병자년 대홍수 때 발견되어 1999년 강원대에서 발간한 박물관지에 소개된 장

리 금표, 새마을 사업과 도로확장 사업으로 훼손된 법수치리 용화사 입구의 금표와 원일전리와 어성전리 하

천변에 소재하 던 금표에 대해 사진자료와 문헌을 토대로 한 현장조사와 증언을 통해 이를 살펴보고자 한

다.

1) 장리금표

장리 금표는 부연산 봉산과 관련된 금표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한 금표이다. 관동읍지에‘釜淵山封山 …

25) 박종채 저·김윤조 역주,「역주 過庭錄」참조. 襄陽 最多黃腸禁林 每當差員監斫 本官 例多沾漑 雖廉者或留以爲送終之具 先
君之赴襄陽也 適値其時 知舊多以此爲言 先君廳之若不聞也 乃敎不肖等曰 爾輩知吾本意乎 上古 有三寸之棺 爾輩 若或以言
者之言 爲他日厚終之計 大違吾志也 以此厚終 尙不可 況又藉以爲利乎 及其監斫封進後 餘板之留落者 狼藉一境 群吏 意以爲
官必有所入 第擇幾件以告之 先君 命輸置某某處川邊 群吏 皆莫曉其旨 及後幾日 親行到川邊曰 此地無梁 人皆病涉 可以此爲
幾年利矣●使列置之爲●橋 後先君喪 遺命用柏子松板 實貿諸肆上 見者 莫不驚歎

비변사인방안지도 중 양양부 지도에 2곳의 황장봉산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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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至獐洞 八十里’라고 기재되어 있어 부연산 봉산과 관련된 금표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위치는 현북면 장리 연화동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배터를 지나 연화동 방향에서 내려오는 남대천 물줄기

와 만나는데 이 지점에서 배터 방향 300여m 지점인 개울가 언덕 오솔길에 있었으나, 1936년 병자년 대홍수

때 폭우로 떨어져 나와 강바닥에 거꾸로 파묻혀 일부 자만을 볼 수 있었으며 그 후 2002년 강원도 동해안

을 강타한 태풍『루사』의 피해로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위의 암각문은 1999년 강원대학교 박물관지(제6호)에 손병섭 교사가『獐里 禁票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기고한 사진으로 당시 확인된 자가“淵山 自 北界七十里”로 되어 있는데‘淵山 自’는 備邊司印方眼地圖의

襄陽府 黃腸封山에 釜淵山 黃腸封山(연산 자 비변사인방안지도 양양부 황장봉산 부연산 황장봉산)이라고 기

록되어있었다.

이 금표가 釜淵山 黃腸封山(부연산 황장봉산)의 금표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사진 하단부에 암각

되어 있는 씨가 거꾸로 새겨져 있는 것을 보면 이 바위는 1936년 병자년 대홍수 때 개울가 산언저리에 박

혀있던 바위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것으로 짐작된다. 

장리금표 암각문에는‘北界七十里(북계칠십리)라고 기록되어 있고, 관동읍지에는‘釜淵山封山···北至

獐洞 八十里(부연산봉산···북지장동 팔십리)라고 기재되어 있어 봉산의 북쪽 경계는 이보다 10리 북쪽이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26)

2) 원일전리 금표

현북면 원일전리 금표(元日田里 禁標)는 오대산 두로봉에서부터 발원하여 남대천 하류로 법수치리~어성

전리~원일전리~장리로 연결되는데 장리금표로부터 약 5리 위쪽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금표위치 위성사진 장리 금표

26) 「2013향토사연구자료」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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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존재하 으나 2008년∼2009년도 새농촌건설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정비사업 시 훼손되었다고

이 마을에 거주하는 박상우(79세)씨가 증언하 다. 

위의 사진은 원일전리 박상우씨가 간직하고 있는 자료로, 1975년에 간행된 포토코리아에서 소개된 이 금

표는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한 금표로 포토코리아 책자를 간행할 당시 편집부 관계자가 원일전리 금표를 탁

본한 것이다. 암각문에는‘금표 5리(禁標五里)’라고 기록되어 있다. 

양양문화원과 향토사연구소 연구원들은 지난 4월에 굴삭기 1대를 동원 원일전리에 소재하 던 곳을 찾았

다. 현장에 도착하자 원일전리에 살고 있다는 주민 박상묵(78세)씨를 만났는데 당시 작업과정에서 조각난

금표 바위덩이를 발견하고 찾기 쉬운 곳으로 옮겨놓았다는 것이다. 

기쁜 마음에서 제보해준 위치를 중심으로 발굴 작업에 임하 으나 찾는 데는 실패하 다. 이어서 장비를

장리마을로 옮겨 손병섭(속초상고)교사가 최초 발견하 다는 장리금표 주변의 하천에서 발굴 작업에 임하

으나 그동안의 하천범람으로 금표바위 위치가 변경되어 찾는데 실패하 다.27)

3) 어성전리 금표

어성전리 금표(漁城田里 禁標)는“어성전리 입구에서 구도로의 마을 강가 언저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1984년도 군도 확포장공사 시 지반정리 작업을 하면서 매몰되었다.”고 박상우씨가 증언하 다. 이 금표도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한 금표로 보고 있다. 

뒷장사진의 암각문에는‘금표 10리(禁標十里)’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또한 부연산 방향의 법수치 금표와

의 거리를 표기한 것이 아닐까 싶다.28)

27) 「2013향토사연구자료」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 4쪽
28) 앞의 자료 5쪽

금표위치 위성사진 원일전리 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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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성전리에는 황장목과 관련된 탁장사 놀이가 전해지고 있는데 조선시대 말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 전국

각처에서 목재를 모아들일 당시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 2리 서남쪽 일명 개전리 개자니 골과 현재 강릉시 연

곡면 삼산리 가매소골 사이 바디재에 황장목을 금양(禁養)하던 산림이 있었다.

이곳이 양양과 강릉의 접경으로 양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나라에 바칠 벌목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경계 중간에 쓰러진 나무를 두고 강릉의 권

장사와 양양의 탁장사가 힘겨루기를 하 는데, 권장사가 먼저 지고 일어서다가 그대로 주저앉자 양양 서

면 소래(현 송천리)에 사는 탁구삼씨가 이 나무를 지고 서림까지 넘어오자 소래마을에서는 큰 잔치를 베풀었

다고 하는데서 연유한다. 

그 후부터 탁구삼씨는 탁장사로 널리 알려져 매년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탁장사 후계자를 뽑는 놀이로

큰 잔치가 베풀어졌다.29) 

4) 법수치리 금표

법수치리 금표(法水峙里禁標)는 오대산 두로봉 자락의 부연동 가마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남대천 상류 지

역인 법수치리 마을로 가는 도로가에서 용화사로 들어가는 입구 강가 암반위에 새겨져 있었던 금표이었다. 

현 법수치리 리장 김진복(60세)씨는 어려서부터 자주보아 왔던 금표이었는데, 양양군에서 1997년∼1998

년경 중장비로 교량 기초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금표가 새겨진 암반이 훼손되는 현장을 목격하 다고 증언하

다.29) 

29) 장정룡, 양언석, 『양양군민속지』, 양양문화원, 2001, 113쪽

금표위치 위성사진 어성전리 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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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성지역을 알리는 금표

1) 낙산사 금표

양양의 낙산사는 조선왕조의 대를 잇게 해준 인연이 깊은 곳이다. 태조 이성계의 증조부인 익조가 후사점

지(後嗣點指)를 위해, 이곳 낙산사 홍련암 관음굴에서 기도를 하여 조부(祖父)인 도조(度祖) 이선래(李善來)

를 낳았기 때문이다.31)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양양은 태조 6년에 임금의 외가고을 이라 하여 승격하여 양주부(襄州府)로

되었고, 태종 13년에 예에 따라 양주부를 양주도호부로 개칭하 다. 

세조는 장자 덕종(德宗)을 왕세자까지 봉하 으나 20세의 나이에 사망하자 낙산사를 세자(世子,德宗)의 기

복사찰(祈福寺刹)로 삼아 많은 특권을 주었다. 즉 비옥한 토지와 아울러 많은 노비를 사급(賜給)했고 방생(放

生)의 목적으로 인근 연해(沿海)의 해상에 금표(禁標)를 설치하는 특권을 받았었는데, 그 후 허락해준 범위를

넓혀가면서 애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낙산사가 독차지하는 어장(漁場)으로 만들고 사노비(寺奴婢)로 하여금

어업에 종사케 하여 이득을 독점 하여갔다.32) 

성종 9년(1478년) 7월 23일 대사간 안관후(大司諫安寬厚)가 낙산사의 옛 길을 열기를 청하 으나 허락하

지 않았고,33) 최반(崔潘)이 금표의 설치가 어업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연해의 세어민들에게 치명적인 타

29) 앞의 자료 4쪽
31) 「太祖實錄」卷1,總序 11번째 기사

居數歲無子, 與崔氏禱于洛山 觀音窟, 夜夢有一衲衣僧來告曰: “必生貴子, 當名以善來°”未幾有娠, 果生子於宜州, 遂名曰善
來, 是爲度祖°窟在今江原道 襄陽府°時翼祖往來安邊, 而亦或往來於和州、咸州°

32) 한국사, 조선-양반관료사회의 문화, (3)왕실불교와 승려의 경제활동
33) 「성종실록」권94, 9년(1478) 7월 23일(壬午) 

大司諫安寬厚啓曰:“臣前日請洛山寺開舊路, 除禁標, 至今未得聞命°”上曰: “洛山寺禁標不過百步, 海水至廣, 何必於百步內捕
魚乎? 舊路距寺不遠, 凡奉使往來襄陽者, 耽妓留連, 或炬夜行, 不無失火延燒之慮°若復開舊路, 予欲革妓°”寬厚曰: “妓則雖
不關有無, 然襄陽有妓, 其來尙矣, 今若革之, 後世必曰爲寺革也°古之帝王澤梁無禁, 與民共之, 今若禁焉, 後世必曰爲寺禁
也°”上曰: “予不好佛, 庸何傷? 臣子欲盡革(寬厚曰: “若歲凶民飢, 則必採海而食, 豈宜令民舍近而 求遠?”上問左右曰: “其禁
標之內, 民家幾何? 必欲資海物而生, 蒼海至廣, 豈必於禁地乎?”都承旨孫舜孝啓曰: “非謂無他處也, 爲寺設禁, 於義不可耳

금표위치 위성사진 법수치리 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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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했으

나,34) 성종(成宗)은 도리어 넓은 바다 가운데 하필이면

낙산사에서 설치한 그 구역을 들어 시비를 벌이느냐고

되묻기만 하 다.

이같이 성종이 낙산사를 두둔하는 일은 구로개통 재

개(舊路開通再開)를 둘러싼 시비에서도 볼 수가 있었

다. 즉 낙산사에는 그 경내 가까이 간성(금강산)방향에

서 양양으로 가는 큰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세조 때 낙산

사 중창이 있은 직후에 막아버렸던 것이다.

이 때문에 20리의 험악한 산길로 돌아야만 하게 되었

으므로 그 큰 길을 다시 터놓으려는 공론이 성종 초기서부터 있었으나 이때에도 성종은 낙산사측을 대변하

는 듯 다음과 같이 말하 다고 한다.35) 

“낙산사의 금표는 일백 보(步)에 불과하고 해수(海水)는 지극히 넓은데, 하필 일백 보 안에서 고기를 잡아

야 할 것은 무엇이냐? 구로(舊路)는 절에서 거리가 멀지 아니한데, 대개 양양(襄陽)을 왕래하는 사자(使者)들

이 기생을 탐하여 오래 머물면서 간혹 횃불을 들고 밤길을 다니다가 불을 내어 연소될 염려도 없지 않으니,

만일 구로를 다시 연다면 내가 기생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낙산사 금표는 그대로 존치하 다. 그러나

당시 낙산사 앞연근해에 설치하 다는 금표의 실체를 찾을 수 없다.

2) 동해신묘의 금표

34) 성종 94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7월 28일(정해)
獻納崔潘、持平安璿請開洛山寺舊路, 罷禁採海, 給還禁陳民田°上謂左右曰: “何如?”知事李克培對曰: “臣未知洛山事, 盧思
愼詳知之°然先王時事, 何必改之?”領事盧思愼曰: “臣於世祖朝, 扈從見之。其道路近於寺,  故塞之而開新路, 然其新路不甚
廻遠, 其陳荒之田亦少。且嶺東地濱大海, 民之漁採, 豈必於此寺前乎? 臣以謂 除去百姓之弊小, 更改先王之事大, 斷不可變更
也°”璿曰: “思愼之言, 欲使殿下不從臣言也。傳曰: ‘澤梁無禁,’爲僧寺而立標禁漁, 於國體何如?”上曰: “嶺東地濱大海, 無處
而不漁, 只禁寺前, 豈害於澤梁無禁之義乎?”克培曰: “採海細事, 開舊路, 則從臺諫之言何如?”上曰: “不可°

35) 金甲周 朝鮮初期 上院·洛山寺의 堤堰開墾에 대하여, 東國史學 11輯1969.

동해신묘 동해신묘 위치

낙산사 앞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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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의 동해신묘(東海神廟)는 황해도 풍천의 서해단(西海壇), 전라도 나주의 남해신사(南海神祠) 등과 함

께 해신에게 국토수호, 국태민안과 풍농 풍어를 기원했던 곳으로 4해의 으뜸인 동해지신(東海之神)이 주석

하는 이곳에서는 왕(王)이 내린 향(香)과 축(祝)으로 매년 새해 별제와 2월과 8월에 상제를 행하여 왔다. 정

조실록에 강원도 암행어사 권준의 장계는 다음과 같다. 

‘양양(襄陽) 낙산진(洛山津)에 있는 동해신묘(東海神廟)는 제향을 드리는 예법이 나라의 법전에 실려 있으

니 이곳을 어느 정도로 중시했던가를 알만한데, 근년 이후 제관(祭官)이 된 자가 전혀 정성을 드리지 않아 제

물이 불결하고 오가는 행상들이 걸핏하면 복을 빌어 락없는 음사(淫祠)로 변했으며, 게다가 전 홍천 현감

(洪川縣監) 최창적(崔昌迪)의 집이 신묘(神廟)에서 매우 가까운 지점에 놓여 있어 닭이며 개들의 오물이 그

주변에 널려 있고 마을의 밥 짓는 연기가 바로 곁에서 피어오릅니다. 신과 인간이 가까이 처해 있는 것은 신

을 존경하되 멀리한다는 뜻에 자못 어긋납니다. 

요즘 풍파가 험악해져 사람들이 간혹 많이 빠져 죽고 잡히는 고기도 매우 양이 적은데, 해변 사람들이 다

그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끌어다 붙인 말로서 족히 믿을 것이 못 되지만, 신명

을 존경하고 제사 예법을 중시하는 도리로 볼 때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감사에게 분부하시어 그 사당을 중수하여 정결하게 만들고 제향에 올리는 제물도 다 정성을 드리게 하며,

미신으로 믿어 기도하는 일을 일체 금지시키고 사당 앞의 인가도 빨리 철거하도록 명하소서.”하니 전교하기

를, 양양 낙산진 동해신묘에 관한 일도 장계대로 보수한 뒤에 감사가 그 결과를 장계로 보고하면 그대 권준

을 헌관으로 차임하여 제물을 올려 양양 백성들이 옛날처럼 풍요를 누리도록 빌게 하겠다.36)고 하 다. 

동해신묘림(東海神廟林)은 송금지역(松禁地域)으로 조산리 주민들이 합심하여 관권으로 벌목하려는 것을

잘 막아냈다.37) 라는 기록도 있으나 일제의 미신타파 정책에 려 동해신묘가 훼철된 후 관련시설들도 모두

훼손되어 금표는 찾을 길이 없다. 

3. 왕실의 태봉(胎封)을 알리는 금표

양양군 강현면 하복리에는 태봉이 있었다고 전한다. 조선 성종 때에 왕자 수정(壽貞)의 태를 봉안하 다가

36) 一, 襄陽 洛山津, 有東海神廟, 享禮在於國典, 則其爲所重如何, 而近年以來爲祭官者, 全欠致敬, 牲豆不潔, 往來商旅, 輒事祈
禱, 便成淫祠, 重以前洪川縣監崔昌迪家, 在於神廟至近之地, 鷄犬糞穢, 雜遝於其間, 村里烟火, ●繞於逼側°神人狎處, 殊非
敬遠之義°近來風濤險惡, 人物間多●沒, 魚産亦甚絶貴, 沿海人言, 皆云職此之由°語涉傅會, 不足爲經, 其在敬神明重祀典之
道, 不可仍置°分付道臣, 重新其廟, 使之潔淨, 享祀之具, 亦必申飭, 凡係淫禱, 一切禁斷, 廟前人家, ●命撤去°"敎曰: "觀此
狀本, 襄陽 洛山津東海神廟事, 亦依狀請修補後, 道伯狀聞, 則當差爾爲獻官, 設祭以祈襄民之若昔富盛

37) 『鄕土誌』襄陽郡敎育廳, 1968.
東海松禁亂:朝鮮高宗 戊戌 봄에 양주(楊州)에 거주하는 신경유(申景裕)란 자는 農部訓令을 受令하 다고 하면서 襄陽郡守
趙觀顯을 수행하여 東海神廟1) 林木을 伐木코자 하 다. 그때 造山里民들은 東海神廟林은 신비지역으로 보호하며 금양(禁
養:산의 나무나 풀을 함부로 베지 못하게 금지하여 가꿈) 해온 것이 500년이나 되었으므로 강경히 伐木을 반대하는 터
다. 官民間에는 일대 충돌이 발생하여 崔永彬·崔永徽 등은 투옥을 당하고 선동자를 엄벌하여 營門에까지 압송하려 했다.
그래서 전주민은 합심 궐기하여 農部에다 소장을 시급히 제기하 는데 官도 民意를 거절할 수 없고 불미한 사태에 처한
申景裕는 도망해 버리고 사태는 평온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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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 왕실에서이를이봉하 다고, 이 산을태봉산이라부른다.38) 그러나근처에서금표는찾을수없었다.

4. 위험을 알리는 금표

오색리 금표는 양양에서 44번 국도를 따라 서면 오색령 방향으로 오르다보면 서북주능선의 석고덩굴 골에

서 발원하는 물과 오색령 정상에서부터 흐르는 물줄기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금표교(禁標橋)이다. 

『다음 백과사전』의 한계령에 대한 을 요약하면“높이 1,004m. 대청봉과 그 남쪽의 점봉산을 잇는 설악

산 주능선의 안부이며, 동지방과 서지방의 분수령을 이룬다. 과거에는 양양군에 해당하는 산을 설악산

이라 하고 인제군에 해당하는 산을 한계산이라 했다.”

38) 『양주지』양양군수. 1990. p778

금표 탐문조사 금표암 위치도

구전에 의하면 양양과 인제를 연결하는 오색령은 고개가 높고 민가가 없어 도둑이 많았으므로 해가지면

이 고개를 넘지 말라는 뜻으로 민가가 끝나는 고개 길목 바위에 금표를 새겨 두었다고 한다. 이를 입증하듯

이 오색령 너머에 도둑골이란 지명이 지도에 표기되어있다. 

양양문화원과 향토사연구원에서는 지난 2014년 4월에 금표를 찾기 위해 일대를 조사했으나 금표는 발견

되지 않았다. 아마도 1971년 군부대에서 도로를 넓히면서 망실된 듯싶다. (국토지리정보원 지명편람)



31제28호 양양문화

Ⅲ. 교계와 금표의 동질성

금표(禁標)란 낱말 뜻을 자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일정한 건물이나 구역 안으로 드나들지 말 것을 알리는

푯말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상응한 낱말인 교계(校界)의 뜻도 나무와 나무를 서로 연결해서 돌려막고

짐승을 잡는 곳의 경계로 보아 함부로 구역 안으로 드나들지 말 것을 알리는 푯말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여

기서 주목할 것은 금표는 통상적으로 금지를 뜻하는 낱말이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으나, 교계(校界)뜻은 자전

어디에도 없는 낱말이라는 취약성 때문에 고문헌과 자전의 기록을 찾았고, 이를 극복하기위해 양양문화원

주관으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교계의 의미를 이끌어 내는데 심혈을 기우려 왔다.   

동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의 한한대사전(漢韓大辭典)에 교렵(校獵)은“나무로 울을 만들어 짐승의 도주로

를 막고 사냥함. 널리 사냥을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라고 해석되어 있다. 

수렵(狩獵)은 자전에“총이나 그 밖의 도구를 가지고 산이나 들에서 짐승을 잡는 일”이라고 했고, 수렵장

(狩獵場)은“사냥을 하는 곳”이라 했다. 반면 교렵(校獵)은 울타리를 크게 둘러 짐승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

고 사냥함이라 했다. 따라서 교렵장(校獵場)은 나무로 울을 만들어 짐승의 도주로를 막고 사냥하는 곳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할 때 금표(禁標)와 교계〔校界 : 校獵場境界의 줄임말로 유추〕는 낱말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행위의 금지와 경고라는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두 낱말은 동질성 이라고 할 수 있다.

Ⅳ. 맺는 말

교계(校界)란 낱말을 전국에서 최초로 발견함으로써 의미를 찾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 다. 그 결과 교

계(校界)와 금표(禁標)는 동질성의 낱말임을 알게 되면서 양양지역의 수렵문화에 변화의 한 획을 긋는 계기

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금표의 종류를 살펴보면, 황장목을 지키기 위한 금표를 비롯하여 신성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금표, 사냥터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금표, 왕실의 태봉(胎封)의 출입을 금하는 금표, 산삼채취를 금하는 금

표, 유배지에 출입을 금하는 금표, 위험지역을 알리는 금표, 말에서 내리도록 하는 하마비, 잡귀를 금하는 금

줄 까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되었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 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금표이든 국가에서 국민을 다스리는 한 형태로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양양지방은 자연환경이 수려한 관계로 오늘날도 자연을 지키기 위해 국가에서는 설악산국립공원을 지정해

보호하고 있듯이 과거 조선시대에도 다양한 금표가 많이 산재하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 금표는 체계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행인들을 규제하기위해 사람의 통

행이 잦은 도로변,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역사의식 없는 무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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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추진으로 대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금표를 조사하면서 뒤늦은 조사에 대한 자성과 아쉬움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국내 최초의‘校界’라는 암각문의 발견은 괄목할만한 성과로 학계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중국(당)과 조선의 역사기록, 마을의 명칭과 유래, 계곡의 지명과 전설,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교계(校界)가 사냥터이면서 군사 조련장이라는 것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비록 규모는 작고 보잘 것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역사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안목에서는 역사적 사료로서 충

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교계’의 위치가 심산계곡 암반위에 각자되어 있어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훼손과 산촌개발사업 등으로 인

한 인위적 파손이 우려되는 곳이므로 행정적 차원에서 관계당국의 조속한 보존대책과 아울러 이를 문화재로

등록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지역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이용 일반 수렵장(狩獵場)과는 차별화 된 옛 교렵장(校獵場)으로 복원하여

교렵관련(校獵關聯) 레저시설을 갖춘다면 또 하나의 이색적 전통교렵문화체험장(傳統校獵文化體驗場)으로써

충분한 잠재력(潛在力)이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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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및 금표 조사일정표

장리 주민과 당시 연화동에 거주하는 신성균씨

등 에게 달하치 계곡 바위에 새겨져 있는 암각

씨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하 으나 발

견하지 못함.

달하치 계곡을 탐문 조사하여 계곡 물가 암반에

서 퇴적물에 묻혀있는 교계(校界)라고 새겨져있

는 씨를 발견함.

강원도문화원협회에서 홍보 상물을 제작 팀이

현지에서 교계 주변 촬 .

조선시대 강무(講武)와 관련하여 교계 암각문의

상류 계곡에 위치한 연화동에서 강무 훈련장으

로 보여 지는 약 10,000여 평의 평지를 확인함.

2008년 농지조성 및 하천정비 사업 시 훼손 멸

실되었다고 박상우씨가 증언함.

1984년 군도 확장공사 시 흙을 성토하고 옹벽공

사를 하면서 석축 하단부에 매몰되었다고 박상

우씨가 증언함.

오색령(한계령) 중턱에 위치한 현 금표교(禁標橋)

일대와 과거 오색령 옛길 계곡을 따라 탐문 조

사하 으나 확인하지 못함.

조선시대 전림산 황장봉산 지역인 갈천리 주민

인 엄익환(심마니)씨의 전언에 의하면 이 일대에

서 금표라고 새겨져있는 씨는 못 보았다고 함.

1997~1998년 경 양양군에서 용화사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에 다리기초공사를 하면서 훼손

되었다고 김진목씨가 증언함.

1999년 강원대학교 박물관지 제6호 에 금표를

기고한 손병섭 선생과 현지답사를 하 으나 루

사 태풍 때 멸실된 것으로 봄. 

과거에 법수치 금표를 확인한 바가 있는 박봉우

교수와 관계자들의 현지답사.

장비(포크레인)로 금표가 멸실 장소로 추정되는 지

역을발굴작업을실시하 으나확인하지못함.

교계 연구 발표회를 위한 현지답사.

일 시 장소 조 사 내 용 조사자 비고

2013.08.27

장리소재

연화동

달하치

향토사연구원

김양식, 김재환
교계

2013.09.01 달하치

전 문화원장 양동창
향토사연구원 이종우,
이규환,이철수,김양식, 
김재환,이기용

〃

2013.11.14 〃
홍보자료 촬 팀, 사무국장
김광 , 향토사연구원 6명

〃

2013.03.06 원일전
향토사연구원

이규환, 김양식, 김재환
금표

2014.12.05 법수치
박봉우 교수, 도민일보 방명균
상무,문화관광과장 윤여경
향토사연구원 4명

금표

2015.03.27
원일전

장 리

문화원장 윤여준

향토사연구원 5명
금표

2014.11.13 〃

강릉원주대 이규대교수
강원도립대 양언석교수
문화원장 및 향토사연구원
6명

〃

2016.05.09 연화동

향토사연구원 이규환, 

김양식, 김재환

문화원사무국장 김광

〃

2013.03.10 어성전

향토사연구원

이종우, 이규환, 이철수

김양식, 김재환

〃

2013.04.04 오색리
문화원장및문화원직원 4명

향토사연구원 6명
〃

2013.05.20 갈천리
향토사연구원

김양식, 김재환
〃

2013.08.21 법수치
향토사연구원

김양식, 김재환
〃

2013.09.01 장리 향토사연구원김재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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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 회원 교육(특강)

普覺國師 一然과

양양

1. 서론

양양은 오랜 역사와 문화, 그리고 談論을 간직한 고을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미래는 문화의

시대이다. 하지만 문화가 미래의 시대에, 양양의 우수한 문화와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기억 속에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양양문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얼마 전에, 전국한시 백일장, 오랜만에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양양다운 행사 다고 생각합니

다. 작지만 하나하나 양양다운 문화를 찾아갔으면 합니다. 향교에서 나오신 분들이 선비복장을 하고, 행사에

참여해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양양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양양은 삼국시대 지리적 중심지로, 고구려와 신라가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었던 지역

양언석 교수



37제28호 양양문화

으로, 신라가 고구려에서 양양지역을 점령한 이후, 불교의 성지로, 그리고 화랑들의 중심 수련장이

되었다. 

그리고 원효, 의상 도의 그리고 범일선사 같은 분들과 화랑인 랑, 원일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와

유적이 전해오고 있다.   

삼국시대 신라가 강성해지면서 양양을 중심으로 한 동지역을 먼저 점령한 것은 통일을 위한 중

심지 기 때문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고구려가 이 지역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 것은 신라의 정

책이었다. 불교를 통한 一心과 佛國土를 통해 이 지역을 관리해 왔다. 그러므로 삼국시대 양양의 불

교는, 불교의 聖地답게 우수한 문화유적과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양양의 풍속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務農桑 恤喪葬 喜遊宴 尙文學 貴禮義1)

농업에 힘쓰고, 장례에 정성을 다하고 놀이를 좋아하며 문학을 숭상하고 예의를 존숭하 다는 기

록에서 襄陽學의 面貌를 찾아 볼 수 있다. 

『擇里志』山水條에 의하면, 산수의 승지는 당연히 강원의 동이 제일(山水之勝 當以江原嶺東第

一)일 했고, 『新增東國輿地勝覽』樓亭條 形勝條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수의 훌륭한 경치는 관동이 첫

째(我東韓 山水之勝 關東爲最)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민이 자주 놀러 다니기를 좋아해서 동네 노인들은 기꺼이 기악과 술과 고기를 가지고

산이나 물가에 가서 마음껏 논다. 이것으로 큰일을 삼기 때문에 자제들은 이에 감화되어 학문에 몰

두하는 사람이 적다. 더욱이 그곳이 두 서울에서 멀어, 옛날부터 현달한 적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문화가 미래인 시대에 양양의 우수한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600주년을 전

환점으로 하여 지역발전에 중요한 地域學이라는 학문을 정립하고 모색해야 한다.

오늘의 양양문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양양의 문화 정

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襄陽學의 正立은 절실히 필요하다.

1) 『輿地圖書』



2. 文化的 背景

지역의 역사는, 최고의 자원이다. 양양은 삼국시대부터 불교의 성지로, 오랜 역사와 문화의 중심

이었다. 신라는 삼국통일을 위한 중앙집권 체제를 위해 새로운 이념인 불교를 수용하 다. 불교를

수용하면서 사찰이 건립되었고, 사찰의 상징인 불전과 탑이 양양을 중심으로 건립되어 불교의 聖地

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대표적인 승려로는 자장을 비롯하여 의상, 원효, 도의, 일연선사 등을 들

수 있다. 승려들은 대부분 입당구법(入唐求法)으로 중국의 선진문화와 불교로 敎化에 힘썼다. 

오늘은 일연국사와 양양의 불교문화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연의생애 (희종2 ~충렬왕 15,1206∼1289)

일연선사는 1206년 지금의 경북 경산에서 태어나 14세에 설악산 진전사에서 구족계를 받았고, 22

세인 1227년 승과에 급제(양양에서 8년 정도 생활)한 뒤 비슬산 무주암과 묘문암에서 수도하셨다.

44세인 1249년에는 남해의 정림사와 지리산 길상암에, 1264년에는 일 오어사에 계시다가 대구

가까운 인흥사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때 학승들이 구름과 같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72세인 1277년

에는 청도 운문사에 주석하시다가 충렬왕에 의해 국존에 추대되었고, 이곳에서 삼국유사의 집필을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연의업적

14세 때에 삭발하고 중이 되어 선종에 속하는 진전사에서 수학하 다. 조계종의 4선인 가운데 첫

째로 추대하 다. 고종 14년 겨울에 승과에 나가서 장원으로 급제하 는데 이때 나이 22세 다. 

이후 그는 여러 절을 두루 거치며 수도 생활을 하 고, 그 깨달음의 폭과 깊이를 더해 가다. 그가

주관하는 법회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그의 설법을 듣고 감동을 받지 않는 자가 없었

다고 한다. 그 후 그는 삼중대사, 대선사 등에 올랐으며 1283년에 국사가 되었다. 

충렬왕 15년 6월에 병을 얻어 회복하지 못할 것을 알고 손수 왕에게 올릴 을 쓰고 여러 스님들

과 함께 무답으로 날을 보냈는데 이 날 밤에 둘레가 한 자가 넘는 큰 별이 절에 떨어졌다고 한다. 다

음날 아침 여러 사람들에게 오늘 떠나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몇몇 중과 사에 대한 문답을 한 후 자는

듯이 돌아가셨다. 이때 오색의 빛이 절 뒤에서 일어나 타오르는 듯 했고 그 뒤에 는 흰구름이 덮여서

하늘을 향하여 가버렸다고 한다. 그의 나이 84세의 일이다. 

일연을 사람됨이 과묵하여 허튼 말을 하지 않았고 모든 일에 가식 없이 진정으로 대했으며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학문하는데 있어서도 특별한 스승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덕을 닦으며 수양하

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정성도 지극하여 항상 곁에 머무르기를 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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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그가 이론 불교적인 업적과 발행한한 저서이다. 일연이 쓴 책은 모두 100여권이나 된다고

하니 가히 그 정력과 박식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그와 관련 있는 불교서적은 전하는 것이 없고, '삼국유사'만이 남아서 국문학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삼국유사는 고구려, 백제 , 신라 등 삼국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며

그가 살던 고여 중엽가지의 역사적 사실에 관해서도 언급되어있다. 그 중 가장 중시되는 내용은 신

라시대의 향가14수이다. 여기에 실린 향가는 그 내용에 있어 제각기 다른 특색을 갖고 있다. 향가뿐

만 아니라 삼국시대의 설화, 신화 등 역사적 야사도 실려 있다. 

일화

한편 불후의 역작인『삼국유사』는 그 후 5년 여에 걸쳐서 집필을 완성하 다 한다. 

1) 洛山寺

671년(문무왕11) 義湘이 관음보살을 親見하고 낙산사 창건하 고, 그 후 범일선사가 불전을 짓고

정취보살 모셨다. 

의상은 변방의 양양지역을 중심으로 관음보살의 상주처로 인식하여 성지로 정착하고자 낙산사를

창건하 고, 이 지역을 불심을 통해 신라의 중앙집권적 통치를 가능하게 하 다. 

이 과정에서 동해용왕에게 수정염주와 여의주를 받은 설정은 불교의 성지임을 확인하고 있다. 변

방이지만 군사적이고, 교통 중심인 양양을 중심으로 불국토 사상을 통해 신라의 중앙집권이 가능하

다. 이처럼 신라의 불국토사상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고, 통일 후에도

불교를 신앙체계로 하여 변방의 기층민에게도 지대한 향을 주어 신라인으로서, 불교인으로서의 자

긍심을 갖고 우수한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의상의 관음보살

상주처를 확인하고자 찾아온 원효가 낙산사에서 비참한 시련을 겪게 된다.  

낙산사 남쪽 교외에 이르니 논 가운데서 흰 옷을 입고 벼를 베고 있었다. 원효가 희롱삼아 벼를 달

라고 하자 여인은 벼가 읽지 않았다고 한다. 원효가 또다시 가다가 다리 밑에서 월수백을 빨고 있는

여인을 보았다. 원효가 물을 달라고 청하자 여인이 더러운 물을 떠서 주었다. 원효는 여인이 준 물을

쏟아버리고 다시 냇물을 떠서 마셨다. 이때, 들 가운데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그 위에서 파랑

새 한 마리가 말했다. “휴제호(休醍●), 화상아!”하고는 보이지 않았다. 소나무 밑에는 신 한 짝이 벗

겨져 있었다. 원효가 낙산사에 이르니 관음보살상 아래 전에 보았던 신 한 짝이 벗겨져 있었다. 

이에 원효는 전에 만났던 여인이 관음의 진신임을 알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나무를 관음송

(觀音松)이라 하 다.  원효는 결국 관음보살의 진신을 친견하려고 하 으나 풍랑이 크게 일어 들어

가지도 못하고 떠났다.



원효가 물을 달라고 청하자 여인이 더러운 물을 떠서 주자, 원효는 그 여인이 준 물을 쏟아버리고

다시 냇물을 떠서 마셨던2) 곳을 냉천이라고 한다. 

이 냉천을 문화유적으로 활용하면 흥미로울 수 있다. 의상과 원효는 동학이면서도 서로 차이가 있

다. 이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신라가 고구려, 백제와 치열한 전쟁을 치루면서 삼국통일을 이루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라왕실에서는 원효의 자율적인 사상보다는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를 위해 의상

의 체계적인 사상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상은 당의 종남산 지상사에서 중국의 제2조인 지엄의 문하에서 10년 동안 화엄학을 공부하고

귀국하여 화엄교학을 펼쳤다. 의상은 우리나라 화엄학의 시조로 추앙받고 있다.    

그러나 삼국통일 이후 경전 중심의 교종보다는 스승과 제자의 만남을 통해 마음과 마음으로 도를

계승하는 선종이 중시되었다. 이 선종이 도의에 의해 진전사에서 이루어졌다. 이처럼 양양은 화엄종

의 시조인 의상과 조계종의 개시조인 도의선사가 개창한 진전사가 불교의 성지로 자리하고 있다.

일연국사가 저술한『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의상과 원효의 담론과, 조신전, 그리고 범일선사

의 정취보살에 관한 기록이 상세히 기록된 것은 일연국사가 낙산사에서 가까운 진전사에 출가하여

직접 들었던 연유로 보인다. 

이처럼 양양의 불교는 신라시대부터 불교의 성지로, 그 활용가치는 무한하다. 불교의 성지순례로,

그리고 낙산사의 조신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로 그 가치와 소설사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문학적 가치도 활용 하여야 한다.  

2) 陳田寺

창건 년대 미상으로 道義선사가 창건하 고, 九山禪門 중 迦智山門의 개시조이다. 그리고 一然스

님 14세에 진전사로 출가하 다. 

도의선사에 관한 기록은『조당집』권17에 설악 진전사 원적선사전(도의)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도의선사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도의의 속성은 왕씨이다. 임신하기 전 그의 아버지는 흰무지

개가 방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고, 어머니는 한 승려와 동침하는 꿈을 꾸었다, 이에 부모들은 반드

시 聖子를 얻을 꿈이라고 하 는데 임신한지 39개월만에 도의가 태어났다. 출생하는 날 아침에 異僧

이 錫杖을 짚고 문 앞에서“금일 낳는 아기의 태를 강과 산으로 첩첩이 둘러쌓인 곳에 묻어라”하고

사라졌다. 이에 태를 묻으니 큰 사슴이 와서 지켰는데 해가 지나도 떠나지 않았고 그곳을 지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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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증동국여지승람』
냉천(冷泉)- 오봉산 아래 있다. 세상에 전해오는 말에“관음보살이 여자로 변해서 벼를 베고 있는데 원효대사가 냉천
물을 마시면서 함께 웃으며 농지거리를 하 다”고 한다.

* 『여지도서』, 『관동읍지, 『현산지』
냉천_ 부 북쪽 15리 오봉산에 있다. 세상에 전해오는 말에: 관음보살이 덕녀로 변해서 벼를 베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원효대사와 냉천의 물을 마시면서 함께 실없이 말로 농지거리를 하 다고 한다. 鄭樞의 시에“덕녀의 옛터엔 잔디가
섬돌을 덮었고 원효의 남긴 자리에는 나무가 하늘에 연했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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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보아도 해칠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 다. 이러한 상서로움으로 법호를 明寂이라 하 다.

建中 5년(선덕왕5, 784)에 당나라에 입당하 다. 곧바로 오대산에 들어가 文殊의 감응을 받았는

데 허공에서 聖鐘의 소리를 듣고 산 속에서 神鳥가 높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廣府의 寶

壇寺에 머물면서 구족계를 받고 曹溪에 가서 祖師堂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려 하자 갑자기 문빗장이

저절로 열렸고 예배를 세 번 드리고 나니 저절로 닫혔다. 그로부터 江西 洪州의 開元寺에 가서 西堂

智藏(735-814)을 참문하고 의문점이 해결되고 막힌 체증이 풀리게 되었다. 지장이 그를 맞이함이

마치 石間에서 美玉을 줍는 듯하고 조개 속에서 진주를 주워내는 듯하여“진실로 법을 전한다면 이

런 사람이 아니고 그 누구랴”라고 말하고 법명을 道義라고 고쳐주었다. 이에 頭陀의 길을 떠나 百丈

山 悔海和尙(749-814)의 처소를 찾아가 서당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하니 백장이 탄복하여 江西(馬

祖 道一)의 禪脈이 모두 東國으로 돌아가는 구나“ 라고 하 다. 신라의 선승들은 거의 마조도일의 제

라로 서당지장과 백장회해도 마조계의 법을 이었다. 

37년 정도 중국에서 보내고 서당지장과 백장회해의 심인을 전해 받은 도의는 헌덕왕 13년(821)

귀국하 다. 귀국 후 교종에 의해 불교계에서 魔語라고 배척 받으며 북산(설악산)에 은거하여 산문

을 열고, 법을 廉居禪師(?-884)에게 전하 다. 

雪山 億聖寺에서 조사의 심인을 전하고, 도의의 가르침을 펴다가 普照禪師 體澄(804-880)에게

법을 전하 다. 체징은 염거가 설산 억성사에서 행화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참문하여 조사의

심인을 얻었다. 

체징은 희강왕 2년(837)에 입당하여 문성왕 2년(840) 귀국하여 구산선문의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

창하여 도의의 선풍을 계승하 다. 그의 비문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선문은 제1은 도의이고, 제2는

염거, 제3은 체징이라고 하 다. 우리나라의 선종은 마조도일의 향으로 원적도의-염거-보조체징

ㅡ 백장회해로 법을 이어 왔다.

진전사지와 3층석탑, 석조부도, 불좌의 중대석 및 많은 유물이 전해 오고 있다. 도의가 진전사를

개창한 이후, 가지산문의 토대가 되었다. 의상은 낙산사를 중심으로 낙산사에서 화엄사상을 널리 선

교하 지만 신라 말부터 고려조에 도의가 진전사를 창건하여 선종사상을 선교하 다. 

普覺國師 一然(1206-1289)은 충열왕 9년(1283) 국사에 책봉되어 불교계의 상징이었다. 일연국사

가 진전사로 출가한 것은 역사적인 사상사의 흐름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양지역은 신라 불교문화의 중심축으로 군사적, 교통적 중심지의 중요성으로 인해 국가적인 관

심을 갖고 관리해 왔다. 변방이지만 삼국통일과 통일 후 중심지로서 의상이 귀국하여 처음으로 양양

에 사찰을 창건하 다. 이것은 낙산사를 창건하여 불교를 통해 민심을 일심으로 하여 중앙지배 체제

를 확립하 다. 의상이후 원효가 다시 불교의 성지로 확립하 다. 그리고 조신전은 깨달음의 공간으

로 승려들에게 구도적인 의미와 양양인에게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강화하 다. 도의는 당에서 유학하

여 중국선종을 수용하여 진전사를 개창하여 선종의 개창자로 추앙 받고 있다. 

진전사에서는선종의개시처로, 그리고일연국사와『삼국유사』를통한학문적장으로활용할수있다.    



3. 원효와 의상의 담론

원효는 이런 노래를 불 다. “누가 나에게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주려는가?

나는 하늘을 받칠 기둥을 다듬을까 한다!”이 노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태종 무렬왕이 듣

고, ‘스님이 귀부인을 얻어 현명한 아들을 얻고 싶구나. 나라에 현자가 있다면 나라에 이익이 클 것

이다.’생각하 다. 그래서 왕이 의도적으로 과부인 요석공주와 잠자리를 만들어 설총이라는 자식을

낳았다.

반면 의상은 두 번째 당나라에 가면서 원효와 헤어진 후 홀로 험한 뱃길에 당나라 유학길이 오른

다. 당 등주에 도착해서 그곳의 州長인 신도인 유지인의 집에서 잠시 머물 다. 그 때, 그 집의 선묘

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의상에게 첫 눈에 반해버렸다. 선묘아가씨는 의상스님에게 사랑을 고

백했지만 젊의 구도자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갑자기 道心을 발하여‘세세생생에 스님에게 귀명

하여 대승을 배워 익히고 큰일을 이룩하겠습니다.’

‘제자는 반드시 시주가 되어 필요하시는 생활품을 받치겠습니다.’라고 큰 소원을 세웠다. 의상스

님은 지엄의 문하에서 오랫동안 화엄학을 공부한 다음 문무왕 11년(671)귀국했다. 선묘아가씨는 한

마리 용으로 변하여 신라 땅까지 스님을 따라 왔고, 스님이 머물던 부석사에 오래도록 살면서 스님

을 도왔다고 한다. 하지만 원효는 요석공주가 찾아왔지만 다시 만나지 않았다. 

신라는 불교국가로, 이상적인 인간은 화랑이나 승려가 되는 것이었다. 

화랑들의 중심수련장으로 그 유적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화랑들의 규모는 3백 명에서 3천 명 정도로, 구성은 국선인 화랑 1명과 그 밑에 승려 2-3명, 그리

고 화랑도로 되어 있다. 유명한 승려들을 보면 15-18세 정도, 수련 기간은 3년 정도이다. 

우리 민족의 이상형인 화랑은, 이 화랑이 조선조 선비로 이어진다. 화랑은 그 명예에 어울리는 교

육방법이 있었다.

1) 相磨以道義(요즈음 대세 의리)-의리를 배웠던 유서 깊은 고장이다.

2) 相悅以歌舞, 3) 遊娛山水의 도를 중시하 고 풍류를 즐기며 자연과 벗하 다.

화랑들의 교육방법은 첫째가 상마도의 이다 몸을 연마하면서 도(道)와 의(義)를 닦았다. 둘째가 상

열가락 이다. 가락(歌樂)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훈련이다. 셋째가 유오산수 이다 명산대천(名山大天)

을 다니면서 천지기운을 받는 수련이다. 가장 이상적인 한국형 인물은 화랑이었다. 이 화랑이 조선

조 선비로 이어진다. 오늘날도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진다. 

어떤 교육 산-웅장함과 경건함, 바다-열정적임 힘, 호수-고요함 랑호에 화랑들이 노닐었던 곳

에 정자가 있습니다. 또 기록에 의하면 경포대와 한송정은 낭도 3천명이 각기 소나무 한 그루씩 심

어 푸르름을 자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동지방은 화랑들의 중심수련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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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화가

삼국시대 중에서 신라의 문화와 사상을 알기 위해 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여인을 보면, 신라의 여

인들은 헤브라이즘의 도덕사상보다는 육체미와 쾌락을 추구했던 헬레니즘 사상에서 찾아 볼 수 있

다. 

우리나라 여성문학은 1) 양반 사대부 아녀자-도덕과 효, 2) 기생-사랑하는 마음을 아름다운 언어

로 표현- 그런데 그 기생의 유래가 신라에서 시작되었다. 삼국사기의 신라 본기에 보면, “진흥왕 37

년 봄에 원화라는 것이 처음 생겼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생사를 기록한 문헌으로

이능화의 조선해어화사라는 책에 우리나라 기생의 기원은 원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원화란 원래 임금과 신하들이 무리를 지어 노닐 때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여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들을 기생의 기원으로 보았다. 

이 주장을 시인한다면 기생의 역사는 1400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신라의 여인을 통하여 신라의 민족성을 알려면,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신라의 여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인가. 

삼국유사를 읽어보면 아름다운 신라의 여인들이 많이 등장한다. 신라의 여인들은 고려나 백제, 그

리고 조선조의 여인과는 삶이 모습이 다르다. 

역신이 범한 처용의 아내, 여왕이면서 미천한 인물인 지괴에 팔찌를 풀어준 선덕여왕 많은 화랑들

과 염문을 남겼던 진성여왕 등이 있지만 그래도 신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찾는다면 수로부인을

능가 할 사람은 없다.

자줏빛 바위는 잡은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면 이 꽃을 꺾어 받치겠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남편 순정공이 강릉태수로 부임하면서 수많은 노복과 종자들을 데리고 경주에

서 길을 떠난다. 그 길은 지금으로 말하면 동해 고속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해안의 경

치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수로부인이 간 그 길은, 미와 시의 길이다. 이 길은 관동팔경의 아름다

운 해변으로 시와 문학과 사랑의 감정과 사랑을 하게 하는 아름다운 길이다. 

문학은 길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라비안나이트는 사막의 길에서, 마크트웨인의 문학은 뗏

목을 타고 다니는 미시시피강의 문학이고 이 작품은 수로부인이 지나간 해안의 길이다. 순정공의 무

리가 길을 가다가 점심을 먹기 위하여 멈추어 선 곳은 아마도 하루의 여행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이었을 것이다. 

푸른 바다, 그 바다를 배경으로 병풍처럼 둘러있는 붉은 절벽, 그리고 그 절벽 위에 아름다운 철쭉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다. 수로부인은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꽃을 꺾어 바치기를 원한다. 

천상에서 가장 아름다움을 노래할 때-별 꽃은 문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꽃은 놓

는 위치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거실, 침실)

꽃과 새는 서로 짝을 이루며 동양화의 중요한 소재이다. 이처럼 꽃과 새는 함께 짝을 이루며 아주

오래 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자연의 하나이다. 문학 속에 등장하는 꽃과 새

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만이 아니라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상상한다. -화투-二梅鳥-그림 속에서

꽃과 새는 한 쌍의 남녀모습으로 상상되어 있다.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 아름다운 부인이 아름다운 꽃을 들고 아름다운 자연 앞에 서 있다면 그것

은 하나의 예술이고 미의 완성이고, 문학이다. 우리 문학이나 동. 서양의 문학에서 꽃은 사랑을 상징

한다. 그런데 꽃을 꺾는다는 의미는 여성의 정조를 빼앗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죽음을 느끼는 순간 생에 대한 인식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많은 하인이나 병사들은 어느 누구의 손도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꽃을 꺾을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무리 중에서 어느 누구도 수로 부인을 범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만약, 그 무리 중에서 누군가가 꽃을 꺾어 받친다면 그것은 수로부인의 정조를 빼앗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의미는 퇴색 된다 왜 --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는 꽃을 꺾어 바치는 인물로 노복이나 병사가 아닌 제 3의 인물이 등장하여

꽃을 꺾어 받쳐야 한다. 

그런데 꽃을 꺾어 바치는 인물이 노인이라는 점에서 김이 센다. 오늘날이 작품이라면 , 정신적으

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미모의 부인에게 젊은 청년이 아무도 청을 들어주지 못할 때 용감하게 절벽으

로 기어 올라간다. 

이러한 행동의 의미는 그가 정력이 넘치는 힘이 센 청년으로 어렵고 힘들게 꺾은 꽃을 꺾어 바치

면서‘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다면 이 꽃을 받치겠습니다’이것은 상당히 로맨틱하다. 

그런데 여기서 꽃을 꺾어 받치는 사람이 노인이다. 이 노인이라는 말이 작품의 의미에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노인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서 노인이라는 의미는 생리적인 노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전 문학을 보면 지식인, 현명한 사람, 신선, 도인 등은 모두노인으

로 표현한 경우가 많다. 지금도 노형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의 의미는 지적으로 높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노인의 정체는 무엇인가?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다. 

1) 작품 속에‘내가 잡은 암소 놓아두고..’라는 말이 나온다. 소의 의미는 무엇인가. 소는 불교에서

불도를 닦는 도승을 의미한다. 그래서‘잡은 암소 놓아두고’라는 말의 의미는 도 닦는 것을 그만

두고 라는 말은 파계하고 라는 의미이다. 불교에서 스님을 牧牛子(목회자), 스님들이 도를 닦는 방

을尋牛堂, 석가모니를고타마라고도하는데그어원은가장좋은소라는뜻이다. 그래서여기에서

노인은승려로삼국유사에실려있는데이책을쓴일연자신이라고보는경우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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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대 농경사회에서 소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소는 농업과 관계있고, 또한

그 노인은 不知何許人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소설이나 설화에서 신은 모두 부지하허인으로 되

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농신

3) 중국의 전국시대에 백리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소를 살찌게 기를 줄 알았다. 그래서 주목공

의 신마을 얻어 벼슬자리에 올라 국사를 살폈다. 소를 살찌게 하는 사람은 백성을 살찌게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민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여기에서는 관리.

4) 평범한 농부, 무당, 신선으로 보기도 한다. 

노인이 소를 버려두고 꽃을 꺾어 바치는 것은 지금까지 중시해 왔던 생업이나 도를 닦던 것보다

수로부인의 미를 더 존중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희랍사람들처럼 신라인들은 고려나 조선조처럼 관능적인 세계를 천시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숭

배했다. 그래서 화랑이나 원화를 뽑는 첫째 기준이 미모,

문제는 그 노인이 누구든 스님이든, 신선이든 수로부인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들의 마음을 사

로잡았을까 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이틀을 편안히 가다가 또 임해정이라는 곳에 이르러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갑

자기 바다의 용이 나타나서 부인을 끌고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 이에 순정공이 땅에 넘어져서 발을

굴 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이 때 한 노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옛사람의 말 여러 사람의 말은 쇠

도 녹인다고 했다. 이제 바다의 용인들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마땅히 경내의 사람들을 불러 모

아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지팡이로 강언덕을 치면 부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 이에 순정

공이 그대로 했더니 용이 부인을 모시고 나와 도로 받치었다. 

공이 바다 속에 들어갔던 일을 부인에게 물으니 부인 왈‘칠보궁전에 음식이 맛있고 향기롭고, 정

결한 것이 인간세계의 것이 인간 세계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부인의 옷에서 나는

향기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수로부인은 아름다운 미모 때문에 산과 큰못을 지날 때마다 여러

차례 신들에게 붙들리었다. 이 때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處容歌에도 보면 역신이 등장한다. 

처용가는 아내를 빼앗긴 아픔을 원한 시로 노래한 것이다

신라 헌강왕 때 처용랑이 지었다는 8구체의 향가 아내와 역신의 간통장면을 보고 처용은 그 고뇌

를 노래와 춤으로 정화 한다. 이에 감복한 역신이 현신하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처용의 화상만

보여도 그 문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빈다. 그래서 오늘날 처용의 하나의 토착신앙으로 승격되어 전

한다. 

이 작품은 신라 49대 헌강왕이 개운포에 나들이를 나갔다가 생긴 일이다. 지금의 울산이다. 바닷

가에서 쉬고 잇는데,  갑자기 구름과 연기가 일고 밝은 대낮이 깜깜해지는 변괴가 생겨 동행하던 일



관의 가르침에 따라 동해 용왕을 위해 그곳에 절을 지어 줄 것을 약속한다. 그랬더니 구름이 개고,

동해용왕이 일곱 아들을 데리고 나타나 왕 앞에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왕의 덕을 讚揚한다 그 때 동

해용왕을 일곱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바쳤는데, 그가 바로 처용이다. 

이 설화도 그렇지만 신라인들은 바다와 접해 있었지만 그 바다와 친했다기보다는 항상 두려워했

다. 수로부인도 바다의 용이 납치를 하고 -- 그들은 바다 밖으로 진출하려는 생각보다는 바다에서

침입해 오는 적을 방어하려는 속성이 강하다. --文武王이 자기가 죽거든 바다에 장사지내라고 했고

그러면 용이 되어 바다를 지키겠다고 했다. 그리고 당나라와 손을 잡고 통일을 한 것을 보아도 그들

의 적은 바다 쪽의 일본 해적이다. 이 말은 신라의 문화는 대륙보다는 바다를 타고 오는 문화와 접촉

이 많았다. 

설화를 보아도 가락국의 수로 왕비는 서남쪽 바다에서 배를 타고 온 아유타국 공주로 되어 있고,

탈해왕 역시 먼 바다에서 배를 타고 온 용성국의 어린 왕자로 되어 있다. 반면에 고구려의 주몽 같은

설화를 보면 북방에서 말을 타고 온 것으로 되어 있다. 신라의 문화는 배의 문화와 관계가 잇다. 처

용이나 탈해을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배를 타고 표류해온 남방계의 이방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대륙의 향을 받은 대륙문화인가?  아니면 배를 타고 온 해양문화 인가에 따

라서 우리 민족의 문화적 특성이 달라진다. 신라를 중심으로 하여 보면 해양문화로서 해양문하의 특

징은 개방적이고 낭만적이고 본능적인 세계를 중시하는 문화이다 그러므로 신라의 여인들을 통하여

본다면 대부분 육체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 

반면에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여 보면 대륙문화의 향을 받은 것으로 대단히 봉건적이고 폐쇄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면 처용이라는 인물의 정체는 무엇인가. 신라는 해양문화의 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처용은

배를 타고 온 아라비아 상인 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당나라는 아랍상인 들과 교역을 했었고, 고

려 때 처용을 노래한 그 모습을 보아도 한국인이 아니다. 키도 크고, 이마도 넓고, 눈도 파랗고,  

문제는 설화나 신화의 기술법을 보면 얼굴색이 다른 낯선 이방인은 모두 용이나 신으로 되어 있

다. 처용은 아내보다도 달을 더 사랑한 풍류객이었다. 처용의 아내는 보통의 여자가 아니다. 동해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고른 여자니까 역신이 탐낼 만한 그런 아름다움이다. 그런

데 그런 미인을 혼자 방에 놔두고 밤새껏 달과 함께 노닐었다는 것은 보면 확실히 평범한 사람은 아

니었다. 

처용은 아라비아 상인이니까 달을 보며 고향을 생각했을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고, 세속적인

지상의 쾌락보다는 초월적인 꿈의 세계를 그리는 시인적인 기질을 볼 수 있다. 달을 좋아한 풍류객

이었으니까 그 아내는 얼마나 외로웠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역신과 간통을 한 그 아내의 책임보

다는 그 책임이 처용에게 있다. 

시구를 보면“동경밝은 달 아래 밤드리 노니다가”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날만이 아니고 여

러 번 그런 일이 되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신과의 간통장면을 보면 처용은 현인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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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형에 속한다. 자기 아내가 다른 놈과 간통하는 장면을 보면 앞이 잘 안 보일텐데, “들어가 자리

보니 가랑이 네히어라 둘은 내해 다만은 둘은 누해인고 ”“라고 다리의 숫자를 정확히 세는 것을 보

면 아주 냉정상인 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부인과 정을 통한 간부를 향해“두다리는 누구 것인고”라고 말한 처용의 태도는 여유를

넘어 유우머스럽기까지 하다.(김삿갓 배--여유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는 빼앗긴 헬렌을 찾기 위해 싸움을 벌이는 이야기이고, 그 후편격

인 <오디세이>는 자기가 부재중에 자기아내(페네로페)를 유혹하고 괴롭혔던 악한들을 힘으로 물리치

는 웅 오디세이를 노래 부른 것이다. 

서구문학에서 보면, 여성을 지키는 것이 곧 남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세 기사도

의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문학의 발생심리학은 이러한 명예의식에서 출발된 것이다. 

시를 지어 후세에 남긴다는 것은 후세에 웅의 공적을 찬양하여 전하려는 명예의식의 소산이다.

서구인의 의식에서 보면, 아내를 빼앗기고, 노래를 부르는 처용은 바보.

또 내용 중에“본디내해다 만 은 빼앗긴 것을 어찌 하리오”하고 춤을 추면서 물러 나온다. 역신은

처용의 춤과 노래를 보고 그의 덕에 감화되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처용의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다. 그래서 처용이 병을 물리치는 힘으로 신격화되어 토착종교화 하여 처용무는 조선조까

지 전해 내려왔다. 처용은 표면적으로 볼 때 무력한 바보로 그려져 있지만 실은 역신을 물리친 웅

이다 이것으로 보아 인간은 때로 바보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어쩌면 그런 사람이 무서운 힘을

가진 사람인 것이다. 

본문 중에“본디 내 해다만은 빼깃 긴 것을 어찌하라”라는 대목이 나오지만 공후인에서도 남편을

잃고 어찌하랴 로 끝맺음을 했는데 처용에서도 어찌 하랴 라는 체념사로 시를 끝맺는다. 대단히 무

력하게 노래하고 있다. 이것은 이방인이니까 아내를 빼앗겨도 어디에다 호소할 것이 없었다고 합리

적으로 해석해 볼 수 도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신라인들의 의식구조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신라는 불교사회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향을 많이 받았다.

불교설화를 보면

보시태자는 자기의 재산, 아내, 자식,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눈, 육체까지도 모두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받친다. 이런 것은 불교의 인내행과도 관계있다. 악이나 적을 대하는 태도는 칼을 칼로 대한

것이 아니라 관용과 덕으로 굴복시키는 슬기로 나타나 있다. 無力이 힘이 되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

이라는 간디의 무저항주의도 불교적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양의 경우는 우리와 다르다.

서양의 웅은 오딧세이나 아킬리스처럼 모두 역신 같은 존재들을 근육의 힘 즉, 무력으로 물리치

는 호랑이와 같은 웅이다. 그런데 악과 적을 물리치는 리의 웅은 분노나 고통을 극기의 힘으로

이기는 곰 같은 존재의 웅이 더 성자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우리 문학에서 보면 현명한 사람은

바보로 묘사 된 것이 많다. --바보 온달, 사씨, 재--춘향전에서도 보면, 변사또의 매질에 악을

쓰지 않고 매를 칠 때마다 그것을 운으로 삼아 춘향은 노래로서 저항을 한다. 그리고 이도령도 변학



도와의 대결한 것도 권력이 아니라 그 유명한 시인

金樽美酒는 千人血이요

玉盤佳肴는 萬性膏라

燭淚落時에 民淚落이요

歌聲高處에 怨聲高라

시로써 그의 가슴을 찌른다. 역신을 칼이 아니라 시와 춤으로 물리친 처용의 행위는 한국인의 저

항적인 성격이 잘 나타나 있다. 

미녀 헬렌의 경우도 약탈을 당한다. 그러나 희랍인들은 무력으로 찾아온다. 이것이 그 유명한 호

메로스의 서사시‘일리아드’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력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의 여론으로 미녀인 수로 부인을 찾아온다. 우리문화가 박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더 문화적이라는 생

각이 든다.

이때 부른 노래가

거북아 거북아 수로부인을 내놓아라

그러면 왜 용에게 잡혀갔는데 갑자기 거북이가 등장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그 당시

에 남을 위협할 때 주문처럼 사용한 노래 같다. 문화 인류학에서 보면 거북이는 남성을 상징한다. 그

러므로 여기에서는 수로부인을 범한 남자. 즉 남자의 상징을 욕하는 의미를 잠재하고 있다. 

물은 여성을 상징한다. 그런데 수로부인의 이름을 보면 水路==(물길)물길이라는 수로부인의 이름

을 잘못 지었다. 물속에는 많은 거북이와 용이 놀 수밖에 없다. 거북이와 용 등은 남자를 상징한

다.(작명법== 옷 걸레, 행주, 수건 )

그러면 수로 부인을 어떻게 평할 것인가. 많은 신들에게 정조를 빼앗겼지만 끝까지 강릉까지 따라

간 것으로 보아 정조 관념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희랍의 경우와는 다르다. 아프로디테는 도덕적인 면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그는 창녀의 신으로

전락한다. 그러나 수로부인은 신들에게 잡혀갔지만 끝까지 남편을 따라 간 것으로 보아 아프로디테

나 마리아의 중간적인 여성.(하지만 오늘날의 여성은 다르다. 자식까지 버리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다른 남자와 짜고 남편을 독살하는 것을 보면 사회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한 사회의

여성의 모습 그것은 어쩌면 도덕성의 상실과 남성들의 무능과 이기주의 반 이기도 하다. 

일연스님이 쓴 이 작품은 바다가 있고, 꽃이 있고 바위가 있고, 미인이 있다. 그 미인은 비단 인간

만이 탐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용까지도 그리고 산천초목까지 감동하는 것으로 이 을 읽는 기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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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普覺國師 一然과 양양

2. 양양은 오랜 역사와 문화, 그리고 談論을 간직한 고을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미래

는 문화의 시대이다. 하지만 문화가 미래의 시대에, 양양의 우수한 문화와 이야기가 우리의 삶

과 기억 속에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3. 삼국시대 신라가 강성해지면서 양양을 중심으로 한 동지역을 먼저 점령한 것은 통일을 위한

중심지 기 때문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고구려가 이 지역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 것은 신

라의 정책이었다. 불교를 통한 一心과 佛國土를 통해 이 지역을 관리해 왔다. 그러므로 삼국시

대 양양의 불교는, 불교의 聖地답게 우수한 문화유적과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4. 지금부터 10년 후 양양이 존재할까? 아니면 10년 후 양양이라는 지명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까?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5. 양양의 풍속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務農桑 恤喪葬 喜遊宴 尙文學 貴禮義 (『輿地圖書』)

농업에 힘쓰고, 장례에 정성을 다하고 놀이를 좋아하며 문학을 숭상하고 예의를 존숭하 다는

기록에서 襄陽學의 面貌를 찾아 볼 수 있다. 

6. 일연의 생애 (희종2~충렬왕 15,1206∼1289)

일연선사는 1206년 지금의 경북 경산에서 태어나 14세에 설악산 진전사에서 구족계를 받았고,

22세인 1227년 승과에 급제(양양에서 8년 정도 생활)한 뒤 비슬산 무주암과 묘문암에서 수도하

셨다. 72세인 1277년에는 청도 운문사에 주석하시다가 충렬왕에 의해 국존에 추대되었고, 이곳

에서 삼국유사의 집필을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7. 일연이 쓴 책은 모두 100여권이나 된다고 하니 가히 그 정력과 박식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그와 관련 있는 불교서적은 전하는 것이 없고, 

'삼국유사'만이 남아서 국문학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삼국유사는 고구려, 백제 ,

신라 등 삼국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며 그가 살던 고여 중엽가지의 역사적 사실에 관해서도

언급되어있다. 그 중 가장 중시되는 내용은 신라시대의 향가14수이다. 여기에 실린 향가는 그

내용에 있어 제각기 다른 특색을 갖고 있다. 향가뿐만 아니라 삼국시대의 설화, 신화 등 역사적

야사도 실려 있다. 

8. 낙산사



9. 도의선사와 진전사

10. 원효와 요석공주

11. 의상과

12. 헌화가

13. 半月 黃眞伊

誰斷崑山玉하여

裁成織女梳오

牽牛一去後에

愁擲碧空虛라

14. 거북아, 거북아 수로부인을 내 놓아라

남의 부인 앗아간 죄 그 얼마나 크리

네 만약 거역하고 내놓지 않으면

그물로 옭아 구워먹으리(해가)

15. 處容歌

16. 1) 개운포에서 용왕이 춤을 춘다.

2) 처용이 역신 앞에서 춤

3) 포석정에서 남산신 상벙이 춤을 춘다 이에 왕이 몸소 춤을 배워 춤을 춘다

4) 금강령에서 산악의 신이 옥도령이란 춤을 추고 동체전에서는 연회때 지신이 나와 춤을 추

었는데 그 춤이름이 지백급간이다.

17. 물은 여성을 상징한다. 그런데 수로부인의 이름을 보면 水路==물길이라는 수로부인의 이름을

잘못 지었다. 물속에는 많은 거북이와 용이 놀 수밖에 없다. 거북이와 용 등은 남자를 상징한

다.(작명법- 옷 걸레, 행주, 수건 )

18. 바다가 있고, 꽃이 있고 바위가 있고, 미인이 있다. 그 미인은 비단 인간만이 탐하는 것이 아니

라 바다의 용까지도 그리고 산천초목까지 감동하는 것으로 이 을 읽는 기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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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 회원 교육(특강)

인문학
문학이야기

양언석 교수

많은 예술 작품 중에서, 이 작품만큼 심각하게 고뇌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인문학의 시작이다. 인문학은 물음에서 시작한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아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나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나의 문제로 마무리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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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먹고살기 위해, 인간성을 상실하고, 돈 버는 기계처럼 살고 있지 않은

지 고민해 봐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다.

우리 사회는 1990년부터 인문학의 위기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2000년대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인문학을 전공한 교수들은 인문학의 위기를 오래전부터 말하고 있다. 문. 사. 철의 전통적인 과들이 대학에

서 그 지위를 잃고 위기를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대학-인문학과가 없다.-우리 사회는 인문학

하면 돈 안 되는, 배고픈 학문으로 생각)교육청책이 엉터리다. 한심하다. 

그런데

2010년 스티브잡스가 아이패드를 내놓으면서 애플의 성공비결이, 인문학과의 융합이라고 말했다. 아이폰

으로 2016년 상반기 세계최고의 수익을 얻은 애플의 수장이, 성공의 비결로 인문학을 들었다. 이에 우리나

라의 많은 기업가들이 깜짝 놀랐다. 왜? 인문학을 무시하는 현실에서 당연한 반응이다. 

스티브잡스가 왜 인문학을 중시하 는가? 그것은 제품을 사용하는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돈을 벌기

위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제품을 만들면서 세계적으로 성공하 다. 돈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만든 아이폰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가습기 살균제-21세기에 말이 안 된다.-인간을 위해 제품

을 만든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장사를 잘 하려면 인문학적으로 해야 한다. 장사를 못하는 사람이 과일을 판다면, 이렇게 합니다. “이 사

과 싱싱하고 맛있고, 무척 답니다”

하지만 장사를 인문학적으로 잘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저번에 다리 아프신 거 괜찮으세요?”, “아이

들 잘 커요?”인간적으로 장사를 한다.    

스티브잡스가 2010년 신제품 발표회에서 인문학으로 결합된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그것은 기술

과 인문학이 단순히 매카니즘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인간에게 어울리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 다. 인간을 위한 제품, 이런 기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인문학에 관심을 갖는가? 스티브잡스가 아니더라도 근본적으로, 지금, 한국사회는 인문학을 원

한다. 인문학을 원하는 이유는, 복잡한 사회,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

야 하는지? 행복이 뭔지?를 제공하는 것이 인문학이기 때문이다. 

행복하고 싶다면 인문학을 배워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심이 있다면 인문학을 배워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나와 세계의 문제이다. 나와 세상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왜, 내

가 세상이고, 세상이 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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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돈이 최고의 선이고, 돈이 신앙화 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돈 많은 재벌이나 권력자들이 돈 때

문에 수갑을 차고 감옥 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돈이 최고의 선은 아니다.

누구나 행복을 꿈꾸지만,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찾아 항상 길을 떠난다. 그 길

에서 많은 것을 만난다. 태양, 바람, 태풍과 비바람 등

결국은 행복은 깨달음이고, 깨달음 속에 행복이 있다. 

깨달을 수 없다면, 평생을 방황해야 한다. 

결국 나는 행복한가? 라는 답은, 내가 살아있어서 행복하고, 함께 할 가족이 있어 행복하고,  벗이 있어 행

복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 하고, 남에게서 찾으려고 한다. 행복은 내 마음 속에

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사람은 평생 남의 떡만 찾는다. 내 떡이 커 보인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의 적은, 탐욕과 경쟁심이다. 인문학의 적도 탐욕과 경쟁심이다. 그러므로 인문학과 행복은 같은 말이

다.

인문학을 배우는 이유는,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경제적 풍요나 편안한

삶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 창조적인 삶, 절대적인 행복과 자유, 삶과 진리추구를 진정한 삶이라

고 한다.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첫째 인문학은 상상력과 지성의 힘.

상상력이 없었었다면 인간은 어떻게 되었을까? 원시적인 삶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인류의 삶은 상상에 의해 발전이 시작되었고, 상상으로 고도의 문명사회가 되었다. 

땅을 달리고, 하늘을 날고 싶었던 동화적 상상력이, 차와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상상력

이 없었다면 인류는 원시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원시사회에서 원시인들은 하늘을 날고 세상을 달리고 싶었던 상상력이 지금의 문명사회를 만들었다. 이

상상력은 인간을 위한 새로운 창의력으로, 창의력은 상상의 소산이다. 인류는 상상력으로 물, 불, 바람을 통

해 신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면서, 문명사회로 발전을 거듭하 다.

10년 전 만해도, 손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인간의 상상력이 결국 공상

이 아니라 현실을 만들었다. 

인간의 상상력으로 인해 신화, 역사, 문화가 인류를 위해 존재하며 국가조직과 이성적인 정치형태로 발전

하 다. 그러므로 상상력은 인문학의 결정체이다. 그러나 이 지성의 힘과 상상력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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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인문학적 상상력에 의해 시작한다. 

상상력으로 꿈을 꾸고, 이 꿈을 이루는 것은 자유로운 사유에서 시작한다.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이 자신의

세계를 꿈꾸는 상상력은 미래 인간을 위한 자산이다. 인문학의 동화적 상상력은 하늘을 날고, 세상을 달리는

희망이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인문학의 존재이유이다. 이러한 상상력은 벽에 부딪히고 부정적

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남다른 차이가 인문학의 토대이다.          

인문학을 공부하는 두 번째는

더 멋진 삶의 여행을 위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면서 매일매일 살아간다. 무척 아쉽게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번 밖에 살 수 없다. 두 번만 살 수 있다면 멋있게,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원칙대로 살아보고, 두 번째는 파격적인 삶을 살고 싶다. 어떤 파격적인 삶을 어떤 것일까?   

예를 들면, 말기 암환자가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한 4가지.

1) 사랑하는 사랑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2)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3)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4) 좀 더 친절을 베풀었다면...   

*나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경험은“문학”에서 찾을 수 있고, 과거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시행착오는

“역사”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 철학은 모두를 관통하는 가장 본질적인 규칙을 찾아내는데 헌신한다. 

인문학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어느 학문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왜, 삶의 원리를 제대

로 가르쳐주고 그 원리를 활용해 남은 생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가이드도

없고, 그 모두를 스스로, 일일이 겪으며 살아가려면 삶의 얼마나 고단할까? 

그런데도 우리의 교육은 어떤가? 삶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200년 전의 사실을 외우거나 10년 후 소용

도 없는 지식을 외우느냐고 그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막상 사회에 나가면, 무릎이 깨지고, 길을 잃고, 상처를 받은 후에야 무엇이 잘못되었

다고 느끼게 된다. 그래야 그제서야 세상에 기여하고, 자신이 삶을 꽃피우는데 써야 할 많은 시간과 에너지

를, 삶의 의미를 찾는데 방황하는데 쓰게 될 것이다. 이 시대 많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듯이 말이다.

삶의 경험, 나 하나만의 특수한 경험이 아니라 지구를 향해 함께 여행가고 있다. 

수백 개의 어단어를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동적인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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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는 나와 세상에 대한 물음과, 삶의 무게가 압축되어 있어, 시는 인문학의 완성이다. 

연탄 한장 - 안도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또 다른 말도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

- 하찮은 연탄재도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데, 우리 인간은 자기만 따뜻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이 아

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가지 않은 길

세상이 정해준 답과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시인의 말을 경청하라-

이 말이 내 가슴을 설레이면 그 길을 가라! 

내 인생의 새로운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인생에서 너무 많은 길을 만난다. 이 길은 선택의 길이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는 참으

로 어려우면서도 신중한 문제이다. 인생에서 길의 선택은, 시인의 말처럼 내 가슴을 설레이는 길을 선택한다

면 새로운 자유를 느낄 수 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 고은

우리는 지금 올라만 가고 싶어 한다. 내려가는 연습도 해야 한다. 그래야 보지 못했던 삶도 불 수 있고 자

신을 찾을 수 있다. 

간결한 두 문장으로, 그 속에 나와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 녹아있다.

수선화 - 정호승

우리는 배고플 때, 밥을 먹지 밥그릇을 먹는 게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밥그릇을 먹고 있다. 

시는 밥이지 밥그릇이 아니다.

결국은 인간이라는 밥, 고통이라는 밥, 

시나 인문학의 본질이 밥그릇이 아니라 밥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겉모양인 밥그릇을 중시한다.  겉모

양보다는 알맹이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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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화 -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번 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외로워도 외로워하지 말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나의 길을 걷다 보면, 세상이 나의 이름을 아

름다운 꽃으로 불러 주는 날이 올 것이다.-논어의 학이시습...

결국 인문학이란. 인간이란, 행복이란

플라톤이 가장 중시한 것은 참됨, 선함,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짧은 시 한 줄에서도 감동을 받고 참

된 사람, 선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인문학이다. 

오늘 조금이라도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인문학이고 행복이다.   

사회적으로 유명하거나 성공한 사람들에게 後輩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고 물어 보면, 그 분들

은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한다. 책 중에서도 古典을 많이 읽으라고 한다. 왜 그분들은 尖端技術이나 외국어보

다 고전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가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고전 하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입시라

는 제도 때문에 감동보다는 문법, 그리고 외우는 교육을 했기 때문이다. 고전이란 무엇인가? 그리스 로마 문

화에서 가장 중요시 하 다.

現代의 모든 나라들은 物質主義와 利己主義로 病들어 가고 있다. 이것을 解決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

전이다. 고전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가난 속에서도 여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 고전을 읽으면 어

려운 현실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고전하면 <龍飛御天歌>의 유명한 句節이 생각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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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뮐새, 꽃 좋고 여름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믐에 아니 마를새, 내이러 바다로 가나니...”

이 말은 모든 나무가 다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모든 샘물이 다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옛날

작품이라고 해서 모두 고전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 바람과 가뭄을 견디어 낼만한 깊은 뜻을 지닌 문학 작품

만이 열매를 맺고, 後代의 바다로 나갈 수 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고전하면 문학성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현실과 遊離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

나 그것은 아니다. 西洋初期 소설-千篇一律的이다. 

그것은 우리의 고전을 읽지 않은 無知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현대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현대문학이 고전문학보다 文學性과 藝術性이 뛰어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도 무지의 表現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소설 중에서 아무리 훌륭한 소설이라도 많이 읽혀야 3-4년

길어야 10년 정도 읽히고는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우리의 고전 중에 춘향전 같은 작품은 수 백 년 동안 읽

혀왔고 그리고 우리 民族이 存在하는 한 永遠히 읽힐 것이다. 

사실 우리의 고전은 너무나 有名하여 損害를 본다. 너무나 유명하기에 읽지 않고도 읽은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나라 최고의 고전을 그 나라 사람이 읽지 않았다면 그것은 羞恥이다.  

예)춘향전)

단군신화

서양에 이런 말이 있다. ‘한나라의 민족성을 알려면 그 나라의 여성을 보라’는 말이 있다. 예(가정의 주부

의 모습을 보면, 그 집안의 수준을 알 수 있다. 문화적, 경제적 삶)-언어사용.

서양의 문화를 보면, 두 가지 문화가 있다.-헬레니즘과 헤브라니즘

이 말은 국의 비평가 메쉬 아놀드가 <문화와 무질서>라는 책에서 서양문화를 근본적인 두 전통을 대칭

적으로 비교한 이래 문학비평, 문화비평의 중요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헤브라이즘-구약성서에 나타난 유태인의 인생관을 근간으로 하여 발전된 기독교의 사상을 말하는 것으로,

우주의 절대적인 존재자를 도덕적인 존재로 보고 각개인은 그 절대자의 뜻에 합당한 도덕적인 인물이 되도

록 노력해야 된다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세계

헬레니즘 - 이성적인 세계를 중시하는 사상-그리이스 사상

희랍문화 하면 ,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미의 여신을 생각하게 된다. 아포로디테, 헬렌.

그 향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것이 -미스유니버스의 선발기준-- 여신들의 조각상에서 유래된 것이

다.-예 미장원, 의상실- 외모

성의 상품화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나 가슴을 내 고.-안티 미스코리아가 생겨서 공중방송에서 중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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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안티미스코리아.

정신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육체미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헬레니즘사상이다.

기독교 문화에서 여성을 보면, 동정녀 마리아를 연상하게 된다. 마리아는 아포로디테와는 달리 성스럽고,

정신적인 순결성을 느끼게 한다. 이것이 육체보다는 혼을 추구하는 헤브라이즘사상이다.

아놀드의 말에 의하면,

인간이 헤브라이즘의 도덕적인 세계만을 강조하면 인간 속박의 그물이 될 수 있고, 헬레니즘의 理智的이

고,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게 되면 良心이 마비된 무질서 한 방종을 낳게 된다.

이 두 사상의 결합은 쉽지 않지만 바람직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두 사상을 調和롭게 겸비해야 한다. 

그러나 신은 인간에게 대단히 평등하게 만들었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름답게 보여야 책임

과 의무가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부족한 문화를 채워나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에서 실패할 수 도 있

다. - 담배 침, 잔디, 이혼사유 - 겉이 아름다워서 결혼을 했는데 속이 텅텅 비어서서 같이 살아갈 수 없어

서 이혼을 할 수도 있다. 하루에 2-3분 동안 시 한편만 읽는다면 몸도 마음도 아름다울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민족성을 여인을 통하여 본다면--단군신화의 웅녀.

우리는 우리의 조상을 단군 할아버지라고 한다. 단군 할아버지는 아득한 신화의 한 주인공이지만 아주 가

깝고 정답게 느껴진다. 때로는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이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단군이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하는 사실보다는 모든 것이 과학화되고, 변화한 오늘날도 이 신화가 왜 이

렇게 가깝게 느껴지는가 하는 문제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신화를 통하여 한국인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하는 의식을 알 수 있

기 때문이다. 

이 신화는 겉보기에는 황당무개한 이야기 같지만 수천 년 동안 계속 전해 왔다는 것은 분명히 그럴만한 가

치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창조신화의 원형이 있기 때문이다.-서사시의 원형은 단군신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하늘의 부와 땅의 모가 결합하여 만물을 낳는 다는 것이 창조신하의 원형인 이다. 만약, 씨앗이 땅에 떨어

졌을 때 하늘에서 햇빛과 비를 내리지 않는 다면 식물은 싹을 트지도, 자랄 수도 없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하

늘에서 비가 오는 것을 하늘과 땅의 성적인 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간은 비가 오면, 외롭다 왜-- 하늘

과 땅이 --음악, 친구, 술- 화를 보면 비만 오면 문제가 생긴다. -사랑고백.)

인디언들은 땅을 어머니의 자궁으로도 보고, 희랍 신화에서도 보면 우라노스라는 하늘의 아버지와 게아라

는 땅의 어머니가 결합하여 만물을 낳는다고 본다.

구약 창세기에도 하늘의 신이 흙 속에 입김을 불어넣어 인간을 만든다. 그래서 인간은 하늘과 땅을 부모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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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생각했다. 그러니까 천지를 즉, 자연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불효가 된다. 

단군신화의 경우에도

환인의 서자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의 웅녀와 결합하여 인간을 낳는다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 속에는

하늘과 땅이 결합하는 창조 신화의 원형이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원형적인 요소가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전해 왔다.

환인은 초자연적인 하느님이기는 한데 환인의 서자라고 하는 환웅은 지상의 역사적인 시간 속으로 내려왔

다. 환웅의 웅녀와의 결혼은 천신족과 지신족과의 결합이다. (해모수 유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 왔다는 말은 다른 곳에서 이주했다는 뜻과 이주민의 자부심을 표현한 것이다. 태백

산이라는 신단수라는 나무는 곧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구실을 하 다. 산신이나 농신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인간은 신과 동물이 다 부러워하는 존재이지만, 인간은 신과 동물의 중간적인 존재로 항상 비참하게 살아

간다. 왜(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보호본능은 신적인 요소, 반면에 동물적인 속성은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그

러므로 인간은 신적인 요소와 동물적인 요소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

이 단군신화는 역사나 철학에서는 제외 될 수 있지만 문학에서는 도외시 할 수 없다. 우리의 민족 설화나

고전소설을 보면 단군신화의 요소가 잘 나타나 있다. 

단군신화에는 나무가 나온다.-(신단수 아래)

이것은 유한한 땅에 살면서도 무한한 하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사람들은 그 인간의 마음을 나무에서

본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 성장해 가는 나무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우리의 신

화에 나무가 등장하고, 성황당이나 무속에서 나무를 매개로 하는 것도 여기에서 그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단군신화에는 두 인물이 등장한다. 

호랑이--호랑이는 인내심이 없고, 사납고 힘이 센 인물은 악역으로 묘사되어 있다.(변사도, 놀부) 하지만

우리 역사나 문학에서 민중들의 사랑을 받는 주인공(춘향 사씨 흥보)은 모두 곰같은 존재로 참고 견디어서

끝내는 행복하게 된다. 중용의도-奸臣, 기회주의자, 흑백논리를 중시. 

이처럼 단군신화는 우리 문학에 많은 향을 주었다.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수는 3이다. 왜일까. 천부인 3개, 3.7일, 삼천의 무리, 단군신화를 보면-환웅이 하

늘에서 내려올 때, 풍백, 운사, 우사와 삼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이 땅에 내려왔다. 환인-환웅-단군, 삼칠일,

-우리의 생활에서 찾아보면-삼삼칠박자, 삼총사, 삼세번, 삼삼, 노크, 노래-돌아가는 삼각지, 33인, 초가삼

간, 술도 삼배, 삼신할머니, 3.6.9놀이, 삼행시, 세 살 버릇 여든, 작심삼일, 이름- 삼돌이, 삼순이, 고기-삼

겹살, 삼자대면. 김 삼, 사람 이름, 지명)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담는 그릇이다. 학생들의 언어-단군신화의 향을 찾아 볼 수 있다. 조상을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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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해서인지 몰라도 욕도 동물성으로 한다. 식물적으로 욕을 하면 참 아름다울 수 있다. -진달래 같은

년, 소나무 같은 놈, -개,돼지

욕도 잘해야 한다. 빌어먹을-흥해라

미국-굿모닝-아이구 죽겠다.   

곰은 두 가지를 기원한다. --인간, 애를 낳게 해달라고--

웅녀가 애를 날게 해 달라는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여자가 남자에게 노골적으로 誘惑한다. 

남자가 여자에게 구애하는 것이 옛날 風俗圖이자만 웅녀만은 아니다. 사랑을 노골적으로 그리고 적극성을

보인 맹렬 여성이다. 이것은 모권사회의 향으로 보인다. 자궁문화권

우리나라만큼 가부장제를 중시하는 나라도 드물다. 하지만 집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여자의 힘이 더 세

다. 이것은 단군신화의 향--그러니까 조선조의 점잔은 양반들이 여자들이 투기를 하고 난리를 치니까 칠

거지악(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무자, 질투, 말썽 많은 여자, 음행, 나쁜 병, 도둑질)-

三不去(시부모의 삼년상, 갈 곳이 없는 여자. 조강지처)

그러나 일본은 다르다.

일본의‘아사나미노미꼬또’라는 신화를 보면 일본인의 민족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신화도 보면 여신이 먼저 남신을 보고, 당신 참 아름답군요 하면서 接近을 한다. 그러나 아이가 잉태하

지 못하자 남신이 불평을 한다. “여자가 나서니까 되는 일이 없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내가 먼저 하겠다고

해서 만든 것이 일본의 국토이다.

이것은 작은 신화이자만 이 신화 속에는 일본인의 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오늘날 일본이 세계최고의 부국

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신화의 향이라고 생각 한다. 일본의 여성들은 남편을 위해 헌신하니까, 남편이 가

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것이 오늘날의 일본을 만든 것이다. 가정의 질서와 평화 그것이 오늘의 일본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한

류 때문에-그러니까 일본의 우파들이 반한 시위를 합니다. 심각하다. 조선놈은 바퀴벌레다. 모두 죽여야 한

다.)===일본은 없다-추한 한극인, 法院, 작가의식이 없다. 매맞는 아내.

단군신화를 보면,

마늘과 쑥을 먹고 어두운 동굴에서 지낸다(왜 마늘과 쑥일까.=소설 속에 쑥대밭)-떡, 엿, 꿀

마늘과 쑥을 먹으라고 한 것은 보면 이것은 일종의 정력강장제이다. 

古文獻에 의하면 마늘-여성 생리에 특효약, 쑥은 女性更生의 비약으로 성적인 욕구를 느끼게 한다. 세계

에서 우리 민족만큼 정력 强壯劑를 좋아하는 민족도 드물다. 요즈음 흔히 볼 수 있는 정력제의 선전은 단군

신화에서부터이다. (단군신화의 향)

그러면 단군신화의 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마늘과 쑥은 달콤한 음식이 아니라, 쓴 음식이지만, 참고 먹으면 도리어 인간에게 새 활력을 주듯이 고난

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간은 그냥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인내와 역경을 통해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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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간다는 귀중한 삶의 智慧를 암시하고 있다. 

한국문화의 특성은 무엇인가. 동굴의 문화라고 해석하고 싶다,

어둠의 동굴을 피하지 않고 그곳을 스스로 받아들일 때 곰은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우리 민족은 진정한 삶

과 희망을 고난의 어둠 속에서 구하려고 한다. 단군신화의 동굴의 의미는 후대 소설을 통하여 그 의미를 보

면, 춘향전의 춘향이도 옥에 갇히어 그 시련을 이겼을 때 이 도령의 참된 配匹이 된다. 심청이는 인당수에 몸

을 던졌을 때 재생하여 왕후가 된다. 흥부는 놀부의 집에서 떠나 자기 움막에서 고난을 겪고 비로소 부자가

된다. 춘향전의 옥, 심청전의 인당수, 흥부전의 움막집, 이 모두가 단군신화의 어두운 동굴의 형태가 변한 모

습이다.   

호두의 맛은 딱딱한 껍질을 깨뜨릴 수 있는 能力이 있을 때만 그 맛을 볼 수 있다고 한다. 古典은 精讀했을

때만이 참된 고전이 되기 때문에 되풀이해서 읽을 때 의미가 새로워진다. 고전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

가는 방법과 새로운 生命力을 얻을 수 있다. 고전 작품은 죽어버린 古代生物의 化石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巨大한 힘이다. 그러므로 고전을 읽어야 한다. 이처럼 우리의 고전문학은 時間과 空間을 超

越하여 永遠히 存在할 價値 있는 作品이다. 

고전문학을 통하여 우리 先祖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슬픔과 분노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왔는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방법과 새로운 生命力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우리의 고전 문학은 우리 선조들의 純粹하고 素朴하고 餘裕 있는 感情의 表現이다.   

이 세상에서 힘이 가장 센 사람은 누구인가?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이다. 책 속에는 여러분이 구하고자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것이 名譽라면, 또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것이 眞理라면, 또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것이 戀人이라면, 책 속에 그 모든 것이 들어 있다. 

여러분이 진정 인생이 무엇이고, 哲學이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觀心이 있

다면 책을 읽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책 속에는 그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교보문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古文眞寶에 보면,

父母敎而不學이면 子不愛其身也요

雖學而不勤이면 是亦不愛其身也요

그러므로 勤勉하게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

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여러분을 사랑해 주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사랑할 수 없고,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다는 平凡한 眞理를 알아야만 한다.

變化의 時期에 많은 사람들이 野望과 希望을 갖기도 하고 挫折하기도 한다. (우리 民族의 人生觀을 보면

塞翁之馬(변방의 점술가, 말-오랑캐-몇 개월-1년후-회남자)적인 哲學을 찾아볼 수 있다. 餘裕, 이처럼 우

리 민족은 極端的인 不幸 속에서도 希望을 버리지 않았고 最高의 幸福한 瞬間에도 그 행복이 永遠하다고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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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流配, 하지만 인생은 자신의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運命을 開拓해 나가야 한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운명이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운명의

여신이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어떻게 이 不滿과 葛藤을 解決할 수 있는가? 

이처럼 자신의 위치에 대해 不滿을 갖고 葛藤한다.

이 葛藤에서 깨달음(불교최고의 덕목-깨달음을 위해 스님들은 머리를 깎고 세상과 인연을 끊고 수련)을

얻으면 보다 낳은 未來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人生을 葛藤과 彷徨으로

살아가야만 한다. 우리는 지금 이 空間에서 最高는 아니지만 最高가 되도록 열심히 勞力해야만 한다. 여러분

이 이 대학에 들어올 때는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부족했지만 卒業 후 여러분들은 그들보다 더 낳은 位置에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自身을 찾는 것이다. 이것이 自尊心이다.)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 一切唯心.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문학을 어떻게 만나고, 이해할 것인가? 하나의 작품이 있다면,

작가와 문학작품내용을 이루는 외적인 條件, 작가의 사상, 사회배경, 시대적 배경, 작가의 사상과 체험, 종

교, 자연 등이 중요하지만 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적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연구방법론을 1)사회학적인 방법론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

에 그 인간이 표현한 문학은 현실을 度外視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시대와 사회 속에 살아가는 인간

을 그리는 것이다.    

2) 하지만 근래에 와서 작품외적인 요인보다는 작품 그 자체를 연구하고 分析하는 방법론이 있다. 신비평

(new critisim)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학외적인 조건은 하나의 보조적인 것이다. 본격적인 문학은 내적 조

건에 있다. 

뉴크리티즘과 유사한 文藝思潮는 1915-1930의 러시아의 形式主義者와 프랑스의 構造主義者 들이다. 이

처럼 近來에 와서 작가의 사상이나 사회상의 반 보다는 작품 그 자체의 언어적인 묘사내용을 중시한다. 그

러니까 문학을 언어예술이라고 한다.

半月 黃眞伊

誰斷崑山玉 裁成織女梳

牽牛離別後 愁擲碧空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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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에서 어떤 사상보다는 순수한 언어의 리듬과 比喩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한다. 그

러므로 우리는 문학을 언어예술이라고 한다. 

정말 오늘날 같이 凶惡犯이나 많은 犯罪者들이 이 아름다운 시 한편을 읽거나, 베에토벤의 아름다운 음악

한 곡을 들었다면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문학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大學

心不在焉이면 視而不見하고

聽而不聞하며 食而不知其味니라

아무리 아름다운 문학이라도 자기 자신의 마음이 아름답지 않으면 결코 아름다운 것을 수용할 수 없

다.(여유-아름다움) 그래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 아름다운 문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 생활도 아름답게 해야만 한다. 눈, 귀, 입, 손

문학은 언어예술이다. 왜냐하면 문학의 매체가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문학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다. 

美

keats는“미는 진이고, 진은 미이다.”칸트는“진과 미는 둘이 아닌 하나이다.”

모든 예술과 마찬가지로 문학도 인간의 의식과 생활감정의 미적인 표현이다. 

美는 모든 예술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것이다. 어쩌면 예술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이면 모두가 아름답기를

원한다. 

그러면 정말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美는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학은 이제 아름답고 眞實한 것을 바탕으로 해야만 한다. 

진실은 감동적이고, 아름답고, 순수하기 때문이다. 

진실이 없다면 어떤 아름다움이나 예술이 존재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생활과 만남에서 진실이 없

다면 그것은 이미 의미가 없다.  

웰렉과 워런은 <문학이론>에서

“藝術은 本質的으로 아름답고, 속성적으로 眞實한 것이다.”

그러면 그 진실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자연이나 인간들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예술은 自然의 模倣”, 루소는“자연으로 돌아가라”

특히 동양사회에서 자연이야말로 인간의 窮極的인 歸依處이고, 老莊思想에서도 자연사상은 곧 문학인들에

게 널리 퍼져 자연이 素材가 되고 主題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효석을 예로 든다면, <메 꽃 필무렵> 산, 돌 ,물 등 자연과의 接觸이 심하게 나타난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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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월, 진달래꽃, 김동명, 신석정 등의 전원시인이나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자연파시인)

도시문명에 시달린 인간들은 안식과 평안을 구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자연은, 곧 혼의 고향일 수 있다. 

자연은 인간이 돌아갈, 偉大한 어머니이다.

인간이 자연을 찾고 작품을 쓰는 것은 아름다움만을 찾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에 통해서 인간이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자연은 문학의 내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社會環境과 더불어 계속문학은 形象化해 나갈 것이다. 그러

나 지나치게 자연에 沒入하여 사회를 度外視한 문학이나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인간은 자연의 위대

함 앞에서 머리 숙이고 순종해야 한다.  더 이상 인간이 오만하다면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협받게 된다.     

자연을 노래한 아름다운 문학작품을 보면

성혼

말없는 청산이오 태없는 유수로다.

값없는 청풍이오 임자없는 명월이오

이중에 병없는 이몸이 분별없이 늙으리라

자연을 예찬한 노래라고 단순하게 해석해 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나 한 걸음 더나가 보면 나와 대자연이 하

나 되어 조그마한 자아를 무한대한 대자연의 경지까지 확대시켜나간 그 웅장한 기상에는 누구도 감탄만 할

사람이 없다. 

인간적인 물욕을 버리고 대자연에 순응함으로써 청산과 유수와 청풍과 명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

들어 버린 그 멋진 풍유. 돈과 명예와 비교되지 않는다. 

장주가 꿈에 -나비되어 훨--

사소한 욕심에 달관하여 무궁한 대자연과 동화되어 분별없이 살아간다면 비록 하루를 살다가 죽는다 해도

거기에서 생을 느끼게 된다. 

내 마음속에 나의 우주를 가지고 살아가는 멋- 이것이 풍유이다. 

욕심은 번뇌를 낳고 번뇌는 마음을 어지럽게 속박한다. 떠나는 임이 굳이 붙잡고 늘어져서 보내주지 않으

려고 앙탈을 부리면 눈물이 나오고 한숨이 솟아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生者必滅이고 會者定離라는 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나면 이별이 슬픈 이고 고통이지만 거기에도 아름다운 시정을 느낄 수가 있다.    

죽음의문제- 종교(모든人공평하게주어졌다. - 시간, 죽음) 아름답고열심히산사람은죽음도아름답다. 

가장 철학적인 말- 돌아가신다.     

문학은 작가의 직접체험과 간접체험을 서술한 자서전적인 작품이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이 헤르만 헤세의 <

데미안>.

우리 조상들은 가난했지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았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는 경제적인 여유는 있지만 마

음의 여유가 없다. 그러면 여유 있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의 差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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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배, 절병 부인

어져 내일이야 그럴 줄 모르던가

있으라 하면 가랴마는 제구태어

보내고 그리는 정을 나도 몰라 하노라

떠나는 님의 옷소매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앙탈을 부리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 거기에는 멋이 풍겨나지 않는다. 그러나 붙잡을 수 있는 님을 고이 보내주면서 애타게 그리는 정을 노래

로 불러 장부의 간담을 녹여내는 데 멋이 있고 풍류가 있는 것이다. 풍류란

無味乾燥한 일상생활을 藝術의 境地까지 昇華시켜서 생활을 다채롭게 만드는 생활예술이다. 그 옛날 우리

네의 선비들은 풍류를 무척 숭상하 다. 風流를 즐겼다는 것은 생활을 미화 할 만큼 정신적인 여유가 豊富

했다는 말이다. 

물질적인 享樂보다 정신적인 快樂을 소중히 여겼던 취향이 현대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나비야 청산가자 범나비 너도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꽃에서 자고가자

꽃에서 푸대접하거든 잎에서 자고가자

아무 것에도 구애됨 없이 解脫의 경지에서 淸風流水와 같이 自由自在하게 살아가는 그 趣向 이것이 풍유

의 멋이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漠然하고 廣大한 것이다. 지금까지 문학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내려

졌다. 아리스토--시학에서부터 싸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이르기까지 수 없이 많이 정의되어 왔으나

객관적이고 普遍的인 정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문학에 대한 정의는 내릴 수 있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문학이라는 실체를 總體的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문학관을 가질 수 있다. 

문학이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문학- 문자로 기록한 모든 것-역사, 哲學

좁은 의미의 문학-언어문자를 매개로 하여 인생을 探究하고 표현하는 창조예술

웰렉과 웨런은「문학이론」에서 세 가지로 정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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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학은 인쇄된 모든 것

2) 위대한 책 -주제가 무엇이든 문학형식과 표현으로 유명한 책

3) 문학이라는 예술

아놀드(Arnold)

문학은 거대한 말이다. 그것은 문자로 기록되거나 책으로 인쇄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브룩(Stopford Brooke)

문학이란 말은 독자에게 쾌락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배열된 지성적인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기록

헉슬리(Thmos Huxley)

문학은 淨化된 쾌락 중에서 가장 뛰어나 것이다.

(채털이 부인의 사랑, 변강쇠전)

이상을 종합해보면,

문학이란 언어와 문자형식을 통하여 인생을 탐구하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創造하는 세계

그러면 이러한 문학을 왜 읽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은 문학작품을 많이 읽어 왔다. 그러

면서도 왜 문학작품을 읽느냐고 묻는다면 쉽게 대답할 수 없다.

하나는 문학은 상상의 세계를 추구한다. 상상의 세계는 인간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한다.

또한 문학을 통하여 인생의 체험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문학작품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의 모습이나 인간심리를 경험할 수 있고,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 되어 자신의 삶을 돌아다 볼 수 있

는 기회를 기질 수 있다.

흥미로 책을 읽든 ,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책을 읽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이

러한 즐거움은 생활을 보다 餘裕롭게 해주며 삶의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

아무리 사회가 복잡하고 인간성의 상실을 안타까워하여도 그래도 문학작품을 읽을 수 있다는 여유는 즐거

움을 맛 볼 수 있다.

문학의 기능

문학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情緖와 感動을 주는 것이다. 문학작품은 하나의 생명이며 독자적인

가치를 갖는다. 문학의 恒久性이란 시간적으로 원하고 생명력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 普遍的이다. 문학 작

품은 시대를 超越하여 읽혀지는 항구적인 생명이다. 예를 들면‘사랑’이란 고대와 현대가 다를 수 없고 미국

과 한국이 다를 수 없다. 감정이나 정서가 인간에게 있어서 그리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변화하는 것은 정

서가 아니라 사상이며 정서자체가 아니라 정서표현의 방법이다.  

문학 작품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 졌고, 작가들은 왜 창작활동을 하고, 독자는 왜 작품을 읽는가하는 문학

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학자들은 다양한 주장을 해왔다.

크게, 문학이 敎訓設과 문학의 快樂說로 양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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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문학이란 독자를 가르치고·교화시킨다는 교훈설과·문학이 독자에게 즐거움을 주어 기쁘게 한다는

쾌락적인 주장이다.(황진이. 경포전설 - 홍장, 박신, 이시환, 조운홀, 호질, 변강쇠전)

전자는-문학을 인식구조로 보려는 관점이고

후자는 美的構造로 보려는 觀點이다,.

참다운 문학적 기능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미가 곧 문학이다. 그러므로 문학의 일차적인 목표는 미의 표현에 있다. 혹자들은

한국문학에서는 미의식보다는 윤리. 도덕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 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문학에서 윤리성을

떠나서는 미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떤 것을 아름답게 보았으며, 또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가

는 문학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직접 목표이다. 그런데 우리의 문학은 미의식과 윤리의식이 바뀌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문학관이거나 우리의 고전문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

들의 의견이다.     

문학의 교훈적인 기능이 단순한 도덕적, 종교적 교훈이나 정치적 이데올로기만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받

아들일 수 없지만 문학의 교양적 가치로서의 교훈성을 뜻한다면, 그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현대는 정신적인 기조가 흔들리는 방황의 시대이기 때문에, 문학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어떻

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예시한다면, 문학의 교훈적인 기능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덧붙일 것은 문학이 독자를 가르친다고 해서 과학에서처럼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

다. 즉, 문학은 독자에게 즐거움을 주고, 감동을 주는 가운데 간접적인 인생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괴테

는‘위대한 작품은 우리를 가르치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킬 뿐이다. 문학은 지식으로 가르치는 기능이 아니

고, 감동시키는 힘의 문학이다.

문학의 쾌락적인 기능을 보면,

쾌락적인 기능이 단순히 俗世的인 흥미나 관능적인 쾌락과 대중적인 쾌락만을 뜻한다면, 정당한 문학의

기능이나, 목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문학의 쾌락성이 인간의 美的情緖를 감동시키는 정신적인 즐거움을 뜻한다면, 바람직한 문학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리스---가 말한 카타르시스나 칸트가 말한‘무관심의 기쁨’이야말로 여

기에서 말하는 정신적인 즐거움이라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문학의 참다운 기능이란, 독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

는 가르쳐주는 것이 올바른 문학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의 특징은 허구성이다. 즉 거짓말로 꾸며진 가공의 세계이지만 진실한 삶의 모습이 함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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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날 행사(양양600년의 꿈을 찾아서)

1. 사 업 명 : 양양600년의 꿈을 찾아서

2. 사업추진방향 및 목적

- 2016년은양양600주년을맞는해로양양의정체성과역사성에대해배우고익히는기회로삼고자함.

- 군민들이 문화가 있는 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창조적으로 발굴해 나가

고자 함.

- 지방문화원에서 운 하는 프로그램중 강좌, 공연, 전시, 체험프로그램을‘문화가 있는 날’실시함으

로써 문화강좌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이 하나가 되어, 문화생활을 쉽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동참하는 분위

기를 조성하고자 함.

3. 사업내용

양양600주년을 맞아 잊혀지고 사라져가는 양양의 역사와 전통민속 등에 대한 강의와 체험을 통해, 양

양의 역사성과 특성을 알리고, 문화원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를 활용한 공연 및 전시를 통해 우리지역 문

화예술발전에 기여.

사업기간 : 2016.4.27.~12.28(9회)

장 소 : 양양문화복지회관 전시실, 공연장 및 학교등

대 상 : 양양군민

주 최 : 문화융성위원회

주 관 : 한국문화원연합회, 양양문화원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있는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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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번호 일시 내용 장소 대상 강사등

1
4/27

16:00~19:00

양양의 역사와 문화강의

도자기체험프로그램운

양양무산아동

복지센터
초등30명

이철수

한창순, 오지윤

5/25

10:00~18:00

양양상복골농요 공연

양양문화원동아리공연

및 작품전시회

양양문화복지회관

공연장및전시실

노인복지회관

수강생등

100명

상복골농요보존회

해당화울림,색소폰앙상블,서예

(한 ,한문),수채화,한국화,한시

6/29

09:00~12:00

양양의 역사와 문화강의

도자기체험프로그램운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소강당
초등30명

이철수

한창순,오지윤

7/27

10:00~18:00

손님공연

양양문화원동아리공연

및 작품전시회

양양문화복지회관

공연장및전시실

문화원회원등

100명

양양문화예술단

두드림난타,여울소리민요단,

한가람풍물패, 서예(한 ,한문),

수채화,한국화,한시

8/31

09:00~12:00

양양의 역사와 문화강의

도자기체험프로그램운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소강당
초등35명

이철수

한창순,오지윤

9/28

14:30~15:30
함홍기열사전 연극공연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공연장

양양군민

100명
양양행복한시작

10/26

13:30~15:30

박도식교수와 함께 떠나는

양양의 역사와 문화특강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소강당

양양군민

100명
박도식

11/30

09:30~12:00

양양의 역사와 문화강의

도자기체험프로그램운
강현중학교 도서관 중등44명

이철수

한창순,오지윤

12/28

13:30~16:00

양양문화원동아리공연 및

작품전시회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공연장

및 전시실

문화원회원,수

강생,기관단체

장등300명

문화원동아리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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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날 행사(양양600년의 꿈을 찾아서)

양양의명칭과성씨유래
朴 道 植

양양은 예로부터 익현(翼峴), 이문(伊文), 익령(翼嶺), 덕녕(德寧), 양산(襄山), 양주(襄州), 현산(峴山) 등으

로도 불렸다. ‘양양(襄陽)’은 본래 중국 호북성(湖北省) 한수연안(漢水沿岸)에 있는 지명이었다. 그러면‘양

양’이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불렸을까? 이에 대해서는 태종 16년(1416)에 양양(襄陽)으로 개칭됨으로써 현재

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하 을 뿐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다. 그런데 충숙왕 복위 5년(1336)에 세워진

『충선왕비순비허씨묘지명(忠宣王妃順妃許氏墓誌銘)』에‘양양군(襄陽君)’이라는 봉작명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양양이라는 명칭은 태종 16년(1416) 이전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년은‘양양’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지 600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양양의 명칭 유래를 살펴보는 것도 역

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강의에서는 양양의 역사 연혁과 명칭 유래, 그리고 양양지역의 성씨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양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1. 양양의 역사 연혁

양양은 오랫동안 독특한 문화를 간직해 온 유서 깊은 도시이다. 그동안 학계의 역사적 유적·유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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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조사와 발굴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양양지역에는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 고 신석기시대

를 거쳐 청동기·철기시대의 단계로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양양에는 도화리의 구석기유적, 오산리·

지경리·가평리의 신석기유적, 포월리와 범부리의 청동기유적, 가평리의 철기유적 등 선사시대의 문화 흔적

이 확인된다.

동지역 일대는 기원전 2세기 초 위만조선에 복속되었다가 기원전 108년 위만조선의 멸망과 함께 한(漢)

의 임둔군에 편제되었다. 그러나 군현 경 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원전 82년에 임둔군의 15개 현 가운데 일

부는 현도군에 이속되고 나머지는 폐지되었다. 그 뒤 기원전 75년에 현도군이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자, 현도군에 이속되었던 현 가운데 단단대령의 동쪽 동7현은 새로 설치된 낙랑동부도위의 관할 아래

들어갔다가 낙랑동부도위가 폐지됨에 따라 중국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독립된 정치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무렵 양양에는 동예(東濊)라는 초기국가가 있었다.

동예에 대해서는 3세기 후반 진수(陳壽, 233∼297)가 편찬한『삼국지』위서 동이전에 의하면, “예는 남쪽

으로는 진한, 북쪽으로는 고구려·옥저와 접하 고, 동쪽으로 큰 바다[大海]에 닿았으니 오늘날 조선(朝鮮)

의 동쪽이 모두 그 지역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동예의 위치는 북으로 함경남도 정평에서 남으로 강원도

동지역에 걸치는 동해안 일대로 비정하고 있다.

삼국이 형성되면서부터 동지방은 신라와 고구려의 향을 차례로 받기 시작한다. 신라는 일찍부터 동

지방으로 진출해 오기 시작하 다. 양양일대가 언제 신라의 역으로 편입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 시

기는 내물왕 42년(397) 이전의 어느 시기로 보인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북변의 하슬라(何瑟羅, 강릉)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자 왕이 죄수들을 놓아주고 1년 간의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고 한다.

내물왕대(재위 356∼402)에 신라는 고구려와 친선관계를 유지하 다. 신라가 377년에 전진(前秦)에 사신

을 파견할 때 고구려의 사신과 동행한 것이라든가, 381년에 고구려를 통해 전진에 위두(衛頭)를 파견한 것,

고구려와의 우호의 대가로 실성(實聖)을 볼모로 보낸 것은 이를 말해준다. 400년에 왜병이 신라 왕경을 침

범해왔을 때에는 광개토왕이 보병·기병 5만명을 보내 신라를 구해주기도 하 다. 광개토왕은 왜병을 격퇴

한 후 그 군대의 일부를 신라 토 내에 계속 주둔시켜서 왕위계승과 같은 신라의 내정(內政)에까지 간섭하

다. 『충주고구려비』에는 신라 토 내에 고구려인 당주(幢主)가 주둔하며 군사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눌지왕대(재위 417∼458)에 들어와 장수왕의 남진정책과 이에 대비한 나제동맹의 체결 이후 양국

사이에서 파열음이 나오기 시작하 다. 눌지왕 34년(450, 장수왕 38) 7월에 하슬라 성주(何瑟羅城主) 삼직

(三直)이 고구려의 변장을 실직(悉直) 들에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 으나 신라왕이 사과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그후 자비왕 7년(464 장수왕 52)에 신라군이 경주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 군인 100명을 살해한 사

건을 계기로 양국간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고구려는 장수왕 56년(468)에 말갈 군사와 함께 신라의 실직성을 공격하여 점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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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수왕 69년(481, 소지왕 3)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동해안 일대를 점령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사

실은『삼국사기』지리지에 통일신라 때 명주를 구성한 간성·고성· 덕·흥해·울진·청하 등 동해안 지역

과 임하· 월 등 서의 일부 지역들이 본래 고구려의 군현(郡縣)이었다고 기술되어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의 양양은 익현현(翼峴縣) 또는 이문현(伊文縣)이라 하 고, 동산(洞山)은 혈산현(穴山縣)이라

하 다.

신라가 고구려에 빼앗긴 동해안 토를 다시 수복하는 것은 6세기 초 지증왕 때 와서이다. 지증왕 6년

(505)에 주군현(州郡縣)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실직주를 설치하고 거기에 신라에서 가장 명망

하는 인물인 이사부를 군주(軍主)로 파견하 고, 7년 후에는 실직보다 북쪽에 위치한 하슬라주(강릉) 군주로

파견하 다. 진흥왕 17년(556)에는 비열홀주(比列忽州, 지금의 안변)를 설치하고, 사찬(沙●) 성종(成宗)을

그 군주(軍主)로 삼았다. 그러나 비열홀주가 설치된 지 12년 후에는 이를 폐지하고 달홀주(達忽州, 지금의

고성)를 설치하 다.

무열왕 때부터 시작된 신라의 통일전쟁은 문무왕 때에 이르러 원산만과 대동강을 잇는 그 이남 지역을 확

보하 다. 그 결과 신라는 백제의 토 모두와 대동강 이남의 고구려 토를 차지하게 되어 토와 인구가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신라의 중대 왕실은 신문왕대(재위 681

∼692)에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정비하 다. 9주의 분포를 보면, 옛 고구려 땅에 3개 주, 옛 백제 땅에 3개

주, 소백산맥 이남 원래의 신라 땅에 3개 주를 두었다. 오늘날 강원도는 삭주(朔州)와 명주(溟州)에 속해 있

었는데, 동지방은 명주에 속해 있었다.

명주는 강릉을 주치(州治)로 한 직할지와 곡성군·야성군·유린군·울진군·내성군·삼척군·수성군·고

성군·금양군 등 9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금의 행정구역에서 보면, 동지방 대부분과 평창군· 월

군·정선군, 경상북도 북부의 해안쪽 대부분, 함경남도 일부 지역을 관할하 다. 지금의 양양은 익령현(翼嶺

縣)으로 편제되었으나 독립된 현이 아니라 수성군(守城縣)의 속현(屬縣)이었다. 수성군은 관할 역은 오늘

날 고성군에서 양양군까지로 추정된다.

고려의 지방제도는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를 갖추고 출발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신라말 이래 강력한 지방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려초기에는 한동안 지방세력의 자율적 지배를 인정했고, 지방관을 파견

하여 중앙정부의 의사를 지방에 직접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하 던 것이다. 그래서 국초에는 다만 서경(西京,

평양)을 비롯한 몇몇 요지에 군사적 필요성 때문에 관리를 파견하 고, 조세수취를 위해 금유(今有)·조장

(租藏)과 전운사(轉運使) 등으로 불린 비상주 관원을 파견하 을 뿐이다. 본격적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여 통

치하기 시작한 것은 후삼국을 통일하고 50년 가까이 지난 성종 원년(982) 6월에 주요 거점지역에 12목(牧)

을 설치하면서부터 다. 12목은 양주·광주·충주·청주·공주·해주·진주·상주·전주·나주·주·황주

다. 성종대에 12목에 목사를 파견한 것은 민정적(民政的) 지방행정관 파견의 시초 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며, 이는 지방 호족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통제에 나서게 된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강원도 지역은 12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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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지방호족의 세력하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성종 14년(995)에는 처음으로 전국을 10도로 편성하 다. 그리고 12목이 설치되었던 큰 주에 절도사(節度

使)를 두고, 이보다 작은 주에 도단련사(都團練使)·단련사(團鍊使)·자사(刺使)·방어사(防禦使)를 설치하

다. 그러나 목종 8년(1005)에 절도사만 남고 양계지방을 제외한 지역에서 도단련사·단련사·자사는 혁

파되었다. 10도제가 실시되면서 양양은 익령현으로 삭방도(朔方道)에 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도기를 거쳐 현종 9년(1018)에는 전국을 5도와 양계(兩界)로 크게 나누고, 그 안에 경(京)·도호

부(都護府)·목(牧)을 위시하여 군(郡)·현(縣)·진(鎭)에 지방관을 상주시키는 형태로 지방제도를 정비하

다.

5도의 위치와 관할지역 범위는 양광도가 지금의 경기도·충청남북도와 강원도 서지방의 남부지역 일부

를 포함하며, 경상도가 지금의 경상남북도, 전라도가 지금의 전라남북도, 교주도가 지금의 강원도의 동지

방을 제외한 서지방의 대부분 지역, 서해도가 지금의 황해도 지역이었다. 양계 중 북계(北界)의 관할 범위

는 천리장성 이남의 평안남북도 지역이었고, 동계(東界)의 관할 범위는 지금의 동지방 대부분과 함경남도

정평(定平) 이남 지역이었다.

동계의 관할 하에는 1도호부(都護府)·방어군(防禦郡)·10진(鎭)·25현(縣)이 있었는데, 25현은 주현이 8

곳이고 속현이 17곳이었다. 익령현(양양)은 동계의 행정구역 가운데 준남도지역에 속해 있었다. 동산현은 본

래 고구려 혈산현(穴山縣)이었으나 통일신라 경덕왕 때 동산현으로 고쳐서 명주(溟州)의 속현으로 하 던 것

인데, 현종 9년(1018)에 익령현의 속현으로 하 다. 익령현은 고종 8년(1221)에 몽골군을 격퇴시킨 공으로

양주(襄州)로 승격되었으나, 고종 44년(1257)에 적에게 항복한 사건으로 덕녕현(德寧縣)으로 격하되어 감무

가 파견되었다. 원종 원년(1260)에 다시 양주로 복구되었다.

조선시대 지방제도의 정비는 태종대를 전후한 15세기에 이루어졌다. 그것은 고려의 다분히 신분적이고 계

층적인 군현체제를 명실상부한 행정구역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속현과 향·소·부곡 등 임내(任內)의 정

리, 규모가 작은 현의 병합, 군현 명칭의 개정 등 지방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단행한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군현은 토지와 인구의 규모에 따라 주·부·군·현으로 구획되었고, 거기에 대응하여 부윤(종2품)0104대도

호부사(정3품)·목사(정3품·부사(종3품)·군수(종4품)·현령(종5품)·현감(종6품)이 파견되었다.

양양은 태조 6년(1397)에 태조 이성계의 외향(外鄕)이라 하여 종3품의 읍격(邑格)인 도호부로 승격되었고,

태종 16년(1416)에 양양(襄陽)으로 개칭됨으로써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양양도호부는 광해군 10년

(1618)에 역난(逆亂)에 연루되어 양양현으로 강등되었다가 인조 원년(1623)에 양양도호부로 복구되었다. 그

러나 인조 6년(1628)에 역난으로 재차 양양현으로 강등되었다가 인조 15년(1637)에 양양도호부로 복구되었

다. 정조 7년(1783)에 역적 이경래(李京來)가 양양 임천리에 거주하 던 사람이라 하여 양양현으로 강등되

었다가 정조 16년(1792)에 양양도호부로 복구되었다.

조선시대 강원도를 대표하던 강릉과 원주가 정치적·사회적 사건으로 일시 격하될 때에는 도의 이름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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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 양양의 머리 자를 딴‘원양도’, 또는 강릉과 양양의 머리 자를 딴‘강양도’로 바뀔 정도로 도를 대표

할 만한 위치로까지 부각되었다.

강원도의 도명은 태조 4년(1395)에 도내의 거읍(巨邑)인 강릉의‘강(江)’자와 원주의‘원(原)’자를 취하여

명명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강릉과 원주의 읍호 승강(昇降)에 따라 도명이 무려 10여 차례의 변경과 복칭이

반복되기도 하 는데, 그것은 불효(不孝)·패륜(悖倫)·역모(逆謀) 등 강상(綱常)에 위배되는 중죄인이 발생

하 을 때 그 죄인 뿐 아니라 그 지방 군현의 등급까지 강등하 기 때문이다.

현종 8년(1667)에 강릉지방에서 박귀남(朴貴男)이라는 사람이 전염병이 걸리자 그의 처와 딸, 사위가 공

모하여 그를 산곡(山谷)에 생매장한 일이 발각되어 딸과 사위는 처형되었으며, 부사는 파직되고 강릉대도호

부는 강릉현으로 강등되었다. 그리하여 강원도는 강릉의‘강’자를 빼고 대신 양양의‘양’자를 취하여 원양

도로 개칭되었다가, 9년 후인 숙종 2년(1676)에는 다시 강원도로 복구되었다. 숙종 9년(1683)에는 원주에서

강상죄가 발생하자 이번에는 강원에서‘원’자를 빼고 양양의‘양’자를 취하여 강양도로 개칭되었으나, 동왕

14년(1688)에 양양이 역적의 태향(胎鄕)이라고 해서‘양’자를 빼고 춘천의‘춘’자를 넣어서 강춘도로 개명

되었다가 동왕 19년(1693)에 이르러 강원도로 복구되었다. 이같은 읍호(邑號)의 승강(昇降)으로 도명의 개칭

은 있었지만, 도명은 대개 10년 이내에 복구되었다.

1895년 지방관제가 바뀌어 전국이 23부로 편성되면서 강릉부 관할 양양군으로 편제되었다. 1896년 다시

지방관제가 개편되어 전국이 13도로 나뉘자 강원도 관할 양양군이 되었다. 1919년 5월 15일에는 간성군이

고성군으로 바뀌면서 그 관할 하에 있던 토성면(土城面)과 죽왕면(竹旺面)이 양양군으로 편입되었다. 1945

년 광복되면서 현남면·현북면과 서면의 일부가 강릉군에 편입되었다. 1954년 10월 21일『수복지구임시행

정조치법』에 따라 현남면은 명주군에, 현북면과 서면은 양양군에 복귀되었다. 1963년 1월 1일에는 속초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분리되어 나가고, 죽왕면·토성면이 고성군에, 명주군 현남면이 양양군으로 환원되었다.

2. 양양의 명칭 유래

조선초에 편찬된『세종실록지리지』와『고려사』지리지에는 다수의 지명별호가 나타난다. 전자에는‘순화

소정(淳化所定)’·‘성종십년신묘소정(成宗十年辛卯所定)’·‘성종소정(成宗所定)’의 별호로 되어 있고, 후자

에는‘성묘소정(成廟所定)’의 별호로 되어 있다. ‘성종소정’은 성종 때 제정된 군현의 별칭인‘성묘별호(成

廟別號)’를 나타낸 것인데, 이는‘순화별호(淳化別號)’1)와 같은 성격으로 파악된다.

성묘별호의 제정에 대해서는『세종실록』지리지, 경기 광주목 세주(細註)에“성종 10년(991) 신묘에 주군

1) 淳化는 990년부터 994년까지 사용된 宋 太宗의 연호이다. 이는 고려 성종 9년부터 13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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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郡)의 별호를 정하 는데, 광주를 회안(淮安)이라 한 것은 곧 송나라 태종 순화(淳化) 원년이다. 뒤에 무릇

순화에 정한 바라 한 것은 모두가 이와 같다.”고 하 다. 그런데『고려사』지리지에는 광주의 별호를‘회안

(淮安)’이라 한 점은 같지만 군현 말미에‘성묘소정(成廟所定)’이라고 부기되어 있을 뿐이다. 이 때의 개편에

대해『고려』에는 성종 11년에“주부군현(州府郡縣)과 관역강포(關驛江浦)의 명칭을 고쳤다”고 되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성종 10년이라 한 것은 유년칭원법(踰年稱元法)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즉위년칭

원(卽位年稱元)으로 인한 오차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성묘별호의 제정은 성종 11년이라 본다.

성묘별호는 대개 중국의 지명을 그대로 채용하거나 아화(雅化)된 명칭이었다. 예컨대 경주는‘낙랑(樂

浪)’, 춘천은‘수춘(壽春)’이라 하 다. 그런데 성묘별호의 제정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

서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려 성종대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종대에는 유교적 체제확립과 중국제도의 수용이 진행되고 있었다. 성종은 즉위하자마자 경관(京官) 5품

이상의 신하들에게 시정(時政)의 득실(得失)을 논하는 을 올리도록 하 다. 성종은 최승로가 올린 시무책

을 대부분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유교정책을 펴 나갔다. 성종은 즉위년(981)에 팔관회를 폐지하 고, 성종 2

년(983)에는 처음으로 적전례(籍田禮)를 지냈으며, 성종 7년(988)에는 오묘(五廟)제도를 정하 다. 성종 10

년(991)에는 토속신앙을 줄이는 사직제(社稷制)를 마련하 다. 성종의 유교정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은 종묘(宗廟)·사직(社稷) 등을 설립하고 여기에서 유교의례에 따라 국가의식을 거행했다는 점이다. 고려말

성리학자이자 정치가 던 이제현이 성종의 치적을 평가하는 가운데“입종묘 정사직(立宗廟定社稷)”을 제일

의 업적으로 꼽았던 것도 이에 기인하는 바이다.

고려의 건국을 전후한 시기에 중국에서는 당(唐)이 멸망하고 5대(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가 교체되

고 주변지역에서는 10국의 흥망이 거듭되는 혼란기 다. 고려와 중국과의 통교는 고려 태조 6년(923)경에

후량과의 교빙이 열리기 시작하여 그 후 후당과도 교빙이 자주 행해졌다. 후주로부터 선양의 형식을 취하여

960년에 건국된 송(宋)과 고려와의 국교가 처음 열린 것은 광종 13년(962)이었다. 그것은 고려 측에서 광평

시랑 이흥우(李興祐)를 파견한 데 대해 송이 이듬해 책명사(冊明使) 시찬(時贊)을 보내 답빙(答聘)함으로써

열리게 되었다. 성종대의 외교는 12년 5월 거란 침입이 있기 전까지 송나라와 매우 긴 한 관계를 유지하

다. 양국간의 교섭은 공식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혹은 무역을 통한 접촉도 매우 빈번하 다. 그 과

정에서 송의 문물이 활발히 입수되어 집권세력이 주도한 유학적 체제정비의 방향이 중국을 모델로 삼은 화

풍(華風)의 형태로 추진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성묘별호는 이와 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성종 때 중앙에 진출하여 있던 관인들이 당대(唐代)의 군망(郡望, 어느 지방의 명망 있는 가문)정책을

모방하는 선상에서 그들의 출신(出身) 기반의 명칭을 등재하여 둘 필요에서 성묘별호를 추진하 을 가능성

도 상정할 수 있다.

성묘별호는『고려사』지리지에 모두 53개가 기재되어 있고, 『세종실록』지리지에 모두 47개가 기재되어 있

다. 전자에는 없으나 후자에 기재되어 있는 별호 2개를 합하면 모두 5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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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묘별호가 부여된 곳의 읍격(邑格)은 대개 주(州) 다. 특히 고려 태조 왕건의 29비(妃) 출신지로서 주

(州) 이상의 지역은 성묘별호가 있었다.2) 성묘별호가 수록되지 않은 주(州)들은 다음의 몇 가지 근거를 통해

성묘별호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고려사』식화지 조운조에 보이는 성종 11년의 조선 수

경가(漕船輸京價) 기사와 성종 14년 주-현체계 하에서 사용된 현명(縣名)이다. 성종 11년의 조선 수경가 기

사는 조운이 이루어지는 각 포구에서 개경까지 세곡을 운반하는 조운선의 수송비를 10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규정한 것이다. 이 기사에는 해당 포구의 소재지가 군 또는 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명칭 중에는 성묘별호

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성종 14년의 군현제 개편에서는 절도사·단련사·자사 등의 외관이 주(州) 단위로

설치되었는데, 이들 주(州)는 대개 성묘별호를 가지고 있다. 이상의 명칭 중에는 성묘별호가 직접 반 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성묘별호를 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수경가 기사는 주로 경상남도에서 황해도 이르는 연해지역과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내륙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양양의 성묘별호를 추정할 수가 없다. 양양의 성묘별호는 봉작명을 통해 추정할 수 있

다.

고려시대 봉작은 종실(宗室)과 이성제군(異姓諸君)에게 수여되었다. 종실에 대한 봉군(封君)은 태조 때부

터 등장하고, 이성(異姓)에 대한 봉군은 경종 5년(980)에 최지몽(崔知夢)이 동래군후(東來郡侯)로 봉해진 것

이 최초이다. 종실에 대한 봉작은 주로 개성국공(開城國公)·진한후(辰韓侯)·낙랑백(樂浪伯)·평양공(平壤

公) 등 국명 내지 지명과 연관된 공·후·백의 봉작명이 주어졌고, 이성제군에 대한 봉작은 동래군후(東來郡

侯) 청하현개국남(淸河縣開國男)과 같이 군현과 연관된 공·후·백·자·남의 봉작명이 주어졌다.3) 고려시

대 자료에서는 정식지명이 봉작명에 쓰인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성묘별호가 쓰인 것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 다.

양양이라는 정식 명칭은 조선 태종 16년(1416)에‘양양부’라고 칭하면서 비롯되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봉작명으로 양양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① 황원(皇元) 후지원(後至元) 원년 을해년(충숙왕 복위4, 1335) 모월 모일에 고려국왕의 순비

(順妃)가 돌아가시니, 향년(享年) 65세이다. 성은 허씨(許氏)이며, 공암군(孔巖郡) 사람이다. 증조 경

(京)은 검교상서우복야 행예빈소경 지제고(檢校尙書右僕射 行禮賓少卿 知制誥)를 지냈고, 조부 수(遂)

는 은청광록대부 추 원부사 예부상서 한림직학사승지(銀靑光祿大夫 樞密院副使 禮部尙書 翰林直學士

2) 성종은 태조 이래 공신의 우대를 강조하여 중앙관료로 진출한 그들의 후손을 위무하기 위한 정책상의 필요에서 그들의 출신지에
別號를 부여하 다고 한다.

3) 종실에 대해 國名이나 地名을 부여한 것은 중국의 天子가 諸侯國에 봉한 것과 같이 고려에서도 국왕이 왕실을 제후국으로 봉한다
는 分封制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중국 봉건제도가 고려에서는 부분적이고 형식적이나마 중국의 축소판으로 행해졌
으며, 중국의 천자가 고려 국왕을 봉한 것처럼 고려 국왕도 功臣이나 王室에 대해 책봉의 형식을 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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承旨)를 지냈다. 아버지 공(珙)은 광정대부 첨의중찬 수문전학사 감수국사 판전리사사 세자사(匡靖大夫

僉議中贊 修文殿太學士 監修國史 判典理司事 世子師)를 역임하 으며, 시호는 문경공(文敬公)이며 충

렬왕 묘정에 배향되었다.…아들 셋과 딸 넷을 두셨다.…맏딸 복옹주(永福翁主)는 양양군(襄陽君) 김

대언(金臺彦)에게, 둘째 딸 연희옹주(延禧翁主)는 중서좌승(中書左丞) 길길반(吉吉反)에게 각각 출가했

다(『忠宣王妃順妃許氏墓誌銘』).

A-② (현종의 증손) 왕선(王瑄)이 양양군(襄陽君)에 책봉되었다. 그의 아들 왕규(王珪)는 수연군(壽

延君)에 책봉되었다가 공양왕 4년(1392)에 먼 지역으로 유배갔다(『고려사』권90, 열전3 宗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양양’이라는 명칭은 태종 16년(1416)에 정식 명칭이 채용되기 이전인 충숙왕 복위

5년(1336)에 세워진『충선왕비순비허씨묘지명(忠宣王妃順妃許氏墓誌銘)』과 고려말에‘양양군(襄陽君)’이라

는 봉작명을 부여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양양’이라는 명칭은 성묘별호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

이 높다고 하겠다.

3. 양양지역의 성씨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률에 의거하여 본관·성·이름을 가지게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성과

본관을 가지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17세기까지 한국인의 절대다수는 노비를 비롯한 천민층이

전체 백성 가운데 대략 40% 안팎을 차지할 정도로 무성층(無姓層)이 많았다. 모든 사람이 성과 본관을 가지

게 된 것은 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종래의 신분제가 타파되고 1909년에 민적법(民籍法)이 시행되면서

다.

성씨란 일정한 인물을 시조로 하여 대대로 이어 내려온 단계혈연(單系血緣) 집단을 지칭한다. 우리 역사에

서 성씨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삼국시대로까지 소급된다. 신라 진흥왕대에 세워진 순수비에는 적지 않

은 신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들 가운데 성씨를 가진 인물은 찾을 수 없고 이름 앞에 부명(部名)을 관칭

(冠稱)하 을 뿐이다. 김유신의 할아버지만 하더라도 무력지(武力智)라고만 하 을 뿐 성씨를 사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현존하는 자료상 신라인 가운데 처음으로 성씨를 사용한 인물은 진흥왕이다. 그후 삼국통일

을 전후한 시기에 소수의 귀족층이 성씨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즉 신라 통일전후에는 국왕을 비롯해 소수의

인물들만이 성씨를 사용하 음을 알 수 있다. 성씨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시기는 고려초기에 들어와서다.

본관은 성이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혈족계통을 전혀 달리하는 동성(同姓)이 많이 생겨남으로 인해 성만으로

는 동족(同族)을 구별할 수가 없게 되자, 씨족의 출신지 또는 씨족이 대대로 살아온 거주지를 성 앞에 붙여서

사용하게 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처음에는 본관이 주로 지배층에 사용되었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성이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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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보급됨에 따라 신분질서의 유지와 효과적인 징세(徵稅)·조역(調役)의 필요상 일반주민에게까지도 호적

에 본관을 기재하게 되었다. 즉 양인이면 누구나 성씨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본관을 가졌던 것이다. 성의

분화와 아울러 본관도 후대에 내려올수록 분관·분적이 늘어 시조의 발상지 외에 봉군지(封君地)·사관지

(賜貫地) 또는 그 후손의 일파가 이주한 곳이 새 본관이 되었다.

고려초기 이래 각 군현에 어떤 성관(姓貫)이 존재하 는지는 15세기 전후한 시기에 간행된『경상도지리

지』(1425)를 비롯한『세종실록지리지』(1454)와『동국여지승람』(1481)에 성씨 관련 자료가 전하고 있다. 이

가운데『경상도지리지』에는 지역적으로 경상도 일원에 한정되어 있고, 『동국여지승람』에는 인물조와 고적조

에 해읍(該邑)을 본관으로 한 인물과 각 성의 본관이 기재되어 있는 정도이다. 하지만『세종실록지리지』에는

조선전기 전국 각 군현에 토착하고 있던 토성(土姓)을 비롯하여 각종의 이입성(移入姓) 그리고 망성(亡姓)·

속성(續姓) 등을 망라하여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성씨들은 비록 조선초기에 파악된 것들이지만, 그것은 이

미 고려초기부터 존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세종실록지리지』에 기재되어 있는 성관체제를

추적하여 고려시대 성관의 유래와 그 존재 양태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을 토대로 현재 동지방의 성씨를 들면 다음 표와 같다.

『세종실록지리지』재 동지방 군현별 성종(姓種) 일람표

군현명 토성(土姓) 망성(亡姓) 내성(망래성)·입성(망입성)·속성·사성

강릉부 6; 崔·朴·郭·咸·王

5; 明·李·陳·申·蔣
4; 李·邊·沈·盧
2; 金·李
4; 朴·金·崔·陳

4; 孫·朴·河·鄭
1; 李

3; 柳·張·文2; 宋·李

2; 麻·皇甫1; 崔

亡次姓·兪·吳(孟)3; 柳·朴·孟

1; 張4; 金·李·鄭·兪

2; 林·孫1; 崔

4; 陳·金·沈·朴

3; 崔·朴·皇甫

연곡현
우계현

양양부
동산현

간성군

열산현

고성군

통천군

흡곡군

삼척군

안창현
환가현

임도현

벽산현

운암현

속성3; 全(정선)·李(평창)·元(원주)【모두 향리】
사성1; 王(후에 玉)
속성1; 全(정선)【향리】
속성1; 劉
속성3; 張·林·尹
내성1; 林
속성11; 金·李(평창), 咸(양근), 尹( 춘), 南( 양), 金(음죽), 全
(정선), 張(단양), 安(제천), 孫(평해), 朴( 덕)【모두 향리】
속성5; 金·全(정선), 孫(평해), 朴(보성), 林(울진)
【전·손·박·임 4姓, 모두 향리】
속성5; 劉·吾·崔(강릉), 鄭(九皐), 金(양양)
【최·정·김 3姓, 모두 향리】
입성3; 李(加恩·川寧), 高(利安)

망래성1; 趙. 來姓2; 林·尹. 속성5; 孟·崔·李(경주), 朴( 해),
孫(평해)【최·이·박·손 4姓, 모두 향리】
망입성2; 崔(慈仁·拔山入), 太(投化入).
속성1; 林

망입성3; 蔡(金化入), 宋(狼川入)·李(朝宗入)
속성1; 林
망래성3; 孫(碧山來)·劉(金城來)·宋(交州來)
속성3; 申·金·羅
사성1; 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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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방의 각 군현에는 대개 3·4본의 토성이 존재하 다. 즉 강릉 6본, 삼척·통천 4본, 고성 3본, 간

성·양양 2본이다. 속현 중에서는 연곡 5본, 우계·동산 4본, 환가 3본, 열산·벽산 1본이다. 이는 조선초기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토성은 고려초 이래 전해져 오던‘고적(古籍)’과『세종실록지리지』편찬 당시 각 도에서 올린‘관(關)’에

기재되어 있던 성씨를 지칭했다. ‘고적’은 고려초 이래 전래해 오던 중앙 소장의 군현 성씨 관계 자료 고,

‘관’은 지방의 각 읍사(邑司, 향리들이 모여 고을의 사무를 처리하던 곳)에 비치되어 있던 성씨 자료를 수합

정리하여 중앙에 보고한 문서 다고 한다.

현재 학계에서는 고려시대 향리와 같은 향촌 지배계층의 성씨가 바로 토성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

다. 그들은 신라말 고려초에 성주·장군·촌주 등의 직함을 지내면서 지방세력을 대표하던 이른바 호족의

후예 다. 호족은 고려의 개국과 통일에 적극 참여하여 개국관료와 삼한공신이 되면서 각기 성관을 분정 또

는 하사받았다. 이렇게 형성된 각 읍의 토성들은 혹은 본관을 떠나 상경종사(上京從仕)함으로써 재경관인(在

京官人)이 되었고, 그대로 토착하던 토성은 읍사를 중심으로 상급 향리층을 구성하여 지역사회를 자율적으

로 지배하고 질서유지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다. 이후 많은 변화와 분화 과정을 겪고 15세기 지리지가 편찬

될 때 이들 성씨가 각종 토성으로 파악되었던 것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수록된 모든 토성이 같은 시기에 형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토성의 내부구

조에서 같은 토성이라도 토성과 차성(次姓), 인리성(人吏姓)과 차리성(次吏姓)이 있는 것은 양자가 시간적 선

후를 두고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차성 또는 차리성이라 했던 것은 토성과 인리성 다음에 각각 형성되었던 것

에 기인하는 바이다. 동계의 북부지역에 위치하 던 흡곡에는 토성이 아예 없다. 그것은 고려초 이래 빈번한

국경 신축으로 인해 주민의 집산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토착세력의 유망이 심하여 미처 토성으로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본다.

망성은‘고적’에는 기재되어 있으나‘관’에는 없는 성씨를 지칭했다. 망성은‘망토성(亡土姓)’과 같은 뜻

으로, 『세종실록지리지』편찬 당시에는 이미 소멸된 성씨 다. 이는 토성이 확립된 이래 신분이 상승하여 본

관지를 옮겼거나 몰락하여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해 간 경우와 전쟁 등과 같은 비상시에 자신들의 성

을 관계 기록에 기재하여 놓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망성은 대체로 하삼도지역보다는 근기지역에, 대읍보

다는 중소읍에 많았다. 경상·전라도처럼 수도와 멀리 떨어진 곳은 중앙정계의 변동에 그렇게 민감하지도

않았고, 또 직접적인 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각 읍 토성이‘고향을 편안히 여겨 다른 곳으로 떠나기를 꺼

려한[安土重遷]’결과 망성의 발생이 적었던 것이다. 왜구의 침입이 심했던 연해지역과 주민의 집산·국경선

의 신축이 반복되었던 동계의 북단에 있는 양양부와 간성군은 망성이 많았다.

속성은‘고적’에는 없고 그 대신‘관’에 처음 기재된 성씨를 지칭했다. 즉 속성은 종전에 없던 성을『세종

실록지리지』편찬 당시에 각 도에서 올린‘관’에 추가 등재된 성씨 다.『세종실록지리지』에는 속성을 각 읍

성씨조의 맨 끝에 놓 고 반드시 내성 다음에 기재하 다. 속성은 고려후기 이래‘북의 오랑캐와 남의 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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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北虜南倭]’과 격심한 사회변동 및 거기에 따른 토성이족의 유망에서 군현과 각종 임내(任內, 속현과

향·소·부곡)의 향리 자원이 부족하게 되자 이를 보충 내지 열읍 간에 향리수를 조정한 결과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당시 읍사를 구성하고 있던 향리는 군현의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내의 징세·조

역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 다. 동지방에서는 간성군·고성군·통천군 등에 속성이 집중되어 있었다. 강

릉부의 속성은 정선전씨·평창이씨·원주원씨이고, 연곡현의 속성은 정선전씨이며, 우계현의 속성은 유(劉)

씨이다.

입성(入姓)은 지역적인 이동에서 발생한 성씨를 지칭했고, 입진성(入鎭姓)은 고려초부터 북진정책에 따라

토확장과 함께 실시되었던 국가의 사민정책에 의해 남부지역에서 양계지역에 사민해 온 정착민의 성씨를

지칭했다.

내성(來姓)은 그 자의대로 다른 지역에서 입래(入來)한 성씨로서 고려초 이래의‘고적’에도 토성과 함께

기재되었던 성씨를 지칭했다. 토성이 확정된 뒤 그 토성의 유망 또는 소멸에서 망성이 발생하 듯이, 망래성

(亡來姓)은 입래한 내성이 그 후 다시 유망하거나 소멸함에 따라 발생한 성씨이다.

요컨대 고려 초기부터 각 군현마다 읍사를 중심으로 깊이 뿌리박고 있던 토성은 상경종사·유리·소멸 등

의 과정을 밟아 지역적 이동과 신분적 분화를 계속했다. 그 결과 기존토성의 유망에서‘망성’이 발생했고,

지역적인 이동에서‘내성’·‘입진성’·‘입성’등이 발생했으며, 여말선초 열읍간의 향리조정책에 의해‘속

성’이 대량 발생했던 것이다.

사성(賜姓)은 임금이 신하에게 하사한 성씨를 지칭했다. 이는 국가에 특별한 공을 세운 신하에게 임금과

같은 성씨[國姓]인 왕씨를 하사한 것이다.

『세종실록지리지』성씨조는 한국 성관에 관한 자료 가운데 가장 일찍이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

인데도 편찬 이후 한말까지 민간에 공개되지 않았다. 그 대신 이를 축약·혼성한『동국여지승람』이 조선시

대 성관의 기본자료로 인식되었다. 그러나『동국여지승람』의 성씨조를 보면『세종실록지리지』에 실려 있는

토성·차성·인리성·차리성·백성성·입주후성·입현후성 등의 용어는 없어지고, 다만 본관을 본읍과 임

내로 구분하고 토성과 망성을 혼성해서 기재하 다. 그리고 이주해 온 성씨에 대해서는 본관을 작은 씨로

주기하되, 본관을 모를 때에는‘성’자 다음에‘내(來)’·‘속(續)’·‘속(屬)’자를 부기함으로써 고려초기 토

성분정 이래 성관의 본래 모습이 상실되고 말았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물조와 고적조를 대폭 보강하여 해당

고을을 본관으로 한 인물과 각 성의 본관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기재함으로써 후대 족보와 읍지 및『대동운

부군옥』성씨조와『증보문헌비고0127 제계고(帝系考) 부록 씨족조에서 인용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었고,『세종실록지리지』에 누락된 군현 또는 향·소·부곡성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자료로 이용

할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를 편찬하던 15세기 전반에는 토성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고, 『세종실록』을 비롯한

공사문헌에도‘토성품관(土姓品官)’·‘토성이민(土姓吏民)·‘토성명현(土姓名賢)’등의 용례가 자주 발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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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세종실록지리지』보다 약 반세기 후에 편찬된『동국여지승람』의 성씨조에는 고려 이래 성씨의

대종을 이루었던 토성이란 용어가 일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당시 사족의 본관이 거주지와 유리되는 현상

이 일반화되면서, 종래 토착적 의미의 토성은 이제 무의미해지고 그 대신 성의 출자지, 지위와 명망[地望] 내

지 가문의 격[家格]을 추상적으로 의미하는 본관만이 문제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옛 문헌을 볼 때 어떤 인물에 대한 내용 중에‘○○인’이라고 기록된 것을 쉽지 않게 대하게 된다.

예컨대 율곡 이이와 이순신의 본관은‘덕수인(德水人)’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덕수’는 율곡과 이순

신의 출생지나 거주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선대에 덕수를 기반으로 세거(世居)한 적이 있고 그 혈통

이 이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본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율곡과 이순신은 같은 고향이

라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본관이‘덕수’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이고, 태어난 곳과 성장한 곳이

각각 다르다. 오늘날 본관은 대개의 경우 거주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다만 성씨의 본향을 통해 씨족을 구

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하겠다.

『세종실록지리지』성씨조에 의하면, 양양부의 토성은 김·이씨가 있고, 양양부 속현인 동산현의 토성은 박

(朴)·김(金)·최(崔)·진(陳)씨가 있다. 그리고 양양부의 속성은 장(張)·임(林)·윤(尹)씨가 있고, 동산현의

속성은 임(林)씨가 있다. 양양지방에 거주하는 성씨는 조선중기『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될 당시까지만 해

도 크게 변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면 다양한 성씨들이 입향하여 거주하게 된

다.

조 35년(1759)에 편찬된『여지도서』에는 강릉·주 김씨, 함평·전의·안성·경주·가산(嘉山)이씨, 청

주 박씨, 진주 하씨, 초계 정씨, 울진 장씨, 칠원 윤씨, 나주 임(林)씨, 평강 채씨, 강릉 최씨, 광주(光州) 노

씨, 제주 고씨, 창원 황씨 등의 성씨들이 기재되어 있다. 즉 양양지방의 성씨분포를 보면 조선중기까지는 토

성과 속성이 주로 거주하 고, 조선후기에는 해읍(該邑) 토성보다는 이주 또는 우거(流寓)한 성관이 거주하

다. 이들 성씨들이 양양지방으로 이주해 온 것은 지역 내 토성 또는 유력 가문과의 혼인, 친척의 수령 재임

시 동행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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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문화학교 소개

2016 
문화학교소개

문화학교 교실별 수료자

합계 207

한시교실 이종우 17

서예교실(한문) 함연호 16

서예교실(한 ) 김광희 13

한국화교실 정 택 13

민요교실 이건남 16

통기타교실 강명근 24

사물놀이교실 홍이표 9

색소폰교실 이명재 14

난타교실 주동진 11

수채화교실 김 덕 9

양양600합창단교실 김혜선 65

교 실 명 강 사 수 료 자

우수 수강생

한시교실 이근천

서예교실(한문) 고순재

서예교실(한 ) 조덕희

한국화교실 전인경

민요교실 조복순

통기타교실 김병삼

사물놀이교실 표옥효

색소폰교실 장대봉

난타교실 이아자

수채화교실 홍 희

양양600합창단교실 박정순

교 실 명 성 명 교 실 명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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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문화학교수강생수상및공연내역

풍아38호 - 참방 : 안병대, 양동창, 황재권

풍아39호 - 가작 : 황광수, 황재권

풍아40호 - 참방 : 안병대, 황광수

- 가작 : 김경일

한시협회현장백일장 - 장려 : 김경일, 양동창, 황광수

강릉 율곡 한시백일장 - 가작 : 안병대

- 참방 : 황재권

남원 서당문화 백일장 - 특별상 : 황재권, 추종삼

강좌명 수상 ＆ 공연 내역

한시

윤지환 : 운곡대전 특선, 무릉제 특선

이광우 : 운곡서화대전 특선, 무릉제 특선, 

강릉서화대전 특선

김주용 : 운곡서화대전 특선

최용일 : 운곡서화대전 특선

신동우 : 강릉단오서화대전 특선, 운곡서화대전 특선

변대환 : 강릉서화대전 특선, 신사임당미술대전 특선

이근천 : 강릉서화대전 특선

한문

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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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한 서예대전 - 특선 : 노복현

- 입선 : 조덕희, 이정희

대한민국 강릉단오서화대전 - 특선 : 이근천, 조덕희

- 추천작가획득 : 이근천

대한민국 님의침묵 서예대전 - 특선상 : 조덕희

- 삼체상 : 조 순

- 특선 : 조 순,이정희

대한민국 운곡 서예문인화 대전 - 삼체상 : 조덕희

- 특선 : 연현숙,김종금,유철호,이정희

강좌명 수상 ＆ 공연 내역

한

서예

박예숙 -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상, 정선아리랑대전 우수상

이건남 - 강릉 단오 대전 장려상

유철호 - 강릉 단오 대전 입상

홍순혜 - 강릉 단오 대전 특상

한국화

<수상>

강릉단오제 솔향 아리랑축제 경연대회

- 단체상:장려상, 개인 : 조복순-장려, 김남이-장려

제6회강원도동구리전통민요경창대회-우수상

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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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악경연대회-은상

김포전국시조경창대회

- 손종옥-평시조3등상 수상

<공연>

현산요양원, 디모테오요양원, 낙산요양원 순회공연

제4회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양양예총 종합예술제 공연

제6회 강원도 동구리대회 축하공연

전국한시현장백일장공연

제38회 양양문화제공연

전통시장공연

8군단공연(전쟁용사 위로 잔치)

양양양수발전소 효공연

연어축제 전통시장 공연

서울 광화문 청춘아리랑 페스티벌 참여 공연

강좌명 수상 ＆ 공연 내역

민요

산나물축제 공연

문화가 있는날 행사 공연

정다운마을 릴레이봉사공연

디모테오요양원 위문공연

양양과일축제공연

제38회 양양문화제 공연

통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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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제21회 강원도사물놀이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공연>

신년인사회공연

전통시장공연

연어방류행사 공연

장애인의 날 공연

나물축제 공연

수산항 공연

사천마을회관공연

우체국 준공식 공연

문화복지회관(문화가 있는 날 공연)

과일축제 공연

양양포럼 창단식 공연

제6회 강원도동구리경창대회 공연

제38회 양양문화제 공연

국군의 날 공연

양양노인의날 공연

강좌명 수상 ＆ 공연 내역

사물

놀이

문화가 있는 날 축하공연

서면 작은 마을 음악회 찬조공연

양양라이온스클럽 부총재 취임 축하공연

양양문화제 개막 축하공연

속초 문화의 날 초청공연색소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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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 해맞이공원 공연

전통시장공연

명지리 앵두축제 공연

의료조합 창립 총회(강릉 데미안 예식장)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전통시장공연

제38회 양양문화제 공연

전통시장 공연

정다운 마을 공연

동해안 자전거퍼레이드 공연

강좌명 수상 ＆ 공연 내역

난타

제4회 양양군민과 함께하는

나눔 수채화전

다문화 가정에 전시작품

기증(10가구)

수채화

젊은 예술가 초청공연

제38회 양양문화제

개막축하공연

송이축제 공연

해송라이온스 공연

양양600

합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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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문화학교 소개

1. 조선시대 양양부사를 재임하 던 연암

박지원 선생께서 궁궐에 관재로 보내고

남은 황장목으로 주민들에게 다리를 놓

아주어 이용후생의 정신을 일깨워준 일

화와 연계하여 일상생활에서 주변에 버

려진 목재로 서각을 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기위해“양양 황장목 서각에 빠진 어르신”반을 운 하 습니다.

2. 꾸준한 실습을 반복하면서 익힌 기술

을 바탕으로 읍·면 노인정, 마을 회

관, 기관, 단체 현판 및 가정 문패 제작

봉사를 통해 전문적 지역 어르신 동아

리 인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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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미활동이 마땅치 않은 어르신들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수강생들간의 작품

에 대한 소통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노

년 생활을 좀더 윤택하게 합니다.

4. 서각은 치매예방과 함께 도구를 다루

는 일이기 때문에 집중력 향상과 오랜

시간의 끝에 작품 완성에 대한 성취감,

지역 문패 제작 봉사 활동을 통해 애향

심을 고취

5. 어르신문화학교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양양문화원이 주관하여 직접

교육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어르

신문화학교 서각반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6. 수강생 명부

김윤 (총무) 김선학 김준호 김창 박공수 박상형 박석호

박현숙 변대환 신동우 양병진 오복섭 윤지환 이승재

정홍 최성상 최용일 공도 최선오 안병돈(강사)

※ 작품 전시 내역

- 2016. 09.01~03  양양문화제 남대천 둔치 서각반 부스

- 2016. 10.05 강원 어르신 문화 대축전 (삼척)

- 2016. 11.01~02   양양문화원 전시

- 2016. 11.24~25 강원문화 대축전 (정선 강원랜드) 

- 2016. 12.28   양양문화복지회관 전시실

※서각반 신청 문의

- 양양문화원 서각반 담당자

: 이대훈 033-671-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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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탐방기념 한시작품

2. 2016년 제14회 강원의 산하 사진공모대전 동상수상

■ 주 최 : 강원도민일보사

■ 제 목 : 어판장 풍경

■ 촬 장소 :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항

■ 작 가 명 :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원 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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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소식지 자료

양양소식지(양양600년)

1월 2016년은 양양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2월 양양600년/ 양양은 명실상부한 불교의 성지이다.

3월 동해의 문화적 상징물 1호는 양양의 동해신묘(東海

神廟)이다!

4월 지금의 한계령은 옛 오색령이다.

5월 지금의 북암령은 옛 소동라령이다.

6월 양양의 노비(奴婢) 이야기

7월 양양문화제는!

8월 양양부사 연암 박지원의 이야기

9월“현산학교와 남궁억”

10월 6.25전쟁과 국군의 날

11월 6.25전쟁 때 양양은 유일한“美軍政 統治地域”이었다!

12월 양양600년사에 큰 획을 긋고, 새 천년 희망의 나래

를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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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호 양양소식지

2016년은 양양 600년이 되는 해 입니다! 

2016년(丙申年)은 우리군민에게는 희망찬 새해입니다.  양양 600년이라는 뜻 깊은 한 해를 맞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축복이자 광입니다. 이와 같이 큰 의미를 지닌 해를 맞게 됨을 알게 된 것은 지난 2010년도에

『양양군지』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군지편집위원들과 양양문화원 관계자들은 마음

의 설레 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고려시대 안축선생은 양양은 전란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없어서 덕과 재주를 지닌 인

물이 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양양에 향교를 지어 인재 양성에 힘쓰셨습니다.

우리는 늘 양양에 대해 오랜 선사문화를 간직한 전통문화의 고장이라고 자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역사의 고장임에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현

실입니다. 

따라서 양양 600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제(命題)하에 이

고장에 대한 면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에 의하면, 즉 풍수에 대저 살 곳을 택할 때, 처음에는 지리(땅의 생김새와 형편)

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생리(생활하는 습성), 인심(백성의 마음), 마지막으로 산수(산과 물)를 돌아본다.

이 네 가지 요소 가운데 한 가지만 없어도 살기 좋은 곳이 못된다. 지리가 아름답고 생리가 좋지 못 하면 오

래 살 곳이 못 되며, 생리가 좋고 지리가 못하여도 역시 오래 살 곳이 못된다. 집터는 산소자리와는 달라서

물이 있어야 재산이 생긴다. 그러므로 물이 고여 있는 물가에는 부유한 집과 명촌 및 번성하는 마을이 많다.

비록 산중이라도 역시 시냇물이 모여 드는 곳이라야 대를 이어 오래도록 살터가 된다. 고 하 습니다.  

조선조 왕조(1392년 창건)를 보면, 조선왕조를 창건하면서 우리 지역을 특별히 관리해 왔다. 그 이유는 조

선왕조의 외친(外親)이기 때문이다. 태조 6년(1397) 1월에 양주(襄州)를 임금의 외친본관이기 때문에 부(府)

로 승격시켜 양주부(襄州府)라고 하 다. 태종 13년(1413) 예에 따라 양주부를 양주도호부(襄州都護府)로 승

격하 다. 

태종 16년(1416)에 양주(襄州)를 양양(襄陽)이라고 개칭하여,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선왕조에서 특별히 관리해 왔다. 왜 이곳을 양양이라는 지명으로 개칭했을 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말

하는 동해신묘와 조선왕조의 외친이라는 이유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한다. 동해의 신을 모시는 해가 떠오

르는 고을로, 조선왕조의 태동이라는 의미로 양양이라는 명칭을 나라에서 정하 다고 추정할 수 있다.

양양이란 지명의 의미와 향후계획하고 있는 양양 600년 기념사업 및 행사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양양(襄

陽)이라는 지명은 모방할 수 없는 심오한 뜻이 조선 태종 16년(1416)부터 함축(含蓄)되어 있었다는 것과, 한

로는 지명의 앞뒤의 자가 같은 이름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양양’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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襄陽의 뜻풀이

■ 양양은 해 오름의 고장이다.

■ 양양은 하늘이 돕는 고장이다.

字典的 의미

■ 襄 : 1. 돕다, 2. 오르다, 3. 이루다 등.

■ 陽 : 1.볕, 양지, 2. 해, 태양, 6. 하늘 등.

이와 같이 양양 600주년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지난날의 암울했던 역사를 뒤돌아보고 반성과 교훈으로

삼아 새 천년을 향해 비상하려는 양양군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높여 희망찬 새 역사를 창조하자는 것입

니다. 

그동안 기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2015년 양양문화원장을 중심으로 유수대학 교

수, 양양군의회 의원, 양양군 공무원, 양양향토사연구원 등 8명을 인선“양양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준비위

원회”를 구성하고, 준비활동으로 2013년에 600주년 기념행사를 이미 개최한 바 있는 경기도 고양시를 비롯

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 습니다.

그 후 양양군에서 추진 가능한 29개 사업들을 정리하 는데,  

단기사업으로 역사홍보 동 상 제작 외 17건, 중기사업으로 인물선양사업 외 3건, 장기사업으로 양양 600

년 기념공원조성 외 7건의 사업들을 양양문화원에서 1차 조정하여 양양군에 통보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분명한 것은 기념사업들을 추진하 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

닙니다. 2016년을 전환점으로 우리는 새천년을 향해 줄기차게 정진해 나가야 밝은 미래가 닥아 온다는 것

을 있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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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호 양양소식지

양양 600년/양양은 명실상부한 불교의 성지이다.

양양은 통일신라시대(668~892) 이래 대한불교 종파인 화엄종(華嚴宗)과 조계종(曹溪宗)의 종조(宗祖) 도

의국사(道義국國師)사가 이 지역에 주석하면서 불법(佛法)을 편 곳으로 가히 불교의 성지 다 할만하다. 또

한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을 펼 때에도 낙산사는 조선 태조를 비롯한 왕조(王朝)와 왕실(王室)의 많은 지원

을 받았고,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26개의 사찰과 암자가 관내에 등촉을 밝히고 있었음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설화 또한 가치가 매우 높으며, 선림원지에서 출토되어 월정사로 옮긴 범종은 통일신라시

대 3대 범종의 하나로 꼽히고 있었으나 6·25한국전쟁 당시 월정사와 함께 소실된 아픔을 비롯하여, 양양

600년 기념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이 필요한 시점에서 낙산사와 관련한 설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낙산사 창건설화

낙산사는 신라 화엄종(華嚴宗)의 종조(宗祖)인 의상대사가 당나라에서 귀국하여 671년에 처음으로 양양에

낙산사를 창건하 다.『신증동국여지승람』불우(佛宇)편에 의하면“옛적 신라 의상법사(義相法師)가 친히 불

성(佛聖)의 모습을 보고자 하여 바위 위에서 전좌배례(展坐拜禮)하고 이칠일(14일)이나 정성스럽게 기도하

으나, 불성(佛聖)을 볼 수 없었으므로, 바다에 몸을 던졌더니, 동해 용왕이 바위 위로 붙들고 나왔다. 대성

(大聖)이 곧바로 속에서 팔을 내 어, 수정염주(水精念珠)를 주면서, ‘내 몸은 직접 볼 수 없다. 다만 굴 위에

서 두 대나무가 솟아난 곳에 가면, 그곳이 나의 머리꼭지 위다. 거기에다 불전(佛殿)을 짓고 상설(像設)을 안

배하라.’하 으며 용(龍) 또한 여의주와 옥을 바치는 것이었다. 대사는 구슬을 받고 그 말대로 가니 대나무

두 그루가 솟아 있었다. 그곳에다 불전을 창건하고 용이 바친 옥으로써 불상을 만들어서 봉안하 는바, 곧

이절이 낙산사이다.

조신스님의 꿈

강원도 월군 세달사(世達寺)승려 조신은 강릉에 있는 부속 장원으로 파견되었는데 그곳에서 태수 김흔

(金昕)의 딸을 보고 반하여 짝사랑을 하 다. 승려의 신분이라 맺을 수 없는 인연이었는데 감정을 누르지 못

하고 낙산사 관음보살에게 가서 자신과 그 여인을 맺어지게 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다. 그러나 몇 년 새 그

여인은 결혼하고 말았다. 조신은 관음보살상 앞에서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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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다. 그리고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그 여인과 도망가서 40년을 살았는데 가난과 병고로 큰 아이를 잃고

열 살 난 딸은 밥을 얻으러 다니다가 개에 물리는 등 인생의 고난을 겪다가 꿈에서 깨어난다. 꿈을 깬 후 이

튼 날 아침에 보니 조신의 수염과 머리털이 하얗게 세어 있었다. 꿈에 아이를 묻었던 곳을 파보니 그곳에서

돌미륵이 나와 그 부근의 절에 봉안하고, 사재를 들여서 정토사(淨土寺)를 세우고 부지런히 선업을 닦았다.

이상이『삼국유사』에 전하는‘조신’의 꿈 이야기를 요악한 내용이다.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이 설화는 낙산사

관음보살의 험을 강조한 것이며, 특히 조신의 지난날에 대한 회한이 절절이 배어 있어 읽는 사람의 눈시울

을 적신다. 잘못된 만남과 어긋난 사랑에 대한 대가치고는 너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의 외친향(外親鄕)

양양의 낙산사는 조선왕조의 대를 잇게 해준 인연이 깊은 곳이다. 『태조실록』총서에 의하면 태조 이성계

의 증조부인‘익조’가 이곳에 거주한 지 수년(數年)만에 아들이 없으므로 최씨〔崔氏,부인〕와 함께 낙산(洛

山)의 관음굴〔觀音窟〕에 기도했더니, 밤의 꿈에 한 승복(僧服)을 입은 중이 와서 고(告)하기를, "반드시 귀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은 선래(善來)라고 하십시오" 라 하 다. 얼마 안 가서 아이를 배어 과연 의주(宜州)

에서 아들을 낳았으므로, 마침내 이름을 선래(善來)라고 했으니, 이 분이 태조 이성계의 조부(祖父)인 도조

(度祖)이다. “관음굴(觀音窟)은 지금 강원도(江原道) 양양부(襄陽府)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는 숭유억불의 시대로 불교가 상당한 탄압을 받은 때 다. 실제로 많은 사찰들이 철거되면서 불

교계는 존속의 위협까지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시절이었지만 낙산사는 오히려 왕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었다. 태조 이성계가 낙산사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조는 봄과 가을에 걸쳐 신하를

파견하여 이곳에서 제(祭)를 올리도록 하 으며, 이후 갑령〔甲令 : 항상 하는 일〕으로 남겨 후대의 왕들도 이

제(祭)를 반드시 봉행토록 하 다.『정종실록』에 태상왕이 정종 1년(1399) “이곳 낙산사에 행차하여 능엄법

회(●嚴法會)를 베풀고 이튼 날 돌아갔다.”고 하 다. 

선림원지(사림사)의 범종

선림원종은 통일신라 애장왕 5년(804)에 제작되었다. 1948년에 출토되어 1949년 오대산 월정사(月精寺)

에 이관, 보존되어 오던 중 6·25한국전쟁으로 월정사가 소실될 때 함께 파손되어 그 일부만이 국립중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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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으로 이전되었다. 그러던 중 2002년도에 국립춘천박물관이 개관하자 다시 강원 지역으로 돌아왔고, 현

재는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상설 전시되고 있다.

이 종은 총고(總高) 122㎝, 종신고(鐘身高) 96㎝, 구경(口經) 68㎝ 크기의 중종(中鐘)으로 출토 당시 철제

현색(鐵製懸索)이 그대로 붙어 있었으며, 종신의 내부에 이두(吏讀)로 된 명문(銘文)이 있어서 주종(鑄鐘) 연

대는 물론 승려·시주자 등 주성(鑄成) 관계 인물들을 알려 주고 있는 매우 귀중한 종이다. 또한 이 종은 국

내에 남아 있는 범종 중 상원사종(上院寺鐘,725)·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鐘, 771:봉덕사종 또는 에 레

종)에 이어 세 번째로 오래된 종이다.

<첨부사진>

1. 정원이십년명 범종 사진(소실 전, 후)

2. 선림원지 발굴 현장 및 출토 불상 등

3. 낙산사(원통보전, 7층 석탑, 홍연암, 의상대), 진전사, 선림원지 전경 사진 등.

4. 고 기록 원문 사진

- 삼국유사(조신의 꿈) 원문(표지)

- 신증동국여지승람(낙산사 청건) 원문(표지)

- 태조실록 총서(조선왕조의 외친향) 원문(표지)

5. 기타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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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의 문화적 상징물 1호는 양양의 동해신묘(東海神廟)이다！

삼천리금수강산, 아름다운 동해안의 중심지이자 허리는 우리 양양이다,

고래(古來)로부터 나약한 인간들은 신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고, 우주만물에는 신이 함께하고 있으며, 자연

재해는 이러한 신들의 노여움 때문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므로 평안을 위해 산천해악(山川海嶽)에 제단(祭壇)

을 만들고 수시로 제사(祭祀)를 지내왔다.

통일신라이후 왕건(王建)이 918년 사실상 한반도 통일의 성업을 이룩한 고려는 991년 비로서 개경(개성)

에 사직단을 설치하고 이어 개경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곧 동에는 강원도 양양의 동해신묘(東海神廟), 서

에는 황해도 풍천의 서해단(西海壇), 남에는 전라도 나주의 남해신사(南海神祠)를 설치하고 해신에게 국태민

안과 풍농 풍어를 기원했던 곳으로서 4해(海)의 으뜸인 동해지신(東海之神)이 주석하는 이곳에서는 왕(王)이

내린 향(香)과 축(祝)으로 매년 새해 별제(別祭)와 2월과 8월에 상제(常祭)를 중사(中祀)의 예로 매년 행하여

왔다.

이어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창업하신 후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아 매년 치제하게 하 다. 조선의

왕은 강향사[(降香使) 왕명을 받아 왕의 성명이 적힌 축문과 향을 지니고 내려온 관리)]를 파견하여 제례의식

을 감독케 하 으며, 강원관찰사의 주제(主祭)하에 동해지신(東海之神)의 위폐 앞에서 양양부사의 주관으로

해안을 끼고 있는 고을 수령(남으로는 강릉, 삼척, 울진, 펑해, 북으로는 간성, 고성, 통천, 흡곡)이 동원되어

치제하 으니 그 규모와 절차가 얼마나 엄숙하고 성대한 나라의 제례행사 는지 가히 짐작케 한다. 

고려사에서부터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를 비롯하여 동해신묘의 기록이 있는 여러 지

리지의 기사 내용을 일일이 열거 소개할 수는 없으나, 우리 양양에 국토수호와 국태민안, 풍농풍어를 기원하

는 나라의 제사 터가 고려시대 이후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양양의 명예이자 자존심이다.

그런데 오늘의 동해신묘는 어떠한 모습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1908년 12월 26일 일제의 우리민족정신문화말살정책인 일제통감부훈령의 강압을 이기지 못하고 당시 양

양군수 최종낙(崔鍾洛)이 동해신묘를 훼철하 다. 구전에 의하면 최종낙 군수는 동해신묘 훼철 후 3일 만에

급사하 다 한다. 우리 향토사연구원은 사료를 검증조사하기위하여 전라남도 나주( 암)의 남해신사를 방문

하니 남해신사 역시 이전한 근거는 전혀 없었으며 이를 훼철한 나주 군수는 아들까지 화를 입었다. 고 했다.

(풍천의 서해신단은 북한지역이라 확인하지 못하 다.)

1908년 이전 동해신묘는 정전 6간, 신문 3간, 전사청 2간, 동·서재 각 2간, 백천문 1간의 규모 으며, 오

로지『東海之神』위패만을 모시고 상설(像設)은 없었다.

1993년 우리군 자력으로 복원사업이 진행되어 현재 정전 1동만 복원되어 정전 서북쪽에 1800년에 강원도

관찰사 남공철이 세웠던 두 동강 난 양양동해신묘중수기사비(襄陽東海神廟重修紀事碑)를 접합하여 세우고

3월호 양양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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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기념물 제73호로 지정되어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동해신묘에 대하여“본래는 강릉 안인포에 있었는데 1490년 수군만호 이 양양읍 조산리로 이전될 때 따

라 들어왔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이 을 보시고 오해가 풀리기를 바란다.

또한, 금후 양양 동해신묘의 발전을 위하여,

1. 고려시대이래 천년동안 동해신에게 국토수호와 국태민안을 기원하던 국가 제사 터로서의 사적지를 하

루속히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하고 성역화 하여야 할 것이며

2. 동해신묘의 제례의식문화를 전통의례로 재현함으로써 환동해권시대의 대표적인 해양제례문화로 승화

발전시켜야 하며,

3. 국제적으로 동해의 명칭이 문제가 되고 있는 작금의 실정에 비추어볼 때 천년 동해라 기록하고 불러왔

음을 세계만방에 다시 확인시켜『동해』이외의 다른 명칭으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이종우) 재공>

* 수정: 2016. 3. 15

양양의 동해신묘는 단순한 미신적 행사나 마을의 속신적 차원의 신격이 아닌 국가에서 향과 축을 내려 동

해의 신에게 제를 올리는 국가의 제사터로, 강원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고하게 확립시킬 수 있는 동해라는

거대한 자연의 혜택에 감사하고 인간의 정신적 위안처로서 험한 바다를 헤쳐

나가는 진취적 기상으로 환 동해권 시대 중심의 양양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국제적 도시로 발돋움하

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양양 동해신묘의 창건연대는 자세하지 않으나 고문헌·지지자료·고지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적어도 고려

제6대 성종10년(991년)에서 고려 제8대 현종19년(1028년)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사(高麗

史)』의 기록에 의하면“동해신묘(東海神廟)는 강원도 양양 땅에 있으며, 사해(四海) 가운데 첫 번째로 동해신

(東海神)의 신호(神號)를 내렸다.”고 하고 있고, 고려사 동계편과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도

고려조에 동해신묘는 양양 땅에 있다고 하고 있으며, 조선조에도 조선왕조실록 등에 태종, 세종, 단종, 세조,

성종, 중종, 선조, 현종, 조, 정조, 철종, 순종 당시에도 양양 땅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동해신묘가 이

전(移轉)하 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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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한계령은 옛 오색령이다

오색령 명칭의 정당성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조상대대로 지켜온 역사.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자연문화유산일 뿐

아니라 자자손손 길이길이 대물림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 고장의 동과 서를 잇는 주요 관문인 오

색령(五色嶺: 양양군 서면 오색리와 인제군 북면 한계리를 잇는 해발 920M의 고개)에 대하여 양양 정명

600주년을 맞이하여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역사적으로 (嶺)의 기능은 귀향(歸鄕)보다는 상경(上京)하는 데에 있다. 지난 2010년도『襄陽郡誌』를 편

찬하는 과정에서 오색령이 한계령으로 뒤바뀐 사실을 알게 되어, 그동안 오색령의 실체를 바로 찾기 위해서

고문헌(古文獻)·고지지(古地誌)·고지도(古地圖)를 토대로 조사 한 결과 조선 선조 이후 지금까지 오색령으

로 사용 표기되어 왔으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한국근대지도에 한계령으로 왜곡 표기한 것이

시초가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색령 명칭의 효시(嚆矢)
오색령의 효시는 소솔령(所率嶺)이다. 추강 남효온(생육신)은 조선 성종 16년(1485)에 유금강산기 서두에

설악산 그 남쪽에 소솔령이 있다고 했고,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한 팔곡 구사맹은 선조 22년(1589)에 한계산

(寒溪山) 시(詩) 주석(註釋)에“양양에서 소솔령(所率嶺)을 넘었다는 기록이 있다. 

오색령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선조 29년(1596) 2월 1일에 비변사의 기록이 최초이며, 조선시대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오색령 명칭을 계속 사용하여 왔으며 그에 관련 사료로는 고문헌(古文獻)-16건, 고지지(故地

誌)-5건, 고지도(古地圖)-29여 건에 각각 기록되어 있다.

조선총독부는 한계령과 오색령 명칭을 병행 사용하 다.
조선총독부의 오색령 지명사용은 양면성이 있었다. 조선지지자료(1914이전)·조선총독부발행지도

(1915)·인제군세일반((1930) 등에는 한계령으로 표기되어 있고, 같은 시기에 발행한 조선총독부관보(1913)

에는 오색령으로 표기되었다. 그 외 개벽(1923), 동아일보(1932), 매일신보(1923) 등의 기사에 오색령 명칭

을 사용하 다. 특히 동아일보기사(1932년 3월 15일)에는 인제군 북면의 800여 주민들이 북면 원통리를 중

심으로 오색령으로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인제군과 강원도당국에 진정서를 제기하 다는 기사가

실려 있어 현재의 한계령 위치가 옛 오색령 임을 입증하고 있다. 

4월호 양양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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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령 지명 복원의 당위성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왜곡된 지명인 한계령이 복원되지 못한 상황에서 1950년 6·25한국전쟁을

맞게 되어 미 군사지도 제작 시 일본총독부의 지도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이며, 1950년대 미 군사 지도

를 참작하여 정부(국방부)에서 제작된 지도를 지속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일제가 왜곡한 한계령 지명은 일제

의 창지개명 사례로서 절대로 용인되어서는 아니 된다.. 

맺는말
오색에는 오색석(五色石)이 있다고 유래되어 붙여진 아름다운 오색령은 기암절벽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

는 곳이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된지 올해가 71년이 되는 해이다. 아직도 일제잔재(日帝殘在)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

들이 만든 왜곡된 지명을 스스럼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애국충절의 고장답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명은 옛 문화를 간직한 인문학적 유산으로, 

광복이 되자 일본식 이름을 버리고 본디 이름을 되찾았듯이 일제강점기에 창지개명 된 한계령 명칭을 우

리 고유지명인 오색령으로 바로 고쳐서 후손에 물려주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첨부: 1. 1872년 지방도(양양부지도)

2. 대동여지도

3. 지승(1776년)奎15423-양양부

4. 여지도(1736˜1767년)-양양부

5. 광여도(1800년)古4709-58-관동도

6. 일제강점기 한국근대지지자료

7.       “ 인제군세일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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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북암령은 옛 소동라령이다. 

1. 소동라령의 이란? 

옛 소동라령(所冬羅嶺)은 양양군 서면 송어리에서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로 넘어가는 해발 940m의 험준한

고갯길이다. 지금은 북암령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이 고개의 옛 지명이 소동라령이었으며, 박달령이 일본식

한자인 단목령(檀木嶺)으로 바뀌었듯이 북암령이라는 지명도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북애미(북암리)

로 고친 후, 의 이름도 일본식 지명인 북암령으로 고친 것으로 보인다.  

소동라령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단종 2년(1454)에 완성된『세종실록지리지』양양도호부 편에 所等羅嶺으로

기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양양도호부 편에는 소동라령(所冬羅嶺)으로 예전에는

서울로 통하는 길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후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지역 지명들을 일본이 멋대로 바꿔놓았는데 그 대표적 예가 소동라령→북암령

으로, 박달령→단목령으로, 오색령→한계령으로 창지개명 하 다. 

또한 국가기관인 국토교통부소속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08년도에 발간한『한국 지명 유래집』과 인터넷에

“한계령”을 검색하면 한계령이“옛날에는 소동라령 으로 불리었다.”라고 잘못 기록되어 있다.

2. 소동라령의 현재 위치는?

옛 소동라령과 오색령(한계령)은 명백하게 각각 다른 (嶺)이었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에서 하나의 (같

은 )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고지도(古地圖)에 오색령과 소동라령은 각각 다른 위치의 으로 표시

되어 있다는 것을 아래의 자료(붙임2. 고지도(古地圖)에 표기된 고개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소동라령의 자취

옛 소동라령은 양양에서 서울로 가는 국가관리 고대로(古大路) 다. 조선시대 법전인『경국대전』에 의하면

30리를 1식(息)이라 하여 30리마다 큰 표식을, 돌무지에 장승을 설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지금의 북암령

5월호 양양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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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동라령) 정상에 있는 커다란 돌무지는 당시에 장승을 세웠던 이정표로 추정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인

제현 편에 소동라령은 인제현 동쪽 72리에 있다고 했고, 가력원(加歷院)을 신설했는데 인제현 동쪽 72리 양

양부 경계라고 한 점으로 보아 소동라령은 성종 24년(1493)에 역로에서 제외되었지만 인제현은 이 로의

도로관리를 계속하 다고 본다. 당시 역로(驛路) 다는 입증은 역(驛)·원(院)·주막(酒幕)의 잔재(殘滓)들에

서 찾을 수 있다. 『조선지지자료』에 의하면 길손들이 먹고 자던 주막(酒幕)이 진동리에 삼거리주막·갈터주

막, 귀둔리에 버덤말주막·곰배골주막, 하추리에 가래울어주막·당수터주막, 원대리에 안삽재주막 등이 인

제로 가는 역로를 따라 즐비하게 기록 되어 있다. 이것은 주민들의 왕래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인제군지』의 기린면 북리 마을의 유래를 보면 대부분 역(驛)과 관련된 자연마을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대

표되는 마을은 상역(上驛)·중역(中驛)·하역(下驛)·역동(驛洞)·역골(驛谷) 등인데 특히 연락촌(連絡村)은

옛날 관가에서 연락을 다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쉬어가기도 하고 말굽을 고치기도 하고 다른 말로 바꿔 타

고 다니기도 하 다고 기록하고 있어 이지역이 조선시대에 소동라령의 역로(驛路) 다는 것을 확고하게 입

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일제가 왜곡한 우리지명들을 반드시 고쳐야 하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

이 필요 없게 된다.    

붙임:  1. 고지도 1부(팔도지도 외 소동라령 표기된 고지도)

2. 고지도(古地圖)에 표기된 고개 명칭

구분 지 도 명 한계령 오색령 필노령 박달령(연수령) 소동라령 구룡령

1758 팔도지도 오색령 연수파 소동라령 구룡령

1789 여 지 도 오색령 박달령 구룡령

1800 해동지도 오색령 연수파 소동라령 구룡령

1830 좌해지도 오색령 연수파 소동라령 구룡령

1834 청구요람 오색령 필노령 연수령 소동라령

1776 좌해분도 오색령 소동라령

1834 청 구 도 오색령 연수령 소동라령 구룡령

1857 동 여 도 한계령 오색령 필노령 구룡령

1750 해동지도(인제현) 오색령 필노령 소동라령

1776 지 승(인제현) 오색령 필여령 소동라령

1800 광 여 도(인제현) 오색령 필여령 소동라령

1930 인제군세일반지도 한계령 단목령

3. 소동라령 현지 답사장면 사진 1부.

4. 조선시대 양양부 소동라 에 관한 고찰 논문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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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의 노비(奴婢) 이야기
<예전에 우리고장에는 훌륭한 노비(奴婢)들이 있었다.>

낙산사 사노 걸승(寺奴 乞升)

예전의 신분계층(身分階層)은 대체로 귀족·양인·천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중 천인의 대표적 존재가

노비(奴婢) 다. 흔히 노비라면 남의 집에서 대대로 일을 해 주는 천한 신분의 남녀(男女)를 이르던 말이다.

그러나 우리지역에는 천인 신분임에도 자랑스러운 업적을 남긴 노비가 있었다. 

『삼국유사』기록에 낙산사(洛山寺)에는 걸승(乞升)이라는 사노(寺奴)가 있었다.

고려 고종 40년(1253년)에 몽골군이 양주(襄州,양양)를 침입(侵入)하 을 때 낙산사의 주지와 걸승은 함

락(陷落)직전에 이성 진용[관음보살·정취보살]과 두 보주[수정염주·여의주]를 양주성(襄州城, 양양성)에

긴급히 옮겨놓았다. 

그러나 몽골군의 침입이 급박함에 이르자 낙산사 주지 아행(住持 阿行)은 이 두 보주를 은합(銀盒)에 담아

가지고 도망하려고 하 다. 이때 절의 종 걸승(乞升)은 이를 탈취(奪取)하여 땅속 깊이 묻어 보물의 화를 면

하게 되었다. 

고종 41년(1254)에 낙산사 주지(洛山寺 住持)는 죽임을 당하 으나, 걸승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당시 양

양지역의 성은 함락되어 초토화 되었고, 낙산사는 소실(燒失)되는 피해를 입는 등 몽골군의 횡포는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그 후 몽골군이 퇴각(退却)하자 걸승(乞升)은 두 보주(寶珠)를 명주도 감창사(溟州道 監倉使)에게 바쳐

고(營庫)에 간직하여 왔다. 명주성이 위태하자 지림사(祗林寺) 주지 각유(住持 覺猷)가 임금에게 건의하여 임

금이 윤허(允許)하여 이 보주를 무오(戊午 1258) 11월에 궁중으로 옮겨 봉안(奉安)토록 한 공을 세웠다. 

고려로서는 관음보살(觀音菩薩)의 성지(聖地)인 낙산사의 창건과 관련된 두 보주(寶珠)는 빼앗길 수 없는

신보(神寶) 다. 그러나 고려 원종 14년(1273) 1월에 고려로 왔던 원나라의 마강(馬絳)이라는 사신(使臣)이

그 해 3월에 돌아갈 때 고려의 대장군 송분(宋●)이 수행했는데, 이 때 송분(宋●)에게 낙산사 관음여의주(觀

音如意珠)를 원나라 황후(元 皇后)가 구해보고자 한다면서 헌납토록 했다. 

6월호 양양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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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의 최고 명창(名唱) 동구리(官奴 同仇里)

조선 세조 12년(1466)에 세조대왕(世祖大王)은 정희왕후(貞憙王后), 세자(世子)와 같이 낙산사 법당에 향

폐(香弊)를 드리는 불사를 행하고 월정사로 향하던 중 동년 윤 3월 14일 지금의 강릉 연곡에서, 명하여 농가

(農歌)를 잘하는 자를 모아서 장막(帳幕)안에서 노래하게 하 는데, 양양의 관노 동구리(同仇里)란 자가 가장

노래를 잘하 다.

세조대왕은 명하여 아침저녁을 먹이고 악공(樂工)의 예(例)로 수가(隨駕) 하게하고, 또 유의(●衣) 일령(一

領)을 내려 주니 일약 나라의 소리꾼으로 등용되었다.    

양양문화원에서는 관노 던 동구리의 장한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2001년부터 매년 동구리 경창대회를 개

최하고 있는데, 2010년까지는 군내 행사 고 2011년부터는 강원도내 경창대회로 격상하여 확대 개최함으로

써 전통 민요를 발굴 전승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다. 

양양의 천재 음악가 허억봉(官奴 許億鳳)

조선시대 궁중에서 연주되는 음악 및 무용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 장악원(掌樂院)이었으며, 장

악원의 최고 전악(典樂)이 된 허억봉(許億鳳)은 양양부 관노(襄陽府官奴) 다. 12살 때부터 악기를 연주하

는데 특히 대금을 잘 불었다. 우여곡절(迂餘曲折)끝에 마침내 장악원의 전악이 되었는데, 전악은 조선시대

악인(樂人) 중 최고의 위치이며 1,500여 악공을 총 지휘하 다. 16세기 조선의 음악계에서 대단한 명성을

떨쳤을 뿐 아니라, 금합자보(琴合字譜) 중 대금 악보인 적보(笛譜)를 만들었다.

천재 음악인 허억봉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그의 8대조는“세종대왕”때 좌의정을 지낸 문

경공 허조(文敬公 許稠)이고, 그의 아들 허후(許●)는‘수양대군’의 권력찬탈에 반대하다 교형을 당하 다.

또 손자 허조(許●)는 교형을 당한 아버지의 빈소에서 사육신 등과 함께 단종 복위를 기도하다 발각되어 자

결했다. 이 사건과 연좌(連坐)하여‘세조’는 하양 허씨(河陽許氏)문경공파 가문을 일제히 사형하거나 노비로

전락시켰다.  그 후 100여년이 지나 후손 중 한명인 허억봉이 10대 중반에 양양의 관노로 있던 중 대금 연주

에 능하여 장악원으로 불려가 장악원의 최고 지도자인 전악의 자리를 십 수년간 이어 왔으며, 그의 아들 허

임은 선조의 두통을 침술로 치료하여 일약 조선 침술의 대가로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다. 

이렇듯 우리 지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천재음악가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역사적으로 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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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문화제는!

양양문화제는!

우리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군민의 뜻을 반 하여 옛 부터 계승되어

전해 내려오는 제례행사와 각종 민속놀이 등으로 온 군민이 참여하여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을 전승하는

뜻 깊은 문화행사로 전통과 예향(藝鄕)의 맥을 이어가는 축제의 장으로 1979년 제1회 현산문화제를 개최하

으며, 이후 발전을 거듭 우리지역 대표적 전통문화축제의 한마당으로 자리매김 한 군민 화합의 대축제이

다.

문화제 특징

선사문화, 불교문화, 호국문화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계승하고 향토문화의 고유한 독창성과 특성을 살려

장군 성황제를 비롯, 양양 기미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 신석기인 가장행렬, 양주방어사 행차, 대포수군만호

행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전 및 신 행렬이 있다

고려 초에는 양주성을 축성하여 향토수호의 기지로 삼았고, 고려 중엽에는 거란병의 침입을 대파하여 양

주방어사를 설치하 다. 

조선 성종 때에는 조산에 대포수군만호 을 설치 동지방의 해상방어까지 맡은 군사요충지가 되었다. 

구한말 의병 항쟁을 비롯한 기미독립만세운동은 가장 맹렬한 구국 항쟁이었으며, 8·15 해방 이후에는 반

공 운동의 진원지가 되었고, 6·25한국전쟁 때에는 국군 7개 사단이 창설되기도 하 다.

행사개요

우리 고장은 한반도 중동부의 변방으로 고려 목종 10년(1007년) 양주성을 축성 장군성황제를 봄, 가을로

지냈다.

선조25년(1592년)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매년 5월 5일 단오절을 기하여 장군성황신을 수호신으로 성황제

7월호 양양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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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내고 굿을 성대하게 하고 제주는 고치물(서문리 양지마을 샘터)을 사용하 고 샘터에는 항상 경비병 2

명이 지키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후 성황제는 일제의 전통문화 말살정책으로 철폐되었으나 은 히 지내오다가 1920년부터 단양회라는

단체가 구성되어 단오절을 기하여 5,6일씩 별신굿을 하고 관동축구대회를 비롯 각종 민속행사를 개최하여

동 및 관동지방의 명실상부한 민속 행사로 개최되었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불행하게도 38이북의 북한치하에 들게 되면서 성황제는 은 히 지내오다 1964년

다시 마을 제(祭)로 소규모 성황 굿이 전승되었다.

1968년 군민들의 성미(誠米)로 성황제를 단오에 지내오다 1979년 현산문화제위원회를 구성 제1회 행사를

개최하 으나, 1980년부터 기미만세 운동일인 3월1일로 정하여 4회까지 개최하 고, 1983년 제5회부터 4

월 4일로 변경하여 제11회까지 거행하여 오다가 제12회부터는 단오절을 전후하여 일자를 정하여 개최하

다.

양양문화제로 명칭 변경

2013년부터 현산이라는 명칭이 양양을 대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2013년 8월과 2015년 10월, 2

차례에 걸쳐 명칭변경 여론 수렴을 위한 현산문화제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교수 등 발표자들이 한

결같이 명칭 변경 필요성을 제기하므로 2016년 양양 정명 600주년을 맞이하여 양양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하

고 제38회 양양문화제는 6월에 개최하던 일정을 9월 1일로 600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개최(금년에 한하여)

하기로 하 다.

양주방어사 행차

▶ 제37회 양양현산문화제
제5회 강원도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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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기인 가장행렬대포수군만호 행차

한시백일장(한시교실)

▶ 현산문화제발전을위한 세미나, 심포지엄 ▶ 양양문화제 옛사진
양양문화제

2013년
현산문화제발전세미나

2015년
현산문화제발전심포지엄

제2회 동구리농가경창대회

2013년
현산문화제발전세미나

2015년
현산문화제발전심포지엄

제9회 현산문화제 제11회 양양현산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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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호 양양소식지

양양부사 연암 박지원의 이야기

●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의 생애

1737년 2월 5일( 조 13년) 한양 서부 반송방(盤松坊) 야동(冶洞)에서 박사유(朴師愈)의 4남매 중 막내로

출생하 다. 연암은 노론학통의 왕실 가문이었지만, 부친은 심한 당파싸움에 염증을 느껴 과거를 포기하여

어려운 유년기를 보냈다. 연암 또한 과거를 포기하고 학문에 매진하다가 50세가 되던 해 음보(蔭補)로 종9

품 선공감 감역에 제수되고 55세에 안의(경남 함양) 현감, 61세에 면천(충남 당진) 군수에 이어 1800년 8월

18일(순조1년) 64세에 양양부사로 부임하 다.

● 조선의 대문장가 연암부사

재능이 뛰어난 연암은 20세에 이미 양반들의 위선과 무기력을 비판하는『양반전』을 썼고, 1780년 44세에

청나라 고종황제의 만수절(칠순잔치) 사절단의 진하사로 동행하 다. 한양에서 열하까지 약 3천리 길을 6개

월 동안에 걸쳐 다녀온 여행후기를 일기형식으로 쓴 것이 바로 불후의 명작‘열하일기(熱河日記)’이다. 병자

호란 이후 북벌론이 만연하던 시기에 청나라의 앞선 문화와 문물을 배우자는 북학과 이용후생의 실학사상을

서술하여 정조의 총애를 받았다.

● 안빈낙도의 위민행정을 실현

연암은 양양부사 재임 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황장목 패다리를 놓아 줌으로서 부민들에게 위민행정을 펼

쳤다. 

아들 종채가 쓴『과정록』에 의하면, 양양에 부임해 와서 보니 당시 환곡이 문란해 환곡창고가 비어 있었는

데, 이는 예전부터 내려온 관행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암부사는 받은 녹봉 전액을 내 놓고 아전과

고을의 부유한 부민들에게 설득하여 몇 달 만에 창고를 모두 채워, 안빈낙도의 정신으로 공직기강을 확립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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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양에는 황장목(黃腸木) 숲이 많았는데, 부사시절 마침 왕실의 관곽재(棺槨材)나 궁궐 건축에 쓰일

황장목을 베어내는 때 다고 한다. 널을 캐고 난 후 자투리 널빤지는 으레 부사의 몫이나 연암부사는 남은

널빤지를 모두 냇가에 모아 놓으라고 하고, 양지말과 음지말 사이에 황장목 패다리를 놓아 백성들이 편히 다

닐 수 있게 함으로서 이용후생의 위민행정을 펼쳤다. 매년 10월 초순이면 원일전리에서는 마을축제를 열어

예부터 전해오는‘패다리놓기’재연행사가 열리고 있다.

● 경관녹봉론으로 양양을 알리다

『과정록』에 의하면 연암은 부사직을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 지인들의 모임에서, 재직 시 서로 받은 녹봉

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자리에서 연암부사의 녹봉에 관해 묻자“양양의 바다와 산의 빼어난 경치가 만 냥은

될 만하고 고을의 녹봉이 이천 냥이니 넉넉히 금강산 일만 이천 봉과 서로 나란하다 할 만 하지요”하여 양

양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양에 알리는 기회로 삼았다. 

최근 제3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폴 호큰의‘자연자본론’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

이론의 개념은 자연경관이 인류의 삶에 큰 향을 주고 또한 곧 자산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연암부사는

캐나다의 폴 호큰 교수 보다 약 200년 앞서 양양의 자연경관을 자산으로 환산하 다고 본다.

다가오는 2016년 9월 1일은 襄陽이 이름 지어진지 600주년이 된다. 양양문화원에서는 양양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하늘이 내린 보물로 재인식하고 문화콘텐츠를 통해 널리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문화융

성의 시대에“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방안을 창조해 내자”는 연암부사의 실학사상과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을 재조명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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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호 양양소식지

“현산학교와 남궁 억”
(한서 남궁 억 양양군수가 현산사립학교를 세우다.)

한서(翰西)의 생애와 활동

한서(翰西) 남궁 억(南宮 檍, 1863-1939)의 자(字)는 치만(致萬)이고 호(號)는 한서(翰西)이며 본관은 함열

(咸悅)이다. 한성부 종로방 정동 왜송골(倭松洞)에서 중추부도사(中樞府都事)를 지낸 남궁 (南宮泳)과 덕수

이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변혁기에 태어나,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

서 식민의 수난을 당하 다. 20세를 전후하여 유학교육과 근대학교에서 신교육을 받았다. 

고종의 권유로 1903년부터 성주목사, 양양군수(襄陽郡守)를 지냈으나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조약의 부당함을 간하다가 실패하자 관직을 사퇴하 다. 1906년 2월 다시 양양군수로 복직 애국계몽에 참

여하다가 1939년 77세를 일기로 면하시었는데 그의 정신은 무궁화를 통해 아직도 생생하게 우리들 가슴

속에 살아남아 있다.

현산학교(峴山學校) 설립이야기

한서(翰西)는 1906년 양양군수로 부임하여 2월에 소학교 설립문제로 군민대표들을 소집하여 향회를 개최,

협의한 결과 반대론이 있었고 변재안(辨財案:재정조달 방법)이 곤란하자 수향(首鄕)과 통유(通儒)들로 하여

금 재정을 조달하게 하 다. 그러나 통유들이 거부하므로 유림들이 향교에 모여 대회를 열고 각 종친회와 서

당계에서 1만량을 조달케 하 다. 

동년 4월 9개면에 사는 재산가들을 현재의 군청사 뒤 태평루 정자로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환대하

다. 연회가 파할 무렵 그 자리에서 소학교 설립보조금 3만량을 모금하 다. 이에 따라 향교의 향장(鄕長)은

폐지되고 향청(鄕廳)이 남아 있던 재산과 유림들이 모은 1만량을 합하여 4만량(당시 화폐로 4,000환)으로

현산학교를 건립하 다. 

이러한 노력으로 1906년 7월 20일 개교식에는 200명의 학생이 모 다고 한다. 이들에게는 무상으로 공

책과 연필을 공급하 고, 교과서를 깨끗이 사용한 학생들에게는 상을 주어, 다음 학년생에게 넘겨줄 수 있도

록 하 다. 교사는 총 4명이며 교과는 8과목 이었다. 남궁 억은 어와 음악을 정우용이 산수와 역사, 김홍

식이 일어와 체조, 이홍 이 국문과 한문을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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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 원년(1907년) 4월 민긍호 외 4명의 의병들이 군청을 점령하고 현산학교를 소진시켜 버렸는데, 이후

건물을 다시 수습하여 1911년에 양양공립보통학교로 개칭했다. 

2010년 발견된 문현산학교작흥하양양인사(聞峴山學校作興賀襄陽人士) 첩문(帖文)은 1906년 8월 17일에

작성한 것으로, 현산학교가 흥성하 다는 것을 듣고 양양인사들에게 경하(慶賀)하는 로 고급 한지에 먹으

로 내려 쓴 국한문 혼용체로 길이 120cm 너비 15cm 두루마리에 1천자 내외의 반초서체로 작성되어 있다.

내용은 당시 양양은 소읍이고 벽지인 곳에서 어, 국문 등 신학문을 가르쳤으며 인근 강릉, 간성, 삼척 등

지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이 운집했다고 기록하 다. 또한 당시 팔도 가운데 가히 양양에 부끄럽지 않은 군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말하는 등 양양 현산학교가 어려움 속에서 개교한 것은 타 지역에서도 본받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은 작성자가 밝혀져 있지 않아 판단할 수 없으나 남궁 억 군수를 치하하고 양양인사들의

협조에 대하여 감사하는 문장내용으로 보아 지역유지나 당시 교육 분야 상위직책자의 로 판단된다고 했

다.

(현산문화 21호: 2010년 2월, 양양문화원 발행 참조)

붙임: 사진 4매

(남궁 억 선생, 현산학교 수료증서, 현산학교 옛터, 현산학교 축하 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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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호 양양소식지

6.25전쟁과 국군의날

우리 양양은 국군의 날과 직접적이고 접한 관계에 있다.

6.25한국전쟁 때 최초로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한 곳이 우리 양양에서 부터 이며,

최초로 38선을 돌파 북진한 10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1956년국군의 날로 정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6.25전쟁시 38도선 돌파는 양양에서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38도선을 경계로 양양군은 거의 북한지역에 속하게 되었다.

양양군 기사문리와 잔교리 사이에 38도선이 걸치게 되어 남북한 간에 크고 작은 분쟁이 자주 있었다. 그러

던 중 북한은 1950년 봄부터 기차를 이용하여 양양역에 수많은 인민군과 무기, 군수물자를 옮겨왔고 전쟁준

비를 하 다. 6월 25일 새벽 북한은 양양에서부터 불법 남침을 감행하 다. 미처 대비를 제대로 못한 대한

민국은 후퇴를 하게 되었다. 두달 만에 낙동강까지 후퇴하여 부산에서 대구에 이르는 지역까지만 남기고 적

의 손안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리하여 정부는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다. 

이때 미국을 비롯한 유엔 16개국의 전투병력과 5개국의 지원부대가 발 빠른 참전으로 인천상륙작전을 감

행 반격을 시작하여 9월 말 38도선 근처에 도달했을 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38선을‘국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군의 북진을 명령하달 하 고 대한민국 육군 제3보병사단 23연대가 처음으로 북으로 진격하여

1950년 10월 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양의 기사문리 38도선을 돌파하여 북한 땅이던 양양지역은 대한민국

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계속 북진하여 1950년 10월 19일 평양을 점령하고 이어서 압록강까지 진격하여 곧 통일

이 될 것 같은 희망이 보 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1.4후퇴)하여 양양은 물론 강릉까

지 또다시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후퇴 과정에서 양양 전 지역은 관공서, 가옥, 학교, 낙산사 등 거의

모두가 화재를 당해 남아있는 건물이 거의 없이 잿더미가 되었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은 국군과 유엔군은 51년 3월 26일 다시 양양을 탈환 북진하여 지금의 휴전선에서 정

전을 맞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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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역사

10월 1일은 68주년을 맞이하는 국군의 날이다. 우리 국군의 위용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군 장병들의 사

기를 드높이기 위함이 국군의 날 제정의 목적이다. 

처음에는 각 군의 창설일에 맞추어 따로 기념일을 가졌었다. 

해군은 1945년 11월 11일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육군은 1946년 1월 15일이었는데 1950년 3사단이 양양 기사문리의 38도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하여 10월

1일로 바꾸어 행사를 개최하다가 3군이 따로 행사를 치르니 물적 시간적 낭비가 커서 1956년 정부는 국무회

의를 거쳐 10월 1일로 통합하여 행사를 개최하도록 결정하 다. 

국군 창설의 요람

6.25전쟁 중에 양양에서는 7개의 야전군 사단을 창설 전선으로 배치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다. 10월 1일에

는 부대창설의 요람과도 같은 강현면 장산리 부대창설기념공원 (102기갑여단 앞 공원으로 7개 창설 사단 및

이후 창설 부대 기념비를 이곳에 모아 기념공원으로 조성하여 2015년부터 부대창설기념행사 개최)앞에서

기념식을 하고 양양시가지에서는 66년 전 38선을 돌파하여 양양에 입성하는 재현 행사와 8군단 장병들의

무술시범 등 다양한 행사가 있어 그날을 상기하고 군과 주민의 화합의 장을 이룬다. 

북한은 핵폭탄 발사 실험을 계속 하고 있고 그에 대비한 고고도 미사일(사드)을 배치하는 문제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이해관계에 있는 주변국에서 조차 말이 많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나라 사랑과 안보의식을 고취

시켜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날 하루만이라도 나라의 평화와 안녕, 전쟁 억지를 위해 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희생하고 있는 대한의 아들 딸들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38도선부근의 남북군사배치 사진>
<부산-대구만 남은 대한민국 >

<38도선을 돌파하는 국군과 유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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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호 양양소식지

6·25전쟁 때 양양은 유일한“美軍政 統治地域”이었다!

미군정(美軍政)은 3회에 걸쳐 실시

군정(軍政)은 사전적의미로 전쟁이나 사변 중에 점령 지역의 군사령관이 임시로 행하는 통치행위로 행정력

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국현대사에서 미군정은 1945년 해방시기부터 1954년 11월 17일 이전까

지 세 번에 걸쳐 실시되었다.

첫 번째 미군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한반도의 38°선 (이북은 소련군이 점령하고) 이남은 1945년 9월

9일부터 미군이 진주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이다. 

두 번째 미군정은 6·25한국전쟁시기에 유엔군과 국군이 북한지역을 일시 점령하던 시기인 1950년 10월

중순부터 12월초까지 대략 45일간 실시되었는데 이때는 전쟁 중이므로 주민들도 전쟁에 휩쓸려 생존을 위

협받고 피란생활이나 동굴 속에 숨어 힘겹게 지내던 시기이다.

세 번째 미군정은 6·25한국전쟁시기 38°선 이북지역 중 양양지역만 군정을 시범 실시하 는데, 1951년

7월 4일부터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1953년 7월 27일까지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한민국 국군으로부터

민정이양이 된 1954년 11월 17일 이전까지 3년 4개월이 통설(通說)이다. 

6·25전쟁 중 양양에만 주민거주 허용!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38°선 이북지역인 강원도 7개 군(양양·고성·인제·양구·화천·철원·김화)과

경기도 2개 군(연천·포천)은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기까지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으로 원주민

모두를 강제 피난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인의 접근도 일체금지 되었다.

그러나 미군은 양양지역은 예외로 휴전이 이루어 질 때까지 민간인 거주를 허용하 다. 그럴만한 이유는

당시 속초지역에서 원산에 이르는 동해전선은 미8군 제10군단, 국군1군단, HID, 동해사령부, 해병대 등 작

전부대가 전진 배치됨으로써 군부대를 지원할 많은 민간인 군노무자가 필요했고, 점령한 사회주의 지역에

대해 적성(赤性)을 제거하고 민주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책 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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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군정 실체는 육군 제1군단 사령부 다. 

1951년 7월 4일 미 제8군사령부 부령『행정명령 제34호』에 의거하여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양양·고

성지구에 주둔해 있던 국군 제1군단이 군정을 맡아 실시하 다. 군단사령부는 민사처를 통해 민정을 실시했

고 구체적으로 행정을 집행한 것은 현지민사 팀 이었다. 이에 따라 양양의 8개 읍면은 수복이후 주민 총수 7

만에 이르고 38°선 이북지역 총면적은 582k㎡에 달하 다. 

양양군내 전반에 걸쳐 1951년 7월 5일 읍면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10일에는 군자치위원회를, 8월 1

일에는 군 관할지구『지방자치행정잠정규정』을 공포 시행하 다. 본 규정에 의거 각 이장 읍장을 선거한 다

음 동월 10일에는 양양군 민정관(군수)을 선출 초대 민정관에 박종승(朴鍾勝)이 당선되었다. 

민정관(民政官)의 대주민 권한행사는 군부의 향력 아래서 가능했으며 민사군정(民事軍政)은 미군에 의해

기획, 지휘된 것으로 주택 및 공공시설은 미 제8군의 자금과 자재를 지원받아 한국 군단의 공병대가 건설했

다. 

농기구, 농우, 의류 등 구호물자는 주로 유엔군사령관 산하 한국 민사원조처로부터 나왔다. 이와 같이 38°

선 이북 양양지역에는 미군통제 아래서 한국군의 명령으로 군정이 실시되었는데, 이 지역에서는 한국정부의

향력은 전혀 미치지 못하 다고 한다. 

박종승 민정관 임명장 귀농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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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휼미 배급 사진

이승만 대통령 관련사진(낙산사 낙성식(1953.4)) 양양목교

총통바위 공병탑

이승만 대통령 관련사진
(이승만대통령과 박종승민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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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호 양양소식지

양양600년사에 큰 획을 긋고, 새 천년 희망의 나래를 펴다!

1. 양양 향토사를 재조명하다. 

우리는 스스로 전통문화 고장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주인공임을 자부하면서 살아왔다. 지난 9월 1일

은 조선 태종 16년(1416년)에 양양이라 이름한지 600주년을 맞이하면서 잊혀 진 세월 뒤안길의 향토사를 재

조명하는 뜻 깊은 기회를 가졌었다. 

세계 8대 관음성지의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임해고찰 낙산사의 창설설화를 시작으로 10회에 걸쳐 향토

사를 살펴보았다. 몽골의 침략 때 낙산사 사노 걸승(寺奴乞升)은 이성(二聖)의 진용(眞容)과 두 보주(寶珠)를

양주성(襄州城)으로 옮겨 묻어놓았다가 몽골군이 물러간 뒤 다시 파내어 두 보주(寶珠)를 명주동 감창사에

바쳤는데, 이를 제대로 지킬 수 없다하여 어부(御府)로 수운(輸運)하여 내부(內府)에 봉안하는 공을 세웠다. 

도의선사(道義禪師)는 784년(선덕왕 5)에 당나라로 건너가 지장(智藏)의 선법(禪法)을 이어받고 821년(헌

덕왕 13)에 귀국하여 설법하 으나, 당시는 교종(敎宗)만을 숭상하던 때 으므로 선법을 익히려고 하지 않았

다. 그리하여 이곳‘진전사(陳田寺)’로 들어와 40년 동안 수도했으며, 후대에 선종을 크게 일으킨 염거화상

과 보조선사 같은 걸출한 고승들을 배출하 고, 현재 양양의‘진전사’는 한국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발

상지로써 위상을 견지(堅持)하고‘조계종’의 종조(宗祖)로써 추앙받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 외 동해신묘의 올바른 이해, 한계령은 옛 오색령, 지금의 북암령은 옛 소동라령,  대축제 양양문화제,

연암박지원과 경관녹봉론, 북지역 최초의 신학문 전파 현산학교, 국군의 날 지정유래, 낙산사의 조신의

꿈, 6·25한국전쟁 때 양양은 미군정통치지역 등의 내용을 양양소식지에 담아 군민을 일깨운 바 있다.

또한 양양600주년의 기념비적(記念碑的)사업으로 지난 10월 30일에 한계령 정상에 우리군민의 확고한 의

지가 담긴 백두대간 오색령 표석을 대형으로 교체하 다. 이로써 우리고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오색

령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파하고 조속히 오색령으로 복원하자는데 의미를 두고 홍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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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양문화원의 현안(懸案)은 무엇인가?  

양양문화원 및 향토사료전시관 건립

새천년 문화융성(文化隆盛)시대를 맞는 양양문화원은 향토문화의 중심축으로써 그 어느 때 보다 역할이 크

다. 그러나 현실은 거리가 멀다. 군민의 문화 활동 공간인 현 문화원 건물은 지은 지 오래되어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개선대책으로‘양양문화원’과‘향토사료전시관’을 조속히 신

축해 명실상부한 전통문화의 전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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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의 음식

양양의 음식양양의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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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류
떡은 가정의 대소사 및 잔칫날과 같은 의례행사에 빠지지 않는 주요한 음

식이다. 떡이란 곡식을 가루 내어 찌거나 삶거나 기름으로 지져서 만든 음

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떡의 어원은 옛말의 동사 찌다가 명사가 되어

찌기-떼기-떠기-떡으로 변화된것으로 본래는 찐 것이라는 뜻이다. 떡을

일컫는 한자어로는 고(●), 이(餌), 자(瓷), 편(片,●), 병이(餠餌), 투(偸), 탁

(●)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병(餠)이라고 한다.

1) 감말랭이찰편 재료는 찹쌀 2kg, 감말랭이 400g, 밤 20개, 서리태 200g, 대추 500g, 설

탕 1 컵, 소금 약간이다. 찹쌀은 물에 불린 후 곱게 갈고 감말랭이는 물에 씻

어 닦아 놓는다. 밤은 껍질을 벗겨 반으로 잘라놓고 서리태는 물에 씻어 불

려 놓고 대추는 씨를 빼고 적당한 크기로 썬다. 찹쌀가루에 감말랭이, 서리

태, 밤, 대추, 설탕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시루에 넣어 쪄 낸다.<제보자 : 황

현숙(여) : 현북면 잔교리>

2) 당귀잎떡 재료는 쌀 2되, 팥 2컵, 삶은 당귀잎 8컵, 설탕 1컵, 소금 4큰술이다. 쌀은 8

시간 불려서 소금을 넣고 빻아 체에 내린 다음 설탕을 고루 섞어 넓은 그릇

에 담고 삶은 팥과 당귀잎을 잘게 뜯어 섞어 시루에 밑을 깔고 넣어 떡을 안

친다. 김이 오르고 젓가락으로 찔러보아 쌀가루가 묻어나지 않으면 다 익은

것으로 떡을 그릇에 쏟아 한 김 나간 후 먹기 좋게 썬다.<제보자 : 이정희

(여) : 서면 용천리>

3) 도토리칡송편 재료는 쌀가루 400g, 칡가루 150g, 도토리가루 150g, 소금·콩·팥·설

탕·솔잎 약간이다. 쌀을 8시간 정도 물에 불려 빻아 가루로 만든다. 송편소

로 검은 콩과 팥을 넣는데 검은 콩은 물에 4시간 정도 불린 후 물을 제거하

고 소금을 넣어 고루 섞고 팥은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한 번 끓어오르면 물

을 버리고 다시 새 물을 부어 주어 푹 삶아지면 체에 걸러 앙금을 낸 후 설탕

을 넣고 약한 불에서 볶아 식힌다. 쌀가루와 칡가루, 도토리가루를 고루 섞

은 후 소금을 넣고 익반죽한다. 소를 넣고 송편을 빚은 후 식용유를 발라 붙

지 않도록 하고 찜통에 솔잎을 깔고 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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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 총떡 재료는 메 가루 2kg, 두부 1kg, 갓 1kg, 마늘 60g, 숙주 400g, 소금

100g, 고춧가루 40g, 깨소금·들기름 약간이다. 메 을 갈아서 껍질을 벗

긴 후 곱게 갈아서 체에 내린다. 두부는 꼭 짜서 잘게 으깨고 갓김치(배추김

치)는 송송 썬다. 숙주나물은 살짝 데쳐서 잘게 썬다. 준비된 재료에 갖은 양

념을 하여 버무린다. 메 반죽은 기름을 두른 후 팬에 한 국자 떠 넣고 다른

재료를 넣어 말아서 지져낸다.

<제보자 : 오옥연(여) : 양양읍 청곡2리>

5) 수수부꾸미 재료는 차수수 6컵, 팥 1컵, 소금 1작은술, 설탕 4큰술, 계피가루 2큰술, 식

용유 약간이다. 차수수는 깨끗이 씻어 하루쯤 더운 물에 불린 후 가루를 만

들어 놓고 팥은 껍질을 벗긴 후 충분히 쪄낸다. 다 쪄진 팥은 뜨거울 때 소금

을 넣어 주걱으로 으깨어 어레미로 내린 다음 설탕, 계피가루를 넣고 소를

만든다. 차수수가루는 익반죽하여 둥 납작하게 만들어 팬에 모양을 만들어

지지면서 한 쪽이 익으면 뒤집어서 다른 쪽을 익히고 소를 한가운데 넣어 반

을 접어 꼭꼭 눌러 붙인다.

6) 찰옥수수시루떡 재료는 찰옥수수 500g, 팥 250g, 설탕·소금 적당량이다. 찰옥수수를 물에

불려 곱게 빻는다. 팥에 물을 붓고 끓인 후 일단 물을 버리고 다시 잠길 정도

의 물을 부어 삶아 대충 빻는다. 찜솥에 김이 오르면 팥을 깔고 찰옥수수가

루를 1cm 두께로 깔고 다시 팥을 깐다. 뜸을 들이고 따뜻할 때 썰어 낸다.

<제보자 : 정옥연(여) : 서면 덕리>

7) 송천떡 송천 민속떡의 특징은 전통방식 그대로 직접 빚어 만드는 민속떡으로 맑은

공기와 순수한 시골 인심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특히 떡을 만드는 식재료는

청정 자연에서 자라는 쑥 등의 신선한 재료와 무공해 청정쌀을 이용하여 거

의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전통방식 그대로 손으로 빚어 만들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소를 만드는데 강낭콩과 팥을 삶은 다음 고운체

에 걸러 물기 없이 꼭 짠 다음 팬에 소금, 설탕을 넣고 계속 저으면서 수분을

증발시켜 가루를 만들어 소를 넣는다. 모든 떡은 안반에 떡메로 쳐 만들어

맛있고 입안에서의 촉감이 매우 좋아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떡의 종류로는

송편, 개피떡, 절편, 백설기, 쑥설기, 팥시루떡, 인절미, 찹쌀모찌, 찰뭉생

이, 콩시루떡뿐만 아니라 약식까지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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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식 : 재료는 찹쌀 5컵, 밤 10개, 대추 5개, 잣 2큰술, 황설탕 1⅔컵, 참기름 5큰술, 계핏가루 1큰술,

간장 4큰술, 소금 ½큰술이다. 쌀을 5시간 이상 충분히 불린후 시루에 찌고 충분히 찐 쌀에 볶은 설탕

을 넣고 골고루 섞은 후 참기름, 간장, 소금, 계핏가루, 대추, 밤, 잣을 넣고 골고루 혼합하여 시루에 다

시 찐다. 모양을 만들어 식혀 썬 후 담는다.

(2) 송편 : 재료는 멥쌀 5컵(멥쌀가루 10컵), 쑥 60g, 소금 1큰술, 송편소(풋콩 300g,소금 1작은술)이다.

멥쌀은 깨끗이 씻어 물에 5시간 정도 불린 후 소쿠리에 건져 소금을 넣고 가루로 빻아서 체에 내린다.

쑥은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파랗게 데쳐서 곱게 다진다. 멥쌀가루를 2등분하여 하나는 그대로, 하나

는 쑥 다진 것을 넣어 절구에 찧어 끓는 물로 익반죽하여 오래 치대어 젖은 베보자기나 비닐 등을 덮어

둔다. 풋콩은 껍질을 벗기고 소금을 약간 뿌려 간을 한다. 각각의 반죽을 한 입 크기로 떼어 둥 게 빚

은 후 가운데에 우물을 파 소를 넣고 손자국 모양을 내어 빚는다. 빚은 송편에 솔잎을 깐 찜통에 서로

닿지 않게 얹고 김이 오르고 난 후 20~25분 정도 더 찐다. 다 익으면 불을 끄고 5분 정도 뜸을 들인

후 참기름을 발라낸다.

(3) 개피떡 : 재료는 멥쌀 5컵(멥쌀가루 10컵), 소금 1큰술, 쑥 60g, 동부콩(거피)150g, 설탕 1큰술이다.

멥쌀을 물에 12시간 정도 담갔다가 건진 다음 소금을 넣어 기계로 갈아 고운 가루를 만든 후 물을 뿌려

고루 섞어서 찜통에 찌고 꽈리가 일도록 기계로 다시 쳐서 이등분한다. 쑥개피떡은 쑥을 손질하여 끓

는 소금물에 살짝 데쳐 헹군 후 물기를 빼고 다져서 쪄낸 멥쌀가루와 함께 초록색이 나도록 기계로 찧

는다. 흰색 개피떡은 그대로 사용한다. 동부콩을 거피하여 소금과 설탕을 넣어 섞은 후 꼭꼭 주물러 소

로 넣는다. 대로 민 떡을 넓게 펼친 후 꼭꼭 주물러 놓은 소를 넣고 지름 5.5cm 정도의 공기로 떡을

하나씩 떠낸다.<제보자 : 박희순(여, 63세) : 서면 송천리 1반>

(4) 백설기 : 재료는 멥쌀 10컵(멥쌀가루 20컵), 소금 1.5큰술, 꿀 1.5큰술, 설탕물(설탕 1컵, 물 2/3컵)이

다. 멥쌀을 깨끗이 씻어 물에 12시간 정도 담갔다가 건진 다음 소금을 넣고 빻아 체에 내려서 끓인 설

탕물과 꿀을 넣어 솔솔 뿌리면서 손으로 고루 비빈 후 체에 다시 한 번 내린다. 시루에 시루밑을 깔고

쌀가루를 손으로 솔솔 뿌려 위를 고르고 편편하게 한 다음 베보자기를 물에 적셔 시루 위를 덮고 불에

올려 김이 오르면 약 20분 정도 푹 쪄낸다.

(5) 쑥설기 : 재료는 멥쌀 10컵(멥쌀가루 20컵), 쑥 100g, 소금 2큰술, 꿀 2큰술, 설탕물(설탕 1컵, 물 ⅔

컵)이다. 멥쌀을 깨끗이 씻어 물에 12시간 정도 담갔다가 건진다음 소금을 넣고 빻아 놓는다. 하나는

쌀가루를 고운체에 내려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 놓고 다른 하나는 쑥을 삶은 다음 쌀가루와 섞어 같이

갈아 고운체에 내려서 고운 가루를 만든다. 체에 내린 각각의 가루에 끓인 설탕물과 꿀을 넣어 솔솔 뿌

리면서 손으로 고루 비빈 후 체에 다시 한 번 내린다. 시루에 시루밑을 깔고 쌀가루를 손으로 솔솔 뿌

려 위를 고르고 편편하게 한 다음 쑥과 쌀가루를 혼합한 가루를 한 켜 올린 후 다시 켜켜로 올려 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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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물에 적셔 시루 위를 덮고 불에 올려 김이 오르면 약 20분 정도 푹 쪄 낸다. 뜸이 잘 들었으면

도마에 엎어서 한 김 나간 후에 큼직하고 네모지게 썬다.

<제보자 : 추계월(여, 57세) : 서면 송천리 2반>

(6) 팥시루떡(팥고물시루떡) : 재료는 멥쌀 10컵(멥쌀가루 20컵), 소금 2큰술, 고물(붉은 팥 4컵, 소금 1큰

술)이다. 멥쌀을 깨끗이 씻어 물에 12시간 정도 담갔다가 건진후, 소금을 넣고 빻아 체에 내려 고운 가

루를 만든다. 팥에 물을 붓고 삶아 한소끔 끓으면 그 물을 버리고 다시 팥의 3배 정도의 찬물을 부어

팥이 무를 때까지 삶는다. 팥이 거의 익으면 물을 따라내고 낮은 불에서 뜸을 들인 후 소금을 넣고 절

구에 대강 찧어 고물을 만든다. 시루에 시루밑을 깔고 팥고물을 뿌린 다음 멥쌀가루를 3~4cm 두께로

수평으로 편편하게 안치고 계속 팥고물과 멥쌀가루를 번갈아 켜켜로 안쳐 솥 위에 올린 후 가루로

반죽 한 시룻번을 붙인다. 베보자기를 물에 적셔 시루 위에 덮고 센 불에서 찌다가 김이 오르면 20분

정도 더 쪄 낸다.

(7) 인절미 : 재료는 찹쌀 10컵(찹쌀가루 20컵), 소금 2큰술, 물 ½컵, 고물 1(노란콩가루 1컵, 소금 ⅛작

은술, 설탕 1큰술), 고물 2(거피 붉은 팥 1컵, 소금 ⅛작은술,설탕 1큰술), 고물 3(거피 동부팥 1컵, 소

금 ⅛ 작은술, 설탕 1큰술)이다. 찹쌀을 깨끗이 씻어 물에 12시간 이상 담갔다가 건진 다음 찜통에 안

쳐서 거의 익을 무렵 소금물을 밥에 뿌려 다시 푹 찐다. 노란 콩가루와 거피 붉은 팥, 거피 동부 팥에

소금과 설탕을 넣어 간을 맞춘다. 절구에 찐 밥을 넣고 절구공이에 소금을 잘 적셔가며 으깨어지도록

골고루 친다. 안반에 고물가루를 깔고 쏟아 적당한 두께로 어 가로 3cm, 세로 5cm의 크기로 썰어

놓은 떡이 뜨거울 때 각색 고물을 묻혀낸다.

(8) 미지떡 : 인절미에 고물을 묻히지 않은 떡을 말한다.<제보자 : 박경자(여, 58세) :서면 송천리 1반>

(9) 찹쌀모찌 : 재료는 찹쌀 10컵, 소금 2큰술, 물 ½컵, 고물(거피 동부팥) 3컵, 모찌소(붉은 팥) 3컵이다.

인절미와 같이 찹쌀을 물에 불린 후 쪄서 절구에 넣어 골고루 잘 쳐진 떡을 적당히 뜯어 삶은 팥을 소

로 넣고 동부팥을 삶아 거피 내어 고물로 묻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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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식

직장암 [ rectal cancer ] 

직장암이란 직장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악성 종양을 말한다.

대장은 크게 결장과 직장으로 구분되는데,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결장에 생기는 암을 결장암, 직장에

생기는 암을 직장암이라고 하며, 이를 통칭하여 대장암 혹은 결장 직장암이라고 한다. 직장은 대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길이는 약 15㎝이며 상부, 중부, 하부 직장으로 나눌 수 있고, 천골의 앞면에서 가운데를 따라 내

려가 항문에서 끝난다.

직장은 파이프 모양의 관으로 안쪽에서부터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 등 4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 대부분의 직장암은 장의 점막에서 발생하는 선암이며, 이 외에도 유암종, 림프종, 육종, 편평상피암,

다른 암의 전이성 병변 등이 있다.

[원인]
직장암의 원인은 일반적인 대장암과 같이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식사와 대장암의 관련성은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로, 이민 등으로 거주 지역이 변하면 유전적

차이에 상관없이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대장암의 발생률이 달라진다. 특히 높은 열량의

섭취, 동물성 지방 섭취, 섬유소 섭취 부족, 비만 등과 대장암의 발생이 관련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동물성 지방의 과도한 섭취

지금까지 이루어진 분석역학적 연구들에서 대장암의 원인으로 가

장 주목을 받은 것이 바로 과다한 육류 섭취 혹은 고지방식이이다.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동물성 지방의 섭취량이 많은 나라에서 대장암

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육류 중에서도 특히 붉은색을 띈 육류가 대

장암 발생률을 높인다. 육식을 통해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간에서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의 생성과 분비가 증가되어 대장 내 담즙산의 양이 많

아지고 대장 내 세균들이 이들을 분해하여 2차 담즙산, 콜레스테롤 대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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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독성 대사산물을 만든다. 이들이 대장세포를 손상시켜 발암물질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킨다.

2) 섬유질 섭취 부족

섬유질, 야채류, 과일류의 충분한 섭취는 대장암의 예방 효과가 있다. 섬유질은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발암물질과 장 점막과의 접촉시간을 단축시키고 장 내 발암물질을 희석시키는 작용

을 한다.

3) 칼슘, 비타민D의 부족

칼슘 섭취가 대장암 발생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몸 안에 비타민 D 농도가 충분하

면 대장암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칼슘은 이온화된 지방산이나 담즙산 등과 결합하여 용해

되지 않는 칼슘염을 형성하여 대장 점막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4) 굽거나 튀기는 조리방법

육류를 굽거나 튀기거나 바비큐할 경우 대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높은 온도에서 육류

가 조리될 때 나오는 발암물질이 대장암의 발생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5) 운동 부족

대장암 발생률이 높은 서구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에 따르면 노동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

람에서 대장암의 발생 위험이 감소되며, 일과 시간뿐 아니라 여가 시간에 즐기는 운동량도 대장암의 발생위

험을 낮춘다고 보고되었다. 신체활동이나 운동은 장의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대변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대변 내 발암물질과 장 점막이 접촉할 시간이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다.

6) 염증성 장 질환

염증성 장 질환인 궤양성 대장염(ulcerative colitis)과 크론병(Crohn’s disease)이 있을 경우 대장암 발

병위험이 증가한다.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는 일반인보다 대장암 발생 위험률이 10배 이상 증가하고 크론병

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대장암 발생률이 4~7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염증성 장 질환으로 진단받

은 사람은 규칙적으로 대장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7) 대장 용종

선종성 용종은 대장에 생기는 혹으로 대부분의 대장암은 원인에 관계없이 선종성 용종이라는 암의 전단계

를 거쳐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 선종성 용종은 증상이 없는 50세 이상의 성인이 대장 내시경을 할 경우 약



30% 정도에서 발견된다. 선종성 용종이 얼마나 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는지는 용종의 크기와 현미경적 조

직 소견에 따라 차이가 있다. 크기가 1cm보다 작은 경우는 암세포가 들어 있을 확률이 1% 정도이지만 2cm

보다 크면 암세포가 들어 있을 확률이 약 35~50%나 된다. 또한 조직검사에서 융모성 성분을 많이 포함 하

고 있을 경우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8) 유전적 요인

대장암이나 대장 선종을 가진 환자의 가족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대장암

의 발병위험을 높이는 가족 내 유전질환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가족성 선종성 대장 폴립증이라

고도 불리는 가족성 용종증(Familial Adenomatous Polyposis)인데, 이 질환은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선종

이 대장에 생기게 되고 성인이 되면 거의 100% 암으로 진행한다. 둘째는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

(Hereditary Non-Polyposis Colorectal Cancer)이며, 이 질환은 젊은 나이에 발병하고 가족성 용종증보

다 흔하고 이 질환을 발견한 린치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 린치 증후군이라고도 불린다.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며 DNA 부정합을 교정하는 유전자인 hMSH2, hMLH1, hMSH6, hPMS1,

hPMS2 이상과 연관 있다.

대장암 가족력에 따른 대장암 발생 위험률은 다음과 같다.

- 일차 직계가족 중 1명이 대장암 발병 : 약 2~3 배 위험도 증가

- 일차 직계가족 중 2명이 대장암 발병 : 약 3~4 배 위험도 증가

- 일차 직계가족 중 1명이 50세 이전에 대장암 발병 : 약 3~4 배 위험도 증가

- 이차 직계가족 또는 삼차 직계가족 중 1명이 대장암 발병 : 약 1.5 배 위험도 증가

- 이차 직계가족 중 2명이 대장암 발병 : 약 2~3 배 위험도 증가

- 일차 직계가족 중 1명이 대장 선종 발병 : 약 2 배 위험도 증가

- 일차 직계가족 : 부모, 형제, 자녀

- 이차 직계가족 : 조부모, 손자, 삼촌, 이모, 고모, 조카 등

- 삼차 직계가족 : 증조부모, 증손자, 사촌 등

9) 50세 이상의 연령

대장암은 연령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50세 이상의 연령에

서 발생률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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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초기 직장암의 경우에는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으나, 암이 자라면서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변과 변

이 가늘어지는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며, 식욕부진과 체중감소를 동반할 수도 있다. 대변보는 습관의 변화로

변을 참기가 힘들거나 변을 본 다음에도 다시 보고 싶어지는 후증도 동반될 수 있고 암이 진행하게 되면 통

증도 생긴다.

암이 진행하는 경우 직장 주변의 방광, 여성의 경우 질, 주변 신경으로 전이되어 아랫배의 통증이나 질 출

혈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증상만으로는 치질 등의 다른 질환과 구별이 안되므로 전문의의와 상담하고 정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
직장암의 확진은 내시경 검사를 통한 조직검사를 통해 암세포를 발견해야 가능하다.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검사로는 직장 수지검사, 대변검사, 대장 조 술, CT 또는 MRI 검사, 혈액검사 등이 있다.

[검사]
1. 직장 수지 검사
검사자가 항문을 통해 손가락을 삽입하여 직장 부위 종양을 진단하는 것으로 이 부위에 발생하는 종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검사가 직장에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 보는 직장 수지검사이다.

전문의가 검사할 때에는 직장암의 75%를 발견할 수 있다.

2. 대변검사(잠혈 반응검사)
흔히 대변검사라 칭하는 것으로 대변의 혈액성분을 확인하는 것이다. 간단하고 경제적인 검사법이지만 정

확성이 떨어지므로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식물(고기,

익히지 않은 과일과 야채) 및 약제(비타민 C, 아스피린) 섭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암의 전

단계인 선종성 용종이 있어도 10~50%정도 밖에 진단하지 못한다.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정확도를 높이

려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널리 사용되기에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3. 이중바륨 대장 조 술
항문을 통해 작은 튜브를 삽입하고 바륨 조 제를 넣고 대장 내부를 공기로 확장시킨 다음, 대장 속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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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점막에 이상이 있는지 검사하는 방법이다. 검사 중 진통제나 수면유도제가 필요치 않으며 전체 대장을 안

전하게 검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확한 검사를 위해 하제를 이용하여 장을 비워야 하고 방사선

노출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무엇보다 대장 내시경 검사에 비해 용종에 대해서 예민도가 낮아 작은 용

종이나 암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 용종이나 암이 의심되는 경우 정확한 진단 및 조직검사를 위해 대장 내

시경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4. 에스 결장경
내시경의 일종으로 대장 내시경보다는 길이가 짧다. 간단한 관장 후 대장을 직접 관찰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체 대장을 관찰할 수는 없으나 항문으로부터 약 60cm 내외 거리에 있는 하행결

장까지 관찰하므로 에스 결장경 검사로 직장암을 진단할 수 있다.

5. 대장 내시경
항문을 통하여 내시경을 삽입하여 대장 전체를 관찰하는 검사로 대장 질환을 가장 정확히 진단 할 수 있

다. 환자는 검사를 위해서 전날 저녁식사는 죽 등으로 가볍게 하고 하제를 복용하여 대장 내에 남아있는 변

을 제거해야 한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대장암, 대장 용종의 발견에 있어 진단율이 매우 높고 조직검사와 용

종 제거가 가능하므로 매우 유용한 검사법이나, 검사하는 동안 통증을 느낄 수 있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 수

면유도제를 사용할 경우 약물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드물긴 하지만 장 천공 등의 합

병증이 생길 수 있으며 암 등으로 대장이 막혀 있으면 더 이상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6. CT 대장조 술
CT 대장조 술 검사는 컴퓨터 기술과 상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대장암

의 새로운 검사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대장을 비우

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대장 내시경과 같은 방법으로 하제를 이용해

장을 비워야 한다. 검사는 항문에 튜브를 삽입하고 공기나 이산화

탄소를 주입하여 장을 부풀려서 CT 촬 하여 상을 얻고 이 상

들을 컴퓨터에서 3차원 상 재구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마치 내

시경으로 대장 내부를 보듯이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어 대장을 관

찰 하게 된다.

CT 대장 조 술의 장점은 안전하고 검사 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이다. 장

천공이나 출혈 등의 합병증이 거의 없고 대장 내시경처럼 통증을 줄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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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안정이나 수면유도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15분만에 검사를 끝내고 곧바로 집이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 또한 고령이나 심장병, 신장병 등의 여러 가지 내과적인 질환을 앓고 있어 대장 내시경 검사

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검사가 가능하다. 암으로 인해 장이 막혀서 내시경이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

부 대장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일반 복부 CT 검사와 마찬가지로 대장뿐 아니라 배 속의 내부 장기 즉,

간, 담낭, 췌장, 비장, 신장 등의 다른 장기도 함께 검사할 수 있다.

암에 대한 진단률은 높으나 대장내시경에 비해 작은 용종의 발견율이 낮고, 가끔 잔변과 암, 용종의 구별

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환자가 방사선 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조직검사나 치료를 위해 대

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다.

[치료]
직장암 치료의 목표는 암을 완전하게 제거해서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고 아울러 정상 항문으로 배변이 이

루어지도록 하고, 성기능과 배뇨기능을 보존하는 것이다.

병기에 따라 다양한 치료방법이 적용된다. 치료 방법으로는 내시경을 이용한 절제술, 외과적 수술, 항암화

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이 있다.

1) 내시경을 통한 국소 절제

직장암의 암세포가 림프절 전이에 관계없이 점막과 점막아래층까지만 침번된 경우를‘조기암’이라고 하

는데, 이러한 경우 엄선된 병변에 대해서는 내시경적 치료만으로 완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조기 암에서

내시경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암의 크기, 침범 깊이, 암의 조직형, 환자의 신체적 상태를 고려

하여 신중하게 치료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내시경에 의한 용종 절제술 후 조직 검사에서 종양의 분화가 나쁜 경우나, 혈관이나 림프관 침범, 절제된

경계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점막아래 깊은 층까지 침범이 된 경우에는 림프절 절제를 포함한 대장

절제술을 추가로 시행해야 한다.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을 시행하기 전에 초음파 내시경을 실시하여 병변의

깊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정확한 치료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크기가 큰 경우엔 점막하층 이상 침범되는

경우가 많고 전이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외과적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2) 외과적 수술

직장암 치료의 가장 근본이 되는 치료법으로서, 절제 가능한 대장암을 근치시키려는 목적뿐 아니라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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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경우에도 증상적 완화와 향후 보조치료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 시행될 수 있다. 수술법은 암의 상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조기 직장암의 경우 항문을 통한 내시경 미세 수술을 하거나 복강경을 이용해 수술을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수술은 복부 절개 후 암을 포함한 대장 일부 또는 전체를 절제하여 종양을 제거한

다. 제거할 때는 종양 주위 정상 조직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전이가 있을 수 있어 정상조직을 일부 포

함하여 절제하게 된다.

항문과 얼마나 가까운 부위에 암이 있는 가에 따라 수술 방법이 결정되는데, 암이 항문에서 최소한 5cm정

도 멀리 있으면 항문을 남기고 직장암만 제거할 수 있지만, 항문까지 암이 퍼졌거나 항문가까이 암이 위치한

경우 암을 완전하게 제거 하기 위해 항문까지 제거하고 인공 항문을 만들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항문을

없애야 했던 하부직장암에서도 "자동문합기"라는 기계를 이용하는 등 수술 방법이 많이 개선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해서 암 덩어리를 작게 만들어 수술하면 항문을 보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3) 항암 화학요법

수술로 직장암이 완전 절제된 경우 병기에 따라 재발을 줄이고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항암제를 사용하거

나 수술이 불가능한 직장암에서 수술 전에 항암치료를 해서 암의 크기를 줄인 다음 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경

우가 있는데, 이를 보조 화학요법이라 한다. 항암 화학요법은 보통 여러 차례 주기적으로 반복 시행하게 되

고 환자의 전신 상태와 다른 치료법과 같이 사용하는지에 따라 병합 치료가 달라질 수 있다. 약물 부작용

을 알아보기 해 항암제 사용 주기마다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암의 크기가 얼마나 줄었는지 상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4) 방사선치료

신체 외부에서 엑스선 장비를 이용해 방사선을 쪼여 암을 감소시

키는 방법이다. 수술이 불가능한 직장암에서는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통해 암의 크기를 감소시켜 수술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고

항문 가까이에 위치한 암에서도 수술 전 방사선 치료를 통해 항문을

살리는 수술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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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합병증]
대부분의 직장암은 선종성 용종이라는 대장의‘혹‘에서 발생한다. 선종성 용종은 대장의 가장 안쪽 층인

점막층에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해서 점점 자라고 이 중 일부가 암으로 변하게 되고, 암 세포가 대장벽 쪽으로

점점 파고 들어가게 된다.

암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출혈, 통증, 천공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암이 자라나면서 변비가 생기

고 장이 막힐 수 있다. 암이 배 안으로 퍼지면 배에 물이 차는 복수가 생길 수 있으며 암이 방광으로 전이되

면 여러 가지 비뇨생식기 관련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

암이 직장에만 국한된 경우,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다면 직장암의 생존율이 높아진다.

- 직장암의 병기

- 0기 : 암이 직장 점막에 국한된 경우

- 1기 : 암이 직장 밖으로 퍼지지 않고 직장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 2기 : 암이 직장을 넘어 주변조직으로 퍼졌으나 림프절로의 전이가 없는 경우

- 3기 : 암이 주변 림프절로 전이 되었으나 간이나 폐 등 다른 장기로 퍼지지 않은 경우

- 4기 : 암이 간, 폐 등의 다른 장기로 퍼진 경우

[예방방법]
1) 육류, 계란, 우유 제품, 샐러드에 넣는 드레싱, 기름 등의 음식물을 제한하여 지방질의 섭취를 줄인다.

2) 과일, 채소 등과 같이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많이 섭취 한다.

3) 비만이 있는 환자의 경우 체중 조절을 한다.

4) 과음을 피한다.

5) 충분한 양의 칼슘을 섭취한다.

6) 금연한다.

7) 적당한 운동을 한다.

8) 증상이 없더라도 50세가 되면 대장검사를 받는다. 직계 가족 중에 대장암이나 대장 용종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50세 이전에 대장검사를 받도록 한다.

9) 대장검사에서 용종을 진단받은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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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가이드]
1)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나 지나친 육류의 섭취를 줄인다.

2) 신선한 채소 과일 등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

3) 칼슘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

4)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조절을 통해 정상 체중을 유지한다.

5) 금연한다.

6) 과음을 피한다.

7)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다.

[식이요법]
- 비만이 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므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붉은 고기, 고단백

질, 고지방 섭취를 줄이도록 한다. 조리 할 때 도 튀기고, 직접 불에 굽고, 훈제하는 방법보다는 찜을 이

용한다.

-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섭취하도록 한다. 섬유소 자체는 대장암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는 증거는

없으나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 과일, 도정이 덜된 곡류의 섭취는 그 식품들에 각종 항산화 물질

과 유익한 무기질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섭취하는 총 칼로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 칼슘은 담즙산, 지방산과 결합하여 직장상피세포에 담즙산이나 지방산이 나쁘게 작용하는

것을 막는다고 알려져 있어 충분한 칼슘 섭취는 직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효

과적인 칼슘 섭취량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 과도한 음주는 직장암의 위험을 높이므로 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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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효친문예작품

부문

초등학교

중학교
강현중1

최인정

강현중3

이민지

강현초3

박성재

강현초5

박서현

강현초3

박은찬

--
강현중1

양서윤
- -

강현중1

최민서

강현중1

이은오

강현중3

권민희

한남초4

홍선우

손양초1

이시온

양양초6

남수연

강현초6

정준섭

한남초4

정세빈

강현초6

문성결

상평초2

김민성

강현초5

윤시란

손양초6

장윤서

손양초6

백희진

학교별 최우수 우수 장려

산문

최우수 우수 장려

시

최우수 우수 장려

포스터
등위

2016년도경로효친문예작품입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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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효친문예작품

먼저 2016년도 경로효친 문예작품 심사를 맡게 되어 큰 광으로 생각하며 심

사의 기회를 주신 양양문화원에 깊은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심사의 기준으로

‘경로효친의 주제가 잘 드러나는지,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 성찰한 내용이 반

되었는지, 독자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인지’등을 고려하 습니다.

초등 산문 부문에서 최우수로 선정한‘사랑해요 엄마 아빠(강현초3 박성재)’는

가족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드러나며 가족구성원 하나하나에 대한 애정 어린 마

음을 바탕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진솔하게 표현하

기에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하 습니다.

우수로 선정한‘어른을 공경하자(강현초5 박서현)’는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근거로 들어 차근차근 설명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평소에 주위를

둘러보며 느낀 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 기에 우수 작품으로 선정하 습니다. 

장려로 선정한‘고생하시는 우리 할머니(강현초3 박은찬)’는 할머니의 일상생

활의 고단함을‘고등어’라는 소재를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내었고, 할머니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바탕으로 할머니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

기에 장려로 선정하 습니다.

초등 시 부문에서 최우수로 선정한‘외할아버지의 기쁨(한남초4 홍선우)’은 가

족간에 느낄 수 있는 애틋한 감정을 고향, 명절, 웃음꽃 등의 적절한 소재 및 시어

로 세심하게 표현하 기에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하 습니다.

우수로 선정한‘할아버지 손(손양초1 이시온)’은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해

할아버지에 대해 관심과 사랑을 갖게 되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고, 그 관심과 사랑

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행동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진솔하게 잘 표현되

었기에 우수 작품으로 선정하 습니다.

우수로 선정한‘상 받으세요(양양초6 남수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베풀어주

신 은혜를‘상’으로 표현하여, 상을 드리고 싶을 만큼 감사하다는 마음을 효과적

2016년도 경로효친 문예작품 입상작 심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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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하 기에 우수로 선정하 습니다.

장려로 선정한‘비 암호(한남초4 정세빈)’는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엄마

의 따뜻한 사랑을‘비 암호’라는 소재를 통해 드러내었고, 평화로운 가족의 모

습을 진솔한 체험을 통해 표현하 기에 장려로 선정하 습니다.

중등 산문 부문에서 최우수로 선정한‘할머니와 물(강현중1 최인정)’은‘물’이

라는 소재를 통해 할머니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과정이 할머니에 대한 자신의 사랑의 마음과 연결되어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세심하고 진솔하게 표현하 기에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하 습니다. 

우수로 선정한‘경로효친에 대하여(강현중3 이민지)’는‘경로효친’의 의미에 대

해 고민해보고 자신과 주위 사회 환경을 돌아본 내용을 담았으므로 우수로 선정하

습니다.

중등 시 부문에서 최우수로 선정한‘사실(강현중1 양서윤)’은 가족들 사이에 경

험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화내는 모습을 교차하여 표현하 고 성찰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여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

하 기에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하 습니다.

등외의 작품들도 노력이 담긴 우수한 작품이 많았으나 주제가 더 충실히 반 되

었는지, 자신만의 경험을 진솔하게 표현하 는지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정하

습니다. 양양군의 문화 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힘쓰시는 귀 원의 노고에 감사드

리며 앞으로 저 또한 양양군의 문화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있는 자리에

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귀 원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심사평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고등학교 교사 엄혜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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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효친문예작품

할머니와 물
강현중 1학년 최인정

친가 외가 다해서 최고의 어른은 저희 할머니십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세 분은 이미 하

늘나라에 계셔서 뵐 수가 없습니다. 세 분이 살아계실 때는 친할머니께서 최고 막내셨는데 지금은 최고의 어

른이십니다.

저는 친할머니 댁에 가기가 두려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우습겠지만 물 때문입니다. 할머

니는 물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얼굴만 보면

“물 마셔라 물!”

“밥 먹기 전 물 마셨니?”

“일어나서 물 마셨니?”

“물! 물! 물!”

먹기 싫어도 꼭 마셔야 된다고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할머니를 피해서 건성으로 대답하고 도망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별명은‘물귀신’입니

다. 먹는 물뿐만이 아닙니다. 손 씻기도 철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강조하시던 할머니가 변하셨습니

다. 언제부턴가 힘도 없으시고 자주 깜박 깜박 잊어가는 기억 때문인지 예전보다 물타령을 안 하십니다.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으신 우리 할머니를 뵈면서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물타령을 하실 때는 귀찮게만 느껴지던 할머니의 잔소리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팔십이 넘으신 할머니는 이렇게 모든 것을 놓아버리시는가 봅니다. 시간이 흘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물타령을 하신 할머니 말 을 조금은 예쁘게 받아 줄 걸 하고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추석이 됩니다. 이번 추석에는“물 마셔라!”라고 하시면“네!”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

실까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할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오래 우리 곁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즈음 회사일로 부쩍 힘들어 하시는 아빠도 할머니가 오

래오래 건겅하시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할머니 물타령을 많이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까 오래도록 건강지킴이로 예쁜 사랑 전하시면서 아빠와 저

희 곁에 계셔 주세요.

“할머니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중등부 산문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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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 엄마아빠
강현초등학교 3학년1반 박성재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을 부비고 함께 밥먹으며 3대가 함께 사는 가족이다. 엄마는 결혼전부터

해오는 간호사일이 새벽에 출근하는 때가 많아 태어날 나와 성현이를 위해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

에 걱정없이 일을 할 수 있었고, 아빠도 큰 부담없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 여름 그 편안하

던 환경이 할아버지의 병환으로 흐트러져 버렸다.

할아버지가 기운없고 식사를 못하시면서 강릉아산병원을 경유하여 서울 아산병원에서 두 번의 수술과 두

번의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집은 평온했던 환경이 조금 바쁘고 조금 다르게 변했다. 엄마는

새벽출근을 못하고 아침에 동생 성현이와 나를 챙겨서 등원과 등교를 시키고 출근 후 퇴근때는 성현이를 어

린이집에서 데리고 집을 와서 집안일을 해야 한다. 평소에는 할머니가 많이 도와주던 일을 아빠는 할아버지

가 돌보던 소를 키우느라 새벽부터 소 밥을 주고 출근하여 평소에는 놀러도 잘나가던 저녁 시간에는 어김없

이 집으로 들어와서 소밥을 주고 마구를 치우고 집안 쓰레기 정리와 가끔은 엄마의 일을 도와 주신다.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시는 아빠를 보면 고맙고 미안해서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것도 안하던 내가 아빠와 함께 소밥도 주고 심부름도 하면서 아빠와 함께 일을 한다. 또 말안

듣는 천방지축 성현이 돌보랴 병원일 하랴 집안일 하랴 바쁘신 엄마를 도와 성현이도 돌봐주고 청소도 돕고

시키는 일도 척척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그 상황을 이겨내 가기위해 더욱 열심히 힘

을 내서 뛰듯이 나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내고 있다. 내가 축구 시합을 할 때 지고 있거나 어려운 상대팀을

만나면 더 힘을 내어 열심히 뛰면서 시합에 임하듯이 지금 우리집에 생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것과 같다.

그 동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로하신 연세에 얼마

나 힘들고 많은 일들을 해왔는지 우리 엄마 아빠

가 우리 두 형제를 잘키우려고 직장생활에 집안

일을 하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느끼게 한

다. 존경하는 할아버지가 빨리 건강하시길 기

도하고 간호하고 계시는 할머니도 힘내서 간

호잘하시길 기도하며 사랑하는 우리 엄마,아빠

도 파이팅 하길 기도한다. 나도 화이팅!

초등부 산문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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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부 시 최우수상

사 실
강현중 1학년 양서윤

아프지는 않는지 매일 지켜보며

걱정이 가득

나도 모르게 욱하며 소리를 지르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반복된 날

기쁘게 해드려야지

꼭 효도해야지 이러면서

내가 주는 건 상처와 삐둘어진

나의 모습일 뿐

아마도 그분을 아프게 하는 건

나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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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시 최우수상

외할아버지의 기쁨
한남초등학교 4학년 홍선우

충청도 옥천이 고향이신 울엄마

멀리 떨어진 외할아버지 생각에

늘 눈물짓는 울엄마

명절때면 고향가는 울엄마.

발걸음이 가볍다.

우리가는 길목에 마중 나오시는 할아버지 얼굴에 기쁨이 넘친다.

엄마 얼굴 웃음꽃 아빠 얼굴 웃음꽃

할아버지 웃음꽃

외할아버지 기쁨은 울엄마 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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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 포스터

한여름 장마보다 더 자주 비가 내리더니 이제야 제대로 가을을 만나나 보다.

창 밖 감나무 잎이 하나 둘 말라 떨어지고 그 사이사이 노랗게 익어가는 감을 보

며 가을이 깊어감을 느낀다.

근래에 가끔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소식들 중 어른이 어른답지 못한 행실로

인하여 청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는 내용을 접하게 된다. 가

슴 아픈 일이다. 물론 그 반대로 패륜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뜻하고 가슴 뭉클한 아름다운 기사보다 마음 아픈 내용을 자주 접하게 되는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분면 인성과 관련된,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부족이 아닐까?

경로효친은 다소 구태의연하고 고리타분한 단어일지 모르나 그 속내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 배려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나와 너가 다르지 않음을 알고 젊은이와 어른

이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으로 함께 한다면

경로효친이라는 그 의미가 저절로 실천되리라 생각한다.

참가 작품의 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것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2016년 10월

양양여자중학교 교사 조동호

2016 경로효친 문예작품 심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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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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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중학교 1학년 최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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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우수상

강현초등학교 6학년 문성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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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양양문화원 언론홍보현황

<편집실>

언론홍보 현황

2016.01.06.강원도민일보

2016 신년인사회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이 주관한 2016년도 양양군 신년인사회
가 5일 낙산 에어포트콘도에서 김진하 군수와 정문헌 국회의원,
최홍규 군의장,장석삼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16년 설악권 신년인사-설악신문

“새해 지역발전 견인하는 한해 되길”
[2016년01월11일 15시16분] 

■양양=2016 병신년 양양군 신년인사회가 양양문화원 주최로
지난 5일 오전 11시 양양 낙산 에어포트콘도 연회장에서 김진하
군수와 정문헌 국회의원, 최홍규 군의회 의장, 장석삼 도의원, 윤
여준 문화원장, 정준화 번 회장 등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

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참석자들은악수를하며덕담을주고받는교례
회를가진뒤, 시루떡절단과단배식에이어떡국을나눠먹으며새해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기원했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 신년사
에서“새해는 양양군이 정명 600주년을 맞는 기념비적인 한해이기
에군민화합을바탕으로자긍심을높이고각종 현안사업이원활하게
추진되도록힘을모아나가자”고말했다.     

고명진·김주현·이용수 기자

016.02.12.강원일보-박기용기자

[양양]현산문화제 6월→9월 변경
양양 600주년 기념일 올해만 한시적 조정

【양양】양양현산문화제위원회(위원장:김택철)는 매년 6월 개최하

양양군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이 시루떡을 자르며 새해 지역
발전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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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현산문화제를 올해는 오는 9월1일부터 3일까지 일정을 조정
해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올해 한시적으로 일정을 조정하고
문화제 명칭을 양양문화제로 변경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문화제 첫날은 군민상시상식과 개회식에 이어 둘째 날은 문화행
사, 셋째 날은 군민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
정했다.
주요 행사로 탁장사놀이를 비롯한 민속놀이와 읍·면별 민속경
연대회 등 각종 공연과 농악경연, 각종전시회와 시낭송회·휘호
대회 등이 열린다.
양양군과 문화원은 양양 600년 기념행사로 설악산 오색령 정상
에 600주년을 기념하는 표지석 설치를 비롯해 서면의 행정구역
명칭 변경, 지역의 여성 독립운동가인 선양사업 등을 기획하고
있다.
김택철 위원장은“양양으로 명칭을 정한 1416년 음력 8월10일이
당시 양력으로 9월1일이어서 올해 축제 일정을 이날로 결정했
다”며“600년을 맞는 양양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축제로 치르
겠다”고 했다. 

‘양양현산문화제’→‘양양문화제’로 변경-설악신문 김주현기자

정명 600주년과 연계
올해만 9월1~3일 개최/김택철 위원장 재추대
[2016년02월22일 15시50분] 

양양문화제위원회가 정기회의를 열고 명칭 변경과 올해 개최 일
정 등을 확정했다. 

'양양현산문화제’가‘양양문화제’로 명칭이 변경되고, 정명 600
주년을 맞은 올해는 오는 9월1~3일까지 남대천 둔치에서 개최
된다.
양양현산문화제위원회(위원장 김택철)는 지난 18일 오전 10시30
분 양양문화복지회관 소강당에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회의를 열고 명칭 변경과 개최 일자 확정, 위원장 선출 등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양양현산문화제란 명칭이 중국 호북성
양양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데다, 중국에도 현산이 현존하고 있
어 자칫 양양군의 향토문화제 원류가 중국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정명 600주년을 맞아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위상을 제고하
는 차원에서‘양양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정명 600주년을 기념해 양양도호부로 명칭이 정해진 9
월 1일을 개막일로 정해 그 의미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제38회 양양문화제로 변경해 오는 9월1일부터
3일까지 남대천 둔치에서 개최한다. 
특히 양양문화원의 주관으로 기미독립만세운동의 정신을 계승하
고 양양인의 기상과 애국심, 애향심을 더욱 드높이는 특색 있는
향토문화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양문화제위원회는 소
위원회를 열어 정명 600주년에 걸맞은 세부 프로그램 등을 논
의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잔여임기를 맡아왔던 김택철 위원장을 만장
일치로 2년 임기의 위원장으로 재추대했다. 
김택철 양양문화제위원장은“올해 양양군의 정명 600주년을 맞
는 중요한 해인만큼 양양인의 자긍심을 살리며 지역발전의 획기
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를 통해 양
양문화제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 가겠다”고 밝혔다. 

2016.02.24.NEWS1.엄용주기자

양양, ‘양양현산문화제’→‘양양문화제’로 변경

양양군 대표 향토문화축제인‘양양현산문화제’의 명칭이 올해부
터‘양양문화제’로 변경된다.
24일 양양군에 따르면 양양문화제위원회는 지난 18일 문화복지
회관에서 위원회를 개최해 문화제 명칭 변경과 개최 일정을 확정
했다.
양양현산문화제는 1979년부터 2012년까지 '현산문화제'로 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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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양의 지역색을 강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양양현산문화제'
로 변경됐다.
그러나 현산(峴山)이라는 용어가 중국에서 유래된 상징성 없는
명칭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양문화원에 따르면 현산은 중국 호베이성 양양 인근 남쪽에 있
는 야산의 명칭으로 국내 양양지역에 대한 연구과정에서 현산에
대한 위치나 정체성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현산이 양양을 대표할 수 있는 지명이 아니
며 지역 고유의 향토문화축제가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오해를 불
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문화제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또 양양문화제 개막은 양양도호부 명칭이 정해진 오는 9월1일로
확정됐으며 3일까지 양양군 일대에서 열린다.
양양이라는 지명은 1416년(태종 16년) 8월10일‘양주’에서‘양
양’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처음 사용됐으며 이를 양력으로 환산
하면 올해 9월1일이 정확히 600년이 되는 해다.
김택철 양양문화제위원장은“양양이라는 지명은 중국 양양에서
유래된 지명이 아닌 태종 임금께서 내려주신 우리 고유의 지명”
이라며“정명 600주년을 기념하는 양양문화제가 지역의 정체성
을 확고히 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행사 준
비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6.02.25.강원도민일보

양양문화원 정기 총회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은 24일 일출예식장에서 2016년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올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2016.03.11.강원일보
양양문화원(원장:윤여준)은 10일 일출예식장에서 문화원 회원들
과 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문화학교 개강식을 개최했
다.

2016.03.11.강원도민일보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 2016년 문화학교 개강식이 10일 일출
예식장에서 김진하 군수와 최홍규 군의장,수강생 등이 참석한 가
운데 열렸다. 

2016.05.31.강원일보-이경웅기자

[양양]̀양양 600년 꿈을 찾아서' 프로그램 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양양】양양문화원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 에 들어갔다.
양양문화원은 정명 600주년을 맞아 양양의 민속과 문화, 역사
등을 학생 및 일반인에게 알리고 사라져 가는 전통민속공연을 계
승 발전시키고자 `양양 600년의 꿈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운 한
다.
양양 600년의 꿈을 찾아서'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 운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
로 문화융성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양양문화원
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지속적
으로 운 할 예정으로 6월29일에는 `양양의 상징물 만들기 도자
기 체험'이, 7월27일에는 강원민속예술축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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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호리 멸치후리기 공연' 등이 진행된다. 
윤여준 문화원장은“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 어르신, 다문화가정
등 사회 각계각층이 두루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6.05.31.강원도민일보-최훈기자

양양문화원 매주 수요일 문화행사
도자기 체험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양양600년
의 꿈을 찾아서’프로그램을 운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6월 한달
간‘양양의 상징물 만들기 도자기 체험’에 이어 7월에는 강원민
속예술축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동호리 멸치후리기 공연’등
을 진행한다.

‘양양 600년의 꿈을 찾아서’운 - 설악신문 김주현기자

양양문화원 12월까지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2016년06월06일 13시15분] 

양양문화원이 올해 정명 600주년을 기념하고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에 발맞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문화가 있는 날’로 정
해‘양양 600년의 꿈을 찾아서’란 이름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
램을 운 하고 있다. 
‘양양 600년의 꿈을 찾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며, 문화융성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양양문화원이 주관한다. 
오는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진행되는‘양양 600년
의 꿈을 찾아서’는 오는 29일‘양양의 상징물 만들기 도자기 체
험’이, 7월 27일에는 강원민속예술축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동호리 멸치후리기 공연’이 진행된다. 
앞서 지난 4월 27일에는 무산아동복지센터에서‘도자기 체험 프
로그램’을 진행했으며, 5월 25일에는 양양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들을 초청해‘양양상복골농요’와‘문화원 동아리 색소폰ㆍ통기타
공연’을 열었다. 
한편, 양양군에 소재한 일현미술관(관장 홍성희)도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일환으로‘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우리 동네 미술관
가는 날’로 정해‘조각공원 작품 산책’, ‘나도 명화 복원가’등
을 진행하고 있다. 

2016.06.07.강원도민일보-최훈기자

양양 지역문화 체험
양양문화원은 정명 600주년을 맞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양

양600년의 꿈을 찾아서’프로그램을 운 한다.
지역의 민속과 문화,역사 등을 알리고 전통민속공연을 계승·발
전하기 위한 이번 프로그램은 이번달 도자기 체험에 이어 7월에
는‘동호리 멸치후리기 공연’등이 12월까지 진행된다.  

2016.07.27.강원도민일보-최훈기자

양양문화원 오늘 특강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은 27일 오후1시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공연장에서 인문학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인문학 특강은 강원도립대 양언석 교수가 문학이야기를 강
의한다. 

2016.07.28.강원도민일보-최훈기자

양양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은 27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이기용
군의장과 문화원 회원등이 참석한 가운데‘문화가 있는날 행사’
를 진행했다. 

두 번째‘양양 옛 사진’공모전 -설악신문 김주현기자

양양문화원 26일까지 접수
정명 600주년 기념
[2016년07월11일 14시57분]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이 올해 정명 600주년을 맞아 양양군의
옛 모습과 변천과정을 되돌아보고 군민들의 삶과 애환을 재조명
하기 위해‘양양군 옛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대상은 1990년 이전 촬 한 양양군 옛 사진과 자연경관, 문
화유적, 생활상, 건축물, 가재도구, 행사 등으로 오는 2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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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한다. 특히, 양양의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사진과 6
개 읍면의 지역성과 역사성이 담긴 장소에서 촬 된 기념사진이
면 된다. 응모자격과 출품수, 규격 제한은 없다. 
양양문화원의 옛 사진 공모전은 지난 2010년 양주지 편찬 후 2
번째다. 
김광 양양문화원 사무국장은“올해 양양이라는 명칭이 정해진
지 60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고 이를 새
로운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고자 옛 사진 공모전을 갖게 됐다”며
“양양군민들뿐만 아니라 경향각지의 출향인들께서도 많이 참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양문화원은 이번 공모기간에 접수된 양양의 옛 사진을 오는 9
월 1일부터 3일까지 제38회 양양문화제 기간 중 주 행사장인 남
대천 둔치에서 전시할 계획이다. 
출품작은 고화질로 스캔해 심사위원 심사를 거친 후 출품자에게
반 환 하 며 , 응 모 방 법 은 양 양 문 화 원 홈 페 이 지
(http://www.yangyang.or.kr)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진설명을 필히 기재해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
면 된다. 
6명의 심사위원들이 역사성과 가치성, 보존상태 등을 고려해 심
시한 후 오는 29일 양양문화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입상자를
공고할 예정이다. 시상은 금상 1점 100만원(상품권), 은상 1점
70만원(상품권), 동상 2점 50만원(상품권), 입선 10점 5만원(상
품권)이다. <문의 양양문화원 671-8762>  

매달‘문화가 있는 날’행사 풍성-설악신문 김주현기자

양양문화원,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이벤트
[2016년08월01일 12시58분]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이 올해 양양 600주년을 기념하고 주민
들의 문화적 흥취를 돋우기 위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진행
하고 있는‘문화가 있는 날’행사가 인기를 끌고 있다. 
문화원은 지난 4월부터‘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

일에 상복골 농요와 수동골 상여소리 공연 등 전통공연, 작품전
시회, 향토사연구원과 함께 하는 양양의 역사와 문화강의, 문화
특강 등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열고 있다. 
오는 8월 31일에는 양양의 역사·문화강의와 초등학생 대상 양
양의 상징물 만들기 및 도자기체험이, 9월 28일은 양양 조화벽
연극공연과 동아리반의 작품전시회가 열린다. 이어 10월 26일
양양의 역사와 문화특강, 11월 30일 향토사 연구원과 함께 하는
양양의 역사와 문화강의, 12월 28일 양양문화원의 동아리 공연
및 작품전시회가 주민들을 찾아간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정명 600주년을 맞는 올해는 양양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새로운 100년을 넘어 천년을 설
계하는 의미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운 하고 있다”며“양양문화
제를 비롯해 송이와 연어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이벤트로 문
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2016.08.09.FocusNews-윤 현기자

양양 정명 600년 기념
'양양문화제' 개최…내달 1~3일

(양양=포커스뉴스) 강원 양양군은 양양 정명 600주년을 맞아 각
종 기념사업 추진과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9일 밝
혔다..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에 의하면 태종16년인 1416년(병신년) 음
력 8월 10일‘양주(襄州)’를‘양양(襄陽)’으로 개칭하여 양양도호
부로 명칭을 변경하 으며, 이를 양력으로 환산하면 오는 9월1일
이 꼭 600년이 되는 날이다.
이에 양양군은 2015년, 양양 6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구
성하여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왔다.
문화선양사업으로 양양문화원에서는‘양양 600년의 꿈을 찾아
서’라는 문화프로그램을 운 해 매월 1회 양양의 역사와 문화강의

문화가 있는 날에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강현면 상복골농요 공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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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연을 개최해 왔다.
또 양양의 역사와 설화를 만화로 엮은‘양양 600년의 역사와 설
화’2000권을 제작해 지역내 초·중학생에게 배부했다.
이와 함께 양양의 전통 지역향토축제인 현산문화제를 양양의 얼이
담긴 명칭인‘양양문화제’로 개칭했다.
개최시기도 통상 단오를 전후해 개최하던 것을 올해는 600년이
되는 날로 변경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양문화제(구 현산문화제)는 다음달 1~3일 개최된다. 
특히 다음달 1일에는 옛 양양 관아터에서‘양양600주년 선포식’
을 거행하고 양양문화제 개막식에서는 양양600년의 역사를 담
은 동 상을 방 해 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하한다. 
또한‘양양의 옛 사진’공모전 공모결과를 시상하고 입상작을 전
시하고 야간에는 남대천 둔치에서 양양600년 기념 축하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양송이·연어축제에서도 예약 600 번째 체험객에
게 양양송이교환권과 연어제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군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600년 기념
행사 및 양양문화제를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6.08.09.강원신문-황미정기자

양양 600년 기념행사·양양문화제 추진
9월 1일 양양600주년 선포식 거행

【양양=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양양 정
명 60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 추진과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에 의하면 태종16년인 1416년(병신년) 음
력 8월 10일‘양주(襄州)’를‘양양(襄陽)’으로 개칭해 양양도호
부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이를 양력으로 환산하면 오는 9월 1일
이 꼭 600년이 되는 날이다.
이에 양양군은 2015년, 양양 6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왔다. 문화선양사업으로 양양문
화원에서는‘양양 600년의 꿈을 찾아서’라는 문화프로그램을
운 해 매월 1회 양양의 역사와 문화강의, 공연을 개최했으며,
양양의 역사와 설화를 만화로 엮은‘양양 600년의 역사와 설화’
2천권을 제작해 지역내 초·중학생에게 배부했다.
이와 함께 양양의 전통 지역향토축제인 현산문화제를 양양의 얼
이 담긴 명칭인‘양양문화제’로 개칭하고, 개최시기도 통상 단오
를 전후해 개최하던 것을 올해는 600년이 되는 날로 변경 개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양문화제(구 현산문화제)는 9월 1~3일까지 개최된
다. 특히 9월 1일에는 옛 양양 관아터에서‘양양600주년 선포

식’을 거행하고 양양문화제 개막식에서는 양양600년의 역사를
담은 동 상을 방 해 군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축하한다.
김진하 양양군수는“양양600년을 맞아 지역의 정통성과 정체성
을 확고히 하고 지역발전에 하나 되는 힘을 발휘하고자 기념사업
과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군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600년 기념행사 및 양양문화제를 내실 있게 추진 하겠
다”고 말했다.

2016.08.09.국제뉴스-이형섭기자

양양군, 정명 600주년 '천년의 꿈' 비상한다

(양양=국제뉴스)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양양 정명 600주
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 추진과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
다.
9일 군에 따르면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에 의하면 태종16년인
1416년(병신년) 음력 8월10일 '양주(襄州)'를 '양양(襄陽)'으로 개
칭해 양양도호부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이를 양력으로 환산하면
오는 9월1일이 꼭 600년이 되는 날이다.
이에 양양군은 지난 2015년, 양양 6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
회를 구성해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선양사업으로 양양문화원은 '양양 600년의 꿈을 찾아서'라
는 문화프로그램을 운 해 매월 1회 양양의 역사와 문화강의, 공
연 등을 개최해 왔으며 양양의 역사와 설화를 만화로 엮은 '양양
600년의 역사와 설화' 2000권을 제작해 지역내 초&#8228;중
학생에게 배부했다.
또 양양의 전통 지역향토축제인 현산문화제를 양양의 얼이 담긴
명칭인 '양양문화제'로 개칭하고 개최시기도 통상 단오를 전후해
개최하던 것을 올해는 600년이 되는 날로 변경 개최하기로 했
다.
이에 따라 양양문화제(구 현산문화제)는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개최되며 1일은 옛 양양 관아터에서 '양양600주년 선포식'을 거
행하고 양양문화제 개막식에서는 양양600년의 역사를 담은 동
상을 방 한다.

또 '양양의 옛 사진' 공모전 공모결과를 시상하고 입상작을 전시
해 양양의 역사를 한눈에 보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야간에
는 남대천 둔치에서 양양600년 기념 축하공연과 화려한 불꽃놀
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양양도호부의 옛 관아터 일부인 구 보건소 건물
을 철거한 후 공원형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양양600년을
기념하는 상징물도 함께 설치해 600년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양송이·연어축제에서도 예약 600번째 체험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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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송이교환권과 연어제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장기적인 기념사업으로는 예부터 임금이 향과 축을 내려 보내 제
례를 지냈다는 동해신묘 제례 복원사업, 양양도호부 읍성 및 태
평루 복원 등 범 군민적인 기념사업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확고
히 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오는 11일 실과소 주무담당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기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양양문화제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담당별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양양600년을 맞아 지역의 정통성과 정체성
을 확고히 하고 지역발전에 하나되는 힘을 발휘하고자 기념사업
과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군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600년 기념행사 및 양양문화제를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6.08.10.강원일보-박기용기자

[양양] 양양 600주년 기념 행사 다채
【양양】양양군과 문화원은 양양 600주년을 맞아 9월1일 양양문
화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양양문화원은 `양양 600년의 꿈을 찾아서'라는 문화프로그램을
운 해 매월 1회 양양의 역사와 문화강의, 공연을 개최하고 있
다.
또 양양양수발전소와 공동으로 양양의 역사와 설화를 만화로 엮
은 `양양 600년의 역사와 설화' 2,000권을 제작해 지역 내 초·
중학생에게 배부했다.
양양의 전통 지역향토축제인 현산문화제를 양양의 얼이 담긴 명
칭인 `양양문화제'로 개칭하고 개최 시기도 통상 단오를 전후해
개최하던 것을 올해는 600년이 되는 날인 9월1일로 변경 개최
한다.
특히 9월1일 `양양 600주년 선포식'을 거행하고 남대천 둔치에
서 양양 600년 기념 축하공연과 불꽃놀이 등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양양송이·연어축제에서도 예약 600번째 체험객에게 양양
송이 교환권과 연어제품을 제공한다.

2016.08.10.강원도민일보-최훈기자

양양 정명 600주 기념사업 다양
문화강의·설화 책자 발간
옛 보건소 부지에 상징물

양양 정명 60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이 펼쳐진다.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에 따르면 태종16년인 1416년 병신년 음
력 8월 10일에‘양주(襄州)’를‘양양(襄陽)’으로 개칭해 양양도

호부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기록돼 있어 이를 양력으로 환산하
면 오는 9월1일이 600년이 된다. 이에따라 양양군은 지난해
6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왔다.
600주년 기념일에 맞춰 지역향토축제인 현산문화제를‘양양문
화제’로 개칭하고 단오를 전후해 열리던 개최시기도 올해는
600년이 되는 날인 9월1일부터 3일까지로 변경했다. 특히 올
양양문화제는 옛 양양 관아터에서‘양양600주년 선포식’과 함
께 개막식에서는 양양600년의 역사를 담은 동 상을 상 하고
양양의 옛 사진 공모전 입상작도 전시된다. 이를 위해 양양군은
양양도호부의 옛 관아터 일부인 옛 보건소 건물을 철거해 공원형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양양600년을 기념하는 상징물도 함께 설
치할 계획이다. 
양양문화원은 문화선양사업으로‘양양 600년의 꿈을 찾아서’라
는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강의,공연과 함께 양
양의 역사와 설화를 만화로 엮은 책자를 발간한다. 이와함께 동
해신묘 제례와 양양도호부 읍성 및 태평루 복원 등을 추진할 방
침이다.  

2016.08.30.강원도민일보-최유란기자

도 향토문화연구 논문 발표대회
횡성문화원 진연호씨 최우수상

제26회 강원도향토문화연구논문발표대회에서 진연호(횡성문화
원)씨가 발표한‘조선 인조대 이인거 난에 관한 소고’가 최우수
상을 받았다. 도문화원연합회(회장 류종수)가 주최하고 철원문화
원(원장 양원석)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는 김봉현 도 문화예술
과장,박종완 철원부군수,18개 시·군문화원장을 비롯한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13편의 논문이 발표됐으며 최우수상을 수상
한 진연호씨에게는 상금 150만원이 수여됐다.
대회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진연호(횡성) ◇우수상=△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
구소(양양) ◇장려상=△허준구(춘천) △김 규(철원) ◇노력상=△
강대덕(홍천) △권석순(동해) △김광섭(고성) △장한결(태백) △이
갑순( 월) △장민숙(삼척) △정상철(속초) △권혜진(평창) △한승
윤(인제)   

“양양 600주년 합창으로 알려요”- 설악신문 김주현기자

작년 8월 결성‘600합창단’맹연습
양양문화제·종합예술제 특별무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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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8월15일 15시10분] 

“양양 600주년에 걸맞게 장중한 화음으로 합창의 진수를 보여
줄 겁니다.”
양양문화원이 정명 600주년을 맞아 결성한‘600합창단’이 오
는 9월 1일 양양문화제 개막식에서 선보일 합창무대를 앞두고
맹연습 중이다. 
지난해 8월 결성한‘600합창단’은 600주년을 기념해 60명의
단원들로 구성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문화복지회관 소강당에
서 2시간씩 연습하고 있다. 
30대 주부부터 70대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이 참가하
고 있는 합창단은 지역가수로 연예인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순남
단장을 중심으로 천상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
다. 지휘는 현재 인제군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김혜선 씨를 초빙
했다. 
김순남 단장은“우리 양양군이 이름을 정한지 올해가 딱 600주
년이 되는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합창단원들 모두 소명의
식을 갖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다”며“합창이라는 집단의 소리
가 그 어느 것보다 더 강렬한 의미를 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혜선 지휘자는“처음에는 어떻게 이끌어야 하나 고민도 많았는
데, 단원들이 1년간 꾸준히 연습하고 잘 따라와 줘 지금은 어떤
무대에 올려도 수준급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했다. 
600합창단은‘아직도 내겐 음악이 있네’, ‘아름다운 강산’, ‘양
양팔경가’등 3곡을 선정해 양양문화제와 종합예술제 특별무대
에서 부를 계획이다.      

양양 600합창단원들이 특별무대를 앞두고 연습 도중 화이팅을
외쳤다.  

“사진강사로 아낌없이 전해요”-설악신문 김주현기자

최낙민 미술협회 명예회장
최근 한중교류 전시회 참가
[2016년08월29일 13시58분] 

화가이자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
는 최낙민(사진) 양양미술협회 명예
회장이 사진강사와 국제교류전 참
가, 작품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
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014년 양양문화원
의 문화학교 사진반 강사를 시작으
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양양여성
회관 디지털사진반 강사로 활동하
고 있다. 최 회장의 디지털사진 강
의는 실습을 병행하며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지난해부터 교
육을 받아온 일부 수강생들은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등 수준급으
로 평가받고 있다. 
오랜 세월 설악산 사계의 비경을 렌즈에 담아온 최 회장은 지난
해 속초관광전국사진공모전 금상과 제29회 강원사진인문화상 수
상, 대한민국 정수사진대전 특선 등을 잇달아 수상했다. 
“그동안 그림과 사진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넘쳐나는 수강생들을 대할 때면 정말 보람이 크고
즐겁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이런 쉼 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올해 열린 제18회 동
북아 미술작품전시회 강원도 대표작가에 선정돼 작품‘또 다른
시작으로’를 지난 16~20일 중국 창춘시 지린성박물관에서 전시
해 최근 냉랭해진 한중관계를 예술교류로 녹이는 홍보대사 역할
도 했다. 
지난 1981년부터 설악산을 촬 하기 시작해 개인전 6회와 사진
집 <천의자태 설악산>을 발간했으며, 양양양수발전소 상·하부댐
수몰지구의 하천지형을 4년간 기록하기 위해 사진다큐로 담아내
고 있다. 
“우리가 사는 현재가 미래에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어
변화하는 모든 것을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여름 뙤약볕에서 벽화를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미술로 꿈
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특별한 시간도 갖고 있다. 
현재 한국사진작가협회 제3기 촬 지도위원과 한국미술협회 이
사, 강원도미술협회 부지회장, 양양미술협회 명예회장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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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0.강원신문-황미정기자

9월 1일, 양양문화제 개막
양양600주년 선포식과 군민화합 위한 행사

‘다채’

【양양=강원신문】황
미정 기자 = 양양군
민의 화합과 결속의
장인‘제38회 양양
문화제’가 오는 9월
1~3일까지 3일간
남대천둔치 일원에서
개최된다.
양양문화제위원회(위
원장, 김택철)가 주
최하고, 문화원과 군
체육회가 공동주관하
는 문화제는 향토문
화예술의 계승발전을
통해 군민화합과 향

토애를 고취하는 군 고유의 민속축제이다.
특히, 올해는 양양600주년을 맞아 지역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현산문화제’라는 명칭을‘양양문화제’로 변경했으며, 양
양도호부 명칭이 처음으로 사용된 1416년(태종16년) 8월 10일을
기념해 양력으로 환산한 9월 1일을 개막일로 정했다.
1일 오전 고치물제와 장군성황제를 시작으로 군청 앞 광장 옛 관
아터 자리에서는 양양600주년을 알리는 선포식이 거행되며, 식
전행사로 신석기인 가장행렬과 양주방어사 행차, 대포수군 만호
행차 등 대규모 시가행진이 이어진다.
제등행렬과 풍물패·농악대가 함께하는 시가행진에는 지역 아동
과 학생,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 군부대 등 민·관·군이 함께
해 그 의미를 더하기로 했다.
김택철 위원장은“이번 문화제를 통해 양양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해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
다.

2016.08.30.news1-엄용주기자

양양문화제, 9월1~3일 개최

양양군민의 화합과 결속의 장(場)인‘제38회 양양문화제’가 오는
9월1~3일 남대천 둔치 일원에서 열린다.

29일 양양군에 따르면 양양문화제위원회(위원장 김택철)가 주최
하고 양양문화원과 양양군체육회가 공동주관하는 양양문화제는
향토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통해 군민화합과 향토애를 고취하는
양양군 고유의 민속축제다.
특히 양양군은 올해 양양 600주년을 맞아 지역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위해‘현산문화제’라는 명칭을‘양양문화제’로 변경
했다.
양양도호부 명칭이 처음으로 사용된 1416년(태종16년) 8월10일
을 기념해 양력으로 환산한 9월1일을 양양문화제 개막일로 정했
다. 문화제 첫 날은 고치물제와 장군성황제를 시작으로 양양600
주년 선포식, 신석기인 가장행렬과 양주방어사 행차, 대포수군
만호행차 등 양양의 역사를 담은 대규모 시가행진 등으로 이어진
다. 제등행렬과 풍물패·농악대가 함께하는 시가행진에는 지역
아동과 학생, 사회단체, 군부대 등 민·관·군이 함께 참여한다.
양양시내를 가로지른 시가행진단이 주행사장인 남대천둔치에 들
어서면 군민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본격적인 축제를
알리는 개막식이 진행되며 3.1만세운동 재현행사, (사)국악로문화
보존회의 신뺑파전 팔도유람공연, 양양600합창단 공연이 펼쳐진
다. 2일부터 3일까지는 읍·면 대항 농악경연대회와 체육경기가
열리며 수동골상여소리와 상복골농요, 동호리멸치후리기 등 지역
을 대표하는 민속시연 등으로 이어진다.
양양6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부대행사도 펼쳐진다. 
2일 실내체육관에서는 한시협회 양양지회 주관으로‘전국한시백
일장’이 개최되며 3일 문화복지회관 대공연장에서‘제6회 강원
도동구리전통민요경창대회’가, 4일 같은 장소에서‘강원도청소년
국악경연대회’가 각각 진행된다.  
김택철 위원장은“2016년은 양양이란 지명이 사용된 지 600주
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양양문화제를 통해 양양의 역사성
과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해 양양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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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0.NEWSIS강원-김경목기자

[양양소식]제38회 양양문화제 9월1일 개막 등

【양양=뉴시스】김경목 기자 = ◇제38회 양양문화제 9월1일 개막
강원도 양양군민의 화합과 결속의 장인 제38회 양양문화제가 9
월1~3일 강원 양양군 남대천 둔치 일원에서 개최된다.
양양문화제위원회(위원장 김택철)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과 양양
군체육회가 공동 주관하는 양양문화제는 향토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을 통해 군민 화합과 향토애를 고취하는 양양군 고유의 민속
축제이다.
올해는 양양 600주년을 맞아 지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
해 현산문화제로 불리던 것을 양양문화제로 변경했다.
개막일은 양양도호부 명칭이 처음으로 사용된 1416년(태종16년)
8월10일을 기념해 양력으로 환산한 날이다.
◇양양군, 수수료 결제에 카드결제 도입
강원 양양군은 각종 민원 발급 증명서 수수료 결제 방식에 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카드결제 대상은 각종 제증명과 민원 접수 수수료 등으로 1000
원 이하 소액도 결제 가능하다.
군은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
될 뿐 아니라 도난 및 횡령사고 예방과 대기 시간 감소에 따른
신속한 민원 처리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6.08.31.강원도민일보-최훈기자

양양문화제 내일‘팡파르’
제38회 양양문화제가 9월 1일부터 3일까지 남대천둔치 일원에
서 개최된다.
양양문화제위원회(위원장 김택철)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과 군체
육회가 공동주관하는 양양문화제는 지역 고유의 민속축제로 주
민 결속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다.특히 올해는 양양600주년을 맞
아 그동안 사용해온‘현산문화제’라는 명칭을‘양양문화제’로 변
경했다.매년 6월 개최되던 일정도 올해는 양양도호부 명칭이 처
음으로 사용된 1416년(태종16년) 8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9
월 1일을 개막일로 정했다.
행사일정은 1일 오전 고치물제와 장군성황제를 시작으로,군청앞
광장 옛 관아터 자리에서 양양600주년을 알리는 선포식과 함께
식전행사로 신석기인 가장행렬과 양주방어사 행차,대포수군 만호
행차 등 지역역사를 담은 대규모 시가행진이 이어진다.
이어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군민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함
께 3·1만세운동 재현행사와 국악로문화보존회의 신뺑파전 팔도
유람 공연,양양600합창단 공연에 이어 저녁시간에는 인기가수
초청공연과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9월 2,3일에는 읍·면 대항 농악경연,체육경기와 함께지역을 대
표하는 민속시연을 선보인다.행사기간에는 전국한시백일장,제6회
도동구리전통민요경창대회 등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열린다.

2016.09.01.아시아뉴스통신-이순철기자

강원동부보훈지청, 양양문화원 주관
양양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거행

강원동부보훈지청은 1일 양양600주년 기념 제38회 양양문화제
개막 식전 행사로 양양남대천 둔치 특설무대에서 양양문화원 주
관으로‘양양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양독립만세운동은 지난 1919년 3월 1일 거행됐던 서울의 독립
만세운동에 고무되어 양양지방의 독자적인 역량으로 거행된 운
동으로서 민중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4월 4일 양양장날에, 양양
경찰서 앞에서 집결해 그 시작을 알렸으며 4월 9일을 끝으로 만
세운동은 종결됐다.
양양독립만세운동은 양양보통학교 학생들과 양양감리교회 청년
회가 주축이 되어 양양군민 6천여명이 참가하는 등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가장 강렬하게 전개됐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양양의 여성독립운동가인 조화벽 지사는 1919년 독립선언
문을 숨겨와 전달한 인물로, 유관순 열사의 오빠와 결혼 후, 유
관순 열사의 동생을 양육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날 재현행사는 연극단원을 포함해 양양고등학교 학생 및 보훈
단체 등 19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919년 당시 양양지역의 독립
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재현했으며, 양양600주년을 기념해 식전
행사로 개최하면서 그 의미를 더했다.
김흥남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은“양양지역의 3&#8228;1만세운동
이 전국에서 가장 강렬한 만세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양양
군민들이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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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강원도민일보-최훈기자

국내 최초‘교계’암각문 양양서 발견

국내 최초로‘교계
(校界)’라는 암각문
이 양양지역에서 발
견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양문화원(원장 윤
여준)과 부설향토사
연구소는 지난 2013
년부터 지역에 남아
있는 금표(禁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
시하는 과정에서 현
북면 장리 노루골 소
하천 상류와 연화동

바위에 각자된‘교계’를 발견했다고 5일 밝혔다. ‘교계’라는 각
자는 전국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금표의 일종으로만 추정되고
있으며 전문가의 자문과 토론회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일종의
‘금표’로 보아야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덧붙 다.
또 사전적 의미로 사냥을 뜻하는 수렵(狩獵)과 교렵(校獵) 가운데
수렵은 산이나 들에서 짐승을 잡는일이고,교렵은 울타리를 크게
둘러 짐승을 잡는 일종의 실전훈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때 교계
가 표시된 지역은 군사훈련장 입구에 민간출입을 통제했을 것으
로 추정했다.특히 국내최초로‘校界’라는 암각문 발견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만큼 관계당국의 조속한
보존대책과 함께 문화재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
다.

2016.09.06.강원신문-황미정기자

양양 향토사, 道 향토문화
연구논문발표‘우수상’

[양양=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소
장,이종우)(이하 양양 향토사연구소)는 지난 8월26일 열린 2016
년 제26회 강원도 향토문화 연구논물발표대회에서‘교계와 금표
의 동질성 고찰’이란 논문으로 우수상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논문에서 교계(校界)라는 암각문에 대한 발견은 국내
최초로서 양양 향토사연구소는 교계의 새로운 의미와 금표와의
동질성을 이끌어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교계(校界)란 나무로 울을 만들어 짐승의 도주로를 막고 사냥하
는 곳으로 교렵장의 의미를 가지며, 금표(禁標)와 동질성을 가진
낱말이다.
양양 향토사연구소는 문화원이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2008년 5
월 30일 개설해 현재까지 운 하는 부설 연구소이다. 문화원이
2009년 군지 편찬사업 추진 시 향토사 연구원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해 각종 연구활동에 적극 참여케한 것이 오늘날 활발한 학술
활동의 계기가 됐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올해 정명 600주년을 맞은 양양은 찬
란한 역사를 가진 고장”이라며, “문화원이 지역문화의 구심체로
서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하고, 향토문화를 창달하도록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설악초 김윤기 최우수·유형원 우수 -설악신문 김주현기자

제6회 강원도 동구리전통민요 경창대회 성료
[2016년09월12일 10시21분] 

양양문화원이 지난 4일 양양 600년과 제38회 양양문화제를 기
념해 개최한 제6회 강원도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에서 일반
부 화천팀과 학생부 속초 설악초교가 최우수상의 예를 안았다. 
일반부와 학생부 등 도내 22개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일반
부는 김성희 씨 등 14명이 한조를 이룬 화천팀이‘둥개타령’을
구성지게 불러 최우수상을, 양양 서면아리랑을 부른 양양팀과 진
부 동핏골 목도소리를 열창한 평창팀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8개팀이 입상했다. 
학생부에서는‘서낭 굿소리 심어주게 메어나 주게 모심는 소리’
를 부른 설악초교 김윤기 학생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최우수
상을 수상했고, ‘메나리 메여나 주게 잘도하네’를 부른 설악초교
유형원 학생이 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2011년부터 도 대회로 격상돼 열리고 있는 동구리 전통민
요 경창대회는 실력 있는 팀들이 초청돼 도내 대표적 전통민요
경창대회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광 양양문화원 사무국장은“올해 양양 600년을 계기로 양
양의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전국 규모의 민요대회로 발돋
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만큼 우리 전통소리 전승에 더욱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시대 군사훈련장 추정 표시 발견 - 설악신문 김주현기자

양양문화원 향토사연구소
현북 장리서‘교계’암각문 확인
금표 일종으로 결론…학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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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9월12일 11시01분] 

최근 양양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짐승을 울타리에 가두고 사냥하
던 장소인 교렵(校獵)장을 표시하는‘교계(校界)’라는 암각문이
발견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양양문화원과 부설 향토사연구소는 지난 2013년부터 지역에 남
아 있는 금표(禁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현북
면 장리 노루골 소하천 상류와 연화동 바위에 각자된‘교계’를
발견하고 최근 학술토론회를 거쳐 금표의 일종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금표는 금지나 경고 등을 나타내는 표지다. 
수렵은 산이나 들에서 짐승을 잡는 것을 말하고, 교렵은 울타리
를 크게 둘러 짐승을 잡는 일종의 실전훈련을 의미한다. 학계는
교계가 발견된 현북면 장리 노루골이 과거 양양군이 가장 번성했
던 양주도호부의 군사훈련장 입구로, 경계선을 표시한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양양문화원과 부설 향토사연구소는 지난달 26일 제26회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논문발표대회에서‘교계와 금표의 동질성 고찰’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해 우수상을 차지하며 학계의 관심을 모았
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조선시대 금표는 국내 여러 곳에서 다양
한 형태로 발견되고 있지만 교계라는 암각문은 지금껏 전혀 발견
되지 않아 희소성이 크고 역사적 사료가치가 크다”며“올해가 양
양 600주년인데 이렇게 귀중한 사료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보존대책과 함께 문화재로서 관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
이겠다”고 밝혔다.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소장 이종우)는 지난 2011년 전국

향토문화공모전에서‘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로 논문 부문 최
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데 이어, 이듬해인 2012
년‘동해신묘의 역사적 고찰과 이해’논문으로 대상(국무총리상)
을 수상한 바 있다. 또, ‘조선시대 양양부 소동라령의 고찰’논문
으로 2012년 강원도향토문화연구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
기도 했었다. 
양양문화원 향토사연구소는 지난 2008년 5월 30일 개설됐으며,
향토사 발굴 및 조사ㆍ연구활동과 향토사교육을 활발하게 벌이
고 있다. 

향토사연구소 연구원들이 암각문을 발굴하는 모습. 

양양 현북면 장리에서 발견한 교계 암각문. 

과거 군사훈련장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노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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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8.강원도민일보

양양문화원 문화가 있는날 행사

양양문화원(원장 윤
여준)은 28일 문화
원에서‘문화가 있는
날’행사를 열고 인
문학 강의와 연극을
개최했다. 

2016.10.09.브레이크뉴스강원-이유찬기자

양양문화원 박예숙氏,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화제’

‘제35회 대한민국미술대전’입선작 <송광사의 가을, 박예숙>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인 박예숙씨(양양읍 남문리)가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입선해 화제가 됐다.
양양문화원(문화원장 윤여준)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하
고 대한민국미술대전 구상부문 운 위원회가 주관하는‘제35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 문화학교 한국화반 수강생인 박예숙씨가
‘송광사의 가을’이라는 작품으로 응모해 입선했다고 9일 밝혔다.  
박예숙씨는 지난 4일 천안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다른 입상자
들과 함께 시상식을 가졌으며 박 씨의 작품‘송광사의 가을’은
오는 11일까지 천안예술의전당 미술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양양문화원은 지역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난타와 한시, 통기타, 한국화, 민요 등 문화학교 11개 강좌를 운
하고 있으며 모두 260여명의 수강생이 참여해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박예숙 화가 제35회 미술대전 입선-설악신문 김주현기자

한국화‘송광사의 가을’출품
양양서 독학으로 작품 활동
‘묵향누리’활동…개인전 계획
[2016년10월17일 14시58분] 

독학으로 한국화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는 양
양출신의 박예숙(46, 사
진) 화가가 제35회 대
한민국미술대전 한국화
부문에 입선했다. 
그는 올해 대한민국미술
대전 구상부문에‘송광
사의 가을’을 출품해 입
선의 예를 안았다. 
어려서부터 그림그리기
를 좋아했던 박 작가는
넉넉지 않은 형편 때문
에 제대로 된 미술교육
을 받지 못했지만, 워낙
미술을 좋아해 결혼 후부터 홀로 습작을 하며 실력을 쌓아 나갔
다. 3년 전부터는 양양문화원의 한국화반에 입회해 회원들과 함
께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500여점의 작품을 그려
온 그는 올 봄에 대한민국미술대전에 출품하기로 하고, 3개월 동
안 송광사의 가을을 화폭에 담아왔다. 
“어려서부터 미술을 좋아해 친구들과 함께 도화지를 들고 어성전
천에서 그림을 그린 적이 많았어요. 어른이 되면 나만의 갤러리
를 갖는 것이 꿈이었는데, 아직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큰 상
을 받게 돼 정말 기뻐요.”
박 화가는 양양 현북면 장리가 고향으로 10년 전 귀향해한국화
에 관심 있는 이들과 의기투합해 8년 전‘묵향누리’라는 한국화
모임을 결성하고 전시회도 열고 있다. 
박 화가는 지난 2014년 강릉 신사임당 미술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이듬해에는 강릉단오 서화대전에서 특선, 정선아
리랑 서화대전에서 우수상과 특선을 수상했다. 
박 작가는 올해 양양예총 미술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계획이며, 2
∼3년 안에 개인전도 열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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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9.중앙일보-박진호기자

46년 만에 열린 남설악의 비경…
이젠‘만경대’라 불러주세요

“만경대(萬景臺)가 맞습니까, 아니면 망경대(望景臺)로 불러야 하
나요?”46년 만에 개방된 남설악의 비경‘만경대·망경대’를 찾
은 탐방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다. 강원 양양군 서
면 오색리에 위치한 남설악‘만경대·망경대’의 명칭이‘만경대’
로 통일된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1일 일반에 임시 개
방된‘만경대·망경대’의 명칭을‘만경대’로만 부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1970년 3월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환경보전을 이
유로 출입이 통제돼 온 이곳 만경대는‘1만 가지 경관을 볼 수
있다’는 뜻에서‘만경대(萬景臺)’, ‘많은 경관을 바라볼 수 있다’
는 뜻의‘망경대(望景臺)’등 두 개의 이름으로 혼용돼 왔다.
개방을 앞두고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측은 탐방객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망경대(望景臺)’로 통일했다. 2001년 세워놓은 공원
계획 상 명칭이‘망경대’로 돼 있다는 이유때문이다.
하지만 양양문화원이 지난 14일‘만경대 지명의 당위성’이란 제
목의 자료를 가지고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를 찾으면서 이야기가
달라졌다.
문화원이 제시한‘향토지’(1968·양양군 발간)에 실린‘오색약
수 및 명승고적 관광약도’를 보면 이번에 개방된 곳이‘만경대’
라고 표기돼 있다.
또 1976년 양양문화원이 발간한‘향토지’와 1990년 양양군이
발간한‘양주지’, 2010년 양양군지편찬위원회가 발간한‘양양군
지’에도‘만경대’란 표기가 있다.
이와 함께 고려시대 학자인 이곡(1298~1351)의‘가정집’제 5
권을 보면‘청간역(淸澗驛)을 지나 만경대(萬景臺)에 올라가서 약
간 술을 마시고 인각촌(仁覺村)의 민가에 묵었다’라는 표현이, 조
선후기 학자인 김창흡(1653~1722)의‘농암집’의 설악일기를 보
면‘아침을 먹고 나서 가마에 올라 만경대(萬景臺)로 향하 다’
등의 내용이 있다.
김광 양양문화원 사무국장은“설악산과 관련된 각종 문헌자료
엔‘만경대’라는 표기만 있을 뿐‘망경대’는 어디에도 없다”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
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로 표지판도‘만경대’로 바꿀
계획이다.

2016.10.20.강원도민일보

제4회 양양수채화 회원전

양양문화원 수채화동호회가 주최하는 제4회 양양수채화 회원전
이 지난 19일 양양문화복지회관 전시실에서 진행된 가운데 23일
까지 이어진다.

2016.11.14.설악신문-김주현기자

양양문화원, 황장목 서각전 호응

양양문화원이 지난 1일부터 황장목 서각작품을 전시해 주민들로
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문화원은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지난 4월부터‘양양
황장목 서각에 빠진 어르신’이라는 주제로 20명이 참여하는 어
르신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운 했다. 
노인들은 매주 수요일 프로그램에 참여해 황장목 서각을 배웠으
며, 지난 2일 수료식을 열고 그동안 제작한 작품 25점을 전시하
고 있다. 
양양문화원은 양양의 소나무를 재료로 만든 황장목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김광 양양문화원 사무국장은“어르신들이 그동안 접해보지 못
했던 황장목 서각 체험을 할 수 있어 반응이 뜨거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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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2.설악신문-김주현기자

김광 양양문화원 사무국장 이달 말 퇴임

지난 9년간 양양문화의 창달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온 김광
(63, 사진) 사무국장이 오는 31
일 퇴임한다.
김 국장은 2008년 3월부터 사
무국장을 맡아 양양군의 역사
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발
굴하기 위해 그 해 문화원 부
설 향토사연구소를 설립하고
이듬해 20년 만에 양양군지를
편찬했다.
이어 행정이 주도하던 양양문화제를 2009년부터 양양문화원이
주관해 열면서 민간중심의 내실 있는 문화제로 승화시키는데 많
은 역할을 했다. 향토사연구소는 한국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가
주최한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발표에서 2011년‘오색령 지명에 관
한 고찰’이 최우수상을, 2012년에는‘동해신묘의 역사적 고찰과
이해’가 대상을, 같은 해‘소동라령의 역사적 고찰’이 최우수상
을 수상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는 전국 최초로 군사훈련장으로
사용했던 수렵장의 역사현장을 발굴해‘교계와 금표의 동질성에
관한 고찰’이라는 연구논문으로 금상을 수상했다.
김 국장은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 문화향유를 위해 양양문화원의
어르신 프로그램을 11개 로 늘렸다. 어르신 연극반을 만들어 2년
간 100여회에 걸쳐 공연했고, 이는 전국 군 지역에서 최초로 연
극협회가 창립하는 기틀이 됐다. 또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를
6회 연속 강원도 대회로 열었으며, 내년에는 이 대회를 전국대회
로 승격시킬 계획이다.
김 국장은 올해 양양 60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만경대의 지명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후배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양양군의 역사문화를 이끌어갈 기회를 주기 위해 결심하게 됐습
니다. 노후한 문화원 시설을 개선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
습니다.”
김 국장은 퇴임 후 양양관노로서 천재작곡가로 불리는 조선시대
정종 때의 악사 허억봉 선생의 선양사업에 매진할 계획이다. 

2016.12.30.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최 조기자

양양문화원, 왕성한 활동으로 지역
문화창달에 기여

양양문화원(문화원장 윤여준)이 올 한해 왕성한 활동으로 지역문
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했다.
문화원은 지난 12월 28일 문화복지회관 대강당에서 250여명의
군민이 함께한 가운데‘2016년도 문화학교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한가람풍물패와 해당화울림, 여울소리민요단,
양양600합창단 등 문화학교 동아리와 초청가수단의 공연이 함
께 펼쳐져 모처럼 흥겨운 무대가 연출되었다.
양양문화원에서는 군민들의 문화갈증 해소를 위해 수요를 토대
로 매년 문화학교를 운 해오고 있다. 올해 운 된 강좌는 한시
와 서예, 사물놀이, 수채화 등 모두 11개 문화강좌로 지난 3월부
터 10개월 간 운 해 모두 20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특히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
램 운 기관으로 지정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지역 아동과 청
소년, 어르신, 다문화가정 등 사회 각계각층이 두루 누릴 수 있
는 문화공연을 진행해 호평을 얻기도 했다.
이를 통해 각종 대회에서의 수상도 줄을 이었다.
문화학교 한국화반 수강생인 박예숙씨는 제35회 대한민국미술대
전에서 입선의 예을 안았으며, 여울소리민요단은 전국국악경연
대회 은상과 제6회 강원도동구리전통민요경창대회 우수상을, 한
가람풍물패는 제21회 강원도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밖에도 한 서예와 한국화 부문에서 다수의 회원들이 크고 작
은 대회에 입상해 명예를 높 으며, 양양문화원 부속 향토사연구
소는 지난 8월 열린 제26회 강원도향토문화 연구논문 발표대회
에서‘교계(校界)와 금표(禁標)의 동질성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
표해 당당히 우수상을 수상했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 속
에 문화원이 올 한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앞
으로도 지역 문화예술의 역량강화와 지역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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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丁酉年은) 옛 부터 인간과 친근감을 주면서 늘 함께하며 새벽을 알리는 동물

인 닭의 해 입니다.

지난 한해에도 문화가족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한해를 잘 마무리 하 습니다.

2016년은 우리 양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진 지 600주년이 되는 해로 현산문화제를

양양문화제로 바꾸어 정명 600주년 기념일인 9월 1일(음력 8월 10일) 양양문화제 행사

를 양양 60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개최하고 2017년부터는 다시 6월에 개최하기로 하

습니다.

제가 사무국장으로 2008년 3월 1일부터 8년 9개월간 몸담아 온 양양문화원을 금년

말로 떠나게 되어 매우 아쉬우며 그동안 문화가족 여러분의 염려 덕분에 잘 마무리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원을 위한 일이라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해마다“襄陽文化“의 내용을 알차게 편집하고자 문화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

리겠습니다.    

새해에는 문화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황금알을 낳는 닭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

니다.

새해 아침에. . . 

襄陽文化院事務局長 金光泳

편/집/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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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문화 제28호



양양8경

남대천의 발원은 오
대산 두루봉이며 후
천은 점봉산과 구룡
령에서 발원하여 약
54Km의 하류 서문
천에 합류하여 동해
로 흘러가는 청정수
역이다. 봄에는 바다
에서 은어, 황어 가
을에는 연어가 소상
하고 겨울이면 시베
리아서 큰고니(백조)
가 찾아오는 회기 본
능의 강이며 양양군
민의 식수원이다.

남대천1경

국립공원 설악산 주봉
인 대청봉(1,708m)은
서면 오색리 산1번지
이다. 조선정조때문
인 성해응의『동국명산
기』에‘그 봉우리가
높아서 높고 푸른 하
늘을 만질 듯하여 그
최고 정상을 가리켜
청봉이라 이름 하
다’고 하며 정상에서
동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대청봉2경

원래 이름은 소솔령
所率嶺이었으나 조선
선조(1596년) 때부터
오색령(1,004m)으로
고쳐 불려 졌으며, 현
재 44번 국도로 동
과 서의 분수령이
다. 우리나라 아름다
운 경관도로 제54선
으로 선정되어 가을
철이면 많은 관광객
이운집한다.

오색령3경

오색 약수터에서 선
녀탕을 거쳐 점봉산
(1,424m) 서쪽 비탈
에 이르는 계곡이며,
무염스님이 12세에
출가한 오색석사와
주위에 독주암, 만물
상, 만경대, 선녀탕,
용소폭포, 12폭포가
있어 운치를 더해 주
며 가을 단풍이 백미
이다.

주전골4경

양양군 명승 제68호
로 지정된 하조대는
고려 말 명관인 하륜
과조준이한때은거
했던 곳이라 하여 두
성을 따서 붙여진 이
름이다. 기암절벽위이
우뚝 솟아 있는 육각
정자와애국송은동해
일출의 명소로, 조선
숙종 때 양양부사 이
세근이 정자 앞 바위
에하조대라고쓴암
각문이남아있다. 

하조대5경

죽도정은『신증동국여
지승람』양양도호부편
에 죽도는 부 남쪽
45리 관란정 앞에 있
으며 푸른 대나무가
온 섬에 가득하다. 섬
밑 바닷가에 구유같
이 오목한 돌이 있는
데‘둥근돌이그속
에서 이리저리 구르
고 달아서 오목하게
됐다’는 전설이 있으
며, 최근 해변에는 수
상레저를 즐기는 마
니아들로북적인다.

죽도정6경

남애항은 양양군에서
규모가가장크고아름
다운 1종국가어항이며,
강원도 3대 미항 중에
하나이다. 조선시대에는
인근의 양야산陽也山에
봉수대가 있었으며, 어
판장에는 마을 어민들
이직접잡은싱싱한생
선이넘쳐나많은관광
객이찾는어촌체험항
이다.

남애항7경

의상대는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의
좌선 수행처이다. 매
월당 김시습이 낙산
사 주지에게 보낸
시문과 단원 김홍도
의‘해동명산도첩’
을 미루어 볼 때 16
세기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강원도 유형문화
제 제48호와 양양군
명승 제27호로 지정
된 동해 일출의 명
소이다.

의상대8경

무산사(양양포교당)          
낙산유치원
불교대학
템플스테이
강원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무산복지재단

낙산요양원

노인복지센타

양양군 노인복지관

양양시니어클럽

무산지역아동센타

의상도서관

아동청소년 장학사업

대한불교조계종낙산사
주지도후외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100 

033)672-2447~8 www.naksan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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