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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여주 고달사의 寺勢와 ‘영남로’

장일규

현욱은 837년 9월 ~ 840년에 여주의 혜목산에 들어와 머물 다. 이관과 

심희는 각각 830년 전후와 862년 이전에 현욱을 찾아 출가하고 선법을 익혔

다. 862년 이후에 경문왕은 현욱의 주석처를 ‘고달사’라고 지정하 다. 868

년 11월에 현욱이 입적한 뒤 이관과 심희는 혜목산을 벗어나 각각 설산과 

송계, 명주, 김해, 창원, 나아가 왕경 등지에서 활동하 다. 그들은 적게는 

80여 명 이상의 제자를 두었다. 

심희의 제자는 충담, 찬유, 홍준, 융체 등이었다. 찬유은 881년에, 홍준은 

882년 ~ 899년에 심희에게 나아갔는데, 찬유는 혜목산에 머물 던 심희에

게 나아간 반면, 홍준은 흑암선원에 머물고 있던 심희와 사제의 인연을 맺었

다. 충담 역시 찬유와 비슷하게 심희를 만났을 듯하다. 

심희의 선법은 888년 이전까지는 체로 혜목산을 중심으로, 891년 이후

에는 주로 봉림사를 중심으로, 특히 광주와 명주, 신라 왕경에도 널리 알려졌

다. 다만 심희가 봉림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891년 이후 고달사 승려가 

혜목산과 연고된 활동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당시는 신라 전역에서 호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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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 할거적 지배를 추구하 던 시기 으므로, 곳곳마다 쉼 없이 전투가 

벌어졌다. 자연히 심희는 고달사를 떠나야 하 다. □운은 877년에 김해에 

머물면서 선법을 알렸다. 당시에 김해는 이미 禪僧의 주석처로 주목을 받았

다. 심희는 금관가야의 후예 으므로, 자연스럽게 김해로 이거하 고, 김해 

호족의 지원을 받아 봉림사를 열었다.  

여주는 왕경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구축된 신라의 간선도로 가운데 서로

에 위치하 다. 서로는 왕경에서 상주에 이르기 전에 각각 강주와 거창, 

북원경으로 갈라져서, 신라 간선도로 가운데 가장 複線의 노선을 갖추었다. 

심희는 여주에서 김해로 이동하 는데, 그 길은 북원경과 나령군을 지나 

경주 서쪽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 다. 한편 그는 북원경을 중심으로 가평

군을 지나 북진하거나 상주를 중심으로 장산군을 가는 길을 통해서 무주로

도 西進하 고, 경주를 중심으로 김해까지 나아갔다. 심희는 당시 신라의 

주요 간선도로를 충실히 이용하 다. 제자인 찬유, 충담, 홍준 등도 자연스럽

게 신라의 주요 간선도로를 통해서 왕래하 다. 특히 융체나 찬유는 이미 

상주 팔공산에 거점을 확보하고 있을 만큼 고달사 승려들은 ‘ 남로’에 익숙

하 다. 

여주는 남한강과 섬강, 복하천 등이 합류하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었다. 

신라 왕실은 충주에 중원경, 원주에 북원경, 청주에 서원경을 두어 지방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자연히 여주를 주목하 다. 신라는 신주정, 남천

정, 한산정을 설치하면서 점차 한강 하류 일 , 곧 여주 일 에서 지금의 

서울 주변으로 진출하 다. 신라는 남한강 유역을 군사 전략상 요충지로 

확보하 다. 군사 요충지로서의 남한강 수로는 백제에 의해서 개설･운 되

었고, 고구려는 이를 따라 충주 일 를 아우르기도 하 다. 신라는 당은포를 

확보한 뒤 지속해서 당 외교를 전개하 다. 당은포와 왕경을 잇는 ‘당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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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어느 길이든지 충주를 거쳐 남한강 수로와 낙동강 수로를 따라 경주로 

가는 길이었다. 자연히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가 운 하 던 남한강 수로는 

물론 낙동강 수로를 가장 주요한 간선도로로 인식하 다. 

9세기 후반과 10세기 초반에 여주 일 는 기훤, 양길, 궁예, 왕건, 견훤에 

의해서 치열한 전장으로 변하 다. 현욱의 선법은 심희를 통해서 고달사가 

아닌 봉림사를 중심으로 전교되었다. 현재 고달사터에는 작은 규모의 시주

와 승려가 중심되어 조성한 8세기 ~ 10세기 중반 절터의 흔적과 함께 남향이

던 기존의 중심축에 새로 동향의 건물을 건립한 10세기 중반 ~ 11세기의 

흔적이 확인된다. 

924년에 찬유는 고려 태조 왕건에게 나아갔다가 혜목산으로 주석처를 

옮겼다. 이후 그는 고려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자연히 광종은 찬유의 

입적 이후에도 고달원을 희양원, 도봉원 등과 함께 3  부동선원으로 지정하

다. 고달사의 사세를 통해서 볼 때, ‘ 남로’는 이미 고 부터 형성된 뒤 

쉼 없이 한반도의 주요 간선도로로 기능하 다. 

주제어

(키워드)

고달사, 현욱, 심희, 찬유, 충담, 홍준, 봉림사, 남한강 수로, 신라 간선도로, 

영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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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들어가는 말

제1절 연구의 배경

여주에 자리한 고달사는 경기도의 표적인 사찰이다. 현재 확인된 절터

는 6만㎡로, 여느 사찰에 비해서 매우 크며, 사적 제382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곳에는 국보 제4호 고달사지 승탑을 비롯하여 보물로 지정된 원종 사탑

비, 원종 사탑, 석조 좌 등이 있는데, 고달사지 승탑과 석조 좌는 현재 

우리나라에 전하는 승탑과 불 좌 가운데 가장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쌍사자 석등 역시 법주사 쌍사자 석등, 암

사지 쌍사자 석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표적인 쌍사자 석등으로 알려져 

있다. 고달사는 사역의 규모는 물론 문화유산의 분포에서 경기도는 물론 

우리나라를 표하는 사찰이었던 셈이다. 

고달사의 사역은 여느 절에 비해서 큰 규모이지만, 아마도 원래의 사역은 

현재보다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초에 이미 도봉원･희양원 등과 

함께 3  사찰로 자리하 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한강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 기에, 이러한 사세는 현욱의 제자인 심희를 통해 경남 창원의 

봉림사로 연결되었고, 심희의 제자 찬유는 여전히 고달사에 머물면서 사세

를 유지하 다. 곧 여주 고달사와 창원 봉림사는 비록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로를 통해서 긴밀히 연결되었다. 그 교통로

는 바로 ‘ 남로’ 다. 흔히 조선 시  표적인 교통로라고 알려진 ‘ 남로’

는 이미 신라 말 고려 초에도 운 되고 있었던 셈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역사문화탐방로’의 하나인 ‘ 남로’의 시원을 여주 고달

사와 창원 봉림사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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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역사문화탐방로의 형성이 백제와 고구려, 신라의 9주 설치 이후 한주

를 연결하는 교통로를 꾸준히 운 한 결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음을 제시하

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본 연구는 여주 고달사와 창원 봉림사가 ‘ 남로’를 통해서 연고를 맺었음

을 살피려는 것이다. 그것은 고려 왕실이 고달사를 3  사찰로 중시한 이유, 

불교 문화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문화유산이 자리한 까닭 등을 ‘ 남로’라

는 교통로의 위상과 관련하여 가늠해 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고달사

는 물론 도봉원･희양원 등의 3  사찰이 특별히 ‘ 남로’ 주변에 자리하 음

도 주목할 수 있다. 

먼저 고달사의 연혁은 물론 고달사와 관련된 인물의 활동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것이다. 곧 고달사 창건주로 알려진 현욱, 그의 제자 던 이관과 

심희, 그리고 심희의 제자 찬유･충담･홍준 등이 활동한 지역, 연고된 사찰, 

관련된 인물 등을 현재 전하는 금석문이나 전기류 자료를 통해서 정리하여 

고달사 승려들이 ‘ 남로’는 물론 ‘평해로’ 등을 중심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유지한 배경을 고찰할 것이다. 아울러 ‘ 남로’ 주변 주요 사찰들의 연혁도 

함께 고려하여 신라 말 고려 초 이후 고달사와의 관련성 여부도 함께 찾을 

수도 있다. 특히 이러한 모습이 신라 조정이 주요 사행로로 활용하 던 ‘당은

포로’와 어떤 관련을 갖는지, ‘ 남로’･‘평해로’ 등과 신라 9주 주요 교통로의 

계기적 연관성은 무엇인지 등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것은 기도처로

서 기능하 던 사찰의 분포가 교통로의 운 과 변화에 어떤 향을 미쳤는

지, 더욱 구체적인 교통로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고달사 관련 연구는 부분 문화재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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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연구 성과도 유념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 표적인 사찰이었던 고달사를 중심으로 ‘ 남로’의 

원형을 가늠하려는 것이다. 특히 지리서 자료 외에 금석문, 전기 등의 인물 

자료 등을 정리하여 고달사 연혁은 물론 고달사와 ‘ 남로’의 관련성을 주로 

추적하고, 교통로로서 ‘ 남로’의 원형과 역사문화적 가치 등도 염두에 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아래의 목차로 정리하여 작성할 예정이다.

1. 머리말

2. 현욱의 고달사 창건과 심희의 봉림산문 개산

  1) 현욱의 고달사 창건과 사세 확장

  2) 심희의 봉림산문 개산과 법손의 분포

3. 고달사 승려의 활동상과 ‘ 남로’ 활용

  1) 고달사 승려의 활동상과 활동 지역

  2) 고달사의 ‘ 남로’ 활용 

4. ‘ 남로’의 가치와 경기

5. 맺는말

제3절 연구 기대성과

그동안 ‘ 남로’에 한 연구는 체로 조선시 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최 준이 1975년에 처음으로 남로를 다루어 발표하고 2004년에 한

국의 옛길의 하나로 ‘ 남 로’를 발간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다만 이러한 연구는 체로 지리학을 중심으로 다룬 것이어서, 그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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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인물의 활동상이나 문화재의 분포 등 역사문화적 접근은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 남로’를 경기도 역사문화탐방로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는 자연지리적 접근과 함께 역사문화적 관점에서 ‘ 남로’를 살필 필요가 

있다. 곧 ‘ 남로’의 성립과 변화는 물론 문화사적 의미 등을 보다 구체적으

로 정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 표적인 사찰인 고달사의 위상과 관련하여 ‘ 남로’

가 담고 있는 역사와 문화를 살피려는 것이다. 자연히 본 연구의 성과는 

경기도 역사문화탐방로의 하나인 ‘ 남로’의 역사문화상을 보다 풍부하게 

알려주는 자료가 될 것이고, 향후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요 연구 자료

의 하나로도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교통로가 인적･물적 교류의 흔적임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경기도 역사문화탐방로의 운 이 단순히 산재한 문화

유산에 한 이해를 벗어나, 이들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는 인식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제4절 머리말

여주는 조선시 에 광주와 함께 수도 한양의 동남쪽을 방어하는 표적인 

군현이었다. 특히 驪州牧은 충청도 忠州牧과 陰城縣, 강원도 原州牧 등과 

잇닿았는데, 이들 군현과는 육로 외에 수로로 연결되기도 하 다. 여주와 

충주, 원주를 연결하는 수로는 바로 남한강 수로 다. 

조선시 에 전국을 잇는 大路 가운데 平海路와 東萊路 등의 주요 간선도

로는 일부 구간에서 남한강 수로를 이용하 다. 곧 한양에서 강릉을 거쳐 

평해까지는 양근, 지평, 가평을 지나 원주, 강릉, 삼척, 울진 등을 거쳐야 

하 기에, 양근, 지평, 가평, 원주는 육로보다는 남한강 수로를 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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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훨씬 편리하 다. 한편 원주는 강릉은 물론 월, 정선으로 갈 수 있는 

평해로의 요충지 지만, 가평에서도 춘천, 양구로 길이 이어졌고, 지평에서

는 홍천, 양양까지 연결되었다.1) 평해로는 체로 높은 산봉우리 사이를 

오가는 것이어서, 오랜 여정을 고려할 때 원주까지는 체로 남한강 수로를 

이용하는 것이 수월하 다.  

동래로는 용인, 양지, 양성, 안성 등을 거쳐 남한강으로 나아가거나 광주, 

이천, 여주 등을 거쳐 남한강으로 이어졌다.2) 이 길은 체로 연이은 산길이

나 들길 등 육로를 이용하는 것이었지만, 충주를 지나기 위해서는 평해로와 

같이 남한강 수로를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3) 충주를 지난 길은 조령

으로 이어져 문경, 상주, 칠곡, 구, 청도 밀양, 양산을 거쳐 동래에 이르면서 

‘ 남’을 관통하 기에 특별히 ‘ 남로’라고 불렸다.4)  

‘교통로’는 활동 역의 확 , 재화의 필요 교환, 문화 호기심과 수용 등의 

목적에 따라 개설･운 되었다. 활동 역의 확 는 개인을 중심으로 먼저 

진행되었지만, 지배체제가 형성되면서부터는 왕도를 중심으로 한 방어체계

의 구축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그것은 郵驛이나 城壘의 설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화의 필요 교환은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결과를 바탕으로 재화의 

수요 발생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주로 장시의 개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 호기심과 수용은 외래문화에 한 호기심 또는 점진적 전래와 관련되

는데, 체로 왕실의 필요에 따른 적극적 수용으로 이루어졌다. 특별히 사찰

1) 申景濬, ｢道路考｣ 卷1, 八道六大路所屬諸邑目, 平海第三路.

2) 申景濬, ｢道路考｣ 卷1, 八道六大路所屬諸邑目, 東萊第四路.

3) 崔永俊, (1987). 南漢江 水運 硏究 ｢地理學｣ 35, 49~52.

4) 崔永俊, (1975), 朝鮮時代의 嶺南路 硏究―서울~尙州의 경우 ｢地理學｣ 11, 55~58. 영남로는 
한양에서 동래까지 약 960리를 잇는 길로 東萊路 또는 嶺南大路로 불렸다. 위의 논문은 이 
가운데 서울에서 상주까지 220km 구간을 주로 설명하였는데, 鳥嶺을 두고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구간이 영남로에서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2019 경기도 역사문화탐방로 논문 공모집 | 장일규  11

의 건립과 그 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교통로’의 개설은 인간의 

일상과 관련하여 이루어졌고, 운  역시 현실과 맞물려 다양하게 진행되었

다. ‘ 남로’의 형성과 운 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 남로’에 한 이해는 조선시  간선도로와 맞물려 이루어졌

다. 그러나 교통로의 형성이 활동 역의 확 , 물산의 필요 교환, 문화 호기

심과 수용 등과 긴밀히 관련되었음을 고려하면, ‘ 남로’의 형성은 조선시  

이전에 이미 진행되었을 것이다. 곧 조선시  ‘ 남로’는 일부 구간의 변경은 

있더라도, 강의 노선은 조선 이전의 교통로를 답습한 결과인 셈이다. 

‘ 남로’ 핵심 지역의 하나인 ‘ 남 지역’은 신라와 가야에 속했다. 자연히 

‘ 남로’의 형성과 운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라나 가야의 역사문화와 

관련지어 살펴보아야 한다. 다만 가야 연맹이 언제 어떻게 교통로를 형성하

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신라에 국한하여 

고찰할 수밖에 없다. 신라 역시 교통로 상의 역원이나 장시의 분포 등이 

명확히 전하지 않기에, 성루나 사찰을 상으로 ‘ 남로’의 옛 모습을 추정하

여야 한다.  

한양에서 시작된 동래로, 곧 ‘ 남로’는 경기 내륙을 거쳐 이천과 여주 

근처에서 남한강 수로를 따라 충주에 이르 다. 이천과 여주 일 에는 설봉

산성, 설성산성, 파사성 등의 산성은 물론 신륵사, 고달사 등의 고찰이 자리

하고 있다. 특히 고달사는 남한강은 물론 섬강 주변에 위치하 기에 수로와 

육로 등 교통로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을 것이다.  

고달사는 현욱이 창건하 다고 전하지만, 제자인 심희와 손제자인 찬유를 

거쳐 법인을 이었다. 다만 심희는 지금의 경남 창원 봉림사와 관계를 맺기도 

하 다. 여주 고달사와 창원 봉림사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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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절이 긴밀한 관련을 맺은 것은 특이한 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남한강 

수로와 낙동강 수로를 이용하 던 ‘ 남로’를 염두에 두면, 지리적 간격은 

큰 장애가 아닐 수도 있다. 곧 고달사의 사세를 통해서 조선시  표적인 

교통로라고 알려진 ‘ 남로’의 원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셈이다. 이것은 

신라가 삼국통일 이후에 9주를 설치하고 주치를 잇는 교통로를 재편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점을 살피고자 작성되었다.  

먼저 현욱, 심희, 찬유 등 고달사와 봉림사에 주석한 승려의 활동상, 나아

가 그들 문도의 활동상을 정리하여, 이들이 어떻게 여주와 창원을 왕래하

는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여주와 창원, 그리고 김해를 잇는 

교통로가 ‘ 남로’의 원형이었음을 신라의 주요 간선도로를 통해서 살펴보

고자 한다. 다만 신라의 교통로 개설과 운 을 전하는 자료는 조선시  ‘ 남

로’의 그것보다 당연히 적기 때문에 구체적인 노선을 확정하지 못하는 한계

는 분명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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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본론

제1절 현욱의 고달사 창건과 심희의 봉림산문 개

1. 현욱의 고달사 창건과 사세 확장

고달사는 여주에 자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기록을 살펴보자.

① 慧目山<주의 북쪽 25리에 있다>.5) 

② 慧目山<세상에서 牛頭山이라고도 하는데, 북쪽 25리에 있다>.6)

③ 鷲巖寺 上院寺 高達寺 모두 慧目山에 있다. 고려 한림학사 김정언이 지은 

승려 혜진의 塔碑가 있다.7) 

여주에는 혜목산에 있는데, 우두산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산에는 취암사, 

상원사, 고달사 등이 자리하 다. 특히 고려시 에 한림학사 김정언이 찬술

한 찬유의 탑비도 위치하 는데, 다만 탑비가 자리한 절이 취암사, 상원사, 

고달사 가운데 어느 절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래의 자료에서 이를 가늠해

보자.   

장경의 법을 이었으니 휘는 현욱이고, 성은 김씨로, 동명에서 으뜸가는 씨족이었

다. 아버지의 휘는 염균이니 벼슬이 병부시랑에 이르 고 어머니는 박씨이다.…장

년이 되자 출가의 뜻을 갖게 되었다. 이미 바다를 건널 보따리를 마련한 뒤엔 

마침내 머리를 깎고 원화 3년에 드디어 구족계를 받았다. 장경 4년 당의 태원부

에 이르러 두 절을 번갈아 살면서 뜻한 바를 모두 이룬 뒤에는 본국의 왕자인 

5) ｢新增東國輿地勝覽｣ 권7, 驪州牧 山川조, “慧目山<在州北二十五里>.” 

6) ｢增補文獻備考｣ 권21, 輿地考9, 山川3, 京畿 驪州조, “慧目山<世稱牛頭山 在北二十五里>.”  

7) ｢新增東國輿地勝覽｣ 권7, 驪州牧 불우조, “鷲巖寺上院寺高達寺<具在慧目山 有高麗翰林學士金
廷彦 所撰僧慧眞塔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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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종이 전하는 왕명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갔다. 개성 2년 9월 12일 본국에 

이르러 무주 회진의 남악 실상사에 머무니, 민애 왕, 신무 왕, 문성 왕, 헌안

왕이 잇달아 제자의 예를 다하여 공경하면서 신하의 예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고, 

매번 왕궁에 들어오면 반드시 자리를 펴게 하여 설법을 들었다. 개성 말년 경에 

혜목산 기슭에다가 토굴을 모으니 경문왕이 고달사에 살게 하고는 기이한 향과 

묘한 약을 궐에 들르면 반드시 공양하 고, 더울 때는 베옷, 추울 때는 갓옷 

등을 때에 맞추어 바쳤다. 9년 가을 해제 직후에 갑자기 문인들에게 “내가 금년 

안에는 법연이 다할 것이므로, 너희들은 무차 회를 열어 백암에게 전해 받은 

은혜에 보답하게 하라. 그것으로 나의 소원은 끝나는 것이다.”라고 하 다. 11월 

14일 밤중에 갑자기 산골짜기가 진동하더니 새, 짐승이 슬피 울고 절의 종은 

사흘 동안 두드려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15일 새벽에 갑자기 시자에게 무상종을 

치게 하고는 겨드랑이를 자리에 고 누워서 입적하니, 춘추는 82세이고, 법랍은 

60년이었다.8)

현욱은 당나라 章敬懷揮의 법인을 이은 신라 禪僧이다. 아버지는 병부시

랑을 역임하 고, 어머니는 신라 왕실의 하나인 박씨의 후예로, 신라의 으뜸

가는 집안 출신이었다. 하지만 출가와 도당 유학의 뜻을 갖고서 삭발 수계한 

다음 바다를 건너 入唐하여, 824년(헌덕왕 16)에 당나라 태원부의 두 절을 

오가며 주석하면서 출가와 도당 유학의 뜻을 이루었다. 그 뒤 신라 왕자 

김의종과 함께 귀국길에 올라서, 837년(희강왕 2) 9월 12일에 신라 무주의 

會津에 도착하 다. 그는 지리산 실상사에 머물면서 민애왕, 신무왕, 문성왕, 

헌안왕의 귀의를 받았고, 신라 왕도에서 설법을 하기도 하 다. 開成 연간

8) ｢祖堂集｣ 권17, 東國慧目山和尙조, “東國慧目山和尚 嗣章敬 師諱玄昱 俗姓金氏 東溟冠族 
父諱廉均 官至兵部侍郎 妣朴氏…年至壯齒 志願出家 既持浮海之囊 遂落掩泥之髮 元和三年 
遂受具戒 長慶四年 入於大唐 至太原府 歷居二寺 頗志已成 隨本國王子金義宗奉詔東歸 以開成
二年九月十二日 達於本國武州會津 南岳實相安之 敏哀大王神武大王文聖大王憲安大王並執師
資之敬 不徵臣伏之儀 每入王宮 必命敷座講法 自開成末 結茆於慧目山埵 景文大王命居高達寺 
奇香妙藥聞闕必供 暑寒裘待時而授 九年秋 解夏之始 忽告門人曰 我今歲內 法緣當盡 你等宜設
無遮大會 以報百巖傳授之恩 終吾志也 十一月十四日中夜 忽爾山谷震動 鳥獸悲鳴 寺鍾擊而不
響三日 十五日未曙 遽命侍者撞無常鍾 脅席而終 亨年八十二 僧臘六十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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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 840) 말년인 문성왕 초반에는 혜목산에 토굴을 짓고 머물 는데, 경

문왕은 고달사에 주석하도록 조처하 다. 현욱은 춘추 82세, 법랍 60년으로 

혜목산 고달사에서 입적하 다. 

현욱은 처음에 실상사에서 머물 다가 혜목산으로 주석처를 옮겼는데, 

그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곧 현욱은 9년 11월 15일에 입적하 는데, 개성 

연간은 9년이 없고, 중 연간과 함통 연간만 9년이 있기 때문이다. 중 

연간은 당 선종의 연호로 847 ~ 859년의 13년 동안 사용되었고, 함통 연간은 

당 의종의 연호로 860 ~ 873년의 14년 동안에 해당한다. 당 선종 때 신라에

서는 체로 문성왕과 헌안왕이 재위하 고, 신라의 경문왕은 당 의종 때 

왕위를 지켰다. 현욱이 고달사에 주석한 것은 경문왕의 뜻이었으므로, 현욱

이 입적한 9년은 함통 9년, 곧 868년(경문왕 8)의 일이 되는 셈이다. 현욱은 

837년(희강왕 2) 9월 12일부터 개성 연간(836 ~ 840) 말년까지 불과 3년 

정도 실상사에 머물 다가 개성 연간 말년부터 868년(경문왕 8)까지 략 

30년 정도를 혜목산에 주석하 다. 자연히 장경회휘의 법인을 이은 현욱의 

선종사상은 혜목산을 중심으로 확 될 수 있었다.   

또한 현욱이 실상사에서 혜목산으로 옮긴 이유나 현욱이 머물 던 혜목산

의 토굴을 경문왕이 왕명으로 ‘고달사’라고 지정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귀국한 현욱이 경문왕 즉위 이전까지 민애왕 ~ 헌안왕 등 신라 왕실과 

꾸준히 연고 되었으므로, 경문왕은 이전의 관계를 고려하여 혜목산의 토굴

을 ‘고달사’라고 지정하 을 것이다. 따라서 혜목산 고달사는 경문왕이 즉위

한 뒤부터 현욱이 입적하기 전까지인 861년 ~ 868년에 왕명으로 이름 붙여

졌다. 곧 현욱의 혜목산 주석은 837월 9월 12일 ~ 840년에 시작되었지만, 

혜목산 ‘고달사’의 법등은 경문왕이 즉위한 861년부터 진행되었던 셈이다. 



16  

현욱은 혜목산에서 선법을 펴나갔다. 이것은 아래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17세에 마침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어 세속을 버렸다. (缺) 海印寺로 가서 

여러 선지식을 찾았다.…(缺) 년에 다시 靈巖寺에서 여러 달 동안 禪定을 익혔

는데 떠들썩한 무리들 (缺) 圓鑑大師가 중국에서 귀국하여 慧目山에 머물면서 

(缺) 산비탈에 단단히 얽어 새로 지은 듯이 중건하 는데 한 달이 되지 못해서 

완공되었다. (缺) 선사는 佛家의 모범이므로 (缺) 풍채가 엄정하여 바라본 

사람들이 정신이 엄숙하다고 하지 않을 정도 으므로 (缺) 上足으로 삼았다. 

함통 말년에 다시 길을 나서 雪山의 億聖寺로 가서 (缺) 金堂과 佛殿을 이루

었다.9)

② 9세에 혜목산으로 빠르게 가서 圓鑑大師를 알현하 는데, 사는 지혜의 싹이 

있음을 알고는 절에 머물도록 허락하 다.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마음은 오히

려 정성을 다하 다. 부지런히 힘쓰는 것은 高鳳도 공을 미루는 것과 같았고, 

민첩히 움직이는 것은 揚烏도 아름다움을 양보하는 것 같았다. ( 사를) 좇아

서 僧□를 밟았고, 법당을 떠났다. 함통 9년에 먼저 사가 병에 걸려…스스로 

열반에 들어갔다.10) 

이관은 17세에 한 뒤 출가하여 해인사를 찾고 그 뒤이어 암사로 주석처

를 옮겼다. 그러나 현욱이 중국에서 돌아오자 혜목산으로 이거하 다. 현욱

은 한 달도 못된 짧은 기간 동안 이전의 건물을 중건하고서 머물 기 때문이

다. 이관은 풍채가 엄정한 현욱을 불가의 모범이라고 여겨 제자가 되었다. 

이후 함통 연간 말년에 설산 억성사로 주석처를 옮겨 전각을 짓고 머물 다. 

9) 金薳, 沙林寺 弘覺禪師碑銘, “年十七 遂剃髮 披緇損俗 (缺) 往海印寺 訪諸善知… (缺) 年 復於靈
巖寺 修定累月 諠囂徒 (缺) 圓鑑大師 自華歸國 居于惠目山 (缺) 架崖構壑 重建創修 月未朞而功
成 (缺) 禪師 緇門模範 (缺) 彩儼容 觀覩者 莫不神肅 (缺) 之爲上足 咸通末 復往於雪山億聖 
(缺) 成金殿與香榭.” 

10) 景明王, 鳳林寺 眞鏡大師塔碑銘, “年九歲 徑往惠目山 謁圓鑑大師 大師 知有惠牙 許栖祇樹 
歲年雖少 心意尙精 勤勞則高鳳推功 敏捷則揚烏讓美 俾踐僧□ □離法堂 咸通九年 先大師寢
疾…寂然無語 因□□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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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희는 9살 되던 해에 혜목산의 현욱에게 나아갔다. 현욱은 심희가 眞宗의 

그릇이 될만하다고 여겨 머물게 하 다. 심희는 나이는 어렸지만, 충실히 

수행하 고, 함통 9년에 현욱의 입적을 맞았다.  

이관이 현욱을 찾은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현욱은 

837년 9월 12일에 귀국하 지만, 840년 이전에 혜목산으로 이거를 하 으

므로, 이관이 현욱을 찾은 때는 837년 9월 12일부터 현욱이 입적한 868년 

11월 15일의 어느 시기 을 것이다. 또한, 이관은 함통 연간 말년에 혜목산

을 떠났는데, 현욱은 868년에 입적하 으므로, 이관의 억성사 이거는 868년 

11월 15일 ~ 873년의 일이 된다. 이관은 880년 10월 21일에 법랍 50년으로 

입적하 으므로,11) 그의 출가는 830년 전후에 이루어졌다.  

심희의 업적을 기리는 탑비는 신라 경명왕이 친히 찬술하 다. 심희가 

경명왕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심희는 923년(경명왕 7) 4월 24일

에 나이 70세, 법랍 50년으로 입적하 는데, 그가 혜목산을 찾은 것은 9살 

때 일이므로, 곧 862년(경문왕 2)에 해당한다. 현욱은 경문왕 때 이전에 

혜목산으로 이거하 고, 경문왕의 명령에 의해서 ‘고달사’에 주석하 다. 다

만 심희가 출가할 때 혜목산 고달사로 기록되지 않았고, 현욱은 868년에 

입적하 으므로, 경문왕의 ‘고달사’ 이거 명령은 862년 ~ 868년의 일일 것이

다. 자연히 심희가 현욱을 찾아 혜목산으로 출가한 시기는 862년 이전에 

해당하는 셈이다.  

현욱은 837년 9월 12일 ~ 840년에 혜목산으로 들어와 토굴을 짓고 머물

다가 짧은 기간에 불전을 중건하고서 주석하 다. 풍채가 남달랐던 그의 

11) 金薳, 沙林寺 弘覺禪師碑銘, “廣明元年冬十月卄一日 詰旦 (缺) 今法緣營盡 汝等勉旃守道 
是日 奄然遷 (缺) 夏五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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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은 점차 주변에 알려져 불가의 모범으로 여겨졌다. 이관과 심희는 각각 

830년 전후와 862년 이전에 현욱을 찾아 출가하고 선법을 익혔다. 현욱의 

명성은 물론 그가 머문 주석처는 더욱 확 되었을 것이다. 그에 따라 경문왕

은 862년 이후에 현욱의 주석처를 ‘고달사’라고 지정하 다. ‘고달사’라는 

절 이름에는 혜목산에 한 경문왕의 적극적인 관심이 반 되었고, 당시 

고달사에는 현욱과 심희가 머물고 있었다.  

2. 심희의 봉림산문 개산과 법손의 분포

현욱의 주석처가 ‘고달사’로 이름 붙여진 뒤, 현욱은 여전히 고달사에 머물

다가 입적하 다. 그러나 이관과 심희는 각각 고달사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운수행각을 떠나 활동하 다. 아래의 기록에서 확인해보자.

① 함통 말년에 다시 길을 나서 雪山의 億聖寺로 갔는데 (缺) 金堂과 佛殿을 

이루었다.…聖上은 소문을 듣고 덕을 사모하여 (缺) 밤낮으로 (缺) 선의 흔적을 

(缺). 이내 내연에 올라가 공담을 말하고 妙□를 (缺) 이에 (缺) 용안 (缺) 

푸른 하늘을 보았다. 그 뒤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작별 인사를 하자, 

조서를 내려 (缺) 길에서 전송하고 (缺) 임금은 또한 사신을 보내 산까지 호송

하게 하 다. 廣明 원년 겨울 10월 21일 아침에 (缺) “지금은 法緣이 모두 

다하 으므로, 너희들은 도를 지키는데 힘써라.”고 하고는 그날에 갑자기 입

적하니 (缺) 법랍은 50년이었다.…제자 梵龍과 使義 등 백(여명)이 매우 슬퍼

하 다. (缺) 임금은 中官에게 시간을 다투도록 명령하 다. 이듬해에 (缺) 

시호를 弘覺禪師라고 사여하고 탑호를 禪鑑之塔이라 하 다.…大唐 光啟 2년 

병오년 10월 9일에 세웠다. 車城 崔瓊이 전액을 쓰고 報德寺 사문 신 慧江이 

글자를 새겼다.12)

12) 金薳, 沙林寺 弘覺禪師碑銘, “咸通末 復往於雪山億聖 (缺) 成金殿與香榭.…聖上聆風慕德 
(缺) 寤寐 (缺) 禪髑 仍昇內筵 演苦空談 妙 是乎 龍顔 (缺) 以覩靑天 後不逾旬而告辭 詔 (缺) 
餞路 (缺) 上亦遣使 衛送至山 廣明元年冬十月卄一日 詰旦 (缺) 今法緣營盡 汝等勉旃守道 是日
奄然遷 (缺) 夏五十…弟子梵龍 使義等百 (缺) 側 恩命中官爭刻焉 來年 (缺) 贈諡曰弘覺禪師 
塔號爲禪鑑之塔…大唐光啓二年丙午十月九日建 車城 (缺) 崔瓊 篆額 報德寺沙門 臣慧江 刻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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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함통 9년에 먼저 사가 병에 걸려 사를 불러 “이 법은 본래 西天으로부터 

동쪽을 중국에 전해져서 한 송이의 꽃이 여섯 잎으로 만발하 다. 로 

서로 전승하여 끊임이 없도록 하 다. 나는 이전에 중국에 가서 일찍이 百巖을 

섬겼는데, 백암은 (江西를) 이었고 강서는 南嶽을 이었으며, 남악은 곧 曺溪의 

아들로 嵩嶺의 현손이다. 비록 뜻을 담은 架裟는 전하지 않지만 心印은 서로 

주어, 멀리서 여래의 가르침을 잇고 가섭의 종지를 열었다. 너는 마음의 등불

을 전하라. 나는 法信을 부촉한다.”라고 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열반에 

들었다.…19세에 具足戒를 받았다. 이미 계율을 지키는 것을 마음에 품어서 

정처 없이 발길을 닿게 하 는데, 운수행각을 어찌 수고롭게 여기겠는가!…어

떤 사람이 “ 사는 비록 이 땅을 돌아다니며 수행하여 두루 玄關을 뵈었지만, 

다른 나라까지 순력하여 반드시 고승을 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묻자, 

사는 “達摩가 법을 부촉하고 惠可가 마음을 전했을 때부터 선종은 동쪽으로 

전해졌는데, 배우는 자가 어떤 이유로 서쪽으로 가겠는가. 나는 이미 (惠)目을 

(뵙고서) 무릇 꽃다운 티끌을 접하 으므로, 어찌 뗏목을 버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뗏목을 탈 뜻을 근심하겠는가”라고 하 다. 文德 초년부터 乾寧 말년 

사이에, 먼저 松溪에 자리를 잡자 학인들이 빗방울처럼 모여 들었고, 잠시 

설악에 머물자 禪客들이 바람처럼 달려왔다. 어느 곳을 가도 감출 수 없었는데 

어찌 오직 그것뿐이겠는가! 진성 왕이 급히 편지를 보내어 궁전으로 불 다. 

사는 “비록 王言을 외람되이 받들었지만 어찌 祖師의 業을 중단하겠습니까. 

길에는 험함이 많습니다.”라고 하여 표를 올려 굳이 사양하 다.…( 사는) 

인하여 세속을 피하여 홀연히 운수처럼 떠나 溟州로 들어가 머무르면서 산사

에 의지하여 마음을 놓았는데, 천리가 편안하고 한 지방이 소생한 듯하 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 金海 서쪽에 福林이 있다는 말을 듣고 문득 이 산을 

떠났다. 그 소문은 남쪽 경계에 미쳤고 ( 사는) 進禮에 이르러 잠시 머뭇거렸

다. 이에 □□進禮城諸軍事 金律熙는…절을 수리하고 법의 가르침을 자문하는 

것이 마치 고아가 자애로운 아버지를 만난 듯하고, 병자가 훌륭한 의사를 

만난 듯하 다. 효공 왕이 특별히 정법 덕 如奐을 보내 멀리 조서를 내리고 

법력을 빌었다. 紫泥를 사용하고 겸하여 향기로운 그릇을 보냈으며 專介를 

보내어 信心을 열게 하 다. 그 임금이 귀의할 때 사람들이 공경하고 우러르는 

것이 모두 이와 같았다.…그래서 띠집을 새로 수리하고 바야흐로 가마를 멈추

고는 이름을 鳳林이라 고치고 선방을 중건하 다. 이에 앞서 知金海府眞禮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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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軍事明義將軍 金仁匡은…선문에 귀의하여 숭앙하고 三寶의 집을 돕고 수리

하 다. 사는 마음에 어여삐 □□하고 뜻에는 여생을 보내고자 하 다.…貞

明 4년 겨울 10월에 문득 산문을 나서서 □에 이르 다. 가마가 11월 4일에 

이르자 과인은 면류관과 예복을 정돈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는 蘂宮으로 

인도하고 蘭殿에서 공경히 만났으며, 특별히 스승과 제자의 예를 표하여 공손

히 찬양하는 모습을 드려냈다.…이날 사를 따라 궁궐에 오른 자는 80명인데, 

그 가운데 上足 景質禪師는 우러러 종과 같은 맑음을 두드리고 그윽히 거울과 

같은 지혜를 품었다.…龍德 3년 4월 24일 새벽에 중에게 “모든 법은 다 

空하고 온갖 인연은 함께 고요하다. 말하자면 세상에 의지한 듯하니 흐르는 

구름과 같다. 너희들은 힘써 머무르되 삼가하고 슬피 울지 말라.”고는 하고는 

오른쪽으로 누워 봉림사 선방에서 입적하 다. 세속 나이는 70이고 법랍은 

50년이었다.…21일째에 이르러 특별히 中使를 보내어 부의를 내리고 또한 

시호를 眞鏡大師라 추증하면서 탑호를 寶月凌空之塔이라 하 다.…용덕 4년 

갑신년 4월 1일에 세우고 문하승 性林이 새겼다.13)

이관은 설산 억성사로 간 뒤에 헌강왕의 명령을 받고서 왕도에 나아갔던 

듯하다. 10일 남짓 기간 설법을 마친 뒤에는 다시 억성사로 돌아왔는데, 

13) 景明王, 鳳林寺 眞鏡大師塔碑銘, “咸通九年 先大師寢疾 乃召大師云 此法本自西天 東來中國 
一花啓發 六葉敷榮 歷代相承 不令斷絶 我曩遊中土 曾事百巖 百巖承嗣於□□ 江西繼明於南
嶽 南嶽則漕溪之子 是嵩嶺之玄孫 雖信衣不傳 而心印相授 遠嗣如來之敎 長開迦葉之宗 汝傳
以心燈 吾付爲法信 寂然無語 因□□洹…十有九受具足戒 旣而草繫興懷 蓬飄託跡 何勞跋涉…
或問曰 大師雖備遊此土 遍謁玄關 而巡歷他方 須參碩彦 大師答曰 自達摩付法 惠可傳心 禪宗
所以東流 學者何由西去 貧道已□□目 方接芳塵 豈料捨筏之心 猶軫乘桴之志 文德初歲乾寧末
年 先宴坐於松溪 學人雨聚 暫栖遲於雪嶽 禪客風馳 何往不臧 曷維其已…眞聖大王遽飛睿札 
徵赴彤庭 大師雖猥奉王言 而寧隳祖業 以修途多梗 附表固辭…□□因避煙塵 欻離雲水 投溟
州而駐足 託山寺以栖心 千里乂安 一方消息 無何遠聞金海西有福林 忽別此山 言歸南界 及乎
達於進禮 暫以踟躕 爰有□□進禮城諸軍事金律熙…仍葺精廬 諮留法車犬 猶如孤兒之逢慈父 
衆病之遇毉王 孝恭大王特遣政法大德如奐 逈降綸言 遙祈法力 佐紫泥而 兼送薰鉢 憑專介而 
俾披信心 其國主歸依 時人敬仰 皆此類也…所以刱修茅舍 方止輿 改號鳳林 重開禪宇 先是知
金海府進禮城諸軍事明義將軍金仁匡…歸仰禪門 助修寶所 大師心憐□□ 意有終焉…貞明四
年冬十月 忽出松門 屆于□ 輦至十一月四日 寡人整其冕服 稍淨襟懷 延入蘂宮 敬邀蘭殿 特表
師資之禮 恭申鑽仰之儀…此日 隨大師上殿者八十人 徒中有上足景質禪師 仰扣鍾鳴 潛廻鏡
智…龍德三年四月二十四日詰旦 告衆曰 諸法皆空 萬緣俱寂 言其寄世 宛若行雲 汝等勤以住持 
愼無悲喪 右脅而臥 示滅於鳳林禪堂 俗年七十 僧臘五十…至于三七 特差中使 賚送賻資 又以
贈諡 眞鏡大師 塔名寶月凌空之塔…龍德四年歲次甲申四月一日建 門下僧 性林 刊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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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사신이 특별히 호위하 다. 그 뒤 880년(헌강왕 6) 10월 21일에 입적

하 고, 881년에 승탑과 탑비가 제작되기 시작하 으며, 885년(헌강왕 11) 

10월 9일에 건립되었다. 이관의 업적을 기린 탑비명은 최경이 전액을 쓰고 

보덕사 혜강이 글자를 새겼다. 

심희는 이관이 혜목산을 떠난 뒤에도 여전히 혜목산에 머물면서 현욱의 

입적을 모셨다. 이때 현욱은 자신이 숭현의 현손이자 조계의 아들인 남악회

양과 그 제자인 강서의 마조도일의 선법을 이은 백암, 곧 장경회휘를 모셨다

고 강조하면서 여래의 가르침과 가섭의 종지를 심희에게 전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혜목산에는 이관을 포함하여 여러 제자가 있었지만, 현욱의 심인은 

혜목산에 주석하 던 심희에게 전해졌다. 

남종선 법인을 이은 심희는 곧바로 수계한 뒤, 혜목산을 떠나 전국 곳곳을 

운수행각하 다. 이때 누군가가 스승인 현욱처럼 도당 유학할 것을 권하

는데, 심희는 이미 스승인 현욱으로부터 심인을 받았으므로 굳이 유학할 

이유가 없다고 거절하 다. 오히려 그는 문덕 연간(888) 초반과 건녕 연간

(894 ~ 897) 후반에 걸쳐 송계와 설악에 머물면서 남종선을 널리 알렸다.  

심희의 선법은 진성왕에게 알려졌다. 심희는 진성왕으로부터 왕도 초청을 

명령받았지만 사양하고는 여전히 명주에서 수행하 다. 그러나 김해 주변에 

복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도중에 진례에

서 知金海府眞禮城諸軍事明義將軍 김인광의 귀의를 받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찰을 수리하여 지내다가 다시 進禮城諸軍事 김율희의 귀의를 받고서

는 역시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精廬를 수리하고 머물 다.  

심희는 효공왕의 부름을 받았고, 918년(경명왕 2) 10월에는 경명왕의 명

령을 받아 11월 4일에 왕도에 들어가 설법하 다. 그 뒤 923년 4월 24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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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70세, 법랍 50년으로 봉림사에서 입적하 는데, 3주가 지난 뒤 경명왕

은 사신을 보내 진경 사라는 시호를 추증하고는 승탑을 세워 보월능공탑으

로 부르게 하 다. 탑비는 다음 해 4월 1일에 건립되었는데 문하승 성림이 

글자를 새겼다. 

이관은 혜목산을 떠난 뒤에 특별히 헌강왕의 초청으로 왕도에 나아갔지

만, 혜목산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억성사에 주석하다가 입적하 다. 그는 

억성사에서 梵龍과 使義 등 제자 백여 명을 두었다. 

심희는 송계와 설악에서 제법 많은 제자를 양성하 다. 그 뒤 김해로 옮겨

서는 김인광과 김율희를 단월로 두었고, 이들의 호의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절과 함께 봉림사를 건립하면서 역시 적지 않은 제자를 두었다. 그가 경명왕

의 초청으로 신라 왕도에 들어갔을 때 동행한 제자는 景質을 비롯하여 80명

에 이르 다. 이들이 송계와 설악에서 양성한 제자인지, 봉림사 소속 승려가 

포함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심희는 송계와 설악은 물론 김해와 

창원에서도 제법 많은 제자와 함께 수행하 을 듯하다.  

이관과 심희는 혜목산을 벗어나 각각 설산과 송계, 명주, 김해, 창원, 나아

가 왕도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적게는 80여 명 이상의 제자를 두었다. 특히 

심희는 도당 유학을 강조하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도 뿌리친 채, 이미 남종선

의 법맥을 이은 현욱을 내세우면서 송계, 명주, 김해, 창원, 왕도에서 선법을 

널리 알렸다. 자연히 심희의 법맥을 이은 제자는 梵龍, 使義, 景質 외에도 

여럿 출현하 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기록을 참고하기로 하자. 

① 근래에 江西로부터 (선풍이) 우리나라로 흘러왔으며, 또한 鳳林이 있는데 章

敬의 일가이다. 曾孫인 우리 사는 佛道를 다시 선양할 인물이다.… 사의 

법휘는 忠湛이고, 속성은 김씨다. 선조는 계림의 冠族으로 우리나라의 宗枝

다. (缺) 섬으로 번 을 나누었고, 불문에 의탁하여 派를 구별하 다. 먼 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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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많이 (缺) 도연명을 (缺) 王侯를 섬기지 않았고, 賈詡를 바라서 어찌 벼슬을 

구했을 것인가. 그 때문에 숨어 道를 즐기며 일찍부터 ｢莊子｣와 ｢列子｣를 

공부하 고, 은사들과 시조를 읊조리며 항상 세속의 명예를 피하 다. 어머니

는 (缺) 현명한 아들을 (缺) 어찌 착한 어머니의 마음을 닦지 않았겠는가. 

이러한 靈奇에 감동하여 法胤을 낳기를 구하 다.…天祐 15년(918, 경명왕 

2) 6월 (缺)□에 도달하 다.… (缺) 學에 모두 의심나는 것을 묻고는 박수치고 

기뻐하여 교유는 더욱 깊어졌다. 여러 달 동안 禪을 논하고, 한 해 동안 法을 

물었다. 彌天이 입을 벌리고, 이내 離日이 입술을 놀리듯, 語路의 단서를 헤아

렸고 言□의 (뜻을) 짐작하 다. 그 날 두 경지를 취하고 나서 마음은 (缺) 

하는 빛을 (缺) 근심스럽게 甲兵의 기색을 보았다. 그 때문에 김해를 떠나 

멀리 玉京에 이르 다.14) 

② 사의 존칭은 璨幽이고 자는 道光이며 속성은 김씨로, 계림 河南 사람이다. 

로 저명한 집안이고, 로 이름난 집안인데, 조상을 드높이는 淸規와 

종족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자취는 삭제하고서 기록하지 않았으니, 佛門의 

종지를 따른 것이다. 아버지의 휘는 容으로, 白虹의 빼어난 기운과 丹穴의 

기이한 자태로 노을의 남은 빛을 머금고 새벽종의 청아한 소리를 진동시켰다. 

드디어 가문을 일으켜 창부낭중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밖으로 나가 

장사현령이 되었다. 백 리에서 봄을 맞는 교화로 꽃마을에서 더욱 향기로웠고, 

구중궁궐에서 해를 향한 마음으로 해바라기 동산에서 드러나게 아름다웠으므

로, 조야가 이로 인해 의지하고 백성들이 그 까닭으로 의지하 다. 어머니 

이씨는 婦德을 잘 닦고 母儀를 풍성히 지녔는데,…나이 13세 때…상주 공산 

삼랑사의 融諦禪師가 도를 논하는데 깊고 사람을 교화하는 데 뛰어나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가 되고자 멀리서 선사를 찾아갔다. 선사가 “오너라. 오늘 

네가 오는 모습을 보니 장차 이로운 이를 만난 듯하다. 우리 宗의 禪和尙은 

14) 太祖 王建, 興法寺 眞空大師塔碑銘, “近自江西 流於海裔 亦有鳳林 家于章敬 曾孫惟我大師 
再揚吾道者焉 大師法諱忠湛 俗姓金氏 其先鷄林冠族 兎郡宗枝 □□島以分榮 託桑津而別派 
遠祖多□□□□□□□□□□□□□□□□□□□□□□□□□ □陶潛而不事王侯 希賈詡而
寧求祿位 所以考盤樂道 早攻莊列之書 招隱攀吟 常避市朝之譽 母於□□□□□□□□□□□
□□□□□□□□□□□□□□賢之子 豈無修聖善之心 感此靈奇 求生法胤…迺於天祐十五年
六月 得達于□□□□□□□□□□□□□□□□□□□□□□□學 俱於問訊 慶抃交深 數月
論禪 周年問法 惟彌天發口 乃離日搖脣 量語路之端 酌言□之□ 此日揣於兩地 心□□□□□□
□□□□□□□□□□□□□□之光 愁見甲兵之色 所以便辭金海 遙指玉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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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호가 審希로, 진실로 한 부처로 세상에 출현하여 동국을 교화한 주인이다. 

지금 혜목산에 있는데 너는 마땅히 가서 스승으로 섬겨라.” 하 다.…곧바로 

혜목산에 이르러 정성껏 섬기면서 도를 배우는 마음을 더 닦고 선을 익히는 

뜻을 더욱 다듬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묘리를 정밀히 탐구하고 玄機를 높이 

깨달았으며, 깨달음의 길을 걸어 관통하면서도 계율을 준수하고 벗어나지 

않았다.15)  

③ 선사의 법휘는 洪俊이고 속성은 김씨다. 선조는 진한의 茂族으로 우리나라의 

이름난 가문이었는데 혹은 궁궐에서 좋은 일을 베풀고 혹은 궁문에서 나라를 

도왔다. (缺) 훌륭한 집안에서 갈라진 핏줄이고, 뛰어난 사람이 많은 집안에서 

나뉜 가지여서 (缺) 名配在 (缺) 世 번국의 貴豪로 지금의 □州 사람이다. 

조부는 陸正이고 아버지는 志儒인데 ｢도덕경｣으로 도를 배웠고 ｢시경｣으로 

편을 찾아, 뜻을 묻고 논지를 □하여 글을 매우 좋아하 다. (缺) …그 때문에 

연이어 동쪽으로 가서 (缺) 太嶺을 지나 黑巖禪院에 이르러 진경 사를 뵈었

는데, 아름다운 모습은 얼음 같은 자태이고 (缺) 옥 같은 모습이었다. 바로 

뜻한 바를 전하면서 마음에서 기약한 것을 받들어 알렸다. 사는 沙界의 

인도자이고, 法門의 수 다. 이 때문에 선사는 스승으로 ( 사를) 섬겼고 

극진히 공경하 기에 바야흐로 道의 나무 (缺) 깃들었고 마침내 禪林의 보배

를 얻었다. 사가 이내 선사에게 “인도에서 마음을 전한 조사이자 훌륭한 

기둥인 달마 사는 동쪽으로 중화에 들어와 (缺) 곧바로 조계의 조사에 이르

다. 조사에서 조사로 전하여 저 백암에게 전해져 우리나라에 이르 는데, 

단절되지 않게 해서 도를 더욱 아름답게 하 다. 이제 나와 네는 혜목(산의 

선풍을) 드날리고 봉림(사를) 원히 무성하게 하여 장차 올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고 하 다.16) 

15) 金廷彦, 高達院 元宗大師碑銘, “大師尊稱璨幽 字道光 俗緣金氏 鷄林河南人也 孫孫著族 代代
名家 尊祖淸規 敬宗芳蹟 刪而不記 遵釋宗矣 考諱容 白虹英氣 丹穴奇姿 含霞綺之餘光 振霜鍾
之雅韻 遂起家爲倉部郞中 無何出爲長沙縣令 百里行春之化 花縣騰芬 九重向日之心 葵園著美 
朝野因而倚賴 鄕閭所以瞻依 妣李氏 婦德聿修 母儀富有…年甫十三…伏承尙州公山三郞寺 融
諦禪師 論道玄玄 化人赫赫 願爲弟子 遙詣禪師 禪師若曰 格汝 見今日之來儀 認他時之利見 
吾宗禪和尙 法號審希 眞一佛出世 爲東化主 見在慧目山 汝宜往師事之…便詣慧目 允叶服膺 
增修學道之心 倍勵習禪之志 未幾 精窮妙理 高悟玄機 行覺路以雖通 仗律儀而斯在.”

16) 崔彦撝, 境淸禪院 慈寂禪師塔碑銘, “禪師法諱洪俊 俗姓金氏 其先辰韓茂族 兎郡名家 或紫闕
廣善 或黃門輔國 □從瑤源別派 玉樹分枝 □□□□□□□□□□□□□名配在□□□世 藩服
貴豪 今爲□州人也 大父陸正 父志儒 或五千學道 或三百尋篇 問義□論 故文好在重…所以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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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담은 918년(경명왕 2)에 귀국한 뒤 얼마가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김해에 머물 다. 그는 장경의 일가인 봉림을 선양한 인물로 칭송되었으므

로, 심희의 선법을 이었던 셈이다. 다만 그가 언제 심희에게 나아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찬유는 상주 공산 삼랑사에 주석하던 융체선사에게 나아가 제자가 되고자 

하 다. 그런데 융체는 ‘우리 종의 선화상은 심희이다.’라고 하면서 심희의 

제자가 될 것을 권유하 다. 융체가 심희의 제자 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달사 소속 승려 고, 그 때문에 찬유는 혜목산으로 나아가 심희의 선법을 

전해받았다. 찬유는 13살 나이에 융체에게 나아갔는데, 869년(경문왕 9) 

4월 4일에 태어났으므로,17) 그 시기는 881년(헌강왕 7)이었다.  

홍준은 태령을 거쳐 흑암선원에 이르러 진경 사 심희를 스승으로 삼아 

정진하 다. 심희는 그에게 ‘혜목의 선풍을 드날리고 봉림을 원히 무성하

게 하여 후생에게 전하자.’고 다짐하 다. 그 뒤 홍준은 명주 입량율사에게 

구족계를 받았는데, 그때가 18세 되던 899년(효공왕 3)이었다.18) 그는 882

년 3월 16일에 출생하 으므로,19) 심희에게 나아간 때는 882년 ~ 899년의 

일이어야 한다.  

심희에게는 충담, 찬유, 홍준, 그리고 융체 등의 제자가 있었다. 찬유는 

881년에, 홍준은 882년 ~ 899년에, 충담은 찬유와 같이 869년(경문왕 9) 

迤東行 □過太嶺 達于黑巖禪院 謁眞鏡大師 美覩氷姿 □□玉體 直授所志 仰告心期 大師沙界
梯航 法門領袖 禪師因玆師事 曲盡敬恭 方栖道樹之 果獲禪林之寶 大師乃語禪師曰 天竺傳心
之祖 善楹達摩大師 東入中華 □□□□ 直至曹溪之祖 祖祖相傳 傳彼百巖 達于東海 不令斷絶 
其道弥善 今者吾與汝曹顯揚慧目 使欲鳳林永茂 冀示將來者也.”

17) 金廷彦, 高達院 元宗大師碑銘, “以咸通十年龍集己丑四月四日誕生.”

18) 崔彦撝, 境淸禪院 慈寂禪師塔碑銘, “乾符六年 受具於溟州入良律師.”

19) 崔彦撝, 境淸禪院 慈寂禪師塔碑銘, “以中和二年三月十六日誕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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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에 태어났으므로,20) 체로 충담은 찬유의 출가 시기와 비슷한 시기

에 심희에게 나아갔을 것이다. 한편 충담은 심희가 어디에 주석하 을 때 

나아갔는지 알 수 없지만, 찬유는 심희가 혜목산에 주석하고 있던 때, 홍준은 

흑암선원에 머물고 있던 때에 각각 사제의 인연을 맺었으므로, 충담도 찬유

와 비슷하게 혜목산에서 머물 던 심희에게 나아갔을 듯하다. 

다만 찬유와 충담은 체로 헌강왕 중반 이후에 혜목산에 나아갔는데, 

홍준은 심희가 899년(효공왕 3) 이전에 흑암선원에 주석하 을 때 출가하

으므로, 심희는 헌강왕, 정강왕, 늦어도 진성왕 초반 때까지 혜목산에 주석하

을 듯하다. 곧 현욱의 선법은 혜목산의 심희에게 전해졌는데, 심희는 진성

왕 초반 때까지 혜목산에 머물면서 다시 장경회휘의 선법을 널리 알렸다. 

다만 찬유가 삼랑사 융체의 권유로 심희에게 나아갔으므로, 881년 이전에 

고달사 승려는 이미 상주 일 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제2절 고달사 승려의 활동상과 ‘영남로’의 활용 

1. 고달사 승려의 활동상과 활동 지역

현욱의 선법은 혜목산을 중심으로 확산하 다. 곧 이관, 심희 등의 제자는 

물론 충담, 찬유, 홍준 등의 법손을 통해서 점차 널리 알려졌다. 문도가 차츰 

많아지면서, 혜목산 고달사 승려들의 활동 지역이나 내용도 좀 더 다양해졌을 

것이다. 이미 융체와 같은 고달사 승려는 881년 이전에 벌써 상주 일 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현욱, 이관, 심희, 충담, 찬유, 홍준 등의 업적을 기리

기 위해서 찬술한 비문을 중심으로21) 그 활동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20) 太祖 王建, 興法寺 眞空大師塔碑銘, “以咸通十年正月一日誕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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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고달사 승려와 그 활동

21) 沙林寺 弘覺禪師碑銘, 鳳林寺 眞鏡大師塔碑銘, 興法寺 眞空大師塔碑銘, 高達院 元宗大師碑
銘, 境淸禪院 慈寂禪師塔碑銘 등이다. 

연도 인물 활동 내용 현재 기준 지역

830 이관
출가 후 海印寺와 靈巖寺 주석, 이후 

현욱이 귀국하자 혜목산 현욱에게 옴
합천, 여주

837/9/12~

840
현욱

귀국 후 實相寺 주석하다가 혜목산으로 

移居 
남원, 여주

860~874 이관 함통 연간 말년에 설산 억성사로 移居 양양

861 심희 혜목산 현욱에게 출가 여주

868/11/15 현욱 (혜목산에서) 입적 여주

871 심희 구족계, 입당 거절 (여주)

874~880 이관 신라 왕의 초청으로 왕경에서 강연 경주

877 □運

874 가야산 修道院에서 구족계를 받은 뒤 

陳田寺 道義 승탑을 참례하고서 이때 

왕경에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김해로 갔다가 

뒤에 王能長과 崔善弼의 귀의를 받은 다음 

임금의 요청으로 小伯山寺에 주석22)

서산, 양양, 경주, 김해, 

영주

880/10/21 이관 (억성사에서) 입적 양양

881 이관 시호 홍각, 탑호 선감지탑 양양

881 찬유
尙州 公山 三郎寺 融諦에게 갔다가 

융체의 권유로 혜목산 심희에게 출가 
대구 주변, 여주

886/10/9 이관 탑비 건립 양양

888~897 심희

松溪와 雪嶽에 주석, 진성왕의 초청을 

거절, 溟州로 이거, 다시 進禮城으로 옮겨 

金仁匡과 金律熙 만남, 효공왕의 귀의를 

받음, 이후 鳳林寺 중창

광주, 양양 주변, 강릉 

주변, 김해, 창원

889 충담
長純禪師에게 출가한 뒤 이때 武州 

靈神寺에서 구족계
광주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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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인물 활동 내용 현재 기준 지역

890 찬유

三角山 莊義寺에서 구족계, 이후 

光州 송계선원에 주석하고 있던 

심희를 찾아 감

서울, 광주

891~ 홍준
10여 세 이후 太嶺을 거쳐 黑巖禪院에서 

심희를 만남
설악산 주변(?)

892/봄 찬유
入唐, 石頭希遷의 제자인 大同和尙에게 

수학

899 홍준 명주 入良律師에게 구족계 강릉 주변(?)

911 이엄

나주 회진으로 귀국한 뒤 金海府로 가서 

蘇律熙를 만나 그의 요청으로 勝光山에 

주석, 915년에 尙州로 이거하고 다시 

永同郡 靈覺山에 머물다가 태조 왕건의 

요청으로 개경으로 이거23)

나주, 김해, 상주, 영동, 

개경

917~924 홍준

경명왕의 초청으로 심희를 따라 왕경에 

감, 경주 東泉寺 주지 역임, 國師, 그 뒤 

醴泉을 거쳐, 태조 왕건의 요청으로 개경에

가서 귀의를 받고 개경 龜山禪院에 주석

경주, 예천, 개경

918/6 충담

이전에 입당하여 石霜慶諸의 제자인 

圓淨에게 배우고 운수행각한 뒤 이때 

귀국, 그 뒤 김해로 이거하였다가 다시 

개경으로 가서 태조 왕건의 명령으로 

興法禪院에 주석 

김해, 개경, 원주

918/11/4 심희
경명왕의 초청으로 왕경에서 

理國安民之術 강론, 法膺大師 존호 받음
경주

921/7 찬유
康州 德安浦로 귀국, 곧바로 봉림사로 

가서 심희 만나고서 바로 삼랑사에 주석
김해, 대구 주변(?)

923/4/24 심희
(봉림사에서) 입적, 21일 후 시호를 

진경대사, 탑호를 보월능공지탑
창원

924 찬유

개경으로 가서 태조 왕건을 만나고 태조의 

명령으로 廣州 天王寺에 주석, 그 뒤 바로 

혜목산으로 이거

개경, 경기 광주 주변(?)

924/4/1 심희 탑비 건립 창원

939/10/1 홍준
龜山法堂에서 입적, 그 뒤 시호를 

자적선사, 탑호를 능운지탑
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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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욱은 앞에서 언급하 듯이, 837년 9월 12일 ~ 840년에 귀국하여 실상사

에 머물다가 혜목산으로 이거하 고, 868년 11월 15일에 혜목산에서 입적하

다. 자연히 혜목산을 중심으로 한 선종 산문의 개창은 희강왕, 민애왕, 

신무왕으로 이어지는 치열한 왕위 계승 다툼의 와중에서 진행되었다. 그러

면서 경문왕까지 지속해서 혜목산에 관심을 두었다. 자연히 현욱은 지리산 

주변과 여주를 중심으로 자신의 선종 사상을 경문왕 중반까지 충실히 확

해 나갔다. 

현욱의 법인을 계승한 승려들은 체로 여주를 중심으로 양양과 설악산 

일 , 김해와 창원 일 , 개경, 경주, 광주 일 , 상주 등지에서 주로 활동하

다. 이 외에 합천, 남원, 서산, 주, 구, 강릉, 나주, 동, 예천, 원주, 경기 

22) 崔彦撝, 毗田盧庵 眞空大師普法塔碑銘. 

23) 崔彦撝, 廣照寺 眞澈大師寶月乘空塔碑.

연도 인물 활동 내용 현재 기준 지역

940/7/18 충담
(흥법사에서) 입적, 그 뒤 시호를 

진공대사, 탑호를 □□□□탑
원주 

941/8/21 홍준 ‘鳴鳳山 境淸禪院’ 山院名 허락 받음 예천

941/10/27 홍준 탑비 건립 예천

943~949 찬유 혜종과 정종의 귀의를 받음 개경

949~958 찬유

광종에게 證眞大師 받음, 개경 舍那院과 

重光殿, 天德殿에서 설법, 國師가 

되었다가 이후 혜목산으로 이거

개경, 여주

958/8/20 찬유

(혜목산에서) 입적, 다음날 시호를 

원종대사, 탑호를 혜진으로, 영정 제작, 

‘慧目大師’라고도 불림

여주

971/10/21 찬유
광종의 명령으로 고달원이 曦陽院･ 
道峰院과 함께 3대 不動寺院으로 지정 

여주

975/10 찬유 탑비 건립 여주

977 찬유 탑비 음기 찬술, 승탑 건립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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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등도 활동 지역으로 거론할 수 있다. 

고달사 승려의 활동상을 좀 더 입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관, 심희, 

찬유, 충담, 홍준 등의 활동 시기를 개인별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2> 고달사 승려의 시기별 활동상

연도 현욱 이관 심희 찬유 충담 홍준 □운 이엄

837/
9/12
~840

실상사에서 
혜목산으로

혜목산

860
~874

말년 억성사

861 혜목산

868/
11/15

(혜목산에서) 
입적

871 구족계

874
~880

왕경
874 가야산 

수도원 구족계, 
진전사

877
왕경, 김해, 

그 뒤
소백산사

880/
10/21

(억성사에서) 
입적

881 장례
삼랑사 융체, 
혜목산 심희

886/
10/9

탑비 건립

888
~897

송계･설악, 
명주, 진례성, 
봉림사 중창

889
장순율사, 

영신사 구족계

890
장의사 구족계, 
그 뒤 광주 

송계선원 심희

891~
10여세 후  

흑암선원 심희

892/봄 입당

899
명주 입량율사 

구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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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현욱 이관 심희 찬유 충담 홍준 □운 이엄

911
회진 귀국, 

김해부 소율희 
승광산 주석

915
상주, 영동군 
영각산, 왕건

917
~924

심희와 경명왕,
동천사, 그 뒤 
왕건, 귀산선원

918/6
입당, 귀국 
김해, 개경, 
흥법선원

918/
11/4

경명왕, 
법응대사

921/7
덕안포 귀국, 
봉림사, 삼랑사

923/
4/24

(봉림사에서) 
입적

924
왕건, 광주 

천왕사, 혜목산

924/
4/1

탑비 건립

939/
10/1

(귀산법당에서) 
입적, 장례

940/
7/18

(흥법사에서) 
입적, 장례

941/
8/21

경청선원 이름 
허락

941/
10/27 탑비 건립

943
~949

혜종･정종 
귀의

949
~958

증진대사, 개경 
설법, 혜목산

958/
8/20

(혜목산에서) 
입적, 장례

971/
10/21

고달원 3대 
부동선원

975/10 탑비 건립

977 음기 제작, 
승탑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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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욱의 활동 시기와 지역은 837년 9월 12일 ~ 868년 11월 15일에 체로 

혜목산으로 정리된다. 이관은 837년 9월 12일 ~ 840년에 현욱에게 나아갔다

가 860년 ~ 874년에 설산 억성사로 이거 하 고, 874년 ~ 880년에 신라 왕

경에 머물 으며, 880년 10월 21일에 억성사에서 입적하 다. 그의 활동 

시기는 837년 9월 12일 ~ 880년 10월 21일이고, 활동 지역은 혜목산, 억성

사, 신라 왕경 등이었다. 다만 혜목산에 주석하기 시작한 현욱에게 나아갔으

므로, 그는 현욱이 혜목산에서 양성한 첫 상좌 을 것이다. 

현욱의 또 다른 제자인 심희는 861년에 혜목산에 들어갔다가 10년 뒤 

구족계를 받고서 888년 ~ 897년에 송계와 설악산으로 이거 하 다. 그는 

그 뒤 명주를 거쳐 진례성으로 나아가 봉림사를 창건하 다. 918년 11월 

4일에 신라 왕경에 들어간 뒤로는 923년 4월 24일 봉림사에서 입적하 다. 

현욱이 혜목산 외의 다른 지역에 머물 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관과 심희가 

현욱을 만난 시기는 약 20년 이상이므로, 현욱은 20년 이상 혜목산에서 

적지 않은 문도를 양성하 던 셈이다. 

심희가 구족계를 받은 사찰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는데, 그는 이관과 달리 

송계와 설악산, 명주, 진례성 등지로 이거 하여 활동 지역을 넓혔고, 진례성

에서는 이전의 절을 중창하여 봉림사를 새롭게 세우기도 하 다. 이관처럼 

신라 왕경에 나아가 설법을 하 지만, 이관과 달리 신라 경명왕이 그의 탑비

를 직접 찬술하기도 하 다. 자연히 심희의 선법은 물론 현욱의 선법은 봉림

사를 중심으로 널리 알려졌다.

심희의 제자인 찬유는 881년 삼랑사 융체의 권유를 받고서 혜목산에 주석

하고 있던 심희에게 나아갔다. 그는 890년에 장의사에서 구족계를 받은 뒤

에도 광주 송계선원에 머물고 있던 심희를 다시 찾았다. 또한 9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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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한 뒤에도 역시 봉림사에 나아갔다가 삼랑사에 주석하 다. 그는 881년

~ 921년 7월에 혜목산, 송계선원, 봉림사에 머물 던 심희를 꾸준히 찾아 

나섰다. 찬유는 고려 태조 왕건에게 나아가기 전에 주로 상주, 여주, 서울, 

광주, 김해･창원 등지에서 심희와 더더불어 꾸준히 활동하 다. 

심희의 또 다른 제자인 홍준은 891년 이후에 흑암선원에 주석하 던 심희

에게 나아갔다. 8년 뒤에 명주의 입량율사에게 구족계를 받은 뒤, 917년

~ 924년에는 심희를 호종하여 왕경에 들어가 경명왕을 만났고, 경주 동천사

의 주지를 맡기도 하 다. 홍준은 고려 태조 왕건에게 나아가기 전에 주로 

명주, 경주 등지에서 활동하 다.  

충담은 언제 심희에게 나아갔는지 명확하지 않다. 918년 6월에 귀국한 

뒤 김해에 머물다가 개경으로 나아가 왕건을 만났고, 왕건의 명령으로 원주 

흥법선원에 머물 다가 940년 8월 21일에 입적하 다. 심희의 탑비와 같이 

충담의 비명은 태조 왕건이 직접 찬술하 으므로, 왕건의 각별한 관심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귀국한 뒤 바로 김해에 나아갔는데, □운과 이엄

도 877년과 911년에 김해에 머문 적이 있다. 특히 이엄은 김해 지역의 호족

인 소율희와 연고 되어 승광산에서 주석하기도 하 다. 충담은 물론 이엄도 

심희의 향을 제법 받았다. 

혜목산 고달사는 현욱에 의해서 건립되었지만, 그의 선법은 심희를 통해

서 확산하 다. 특히 심희는 고달사는 물론 창원 봉림사를 중심으로 활동하

다. 다만 그는 송계와 설악산을 거쳐 진례성으로 나아갔으므로, 888년 

이전까지는 혜목산에 있었지만, 890년 전후에는 광주 송계선원에 머물 고, 

891년 전후에는 아마도 설악산 주변에 자리한 흑암선원에 주석하 으며, 

그 뒤 진례성으로 이거하여 897년 이전에 봉림사를 세웠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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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해는 877년에 □운이 주석한 바와 같이, 선종 사찰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 곧 김인광과 김율희가 김해 지역의 

표적인 호족 세력을 자리하면서 심희를 우 하며 봉림사 창건을 지원하

으므로, 심희의 김해 이거는 이러한 분위기와 맞물려 이루어진 셈이다. 특별

히 심희는 김해를 본향으로 하는 금관가야의 후예 다.24) 자연히 심희가 

김해로 이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와 관련하여 911

년에 이엄이 소율희의 지원으로 승광산에 주석하 고, 918년 6월에 충담이 

김해에 잠시 머무를 수 있었으며, 921년 7월에 귀국한 찬유가 바로 봉림사로 

심희를 찾으러 올 수 있었다. 

심희의 선법은 888년 이전까지는 체로 혜목산을 중심으로, 891년 이후

에는 주로 봉림사를 중심으로, 특히 광주와 명주, 신라 왕경에도 널리 알려졌

다. 다만 심희가 봉림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891년 이후 고달사 승려가 

혜목산과 연고된 활동상을 나타나지 않는다. 아마도 이때부터 고달사는 기

도처나 수행처, 강학처로서의 기능을 제 로 잇기 어려웠을 듯하다. 

그 뒤 924년에 찬유는 고려 태조 왕건에게 나아갔다가 광주 천왕사를 

거쳐 혜목산으로 주석처를 옮겼다. 이후 그는 혜목산에서 혜종과 정종의 

귀의를 받았고, 혜목산과 개경을 오가면서 설법을 하는 등 고려 왕실과 긴밀

한 관계를 맺었다. 특히 광종은 찬유의 입적 이후에도 고달원을 희양원, 

도봉원 등과 함께 3  부동선원으로 지정하 다. 자연히 고달사의 사세는 

924년 즈음부터 다시 옛 모습을 되찾았다.

24) 景明王, 鳳林寺 眞鏡大師塔碑銘, “大師 諱審希 俗姓新金氏 其先任那王族 草拔聖枝 每苦隣兵 
投於我國 遠祖興武大王 鼇山稟氣 鰈水騰精 握文符而 出自相庭 携武略而 高扶王室 □□終平 
二敵永安 兎郡之人 克奉三朝 遐撫辰韓之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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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달사 승려의 ‘영남로’ 활용 

심희는 고달사와 봉림사에서 선법을 드날렸다. 891년부터 924년까지 고

달사와 관련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고달사 승려들은 오히려 고달사가 

아닌 광주 송계선원, 명주 흑암선원, 창원 봉림사, 상주 삼랑사 등지에서 

활동하 다. 

심희와 그의 제자가 활동하 던 당시는 신라 전역에서 호족이 일어나 

할거적 지배를 추구하 던 시기 다. 곳곳은 세력을 겨루는 전장으로 변하

고, 적지 않은 전투가 쉼 없이 계속 치러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승려들은 

체로 이전에 자신이 머물던 주변 지역으로 피하 다.25) 그런데 심희는 

혜목산에서 가깝지 않은 창원까지 옮겨 새 사찰을 중건하여 머물 다.  

삼국을 통일한 뒤 신라는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개편하 다. 자연히 전국

에 걸친 관도도 이때에 확  수리되었다. 그것은 아래의 <그림 1>에서 확인

할 수 있다.26) 

25) 崔彦撝, 興寧寺 澄曉大師寶印塔碑, “此時獻康大王 遽飛鳳筆 徵赴龍庭 仍以師子山 興寧禪院 
隸于中使省屬之 方忻國步中興 忽歎宮車晏駕 定康大王 欽崇禪敎 不□前朝 屢遣王人 遠申鑽
仰 此際運當喪亂 時屬艱難 □祚之危 危如累卵 處處而煙塵欻起 妖氛而恐及蓮扉 二年 師避地
於尙州之南 暫栖烏嶺 當此之時 本山果遭兵火 盡爇寶坊 大師預卜吉凶 以免俱焚之難.” ; 崔彦
撝, 菩提寺 大鏡大師玄機塔碑, “以此傳大覺之心 佩雲居之印 重超鯨水 再至鯷岑 此時天祐六
年七月 達于武州之昇平 此際捨筏東征 抵于月嶽 難謀宴坐 不奈多虞 窺世路以含酸 顧人間而
飮恨 雖攀依水石 而漸近煙塵 路出奈靈 行臻佳境 望彌峯而隱霧 投小伯以栖霞.” 折中은 헌강
왕의 명령으로 興寧禪院에 머물렀는데, 戰雲이 절까지 미치자 886년 백두대간을 넘어 상주의 
鳥嶺으로 옮겼다. 이때 흥녕선원은 불타고 말았다. 한편 麗嚴은 909년(효공왕 13)에 昇平郡으
로 귀국하였는데, 월악산에 들어가 수행하려다가 전란이 차츰 다가오자 백두대간을 넘어 지금의 
영주인 奈靈의 소백산으로 옮겼다. 이처럼 전운으로 인한 대피는 대체로 큰 산줄기를 방어선으
로 삼아 주석처 주변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26) 정요근, (2011). 통일신라시기의 간선교통로 ｢韓國古代史硏究｣ 63, 166 <지도 4> 통일신라
의 전국 간선로. 다만 이 그림에서 명주로, 삭주로, 한주로, 서원경로, 상주로 등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필자가 붙인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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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통일신라 전국 간선도로 

관도는 왕경의 동서남북으로 설치되었는데, 東路는 동해로 가는 관도

고, 西路는 건천으로 연결되었으며, 北路와 南路는 각각 안강과 김해로 이어

졌다. 특히 서로는 건천을 지나면 강주로 가는 길, 전주와 무주로 가는 길, 

삭주로 가는 길, 상주로 이어지는 길로 차례차례 나뉘었다.27) 이러한 관도는 

견해가 다르기는 하지만, 체로 4~8개가 분포하 다.28) 

왕경에서 감포와 안강, 김해로 이어지는 동로와 북로, 남로는 체로 分岐

가 없이 單線으로 연결되었다. 그런데 왕경에서 서쪽으로 가는 간선도로는 

상주에 이르기 전에 각각 강주와 거창, 북원경으로 갈라졌다. 곧 서로는 

27) 정요근, (2011). 위의 논문, 165~176.

28) 한정훈, (2003). 신라통일기 육상교통망과 五通 ｢釜大史學｣ 2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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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간선도로 가운데 가장 複線의 노선을 갖추었던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그림 2>~<그림 3>을 참고하도록 하자.29) 서로는 

크게 임고군, 장산군, 밀성군으로 가는 세 갈래로 나뉘었다. 임고군을 지나면 

다시 나령군으로 가는 길과 숭선군으로 가는 길로 갈라졌고, 숭선군을 지난 

길은 상주에 이르기 전에 동군으로 가는 길로 나뉜 다음 상주에서 다시 

중원경으로 가는 길과 서원경으로 가는 길로 分岐되었다. 

밀성군으로 가는 길 역시 밀성군에 이르기 전에 밀성군과 화왕군 가는 

길로 나뉘었고, 화왕군을 지난 길은 강주에서 밀성군 가는 길과 만나고 거창

에서 장산군을 지난 길과 만났다. 이에 반해 장산군으로 가는 길은 거창군까

지 거의 갈림이 없이 이어지다가 거창군을 지난 뒤에야 전주로 가는 길과 

무주로 가는 길로 나뉘었다.

<그림2> 통일신라 상주 주변 간선도로

29) 정요근, (2011). 위의 논문, 167 <지도 5> 상주 지역의 간선교통로, 168 <지도 8> 강주･양주 
지역의 간선교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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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통일신라 양주 주변 간선도로

나령, 중원경, 서원경, 동군, 장산군, 거창군, 전주, 무주, 밀성군, 화왕군, 

강주 등으로 가는 길은 부분 왕경의 서로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한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상주를 거쳐야만 하 다. 

한주로 가는 길은 상주 이전에 내령으로 가는 길을 통해서도 연결되었다. 

이는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다.30) 곧 내령을 지난 길은 북원경을 거쳐 

가평군으로 이어졌다. 

30) 정요근, (2011). 위의 논문, 170 <지도 10> 삭주･양주 지역의 간선교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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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통일신라 삭주･명주 일대 간선도로

심희는 여주에서 김해로 이동하 으므로, 아마도 북원경과 나령군을 지나 

경주 서쪽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를 이용하 을 것이다. 다만 북원경을 중

심으로 가평군을 지나 북진하거나 상주를 중심으로 장산군을 가는 길을 

통해서 무주로도 西進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경주를 중심으로 김해까지 

나아갔을 것이다. 심희는 당시 신라의 주요 간선도로를 충실히 이용하 다. 

그것은 그가 금관가야 출신이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신라의 주요 간선도로가 반드시 육로로 구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간선도로는 사람의 왕래뿐만 아니라 물산의 유통에서 중요한 통로 으므로, 

적지 않은 재화를 인력으로만 옮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심희가 경명왕의 

초청을 받아 봉림사에서 왕경으로 갈 때 제자 景質을 비롯하여 80명과 동행

하 는데, 이들은 많은 인원수 때문에 육로는 물론 이용 가능한 수로를 활용

하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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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회의 제자인 찬 유, 청담, 홍준 등도 당연히 신라의 주요 중심도로를 

통해서 혜목산에서 광주 송계선원, 명주 흑암선원, 김해와 왕경을 왕래하

을 것이다. 특히 융체는 상주 팔공산에 머물 고, 찬유는 상주 팔공산을 

중심으로 혜목산과 봉림사, 송계선원을 왕래하 다. 

고달사 승려들은 고달사와 봉림사를 중심으로 이를 왕래하면서 선법을 알

려 나갔다. 이들이 활용하 던 길은 체로 북원경이나 중원경에서 상주를 

거쳐 경주나 김해에 이르는 길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기록을 확인하자.

東萊第四路 용인 양지 양성 안성 죽산 광주 이천 음죽 여주<左道 右京畿九邑> 

충주 진천 괴산 연풍 음성 청안 청풍 단양 제천 춘<좌도 右忠淸道十邑> 문경<右

道> 구 청도 밀양 양산 동래 풍기 천 봉화 순흥 예안 용궁 예천 안동 진보 

해 청송 양 덕<좌도> 함창 상주 성주 현풍 칠원 함안 진해 고성 거제 

개녕 지례 거창 안의 금산 선산 고령 초계 합천 삼가 의령<우도> 창녕 산<좌도> 

창원 웅천<우도> 비안 군위 신녕 천 경주 울산 의성 의흥 하양 언양 흥해 

청하 일 장기<좌도> 인동 칠곡 경산 자인 김해<우도> 기장<좌도 右慶尙道六十

三邑>31)

조선시  동래로에는 경기 9읍, 충청 10읍, 경상 63읍이 포함되었다. 이들 

각 읍 가운데에는 신라 9주 주요 간선도로가 지나는 군현이 적지 않다. 자연

히 조선시  주요 도로 던 동래로, 곧 ‘ 남로’는 이미 통일신라 때 개설된 

주요 간선도로에 자리하 던 군현을 체로 그 로 잇고 있다. 곧 ‘ 남로’의 

바탕에는 신라의 주요 간선도로가 자리하 던 셈이다. 

31) 申景濬, ｢道路考｣ 卷1, 八道六大路所屬諸邑目, 東萊第四路, “龍仁 陽智 陽城 安城 竹山 廣州 
利川 陰竹 驪州<左道 右京畿九邑> 忠州 鎭川 槐山 延豐 陰城 淸安 淸風 丹陽 堤川 永春<左道 
右忠淸道十邑> 刎頸<右道> 大邱 淸道 密陽 梁山 東萊 豐基 榮川 奉化 順興 禮安 龍宮 醴泉 
安東 眞寶 寧海 靑松 英陽 寧德<左道> 咸昌 尙州 星州 玄風 漆原 咸安 鎭海 固城 巨濟 
開寧 知禮 居昌 安義 金山 善山 高靈 草溪 陜川 三嘉 宜寧<右道> 昌寧 靈山<左道> 昌原 
熊川<右道> 比安 軍威 新寧 永川 慶州 蔚山 義城 義興 河陽 彦陽 興海 淸河 迎日 長鬐<左道> 
仁同 漆谷 慶山 慈仁 金海<右道> 機張<左道 右慶尙道六十三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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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영남로’의 가치와 경기 

길은 정치행정･군사외교, 물자수송, 문화전파 등을 위한 수단으로 개설되

고 운 되었다.32) 처음에는 동물들이 장기간 반복하면서 다닌 루트가 길로 

개설･확장되었지만,33) 점차 군사행정의 목적, 물자수송의 필요, 문화전파와 

확산의 성행 등의 이유로 확장되거나 分枝化되었다. 

혜목산이 자리한 여주는 신라 왕실이 일찍부터 주목하던 곳이었다. 아래

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① 泝<沂라고도 한다>川郡은 본래 고구려 述川郡인데, 경덕왕이 바꾸어 불 다. 

지금의 川寧郡으로 현이 둘이다. 黃驍縣은 본래 고구려 骨乃斤縣으로, 경덕

왕이 개명하 는데 지금의 黃驪縣이다. 濱陽縣은 본래 고구려 楊根縣으로, 

경덕왕이 개명하 는데, 지금은 다시 이전처럼 복원하 다.34) 

② 黃驪縣은 본래 고구려 骨乃斤縣으로, 신라 경덕왕이 黃驍라고 고치고서 沂川

郡의 현으로 삼았다. 고려 초에 다시 지금의 이름<黃利縣이라고도 한다>으

로 고쳤고 현종 9년에 本州에 소속시켰다.…驪江이 있다.35) 

③ 본래 고구려의 골내근현이다. 신라 경덕왕이 황효로 고쳐 기천군의 현으로 

삼았다. 고려 초에 황려현<황리라고도 한다>으로 고쳤다. 현종 때 원주에 속하

게 하 다.36)

32) 김종혁, (2004). 역사에서 ‘길’이란 무엇인가 ｢역사비평｣ 2004년 가을호(통권 68호), 
335~336.

33) 최영준, (2002). ｢길과 문명｣, 서울 : 시안사, 13.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9, 聞慶縣 산천조, 
“串岬遷<卽龍淵之東崖 一名兎遷 鑿石爲棧道 縈紆屈曲幾六七里 俗傳高麗太祖南征至此 不得
路 有兎緣崖而走 遂開路 以行因稱兎遷…>.”  

34) ｢三國史記｣ 권35, 잡지4, 지리지2, 신라 漢州조, “泝<一作沂>川郡 本高句麗述川郡 景德王改
名 今川寧郡 領縣二 黃驍縣 本高句麗骨乃斤縣 景德王改名 今黃驪縣 濱陽縣 本高句麗楊根縣 
景德王改名 今復故.”  

35) ｢高麗史｣ 卷56, 志10, 地理志1, 忠州牧조, “黃驪縣 本高句麗骨乃斤縣 新羅景德王改名黃驍爲
沂川郡領縣 高麗初更今名<一云黃利縣>顯宗九年來屬…有驪江.”

36) ｢新增東國輿地勝覽｣ 권7, 경기 驪州牧 建置沿革조, “本高句麗骨乃斤縣 新羅景德王改黃驍爲
沂川郡領縣 高麗初開黃驪縣<一作黃利> 顯宗屬原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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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여주는 본래 고구려 골내근현으로, 신라에 속한 뒤 경덕왕이 황효

현이라고 바꾸어 부르면서 지금의 양평인 양근현과 함께 기천군의 현이 

되었다. 다만 고려 현종 때에는 충주에 속하 다가 원주에 속하는 등 예속 

관계가 변하기도 하 다. 

여주는 이전부터 충주나 원주와 속 관계를 이루었다. <그림 5>는 여주

를 중심으로 한 ｢ 동여지전도｣의 일부이다. 여주는 이천과 육로로 연결되

었고, 충주는 음죽, 죽산, 연풍, 조령, 단양, 제천, 원주 등과 역시 육로로 

연결되었으며, 원주는 양근, 제천, 평창, 강릉 등과 육로로 이어졌다. 여주에

서 충주나 원주로 가려면 이천, 음죽을 돌아 충주를 거쳐 원주로 가거나 

이천을 거쳐 한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한강 북쪽으로 넘어가 양근과 지평

을 거쳐 원주에 가야 하 다. 

<그림5> ｢대동여지전도｣ 여주･충주･원주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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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남한강과 섬강, 복하천 등이 합류하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섬강은 횡성군 둔내와 평창군 봉평에서 발원하여 문 막을 거친 다음 남한강

과 합류하고, 복하천은 용인시 양지에서 흐르기 시작하여 호법을 거친 뒤 

남한강을 만난다. 여주는 육로로는 이천, 음죽, 충주와 가깝게 이어지지만, 

원주와는 비록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멀리 돌아 연결되었다. 

자연히 남한강은 물론 섬강과 복하천 등의 하천을 이용하는 수로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자연히 여주의 이포나루는 조포나루와 함께 남한강의 표

적인 나루로 활용되었다. 

신라는 충주를 중원경, 원주를 북원경, 청주에 서원경을 두고, 그것을 중심

으로 지방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 다. 이와 함께 여주와 이천도 군사의 요충

지로 활용하 다. 아래의 기록을 살펴보자. 

① 5월 26일에 왕이 庾信ㆍ眞珠ㆍ天存 등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왕경을 나서 

6월 18일에 남천정에 이르 다.37)

② 隊大監으로 馬兵을 이끄는 자는 罽衿(幢)에 1명, 音里火停에 1명, 古良夫里停

에 1명, 居斯勿停에 1명, 參良火停에 1명, 召參停에 1명, 未多夫里停에 1명, 

南川停에 1명, 骨乃斤停에 1명, 伐力川停에 1명, 伊火兮停에 1명이다.…38)

③ 본래 고구려 南川縣<南買라고도 한다>으로, 신라 진흥왕이 승격시키고 軍主를 

두었다. 경덕왕이 黃武로 고치고서 漢州의 현으로 삼았다. 고려 태조가 남쪽

을 정벌할 때 마을 사람인 徐穆이 인도하여 물을 잘 건넜기에 지금의 이름을 

하사하고는 郡을 만들어 廣州에 속하게 하 다.39) 

37) ｢三國史記｣ 권5, 신라본기5, 태종왕 7년조, “夏五月二十六日 王與庾信眞珠天存等領兵出京 
六月十八日 次南川停.”

38) ｢삼국사기｣ 권40, 잡지9, 職官志下, 武官조, “隊大監 領馬兵 罽衿一人 音里火停一人 古良夫
里停一人 居斯勿停一人 參良火停一人 召參停一人 未多夫里停一人 南川停一人 骨乃斤停一人 
伐力川停一人 伊火兮停一人….” 

39) ｢新增東國輿地勝覽｣ 권8, 경기 利川都護府 建置沿革조, “本高句麗南川縣<一云南買> 新羅眞
興王陞爲州 置軍主 景德王改黃武 爲漢州領縣 高麗太祖南征 郡人徐穆導之利涉 故賜今名爲郡 
仍屬廣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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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년(무열왕 7)에 태종무열왕은 김유신ㆍ김진주ㆍ김천존 등과 함께 출

정하여 약 20여 일만에 남천정에 이르 다. 왕경에서 남천정까지 20여 일만

에 이동한 셈이므로, 육로를 이용하 더라도 수로 활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남천정은 골내근정과 함께 10정의 하나 다. 10정은 544년(진흥왕 5)에 

설치되었다고 하지만,40) 각 정마다 置廢에 한 다소의 혼란이 있다. 남천정

은 원래 新州停이었다. 568년(진흥왕 29)에 신주정이 없어지고 남천정이 

신 설치되었다가 604년(진평왕 26)에 남천정은 혁파되고 새로 漢山停이 

설치되었다.41) 신주정은 553년(진흥왕 14)에 신라가 백제의 동쪽 변경을 

빼앗고 金武力을 군주로 삼아 지키면서 설치하 다.42) 그 위치가 어디인지

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남천정과 그리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었을 것이다. 

신라는 신주정, 남천정, 한산정을 설치하면서 점차 한강 하류 일 , 곧 

여주 일 에서 지금의 서울 주변으로 진출하 다. 이러한 변화는 군사 전략

상 남한강 유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주와 이천에는 각각 파사성과 설봉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두 산성은 

백제가 初築한 이래 통일신라시 를 거쳐 조선시 까지 이용되었다.43) 백제

는 말갈 혹은 서지방의 세력과 자주 충돌하 다. 3세기 후반에 漢 군현이 

약화되자, 백제는 남한강 수로를 따라 원주 일 로 진출하 고, 4세기 후반

에 이르러서는 한강 하구에서 충주까지 이어지는 남한강 수로를 본격적으로 

운 하 다. 그러나 5세기 전반에 고구려가 충주까지 역을 확 하면서 

40) ｢삼국사기｣ 권40, 잡지9, 職官志下, 武官조, “十停<或云三千幢>…並眞興王五年置.”

41) ｢삼국사기｣ 권40, 잡지9, 職官志下, 武官조, “六停…三曰漢山停 本新州停 眞興王二十九年罷
新州停 置南川停 眞平王二十六年罷南川停 置漢山停.”

42)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4년조, “秋七月 取百濟東北鄙 置新州 以阿湌武力爲軍主.”

43)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한국고고학전문사전｣ 성곽봉수편, 서울 : 학연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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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수로에 한 점유권을 놓치게 되었다.44) 

다만 백제는 남한강 수로를 활용하면서 수로와 육로의 결절지인 양평 

일 를 내륙교통의 요지로 삼았는데, 이를 통해서 원주･횡성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엿보기도 하 다.45) 따라서 신라가 여주와 이천에 특별히 10정

의 일부를 설치하고, 군주를 두고서 한강 하류 유역으로 진출한 것은 백제와 

고구려의 남한강 수로 확보와 무관하지 않던 셈이다. 남한강 수로는 신라에 

매우 중요한 간선도로의 하나로 여겨졌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도 

살펴보자. 

고구려ㆍ백제와는 경계가 개 이빨처럼 섞여서 때로는 화친하고 때로는 침략하

다. 뒤에 唐과 함께 두 나라를 토벌하여 그 지역을 평정하고서 마침내 9州를 

두었다. 본국 경계 내에는 3주를 두었는데, 왕성 동북쪽으로 唐恩浦路에 해당하는 

곳을 尙州라고 불 다.46)   

신라 때 당은포에는 상주를 거쳐 수도 왕경으로 가는 도로가 개설되었다. 

그 도로는 ‘당은포로’라고 불렸다. 당은포는 신라가 당나라와 교류하면서 

사용한 항구 으므로, 당은포로는 신라의 사신이 당나라를 오갈 때 주요 

교통로로 활용되었다. 

당은포로는 지금의 지명으로 확인해보면, 이천을 거쳐 여주에서 배를 타

고 남한강을 따라 충주에 도착한 뒤 조령을 넘어서 상주에 도착한 다음, 

다시 상주 洛東面에서 배를 타고 南進하여 선산, 구, 하양, 천을 거쳐 

44) 徐榮一, (2003). 漢城 百濟의 南漢江水路 開拓과 經營 ｢文化史學｣, 20. 서울 : 문화사학회, 
25~41.

45) 徐榮一, 위의 논문, 29~30.

46) ｢삼국사기｣ 권34, 잡지3, 지리지1, 新羅疆界조에 “始與高句麗百濟地錯犬牙 或相和親 或相寇
鈔 後與大唐侵滅二邦 平其土地 遂置九州 本國界內置三州 王城東北當唐恩浦路曰尙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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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로 가는 노정이다. 한편 당은포에서 東南進하여 용인, 죽산을 거쳐 충주

에 이른 다음, 낙동강 수로를 따라 같은 곳을 들러 경주로 가는 길도 당은포

로에 속하 다. 당은포로의 거리는 700리 정도인데, 당은포에서 경주까지는 

체로 보름 정도 걸렸다.47) 

당은포로는 어느 길이든지 충주를 거쳐 남한강 수로와 낙동강 수로를 

따라 경주로 가는 길이었다. 신라는 642년(선덕왕 11) 이전에 당은포(당항

성, 당성)를 확보하 다. 하지만 백제는 고구려와 함께 이곳을 빼앗고자 지속

해서 침공하 고, 신라는 당 교류가 막힐 것을 두려워하여 당 태종에게 

사신을 보내어 형세를 알리기도 하 다.48) 또한, 궁예는 898년(효공왕 2)에 

송악에 성을 쌓은 뒤에 왕건을 보내어 양주와 견주를 점령하고, 2년 뒤에는 

다시 왕건을 파견하여 광주, 충주, 당성, 청주, 괴산 일 를 확보하 다.49) 

당은포는 이때 광주, 충주, 청주, 괴산과 함께 궁예의 수중에 들어갔다. 그것

은 광주, 충주, 청주, 괴산 등이 부분 한주에 속하 기 때문이다.50) 

885년 정월 이래 최치원은 서해를 가로질러 당은포에 도착하 다. 그는 

아마도 당은포로를 따라서 왕경으로 갔을 듯한데, 그 길은 충주에서 조령을 

넘어 낙동강에 이르는 길이었을 것이다. 그 뒤 최치원은 경문왕계 왕실의 

측근 문사로 활동하면서, 왕족인 김준과 함께 893년(진성왕 7) 이전에 각각 

47) 權悳永,(1997). 遣唐使의 往復行路, ｢古代韓中外交史―遣唐使硏究｣, 서울 : 일조각, 214 
~215쪽. 

48)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1년조, “春正月 遣使大唐獻方物 秋七月 百濟王義慈大擧
兵 攻取國西四十餘城 八月 又與高句麗謀欲取党項城 以絶歸唐之路 王遣使告急於太宗.”

49) ｢삼국사기｣ 권10, 열전10, 弓裔전, “光化元年戊午春二月 葺松岳城 以我太祖爲精騎大監 伐楊
州見州…三年庚申 又命太祖伐廣州忠州唐城靑州<或云靑川>槐壤等 皆平之 以功授太祖阿湌
之職 天復元年辛酉 善宗自稱王.”

50)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주석, (2012). ｢개
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893.영 주석, (2012). ｢개정증
보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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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군과 혜성군의 태수를 맡았다.51) 

<그림6> ｢삼국사기｣ 지리지의 한주 영역

부성군과 혜성군은 지금의 서산과 당진 일 로 신라 견당사의 출항지 던 

당은포와 가까웠다. 당은포에는 829년(흥덕왕 4)에 淸海鎭, 穴口鎭과 함께 

서해 近海는 물론 서해 遠海를 지키는 군사기지의 하나로 唐城鎭이 설치되

었다.52) 최치원은 귀국하면서, 그리고 부성군 태수로 나아가면서 낙동강과 

남한강 수로를 꾸준히 활용하 다.53) 당시까지도 신라는 왕경과 상주, 충주, 

51) 張日圭, (2015). 신라 말 서해 항로와 崔致遠의 지방관 활동 ｢韓國古代史探究｣, 19. 서울 
: 한국고대사탐구학회, ---

52)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흥덕왕 4년 춘2월조, “以唐恩郡爲唐城鎭 以沙極正往守之.”

53) 최치원은 893년에 사행에 실패한 뒤 8년 동안 작성하였던 ‘봉암사 지증대사비명’의 찬술을 
곧바로 완료하였다. 이 비명에서 최치원은 유교와 불교의 조화로운 융화를 바탕으로 삼아 三敎
의 이름을 세운 이로 경문왕을 거론하였다. 곧 경문왕이 원성왕의 후손인 金立言을 보내 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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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양평을 잇는 간선도로와 충주, 용인, 수원을 잇는 간선도로를 한주의 

주요 간선도로로 활용하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달사 승려들은 남한강 

수로와 낙동강 수로를 주로 이용하면서 여주 고달사와 창원 봉림사를 왕래

하 다. 

다만 9세기 후반과 10세기 초반에 여주 일 는 기훤, 양길, 궁예, 왕건, 

견훤에 의해서 치열한 전장으로 변화하 기 때문에, 현욱의 선법은 고달사

가 아닌 봉림사를 중심으로 전교되었다. 현재 고달사터는 5차의 발굴 결과, 

8세기 ~ 10세기 중반에는 전체적인 계획보다는 작은 규모의 시주와 승려가 

중심이 되어 점진적으로 발전해 간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10세기 중반 ~

11세기에는 남향이던 기존의 중심축에 새로 동향의 건물을 병치하여 건립

한 흔적이 보인다.54) 이러한 모습은 심희의 활동 내용이 고달사와 봉림사로 

나뉘어 이루어졌던 흔적을 반 하는 셈이다. 아울러 고려 광종이 여주의 

고달원, 문경의 희양원, 그리고 서울의 도봉원 등 유독 ‘ 남로’ 상에 자리한 

3개 사찰을 3  부동선원을 지정한 의도도 반 하는 셈이다. 고달사의 사세

를 통해서 볼 때, ‘ 남로’는 그 원형이 이미 고 부터 형성된 이래 쉼 없이 

한반도의 주요 간선도로로 기능하 다.  

예로 道憲을 받들었고, 경문왕의 친족인 단의장옹주가 도헌을 當來佛로 부르면서 귀의하고는 
토지와 노비를 희사하였음을 특기하였다. 또한 도헌이 희양산으로 이거하여 봉암사를 창건하였
는데, 경문왕의 아들인 헌강왕이 강역을 표시하고 봉암사의 寺額을 하사하기도 하였음도 강조하
였다. 도헌의 활동과 봉암사의 창건에는 경문왕계 왕실의 관심과 지원이 제법 영향을 미친 
셈이다. 최치원은 경문왕계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으므로, 경문왕계 왕실과 도헌의 관계를 
강조한 것은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닐 수 없다. 곧 경문왕계 왕실은 도헌이나 그 문도를 통해서 
봉암사를 중심으로 한 조령 일대를 확보하고자 하였는데, 그것은 당은포로를 안정시켜 대당 
외교에 소홀하지 않으려는 뜻을 담았다고 할 수 있다. 장일규, (2018). 최치원과 봉암사 ｢고운 
최치원과 문경｣, 문경 : 문경시청, 233~243.

54) 이승연･장경호･이상해, (2007). 여주 고달사지의 가람배치 변천과 주요 건물지에 관한 복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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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 맺음말

제1절 맺는 말

여주에는 고달사터가 자리하고 있다. 고달사는 현욱이 창건하 는데, 현

욱의 접맥은 심희를 통해서도 봉림사를 중심으로 전교되었다. 신라 말 고려 

초에 고달사의 禪脈은 지금의 경기와 경남을 이으면서 선양되었다. 

여주 고달사와 창원 봉림사는 한강의 중류와 낙동강의 하류에 자리하고 

있어서 지리적으로 제법 멀다. 그런데도 두 절은 9세기 ~ 10세기에 여러 

문도를 통해서 긴밀히 관련을 맺었다. 그것은 아마도 남한강 수로와 낙동강 

수로를 이용하 기에 가능하 을 것이다. 이 두 수로는 조선시  주요 도로

던 ‘ 남로’와 관련되었다. 자연히 고달사의 사세를 통해서 조선시  표

적인 교통로인 ‘ 남로’의 원형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특히 그것이 삼국통일 

이후 신라 전국의 관도를 재편하여 구축하 던 간선도로망과 관련된 모습이

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점을 살피고자 작성되었다. 

현욱은 837년 9월 12일 ~ 840년에 혜목산에 들어와 머물 다. 그의 명성

은 점차 주변에 알려져 이관과 심희는 각각 830년 전후와 862년 이전에 

현욱을 찾아 출가하고 선법을 익혔다. 현욱은 혜목산에서 민애왕 ~ 헌안왕과 

긴밀히 연고 되었으므로, 862년 이후에 경문왕은 현욱의 주석처를 ‘고달사’

라고 지정하기도 하 다. 

868년 11월 15일에 현욱이 입적한 뒤 이관과 심희는 혜목산을 벗어나 

각각 설산과 송계, 명주, 김해, 창원, 나아가 왕경 등지에서 활동하 다. 그들

은 각처에서 적게는 80여 명 이상의 제자를 두었다. 특히 심희는 도당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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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도 뿌리친 채, 이미 남종선의 법맥을 이은 

현욱을 내세우면서 송계, 명주, 김해, 창원, 왕경에서 선법을 널리 알렸다. 

심희는 제자로 충담, 찬유, 홍준, 융체 등을 두었다. 찬유은 881년에, 홍준

은 882년 ~ 899년에 심희에게 나아갔는데, 찬유는 혜목산에 머물 던 심희

에게 나아간 반면, 홍준은 흑암선원에 머물고 있던 심희와 사제의 인연을 

맺었다. 충담 역시 찬유와 비슷하게 심희를 만났을 듯하다. 다만 찬유가 

삼랑사 융체의 권유로 심희에게 나아갔으므로, 881년 이전에 고달사 승려는 

이미 낙동강 수로 주변의 상주 일 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현욱의 법인을 계승한 승려들은 체로 여주를 중심으로 양양과 설악산 

일 , 김해와 창원 일 , 개경, 경주, 광주 일 , 상주 등지에서 주로 활동하

다. 이 외에 합천, 남원, 서산, 주, 구, 강릉, 나주, 동, 예천, 원주, 경기 

광주 등도 활동상이 확인된다. 이러한 전국적 활동은 심희에 의해서 비롯되

었다. 

심희의 선법은 888년 이전까지는 체로 혜목산을 중심으로, 891년 이후

에는 주로 봉림사를 중심으로, 특히 광주와 명주, 신라 왕경에도 널리 알려졌

다. 다만 심희가 봉림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891년 이후 고달사 승려가 

혜목산과 연고된 활동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당시는 신라 전역에서 호족이 

일어나 할거적 지배를 추구하 던 시기 으므로, 곳곳마다 쉼 없이 전투가 

벌어졌다. 자연히 戰禍의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기에 심희는 고달사를 떠나

야 하 다.  

□운은 877년에 김해에 머물면서 선법을 알렸다. 당시에 김해는 이미 禪

僧의 주석처로 주목을 받았다. 심희는 금관가야의 후예 으므로, 자연스럽

게 김해로 이거를 하 고, 김해 호족의 지원을 받아 봉림사를 열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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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김해 이거는 전장을 피해 자신이 머물던 주변 지역으로 피하 던 여느 

선승의 모습과는 달랐다. 

여주는 왕경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구축된 신라의 간선도로 가운데 서로

에 위치하 다. 서로는 왕경에서 상주에 이르기 전에 각각 강주와 거창, 

북원경으로 갈라져서, 신라 간선도로 가운데 가장 複線의 노선을 갖추었다. 

심희는 여주에서 김해로 이동하 는데, 그 길은 북원경과 나령군을 지나 

경주 서쪽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 을 것이다. 한편 그는 북원경을 중심으

로 가평군을 지나 북진하거나 상주를 중심으로 장산군을 가는 길을 통해서 

무주로도 西進하 고, 경주를 중심으로 김해까지 나아갔다. 심희는 당시 신

라의 주요 간선도로를 충실히 이용하 다. 따라서 제자인 찬유, 충담, 홍준 

등도 자연스럽게 신라의 주요 간선도로를 통해서 혜목산과 광주 송계선원, 

명주 흑암선원, 김해와 왕경을 왕래하 다. 특히 융체나 찬유는 이미 상주 

팔공산에 거점을 확보하고 있었다. 고달사 승려들은 ‘ 남로’에 익숙하 다. 

여주는 남한강과 섬강, 복하천 등이 합류하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었다. 

신라 왕실은 충주에 중원경, 원주에 북원경, 청주에 서원경을 두어 지방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자연히 여주를 주목하 다. 곧 신라는 신주정, 남천

정, 한산정을 설치하면서 점차 한강 하류 일 , 곧 여주 일 에서 지금의 서울 

주변으로 진출하 다. 이를 통해서 신라는 남한강 유역을 군사 전략상 요충지

로 확보하 다. 다만 군사 요충지로서의 남한강 수로는 이미 백제에 의해서 

개설･운 되었고, 고구려는 이를 따라 충주 일 를 아우르기도 하 다. 

신라는 당은포를 확보하고서 지속해서 당 외교를 전개하 다. 당은포와 

왕경을 잇는 ‘당은포로’는 어느 길이든지 충주를 거쳐 남한강 수로와 낙동강 

수로를 따라 경주로 가는 길이었다. 자연히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가 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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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남한강 수로는 물론 낙동강 수로를 가장 주요한 간선도로로 인식하 다.

9세기 후반과 10세기 초반에 여주 일 는 기훤, 양길, 궁예, 왕건, 견훤에 

의해서 치열한 전장으로 변하 다. 이 때문에 현욱의 선법은 심희를 통해서 

고달사가 아닌 봉림사를 중심으로 전교되었다. 현재 고달사터에는 작은 규

모의 시주와 승려가 중심되어 조성한 8세기 ~ 10세기 중반 절터의 흔적과 

함께 남향이던 기존의 중심축에 새로 동향의 건물을 건립한 10세기 중반

~ 11세기의 흔적이 확인된다. 

924년에 찬유는 고려 태조 왕건에게 나아갔다가 광주 천왕사를 거쳐 혜목

산으로 주석처를 옮겼다. 이후 그는 혜목산에서 혜종과 정종의 귀의를 받았

고, 혜목산과 개경을 오가면서 설법을 하는 등 고려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특히 광종은 찬유의 입적 이후에도 고달원을 희양원, 도봉원 등과 

함께 3  부동선원으로 지정하 다. 고달사의 사세는 924년 즈음부터 다시 

옛 모습을 되찾았던 셈이다. 고달사의 사세를 통해서 볼 때, ‘ 남로’는 이미 

고 부터 형성된 뒤 쉼 없이 한반도의 주요 간선도로로 기능하 다. 

제2절 연구 성과의 활용

본 연구는 경기도의 표적인 사찰인 고달사의 위상과 관련하여 ‘ 남로’

가 담고 있는 역사와 문화를 살핀 것이다. 

역사문화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유물과 유적이다. 산 정상부에 

있는 산성, 계곡에 자리한 사찰, 들판에 늘어선 고분 등은 흔히 알려진 유적

이고, 건물에 달렸던 편액, 집터에서 확인된 자기 조각, 동굴에서 발견된 

돌도끼 등도 역시 잘 알려진 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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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과 유물은 모두 사람의 생활과 관련되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모

든 분야에서 사람의 흔적이 없는 것은 없다. 자연히 유물과 유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활동을 주목하여야 한다. 

사람은 자연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면서 살았다. 산줄기, 강줄기, 들판, 

바다, 바람, 기온, 강우, 가뭄 등은 사람의 생활에 절 적인 향을 미쳤다. 

유물과 유적도 그 과정에서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이다. 

그런데 역사문화를 이해하면서, 유적･유물을 이해하면서, 사람의 흔적임

을 잊는 경우가 많다. ‘경기 옛길 역사문화탐방로’ 역시 이 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자연히 자연 지리적 조건을 살피면서 경기옛길을 탐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날 곧고 빠른 길이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다. ‘경기 옛길 역사문화

탐방로’는 이러한 길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오히려 능선을 돌고 나루로 

이어지는 길을 찾아야 한다. 다만 그것은 유적과 유물에 한정되어 이루어지

기보다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전하는 실상을 자연지리적 조건과 연결하여 

추구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잊혀진 나루와 포구, 사라진 능선과 계곡의 작은 길을 산 이름과 

계곡 이름, 하천 이름과 함께 아우르면서 ‘경기 옛길 역사문화탐방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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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ces 

of Yeoju Godalsa Temple and 

'Yeongnam-ro' in Korean History

CHANG, Il-Gyu

Yeoju Godalsa Temple was founded by Hyunwook Monk. Shimhee 

Monk is a student of Hyunwook Monk. Shimhee Monk taught at 

Bonglimsa Temple. Hyunwook Monk and Shimhee Monk's activities took 

place through Yeongnam-ro.

Hyunwook Monk stayed on Hyemoksan Mountain. Yigwan Monk and 

Shimhee Monk became monks at Hyemoksan Mountain. After Hyunwook 

Monk died, Yigwan Monk and Shimhee Monk left Hyemoksan Mountain. 

Shimhee Monk went to Changwon Province. Chungdam Monk, Chanyu 

Monk, Hongjoon Monk and Yungche Monk were Shimhee Monk's 

disciples. However, after 891, there were no monks on Hyemoksan 

Mountain. They were mostly active in other areas. Because he wanted 

to avoid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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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at time, Monks took note of Gimhae Province. Some wins stayed 

in Gimhae Province. Shimhee Monk's ancestor is Geumgwan Gaya. 

Shimhee Monk went to Gimhae Province. Yeoju Province is an important 

area in the waterway of the Namhangang River. The Namhangang River 

waterway was connected to the Nakdonggang River waterway. Shimhee 

Monk went to Gimhae Province through the Namhangang waterway and 

Nakdonggang River waterway. Shimhee Monk's disciple also used the two 

waterways mainly. Godagsa Temple has already become familiar with 

Yeongnam-ro. The two waterways became 'Yeongnam-ro' later. 

Yeongnam-ro has been formed since ancient times. The ascension to 

Godalsa Temple mainly used the route. On the basis of 'Yeongnam-ro' 

is an ancient road.

Keywords

Godalsa Temple, Hyunwook Monk, Shimhee Monk, Chanyu 

Monk, Chungdam Monk, Hongjoon Monk, Bongrimsa Temple, 

Namhangang River Waterway, Silla's Highway, Yeongnam-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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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복들길(삼남길 제5길)스토리텔링 

및 문화생태 활성화 방안 연구

최진순

오늘날 여행이나 건강 등의 이유로 길을 걷는 것은 중요한 문화콘텐츠가 

되었다. 올레길, 둘레길, 숲길 등 지역의 특색을 접목한 명칭의 길이 조성된 

것이 이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부분 길은 특색 있는 스토리텔링을 반 하

여 도보여행하는 것보다는 지역관광 활성을 위한 경제적 측면이 더 드러나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논문은 기존과 다르게 삼남길 제5코스인 중복들길을 걸으면서 

들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에 관해 탐구하고, 문화생태 탐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연구하 다. 길이 지닌 아름다움과 생태 경관이 살아 있는 

문화와 역사자원을 특색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들려주는 것은 도보여행

하는 사람에게 그 길에 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길을 

걷는 탐방객들을 위해, 도보여행하면서 느끼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생태

문화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은 쉼을 발견하면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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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시 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며, 의견

을 교류하면서 소통하는 능력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이다. 그래서 기계가 범접하기 어렵고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감성으로 

느끼고 상상하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중복들길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친근한 스토리로 다가가

도록 하고, 헬스투어리즘에 입각하여 길을 걷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사람들이 구체적인 물리적 공간을 이동하면서 걷는 길에서 그 길이 지닌 

가치를 이해하고, 걷는 길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시간이 담긴 도보여행의 철학이 필요하다. 그러므

로 다양한 스토리텔링으로 중복들길에 한 콘텐츠를 만들어 길을 걷는 

것에 한 가치의 인식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주제어

(키워드)
스토리텔링, 도보여행, 중복들길, 4차 산업혁명, 문화생태, 쉼,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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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들어가는 말

Ⅰ. 연구목적과 연구방법론

1-1 연구의 목적

삼남길 제5코스인 중복들길을 따라가면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문화

생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사람들이 재미있게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취지이다. 

삼남길 제5코스인 중복들길은 과거에서부터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길이 되었다. 그 길을 되살리

고 중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한 유용한 방안으로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오랜 시간을 거쳐 오면서 길에 있었을 삶의 스토리뿐

만 아니라 변화된 역사적 배경을 연구하여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스토리

텔링을 만들어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근  농업의 산실이 되었던 현장인 작물시험장에 얽힌 스토리텔링

을 통해 자연스럽게 역사적 사실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그 목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조의 개혁이 일제강점기에 수탈의 현장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

을 스토리텔링으로 만들려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생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우리가 미래를 위해 존속시켜 나가야 

할 문화생태 중요성에 해 주목하 다. 생태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자연이 

주는 감사함은 ‘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쉼’을 길에서 찾을 수 있도록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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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텔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공감 를 형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4차 

산업혁명의 시 에 기계가 아닌 사람에 초점을 두어 상호 교류하는 방안에 

해 탐구하는 것이 본 논문이 지향하고 있는 바이다.

기계가 지배적인 오늘날에 역사적으로 고증된 옛길에서 들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에 체험을 접목하여 증가하는 도보여행의 수요객에 비하면서, 

혼자 여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 중심의 탐방객에게도 여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탐방객들은 다양한 테마로 만든 문화생태탐방

로에서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면서 지역과 밀착된 스토리텔링을 들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화를 교류하면서 여유 있게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 길에서 체험을 겸비한 콘텐츠를 구상한다면 관광객들은 그 경험을 

블로그,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다른 소비자와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하는 체험을 통해 도보 여행객들의 감성

에 호소하고, 향수를 일깨우는 전래놀이를 곁들인다면 문화체험상품으로서

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도보여행객들이 중복들길을 걸으

면서 지역의 이야기가 반 된 교육적 상식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여행 자체

가 일탈이 아닌 일상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오늘날의 경향을 반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스토리텔링을 들으면서 걷는 것 자체가 일상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역 발전의 수단으로 도보 길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삼남길 제5코스인 중복들길에 한 스토리텔링과 문화생

태 활성화 방안에 관해 연구하기 위해 우선 중복들길의 로드맵에 관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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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중복들길의 시작과 끝에 해 살펴보고 그 길에서 다시 연결되는 

길을 우리의 삶에 비유하여 탐방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쾌적한 환경에서 걷는 도보여행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면서 여가 

문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해 고찰하 다.

두 번째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정조시기의 시 적 배경을 통한 스토

리텔링을 연구하 다. 더불어 잘 알려지지 않은 정조에게 얽힌 재미있는 

일화에 한 부분을 언급하 다. 개혁군주로 인식하고 있는 정조시기의 역

사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가면서 그 시기의 역사와 문화를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조선시 에 농업과 상업의 발전을 누리는 도회

를 만들기 위한 애썼던 정조의 노력이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수탈의 현장

으로 거듭나는 아이러니에 해서 깊이 있게 탐색하 다.

세 번째로 문화 생태적인 시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 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해 살펴보면서 문화생태탐방에 한 중요성을 탐구하 다. 현 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필요한 ‘쉼’이 자연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 다. 걸어서 여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이 주는 감사함이라고 

할 수 있는 ‘쉼’을 길에서 찾을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4차 산업혁명의 시 에 가장 인간다운 것이 무엇인지에 한 질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 인간의 지적 노동을 표준화하고 계량화하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다. 그러나 기계가 치할 수 없는 역은 

인간의 감성이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 등이 선을 

보이는 시 이지만 인간이 지닌 불완전성이나 의외성 등은 기계가 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사람들과 직접 공유하면서 들려주는 스토리텔

링은 사람들과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공감을 끌어낼 수 있으므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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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옛 도로망을 기초로 조성된 삼남길 제5길의 중복들

길에서 사물을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중복들길은 인간이 

이동했던 통로이면서 삶의 경험이 누적된 길이며, 많은 역사적 사건이 맞물

려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마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길을 걷는 사람들의 

공감 를 끌어내고, 문화생태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발굴하

여 중복들길을 활성화할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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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본론

 Ⅱ. 중복들길의 로드맵 스토리텔링

1. 서호공원과 축만제, 그리고 정조

1-1. 축만제와 정조의 개혁

조선시 에 한양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로 중 경기도를 지나는 주요 

6개의 도로망이 있었다. 제1로인 의주로를 시작으로 시계방향으로 경흥로, 

평해로, 남로, 삼남로, 강화로가 있었다. 원형 모양의 이 길을 정비하여 새롭

게 조성한 길이 바로 ‘경기 옛길’이다. 2013년 5월에 삼남길 경기도 구간을 

개통하 으며, 2013년 10월에 고양, 파주의 의주길을 개통하 다. 그리고 2015

년에 이천, 성남, 용인, 안성을 잇는 남길이 개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진1> 6개의 경기 옛길 - 출처: 경기 옛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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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삼남길은 10개의 길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제5길 중복들

길에 해 고찰하고자 한다. 중복들길의 시작은 서호공원에서부터 시작한

다. 사람들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는 서호공원은 조선 정조시기에 만들어졌

다. 서호 제방 반 편으로는 드넓은 들이 펼쳐져 있으며, 과거부터 농업시험

장으로 사용되어 현재에 이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람이 걸어온 길의 역사는 

생물학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철학적, 종교적 기능이 모두 담겨 있다. 

길은 자연으로부터 빚어낸 인간의 숙명적 삶의 형상이 곳곳에 자리 잡은 

생활의 흔적이기 때문이다. 그 생활의 흔적에 생물학적 세월을 담고 있는 

노거수가 만들어주는 그늘에 한 고마움도 느낄 수 있으며, 굴곡의 시간에

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무의 위상을 느낄 수 있다. 서호가 만들어지기까지

는 여러 가지 상황적 배경이 누적되어 있으므로 축만제 축조뿐만 아니라 

정조시기의 여러 사건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다.

<사진2> 중복들길: 서호공원입구에서 배양교까지 - 출처: 경기 옛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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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복들길의 길에 관한 이야기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중복들길은 시

작점인 서호를 지나 항미정, 중보교, 옛 수인선 철도, 고색중보들공원, 평리

교, 배양교에 이르는 길이다. 일반적으로 길은 인간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길을 걸으면서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여정도 함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길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장 단순하게는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을 말한다. 그리고 사람이 삶을 살아가거나 

사회가 발전해 가는 데에 지향하는 방향, 지침, 목적이나 전문분야’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더 나아가 어떤 방법이나 수단, 과정과 시간, 척도의 단위

로서의 의미는 물론, 그 결과로 만들어진 버릇, 습관, 솜씨 등도 의미한다.1) 

길이 이렇게 다양하고 입체적인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것은 우리말뿐만 

아니라 어에서도 나타난다. 어의 way라는 단어 역시 길, 도로, 가도라는 

구체적인 공간은 물론, 방법, 방식, 진로, 방향 등의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삶의 다양한 표면을 입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도보여행은 길을 따라 걸으면서 길과 연계된 역사와 문화, 동･식물과 자연

생태 등을 체험하고 배우고 느끼면서 걷는 여행이다. 즉 도보여행은 단순히 

길을 따라 걷는 물리적 이동이나 신체적 운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반적

으로 하루 12시간 이하의 시간 동안 일정 구간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안내

자를 동반하거나 혹은 개별적으로 역사나 자연, 생태, 문화, 예술, 일상생활 

등과 관련한 장소와 자원들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즐기는 형태의 여행(관

광) 활동이다.2)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참조 

2) 안태윤, (2014). 「경기도 옛길(삼남길) 개발 및 활용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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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도보여행의 성장과 함께 삶의 질의 문제가 현 사회의 화두로 떠오

르면서 헬스투어리즘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과 다르게 관광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활력

을 재충전하는 동시에 육체적 건강도 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

고 있다. 그러므로 중복들길에서 ‘길에서 삶을 듣다.’라는 테마로 명상거리를 

던져 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삶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생각해보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하면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딱딱한 강의실이 아닌 길에서 들을 수 있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삶의 이야기는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도보여행

에서 들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은 평면이 아닌 입체적인 구도로 삶을 바라보

게 할 수 있다.

<사진3> 경기 옛길 - 출처: 경기 옛길 홈페이지

서호공원에서부터 시작하는 중복들길은 정조의 이야기와 맞물리며 시작

한다. 정조는 수원을 새로운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

다. 정조는 수원화성이 자생적 산업기반을 갖춘 경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 으며, 아름다운 계획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심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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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 다. 왕은 실학자들의 개혁론들을 수용하여 수차를 도입하는 등 최신 

농기계를 활용하도록 하 다. 그리고 부분 작목에 걸쳐 협동하도록 하

지만, 토지와 자본 등은 출자를 통해 조직체에 양도하게 하 다. 그리고 

수확물은 출자한 토지, 자본, 노동 등에 따라 지불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보다 체계적인 공동 농형태인 협동 농이 시행되도록 하 다. 

정조는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네 개의 호수[四湖]를 축조하 다. 우선 

1795년에 완성한 북지(北池)로 수원성 북문 북쪽에 위치한 일명 만석거(萬

石渠)를 지칭한다. 또한, 1797년에 화산 남쪽의 사도세자 묘역 근처에 시설

한 남지(南池)는 원명 만년제(萬年堤)라고 하 다. 그리고 동지는 수원시 

지동에 위치하 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는 그 형체를 알 수가 없다. 마지

막으로 1799년에 축조한 축만제가 바로 서호이다.

정조는 먼저 만들었던 만석거와 유둔의 성공에 힘입어 1798년부터 새

로운 저수지를 쌓고 그에 따른 농장 축만제둔(祝萬堤屯)을 설치하 다. 새로

운 규모 농장이 생김에 따라 유둔을 북둔, 축만제둔을 서둔이라고 불

다.3) 서쪽의 둔전이라는 의미의 서둔은 전근  사회에서 국가가 직접 운

한 농장이었다. 국가가 병농일치의 차원에서 농을 장려하 으며, 이 축만

제둔에 관리인들을 지휘하는 책임자인 도감관(都監官)과 금전출납을 맡아

보던 감관(監官)을 두었다. 그리고 관수와 전장관리의 업무는 전세·공물 징

수를 담당하던 하급관리인 감고(監考) 등이 맡도록 하 다. 이곳에서 생기는 

수입은 수원성의 축성고(築城庫)에 납입하도록 하 으며, 제방 아래 물이 

들어와 관개의 혜택을 받는 곳인 몽리구역의 농지는 국둔전(國屯田)으로 

두게 하 다. 

3) 이덕일. (2012).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1: 시대가 만든 운명」. 다산초당. 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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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둔전은 지방관아의 경비를 충용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둔전은 화성운

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화성성역의궤 시행절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전한다. 황무지를 개간하여 둔전을 만들어 백성 중에서 일정한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경작하게 하 다. 그 세금을 거두어 본부의 창고에 

주어 성을 보수하는 자금으로 삼게 하 다.4) 이러한 둔전의 경작과 더불어 

수원에서 우시장이 발달하게 된다. 둔전에서 농사를 잘 짓게 하려고 농민들

에게 종자와 소를 나누어 주었다. 수확기가 되면 수확의 절반을 거두어들이

고 소는 잘 키워 3년에 한 마리씩 갚도록 했다. 이로 인해 소는 점차 늘어나

게 되고 수원의 우시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되었다. 

수원장은 1904년 이후 성안장과 성밖장으로 나누어 개설되었다. 이에 따

라 우시장도 성밖 우시방과 성안 우시장으로 나누어 개설되었다. 성밖장과 

성안장이 날짜를 달리해서 섰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시장도 장시의 날짜에 

맞춰 성 안팎에 섰던 것이다. 1918년 총독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우시장이 655개소 는데, 경기 도내에 47개소가 있었다. 이를 도별로 살펴

보면 경상북도가 91개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67군데, 황해도 63개소, 전라

남도 58개소, 충남 52개소, 평남･경남 50개소, 경기 47개소 다. 가장 거래량

이 많았던 우시장은 함경북도 명천군 명주장과 길주군 길주장으로 1년에 

2만 5000마리가 거래되었다. 그다음으로 큰 장이 수원군 성밖장으로 1년에 

2만여 마리가 거래되었다. 일본강점기 때 전국적으로 3  우시장의 명성을 

얻었다.5) 이렇게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길이 지닌 사회적 기능 

즉, 소통의 기능이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길을 통해 물자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시장이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4) 『수원시사』 6, 「수원의 산업과 경제생활」, 2014, 55쪽. 

5) 『수원시사』 6, 「수원의 산업과 경제생활」, 2014,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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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일제시기 수원 우시장(수원박물관 소장)

수원 우시장으로 모여든 소는 오늘날 수원 갈비의 명성과도 연결이 된다. 

수원이 갈비의 본고장이 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재료로 쓸 한우를 

구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수원의 갈비는 양념갈비로 보통의 갈비보다 엄청

나게 큰 왕갈비 다. 참기름을 비롯하여 설탕, 소금, 마늘, 깨, 파, 후추 등의 

재료를 조합하여 특별한 소스를 만들어 갈비에 발라서 구워내는 양념갈비는 

부드러우면서도 담백한 맛이 특징이다. 숯불에 구운 갈비는 신문에도 소개되

고 수원을 찾은 박정희 통령이 갈비를 먹고 가면서 더욱 명성을 얻게 되었다. 

수원 갈비는 1985년 4월 12일 수원시 고유 향토음식으로 지정되었다.

맛집 탐방 등의 여행을 많이 하는 오늘날의 실정을 반 하여 중복들길의 

코스에 있는 서둔에서 정조시기 개혁의 역사와 더불어 우시장의 역사, 갈비

의 역사 등을 매개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축제에서 

체험한 경험을 관광객들이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실시간 방송으로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중복들길에 해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중복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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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닌 길의 다양한 형식이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래놀이를 체험하도

록 하여 다양한 연령 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다. 전래놀이는 연령 를 초월

하여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복들길을 접한다면 길은 

집을 나서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설렘이 있는 공간이면서 걷기를 통해 일상을 

뒤집는 축제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평지를 걷는 도보여행 길에서 열리는 이러한 축제는 다방면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한다. 길은 유구한 시간성을 담지하는, 

박물관 안에 박제되어 있지 않은, 여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면서 살아 움직이

는 역사적 유물이며 동시에 사료이다.6) 유구한 시간을 담고 있는 중복들길

을 걷는 사람들이 직선적인 공간으로 들고 나는 일차원적인 곳으로 인식하

는 것이 아니라, 길을 걸으면서 사유와 실체가 통합되는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고 걷기의 본질이 구현되는 

고차원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길은 살아 있으며, 그 길을 걷는 사람이 

각각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거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서호를 걷는 사람들은 길을 걸으면서 만나는 축만제 표석을 보며 

그 의미를 다시금 새겨볼 수 있을 것이다. ‘천년만년 만석의 생산을 축원한

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축만제는 백성들이 잘사는 세상을 염원하는 

소망을 가득 담은 저수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표석이 현재

까지 전해지고 있어 사람들이 더욱 현장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6) 심승구. (2015). 「경기(京畿)를 통해 본 서울의 정체성」, 서울학연구소, (58),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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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 축만제 표석

축만제의 규모를 문헌상에서 살펴보면, 제방의 길이가 1,246척(尺), 높이 

8척, 너비 720척, 두께 7척 5푼, 깊이 7척, 수문 2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언절목(堤堰節目)에 따라 심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목들이 있다. 그 나무들

은 고혹적인 자태로 서 있으면서 축만제를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길을 걷다가 이 나무 아래의 

벤치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다. 특히나 서호 공원은 최근 

들어 평일 낮에도 인근의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산책을 많이 

하는 곳이다. 건강에 관심이 늘어나면서 길을 걷는 것에 한 중요성도 같이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정조의 이야기와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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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서호에 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보드판을 붙여둔다면 길에 한 이해

와 관심을 증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진6> 서호공원

정조 23년에 내탕금 3만 냥을 들여 축조한 축만제는 당시로써는 최  

규모로 조성된 관개 저수지이다. 수원 화성의 서쪽에 있기도 하지만 중국 

항저우의 ‘서호(西湖)’만큼 아름답고 넓은 호수라는 의미로 ‘서호(西湖)’라고

도 불린다. 축만제의 설치에는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정조의 ‘애민정신’이 

담겨 있다. 정조는 수원화성이라는 신도시 건설을 기획하면서 둔전을 만들

어 우선 백성들의 식량 생산과 생계에 기여하게 하 다. 그리고 수원 화성을 

지키는 군사들의 식량과 재원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가뭄 상황에 비한 

구휼 책으로 저수지의 물을 활용하여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 다. 이런 

서호(西湖)는 한 번도 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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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다. 인간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는 기본적인 일상부터 농사

에 이르기까지 물이 없으면 삶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치수(治水)

를 군주의 덕목이자 나랏일로 삼았던 것이다. 그중 저수지는 이런 생명의 

원천인 물을 인위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수원에도 자연 

강우를 모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화성 축성에 따른 사업으로 

만든 저수지가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 물이 마른 적이 없는 서호는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젖줄이라고 할 수 있다.

축만제의 이러한 풍부한 수량을 활용하기 위해 농i진흥청과 서울 학교 

농과 학의 실습답(實習畓)이 설치되었다. 수원이 농업기술의 중심지가 돼

왔던 것도 축만제와 무관치 않다. 이 축만제는 1906년 일제가 농사시험장을 

설치하면서 최근까지 연구사업 목적으로 제한하여 농i진흥청이 관리하고 

있다가 1996년 서호공원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 이후 2015년에 삼남

길이 개통되면서 중복들길의 출발지점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모든 생명에게 유용한 축만제는 2005년 10월 17일에 경기도 기념물 제

200호로 지정되었다. 축만제는 332,997㎡에 달하는 넓은 면적으로 역사적 

전통을 잘 계승하고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3  제언 중 가장 잘 보존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그 물은 작물시험장과 인근 농경지의 수리시설로 이용되

고 있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축만제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살아 숨 쉬는 저수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축만제의 역사적 배경과 중요성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았다. 

2016년 11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제67차 

집행위원회에서 국내 최초로 ‘세계 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동

안 중국은 7건, 일본은 13건이 등재됐지만, 한국은 등재된 시설물이 없었다. 



78  

그런데 2016년 축만제와 김제 벽골제가 등재됨으로써 우리나라도 등재 시

설물 보유국이 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물은 수원의 지명과도 일맥상통한다. 물이 가지고 있는 일곱 가지 덕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수원의 지명과 곁들여 들려주면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물이 가지고 있는 덕을 노자는 일곱 가지로 정리하 다. 첫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 둘째 흘러가다가 막히면 돌아서 가는 

‘지혜’, 셋째 구정물까지 너그럽게 받아주는 ‘포용력’, 넷째 어떤 모양의 그릇

에도 담기는 ‘융통성’, 다섯째 지속적인 노력으로 바위도 뚫는 ‘인내와 끈기’, 

여섯째 장엄한 폭포에도 굴하지 않고 투신하는 ‘용기’, 일곱째 유유히 흘러가

서 마침내 바다에 이르는 ‘ 의’가 있다. 물이 지닌 이러한 덕목은 인간에게 

물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처럼 현 인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실제로 수원에서 해설할 경우 물이 지닌 일곱 가지 덕목

을 들려주면서 관광객들 본인이 원하는 한 가지만이라도 정해보라고 권유하

고 있다.

서호공원에서 물과 관련된 스토리텔링과 더불어 정조의 개혁과 애민정신

에 관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축제를 개최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의 호응

을 끌어낼 수도 있다. ‘서호에서 물 만나다.’라는 테마로 축제를 진행하여 

서호에 관련한 스토리텔링을 알리고 중복들길을 걷게 한다면 경기도의 과거

와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연결하는 길이 될 수 있다. 길에서 들려주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면서 과거와 같이 단순한 물리적 이동로가 아니라 

생활 속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문화·관광자원으

로 인식하여 후손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연결할 

수 있다. 길이 지니고 있는 정체성은 불변하지 않는다. 여암 신경준은 “길이

란 주인이 없고 오로지 그 위에 있는 자가 주인이다.”7)라고 했다. 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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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만들었던 사람의 의지와는 달리 걷는 자의 몫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걷는 자가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중복들길의 도보여

행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삶이나 사회적·역사적 발전이 전개되는 

과정을 담을 수 있는 것이다. 

서호를 축조한 정조에 해 잘 알려지지 않은 일화를 살펴보면 왕은 담배

를 즐겨 피웠던 애연가 다는 사실이다. 정조는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썼으며 

의학적 지식도 풍부했다. 정조는 1797년에 총신 윤행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진다.

“남초는 사람에게 유익하오. 무더울 때는 더위를 씻어주어 기가 저절로 

내려가므로 더위가 절로 물러가오. 추울 때는 추위를 막아주어 침이 저절로 

따뜻해지므로 추위가 절로 가신다오. 밥을 먹을 때에는 그 도움을 받아 

음식이 소화되고, 변을 볼 때는 악취를 물리치오. 자려고 하나 잠이 오지 

않을 때 담배를 피우면 잠이 온다오. 시를 읊거나 문장을 지을 때 남들과 

화를 나누거나 조용히 앉아 있을 때도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소. 옛사람으로는 오로지 장유만이 이 담배의 맛을 조금 알았다고 하겠

소.8)”

왕은 초계문신들을 상으로 시 창작 시험을 볼 때는 승지 한 명으로 

하여금 담배를 피우도록 하고, 그 담배의 불씨가 꺼지기 전에 시를 짓도록 

했다. 할아버지 조는 금주와 금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던 반면 정조는 

금연 조항이 법전에 없다는 이유로 국가 의례에서 엄격하게 지시하지 말라

고 했다. 왕은 창덕궁 후원에서 담배를 재배하 으며 그 수확물을 신하들에

7) 김종혁 (2004), 「[옛길을 따라] 역사에서 '길'이란 무엇인가」 역사비평, p.333 

8) 안대희, (2015), 「담바고 문화사」, 문학동네,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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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사하기도 했다. 정조는 역  국왕 가운데 유일하게 만백성을 상 로 

흡연을 권장하려고 했다. 

오늘날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연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정조의 

정책은 의문점이 든다. 그러나 정조의 진심은 ‘여민동락’이었다. 백성과 함께 

멋진 쾌락을 주는 기호품을 즐기겠다는 의도 다. 오늘날 담배로 인해 심각

한 질병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중복들길을 걸으면서 ‘길에서 답을 찾다.’라는 

테마로 금연 시책에 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공모전을 하면서 금연

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정조의 왕의 애민정

신 금연으로 피어나다.’라는 행사를 개최하면 도보여행을 하면서 금연도 병

행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 중복들길이 만들어내는 스토리텔링의 힘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1-2 작물시험장과 일제강점기의 수난 

정조의 애민정신으로 만들어진 둔전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수탈의 

표적인 표적 상이 된다. 을사늑약을 맺은 후 일제는 우리나라 농업구조

의 개편을 서둘 다. 우리나라의 농업을 일본자본주의 체제로 확고하게 편

입시키기 위해서 다. 1906년 통감부에서는 1906년 4월에 ＜통감부권업모

범장관제＞를 발표하 고, 6월 15일에는 경기도 수원에 권업모범장을 창설

하 다. 일제는 1907년 4월 한국정부에 권업모범장의 관리를 이관시켰다. 

권업모범장에서 하는 주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지도나 권장이 통감부 아래에

서는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908년 이후 전국 각지에 시험지

나 출장소 등을 설치하 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에 권업모범장은 조선총

독부 산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일제는 1917년에 전국 13개의 도에 13개소의 

종묘장을 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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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업모범장의 사업 목적은 일본의 농법을 우리나라에 그 로 이식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시험이나 조사보다는 지도나 권장에 중점을 두었다. 이 

지도나 권장을 위해 모범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었다. 권업모범장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을 발달시키고 개량한다는 차원에서 모범사업이나 시험사업

이 많았다. 그리고 농업에 필요한 생산물의 자료를 분석하고 감정(鑑定)하는 

일이나 생산물을 조사하는 일을 하 다. 일제가 우리나라의 농민들에게 강

요한 것은 ‘농사개량’이라는 것을 명목으로 한 농업기술의 변경이었다. 그러

나 이 ‘개량’에 숨은 일본의 속셈은 일본의 농법을 우리나라에 그 로 심으려

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즉, 권업모범장은 일제가 식민지 농업정책을 수행하

기 위해 첨병 구실의 기관으로 삼았던 것이었다. 

일제가 수원의 자연조건이 농업경 에 아주 유리한 곳임을 주목한 사실은 

1910년 조선에 이주하여 수원에 정착한 일본 니가타현 태생의 사카이 마사

노스케(酒井政之助)가 했던 말에서 알 수 있다. 

“수원은 땅과 기후가 순화한 데다 지질까지 매우 좋고, 조선 특유의 큰 

강의 범람과 재해도 없으며, 발길 닿는 데마다 작은 하천이 있어서 관개가 

편하고, 오곡이 풍성한 반도 중앙부의 보고(大寶庫)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 같은 하늘이 내려준 이로움을 가진 농민은 권업모범장 설치로 

인해 얻은 새로운 지식을 응용하게 되면서 농사가 놀랄 만큼 발달한 것은 

모름지기 전도(全道)에서 으뜸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척식박람회, 기타의 

손꼽히는 공진회 품평회 등에서 수상자의 과반수를 수원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9)

9)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수원시사5] 수원의 토지 소유구조와 농업경영」, 홍익문화사. 
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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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제는 수원지역에 해 미리 파악하고 있었으며, 일본에서 모자

라는 식량을 수탈해갔다. 1920년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종자개량 등을 통

해 증산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수탈량이 더 많았던 것이다. 1930년경 지주와 

소작의 관계에서 논의 소작률은 최고가 정조법에서 생산량의 58 ~ 90%, 타

조법에서 50 ~ 75%, 집조법에서 50 ~ 80%에 달했다는 연구가 있다.10) 이렇

게 높은 소작률을 내야 했던 소작인들의 생존 자체가 어려웠던 실정이었다.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은 늘어나기만 하는 상항이었지만 농사를 짓는 

서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고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소작해서 수확을 하더라도 그들의 손에 남는 것은 한 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양식조차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장리쌀을 

먹게 되고, 수확 후 갚고 나면 또다시 남는 것이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

졌던 것이다. 이런 생활고는 피조사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윤해동 : 타작을 해서 놓으면 사은(마름)이 와서 모말을 가지고 반을 딱 갈라서 

나눠. 그 다음에 텃도지 줘야지, 밭도지 줘야지, 장리쌀 줘야지, 그렇게 

주면 남는 것이 없어. 그러니 또 살자니 장리쌀을 얻어다 먹고, 나무도 

하고, 가마도 치는 거야. 이렇게 근근이 살아온 역사야.

황응수 : 땅을 사기는 어떻게 사.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가을에 농사지어서 작년에 

얻어먹은 것 가을에 갚고 하면 봄에 또 얻어다 먹고 그러기 바빴지.

차 환 : 남의 병작 논해야 빗자루만 가지고 들어가는걸. 지주에게 장리쌀을 

갚아야 하니까 아무것도 없지. 동짓달에 시집오니까 쌀 한 말에 메수수 

한말이 있었더라구.

최용권 : 소작으로 논은 300평, 밭은 200평 했어. 이렇게 했어도 양식이 모자랐어. 

도지를 다 주고 나면, 겨울 양식이 모자랐어. 병작 논을 한 사람은 다 

그랬어. 모자라서 가마를 쳐서 살았어. 짚은 남는 것이니까.11)

10) 신용하. (1987) 「한국근대사회사 연구」, 일지사. 272쪽

11)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수원시사7] 수원의 사회변동과 주민생활」, 홍익문화사.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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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소작을 많이 짓는 

것도 어려웠다. 지주들에게 잘못 보이면 땅을 떼여 아예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마름의 횡포로 고통을 겪었다. 그래서 마름에게 잘 보이

기 위해 떡이나 엿, 고기 등을 가져다주고 해서 마름의 비위를 맞추어야 

했다. 농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했던 정책들은 결국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하기만 했다.

농사를 지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적절한 때에 맞게 일을 해야 

한다. 모든 것이 적절한 때가 있는 것처럼 농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땅에서 때를 알다.’라는 테마로 중복들길을 걷는 동안 우리 삶의 적절한 

때를 생각하게 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길의 본질과 의미

에 충실하면서 중복들길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고 역사문화체험을 

콘텐츠화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사진7> 권업모범장



84  

그리고 정조의 개혁으로 만들어진 도회 수원이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수탈의 핵심 지역이 된 것을 바탕으로 ‘걷기 인문학 콘서트’라는 테마로 

행사를 열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스토리텔링으로 들려줄 수 있

다. 걷기의 가치와 의미를 역사 속에서 재해석하는 것이다. 길을 걷는 것의 

의미 중의 하나가 ‘사유’이다. 이것은 ‘머리가 걷는다.’고 표현할 수 있다. 

즉, 길에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길에서 인문학 콘서트가 가능한 

것이다.

Ⅲ. 중복들길의 문화생태 스토리텔링

1. 문화생태적 접근

1-1 서호천의 가마우지

민물가마우지는 겨울철새로 서호 인공섬에 서식하고 있다. 서호 한가운데

에 있는 인공섬은 사람의 발길이 제한된 곳으로 철새의 도래지이자, 철새들

의 낙원이다. 이곳에는 가마우지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큰기

러기, 뿔논병아리, 흰뺨검둥오리, 물닭, 백로, 쇠기러기, 청둥오리, 비오리, 

쇠오리, 왜가리, 해오라기 등의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먹이가 풍부하

고 사람들의 위협이 전혀 없는 이곳에 이렇게 다양한 조류들이 서식할 수 

있다는 것은 생태계가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인공섬으로 봄철에 망원경으로 관찰하면 초목들이 흰 눈처럼 하얗게 덮여있

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수많은 민물가마우지 둥지에서 떨어지는 

배설물이다. 이 배설물이 나무를 고사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녹음이 

우거지면 곧 푸른색을 되찾아 생태계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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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로의 생존을 보여주고 있는 서호 산책로에는 조류를 관찰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체험 학습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8> 서호 인공섬

서호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새와 생물들을 만날 수 있는 

생물서식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향으로 수원시의 서호천은 

‘2018년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최우수 하천으로 선정됐다. 2018년 

환경부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6곳을 선정했는데, 그중 최우수사

례에 선정된 것이다. 과거 도심개발로 인해 서호천은 수질이 오염되고 악취

가 나면서 생물종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수질 개선 시설을 설치

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데 성공하면서 건강한 하천으로 회복하여 이러

한 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천 생물종은 사업 시행 전인 

2005년에 비해 개체 수와 다양성이 많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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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이 살아나고 환경이 변하면서 서호천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으로 거듭 

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연장선상에서 하천 돌보미 사업이나 정화 활동을 

지속해서 한다거나 서호천을 기반으로 하는 에코리움 마을 탐방학교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여가와 탐방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헬스투어리즘’

이라는 길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스토리텔링으

로 따뜻한 햇볕 한 줌 안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헬스투어리즘’ 

행사를 개최한다면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여가와 일상을 통합하여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1-2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 여기산 백로 서식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은 초연결 사회로 데이터가 서로 연결된 모든 사물에

서 생산되고, 어디서든 접근과 공유를 할 수 있어 기존과는 다른 사회와 

경제, 문화를 만들어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이의 연결에서 오는 데이터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가상현

실 등의 지능 정보 서비스의 기본이 되어 초연결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기계화와 기계의 인간화도 가능해지게 된다. 기계가 많은 

것을 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휴식은 꼭 필요한 것이

며, 이때 인간과 자연의 소통이 필요하다.

길은 사회적 기능 즉, 소통의 기능을 한다. 길을 통해 물자를 나누고 통신

을 한다. 물길을 따라, 야생동물들의 길을 따라 포식하고 번식한다. 물론, 

이 역시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길의 기능만이 아니다. 동물들은 물론 심지어 

식물들도 신호를 주고받는 소통을 한다.12) 길의 원리는 자연생태계의 체계

적이며 입체적이고 통합적이며 발전적인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그렇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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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은 입체적 방향과 지향으로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다. 사람은 길을 만드는 

존재이면서 길 위의 존재이므로 길을 걸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다. ‘인간의 뇌 회로는 앞을 향해 돌아가며, 걷는 것은 전향적이어서, 

지난 일로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다.’고 한다. 조용히 앉아 있을 때보다 오히

려 더 평화롭고 전향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걸으면서 싸우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13) 길을 걷는다는 것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나와 소통하는 일인 

동시에 타인과 소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길을 걷는 그 주변에 산이 있다면 

더욱 풍요로운 마음으로 걸을 수 있을 것이다.

서호를 끼고 있는 낮은 산인 ‘여기산’은 해발 100여 미터의 야트막한 야산

이다. 중백로, 쇠백로, 해오라기, 황로, 왜가리 등이 규모로 서식하고 있는 

‘백로 서식지’로 유명하다. 백로는 2급수 이상의 맑은 물에서만 먹이 활동을 

한다. 도심지 가까운 곳에 있는 여기산에 백로 서식지 형성이 가능한 것은 

서호와 서호천에서 활발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환경이 

깨끗하고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호는 백로의 서식지로 안성맞춤인 

것이다. 

백로는 유난히 조심성이 많아 둥지를 트는 곳도 까다롭다. 백로는 삼림이 

울창하고 항상 물이 풍부하면서 먹이가 많은 지역을 골라 둥지를 튼다. 여기

산은 이런 백로를 비롯한 조류 보호를 위해 철조망 울타리를 쳐 사람의 

인접을 금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경계로 인해 낙락장송의 소나무 숲에서 

백로가 그들만의 보금자리를 꾸려 편안히 서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

고 백로가 찾아드는 곳은 길지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길조(吉鳥)로 간주하여 

“백로가 깃들면 부자 마을이 된다.”는 말이 전해 내려오면서 주변에 사는 

12) 유영초. (2019). 「길 문화콘텐츠의 생태학적 해석 : 경기 옛길을 중심으로」. p19 

13) 박정원, 2015. 「내가 걷는 이유」, 북뱅.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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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긍정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필자는 이 여기산의 인근 아파트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 아파트에서 여기

산을 바라보면 백로들이 날아들거나 옹기종기 앉아 있는 모습을 훤히 볼 

수 있었다. 백로들은 비행장을 방불케 하면서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내려앉아 연신 착륙과 이륙을 반복하면서 나무 꼭 기에서는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 연신 날개짓을 되풀이했다. 새들의 아름다운 날갯짓과 초록의 

조화로움은 한 폭의 동양화처럼 수려하기만 했다. 그곳은 새들을 위한 서식

지이자, 아파트를 위해서는 정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집을 나서면 

여기산 자락의 숲들과 만나게 되며, 바람결에 묻어오는 마른 풀들의 소리와 

냄새를 느끼면서 여유를 느낄 수 있었던 기억이 있다. 백로의 특성과 함께 

여기산의 생태를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 도보 여행객들에게 들려준다면 여

기산의 가치를 재조명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여기산에 선사유적지가 있다. 서호 서쪽의 구릉에 있으며, 숭실

학교박물관에서 4차에 걸쳐 1979년에서 1984년까지 발굴조사를 진행하

다. 이 유적지에서 구멍무늬토기가 출토되는 청동기시  집터가 발견되었

다. 그리고 경질무문토기와 두드림무늬토기가 출토되는 원삼국시 의 집터

가 확인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민무늬 토기 시 부터 초기 철기시 에 이르

기까지 중부지방을 표하는 생활유적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중복들길을 걸으면서 만나게 되는 역사 유적지를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면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걷기축제를 진행할 수 있다. 

여기산에는 선사유적지뿐만 아니라 수원화성 축성에 필요한 돌을 캐내기 

위해 돌을 뜨던 터를 확인할 수 있다. 곳곳에 돌을 뜨던 터 흔적이 있는데, 

다른 채석장에서는 볼 수 없는 직각으로 돌을 뜨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산과 수원화성을 연결고리로 만들어 스토리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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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을 만들 수도 있다.

여기산은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도의 기념물 제201호로 지정되었

다. 기념물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학술 가치가 큰 것,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서식지, 번식지, 도래

지를 포함한 동물, 자생지를 포함한 식물, 그리고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 

가치가 큰 것으로 지정한다.14) 그러므로 여기산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10월 17일 경기도의 기념물 제201호로 지정된 여기산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문화생태탐방 활성화를 위해 ‘여기산에서 힐링을 꿈꾸다.’라

는 테마로 행사를 개최하여 탐방객들이 느끼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도보

여행 중심의 길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를 

걷는 여행객들이 교육과 더불어 여행과 건강을 한꺼번에 해결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삶의 질의 문제가 화두로 두된 현 사회의 

경향을 반 하여 웰빙 관광의 기회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

로 본다. 

1-3 ‘쉼’의 문화, 항미정과 서호 낙조

살아가면서 적절한 ‘쉼’은 삶의 활력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휴식에 의학적 치료를 더한 치유 방식, 휴양의학이 의학계

의 화두이기도 하다. 휴양의학은 유럽에선 이미 본격화된 지 오래이며, 해양, 

14)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5827호], 제2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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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등 자연의 치유자원이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람들이 잘 

쉬는 것은 꼭 필요한데, 사실 잘 쉬는 방법을 배운 적이 따로 없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오감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쉴 방법을 고안하고, 자연의 환경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받으며 쉴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길을 걷는 

것도 ‘쉼’을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중복들길에서 쉼을 발견하다.’라는 

테마로 휴식에 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람들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건강은 물론 여가활동까지 겸할 수 있다.

‘걷는 것은 사유의 리듬’이라는 명제는 익히 알려져 있으며, 길이 ‘학교’라

는 의미도 앞서 길을 걸어온 많은 과학자와 철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걷기가 곧 치유와 명상이라는 점도, 많은 사례가 보여준다. 프랑스 청소년 

교화프로그램인 쇠이유나, 후쿠시마 원전 피해자들의 걷기 치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다.15) 인간이 자연 일부가 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힐링이 된다. 

길을 걸으면서 규칙적인 심호흡을 하고, 오감을 통해 느끼는 바람 소리나 

새소리를 들으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 길을 걸을 때의 명상적 

효과는 걸으면서 복잡한 머릿속을 비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복잡

했던 문제의 해결 실마리도 찾게 되고 스트레스도 완화된다.

중복들길을 걸으면서 쉴 수도 있고, 아름다운 낙조를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축만제에 있는 항미정이다. 1831년(순조 31) 하성유수 던 박기수가 

현재의 자리에 건립하 으며, 1908년 10월 2일 순종황제가 기차를 타고 

수원능행을 했을 때, 융건릉 참배를 하고 나서 당시 임시 정거장이었던 서호

에 도착하여 축만제 둑방길에 있는 항미정에서 차를 마시며 쉬었던 유서 

깊은 장소이기도 하다. 축만제는 관개용수를 공급하는 단일 목적을 뛰어넘

어 조선 후기를 지나면서 선비들의 풍류와 전통을 즐기는 장소로 거듭나게 

15) 박정원, 2015. 「내가 걷는 이유」, 북뱅.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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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사진9> 항미정

서호의 수문 옆에 자리한 항미정의 이름은 중국시인 소동파의 시구에 

‘서호는 항주의 미목 같다.’고 읊은 데서 이름을 따 와 지었다고 한다. 송나라

의 문호 던 그가 중국 항주의 태수를 지낼 당시에 항주를 표하는 절경

인 서호(西湖)가 서시(西施)의 눈썹처럼 아름답다고 했던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서시는 미인의 명사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 4  미녀(서시, 왕소군, 초

선, 양귀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인물이다. 서시는 중국 월나라의 미인으로 

월나라 왕 구천(勾踐)의 신하인 범려(范蠡)가 미인계를 쓰기 위해 서시를 

오나라 왕 부차(夫差)에게 바쳤다. 그러자 부차는 서시의 미색에 사로잡힌 

나머지 나랏일을 태만하게 된다. 왕은 충신이었던 오자서의 충고도 무시하

고 결국 그를 자결하게 하는 등 오만한 정치를 일삼는다. 결국 부차는 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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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색에 빠져 지내다가 월왕 구천에게 망하고 말았다. 

이렇게 나라까지 멸망에 이르게 한 서시의 미모는 어릴 때부터 정평이 

나 있었다. 그래서 마을 처녀들은 서시의 행동을 곧잘 따라 하곤 했다. 심지

어 서시가 평소 지병이 있어서 얼굴을 찌푸리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모는 출중했다. 그러자 여인들은 얼굴을 찌푸려 서시의 아름다움을 좇아

가기 위해 찡그리는 것을 본받는다는 뜻의 ‘효빈(效顰)’이란 단어가 생겼다. 

그리고 ‘빈축(嚬蹙)’이란 단어도 파생되었는데, 역시 찡그린다는 뜻이다. 사

람들은 자기 분수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 하는 여인들을 비웃었고, 

여기서 ‘찡그릴 빈(嚬)’자와 ‘찡그릴 축(蹙)’자를 써서 ‘빈축(嚬蹙)’이라는 말

이 유래했다. 이로써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을 비유할 

때 ‘빈축을 산다’라고 표현하게 된 것이다. 또한, 훗날 특히 동쪽 마을에 

살았던 동시는 서쪽 마을에 살았던 서시가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따라 했기 

때문에 ‘동시빈축(東施嚬蹙)’ 또는 ‘동시효빈(東施效顰)’이란 사자성어가 파

생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서시의 아름다운 모습이 맑고 투명한 강물에 비치

자, 시냇물에서 헤엄치던 물고기들조차 그녀에 미모에 넋을 잃은 채로 천천

히 강바닥으로 가라앉았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여기서 물고기도 가라앉히는 

서시의 미모를 가리키는 ‘침어(沈魚)’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 

항미정에 얽힌 이런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항미정에서 쉼을 찾다’라는 

테마로 쉼과 아름다움, 건강에 한 의미들에 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걷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명상의 효과는 정신과 육체

가 새로운 감각으로 깨어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아프지 않기 위해, 

오래 살기 위해 마지못해 걷는 것이 아니며 그 속에서 다양한 가치들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걷기는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하고 사회를 보다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과의 관계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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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길을 걷는 것에 한 진지한 성찰은 걷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옛 수인선 철도의 스토리텔링

수인선 전철은 알아도 수인선 협궤열차는 모르는 이가 많다. 수인선은 

1937년 8월 6일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가 세워 운행을 시작하 다. 궤도 

폭이 좁은 협궤열차는 수원시 - 화성군 - 안산시 - 시흥시 - 인천광역시를 

연결하며 60년 가까이 서민들의 발 노릇을 하 다. 인천과 중부내륙지방의 

인적 및 물적 교류에 기여한 철도 던 것이다. 총 연장 52km의 협궤선(挾軌

線)인 수인선은 17개의 정차장과 임시정류장을 설치하 다. 총 17개소의 

정차장 가운데 10개소는 정식 정차장으로 역사를 두고 역원을 배치하 다. 

하지만 7개소의 임시정류장은 역사와 역원이 없었다. 임시 정류장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나가는 길에서 내리고 타고 했던 것이다.

열차의 폭도 좁았기 때문에 승객들은 서로 마주 보고 앉아 있다가 열차가 

심하게 흔들리면 상 방과 무릎이 닿기도 했다. 크기가 작다 보니 힘이 달려

서 열차가 고개를 넘지 못하면 손님이 열차를 밀고 고개 넘던 시절의 이야기

도 과거로만 남게 되었다. 이제는 사진으로만 남게 된 이런 사연들을 스토리

텔링으로 만들어 중복들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 철도는 여행

과 맞물려 있으며, 여행은 음악과 함께한다. 그러므로 ‘수인선 음악회’라는 

테마로 행사를 기획하여 당시의 음악과 오늘날의 k-pop이 어우러지게 하는 

레일(rail) 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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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0> 수인선 철도 출처: 경기 옛길 홈페이지

수인선은 일제강점기에 군량미를 일본에 실어 내고 서해 바다 경기만 

염전지 에서 채취한 소금도 내륙지방으로 수송하 다. 1945년 광복 후 미

곡 수송의 의미도 거의 사라지고, 화물수송보다 여객수송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수인선은 적산(敵産)으로 미국 군정에 접수되어 1946년 5월부터 

여타 사철(私鐵)과 함께 철도청 산하의 국철(國鐵)로 이관되었다. 그 기능을 

계속하 지만, 도로교통의 변화에 따라 점차 그 효용 가치가 위축되어 쇠퇴

일로를 걷게 되었다. 그러다가 1970년 부터 버스가 중교통의 축으로 성장

하게 되었고, 다양한 노선을 누비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가 등장했다. 그러

자 수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차츰 버스로 옮겨갔고 그에 비례하여 수인선

의 운행 구간도 점차 짧아졌다. 이런 도로교통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수인선

은 유지, 보수의 어려움과 더불어 이용객도 감소하면서 누적된 적자로 인해 

1995년 12월 31일 소임을 다하고 역사의 장막 속으로 사라졌다. 그렇게 사라

졌던 수인선 협궤열차 철도는 삼남길이 정비되면서 중복들길과 만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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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길의 가장 큰 목적은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동은 투여하는 자원

과 산출되는 효과의 상 적인 비율에 따라 다양한 효율성을 추구한다. 길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교통수단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진다. 그 효율성의 감소

로 인해 수인선의 기차가 멈춘 것이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는 고정 상태로서

의 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길이란 본래부터 인간의 기술 수준과 자연환경, 

인문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수인선 철도에 

일제강점기와 역사적 사실과 협궤열차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사

람들에게 들려준다면 그 길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협궤열차를 리모델링하여 체험 장소로 이용하거나 카페를 운 하여 사람들

의 발길을 머무르게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열차 안에서 체험을 

하거나 음식을 먹더라도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것이

다. 현재 수인선은 복선 전철로 인천에서 오이도까지 운행 중이며, 코레일 

측에서는 2020년 12월 말에 한 앞역에서 수원까지 복선 전철이 운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수인선은 과거로부터 단절된 길이 아닌 현재와 연결되는 

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멈춰 있는 수인선 협궤열차의 스토리텔링을 들려

주는 것은 현재를 들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복들길에 관련된 역사, 문화, 쉼, 생태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도보 길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

인 보편성, 즉 보행자의 안전성이나 편의성, 심미성 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나 축제를 기획할 수 있다. 곳곳에 남아 있는 옛길의 흔적을 

바탕으로 길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릴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옛길을 

찾아 새길을 걷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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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은 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복들길

에 얽힌 스토리텔링을 통해 과거의 시간과 접선할 수 있다. 과거에 존재했던 

길은 단지 구체적인 형태가 달라지고 있을 뿐이다. 그 길은 현재에 이르기까

지 여전히 그 로 존재하고 있어서 걷는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더불어 미래의 가치와도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중복들길에서 들려줄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연구하고 문화생태탐방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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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 맺음말

지금까지 삼남길 제5길인 중복들길의 도보여행에서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문화생태탐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연구

하 다.

역사적으로 중복들길의 시작점을 언급하면서 서호의 역사와 둔전, 그리고 

오늘날 수원 갈비의 스토리텔링에 관해 연구하 다. 또한, 근  농업의 산실

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작물시험장이 정조의 개혁으로 이루어졌지만,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수탈의 현장으로 변모하 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서호천의 가마우지와 여기산의 백로 서식지, 수원 팔경 중의 하나인 서호 

낙조와 항미정을 살펴보면서 4차 산업혁명의 시 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쉼’에 해 살펴보았으며, 문화생태탐방의 중요성에 관해 탐구하 다. 

중복들길은 자연과 역사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의 옛길이라고 할 

수 있다. 길을 걸으면서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인간의 삶에 쉼의 철학이 구현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쉼은 단순히 일과 노동의 반 말이 아니라, 일과 노동의 완성으로서의 편안

한 숨을 쉴 수 있는 안식(安息)을 의미한다. 길을 걸으면서 찾을 수 있는 

느림의 철학은 궁극의 평화로움을 깨닫게 해준다. 길을 길로 연결되어 있으

니 길을 걷는 그곳에 바로 깨달음의 지혜가 있다.

따라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스토리텔링은 길에서 만나는 친구와도 

같다. 중복들길에 한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문화생태 탐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많은 탐방객에게 친구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혼자서 걸어가더라도 그 길에서 지치지 않고 힐링을 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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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 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성을 전달하

고, 진심으로 상 방과 소통하는 것이다. 스토리텔링을 들려주는 사람은 듣

는 사람들의 연령 나 현장 분위기에 맞게 적절한 에피소드를 가미할 수도 

있다.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길에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다른 새로운 길을 걷게 하는 것은 일상에 지친 현 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쉼’과 치유, 소통을 위한 관점에서도 필요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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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tories and Promotion 

of Cultural Ecology in Dupdul-gil 

(Samnam-gil, 5th Street)

Choi Jlnsun

Today, it has become an important cultural content to walk along the 

street for travel or health reasons. This is evidenced by the creation of 

a name that comb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such as Olle-gil, 

Dulegil, and Forest Road. However, most of the roads highlight the 

economic aspect of revitalizing local tourism rather than walking on foot, 

reflecting characteristic storytelling.

Therefore, Dong-A Ilbo explored storytelling, which is the 5th course 

of Samnam-gil, and researched ways to promote cultural ecology 

exploration. The beauty and ecological landscape of the road is woven 

into a distinctive storytelling of the culture and history resources that are 

alive, which can lead to interest and interest in the path for the hikers. 

And creating an ecological cultural trail where visitors can feel, learn and 

experience while walking on foot can provide a pathway to empathize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while discovering a co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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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ability to come out 

and share ideas with others and communicate while exchanging opinions 

is a necessary ability to live as a member of society. So it's difficult for 

machines to come across and need storytelling to feel, imagine and create 

new things with emotions only humans have. The focus was on creating 

a variety of storytelling to bring the value of overlapping paths to people's 

familiar stories, and to make them walk along the road based on fitness. 

It is necessary for people to understand the value of the path as they 

move through specific physical space and to maintain the sustainability 

of the path. That's why we need a philosophy of walking with time that 

encompasses the past and the pres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epen 

the perception of value in walking along the path by creating content about 

the redundant path with various storytelling.

Keywords
Storytelling, walking tours, overlapping path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ultural ecology, rest, em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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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관동별곡을 바탕으로 한 

‘평해로: 서울-원주’ 간 

역사문화탐방로 개발 방안

서정미

강릉시와 고성군에서는 동해안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관동별곡8백리

길’을 개발했다. 그중 고성군에 위치한 관동별곡8백리길은 2009년 주요 코

스를 개척하여 공개해 현재에 이르러 많은 시민이 역사·문화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관동별곡8백리길은 ‘관동별곡’의 여정을 올곧이 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동별곡 주요 여정에 강원도의 관광지와 유적

지를 포함한 옛길을 개척하여 지금의 관점으로 스토리텔링, 성공적인 강원

도의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관동별곡은 창평(담양)에 귀양 갔던 정철이 선조의 부름에 한양에서 원주

까지의 부임 과정과 관동팔경을 비롯한 금강산 등을 유람하는 여정을 담은 

기행가사이다. 전자에서 언급된 서울에서 원주까지의 부임의 여정은 간략히

만 언급되고 있는데, 평해로 경기지역 구간의 숨겨진 옛길 복원이라는 측면

과 현재 경기도의 ‘역사문화탐방로’의 개발이라는 지점에서 이 구간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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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접근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동별곡은 고등학교 국어 혹은 문학 교과서에 실릴 만큼 중들에게 

익숙한 작품이다. 그러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서울-원주’ 간 역사문화탐방

로의 개발은 새로운 방향에서의 접근 가능성과 여러 세 를 아우르는 소통

의 장을 열어줄 것이다. 더불어 새로운 탐방프로그램의 신설에 필요한 기초

자료와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역사문화탐방로의 가치와 의미는 더욱 확장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해안누리길 중 하나인 관동별곡8백리길의 개발사례

를 살펴보고 서울-원주 간 평해로의 개발 가능성에 논해보고자 했다. 다음

으로는 여러 참고자료와 지도 등을 포함한 문헌연구를 통해 서울-원주 간 

육로의 경로를 탐색하여 옛길과 지금의 길을 연계하고자 모색했다. 덧붙여 

역로 주변의 옛 마을 및 문화유적지의 재발굴과 관련해 개발 가능한 소재를 

고안해보았다. 마지막으로 걸을 수 있는 옛길 복원의 한계와 그 해결 방안, 

그리고 문화 벨트로서 옛길의 가능성에 해 논의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자는 옛길이 향락을 위한 관광이나 레저를 위한 길의 

형태에서 벗어나 사색과 여유의 길이라는 본래의 의미회복을 거쳐 문화 

벨트로서의 거점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키워드)

옛길, 평해로, 서울-원주, 관동별곡, 스토리텔링, 역사문화탐방로, 

관동별곡8백리길, 문화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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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들어가는 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 인들의 걷기에 한 긍정적 추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도

로에 쏟아져 나온 자동차는 우리에게 비단 편리함만을 제공하지 않았다. 

기술의 발전은 점차 자신이 할 수 있는 육체의 움직임을 고단함으로 인식하

게 했다. 지금에 이르러 걸을 수 있는 길에 한 사람들의 열광은 하이데거의 

‘이정표 Wegmarken1)’에서 이미 지적했듯, 존재의 인식을 위해 여정의 길에 

뛰어드는 것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스스로 망각

하지 않기 위해 옛길을 발굴해내고, 더불어 사유할 수 있는 ‘고향’으로의 

주체적 회귀는 자신이 실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기 위한 당연한 몸부림일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옛길의 개발은, 비록 ‘개발’이란 단어가 자연 파괴적이고 

물질 만능의 척도로 보일지라도 필수 불가결한 행위일 것이다. 어쩌면 모순

적으로 보이는 옛길과 개발의 조합이 우리 고유의 인간성을 변하는 것은 

아닐까? 

격동기를 여러 번 겪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특수성은 안타깝게도 옛길의 

복원보다 옛길의 개발을 쉽게 한다. 이미 많은 유․사적지가 본래의 장소에서 

이전되어 재현되고 있음을 인지한다면, 옛길의 개발 역시 역사적으로도 유

의미함을 눈치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옛길을 과거의 그것같이 재현하는 

1) 이선일. (2005). 하이데거 이정표. 「철학사상｣, 별책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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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는 이미 무리가 있으며, 문헌상 고증을 통해서도 옛길의 경로가 정확할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옛길을 체험한다는 것은 상실되

었다고 포기했던 지난날의 향수와 맞닥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옛길이란 무엇인가? 옛길에 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옛길에 한 시기적 한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고에서 논의의 상이 

되는 옛길은 기록상 문헌으로 남은 것으로서, 국권침탈 시기인 1910년 이전

의 현전하는 표적 지도에서 고증 가능한 길을 일컫는다. 다음으로 길의 

범위는 수로나 해로를 제외한 육로에 한계를 두고자 한다. 

2004년도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된 ‘문화와 산업의 옛길 문화의 

원형복원 콘텐츠 개발’ 과제의 소개에 따르면, 옛길이란 흔히 옛 도로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물자를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수단

을 뜻한다고 정의한다. 특히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간에 인적 왕래에 

따른 정보의 교환이나 재화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회적 시설자본이라 일컫고 

있다. 또한 주례(周禮)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도(道)’와 ‘로(路)’는 길의 

등격(等格)이 다르다고 게시하며, 우리나라의 경국 전(經國大典)이나 속

전(續大典)을 보면 ‘도’와 ‘로’는 구분됨이 없이 그저 로(大路)·중로(中路)·

소로(小路) 등 세 등급으로 주로 ‘로’만을 표현하고 있어서 도로란 다분히 

법제적인 용어인 동시에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길’은 도로의 일반명사라

고 설명하고 있다.2)

조선시 에 편찬된 표적 지도와 문헌3)에 따르면 이러한 길은 크게 도착

2) 한국문화콘텐츠닷컴. 문화와 산업의 대동맥 옛길(2004)

3) 신경준. 『도로고』, 김정호. 『동여도』, 『대동여지도』, 『대동지지』 등의 역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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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길의 명칭으로 삼는다. 거기에 로(大路) 혹은 로(路), 별(別) 혹은 

별로(別路)로 명칭 하여 적게는 여섯 개에서 많게는 십여 개의 도로를 표

해 기록하고 있다. 그중 의주, 경흥, 평해, 동래, 제주, 강화의 길은 다수의 

지도에서 공통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주요 도로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옛길 중 ‘평해로’ 혹은 ‘관동 로’라고 불리는 서울에서 평해(경상북도 

울진지역의 옛 지명)에 이르는 옛길에서 ‘서울-원주’ 간 옛길의 경로에 한정

하여 서술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평해로의 경로 중 ‘서울-원주’ 구간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

하고자 한 이유는, 그 구간이 옛길 개발에 있어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로서 개발에 의미를 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평해로의 

경로가 잘 드러난 것은 고지도에 한정되어 있다. 강릉시와 고성군에서 송강

(松江) 정철(鄭澈)의 관동별곡에 집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겠다. 지리서

가 아닌 문헌에서 관동 8경을 포함한 동해안의 비경을 독창적인 문체로 

여정을 포함해 서술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이야기의 소재가 되며 다수의 

사람으로 하여금 지자체가 재현해낸 길에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러

한 스토리텔링에 집중한 강릉과 고성에서는 정철의 관동별곡이란 구조에 

역사·문화적 감수성을 스토리에 담아, 걸으며 해안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관동별곡8백(800)리길4)’을 개발했다. 그중 고성군의 해안 길은 2009년 주

요 코스를 개척하여 공개해 현재에 이르러 많은 시민이 역사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사실 관동별곡8백리길은 ‘관동별곡’의 여정을 올곧이 반 하지 않았음에

4) 이후, 명칭의 구분이 필요치 않은 부분에서는 ‘관동별곡8백리길’로 통일하여 서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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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관동별곡 주요 여정에 강원도의 관광지와 유적지를 포함한 

옛길로 개척되어 지금의 관점으로 스토리텔링, 성공적인 강원도의 복합공간

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점에 착안, 관동별곡 서사에 언급되는 

‘연延츄秋문(景福宮迎秋門, 경복궁 서쪽)’에서 ‘흑黑슈水(경기 여주)’에 이르

는 여정에 주목하여 평해로 서울-원주 간 옛길 개발 방안을 개괄적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관동별곡은 창평(오늘날 전라남도 담양)에 귀양 갔던 정철(1536∼1593)

이 선조의 부름에 한양에 도착하여 원주에 이르기까지의 부임 과정과 관동

팔경을 비롯한 금강산 등을 유람하는 여정을 담은 기행가사이다. 앞서 언급

된 한양에서 원주까지의 부임 여정은 간략히만 언급되고 있는데, 평해로의 

경기지역 구간의 숨겨진 옛길 복원이라는 측면과 현재 경기도의 ‘역사문화

탐방로’의 개척이라는 지점에서 이 구간의 개발은 가치가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국어 혹은 문학 교과서에 실릴 만큼 중들에게 익숙한 

작품인 관동별곡을 바탕으로 한 ‘서울-원주’ 간 역사문화탐방로의 개발은 

새로운 방향에서의 접근 가능성과 여러 세 를 아우르는 소통의 장을 열어

줄 것이다. 더불어 새로운 탐방프로그램의 신설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콘텐

츠를 개발함으로써 역사문화탐방로의 가치와 의미는 더욱 확장될 것이다.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연구 방법으로 우선, 강원 지역의 옛길 복원 사례 연구를 통해 경기 옛길 

복원사업의 방향성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특히 해안누리길 중 하나인 관동

별곡8백리길의 개발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원주 간 평해로의 개발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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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여러 참고자료와 지도 등을 포함한 문헌연구

를 통해 서울-원주 간 육로의 경로를 탐색하여 옛길과 지금의 길을 연계하

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덧붙여 역로 주변의 옛 마을 및 문화유적지의 재발굴

과 관련해 개발 가능한 소재 몇 가지를 고안해보려 한다. 마지막으로 걸을 

수 있는 옛길 복원의 한계와 그 해결 방안, 그리고 문화 벨트로서 옛길의 

가능성에 해 논의해보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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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본론

1. 관동별곡8백리길의 개발사례

1) 관동별곡8백리길의 개발 배경

고성군의 관동별곡8백리길은 사업 실시설계 및 보상 협의 등 사전절차를 

2014년도에 이행5), 2015년 6월에 1차분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완공

을 목표로 하는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설악권의 자원과 강릉을 중심으로 

한 문화자원의 연계개발을 통해 복합관광중심지로 도약하고 설악단오문화

권 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사)세계걷기운동본부는 이미 2009년

부터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의 배경 중 한 곳인 고성에서부터 평해로의 도착

점이라 할 수 있는 경북 울진 사이의 걷기코스를 개발6)하 고, 이후 설악단

오문화권 개발7)이란 국가지원 사업과 맞물려 고성군에서는 앞서 걷기코스

에 동해안을 따라 관동 8경을 연결한 역사문화탐방로를 조성하 다. 

강릉시에도 관동별곡800리길이 조성되어있으나 조성 시기는 정확하지 

않고, 고성과의 길 연계 또한 확실치 않다. 다만 그 길의 명칭이 ‘관동별곡

800리길8)’인 것으로 보아 설악단오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고성의 그 

사업 시기와 맞물려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5) 이승희. 관동별곡 800리길 탐방로 본격 조성, 전국매일신문, 2015. 4. 3.

6) 정래석. [고성]관동별곡 800리길 역사체험 탐방로 조성, 강원일보, 2012.10.15, 23면.

7) 조한종. 강원 동해안 문화관광벨트 만든다, 서울신문, 2008.10.30, 12면.

8) 관동별곡에 착안하여 조성된 고성군에 위치한 해안 길은 ‘관동별곡8백리길’, 강릉시에 위치한 
해안 길은 ‘관동별곡800리길’로 표기상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와 비슷하게는 경북 울진에 ‘관동
팔경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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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관동별곡8백리길

관동별곡8백리길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에서 

착안하여 조성된 옛길이다. 관동별곡은 크게 서사(1단)-본사1(2단)-본사

2(3단)-결사(4단)의 4단으로 구성되는데, 관동별곡8백리길은 관동 8경을 

두루 그려낸 3단에 보다 집중했다고 볼 수 있다. 금강산 유람의 여정과 감상

을 주로 풀어낸 2단은 현재 탐방의 불가로 길의 조성이 어렵다. 그래서 고성

군은 관동 8경을 주로 노래한 3단, 그중 고성군의 시계(市界)에 한정하여 

길을 개발했다. 

관동별곡8백리길은 2010년도에 해양수산부가 정보를 제공9)하고 있는 해

안누리길에 속해 있으며, 현재 강릉시에 조성된 관동별곡800리길(경포 ∼

남항진)과 고성군에서 개발한 관동별곡8백리길(고성 통일전망 ∼속초시 

방향)의 경로 중 1, 2, 8구간이 여러 사이트에서 정보가 게시되고 있다. 강릉

시의 관동별곡800리길과 고성군에서 개발한 관동별곡8백리길은 지자체가 

다르고 거리도 떨어져 있어서 사업 시행의 단계에서 별개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철의 관동별곡의 동해 유람 여정에는 강릉시의 관동별곡

800리길이 포함되기 때문에 길의 명칭을 좇은 것으로 파악된다. 강릉시청 

한 관계자는 2019년 현재, 강릉에 위치한 관동별곡800리길은 이용객이 많지 

않다고 전했다.

신경준의 도로고에 의하면 고성에서 양양에 이르는 구간은 옛길의 

표 로인 평해로의 방통지로10) 중 하나에 속한다. 오히려 강릉에 위치한 

9) 해양교육포털 

10) 대로에서 뻗어 나와 각 지방이나 고을로 이르는 길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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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별곡800리길은 서울에서 원주, 강릉을 거쳐 평해(오늘날 울진)에 다다

르는 로의 한 길목과 근접하고 있다. 그런데도 관동별곡8백리길이 활성화

된 쪽은 고성의 그것이다. 그러나 해안 전반에 걸쳐 해안누리길이 조성되어

가고 있고, 지자체마다 그들의 고장에 특색 있는 길을 개발, 개척하고 있어서 

이후 강릉시의 관동별곡800리길 또한 이용객 증가의 특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관이라 할 수 있는 문화데이터광장(문화 포털) 사

이트에서 게시한 관동별곡800리길에 관련해서도 강릉시의 관동별곡800리

길(1코스)11)과 고성군의 관동별곡800리길(총 13코스)12)을 모두 공시13)하

고 있는데, 각 코스는 다음 표와 같다. 

<표1> 관동별곡800리길 공시 내용

코스 경로(이동 거리 및 예상 도보 시간 포함) 기타

1

경포대~(3km)오죽헌~(4km)경포호~(1.4km)호텔현대

~(2.8km)송정해변, 송정해변 휴게소~(3.8km)남항진: 

4시간 

걷기 난이도: 매우 

어려움

<표2> 관동별곡800리길 공시 내용

1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데이터광장

1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데이터광장

13) 문화데이터 광장(한국문화정보원) 등록일: 2019년 1월 23일.

코스 경로(이동 거리 및 예상 도보 시간 포함) 기타

1
통일전망대~(1.5㎞)DMZ박물관~(4.1㎞)제진검문소: 

1시간 14분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제22보병사단에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하며 

(사)강원고성갈래길본

부에 사전 탐방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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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경로(이동 거리 및 예상 도보 시간 포함) 기타

2 제진검문소~(1.5㎞)명파해변: 20분

걷기. 자전거 

가능하며 7번 국도 

갓길을 이용하기에 

이용객의 불편 및 

위험 상존

3

명파해변~(0.3㎞)등산로입구~(0.8㎞)헬기장~(0.5㎞)

이동통신기지국~(0.8㎞)몽개미산(마차산뒷산)~(0.7㎞)

대공사격장(뒷산)~(0.5㎞)대공사격장입구~(1.2㎞)금강

산콘도: 2시간 22분

현재 걷기길 

조성구간(사유지 

협의 중)으로 기존 

7번 국도 갓길을 

이용해야 하므로 

사고위험 구간임

4
마차진(금강산콘도)~(1.2㎞)대진등대~(2.8㎞)초도항~ 

(0.8㎞)화진포해양박물관: 1시간 35분

5

화진포해양박물관~(1.5㎞)화진포의 성~(1.2㎞)수리봉 

~(0.8㎞)공군부대입구~(1.4㎞)해맞이공원~(0.5㎞)거

진등대~(0.5㎞)대왕슈퍼~(0.4㎞)거진버스종점: 2시간 

44분

6 거진항(버스종점)~(4.1㎞)반암항: 55분

7
반암항~(2.3㎞)송죽리(북천하구)~(3.4㎞)대대1리(북천

철교): 1시간 30분

8
북천철교~(3.5㎞)봉호리~(2.5㎞)남천하구~(1.7㎞)남

천교 남쪽 끝: 2시간 

9
남천교 남쪽 끝~(1.3㎞)향목리(축사)~(3.6㎞)가진항: 

1시간 22분 

10
가진항(회센터)~(1.8㎞)공현진항~(2.3㎞)왕곡마을(오

봉1리)~(2.6㎞)철새관망타워(송지호): 1시간 30분

11

철새관망타워(송지호)~(1.8㎞)오호항~(0.4㎞)봉수대~(

1.2㎞)~삼포해변(코레스코)~(1.2㎞)~자작도마을~(0.5

㎞)문암1리(국화향기 

김하인아트)~(0.4㎞)선사유적지~(0.5㎞)문암초소앞 

광장~(0.3㎞)끝봉우리~(0.8㎞)미륵불상~(0.2㎞)백도

해변~(1.4㎞)문암2리 ~(0.4㎞)교암(천학정): 2시간 

6분

선사유적지~문암초

소광장~끝봉우리 구

간 : 현재 군부대와 협

의 중으로 걷기 불가

능-선사유적지~백도

마을~백도항~미륵불

상으로 걷기. 자전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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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코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철의 관동별곡에서 보이는 북한을 제외

한 강원도의 여정, 즉 삼일포(고성) - 의상 (양양) - 경포호(강릉) - 죽서루

(삼척) - 망양정(울진)을 전부 반 해내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빠진 여정

의 공간은 각 지자체에서 조성된 길 혹은 해안누리길14)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여기서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일 것이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익숙하지만, 해석의 어려움이 있는 

정철의 관동별곡에 착안하여 관동별곡이 가진 ‘관동’ 지방의 숨겨진 문화적 

가치를 문학적 감수성을 더해 재구성하여 ‘관동별곡8백리’라는 새로운 이야

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미 이 과정에서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에 나타난 

여정은 지점에 해당하며, 정철의 여정의 길을 밟아가며 수많은 사람이 오갔

을 ‘길’이 만들어 낸 이야기가 역사·문화공간으로서의 길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철의 시 에 한정된 이야기의 공간이 아닌 탈 시간적인 

공간으로서 이 길을 누리는 사람들은 매번 각기 다른 체험의 기회를 통해 

‘옛길’의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

14) 한국해양재단은 2010년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한 전국의 걷기 좋은 52개의 ‘해안누리길’의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코스 경로(이동 거리 및 예상 도보 시간 포함) 기타

12 교암~(1.3㎞)아야진해변~(2.4㎞)청간리: 1시간 27분

13

청간리(청간정)~(1.1㎞)천진항~(1.2㎞)봉포항~(1.0㎞)

켄싱턴리조트(해변)~(1.1㎞)용촌교~(1.1㎞)까리따스마

테오요양원~(1.1㎞)속초시 방향: 1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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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동별곡8백길에서 제공하는 정보 내용

우선, 한국해양재단과 해양교육포털,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산하단체의 사

이트에서 관동별곡8백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정보가 파편적

이다. 가장 많은 정보를 정리해 게시하고 있는 곳은 네이버 지식백과이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에서는 많은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표사이

트에 정보를 공개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관동별곡8백리길은 해안누리길 정보 내에서 찾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정보의 원천은 2010년도에 발간된  한민국 해안누리길-바다를 걷다15)

에 있다. 관동별곡8백리길의 게시 정보는 크게 소개, 코스 정보, 편의시설, 

교통편, TIP, 여행 정보, 사진으로 구성되며 고성군의 관동별곡8백리길 1, 

2, 8구간에 해서는 지도도 제시하고 있다. 

소개 부분에서는 코스를 따라가며 볼 수 있는 비경이라든지 근방의 유·사

적지, 전시관, 화 촬 지 등을 밝힌다. 서술은 딱딱하지 않으며, 문화해설

사가 전달하듯 내용 면에서 짧지만 알차다. 코스 정보에서는 길이 속한 지역

을 밝히고 노선의 거리, 걷기 소요시간, 걷기의 난이도 정도를 알려준다. 

편의시설 부분에서는 화장실의 위치와 개수, 식수의 위치와 개수, 근처 매점

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모든 구간의 길이 연결되기는 어렵고 자동

차도로로 인해 부득이하게 끊기거나 군사기지가 있을 경우가 많으므로 중

교통 중심의 주변 교통편을 게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행의 TIP이라든지 

여행 관련 문의처, 길 주변의 지도나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15) 최갑수, 유연태, 장태동, 권선희, 손민호, 김우선, 정철훈. (2010). 대한민국 해안누리길-바다
를 걷다, 서울: 생각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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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동별곡을 바탕으로 한 ‘서울–원주’ 간 옛길의 설계

1) 관동별곡 서사에서 보이는 여정 그리고 역사적 상상력

“강호(江湖)에 병이 깁퍼 죽림(竹林)의 누엇더니, 관동(關東) 팔백리에 방

면(方面)을 맛디시니, 어와 성은(聖恩)이야 가디록 망극하다. 연추문(延秋

門) 드리다라 경회남문(慶會南門) 바라보며, 하직(下直)고 물너나니 옥절(玉

節)이 압패 셧다. 평구역(平邱驛) 말을 가라 흑수(黑水)로 도라드니, 섬강(蟾

江)은 어듸메오 치악(雉岳)이 여긔로다. 소양강(昭陽江) 나린 믈이 어드러로 

든단말고, 고신거국(孤臣去國)에 백발(白髮)도 하도할샤16)”로 시작되는 

1580년(선조13)에 지어진 정철의 관동별곡은 문학적으로도 손꼽히는 기행

가사이다. 1617년경 조우인(曺友仁)이 함경도 경성판관(鏡城判官)으로 떠날 

때, 족형(族兄)이 정철의 ‘관동별곡’ 같은 글을 써오라고 권고한 일화를 보더

라도 당 에나 지금이나 높이 평가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미 정철의 관동별곡에 착안하여 강원도 등지에서 길의 개발이 이루어지

고 있기는 하나 자연 지리적 조건과 그에 따른 문화적 특성이 달리 드러나는 

곳에서의 길의 개발은 경기지역에서의 개발과는 다른 체험의 공간이 될 

것은 자명하다. 본 연구자는 관동별곡 서사에 드러난 연추문(延秋門) - 평구

역(平邱驛) - 흑수(黑水) - 치악(雉岳)의 구간을 평해로의 여정에 초점을 

맞춰 개발안에 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앞서 강릉과 고성의 사례에서 언급했듯, 정철의 관동별곡에서 드러난 이

동 경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평해로라는 옛길 복원의 관점에서 정철의 

16) 정철 『송강가사』 중, ‘관동별곡’의 첫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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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별곡이 내뿜고 있는 문학적 분위기를 더해 지방의 숨겨진 문화적 가치

와 어우르게 재구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에 나타난 여정은 다른 여정의 소개를 더 할 구심점의 

역할을 할 것이며, 정철의 여정의 길을 밟아가며 많은 사람은 ‘옛길’이 만들

어 낸 이야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얻을 것이다. 

결국 관동별곡을 바탕으로 한 ‘서울-원주’ 간의 길의 개발은 정철의 시 에 

한정된 이야기의 공간이 아닌 탈 시간적이며, 관동별곡이란 공통된 소재가 

관동별곡에서 착안한 모든 길은 문화 벨트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2) 지도와 문헌에서 나타난 서울에서 원주까지의 평해로

본 장에서는 신경준의 도로고, 김정호의 동여도 및  동여지도, 

 동지지를 바탕으로 서울-원주 간에 나타난 평해로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신경준의 도로고는 1770년( 조 46)에 저술되었고, 어로(御

路), 6 로(大路), 4연로(沿路), 해로(海路) 등 조  전국의 도로에 한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도로고는 조선 전기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중동

국여지승람에서 사방 경계까지의 거리만 표시되던 단계에서 조선 후기 

여지도서의 도로(道路)조와 동국문헌비고 중 여지고의 도리(道理)조 

단계를 넘어 처음으로 교통망을 상으로 한 책이고, 단일본으로 저술된 

데 의의가 있다고 최창조(1986)는 논문에서 밝히고 있다.17)

류명환(2014: 95)은 6 로의 경로 중 평해로에 해 평해 제3로라고 지칭

하고 있으며, 평해로는 경성에서 평구역, 양근, 원주, 화역창, 관령상, 

17) 최창조. (1986). 여암 신경준의 지리학 해석, ｢다산학보｣ ,8; 류명환. (2005). 여암 
신경준의 『도로고』 연구-육대로』를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류명환. (2014). ｢여암 신경준과 역주 도로고｣, 서울: 역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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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삼척, 울진을 거쳐 평해에 이르는 872가 로라고 역주하고 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서울에서 원주까지 평해 제3로의 소속 제읍은 양근, 지평(좌

도), 가평(우도)이며, 경성에서 동쪽으로 평해에 이르는 제3로는 경성에서 

망우리현(25리) - 왕산탄(13리) - 평구역(7리) - 봉안역(25리) - 고랑진(7

리) - 이수두리(3리) - 월계(10리) - 덕곡(20리) - 양근(10리) - 백현(15리)

- 지평(25리) - 전양현(20리) - 송치(25리) - 안창역(15리) - 원주(30리)의 

구간을 가진다고 한다.18)

<그림1> 신경준의 『도로고』에서 보이는 평해로

김정호의 동여도는 조선 후기, 철종 때에 제작한 필사본의 전국 채색지

도로 분첩절첩식으로 있다. 김정호가  동여지도를 판각하기 위해 먼저 

만든 지도이며, 필사본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그려진 지도첩이라고 할 수 

있다. 동여도에서 보이는 평해로에서의 서울 - 원주 간의 경로는 다음 

그림과 같다.

18) 류명환. (2014). ｢여암 신경준과 역주 도로고｣, 서울: 역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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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김정호의 『동여도』에서 보이는 서울 - 원주 간 평해로 경로

김정호의  동여지도와  동지지 정리고에서 보이는 로는 기존 

신경준 도로고에서 나타난 6 로에서 제주로가 빠지고 신 봉화, 수원별, 

해남, 충청수 , 통 별로가 추가되어 10 로로 늘어난다.  동지지는 김

정호가 말년에 정리한 것으로 미쳐 직접 끝맺지 못했다고 전해지나  동지

지의 10  도로망과 역참 분포의 증가는 조선시 의 도로의 발달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조병로(2005) 한국 근세 역제사연구 별책의  동지지 역주에 따르

면, 평해로의 서울 - 원주 간 역참은 중랑포 - 망우리현 - 옥산탄 - 평구역

- 봉안역 - 용진 - 월계 - 덕곡 - 양근 - 백현 - 흑천점 - 지평 - 전양현 -

송치 - 안창역-원주인데,  동지지가  동여지도의 해설서격19)임을 

19)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지리지종합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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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때, 서울-원주 간의 역참의 경로는 동소이할 것이다. 신경준의 

도로고에서 보이는 이동 경로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다소 경로의 다름이 

보인다. 

<그림3> 조병로(2005)가 재구성한 역로지도

경기도문화정책과(2005)에서 생산하고 발행한 경기도의 근현 지도에

서는 현재 지도에  동여지도의 구획과 도로를 더해, 변화된 오늘날의 

경기도를 잘 보여준다. 경기도의 근현 지도에서 보이는 서울-원주 간 

평해로는 다음과 같다.

<그림4> 『대동여지도』를 바탕으로 한 오늘날의 경기 지도와 평해로 구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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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동별곡 ‘서울–원주’ 간 옛길 개발안

가. 관동별곡 제1 평구역길

관동별곡에서 연츄문(景福宮迎秋門, 경복궁 서쪽)에서 평구역(경기 남양

주 삼패동 일 )에 이르는 구간을 관동별곡 제1 평구역길로 개발하는 것을 

가안해 보았다. 그 이유는 정철의 관동별곡에서 나타난 한 지점으로서 중요

한 위치이기도 하지만, 평구역에서 가평으로의 방통지로가 분화하는 곳이기

도 하고, 역로 주변의 개발 가능성이 많은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본 장에

서는 가안인 관동별곡 제1 평구역길에 보다 집중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정철이 처음 관찰사로 가게 되는 소회를 말한 후 처음 가는 지역이 

연츄문이다. 연츄문의 현재의 명칭은 추문(迎秋門)이다. 경복궁은 왜란 

때 전소가 되어 고종 때 복원되었다. 연츄문은 송강이 관동별곡을 지을 즈음

에는 현재의 위치가 아니었다. 현재의 추문은 고종 때 복원되었던 종로구

의 서십자각 터(西十字閣 址)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야 할 것이므로 고고학적 

고증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경회 남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의 경회루와 그 주변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연츄문과 마찬가지로 경회루도 왜란 때 소실되

었으므로, 현재의 모습은 고종 때의 건축이다. 석조 기둥은 남아 있었다고 

전하며, 이를 통해 초기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러나 

송강이 머물 던 자취를 찾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정철의 행로에는 많은 축약이 있다. 정철이 경회남문에서 평구역까지 어

떤 경로를 따라갔는지에 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이 경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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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지도와 다른 탐방자들의 기록이나 구술을 참고하여 현지답사를 통해 

추정, 복원하여야 할 것이다.

정철은 경회남문에서 바로 평구역으로 향했다고 했으므로, 동지지에 

따르면 ‘중량포 - 망우리현 - 옥산탄 - 평구역’으로 경로가 진행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철이 경회남문에서 중량포에 어떻게 이르

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에 송강이 중량포에 이르는 길을 추정해 보면 그 길은 다음과 같다. 

송강이 경복궁을 빠져나오는 길은 연츄문이거나, 건춘문이었을 것이다. 광

화문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근정전을 거쳐 흥례문을 나와 광화문을 나와야 

했으므로 이 당시 행렬도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문장으로만 보아서는 연츄문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경회남문에서 하직하 다고 하니 다시 연츄문으로 나와서 의정부와 6조 

거리를 거쳐 운종가(종로)를 따라 흥인지문으로 향했을 것이다. 현재 운종가

는 당시의 원형은 사라졌고, 그나마 옛 모습을 가지고 있던 피맛골도 일부가 

사라져 옛 모습을 모두 찾을 수는 없다. 다행히 종로3가에서 5가에 이르는 

일부의 길이 복원되어 주변의 민가들과 함께 옛 모습을 되찾았다.

흥인지문에서 평구역까지는  동지지에서와 같이 중량포를 거쳐 망우

리현을 넘어 옥산탄(왕산탄)을 건너 평구역에 이르 을 것이다. 이 길을 

따라가는 옛길은 국도에서 폭이 넓어지고 도로 계획에 따라 멸실된 지역이 

많다.

현재의 경기도 지역에 이르면 망우리고개를 넘어 교문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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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  역시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어서, 옛길을 확  개발해도 복원

의 의미가 크게 없다고 할 것이다. 망우리고개를 넘어 딸기원(덕곡)이 위치

한다. 옛 모습이 많이 파괴된 상태이긴 하지만 다소 남아 있다. 이어 길을 

따라가면 홍·유릉에 이르는 덕소를 지나게 된다. 이 일 에서도 옛길 원형은 

홍·유릉 앞 일부를 제외하면 찾기가 쉽지 않다. 

<그림5> 망우리고개에서 바라본 서울 방향

<그림6> 딸기원 지석, 딸기원의 유래가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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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만나게 되는 지역이 옥산탄이다. 왕산탄은 표기에 따라 옥산탄

이라 부리기도 한다. 옥산탄은 현재 여울을 건너기 어렵게 되어있다. 이 

위로는 토평교가 설치되어 옛길인 여울을 건너기는 어렵다. 옛길 개발 시에 

표지를 세워두어 옛사람들의 길이었음을 흔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

다 할 것이다.

<그림7> 지금의 토평교

송강이 말을 갈아탔던 평구역은 현재 삼패동 역i마을 근방으로 파악된

다. 행정구역으로도 삼패동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 위치는 확실하지 않다

고 한다. 방문객들이 많은 편인데, 아웃렛과 몇몇 카페, 그리고 맛집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일 에는 300m 정도의 옛길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주변의 모습은 공장과 아웃렛 몰 등이 건축되어 다소 변하 고 도로도 넓어

진 것으로 여겨지지만 삼패 노인정에서 한옥으로 된 음식점까지 옛길 형태

가 있다. 이 일 는 교통이 좋고 도시와도 연접하여 있으므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곳과 한 정거장 떨어져 위치한 평구마을을 잘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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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생활문화와 선비마을이라는 좋은 테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8> 삼패동 역촌마을

<그림9> 역촌마을 안 삼거리에 있는 한옥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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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i마을에서 2km 정도 거리에 평구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마을 설명

에 평구역의 위치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지역이 평구역이었을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삼패동에서 평구마을에 이르기까지 이 일 가 정철이 말을 갈아

탔던 지역임은 분명하다. 이 지역은 청풍 김씨의 세거지로 유명하다. 김육, 

김식 등의 묘 또한 이곳에 있다. 조심스럽지만 정철은 이 일 (삼패, 평구)에

서 1박을 하 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림10> 평구마을 소개도

나. 관동별곡 제2 흑수길, 관동별곡 제3 강원 감영길

팔당댐의 건설로 이 일 의 역로는 전체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봉안역을 지나면 현재의 행정구역상으로 남양주에서 양평으로 가게 된다. 

이 경로를 따라가면 양수리(두물머리)를 건너야 한다. 이곳에는 용진과 고랑

진이 있었다. 조병로 교수는  동지지를 근거로 용진을 주된 경로로 기록

하 다. 지금은 양수 교와 신양수 교가 건설되어 도강할 수 있는 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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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나루터는 현재 물 밑에 있다. 

양평으로 넘어오면 월계로 들어온다. 월계에는 교량이 생겼으나 옛길 흔

적이 일부 남아 있다. 덕곡은 오빈리에 위치하고 있다. 오빈역은 지금도 

경의·중앙선이 정차하는 역이다. 

<그림11> 오빈역 근처의 벌말 안내도

<그림12> 오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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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오빈역 주변 안내도

<그림14> 오빈역 주변의 조성 길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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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 정철은 흑슈에서 머물 다. 흑슈는 현재는 흑천이라고 부르며, 양평

의 원덕리를 싸고돌아 흐르는 하천이다. 흑슈를 여주라 일컫기도 하는데, 

여주와 가까이 접해있기 때문에 과거 행정구역이 자주 바뀌었을 법하다. 

동지지 상의 흑천점과 같은 지명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흑수는 옛 마을

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이 일 는 국도가 있고, 옛길이 넓어져 국도

가 된 곳도 있다. 노력에 따라 옛길 복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공사 

중인 곳이 많고, 주변에는 차도가 있어 접근하기가 어려워 학문적으로 밝혀 

둔다는 의미가 아니면 활용 상으로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가까이 위치한 여주에 신륵사를 비롯하여 도자 체험 마을, 박물관들이 

조성되어있고, 이포보를 비롯한 그 주변으로 월로 넘어가는 옛길이 남아 

있으므로 이곳과 연계하여 옛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송강 정철은 흑슈를 지나 섬강에 이르게 된다. 섬강은 횡성강에서 발원하

여 여주에 이르는 강으로 명승을 많이 품고 있는 강이다. 여기서 옛길 찾기의 

커다란 난관에 봉착한다. 송강은 이곳에서 과연 수로를 이용했을까? 아니면 

여전히 육로로 역을 따라 원주 감 으로 갔을까? 송강은 아무 말이 없다. 

그러나 관찰사 행렬이었으므로 수로를 이용하기보다는 육로를 이용했을 것

으로 짐작된다. 그 이유는 육로에 양근현, 지평현과 같이 커다란 행정구역상 

도시들이 있어서 정철은 이러한 지역을 들러서 갔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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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원덕리에서 바라본 흑천

<그림16> 공사 중인 흑천



2019 경기도 역사문화탐방로 논문 공모집 | 서정미  133

<그림17> 여주 이포보 근처의 한강 종주 자전거길 및 근처 조성길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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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 결론을 대신하여

관동별곡에 착안하여 평해로의 ‘서울-원주’ 간의 개괄적인 개발 방안을 

연구하면서, 옛길 조성에 해 의구심이 들었다. 한반도에 옛길 조성 사업이 

마치 서울 근교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속도만큼 이루어지는 것 같았기 때문

이다. 지자체를 비롯한 적지 않은 행정부서, 시·도·군·면과 사단법인에 이르

기까지 걷기는 이제 사색과 여유의 주체적 행위가 아닌 유행 사업이 되어버

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우후죽순 개발되는 옛길과 이용되지 않는 옛길

들을 접하면서 경기 옛길의 방향성에 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2017년 9월 ‘문화자원으로 살아나는 제주 옛길 운  활용 정책 세미나20)’

에서 이지훈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장은 ‘지속가능한 길’의 개발에 해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 본 연구자는 이 언설에 공감하며, 옛길의 개발이 

생산과 소비라는 측면에서 집중되는 것에 한 성찰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달았다. 본인 또한 이 글에서 어떻게 옛길을 개발할 것인가에 집중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자는 본고 서두에서 언급한 길의 본래 의미의 회복을 위해, 앞으로 

옛길의 개발 시 기존 걷기 여행길과의 연계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세련된 명칭으로 덮여 버린 길이 아니라, 죽은 옛길과 

같이 상생하는 길의 개발에 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시간이 

흘러, 도시화가 진행되어 더는 옛길을 복원할 수 없을 때는 끊긴 길을 돌아서 

옛길을 재현하려 하지 말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육교 설치 등을 지원받거나 

20) 2017 정책포럼의 하나로 2017년 9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 토론 및 발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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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 및 근방의 휴양지 및 문화유적지 안내도를 통해 지역의 변천도를 설치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2020년에 사업 시행 예정인 평해로에도 이 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평해로의 개발은 현재 난무하는 ‘길’에 한 정의를 다시금 되돌려 

본래 의미를 회복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역사학적 관점에서 감춰진 옛길을 복원하는 것은 당시의 시 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작업으로서 과거 물자의 흐름이나 전투나 전쟁 시 군사의 

이동 경로까지도 가늠하게 해 경제사나 교통사 혹은 전쟁사를 다루는 데에 

환기된 방향으로의 연구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옛길의 문헌 고증을 통해서 

많은 부분 확인이 가능하다. 충분한 문헌 고증과 답사 과정을 통한 현지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하여 길의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관동별곡을 바탕으로 한 ‘서울–원주’ 간 역사문

화탐방로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고성군을 비롯하여 여러 단체가 함께 추

진하고 있는 강원도의 관동별곡8백리길과 연계, 동해안의 강릉 이남에 개발

된 해안누리길을 이용하여 평해로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동별곡으로 바탕으로 한 횡·종적 노선은 스토리텔링에 있어 공통의 착안

점을 제공하여 자연 지리적, 문화적 특성이 다른 여러 지역을 포괄해 문화 

벨트를 형성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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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Pyeonghae-ro: Seoul to Wonju’

Historic Culture Trail based on 

Jeong-cheol's Gwandong-byulgok

Seo, Jungmi

Gangneung-si with Goseong-gun developed a Gwandong-byulgok 

800-ri-gil that can enjoy the magnificent view of Donghae(East sea coast). 

Among them, Gwandong-byulgok 800-ri-gil, located in Goseong-gun, 

pioneered and opened major courses in 2009, making it a space for many 

citizens to enjoy history and culture. Although Gwandong-byulgok 

800-ri-gil does not reflect fully the journey of Gwandong-byulgok, it 

pioneered the old road, including tourist and historical sites of 

Gangwon-do on its main journey to Gwandong-byulgok, and established 

it as a complex space of Gangwon-do with storytelling from this 

perspective.

Gwandong-byulgok is one of the most popular songs about journey from 

Hanyang(Seoul) to Wonju at the call of his ancestors of Jeong-cheol who 

was sent into exile to Changpyeong(Damyang) and his tour to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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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mgang, including the 8 scenic sites of Gwandong. The journey from 

Seoul to Wonju, mentioned in the former, is only briefly mentioned, with 

historical and cultural approaches not actively taking place in terms of 

the restoration of a hidden old road on the Pyonghae-ro, Gyeonggi-do 

section and the development of Gyeonggi's current 'historical and cultural 

trail'.

Gwandong-byulgok is a work that is familiar to the public enough to 

be included in high school Korean language or literature textbooks.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a 'Seoul-Wonju' historical and cultural 

exploration route based on this will open the door for communication that 

encompasses accessibility in a new direction and multiple generations.

In addition, the value and meaning of historical and cultural exploration 

road will be further expanded by developing basic necessary materials 

and contents for the creation of new exploration programs.

This study wanted to first look at the development examples of the 

Pyonghae-ro, one of the Coastal Muri-gil, and discuss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the Pyonghae-ro between Seoul and Wonju, and then through 

literature research, including various reference materials and maps, tried 

to seek the route between Seoul and Wonju by exploring to link the old 

road with the current one. Moreover, we have devised a material that 

can be developed in connection with the re-exploration of old towns and 

cultural sites around the station. Finally, we could discuss the limitations 

of the restoration of the old road, its solutions, and the possibility of the 

old road as a cultural b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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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is, the researcher aims to reveal that the old road can become 

a cultural belt via a restoration of its original meaning as a path of thought 

and leisure, away from the form of tourism or leisure for pleasure.

Keywords

the old road, the Pyonghae-ro, Seoul-Wonju, 

Gwandong-byulgok, storytelling, Historic Culture Trail, 

Gwandong-byulgok 800-ri-gil, cultural b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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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조선 후기 경기 동남로의 

모습과 그 성격

정규완･강태희

경기 동남로는  동지지(大東地志)에 등장하는 봉화로와 같은 지역을 

상정하고 있다. 그 지점들을 연결하면 ‘전곶교-송파진-광주-이천-음죽-단

양-풍기- 천-봉화’의 길이 완성된다. 이 길과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다른 

길은 남한강 수로이다. 즉 이 논문에서 지칭하는 경기 동남로라 함은 남한강 

상류지역, 충주의 가흥창을 중심으로 경기와 남을 잇던 교역로인 셈이다. 

짚고 넘어갈 것은 조선 후기의 교역망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로만 생각하고 

비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당시의 주요 교통로는 하천이었고, 그 

하천은 지금의 해운의 개념도 아니고, ‘내륙수운’, ‘하운’, ‘강운’ 등으로 일컬

을 수 있다. 

이곳의 성격은 크게 국가적인 운용과 민간적인 운용으로 살펴볼 수 있다. 

분명한 구분까지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고자 빌린 제안이라고 보면 될 것이

다. 그 일시적인 구분이 가능한 이유는 동남로가 충주의 가흥창과 연결이 

되고, 교역로가 형성되던 곳은 기업적인 규모는 되지 못하나 시장이 설정되

어 있기에 국가적 차원의 교통망과 민간 차원의 교류를 동시에 이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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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지리학적 시 상을 그려내기가 쉽다. 장시의 경우 잘 알려져 있듯이 

조선 후기 상업의 발달로 인한 것이다. 특히 육로의 경우는 이를 동래로와 

비교하여 동남로가 지니는 가치를 찾는 것에 주안을 두었다. 수로의 경우는 

남한강 수운에 한 전반적인 이해를 진행한 다음, 이것이 조선 후기에만 

쓰이거나 그때에만 조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조선 초부터 형성된 길이었음

을 강조한다. 

조선은 길의 활용에 있어서 국가만의 것을 상정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창의 활용 역시 조세수납 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백성들을 위한 진휼 등과 같은 정책, 국가방위를 위한 

군기의 교류 등이었음을 주지해야 한다. 국가의 교역망은 전제적인 것이 

아닌 전반적인 국가 내의 재분배를 위한 장이었고, 선순환적인 요소로서 

작동했다.

주제어

(키워드)
경기 동남로, 봉화로, 한성, 남한강, 장시, 충주, 가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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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머리말

이 연구는 경기도의 옛길 중 하나인 경기 동남로의 모습을 밝히고 그 

성격을 드러내고자 한다. 경기 동남로는 동 문 혹은 광화문에서 시작하여 

송파진-남한산성-경안역-이천-장호원-가흥창-충주-황강-수산역-단양

-죽령-풍기-봉화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경기 동남로는 봉화까지 이어지기

에 봉화로라고도 했다. 경기 동남로는 조선 후기 표 도로 던 10 로 중 

하나 다.1) 경기 동남로는 조선시  가장 큰 상업 중심지인 한양, 표적 

장시 던 광주장과 충주장, 경상도와 충청도의 세곡을 수납하는 충주의 가

흥창을 연결하는 길이 다. 연구는 이들을 연결하는 경기 동남로의 자세한 

모습을 밝히고 그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교통이란 사람과 물자의 장소적 이동을 의미한다. 교통은 교통로를 따라 

사람과 물자의 이동뿐만 아니라 국가 간, 지역 간의 경제, 문화 교류를 촉진

시켰으며, 군사적 공격이나 방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다. 

이 교통로의 중심적 시설이 바로 도로이다. 도로는 국가 및 지역 간의 지식이

나 기술, 생활양식을 다른 지역으로 전파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도로 교통은 

정치·외교·국방·운송 및 교류를 포함한 인류생활 진보에 커다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이자 동시에 인간의 문명발달체계의 하나이다. 

교통은 각 시 마다 중앙과 지방도시와의 관계나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또한 그것의 발달차이가 지역의 확 나 사람과 재화의 이동, 문화의 

전파에 크게 향을 미쳐 현저한 사회 변화를 초래했다. 따라서 삼국시 부

터 고려, 조선을 거쳐 근 에 이르기까지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공고히 

1) 조선 후기 한강 유역의 육로 망은 『도로고』와 『대동지지』 등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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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물자·사람의 이동과 세수 재정을 확보하며 나아가 외국과의 교류

를 위해서는 육로와 수로를 통한 교통 제도의 확립이 치국의 우선 과제

다.2)

교통에 관해서는 이전부터 많은 관심이 있었으며, 교통로에 관한 연구는 

육상교통에 관하여 고고학적 측면, 역사 지리적 측면, 제도 사적 측면 등의 

연구와 해상교통에 관해서는 삼국시 의 해양사관, 고려 시 의 해양문화, 

항해로 등이 연구되었다.3) 조선 시  교통에 관한 연구는 표적으로 왕의 

행차인 幸行4)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18, 19세기 자료를 통해 경기 동남로의 모습을 밝힐 것이다. 

18세기 경기 동남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道路考가 있다. 

도로고는 조 46년(1770)에 신경준이 전국 각 지역의 육로·수로 교통 

및 중국·일본과의 교통로를 기록한 책이다. 19세기 경기 동남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大東地志가 있다.  동지지는 김정호가 편찬

한 전국 지리지이다. 각 지역의 연혁·행정구역·성지·진보 등 전국의 도로와 

교통 행정, 중국·일본의 교통로를 기록한 책이다. 특히 이 논문에서 등장하

는 동남로는 ‘봉화로’로도 불리는데 이 봉화로(奉化路, ‘전곶교-송파진-광주

-이천-음죽-단양-풍기- 천-봉화’)5)의 길목을 제시한 것도  동지지
이다.

경기 동남로의 성격은 당시 비슷한 성격의 길이었던 동래로와의 비교를 

2) 조병로(2015), 「한국교통사 연구 동향과 역사교육의 방향 – 선사·고대~조선시대를 중심으로 
-」, 『역사와 교육』 21, 1-3쪽.

3) 한국 교통사에 관한 연구 동향은 다음의 연구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조병로, 앞의 논문, 3-5쪽.

4) 조선후기 국왕의 행행은 주로 능행이 이뤄졌으며, 대표적인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왕무(2007), 
『조선후기 국왕의 陵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5) 경기문화재단(2017), 『경기 옛길 이야기책』,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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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동래로는 경기 동남로와 비슷한 노선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여러 부분에서 경기 동남로가 더 많은 장점이 있었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경기 동남로의 성격을 나타내겠다. 육로뿐만 아니라 수로

에 해서도 언급하고자 하는데, 당시의 수로는 육로보다 위험부담이 적었

고, 하천을 통해서 전국 각지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망이 형성되기도 하

다. 단순히 물자의 교역이 아닌 조선 초부터 쌓여온 인적·물적 자료의 

교환이었으며, 국가의 운용 말고도 민간의 운용도 활발했음을 명시할 것이

다. 

크게는 육로와 수로로 나누어 살펴보겠으나 그에 따른 이유도 잠시 언급

하자면, 육로의 경우 현재까지도 그 이용이 활발한 사례인지라 이것과 과거

의 비교를 통해 길에 한 상을 정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수로의 

경우 현재는 지세가 변화하고, 하천이나 강 등에 현 에 이르면서 새로운 

건축물이 조형되면서 이전의 모습을 복구하거나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다. 그러나 특히 조선 후기의 경우, 한강 유역의 포구와 장시를 둘러싼 유통

의 구조는 수로를 통한 원거리 유통과 육로를 통한 국지적 유통이라는 중층

구조로 이해해6) 볼 수 있는 사례이기에 수로와 수운의 형성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은 꽤 유효한 작업이다. 따라서 경기 동남로로 지역을 설정한 

이래로 그에 한 환경 분석을 전개하겠다. 그 이후 육로와 수로를 나누어 

확인해보는 작업이 이 논문의 주된 흐름이다. 이를 통해 작금의 시 에서 

현재와 과거의 화를 실천하는 것이 그 가치와 목표라 할 수 있겠다.

6) 김종혁(2001), 『조선 후기 교통로와 장시』,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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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남로는 동 문 혹은 광화문에서 시작하여 송파진-남한산성-경안

역-이천-장호원-가흥창-충주-황강-수산역-단양-죽령-풍기-봉화로 이

어지는 길이었다. 이에 해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각 지역에 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기 동남로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동 문은 보물 제1호이다. 흥인지문(興仁之門)은 조선 시  한양도성의 

동쪽 문으로 일명 동 문(東大門)이라고도 하는데, 서울 도성의 사 문 가운

데 동쪽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397년(태조 6) 도성을 쌓을 때 함께 

짓기 시작하여 이듬해에 세워졌다. 1452년(단종 1)에 중수가 있었으며, 조선 

말기까지 존속되다가 1869년(고종 6)에 이르러 전반적인 개축이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7)

광화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조선 전기에 세워진 경복궁 

남쪽의 궁궐 건물이다. 1395년(태조 4) 경복궁을 창건할 때 정전(正殿)인 

근정전과 편전(便殿)인 사정전·침전인 경성전(慶成殿)·연생전(延生殿)·강

녕전(康寧殿) 등을 지어 궁궐의 기본구조를 갖춘 다음, 1399년에 그 둘레에 

궁성을 쌓은 뒤 동·서·남쪽에 성문을 세우고, 동문을 건춘문(建春門), 서문

을 추문(迎秋門), 남문을 광화문이라 이름 지었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탄 

것을 흥선 원군이 경복궁 중건 당시인 1865년(고종 2)에 다시 짓게 하 다. 

1927년에는 일제의 문화 말살 정책으로 인해 경복궁의 여러 곳이 헐리고 

총독부 청사가 들어서면서 건춘문 북쪽으로 옮겨졌다. 이후 광화문은 6·25

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흥인지문.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동대문&ridx=0&tot=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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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변 때 폭격을 맞아 편전인 만춘전(萬春殿)과 함께 불타버렸다. 1968년에 

석축 일부가 수리되고 문루는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중건되었다가 2006년 

들어, 경복궁 복원공사의 목적으로, 철거·해체되었다. 이후 광화문 이전 공

사가 개시되어 2010년 8월 완공되었다.8)

송파진은 송파나루에 자리 잡고 있었다. 송파나루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지역에 있었던 조선 시  한강 변의 나루이다. 이곳은 서울의 외곽을 

지키는 송파진(松坡鎭)이 있어 별장(別將)이 다스렸는데, 별장은 송파나루 

외에도 삼전도(三田渡)·동잠실(東蠶室)·광진(廣津)·독음(禿音) 등의 나루터

를 함께 관할하 다. 이곳은 서울과 광주(廣州)를 잇는 중요한 나루터로 

땔나무와 담배 등을 서울에 공급하 다. 송파는 나루터보다 시장의 기능이 

더 컸다. 조선 시 에 이곳에는 270여 호의 객줏집이 있어 전국의 10  

상설 시장 중의 하나로 번성하 다.

이는 서울 주변의 일반 상인들이 시전상인(市廛商人)들의 금난전권(禁亂

廛權)을 피하고자 삼남 지방이나 관동 지방에서 들어오는 물품들을 이곳에

서 미리 사들여 도가상업(都家商業)의 근거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시전상인의 항의가 있었으나 광주유수(廣州留守)가 이

를 막아 송파 시장은 계속 유지되었다.9)

남한산성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있는 남북국시  통일신라 시기

에 축조되어 조선 시  수도 한양을 지키던 성곽이다. 산성으로 축성되었다. 

조선 시  남한산성은 주봉인 해발 497.9m의 청량산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8)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광화문.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광화문&ridx=0&tot=15

9)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송파나루.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송파진
&ridx=0&tot=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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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주봉(467.6m), 동쪽으로는 망월봉(502m)과 벌봉(515m), 남쪽으로도 

여러 봉우리를 연결하여 성벽을 쌓았다. 성벽의 바깥쪽은 경사가 급한 데 

비해 안쪽은 경사가 완만하여, 방어에 유리하면서도 적의 접근은 어려운 

편이다. 봉암성(蜂巖城), 한봉성(漢峰城), 신남성(新南城) 등 3개의 외성과 

5개의 옹성도 함께 연결되어 견고한 방어망을 구축하 다. 성벽과 성안에는 

많은 시설물과 건물이 있었지만, 지금은 동·서·남문루와 장 (將臺)·돈

(墩臺)·보(堡)·누(壘)·암문·우물 등의 방어 시설과 관청, 군사훈련 시설 등

이 남아 있다. 남한산성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게 인정되어 2014년 6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신규 등재되

었다.10)

경안역은 조선 시  경기도 광주(廣州)에 자리 잡고 있었다. 경안역의 

길은 한양-광주-이천-여주-충주 방면의 역로와 이천-음죽(陰竹) 방면으

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다.11)

이천은 경기도 동남단에 있는 시이다. 조선 초인 1393년(태조 2) 이천현 

감무(監務)가 부임하 으며, 1413년(태종 13)에는 음죽현(陰竹縣)이 경기도

에 편입되었다. 이천은 이때부터 인구가 늘어나고 벼농사가 잘 되어 1444년

(세종 26) 도호부로 승격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당시 이천도호

부의 호수는 1,026호, 인구는 3,898인이었다. 임진왜란 때는 신립(申砬) 장군

이 충주에서 왜군과 적하여 패전했는데, 그의 시신이 이천에 이르자 비로

소 그 넋이 나갔다는 전설이 신둔면 수광리 광현(廣峴)에 전해오고 있다. 

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남한산성.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남한산성
&ridx=0&tot=89

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경안도.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경안역
&ridx=0&tot=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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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광현을 일명 ‘넋고개’라 부르기도 한다. 1613년(광해군 5) 이천인 

이경준(李景俊)이 역신으로 몰려 현으로 격하되었다가, 1623년(인조 1) 다

시 도호부로 승격되었다. 그 뒤에도 역적 사건으로 인해 세 차례에 걸쳐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도호부로 격상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1895년 

지방 관제 개편 때 이천은 부(府)에서 군이 되었으며, 음죽현과 더불어 충주

부 관내에 귀속되었다. 당시의 호수는 4,967호, 인구는 2만 5,338인이며, 

15개 면 98개 리로 늘어났다. 현재의 이천군은 1914년에 정해진 것으로 

음죽현(장호원읍·설성면·율면)이 이천군에 통합된 것도 이때 다.12)

장호원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지역에 있었던 원이다. 일반 여행자나 

상인들에게 숙박 시설을 제공하 던 주막i(酒幕村)에서 더 발달한 가i(街

村)이었다. 장호원은 고구려의 노음죽현(奴音竹縣)에 속하 으나 신라 시

에 음죽(陰竹)으로 명칭이 바뀌어 개산군(介山郡)에 속하 다. 1018년(현종 

9)에는 충주에 예속되었다가 1414년(태종 14)에 현감을 두어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이관하 다. 1895년(고종 32) 이천군에 속하 다가 곧 독립된 음

죽현이 되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이천군에 속하여 청미면(淸渼面)

이 되었으며 그 뒤 1941년 장호원읍으로 승격되어 이름이 바뀌었다. 장호원

을 통과하는 남로는 삼국시 부터 이용되던 교통로로서 중남부 내륙지방 

보부상의 통행로 던 서울·장호원·상주·부산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신작로 

건설의 바탕을 이루었다.

가흥창은 현재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에 있다. 충주지역에는 현 

충주시 가금면 창동리 지역에 예전부터 덕흥창과 경원창이 운 되고 있었

1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천시.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이천시
&ridx=0&tot=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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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465년(세조 11) 중앙 정부에서는 두 조창을 폐지하고 새로이 가흥창을 

세워서 그 기능을 신에 하도록 하 다. 가흥창은 경상도 여러 고을과 충청

도의 충주, 음성, 괴산, 청안, 보은, 단양, 춘, 제천, 진천, 황간, 동, 청풍, 

연풍, 청산 등지의 전세를 모아 한성의 경창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다. 

가흥창에서 한성까지의 물길은 260리이며, 예전에는 별도의 창고 건물이 

없다가 1521년(중종 16)에 70여 칸의 창고 시설을 갖추었다.13)

충주는 남한강이라는 수로를 통해 한양과 연결된 도시이다.14) 1395년(태

조 4) 한양 천도와 동시에 양광도의 일부가 경기에 이속되면서 충청도의 

계수관(界首官)이 되었다. 1449년(세종 31)에 관찰사가 충주목의 판목사(判

牧事)를 겸직하게 했다가 곧 폐지되었다. 1458년(세조 4)에는 충주진(忠州

鎭)으로 바뀌고, 춘·단양·제천·청풍·괴산·음성·연풍 등 7개 군현의 군정

을 관할하 다. 1550년(명종 5) 유신현(維新縣)으로 강등되었다가 1567년 

충주 진 으로 회복되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신립(申砬)이 관군

을 이끌고 탄금 에서 배수진을 쳐 왜군과 적했으나 중과부적으로 패사하

다. 그러나 조웅(趙熊) 의병군의 항전은 활발하 다. 1613년(광해군 5) 

이곳 출신 유인발(柳仁發)이 역적으로 주살되면서 충원현(忠原縣)으로 강등

되었다가 1623년(인조 1)에 충주목으로 복구되는 등 이후 1764년( 조 40)

까지 7차례에 걸쳐 강등과 복구를 거듭하 다. 역  실록을 보관하는 4  

사고(四大史庫)의 하나인 충주사고가 동량면에 있는 개천사(開天寺)에 있었

는데,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 1624년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이곳 출신 임경업(林慶業)이 공을 세웠다. 임오군란(壬午軍亂) 때 명성황후

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가흥창.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가흥창
&ridx=0&tot=392

14) 조길환, 「충주 금천장 연구」, 『문화재』 Vol.41, 2008,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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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閔妃)가 장호원으로 피난 와서 한동안 머물 다. 1895년(고종 32)에 행정구

역 개편으로 관찰부(觀察府)로 승격, 관찰사가 파견되어 충청북도의 중심지

가 되었다.15)

황강은 경상남도 거창군 고재면의 삼봉산(三峰山, 1,254m)에서 발원하여 

거창군과 합천군을 흘러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강이다.16) 수산역은 경상도

(慶尙道) 예천군(醴泉郡) 다인현(多仁縣)에 있다.17) 죽령은 경상북도 주시 

풍기읍과 충청북도 단양군 강면에 사이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18)

풍기는 경상북도 주지역의 옛 지명이다. 1413년(태종 13) 기천(基川)으

로 고쳐 현감을 두었다. 1451년(문종 1) 은풍현(殷豊縣)과 합쳐 풍기군(豊基

郡)으로 승격시켰다. 풍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賜額書院)인 소수서

원(紹修書院)이 있는 곳으로, 1542년(중종 37) 당시 풍기군수 던 주세붕(周

世鵬)이 안향(安珦)을 제사하기 위하여 그의 옛집에 사우(祠宇)를 짓고, 이듬

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건립하 다. 1550년(명종 5) 이황(李滉)이 군

수로 부임하면서 임금에게 소수서원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풍기는 전란을 

피할 수 있는 피병지(避兵地)로 이름난 곳이며, 주세붕에 의하여 재배가 

장려되었다는 풍기인삼으로 유명하다. 조선 시 에는 예천에서 이곳을 거쳐 

소백산맥을 넘어 춘· 월과 이어지는 내륙도로가 발달하 다.19)

1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충주.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충주시
&ridx=0&tot=3063

16)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황강.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황강&ridx=0&tot=27

1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4, 경상도.

18)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죽령.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죽령&ridx=1&tot=28

19)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풍기.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풍기&ridx=0&tot=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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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는 1413년(태종 13) 지방 제도 개편 때 현감이 임명되었고, 1457년

(세조 3) 순흥도호부(順興都護府)가 역향(逆鄕)으로 지목되어 폐지되자 문

수산 동쪽 지역을 할양받아 현세(縣勢)가 확 되었다. 당시 이곳의 토지는 

척박했고, 풍속은 절검하며 양잠에 힘썼다고 한다. 경상도지리지에 의하

면 호구 수는 243호, 인구는 1,160명이었다. 고려 후기 이래 이곳을 본관으로 

하는 금씨(琴氏)·정씨(鄭氏)가 중앙정계에서 큰 활약을 하면서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고, 조선 중기부터는 안동지역의 사족(士族)들이 이곳으로 이동해 

왔다. 그 표적인 인물이 유곡(酉谷)으로 이주해 온 권벌(權橃)이다. 1592

년(선조 25) 임진왜란이 발발, 서울을 거쳐 강원도에 진격한 왜군이 경상도

로 남하해 오자 유종개(柳宗介) 및 윤흠신(尹欽信)·윤흠도(尹欽道) 형제를 

중심으로 의병 수백 명이 현 동쪽 소천(小川) 지역에서 적을 방어하다가 

열세에 몰려 장렬하게 전사하 다. 임진왜란 이후 실록의 보관을 위해 사고

(史庫)가 정비되자, 1606년(선조 39) 이곳 태백산에도 사고·선원각(璿源

閣)·실록각(實錄閣)이 남화사지(覽華寺址) 부근에 설치되었다.20)

2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봉화군.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봉화군
&ridx=0&tot=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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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 경기 동남로의 육로 이용

1. 경기 동남로의 주요 지점

조선 후기 한강 유역에 다양한 도로가 존재했던 것은 한강 유역의 상업 

발달에 이유가 있다. 조선 후기 상업의 발달로 다양한 장시들이 생겨났으며, 

한강 유역의 장시가 표적이었다. 이러한 조선 후기 한강 유역의 장시는 

다양한 지리적·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 발달했다. 첫째는 농업 생산물의 차

이이다. 한강 상·하류 간 지형조건 및 경지 밀도의 차이는 상 적으로 하류

에 답작 중심의 농업을, 상류에 전작 중심의 농업과 임업을 발달시킴으로써 

생산물의 특화를 가져와 양 지역 간 교류를 진작시켰다. 둘째는 도로의 중심

지적 측면이다. 유통로의 측면에서 한강 유역은 모든 간선도로가 집결하는 

곳으로 다른 어떤 지역보다 육로망이 발달했지만, 수로 조건은 타 하천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셋째는 인구의 증가이다. 한강 유역 내에는 17세기부터 

경강을 중심으로 절 적인 인구뿐 아니라 비농업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식량

과 수공업품의 수요가 증가하 고, 강원·충북의 백두 간 연록으로의 인구 

유입은 한강 상류로의 장시 확산에 기여하 다. 넷째는 생산량의 증가와 

제도적 개선이다. 한강 유역의 인구증가와 더불어 산지나 저습지 개간을 

통한 경지 확 , 이앙법·시비법 등 농업기술의 발달은 한강 유역의 생산력을 

증 시킴으로써 상업 발달의 기틀을 마련하 고, 제도적으로 동법이나 

금납제의 시행은 장시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일정한 수준의 장시 밀도가 

유지되는 데 직간접으로 관여하 다.21) 

요컨  한강 유역의 상업 발달은 한강 유역 생산물의 차이로 인한 교류의 

21) 김종혁(2001), 앞의 논문, 49-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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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많은 도로망이 교차하는 접근성, 인구의 증가로 인한 수요의 증가, 

생산량의 증가와 제도적 개선 때문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조선 후기 한강 유역에는 다양한 도로가 존재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18세기의 도로고와 19세기의  동지지가 있다. 도로

고는 조 46년(1770)에 신경준이 전국 각 지역의 육로·수로 교통 및 중국·

일본과의 교통로를 기록한 책이다. 도로고를 통해, 한강 유역에 존재했던 

6 로를 알 수 있다.  동지지는 김정호가 편찬한 전국 지리지이다. 각 

지역의 연혁·행정구역·성지·진보 등 전국의 도로와 교통 행정, 중국·일본의 

교통로를 기록한 책이다.  동지지를 통해, 한강 유역에 존재했던 10 로

를 알 수 있다. 이 두 책에서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고, 상업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도로는 경기 동남로, 즉 봉화로이다. 봉화로는 동 문 혹은 광화문

에서 시작하여 송파진-남한산성-경안역-이천-장호원-가흥창-충주-황강

-수산역-단양-죽령-풍기-봉화로 이어지는 길이었다.22) 봉화로가 상업적

으로 중요한 이유는 상업의 중심지인 서울과 중심지인 남한산성(광주), 가흥

창, 충주 등을 거치기 때문이다.

서울은 조선 시 의 수도로서, 초기부터 조정이나 궁궐, 또는 지배층의 

사치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정주 인구나 행정·군역 

등의 일로 잠시 한양에 거주하는 유동인구도 많았기 때문에 이들의 일상생

활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기능도 담당했다. 게다가 양계 지방의 부방 

군사에게 지급하는 녹봉이나 진휼·상평미를 매점하고, 정부 수요품의 조달 

국고 잉여물의 처분인 미곡·공물의 매매도 담당했으며, 외무역도 담당하

는 등 국가의 상업 기능을 총체적으로 행하는 기능을 가졌다. 또한 서울에

22) 조선 후기 한강 유역의 6대로와 10대로의 모습과 경로는 다음의 논문에 나타나 
있다; 김종혁, 앞의 논문, 53-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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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전뿐만 아니라 다른 상업기구도 존재했는데, 표적인 것이 여항소시

다. 여항소시는 채소나 각종 수공업 제품 등 소상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물건들을 판매하는 세한 규모의 유통기구 다. 여항소시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소소한 물건을 자기 집 문 앞에서 판매하는 좌고들로서, 상세가 

면제되었다. 이와 같은 여항소시는 소비도시로서의 한양의 특성에서 기인했

다. 부분의 한양 주민들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필요한 물자를 

녹봉이나 시장에서 구매해야 했다. 이들을 위해 채소류 등을 판매하는 작은 

시장이 필요했던 것이다.23)

이후 서울의 시전상업은 17세기에 은 유통의 활성화와 장시의 증가, 도성

상업의 정비, 동법의 시행과 금속화폐의 유통, 중개무역의 성행, 난전과 

국역체제 등으로 인해 성장했다. 18세기 시전제도의 정비와 난전상업의 전

개, 통공 정책, 상가의 확 와 점포상업의 발달, 민  수공업과 상업적 농업

의 발달, 상권 확 와 유통체계의 변화를 겪으며 발전했다. 서울 시장의 

성장은 개항 이전까지 도고상업의 성행 등으로 이루어졌으나, 개항 이후 

외국 상인의 진출과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 상품의 서울시장 유입

으로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24)

요컨  서울은 조선 시  수도로서, 초기부터 다양한 필요 때문에 시전이 

개설되었고 개항 이전까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성장하고 발달한 상업 중심

지 다.

광주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충주 다음가는 중심성을 보유했던 곳이다. 

한강에 연해 있는 송파장은 전국적인 장(大場)이었고, 우천장, 경안장, 곤

23) 고동환(2013), 『조선 시대 시전상업 연구』, 지식산업사, 33쪽.

24) 고동환, 앞의 책, 49-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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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암장 등 광주에는 조선 시  로 지속해 왔던 장시가 많았다.25)

송파장이 위치한 송파지역은 각지의 물화가 모여드는 지리적 요충지에서 

발달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 외에 행정구역상으로도 송파장은 시전상인들

이 행사하던 금난전(禁亂廛)의 경외지역인 경기도 광주부에 속했던 까닭에 

시전상인들의 금난전권을 피하여 경강지역의 사상도고들은 물론 전국 각지

의 상인들이 모여들어 자유롭게 상거래를 할 수 있었다. 바로 이 점이 송파장

을 전국 15  장시 중 하나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송파상

인들은 소상품 생산자 또는 지방 상인이 서울에다 팔려고 가져오는 상품을 

중간에서 매점 하 다가 처분을 하거나, 송파상인들이 직접 지방의 생산지

나 장시에 사서 현지의 상품을 모두 매점하여 송파장에 가지고 와서 처분하

거나, 생산 현지에서 상품을 매점하는 등의 활동을 취했다. 이로 인해 송파장

은 성장할 수 있었다.26)

충주는 장시수, 군구, 읍구, 경지면적, 기당 인구수가 전체 한강 유역 내에

서도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호구총수에 따르면 충주의 인구는 

87,331명으로 서울(189,153명), 평양(107,592명), 의주(89,970명) 다음으로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었다.27) 충주는 남한강이 흘러 수륙교통이 편리

하여 일찍부터 도시가 발달하 고 고려 시 에는 남도 수군에 12창을 설치

할 때 덕흥창(德興倉)이 설치되었던 곳이다. 이 덕흥창이 조선 태종(太宗) 

9년에 들어서면서 경원창(慶原倉)이 되고, 세조(世祖) 11년에 비로소 가흥창

(可興倉)이 되는데, 가흥창의 존재는 경기 동남로를 더욱 중요하게 한다. 

충주에는 경상도 세곡이 일차 보관되었다가 경창으로 수송되는 임무를 수행

25) 김종혁, 앞의 논문, 90-91쪽.

26) 김홍성(2003), 『송파장에 대한 연구』,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5-66쪽.

27) 김종혁, 앞의 논문, 90-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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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그 외에도 콩·쌀·보리 등 곡물을 보관하여 진휼에 사용하기도 하

고 소금을 보관하여 시세에 따라 미포와 바꾸게도 하 다.28)

경기 동남부의 수로는 경상도·충청도의 세곡을 한양으로 운송하는 중요

한 역할을 했다. 경상도의 각 읍과 충청도의 충주·단양·제천 등의 세곡은 

우선 가흥창에 수납되었다. 그리고 이들 세곡은 남한강 수로를 통해 서울의 

용산창으로 운송되었다. 당시 가흥창의 세곡 규모는 전체 조세 부담액의 

약 26.1%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조세수납을 담당하고 있던 창고라고 한

다.29) 따라서 물산과 사람이 모이는 충주는 중심성이 강해, 장시가 발달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경기 동남로는 서울과 광주, 충주를 최단 거리로 이어주고 

남한강과 가까워 수로와의 연계성도 뛰어난 곳이었다. 특히 충주는 인구수, 

경지면적, 장시수, 장시밀도, 읍격 등이 다른 한강유역의 지역들보다 높았다. 

또한 상업적으로 발달한 다른 포구들도 있었지만 양적·질적·공간적으로 한

성의 포구에 버금가는 곳은 없었다. 따라서 이 둘을 연계할 수 있는 경기 

동남부 교통로는 핵심적인 도로망이었다.

2. 경기 동남로와 동래로

경기 동남로는 한강 유역의 주요 지점들을 연결하는 도로 다. 또한 경기 

동남로는 한성에서 충주까지 100m 이상의 구릉지를 넘지만, 경안천, 곤지암

천, 복하천, 양화천, 청미천 등 소하천 연안의 충적지를 관통한다. 따라서 

경기 동남로는 노선이 가장 직선에 가깝고 기복이 적어, 최상의 교통조건을 

28) 崔壹聖, 「可興倉 考察」, 『한국교통대학교 논문집』 Vol.29, 1994, 99-100쪽.

29) 문광균(2015), 『朝鮮後期 慶尙道 財政運營 硏究』, 충북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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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있었다. 

한강 유역의 도로 중 서울과 충주를 거치는 또 다른 길로는 동래로가 

있었다. 두 로는 인구수, 경지면적, 장시수, 장시밀도, 읍격 등 모든 면에서 

유역 내 최  도시인 충주를 비롯하여, 생산력이 높은 경기 동남부 및 충북 

동북부의 비교적 저평한 내륙분지와 구릉 지 를 거치고, 조령과 죽령 너머 

경상도를 잇기 때문에 평해로보다 도로연장이 짧고 포섭하는 읍치도 적지만 

유역 내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로 다.30) 두 로는 모두 한강 유역의 주요 

도로 지만 경기 동남로가 상업적으로 더 중요한 도로 다. 

그 이유는 첫째, 충주 읍장은 유일하게 월 12회 개시하는 한강 유역의 

최  장이었는데, 이를 직접 경유·관통하는 육로가 경기 동남로 다. 동래로

도 물론 충주 관내를 거치지만, 읍성에서 서쪽으로 약 5km 떨어진 달천진을 

건너 단구역으로 빠지므로 시가지를 관통하는 것은 아니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한성에서 충주까지의 육로연장도 경기 동남로가 270리인데 반해 

동래로는 이보다 20리 길이 더 멀다. 동래로는 비록 일부 구간이기는 하지만 

한남정맥을 넘나드는 반면, 봉화로는 광주, 이천, 음죽 등 평야 지 를 관통

하기 때문에 시간 거리도 더 짧았을 것으로 짐작된다.31) 

둘째, 양 로가 거치는 읍 중에서 광주목의 성장이 가장 두드러진 것은 

경기 동남로의 기능 강화를 반 한다. 한강을 경계로 한성과 접해있는 광주

는 백제의 고도 고, 고려 시  장광도(場廣道)의 중심 도시 을 정도로 

일찍부터 주목받아 온 지역이었다. 조선 시 에도 광주는 목사가 주재하는 

행정중심지 지만, 임란 이후 조선의 국방 개념이 기존의 국경 및 해안방어 

30) 김종혁, 앞의 논문, 62-84쪽.

31) 김종혁, 앞의 논문, 85-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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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에 내륙 및 수도방어 전략이 추가되는 것으로 확 됨으로써, 17세기 

이후에는 군사중심지로서의 면모도 갖추게 되었다. 이곳은 일찍부터 수로와 

육로를 조망할 수 있는 전략 요지 다. 1704년(숙종 30년)에는 경기도 속오

군을 중심으로 수어청을 3  2부로 개편하 고, 1795년(정조 19년) 유수부

로 승격되는 등, 17세기 이후 광주의 도시화와 인구의 증가는 수원·강화의 

경우처럼 정부 주도의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이었다.32)

셋째, 양 로는 한강 수로와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데, 한강과 가까운 

경기 동남로는 여러 지점에서 한강을 건너거나 연해 있다. 육로와 수로의 

결절지 가운데에는 상업포구로 발전한 곳이 많았는데, 경기 동남로와 한강

이 만나는 송파, 여주, 가흥, 목계, 황강, 청풍, 단양, 월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결절점은 주변 장시와 연계되어 하류에서 수송된 물화와 지역 내 

산물을 연계하는 유통 거점을 형성하 다. 육로변 장시의 분포를 보면 동래

로에는 사평, 낙생, 김량, 백암, 석원, 용안, 소원, 수희장이, 봉화로에는 

송파, 광주, 경안, 곤지암, 이천, 장호원, 가흥, 충주, 신당, 수산, 단양장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송파장은 한성 교지성(郊地城)의 장시 중 최  장으로 

성장하여 시전에 한 위협과 광주민들의 생업 보장이라는 이해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유지·이설·혁파가 논의될 정도로 강성하 다. 동래로 변에도 송파

장과 더불어 임원경제지에 15  장으로 거론된 사평장이 있었지만, 경기 

동남로는 충주 읍장을 비롯해 광주, 이천, 충주, 장호원, 단양 읍장 등 지역 

내 중심 장을 연결하고 있어 상업로적 기능이 더 활발하 다. 장시 밀도의 

측면도 이와 같은 사실을 보강해 주는데, 서울에서 죽령까지의 경기 동남로 

390리 사이에는 송파장, 광주성내장, 경안장, 곤지암장, 이천읍장, 장호원장, 

가흥장, 충주 읍장(2기), 신당장, 수산장, 단양장 등 12기가 개시하여 평균 

32) 김종혁, 앞의 논문,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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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리, 약 13km마다 장시가 분포하 다. 같은 시기 조령까지의 동래로 360

리 사이에는 사평, 낙생, 용인, 김량, 배관, 석원, 용안 소원, 수회장 등 

9기가 위치하여 장시간 평균 거리가 40리 다.33) 

요컨 , 경기 동남로는 한강 유역의 최  장을 연결하는 점, 거치는 지역인 

광주목의 성장을 이끈 점, 교통이 더 발달한 점 등을 봤을 때, 한강 유역의 

주요 지점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 다. 특히 경기 동남로는 상업이 발달

한 주요 지점들을 연결하는 기능을 했다.

33) 김종혁, 앞의 논문, 86-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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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 경기 동남로의 수로 이용

본 장은 수로에 해서 점검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서술의 중심은 충주로 

이어지는 동남로, 수로로 셈하면 남한강 유역이 되는데 이곳의 성격과 기능 

그리고 그 의의에 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2개의 절로 나누어서 남한강 

수운의 공간적인 이해와 그에 따른 역사적 의의를 먼저 살피고, 민간과 국가

에서 운용한 예인 장시와 창에 해서 차례 로 파악해보겠다.

1. 남한강 수운에 대한 이해

이에 앞서 먼저 남한강을 살펴보겠다. 한강은 금강산에서 발원하는 북한

강과 오 산에서 발원하는 남한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북한강은 본류권

에 ‘회양·금성·화천·춘천·가평’, 소양강권에 ‘인제·양구’를, 홍천강권에 ‘홍

천 등의 군현’을 두고 있다. 남한강의 경우 본류권에 ‘정선· 월·단양·제천·

충주·여주·양평’, 섬강권에 ‘횡성·원주’, 주천강권에 ‘횡성군 둔내·안흥·강림

면’, 평창강권에 ‘평창’, 달천강권에 ‘괴산·음성 등 여러 소지역권’을 포함한

다.34) 남한강 줄기에는 충주의 가흥창(可興倉)과 원주의 흥원창(興原倉)이 

있다. 이들은 모두 좌수참(左水站)에 소속되어 있어 경상도와 강원도 및 

충청도의 일부분 지역에서 나오는 세곡을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었다.35) 창

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이어서 확인할 

부분은 남한강 수운의 역사적 의의이다.

34) 김종혁, 앞의 논문, 100쪽.

35) 李相培, 「朝鮮時代 南漢江 水運에 대한 硏究」, 『강원문화사연구』 Vol.5, 2000, 155쪽.



164  

꽤 큰 물줄기 가운데 이 논문은 남한강 수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므

로 그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기능에 관한 이야기를 동시에 해보고자 한다. 

첫째, 전근  사회 국가 재정확보의 근간이 된 조세의 운송통로 다는 점이

다. 당시에는 수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세의 확보 기 때문에 위정자들

은 조운로의 확보에 심혈을 기울 고, 이러한 그들에게 남한강의 자연조건

은 관심을 끌 만했다. 동에서 서쪽으로 중부 내륙을 관통하면서 흐르는 물줄

기는 강원도와 충청도 및 경상도의 세곡까지도 서울로 운송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둘째는 상품교역의 교두보이자 생활터전으로서 그 역할이 컸다는 점이다. 

남한강이 서울의 발전을 위한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남한강 변에 위치한 

각 지역, 특히 여주와 양근 및 원주, 충주 등지 사람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그리고 이 지역의 생활경제 향상을 위한 물품 교역로로서의 역할도 주목되

어야 할 것이다. 남한강 상류 충주나 목계 등 물길이 만나는 곳에 도시가 

형성되었던 점이나 가흥창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객주업에 종사하여 미곡을 

출납할 때에 이문을 노리고 가끔 횡재하는 때도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남한강의 수운을 매개로 하여 도시가 번성하고 객주와 주막이 들어서는 

장시가 형성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남한강의 넓은 수면을 접하고 있는 

여주의 백애i(白崖村)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배로 장사하는 데 힘을 

기울여 농사에 신하고 있으며 그 이익이 농사짓는 집보다 낫다.’고 기록36)

하고 있어 논농사보다는 오히려 상업에 더욱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는 인적교통로의 역할을 담당하 다는 점이다. 특히 조선 시  일본

에서 들어오는 왜인들은 부분이 충주를 거쳐 육로와 수로를 이용하여 

36) 『擇里志』 八道總論, 忠淸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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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왕래하는데 충주에서 서울까지는 수로를 이용하 음을 여러 사료에

서 확인할 수 있다.37) 특히 조선은 초기에 왜인에 하여 외교 온건책의 

하나로 부산포·염포·내이포의 이른바 삼포를 개방하여 조선에 들어오도록 

허락하 다. 이는 남한강이 물품과 세곡의 운송만을 담당했던 것이 전부가 

아니며 근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는 아예 운임을 받아가면서 사람들을 

수송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38) 이상의 사실은 강을 통한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당연히 인구의 이동에도 그 교통로로써 이용되었음을 

많이 암시하는 것이다.

넷째, 남한강 줄기를 통해 교역된 물품은 국가의 조세 이외에 관리들의 

소작료, 소금·생선·새우젓과 같은 식료품, 목재·흙·갈 ·물억새와 같은 건

축자재물, 소목(蘇木)·명주와 같은 의류, 담배·돗자리·가축·약초·토기 등 

생활필수품, 쌀·콩·보리와 같은 농산물, 불경과 같은 서적류 등에 이르기까

지 인간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품목이 거래되고 운송되었다.

결과적으로 남한강은 단순한 교통로 이전에 서울 사람들뿐만 아니라 강변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터전으로서, 지역 경제의 중심지로서, 생활필수

품의 교역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39) 여기서 또 하나 주지할 

수 있는 것은 수운이라는 교통망은 상품 유통 과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하천은 전근  사회의 표적인 교통로로서 특히 원거리· 량수송에 절

적인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당시 선박의 화물수송 

37) 孫承喆, 「조선 전기 서울의 東平館과 倭人」, 『鄕土서울』 56, 서울특별시사편차위원회, 1996, 
103-126쪽 참고.; 李相培, 앞의 논문, 160-166쪽.

38) 『京城商工業調査』, 朝鮮總督府, 1913, 196-197쪽 참조.

39) 李相培, 앞의 논문, 165-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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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률은 육로의 어느 교통수단보다 높았다. 수운은 고 에도 존재하 지

만,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천수운40)의 존립기간만 따져 보아도, 조운제

가 실시된 고려 시 로부터 천년이 넘는다. 고려의 조운을 근간으로 하여 

조선의 조운은 물류체계로서 존재할 수 있었다.41) 유의할 것은 조운과 상업

적 수운은 성격 면에서 판이하다는 점이다. 조운은 세곡을 운반하는 국가의 

공식적인 활동으로, 무엇보다 민(民)의 참여 의지가 반 되지 않았다. 더구

나 연중 1회 한성을 향해 가는 일방통행이었으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수반되었다. 반면 상업적 수운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이기 때

문에, 항상적이고 지속적이며 공간적으로는 전국적인 양상을 띠었다. 이렇

게 볼 때 수운은 상품 유통의 과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정보와 쇄신의 

유통 과정이기도 하 고, 이를 매개한 수로는 상·하류 지역을 문화·지리적 

단위 지역으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담당하 다.42) 

전통시 에 강물은 이용률이 낮았다. 20세기 들어 근 적인 양·배수장, 

상수도관, 공업단지 등의 시설이 들어서면서 용도가 다양해지고 이용률이 

높아진 것이라 본다. 일반적으로 하천이 갖는 기능 가운데 전통시 에는 

매우 중요했다가 지금은 사라져 잘 인식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하천 자체가 

교통로 다는 점이다. 사실 오늘날 한국의 하천은 교통으로서 의미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17~18세기 

상업이 크게 진작된 이후, 하천을 유통로로 삼아 상·하류 지역 간 교류가 

지속되면서 하천은 문화전파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 다고 볼 수 있겠다.43)

40) 내륙수운(內陸水運), 하운(河運), 강운(江運)이 해당할 것이다.

41) 조길환, 앞의 논문, 37쪽.

42) 김종혁, 앞의 논문, 100쪽.

43) 김종혁, 앞의 논문, 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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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 동남로를 활용한 국가와 민간의 운용

앞서 살펴보았듯이 남한강 수운은 하천을 통해서 교통망이 형성될 수 

있었다. 아울러 단순히 상품 유통 교역망이 아닌, 인적·물적 교류가 동시에 

이어진 교통망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그러나 수로의 제1의 

목적은 물자를 이동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한 물자란 그 성격이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국가의 업무를 위한 조세 관련의 물류를 유통하는 

운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민간에서 활용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장시(場市)

가 표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국가의 운용과 민간의 운용으로 나누

어 남한강 위주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의 운용에서 주의하여 살펴

볼 것은 가흥창의 사례이다. 연원을 확인한 다음에 조선 후기의 용례를 파악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장시를 중심으로 한 민간의 운용은 장시와 

그 관계망의 연관성을 확인하되, 수로를 중심으로 장시가 존재하던 마을의 

상을 파악하는 것으로 전개해보겠다.

가. 국가의 운용

가흥창의 건립은 많은 과정을 거쳐 탄생하 다. 앞서 언급한 것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피자면, 고려 시  금천면 금천강(金遷江) 서쪽에 설치하 던 

덕흥창(德興倉)을 조선 초기에는 경원창(慶原倉)이라고 불 다가 세종 때에 

다시 덕흥창으로 환원하 으며, 세조 때에 이르러 창고의 위치를 가흥역(嘉

興驛) 근처로 옮기면서 이름을 가흥창(可興倉)이라 불 다.44) 이후 개항 이

전까지 존속된 이 창고는 수납된 세곡을 저장하 다가 남한강 수로를 따라 

배에 싣고 260리 떨어져 있는 서울의 용산창(龍山倉)으로 옮겼다.45)

4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4 忠淸道 忠州牧條.

45) 李相培, 앞의 논문, 155-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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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남한강 줄기에는 가흥창과 흥원창이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했

다. 실상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 외에도 읍마다 자체의 전세를 수납하는 

창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창고는 부분 교통의 요지나 혹은 물가에 

위치하여 운송에 편리하도록 하 다. 또한 그 저장물의 쓰임새가 조세미의 

일부로도 사용되지만 각 고을에서 필요로 하는 군자미나 진휼미에도 사용되

었다. 이는 다음의 표로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46)

<표1>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한, 가흥창에 조세미를 내는 충청도 일원의 지방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한, 가흥창에 조세미를 내는 충청도 일원의 지방

음성(陰城) 동고(東庫), 서고(西庫), 남고(南庫)

괴산(槐山) 동고(東庫), 서고(西庫), 남고(南庫)

청안(淸安) 창곡군자창(倉穀軍資倉)

보은(報恩) 저치고(儲置庫), 관수고(官需庫)

영춘(永春) 동창(東倉), 서창(西倉)

단양(丹陽) 북창(北倉), 진창(賑倉), 군자창(軍資倉), 상평창(常平倉)

제천(堤川) 읍창(邑倉), 저치고(儲置庫), 주포창(周浦倉), 전대동봉상고(田大同捧上庫)

진천(鎭川) 누상고(樓上庫)

황간(黃澗)
읍내창(邑內倉), 상촌창(上村倉), 남면창(南面倉), 대동고(大同庫), 

공고(工庫), 군기고(軍器庫)

영동(永同) 읍창(邑倉), 용화창(龍化倉)

청풍(淸風) 읍창(邑倉), 남창(南倉), 북창(北倉), 서창(西倉)

연풍(延豐) 읍창(邑倉), 류창(柳倉), 수면창(水面倉)

청산(靑山)
내현창(內縣倉), 외미성창(外未成倉), 대동고(大同庫), 위판창(位板倉), 

군기고(軍器庫)

한편 원주 홍원창은 강원도 지역의 조세를 주로 저장하 다.

가흥창의 조세 수납 지역 가운데 충청도에 속한 지역은 성종 이전까지만 

46) 李相培, 앞의 논문, 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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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경기도에 조세를 납입하 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충청도의 청안(淸安)·진천(鎭川)·청산(靑山)·보은(報

恩)·옥천(沃川)·황간(黃澗)· 동(永同)·음성(陰城) 등 고을은 모두 가흥창(可興

倉)에서 멀지 않은데, 경기에 이포창(梨浦倉)을 설치하여 청안·진천의 전세(田稅)

를 거두고, 또 우만창(宇萬倉)을 설치하여 청산 이하 여섯 고을의 전세를 거두게 

하니, 이는 다만 창고의 설치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수납을 감독하는 행 (行

臺)·경차관(敬差官)의 왕래로 역로에 폐단이 있습니다. 청컨  이포창과 우만창

을 폐지하고 이상 8고을의 전세를 모두 가흥창에서 수납하게 하소서.” 하니, 그

로 따랐다.47)

남한강을 통해 왕래되는 물건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소금을 지적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서금은 해안에서 산출되는 것으로서 인간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식품이다. 그런데 내륙지방에서는 소금을 구하기가 어려워 값이 폭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준 교통로가 바로 남한강이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경국 전(經國大典)의 소금을 판매하고 곡식을 무

역하는 법에 실려 있기를, ‘염분(鹽盆)이 물가의 제읍(諸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

니 아울러 염창(鹽倉)을 두되, 해마다 봄·가을에 세염(稅鹽)을 양제(量除)하여 

조전(漕轉)하여 곡식과 바꾸어 군자(軍資)에 보충한다.’ 하 으나, 강원도 원주(原

州)의 흥원창(興原倉)과 염분(鹽盆)이 있는 동(嶺東)은 수로(水路)가 통하지 

아니하고, 충청도 충주(忠州)의 경원창(慶原倉)은 바다와 육수(陸水)의 조선(漕

船)이 각각 달라서 배로 조운(漕運)하기가 어려우니, 청컨  이제부터는 경기(京

畿)의 공염(貢鹽)으로 사재감(司宰監)·봉상소(奉常所)에 납부하는 것을 제외하고

는 모두 군자(軍資)에 납부하여 회계(會計)를 기록하고, 해마다 수상(水上)의 조

47) 『成宗實錄』 卷7 成宗 1年 9月 丙子條
戶曹啓 “忠淸道淸安鎭川靑山報恩沃川黃澗永同陰城等邑 皆與可興倉不遠 而乃於京畿設梨浦
倉 以收淸安鎭川田稅 又設宇萬倉 以收靑山以下六邑田稅 非徒設倉太多 監收行臺敬差官往來 
驛路有弊. 請革梨浦宇萬倉 上項八邑田稅 竝於可興倉收納”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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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漕轉船)이 돌아갈 때에는 배마다 30석을 주고, 수부(水夫)에 주는 것은 배 

삯을 제하여 흥원창(興原倉)·경원창(慶原倉) 등의 창고에 조치(漕致)시켜, 수령

(守令)으로 하여금 그 출납(出納)을 관장하고, 시세에 따라 미포(米布)와 바꾸게 

하소서.” 하니, 그 로 따랐다.48)

위 사료는 남한강의 표 창에 해당되는 흥원창과 가흥창에서 소금을 

저장한 다음 그곳의 수령이 직접 출납을 관장하고 상품 화폐경제를 실현하

게끔 조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이 조선 초기에 시작된 가흥창의 조세 수납 및 소금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의 출납 관리는 조선 전반에 거쳐 그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다. 진휼(賑

恤)과 군량미(軍糧米)49)와 관련해서도 국가의 운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진휼은 흉년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 일반 국민의 생계가 어려워질 때 국가에

서 고(庫)를 열어 일시적인 해결을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환곡(換

穀)이 빌려주고 되돌려 밭는 형식이라면 진휼은 환자곡(還上穀)의 개념이 

없다. 즉, 경기 동남로와 연결된 가흥창은 각 도와 연결된 길이 있어서 조세

를 저장하여 국가의 필요에 따라 각지로 운송되었다. 조선 전기부터 집중된 

48) 『世祖實錄』 卷35 世祖 11年 4月 丁丑條
戶曹啓 "《經國大典》載販鹽貿穀之法 ‘於鹽盆 遙隔水邊諸邑 竝置鹽倉 每年春秋 量除稅鹽 漕轉
換穀 以補軍資.’ 然江原道 原州興原倉 與鹽盆所在嶺東 水路不通 忠淸道忠州慶原倉 則海與陸
水 漕船各異 漕運爲難 請自今京畿貢鹽 司宰奉常所納外 皆納軍資 錄會計 每年水上漕轉船回
去時 船給三十石 就授水夫 除船價 漕致興原慶原等倉 令所在守令 掌其出納 從時直換米布." 
從之.

49) 『英祖實錄』 卷16 英祖 4年 3月 戊辰條
上御仁政門 親鞫. 命備邊司諸宰 皆會備局 大司諫宋寅明請令大司成朴師洙 刑曹參判尹容 來
處闕中議事. 師洙 容請對 師洙言 今出兵 皆從水原大路 廣州龍仁一路防守, 甚疎, 賊豈必從大
路來耶. 宜遣親臣宿將 鎭守南漢 分兵遮截諸要路. 北漢處於都城咽喉 意外之患 不可不防 宜擇
守將 嚴備. 楊州牧使李徵休 非牧禦才 請遞之 擇文武臣中差遣 任以東路防備. 容請上流可興倉
所在漕穀 別遣官督運至京 以充餉費. 上命議于大臣處之. 判尹金東弼請 令惠廳 計給今朔貢價
應下者 禁諸司推捉囚禁 釋典獄輕囚 禁設鞫後 禁府該司 無價濫取市廛物者 令各司堂郞 來待
闕內者外 盡爲仕進. 本司江倉官 全數守直倉舍 更令捕廳 以時巡檢 諭畿湖兩道 安集師行所經
處逃散之民 皆令勸農. 俱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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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의 가흥창은 수로를 통한 각지로의 국가의 재정 운용을 도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후기로 가면서는 그 등장의 빈도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규모나 실제 활용 현황의 실태가 줄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계속해서 남 로와의 연관과 저축에 관한 확인이 되기 때문이다.50) 

요컨  국가는 가흥창을 조세수납, 물자 관리 등의 길목으로써 활용했으

며 그 관리와 출납 등은 모두 국가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창 자체에 권한을 

부여하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가흥창의 지리적 이점은 기

존의 조세로 걷힌 쌀 등을 서울로 운반하는 데에 쉽게 사용되었다. 수로를 

활용하여 서울과 교역한 것은 국가의 운용만이 아니다. 민의 운용도 두드러

지는데 자세한 것은 뒤에서 살펴보겠으나, 수로의 이점이 위험부담률이 적

다는 것과 당시에 효율성 측면에서도 우수했다는 것이 크게 작용한 결과

으리라 생각한다.

나. 민간의 운용

교통로와 장시의 상관성을 파악하기에 앞서, 조선 후기 한강 유역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선 양자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장시(場市)란 도시시장[시전(市廛)]에 비되는 개념으로, 향i에서 정기적

으로 개설되던 유통기구를 일컫는다. 물론 장시가 개설됨으로써 마을이 성

장하고 교통망이 발달하는 곳이 있지만, 이 경우도 장시가 자리 잡은 곳이 

수·육로변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결국, 교통로와 장시가 맺고 있던 

구조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첫 번째 요소는 양자가 상호 발달을 도모하는 

연동적인 관계이되, 그중에서도 기본적인 관계는 교통망이 장시망을 유도한

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요소는 도로의 상업적 기능과 관련된다. 조선 시 에 

50) 『正祖實錄』 卷16 7年 10月 丁亥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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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군사·외교 등의 분야에서는 육로의 역할이 더 중요했지만, 특히 원거

리 교역일수록 부력을 이용하는 수로가 육로보다 수송 효과에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육로는 수송비에 한 거리 체감효과가 크기 때문에 수송 

거리가 짧은 편에 해당하는 국지적 교역을 담당하는 것이 보통이었다.51)

전통시  장시에서는 판매자(販賣者)와 구매자(購買者)의 구분이 모호하

다. 행상(行商)의 주 업무는 판매 으나 향i이나 장시를 순회하면서 지역 

산물을 매집하기도 하 으며, 농민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구매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농산물을 장시에 내다 팔기도 하 다. 즉 장시의 경제적 기능

에는 외부의 산물을 지역 내로 공급하는 것과 지역 내부의 산물을 매집하여 

외부지역으로 이출하는 두 가지가 있었다. 이는 도매와 소매의 구분이 모호

하 던 것과도 상통한다. 이러한 물화의 이·출입은 장시뿐 아니라 수로변 

포구에서도 수행되었으며, 이곳에 있는 장시는 보통 지역 내 장(大場)으로 

성장하 다. 한편 장시 밀도가 높아지자 장시간에는 개시일을 달리하면서 

장을 중심으로 주변의 소장(小場)이 연계되어, 이른바 시장 망이 형성되었

다. 육로변 부분의 장시는 물화의 이·출입을 위해 수로변의 장시나 포구와 

연계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운이 불가한 상류 지역이나 산줄기의 고도가 

낮고 연속성이 약한 하류 지역에서는 시장 망이 인접한 유역 밖의 지역과도 

연계되었으나 이를 제외하면 체로 시장권과 유역권은 일치하 다. 한강 

전 유역에서는 물론 지류 유역권도 같은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강 유역의 시장권을 구분하면, 최고의 시장권으로서 한성을 중심으로 한

강 전유역을 포섭하는 시장권이 존재하 고, 춘천을 중심으로 한 북한강 

시장권과 충주를 중심으로 한 남한강 시장권, 그리고 그 하위에 섬강 시장권, 

달천 시장권 등이 형성되었다.52)  

51) 김종혁, 앞의 논문,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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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물길과 물길이 만나는 곳과 육로가 함께 닿은 곳은 교통의 

요지로서 예부터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자연스럽게 큰 마을이 형성되었

다. 남한강 줄기에서는 충주·목계·금천·원주·여주 등지가 이에 해당한다. 

충주에 살던 시장 사람들은 물길과 육로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동남쪽으로 

남의 물화(物貨)를 받아들이고 서북쪽으로는 한양과 생선 및 소금을 교역

하면서 이익을 취하 다. 충주의 내창장(內倉場)도 큰 시장으로 지역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다. 조창이 있었던 가흥은 많은 세곡과 인파가 

모여들어 일찍부터 숙박업소인 객주업(客主業)이 발달할 정도 다. 금천의 

경우도 충주와 유사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목계는 원주와 경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남한강 하류여서 생선배와 소금배가 정박하고 외상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동해의 생선과 남 산골의 물화가 모두 여기에 모여들어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다. 목계장뿐만 아니라 여주의 이포장, 광주의 송파장 

등도 남한강의 물줄기를 이용한 상품거래로 생계를 유지하던 지역이다.

한편 남한강 변에 있었던 조선 시  주요 장시에서 거래되고 있었던 물품

의 목록을 살펴보면 략 중심품목을 알 수 있다. 

<표2> 『林園經濟志』53) 에 따른 남한강 유역 주요 장시 거래품목

지역 장시 거래품목

양근 沙灘場
쌀, 면포(綿布), 마포, 과일[果物], 어람(魚籃), 담배[煙草], 

돗자리[席子]

여주 府內場
쌀, 콩, 보리, 면포, 마포, 과일, 어람, 담배, 치계(雉鷄), 가마솥[釜鼎], 

사기(沙器), 목물(木物), 지지(紙地)

원주 州內場
쌀, 면포, 면화(綿花), 마포, 과일 어람, 담배, 철물(鐵物), 우독(牛犢), 

지물(紙物), 토기(土器)

충주 內倉場 쌀, 콩, 보리, 면포, 마포, 과일, 어람, 담배, 우독, 명유(明油), 돗자리

 

52) 김종혁, 앞의 논문, 184쪽.

53) 풍석 서유구(楓石 徐有榘)의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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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를 통해 보면 남한강 유역에 자리 잡은 큰 시장들의 주요 거래품

목이 부분 일치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쌀과 직물류, 그리고 

조선 후기에 등장한 연초, 생선과 소금, 과일 등은 모두가 공통으로 거래하는 

품목이다. 지역에 따라 특징적으로 거래되는 품목은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남한강 변에 있던 강변마을은 물길을 이용한 물품교역을 토 로 도시를 

형성하여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객주업이나 상인 및 주막 등을 운

하면서 각 지역경제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근  사회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결국 장시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남한강 변에 있었던 여러 장시들은 교통망의 편리를 최 한 살려 생활의 

기반으로 만들어 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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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맺음말

지금까지 지역을 경기 동남로로 한정하여 이곳에 해당하는 곳의 지리적·

경제적 환경을 분석한 것을 시작으로 육로와 수로를 구분하여 역사적 사례

를 통해 하나의 길을 파악해보았다. 사실 앞서서 이야기하지 못했으나 이 

연구에 있어 내포적으로 안고 갔던 것은 지리학에서의 문화지역(文化地域, 

cultural region) 개념이다. ‘물류를 서로 주고받으며 교통망을 형성한 이

들’, 그 와중에 ‘유통망으로 묶여 있는 시장권에 포함된 지역’, ‘국가의 운용

이라는 명목 아래 존재하긴 했으나 화폐 가치를 하는 미와 포를 주고받으며 

서로 가치를 환산하는 장’ 내의 혹은 저들 간의 문화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다. 

지리상으로 단절이 되어있더라도 교류는 진행되었고, 그 교류는 등질적 

문화속성을 지닌 공간적 범위의 형성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교류

라는 것은 본문에서도 주지하 듯이 장시가 발달하고, 그로 인한 교환의 

등가가치에 한 인식이 넓어진 것과도 연관이 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필요에 의한 것이었음은 전제로 가져가야 하는 사실이다. 도로라는 것은 

다양한 길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효용성이 중요하고 안정성과 지속성이 바탕

이 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교역은 계속될 것이고 그 가치는 항산의 의미여야 

한다. 

실제로 조선 전반에 거쳐 농사를 짓는 지역이 다수 던 것은 맞지만, 

상업을 통해 이점을 더 취한 지역도 존재했던 것을 보면 아마 서로 간의 

교류는 저들에게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지금은 형 화물 

운수나 여행 등의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는 수운이 당시에는 지금의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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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고 있는 육로와 같은 개념이었을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댐, 유원지 등의 유입이나 다른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가로막혀버린 과거

의 수로들을 되찾아 생각하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다. 혹은 단순히 해운업만

을 떠올리는 편협한 생각은 지양하고, 과거의 삶이 진정 어떠했는지를 다시

금 밟아보는 측면에서 역사 지리학적 접근은 유효할 것이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은 길이 단순히 어느 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길은 말 그 로 통로의 역할을 

하던 것이다. 경기 동남로의 확장된 길은 민을 위하거나 혹은 나라를 위하거

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 활용되던 장이었다. 무역으로만 

교류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 혹은 국가가 목표를 가지고 그 의지를 

실천하는 도구로써 활용된 것이 길이 다는 것이다. 한편이 점유하거나 통

제를 시도하거나 하지 않고 각자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끔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었던 것이 바로 길이라는 것이다. 목적은 다를 수 있었겠으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으므로 하나의 측면으로 단정을 짓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달리 생각해보면 이는 당연한 발상일지도 모르겠다. 다만, 

이 연구가 그리고 이 결론으로서 쓰이는 이 생각이 일반적이지만 일반적으

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지점을 짚어주는 것으로도 그 의미는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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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Gyeonggi-Dongnamro 

in the Late Joseon Dynasty

Jeong Gyuwan, Kang Taehee

The Gyeonggi-Dongnamro is located in southeast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It is assuming the same as Bonghwaro, which appears in the 

"Daedonggiji." Connecting the points completes the length of 'Jeongotgyo 

– Songpajin – Gwangju – Yicheon – Eumjuk – Danyang – Gonggi – 

Yeongcheon - Bonghwa.' Another way to think about it is the Namhangang 

River waterway. Gyeonggi-Dongnamro refers to the trade route between 

Gyeonggi Province and Yeongnam, focusing on the upper reaches of the 

Namhangang River and Gaheungchang in Chungju. What should be noted 

is that the trade network of the late Joseon Dynasty is limited in thinking 

simply by land and doing nothing at all. The main transportation route 

of the time was a stream, and the stream was not even the current concept 

of shipping, but it can be referred to as an "inland canal," "haun" and 

"gangun." 

The nature of this place can be viewed largely with national and 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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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s. It's not a clear distinction, but it's a borrowed proposal to help 

understand. The reason why this temporary division is possible is because 

the southeast road connects with Gaheungchang in Chungju and the place 

where the trade route was formed is not a corporate scale, but because 

the market is established, understanding the national transportation network 

and the people-level exchanges at the same time makes it easier to portray 

the historical geography era. As is well known in Jiangxi, it is due to 

the development of commerce in the late Joseon Dynasty. In particular, 

land-based roads were designed to compare them with Dongnamro and 

find the value of the southeastern route. The waterway project a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Namhangang Sueun, then stresses that it was not 

only us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or illuminated only at that time, 

but was formed from the early Joseon Dynasty. 

Joseon did not assume or restrict its own in the use of roads.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the use of creativity was not only for tax collection, 

but also for policies such as the promotion of the people of each region 

and the exchange of military discipline for national defense. The nation's 

trade network was not an absolute one, but a venue for redistribution within 

the country as a whole, and it worked as a virtuous factor.

Keywords

Gyeonggi-Dongnamro, Bonghwaro, Hanseong, 

Namhangang(The namhan-river), Jangsi(donation market), 

Chungju, Gaheung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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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조선 시대 과거길 복원과 

콘텐츠 재현

노목화

삼남길은 남･호남･충청 권역의 여행자들이 한양으로 올라가기 위한 

중심도로 다. 그 길을 따라 물산과 사람들이 이동했다. 그중에는 청운의 

꿈을 품고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 시  선비들에

게 과거 합격은 가문을 빛내고 개인의 화를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었다. 그러나 현재 삼남길에서는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의 자취를 찾을 

수 없다. 조선 시  500년간 우리들의 이념적 질서로 작용했던 유교 문화는 

비록 현 와는 다른 면도 있지만 그중 일부는 현 인들에게 계승될 만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문화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 인들에게 지식을 제공할 

방법으로 조선 시  선비들의 과거길을 복원하고, 그곳에 콘텐츠를 재현하

여, 현 인들이 직접 체험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과거길 복원 방법은 역사적 문헌에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찾아 고증하는 방법이다. 이에 과거제도와 과거길에 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여, 삼남길에 조선 시  주막과 초가집 건설, 장승과 정자목 

세우기와 같은 콘텐츠 재현을 제안하 다. 과거길이 복원되면, 경기 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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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측에서 학생, 일반인들의 참가 신청을 받아 제10길부터 제1길까지 함

께 걸으며 조선 시  선비들의 유교 문화와 선비정신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계획하 다. 과거길 재현과 체험 일정은 3박 4일 ‘과거길 장정’과 

1일 여정의 ‘과거길 한나절 걷기’로 명명하 다. 이 프로그램에서 주요 활동

은 ‘한시 읊기, 유교 경전 읊기, 퀴즈 맞히기, 조선 시  주막 체험, 백일장 

회 참가 등’이다. 1일 여정은 시간적･체력적 부담이 없기에 삼남길의 홍보

와 유지 측면에서 계획한 것이다. 이때 지역의 행사와 연계한다면 경제적･문

화적･교육적 측면에서 복합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삼남길에 과거길 콘텐츠를 구축하는 의의는 옛사람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삼남길을 걷고 싶은 길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 콘텐츠를 

통해 조선 시  선비들의 과거길 풍경을 재현할 수 있고, 삼남길에 한 

홍보가 더욱 널리 퍼지며, 도시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 한다.

이 논문이 제안하는 콘텐츠 재현방법은 지자체의 관심과 경제적 비용 부분

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옛길을 

복원하여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측면에서 꼭 해야 할 과제

이다. 또 활동 내용이 역사적 위인들과 관련된 문학작품 읊기에 집중하는 경향

이 있어 아쉬움이 남지만, 조선 시  선비들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고 1일이

나 3박 4일 동안 걸으면서 쉽게 활동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기 때문에 제안하

다. 이 제안이 학교, 교육단체, 각 지역의 행사 주최 단체들에 유용한 체험형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삼남길이 걷고 싶은 길로 갈 수 있는 한 방편이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키워드)
경기옛길, 삼남길, 과거제도, 과거길, 선비, 콘텐츠, 교육, 백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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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서론

삼남길은 남･호남･충청 권역의 여행자들이 한양으로 올라가기 위한 

중심도로 다. 그 길을 따라 물산과 사람들이 이동했다. 그중에는 청운의 

꿈을 품고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 시  선비들에

게 과거 합격은 가문을 빛내고 개인의 화를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었다. 그러나 현재 삼남길에서는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의 자취를 찾을 

수 없다. 조선 시  500년간 우리들의 이념적 질서로 작용했던 유교 문화는 

비록 현 와는 다른 면도 있지만 그중 일부는 현 인들에게 계승될만한 가치

가 있는 중요한 문화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 인들에게 지식을 제공할 방법으

로 조선 시  선비들의 과거길을 직접 체험하는 것을 제안한다.

도시개발로 옛길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 시  과거길 복원

은 옛길 복원과 현 인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선행 연구를 조사해 본 결과 현 인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

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선혜･김상헌1)은 삼남길 조성과 운 모델에 한 전

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보환경과 다양한 프로그램

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선혜2)는 경기 옛길과 유사한 

속성인 역사성을 갖춘 옛길을 도보 길로 개발한 일본 구마노고도의 사례에

서 유익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 다. 구마노고도 와카야마현의 운 방식은 

관(官) 주도의 사업이지만 지역주민과 민간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운 해 

나가고 있다. 와카야마현의 사례는 경기 옛길의 지속적인 운 을 위해 민간 

커뮤니티가 어떠한 방법으로 육성되어야 하는지에 한 좋은 모델이 될 

1) 김선혜･김상헌, 2013.

2) 김선혜, 2014: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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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경기 옛길이 예산투자와 지속적인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정 훈3)은 부분의 도보 길들이 경관적 매력에 치중하는 것에 

비해, 경기 옛길은 옛길의 문화재적 가치에 주목하여 이를 스토리텔링 자원

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 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 이런 경기 옛길

의 시도는 변별력 있는 도보 길을 제시하고 옛길에 한 중적 관심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선행 연구들을 검토해 본 결과, 

경기 옛길의 지속과 운 방안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이 없었다. 이에 이 논문은 3박 4일의 ‘과거길 장

정’과 1일 여정의 ‘과거길 한나절 걷기’를 기획하여 학생, 일반인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로 확 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경기 옛길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신청을 받은 

후, 같이 걷는 활동이다. 또 삼남길에 지명, 인물과 관련된 다양한 설화를 

스토리텔링해 놓은 표지판이 설치되어 도보 여행자들에게 읽을거리를 제공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이 논문은 삼남길의 지명, 

인물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백일장 회를 기획한다면 옛길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고, 주민들의 관심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백일장 회 참가자들은 이 장소를 걸으며 조선 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의 생활과 정신을 체험할 수 있다. 이제 책으로만 지식을 습득하는 

시 는 지났다. 선인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현 인들이 체험하는 살아있

는 교육현장을 기획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3박 4일 동안의 여정은 

다음과 같다. 첫날은 ‘평택역 → 안성천교 → 유천1동 마을회관 → 동법 시

행 기념비 → 옥관자정 → 원균장군묘 → 흰치고개쉼터 → 진위향교 → 진위

3) 정대훈, 201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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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이고, 둘째 날은 ‘맑음터공원 → 궐리사 → 독산성 → 용주사’이다. 

셋째 날은 ‘배양교 → 항미정 → 지지  쉼터 → 사근행궁터 → 오메기마을’

이고, 넷째 날은 ‘임 군묘역 → 백운호수입구 → 학의천 → 인덕원 옛터

→ 남태령 표석’이다. 1일 여정은 4 ~ 5시간 정도 걸리는 반나절 거리를 선별

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조선 시  선비들의 과거길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는 조선 시  과거제도의 특징과 과거 보러 가는 길에 한 지식이 우선하여 

필요하다. 이에 기존의 연구를 살펴본 후, 다음 장에서 정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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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조선 시대 과거제도와 과거길

1. 조선 시대 과거제도4)

조선시  과거시험의 종류는 문과･무과･잡과의 세 종류가 있었다. 조선은 

문치주의(文治主義)를 표방한 유교국가 기 때문에 이 중에서 문과합격을 최

고의 예로 여겼다. 따라서 현 의 중매체에서도 과거시험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으레 문과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들이 등장한다. 이런 선비들

이 한양에서 시행하는 문과를 보기 위해서는 예비 시험인 생원･진사시를 먼저 

응시해야 했다. 이 시험은 소과(小科) 또는 사마시(司馬試)라는 별칭이 있다. 

예비시험을 소과(小科)라고 불 으므로 본시험인 문과는 ‘ 과(大科)’라고 불

다. 생원시와 진사시는 시험문제가 달랐다. 생원시는 사서오경과 같은 경전

의 이해 정도를 논술을 통해 시험하 고, 진사시는 시, 부와 같은 문장능력을 

시험한 것이다. 오늘날 백일장 회는 시, 소설, 수필과 같은 문학작품을 창작

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진사시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싶다.

현 에도 국가적으로 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원서접수, 신분증 필참, 

필기도구가 필요하다. 또 시험이 시작되면 가지고 온 책들을 보지 못하도록 

시험장 밖에 가지고 온 짐을 모두 내다 놓는다. 이런 방식 조선시 에도 

같았다. 다만 신분을 증빙할 서류가 오늘날 신분증과 같이 간편하지 않고, 

필기구로 붓과 먹, 벼루를 가지고 가야했기에 짐이 많았을 것이다. 이에 

일부 양반들은 수발을 들어줄 노비들을 함께 데리고 갔으나, 후에 노비들로 

인해 부정시험이 발생하자 입장을 제한했다. 또 시험 답안지로 사용될 종이

4) 조선 시대의 과거제도에 대한 자료는 다음 논저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이원명, 2004. 규장각한
국학연구원, 2009. 정구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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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접 준비해야 했다. 이 때문에 지체 높은 가문에서는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 질 좋은 종이를 사용했다. 현 에도 학입시나 입사면접에서 자신들

의 집안, 학력과 같은 배경을 드러낼 수 있는 일종의 표식이나 서류 표기로 

부정입학･부정입사 사례가 발견되고는 하는데, 이런 폐단은 과거에 이어 

현 에도 이어지고 있다.

과거제도의 폐해는 공식적인 기록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조선 시  

태조의 즉위 교서에는 과거제도의 폐단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으라는 기록

이 있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는 기록이다.

문무(文武) 두 과거(科擧)는 한 가지만 취하고 한 가지는 버릴 수 없으니 중앙에는 

국학(國學)과 지방에는 향교(鄕校)에 생도(生徒)를 더 두고 강학(講學)을 힘쓰게 

하여 인재를 양육하게 할 것이다. 그 과거(科擧)의 법은 본디 나라를 위하여 인재

를 뽑았던 것인데, 그들이 좌주(座主)니 문생(門生)이니 일컬으면서 공적인 천거

로써 사적인 은혜로 삼으니, 매우 법을 제정한 뜻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중앙에는 

성균 정록소(成均正錄所)와 지방에는 각도의 안렴사(按廉使)가 그 학교에서 경의

(經義)에 밝고 덕행을 닦은 사람을 뽑아, 연령･본관(本貫), 삼 (三代)와 경서(徑

書)에 통하는 바를 잘 갖추어 기록하여 성균관장이소(成均館長貳所)에 올려, 경에

서 통하는 바를 시강(試講)하되 사서(四書)로부터 오경(五經)과 《통감(通鑑)》

이상을 통달한 사람을, 그 통달한 경서의 많고 적은 것과 알아낸 사리(事理)의 

정밀하고 소략한 것으로서 그 높고 낮은 등급을 정하여 제일장(第一場)으로 하고, 

입격(入格)한 사람은 예조(禮曹)로 보내면, 예조에서 표문(表文)･장주(章奏)･고

부(古賦)를 시험하여 중장(中場)으로 하고, 책문(策問)을 시험하여 종장(終場)으

로 할 것이며, 삼장(三場)을 통하여 입격(入格)한 사람 33명을 상고하여 이조(吏

曹)로 보내면, 이조에서 재주를 헤아려 탁용(擢用)하게 하고, 감시(監試)는 폐지할 

것이다. 그 강무(講武)하는 법은 주장(主掌)한 훈련관(訓鍊觀)에서 때때로 《무경

칠서(武經七書)》와 사어(射御)의 기술을 강습시켜, 그 통달한 경서의 많고 적은 

것과 기술의 정하고 거친 것으로서 그 높고 낮은 등급을 정하여, 입격(入格)한 

사람 33명을 출신패(出身牌)를 주고, 명단을 병조(兵曹)로 보내어 탁용(擢用)에 

비하게 할 것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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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좌주와 문생의 관계가 매우 부정함을 지적하며 중앙과 지방

의 학교에서 인재를 천거하라는 내용이다. 좌주는 과거를 주관하는 지공거

로, 지공거가 과거 합격자를 뽑으면 그 합격자는 문생이 된다. 따라서 좌주와 

문생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어 인맥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위 기록을 

따라 “과거(科擧)의 법은 본디 나라를 위하여 인재를 뽑았던 것”인데 과거 

합격자가 자기를 선발해준 고시관을 스승으로 모시면 사적인 관계가 되어버

리고, 일종의 파벌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에 태조는 구체적인 선발기준을 

세워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행사가 이어졌다. 우선 “합격자를 발표

하는 출방(出榜)의식(<사진1>), 합격증인 홍패(<사진2>)와 어사화 등을 하사받는 

방방례(放榜禮), 문무 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풀어지는 축하잔치인 은 례(恩

榮禮) 및 기쁨을 주위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의미의 유가행진

(遊街行進)(<그림1>)”이 있었다.

<사진1> 문과 급제자 명단 (국조문과방목)6) <사진2> 합격증인 홍패(紅牌)7)

5) 한국고전종합DB, 『조선왕조실록』, 태조 1년 임신(1392) 7월 28일(정미).

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 87.

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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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유가행진(遊街行進)8)

2. 조선 시대 과거길

조선 시 에는 문과에 합격해야 관직 등용이 가능했으므로 많은 선비가 

과를 보러 한양으로 길을 떠났었다. 현재의 삼남길은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선비들이 한양에 가기 위해 거쳐야 했던 길이다. 현재

의 삼남길 제10코스인 평택에서 한양까지 약 100km이므로 현  기준으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걷는다면 개인차에 따라 보통 3박 4일 ~

4박 5일 시간이 걸린다. 조선 시  선비들도 소요시간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길이 지금보다 좋지 않은 흙길이고, 신발은 운동화가 

아닌 짚신이며, 휴 할 식량이 충분하지 않아 한양가는 길은 고난의 여정이

었을 것이다. 조선 시  선비들이 과거를 보기 위해 겪었을 고충을 현풍곽

씨언간과 매원일기에서 찾을 수 있다.

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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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아버님 모시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계신고.

기별을 몰라서 걱정하오.

나는 어제 김젼에서 자고 오늘은 화령으로 가오.

말이 병 들어 김천에서 금동이를 시켜 돌려 보내었네.

지금은 말 한 마리와 종들에게 짐을 지우고 나는 걸어서 가니

남을 따라 잡지 못하여 민망해 하오. (중략)

길이 바뻐서 이만 적네.

조심하여 편히 계시오.

길 가기가 고단하고 민망하고 민망하오.

초나흗날. - 5번 편지-9)

위 편지에서 언급되는 ‘나’는 ‘곽주’이며 1606년 이전에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로 가는 도중에 현풍에 있는 부인 하씨에게 보낸 것이다. 곽주는 말을 

타고 한양에 가고 있었으나, 중간에 말이 병들어 걸어가고 있다. 곽주처럼 

부유한 양반들은 말을 타고 길을 떠났으나, 말이 병들면 지체 높은 양반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걸어야 했다. 그러나 노동을 통해 단련된 체력을 가진 종들

을 따라가기에 양반인 곽주는 너무 체력이 약했을 것이다. 이에 ‘남을 따라잡

지 못하여 민망’하다고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을사년(1605, 선조38) 11월 5일 박형 집에 가서 박 도사를 뵈었다. 송宋과 심沈도 

왔다. 조금 있다가 박형이 나와서 맞이하여 안채로 들어가 누님을 만나 보았다. 

11월 6일 아침에 봉길을 만나 들으니, 헌납 류성柳惺이 군郡에 들어왔다고 한다. 

밥을 먹은 뒤에 하직 인사를 하고 갔다. 도중에 남경원南景元을 만나 창락역昌樂

驛에서 함께 잤다. 주인은 역의 아전 김현보金賢甫이다. 그는 우리들을 매우 후하

게 접하 다. 11월 7일 아침에 손여길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서 길을 나설 

즈음에 들으니, 손여길이 관i館村에 왔다고 하여 남원경 공과 함께 길을 나섰는

데, 5 ~ 6리 가서 서로 만났다. 재를 넘어 단양丹陽의 후평後坪에서 잤는데, 주인

이 매우 사나웠다. 11월 8일 손여길은 밥을 먹지 않고 먼저 길을 나섰고, 나는 

9) 백두현, 2011 5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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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한 숨 잔 뒤에 길을 나섰다. 단양丹陽벼랑길에 당도하여 비를 만났는데, 

장회원長會院에 이르자 여길이 비를 맞으며 냇가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몇 리쯤 

가니 비오는 기세가 매우 거세졌다. 종들이 비를 막을 장구裝具를 준비하지 못해

서 차가운 비를 맞아 옷이 모두 젖었으니 불쌍하 다. 수산역水山驛에 들어가니 

주인 이중학李中鶴이 또한 매우 후하게 접해 주었다. 좌정하여 있는데 손여길

도 건너편에 왔기에 사람을 보내어 안부를 물었다. 11월 9일 새벽에 길을 나서서 

황강黃岡i집에서 낮잠을 자고 충주忠州손언충孫彦忠집에서 잤다. 11월 10일 

새벽에 길을 나서서 용안龍岸냇가에서 말먹이를 먹이고 저녁에 지원池院에 당도

하니, 박경행朴景行형제, 신형보申亨甫, 김여수金汝收, 김치관金致寬등이 이미 

먼저 와 있었다. 서로 만나 매우 기뻤다. 날이 이미 어두워졌으나 여관을 정하지 

못하 는데, 한 군데로 가니 주인이 매우 사납고 공손하지 못한 말을 마구 내뱉어

서 곧 여길이 묵는 집에 가서 여길과 함께 잤다. 밤에 비가 크게 내렸다. 11월 

11일 비가 새벽까지 그치지 않았다. 초가집이 비가 새어 옷이 모두 젖었다. 아침에 

들으니, 김여회金汝晦도 왔다고 한다. 이날은 비가 내려서 머물 다. 여길汝吉, 

경선景善과 함께 종일 마주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11월 12일 새벽에 길을 나서

서 한낮이 되어 냇가에서 여러 친구들을 만났다. 낮잠을 한 숨 잔 뒤에 여길은 

소를 끌고 가기 때문에 뒤에 처져서 오고 나는 여러 친구들과 동행하 다. 승부원

升阜院 i집에서 잤는데, 주인 이민사李民師가 잘 해 주었다. 11월 13일 내가 

친구들과 같이 길을 나섰으나 나의 말이 느려서 친구들을 따라가지 못하여 뒤에 

처져서 갔다. 용인龍仁 열원列院에 다다르니, 사람들이 여관을 모두 차지하는 

바람에 빈 집이 거의 없어서 박경행朴景行씨가 묵는 집에 투숙하 는데, 주인이 

매우 사납고 공손하지 못한 말을 해댔으며, 구들도 차갑고 좁아서 고생을 다 

말할 수 없었다. 11월 14일 새벽에 길을 나서서 판교板橋 주막에 이르러 말먹이를 

먹 다. 박경행朴景行형제가 먼저 갔는데, 해거름에 그들을 만나 함께 도성 안에 

들어가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잘 데가 없어서 성균관 하인 두 頭大집에 투숙하

는데, 역시 잘 해 주었다. 밤에 박경행이 묵는 집에 가니 김경순金景純, 김이

화金而和, 이형원李馨遠도 왔다. 서로 만나 매우 기뻐하며 그들과 함께 잤다.10)

10) 한국국학진흥원, 스토리테마파크, 『매원일기(梅園日記)』
http://story.ugyo.net/front/sub01/sub0103.do?chkId=S_HAR_6054#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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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자료는 김광계(金光繼, 1580 ~ 1646)의 매원일기이다. 김광계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까지 가는 길은 고난의 연속이다. 11월 8일에는 종들

이 비가 오는 장구를 준비하지 못해 옷이 다 젖어 고생하고 있다. 11월 

13일에는 사람들이 여관을 모두 차지하여 박경행이 묵는 집에 투숙하 으나 

주인이 불친절하고 구들이 차갑고 좁아서 잠을 제 로 이루지 못했을 것이

다. 현 에는 공무원, 고시와 같은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최 한 끌어올리기 위해 약 100일 전부터 시험장과 같은 상황을 만들

고, 음식을 가려 먹는다. 그러나 조선 시 에는 이런 몸 상태 조절이 

여러 변수에 부딪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광계의 일기는 조선 시  과거길의 풍경을 재현하는 데 중요

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우선 김광계가 쉬거나 잠을 잤던 장소는 ‘창락역, 

장회원, 수산역, 지원, 승부원 i집, 용인 열원, 판교 주막, 성균관 하인 두 

집(원문에 밑줄)’이다. 역, 원, 주막 등이 매우 많이 등장하는데 역(驛)은 

말을 교환하는 장소이며, 원(院)은 숙박하는 곳이었다. 따라서 오늘날 조선 

시  숙박업소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역(驛)과 원(院)에 한 이해가 필요하

다. 역(驛)과 원(院)에 해서는 원 환11)의 연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조선 시  수도 한성을 중심으로 각 지방으로 연결된 간선도로는 제1로에서

부터 제9로까지 9개의 노선이 개설되었고, 이 간선도로와 연결된 수많은 

지선이 있었다. 이 간선과 지선에는 국가의 명령과 공문서의 전달, 중요한 

군사정보, 그리고 도로 위에 여행자의 숙식과 물품의 운반 등에 편익을 제공

하기 위한 역(驛)･원(院)･관(館)･참(站) 등이 있었고, 이들을 관리 운 하기 

위한 찰방(察訪)･역승(驛丞)･역장(驛長)･역졸(驛卒)･역정(驛丁) 등이 배치

되었고, 역마(驛馬)는 물론 역(驛)의 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역전(驛田)이 

지급되었다.12)

11) 원영환, 1995: 5~21.

12) 원영환, 199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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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와 같은 시설이 언제부터 설치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신라 소지마

립간 9(487)년에 “처음으로 우역(郵驛)을 설치하고 해당 관청에 명하여 관로

를 수리케 하 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역은 이미 5세기 후반부터 

설치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록을 찾을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

은 알 수 없다.13)

(다) 원은 원래 국가에서 설치하고 원위전이라고 하여 전토를 지급하여 원의 

경비를 충당하 으나 조선 초기에 와서 관리들의 관리가 소홀하여 그 기능

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세종 때에는 이를 보완하는 방법

으로 부근 주민 중에서 유능한 사람에게 원주(院主)의 책임을 맡기고 원주전

을 지급하여 운 하 는데 경국 전에 의하면 원주에게는 로 1결 35부, 

중로 90부, 소로 45부 다. 그러나 원은 그 사용자가 국한되어 있는 까닭에 

점차로 퇴폐하는 곳이 많았고 공용여객의 공궤(供饋)는 각관(各館)･각역(各

驛) 혹은 민간업자가 담당하는 일이 많았다. 공용여행자는 초료 (草料)라고 

하여 여행 중에 관으로부터 종인(從人) 마필과 숙식을 포함하는 소정의 경비

를 받게 되었고, 이에 한 증빙은 병조･감사･병사･수사 등이 발급하 으며 

변장･군관 등도 그 특전을 받았다. 일반 여행자는 사설(私設)의 점(店)에서 

돈을 내고 숙식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조선 초기로 오면서 점(店)은 주점

(酒店)･주막(酒幕)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원(院)은 점차로 쇠퇴하여 여러 곳

에 원(院)이라는 글자가 붙은 지명(地名)만을 남기게 되었다.14)

(가) ~ (다) 의 자료를 통해 역과 원이 이미 5세기 후반부터 존재했었고, 

국가에서 이곳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역과 

원이 쇠퇴한 원인이 이용계층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이곳의 

관리를 넘겨받게 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민간업자가 운 함으로써 과거

를 보러 가는 선비들이나 여행자들은 숙박 시설 이용에 조금 더 편리해졌다. 

역과 원이라는 지명이 있는 곳은 현재에도 있다. 이태원･장호원･ 사리원･조

13) 원영환, 1995: 8~9.

14) 원영환, 1995: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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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원 등이 현재 남아 있는 지명이고 삼남길에서는 옥관자정에 ‘갈원’이라는 

안내판만으로 옛 자취를 남기고 있다. (가) 에서 말한 제1로부터 제9로까지 

중에서 삼남길은 제6로(<그림2>)이며. 한성(漢城)의 숭례문(崇禮門)에서부

터 시작하여 남쪽으로 과천(果川), 수원(水原), 소사(素沙), 천안(天安), 전주

(全州), 통 (統營)으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2> 조선시대 주요 도로_현재 삼남 길이 속한 제6로15)

15) 원영환, 199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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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  도로 중 남로에 한 기록에서도 역(驛)과 원(院)에 한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다음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운 하는 ‘스토리테마

파크’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이다.

조선 시  도로 중 남로의 역참(驛站)은 30리(약 11km ~ 12km)마다 있었다. 

각 도(道)에는 찰방(察訪)을 두어 역의 감독을 맡겼다. 역리(驛吏)가 사는 역i에

는 숙식을 제공하는 역원(驛院)과 외양간이 있는 역사(驛舍)가 있었다. 남로변

에는 가로수로서 버드나무, 소나무, 주로 느티나무를 많이 심었고, 일정한 간격(4

㎞)마다 장승, 토후, 돌무지, 정자목 등을 세웠다.16)

이와 같은 남로의 역참에 한 정보는 삼남길의 콘텐츠화 재현에 신뢰

감을 부여할 수 있다. 현재 삼남길 제1길 ~ 제10길이 8 ~ 11km 정도로 구분

되어 있으므로 구간의 경계에 역참 신 조선 시  주막 또는 한옥이나 

초가집 숙소를 재현할 수 있고, 4km마다 장승이나 정자목을 세우면 옛길이 

복원될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것이다.

16) 한국국학진흥원, 스토리테마파크, 배경이야기, 「영남에서 한양까지의 과거길」
http://story.ugyo.net/front/sub01/sub0103.do?chkId=S_HAR_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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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 조선 시대 과거길 콘텐츠 구축 내용과 의의

1. 과거길 콘텐츠 구축 내용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과거길 콘텐츠 구축은 3박 4일 일정의 ‘과거길 

장정’과 숙박이 없는 하루 일정의 ‘한나절 걷기’ 2가지 여정이다. 이 중 

‘과거길 장정’은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숙박이 없는 하루 일정이나, 1박 2일 혹은 2박 3일로 교육 활동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선비들의 유교 정신과 학문탐구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백일장 개최, 한시 읊기 등의 콘텐츠 재현 활동은 최 한 살려서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1) 과거길 재현과 체험: 3박 4일의 ‘과거길 대장정’

조선 시  선비들에게 과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만큼 힘든 일이었다. 

현 인들이 그들의 정신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 이 논문

은 백일장을 개최하는 콘텐츠를 기획하 다. 앞서 밝힌 로 조선 시  과거

제도 중에서 문장력을 시험한 진사시가 유교 경전의 이해도를 시험한 생원

시보다 현 인들에게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다. 사실 하나의 주제에 해 

자기 생각을 서술하는 진사시는 오늘날의 ‘논술’시험에 가까운 글의 장르이

지만, 우리는 도보 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오늘날 백일장 회에서 보통 

실시하는 시, 시조, 수필과 같은 문학작품을 백일장의 분야로 정한다.

조선 시  과거장은 원래 한양이지만, 이 연구는 경기 옛길이 중심공간이

므로 백일장 개최장소는 인덕원 옛터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참가 자격은 

초･중･고･ 학생들, 혹은 이들을 포함한 가족17)이고, 시기는 걷기에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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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인 봄(4 ~ 5월)과 가을(9 ~ 10월)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부

분의 국토 장정은 20세 이상 성인이 참가한다. 따라서 ‘과거길 장정’도 

참가 상은 넓게 잡았지만, 20세 이상 성인들이 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

다.

참가자들은 평택역에서 3박 4일의 여정을 시작한다. 3박 4일로 일정을 

설정한 이유는 흰치고개 쉼터에 있는 안내판(<사진3>)을 참고했기 때문이

다. 이 안내판에서는 춘향전의 내용을 근거로 “한양에서 과천까지는 한나

절 거리이고, 수원까지가 하룻길이며, 진위현의 읍치 봉남리까지는 하루 반 

거리, 충청도 성환까지는 이틀 거리 음을 알게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즉 한양부터 제10길의 마지막까지 꼬박 5일이 걸린다. 그러나 현 에는 걷

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있으므로 시간을 좀 더 단축하여 3박 4일의 일정으

로 기획하 다.

<사진3>18) 삼남대로 춘향이길 안내판

17) 필자가 삼남길 제1길부터 제10길까지 직접 걸어보니 초등학생, 중학생과 같은 어린 학생들이 
온종일 걷기에는 체력적인 무리가 많았다. 이에 참가대상을 확대하여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까지로 설정하였다.

18) <사진3> ~ <사진9>, <사진11> ~ <사진26>, <사진28>은 모두 필자가 직접 답사하며 찍은 사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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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백일장 장소에 도착하면 지정된 장소에서 찍은 

스탬프를 보여주고, 백일장 참가 자격을 얻는다. 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으

며 모든 참가자는 조선 시  선비들처럼 걸어서 와야 한다. 이때 스탬프, 

스탬프함, 지도(<사진4 ~ 5>)는 경기 옛길에서 제공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

<사진4> 현재 경기옛길에서 사용 중인

스탬프, 지도19)

<사진5> 현재 경기옛길에서 사용 중인

스탬프함

참가자들은 조선 시  선비들처럼 과거 신 백일장을 보러 서울에 가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 시  선비들처럼 숙박하며 그 시  선비들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삼남길이 콘텐츠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제1길부터 제10길까지 있는 역사적 유적지를 지역홍보와 참가들의 교육자

료로 활용해야 한다. 이에 이 논문은 각 길에 산재해 있고, 스탬프가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참가자들의 체험활동을 계획하고자 한다. 3박 4일의 일정

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을 미리 밝힌다.

19) <사진4>에서 스탬프를 찍은 지도는 필자가 직접 답사하며 찍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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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과거길 대장정’ 3박 4일 일정표

시간 장소 일정 및 콘텐츠 재현

1일

8:00 평택역 ･평택역에서 집합

8:30 안성천교 ･소사벌 둘러보기

8:40 유천1동 마을회관 ･일정에 관해 설명 듣기

9:20 대동법 시행 기념비
･김육 한시 읊기

･한시 읊은 후 스탬프와 간식 받기

9:40~

11:30
동부공원→통복천 ･경유

12:30 옥관자정
･옥관자정, ‘갈원’ 유래 설명 듣기

･홍보거점 식당에서 점심식사

15:00 원균장군묘 ･임진왜란, 원균 퀴즈

16:00 흰치고개 쉼터 ･조선 시대 주막 재현

17:00 진위향교
･제를 올리며 백일장 장원 기원하기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

18:30 진위향교 교육관 ･율곡 이이 탐구 활동

19:30 진위향교 근처 숙소 ･첫째 날 숙소

2일

8:00 진위향교 ･아침 식사 후 출발

10:30 맑음터공원 ･간식

12:30 궐리사
･공자상 앞에서 『논어』 구절 읊은 후 스탬프와 

간식 받기

13:00 은빛개울공원 ･점심 식사

14:00 동탄 어린이 천문대 ･경유

15:30 독산성 세마대
･권율 장군에 대해 1~2문장 정도 말한 후 

스탬프 받기

17:00 세마교 ･경유

18:00 용주사
･‘효’와 관련된 시, 시조, 한시 읊은 후 스탬프 

받기

19:00 용주사 근처 숙소  ･숙소에서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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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날, 참가자들은 8시에 평택역에서 만난다.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제10길의 종착지인 안성천교(<사진6>)에서 만나야 하지만, 이곳은 로 옆

에 있는 좁은 도보여서 위험하다. 따라서 평택역에서 만나 버스를 타고 안성

천교 앞에서 내리는 것이 좋겠다. 이후 너른 평야를 잠깐 둘러보고, 8시 

40분부터 유천1동 마을회관(<사진7>) 앞에서 3박 4일의 일정에 해 간단한 

시간 장소 일정 및 콘텐츠 재현

3일

7:00~

8:00
용주사 근처 숙소 ･숙소에서 아침 식사 후 출발

8:00~

11:00

배양교→고색중보들 

공원→옛 수인선철도
･경유

11:00 항미정
･‘항미정’이름 유래 설명 듣고 조선 선비들의 

중화중심사상 생각해보기

11:30 서호공원 입구 ･경유

13:00 서호천 ･자전거로 이동

14:00 해우재 ･조선 시대 화장실 체험

15:00
지지대비, 골사그내,

사근행궁터
･경유

17:30 오메기 마을 숙소 ･저녁 식사 후 숙소에서 휴식

4일

8:30 오메기 마을 ･아침 식사 후 출발

9:30~

10:00

임영대군 

묘역→백운호수
･경유

11:00~

13:00
인덕원 옛터 ･홍보거점 식사에서 점심 식사

13:00~

15:00
학의천 ･백일장 대회

15:00~

16:30
학의천 ･수상자 선정 및 발표

16:30~

18:30
인덕원 옛터 ･저녁 만찬

18:30~

21:00
제1길 걷기(선택)

･제1길 인덕원 옛터-가자우물-과천향교 

-온온사-남태령 표석



2019 경기도 역사문화탐방로 논문 공모집 | 노목화  203

설명을 듣는다.

<사진6> 대로 옆에 있는 

안성천교

<사진7> 유천1동 마을회관 앞 <사진8> 대동법 시행기념비    

앞 활동 장소

설명을 들은 후 참가자들은 9시 20분쯤에 동법 시행 기념비(<사진8>)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며 스탬프를 받는다. 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진행요원 앞에서 삼남지역에 동법을 시행한 김육의 한시를 한 수 읊는 

것이다. 이때 미리 자료를 조사해가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즉석에서 작품

을 검색하는 것이 주체적인 교육방식이겠으나, 김육은 현 인들에게 잘 알

려지지 않은 위인이기에 주최 측에서 소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

김육의 가장 큰 성과는 충청도와 전라도에 동법을 확 해 시행하여, 

균역법 시행의 기본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당시의 국가 수취체제 정비와 

조세의 공평한 부담을 통한 민생의 회복 및 사회 통합의 노력”20)이라고 

할 수 있다. 김육은 이를 발판 삼아 “화폐의 주조와 통용을 주도하 고, 

역법의 개혁과 수레･수차의 보급 등 선구적인 정책을 건의”21) 하기도 하

다. 이에 평택지역 백성들은 그를 위해 동법 시행 기념비를 세워 김육을 

기리고 있다. 참가자들은 넓은 평택의 평야를 보며, 백성을 위한 김육의 

정신을 생각해볼 수 있다. 소책자에 실어 학생들이 읊을 수 있는 김육의 

20) 박병련 외, 2007: 265.

21) 박병련 외, 2007: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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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은 다음과 같다.

(가) 孤忠許國出於天 나라에 충성함은 천성에서 나왔기에

獨夜憂深淚迸泉 홀로 밤에 걱정 깊어 눈물 주룩 흘리누나

終始陷民皆我罪 인민들을 괴롭힌 건 그 모두 내 죄이니

只富緘口不言錢 입 다문 채 동전에 해 말하지 않음이 마땅하네22)

(나) 天地恩隆報答微 보살피신 은혜 크나 보답한 건 작은데

故山何事變春薇 무엇 때문에 고향의 봄 고사리가 그립나

西風雖急舟還重 바람은 거센데 가는 배가 더딘 것은

廊廟深憂滿載歸 나라 걱정을 잔뜩 실려서겠지23)

(다) 誰識巖廊作相公 누가 의정부의 삼공이었다고 알겠는가

數間茅屋舊山翁 조그마한 띠풀집 속의 산골 노인인데

開窓長對蠶頭坐 창문을 열고 앉아 이윽히 잠두봉을 보라보니

松石還如在峽中 솔과 바위 때문에 깊은 산속인 듯하구나24)

(가)는 ‘파전(罷錢)’이라는 한시로 동전 통용이 실패하자 참담한 심정을 

읊은 것이라고 한다. 김육은 동법을 건의하는 시점에 동전 통용책도 건의

하 는데, 그것도 동법처럼 강한 반 를 받았다. 김육이 동전 통용책을 

건의한 동기는 1655년의 <청령호병조동의행전사차(請令戶兵曺同議行錢事

箚)>에서 “옛 성인이 만든 법제를 천하가 통행하는데 우리 동방에만 쓰이지 

않고 있으므로, 그 법을 시행하여 국가를 부유하게 하고 인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25) (나)는 임금의 벼슬길 권유를 뿌리치고 고향으로 

가는 배 위에서 나라에 한 걱정을 하는 내용으로, 이 시를 통해 항상 나라

22) 박병련 외, 2007: 250.

23) 박병련 외, 2007: 110.

24) 박병련 외, 2007: 116~117.

25) 박병련 외, 2007: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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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걱정하는 선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를 통해 김육의 청빈한 선비의 

삶을 짐작해볼 수 있다. 김육은 건물을 초가로 이고 지붕이 낮아서 머리가 

닿을 정도의 소박한 집을 지었는데, 이를 ‘구루정’이라고 불 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김육의 작품을 통해 청빈한 삶을 살면서, 백성들을 위해 동

법을 시행하려는 위정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과거에 급제한 위정자들은 

현 의 공무원, 정치인들이다. 참가자 중에서는 미래의 꿈이 공무원, 정치인

이 있을 수 있다. 그들에게 국민을 생각하는 길이 무엇인지, 공무원 정치인들

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지 생각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간접적 진로체험을 

할 수 있다.

또 시를 읊는 활동을 통해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의 마음을 상상하며 

되새길 수 있다. 조선 시  과거시험의 문제는 글을 짓는 문장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옛 선비들은 유교 경전을 읽고 자기 생각을 글로 남기곤 했다. 과거

를 보러 가는 길에도 조선 시  선비들은 길가의 풍경이나 역사적 유적지 

앞에서 많은 생각에 잠기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 

시를 읊는 활동이 많이 나오는데 이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조선 시  선비들

의 유교 정신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이다.

동법 기념비 앞에서 스탬프를 받은 참가자들에게는 간식으로 주먹밥을 

준다. 현재 동법 시행 기념비 앞에는 <사진9>처럼 ‘oo주막’이라는 간이 

휴게소가 존재한다. 이곳을 초가집으로 개조하고, 주먹밥과 같은 간식을 의

뢰하면 삼남길의 옛 정취를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개조할 때는 예천의 

삼강주막(<사진10>)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예천 삼강주막은 1900년 무

렵 건축된 것으로 마지막 주모 유옥련 할머니가 2006년까지 살다 가신 곳이

다. 이곳은 가장 고증이 잘 된 조선 시  주막으로 평가되어 2007년 예천군

에서 옛 모습 로 복원하고, 민속문화재 제134호로 지정되었다. 삼강주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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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용자들은 삼강나루에서 배를 타는 손님들, 상인들, 여행객들이었을 

것이다.26) 따라서 삼남길에 조선 시  주막의 모습을 재현할 때 참고할 만한 

문화재이다.

<사진9> ○○주막 <사진10> 예천 삼강주막27)

다시 길을 떠나 동부공원, 통복천을 지나 12시 30분에 옥관자정에 도착한

다. 옥관자정(<사진11>)에서 잠시 쉬며 옥관자정의 유래와, 삼남로의 중요한 

‘원(院)’이 있던 곳으로 ‘갈원’(<사진12>)이라고 불린 설명을 해준다. 이후 

이곳의 홍보거점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은 후, 15시까지 원균장균묘로 향한

다. 원균장군묘 앞은 <사진13>처럼 널찍한 장소가 있어 참가자들이 활동하

기에 좋은 장소이다. 이곳에서 임진왜란을 위해 싸우다 가신 원균 장균의 

충성심과 용맹함을 느낄 수 있는 간단한 퀴즈 맞히기 활동을 한다. 이후 

16시까지 흰치고개 쉼터(<사진14>)로 향해 그곳에서 잠시 쉰다. 이곳은 지

명에서 알 수 있듯이 옛날 나그네들이 고개를 넘어와서 한 시름 쉬던 곳이다. 

현재에도 이곳은 음식점들과 운동 시설 등이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여유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 이곳에 오래 살았던 어르신들은 이 장소를 ‘백현’이라고 

26) 네이버 지식백과, 예천 삼강주막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98722&cid=40942&categoryId=37713

27) 위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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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기도 한다. 이곳에 장소의 지명을 따라 조선 시  주막을 재현하여 ‘국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면 좋을 것 같다. 음식을 국밥으로 지정한 이유는 

‘국밥’은 조선 시 부터 일반 서민들이나, 혹 길을 떠나는 나그네들이 잠시 

들러 쉽게 먹을 수 있는 중적인 음식이었기 때문이다.

<사진11> 옥관자정 <사진12> 갈원 안내판

<사진13> 원균장군묘 앞 활동 장소 <사진14> 흰치고개 쉼터

이후 참가자들은 17시까지 진위향교로 향한다. 향교는 조선 시  교육기

관이자 유교의 정신을 따라 중국과 조선의 선현(先賢)을 제사 지내던 곳이

다. 이후 과거제가 폐지되면서 교육기관의 역할을 상실하고 제사 지내는 

장소로서만 존재하 다. 이곳에서 공부했던 조선 시  선비들은 문과급제를 

위해 매일같이 제를 올리며 학문수양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참가자

들도 이곳에 가서 제를 올리며 백일장 장원을 기원한다. 이후 이곳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숙소에 짐을 푼다. 숙소는 옛날 진위현 관아가 있던 진위면사무

소(<사진15>) 근처의 초가집이다. 진위면사무소 근처에 초가집을 재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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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진위향교에 있는 건물을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사진16>은 진위향교 홍살문을 들어가면 왼쪽에 보이는 건물로 ‘진

위향교 교육관’이다. 현 에 새로 지어진 건물로 진위향교 관계자들에게 조

선 시 부터 교육적 공간이었던 진위향교의 홍보와 본래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 청소년들의 교육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 

관계자들과 계약이 성립되면 참가자들은 이 장소에서 저녁을 먹거나, 백일

장의 주제 및 조선 시  선비들의 삶에 해 조별로 토론 활동을 할 수 

있다.

<사진15> 진위면사무소 <사진16> 진위향교 교육관

‘진위향교 교육관’은 안에 책･걸상이 갖춰지어 있어서 토론 장소로 적합하

다. 이곳에서 참가자들은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약 한 시간 정도 

조선 시  장원급제한 사람들인 신숙주, 김육, 정철, 이이 등을 선별하여 

그들의 작품을 읊거나 토론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아홉 번 과거시험에 

모두 장원급제한 이이는 특별한 테마를 만들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율곡 

이이는 우리나라 화폐 오천원권에 등장할 정도로 한국의 사상과 문화에 

많은 향력을 끼친 위인이다. 조선 시 의 선비정신을 되새기는 과거길 

체험자들은 우리 고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율곡 

이이의 사상을 탐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토론 활동 때 필요한 자료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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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예시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율곡 이이의 생애와 장원급제

율곡 이이는 26세에 부친상을 당하고 삼년상을 치르는 기간 동안 과거 시험에 

매진한다.

그리하여 3년상을 마친 29세 때 (1564, 명종 19) 생원시 진사시 각각의 초시와 

복시, 그리고 문과의 초시, 복시, 전시 등 일곱 번의 시험에서 장원한다. 13세 때 

진사 초시와 23세 때 별시 초시에 합격한 것을 합치면 총 아홉 번 장원한 셈이다. 

율곡의 천재성을 함축하는 말인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 즉 ‘아홉 번 장원한 

분’이라는 말은 여기서 생겼다.28)

2. 율곡 이이의 작품세계

  (1) <哭退溪先生> (퇴계 선생의 죽음을 슬퍼하며)

良玉精金禀氣純 아름다운 옥 정한 금처럼 타고난 정기 순수하신 데다

眞源分派自關閩 참된 근원은 관민(關閩)에서 갈려나오셨네.

民希上下同流澤 백성들은 위아래로 혜택 입기 바랐건만

迹作山林獨善身 산림에 행적 부여 홀로 몸을 닦으셨네.

虎逝龍亡人事變 호랑이 떠나고 용도 없어져 사람의 일은 변했건만

蘭回路闢簡編新 물길 돌리고 길 열으신 저서가 새로워라.

南天渺渺幽明隔 남쪽 하늘 아득히 저승과 이승이 갈리니

淚盡腸摧西海濱 서해 바닷가에서 눈물 마르고 애가 끊어지옵니다.29)

  (2) <九月十五夜見月感懷三首>중 제2수

世事今休道 세상 일 이제는 말하지 말자.

吾生只可嗟 내 삶이 한탄할 수밖에 없구나.

憤塋荒草木 선영엔 초목이 거칠어 있고

昆季隔山河 형과 아운 산과 물로 막혀 있구나.

覽物思荊樹 物을 보면 紫荊花생각이 나고

論詩廢蓼莪 시 논하다 蓼莪편을 덮고 말았네.

病妻書不至 병든 아내 편지마저 오지 않으니

眠食近如何 잠자리며 먹는 게 요즘은 어떠한지30)

28) 오세진, 2016: 11.

29) 허경진, 1990: 92.

30) 김혜숙, 2001: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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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시 자료집에서 <哭退溪先生>은 율곡 이이가 퇴계 이황이 돌아가신 

후 슬퍼하며 남긴 시이다. 세 는 다르지만, 동시 를 살아간 율곡 이이와 

퇴계 이황은 현 까지도 한국인의 정신에 깃든 선비이다. 참가자들은 그들

의 삶과 사상, 생애를 상기해보며 그들이 현  우리에게 미친 향이 무엇일

지 토론 활동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한시 <九月十五夜見月感懷三首>는 가족

에 한 이이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어 멀리 떨어진 

가족의 안부를 그리워하는 구절에서 가장으로서 느끼는 책임감과 가족애를 

느낄 수 있다. 참가자들은 이 작품을 통해 조선 시  선비들에게 가족이란 

무슨 의미 을지 토론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 활동을 끝으로 첫째 

날 일정은 끝난다. 참가자들이 첫째 날의 활동을 힘들어한다면 일정을 다소 

조정할 수 있다.

둘째 날,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먹고 맑음터공원(<사진17>)으로 

향한다. 이곳에 도착하면 10시 30분 정도 될 것이다. 이곳은 쓰레기 매립장

이었지만 공원으로 재탄생한 곳이다. 참가자들은 이곳에 한 설명을 들은 

후 환경에 해 생각하며 간식을 먹는다. 이후 12시 30분까지 궐리사로 

향하여 공자에게 제를 올리고 유교의 정신에 해 생각해보는 활동을 한다. 

공자는 조선 시  유교 사상의 핵심적인 인물이다. 따라서 조선 시  선비들

은 공자의 논어를 기본서로 생각했고, 공자의 말씀과 행동을 따라 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 에 공자의 유교 정신이 가부장적, 여성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조선 선비들의 삶과 사상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참가자들은 공자상(<사진18>)에서 백일

장을 기원하며 논어의 한 구절을 읊은 후 스탬프와 간식을 받는다. 현재 

궐리사에는 스탬프가 없지만, 이 행사를 기획한다면 임시 스탬프를 찍어 

주어야 할 것이다. 논어의 구절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학업상의 이유로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으므로 자료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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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후 13시쯤 은빛 개울 공원에서 점심 도시락을 먹는다. 점심을 먹은 후 

제7길 독산성 길 걷기가 시작된다. 은빛 개울 공원에서 출발한 후 동탄 어린

이 천문 에서 잠시 쉰 후, 독산성을 향해 오른다. 참가자들이 독산성 세마

(<사진19>)에 오르면 15시 30분쯤 될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며 자유시간을 

가진 후 독산성에서 왜적을 물리친 권율 장군을 조사한다. 권율 장군을 조사

할 때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생애와 업적 등을 1 ~ 2문장 정도로 말할 수 

있을 정도면 될 것 같다. 이때도 스마트폰이 없는 참가자들을 위하여 자료집

에 내용을 넣는다. 진행요원은 임무를 완수한 참가자들에게 스탬프를 찍어

준다.

<사진17> 맑음터 공원 <사진18> 궐리사 공자상 <사진19> 독산성 활동장소

독산성에서 모든 활동이 끝난 후, 16시 30분쯤에 출발하여 세마교를 지나 

용주사에 도착한다. 용주사에 도착하면 18시쯤으로 해 질 무렵이기 때문에 

이곳에 숙소를 정해야 한다.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둘째 날의 마지막 활동을 

수행한다. 활동 내용은 정조 왕의 효심을 상기시킬 수 있게 하려고, 효와 

관련된 한시, 시조를 한 수 읊어 스탬프를 받는 것이다. 조선 시  선비들에

게 효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 하나 다. 따라서 임금에 한 불충(不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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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부모님에 한 불효(不孝)를 엄하게 다스렸다. 이 활동을 수행하며 

현 인들에게 ‘효(孝)’란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효와 관련된 한시나 시조는 스마트폰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아니면 주최 

측에서 미리 준비한 소책자에 자료를 실어도 된다.

셋째 날, 용주사 근처 숙소에서 아침밥을 먹은 후 8시에 출발한다. 배양교, 

고색중보들 공원, 옛 수인선 철도를 지나면 11시쯤에 항미정이 나온다. 항미

정의 이름 유래가 안내판(<사진20>)에 적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항미정

의 이름은 송나라의 문호인 소식(蘇軾)이 중국 항주의 태수를 지낼 적에, 

항주를 표하는 절경인 서호(西湖)가 서시(西施)의 눈썹처럼 아름답다고 

말했던 것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중국의 문사가 말한 것이 조선 시  

정자의 이름으로 채택될 정도면, 우리나라에 중국의 문화가 깊숙이 들어왔

던 것을 알 수 있다. 참가자들은 이 장소에서 조선 시  선비들의 중화 중심 

사상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항미정에서 출발하여 서호공원 입구에 다다르면 서호천을 따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제4길 서호천길이 나온다. 서호공원에서 점심 도시락을 먹은 

후 13시부터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 좋을 것 같다. 현재 수원시 자전거 

‘모바이크’가 운행을 중단하 다. 10월 한 달 동안 국내 A 사의 공유자전거 

750 를 시범 운 31)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 운 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

면 참가자들만 수원시에 협조 요청을 해야 할 것 같다. 참가자들이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조선 시  선비들이 말을 타고 이동한 것의 체활동이다. 앞서 

문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유한 양반들은 말을 타고 과거길에 올랐다. 

말을 타고 가면 걷는 것보다 훨씬 빨랐기 때문에 체력과 시간, 비용을 절약할 

31) 수원 공유자전거 ‘대체’ 안 되네」, 『기호일보』, 2019년 10월 17일 자.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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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현  참가자들이 말을 타고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자전거

를 체해 말타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해봤으면 한다. 다행히 서호천길은 

<사진2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서호천을 따라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자전

거를 탈 수 있는 길이 잘 조성되어있다. 걷기에 지친 참가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약 1시간 정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 14시쯤에 해우재에 다다를 것이

다. 해우재는 조선 시  화장실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참가

자들은 이곳에서 ‘공중화장실이 없던 조선 시 에 길을 가던 선비들이 급한 

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라는 재미있는 상상을 하며 즐겁게 지낼 수 있다.

이후 지지 비까지 약간의 산길을 걸어 올라간다. 지지 비는 정조 왕이 

융･건릉을 참배한 후 떠나기가 아쉬워 행차를 자꾸 지체하자 생긴 이름이라

고 한다.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정조 왕의 효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이곳은 도로개발로 지지 비와 현재 도보 간의 경사가 급해 어린 

참가자들은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약간의 휴식 후 15시에 지지

비를 떠나 의왕시에 들어선다. 골사그내, 사근행궁터를 지나 오메기마을에 

들어서면 약 17시 ~ 17시 30분이 될 것이다. 홍보거점인 음식점에서 저녁밥

을 먹고, 오매기 마을(<사진22>)에 숙소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

셋째 날은 첫째, 둘째 날의 일정으로 참가자들이 많이 지쳤을 것으로 예상

하므로 특별한 활동을 많이 넣지 않았다. 다만 참가자들의 상태나 날씨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활동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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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0> 항미정 이름 유래 <사진21> 서호천 자전거길 <사진22> 오매기 마을 전경

넷째 날은 백일장이 열리는 날이다. 조선 시  과거시험은 새벽부터 

입장하 으나 4박 5일의 일정으로 하기에는 시간, 비용의 제약이 있으므로 

3박 4일 일정 중 마지막 날 오후에 개최하기로 한다. 오매기 마을에서 아침

밥을 먹고 8시에 출발하여 임 군 묘역을 지나 백운호수에 도착하면 10시

이다. 백운호수는 1953년에 준공한 인공호수이므로 조선 시 에는 존재하

지 않았다. 따라서 경치만 잠깐 감상하고 인덕원 옛터로 향하기로 한다. 

11시에 인덕원 옛터 근처에 도착하여 홍보거점에서 점심을 먹은 후 학의천 

근처(<사진23>)로 다시 내려가 13시부터 16시 30분까지 백일장을 개최하고 

수상작을 선별한다. 마침 근처 학의천은 각종 문화행사를 진행하여 시민들

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백일장 장소로 최적이다.32)32) 백일장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참가자들은 진행요원에게 스탬프를 찍은 지도를 보여

주고 참가 자격을 얻는다.

32) 대표적으로 ‘의왕 학의천 노래자랑’이 있으며, 올해(2019년)로 4회를 

맞이하였다. 「의왕시, ‘제4회 의왕 학의천 노래자랑’ 성료」, 『매일일보』, 

2019년 10월 15일 자.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4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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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3> 학의천 백일장 개최장소

백일장의 주제는 삼남로와 연관되거나, 위에서 언급한 문인들의 문학작품

과 관련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때 참가자인 학생과 일반인의 상황에 어울리

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학생부와 일반부의 주제를 따로 설정하는 

것이 좋은데, 학생부의 경우 조선 시  선비들의 과거시험에 일반인보다 

더 쉽게 공감할 수 있어서 시험과 관련된 주제를 설정해도 좋을 것이다. 

‘공부’, ‘출세’, ‘학교’, ‘직업’ 등 단어만을 제시하여 참가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일반부에서는 ‘직장인들의 생활’, ‘가정생활’ 등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응시 분야는 문학작품인 시, 시조, 한시, 가사, 

수필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사실 백일장은 서울 광화문 앞에서 개최해야 조선 시  선비들의 과거시

험을 그 로 재현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콘텐츠는 경기문화재단에

서 주관한 것이므로 삼남길목 어디에선가 시행하면 된다고 본다. 서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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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운 과천에서 개최해도 괜찮으나, 인덕원역 근처가 ‘원(院)’이라는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옛날부터 교통의 중심지 기 때문에 이곳에 오래 

머무르며 나그네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느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 이곳

은 한양으로 가기 전 남태령을 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숙식을 해결하던 

장소 을 것이다. 이곳에 규모로 조선 시  주막과 상점들을 재현하여 

하나의 마을을 조성한다면 참가자들의 백일장 행사와 맞물려 교육,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복합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인덕원 옛터는 역세권으로 토지세와 건물임 료가 매우 비싸다. 주

막과 상점을 재현하려면 적어도 2 ~ 3개의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 하여 사

용하여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미지수다. 그래도 재현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한다면 다음 <사진24> ~ <사진26> 근처이다. <사진24>는 하천

에서 올라오면 바로 보이는 계단으로 이 계단을 오르면 <사진25>의 길이 

나온다. 수많은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인덕원역까지 펼쳐져 있어 이곳이 옛

날부터 나그네들이 쉬어 가던 쉼터 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이곳이 현

식으로 개발되지 않고 초가집과 기와집으로 된 주막이었다면 외국인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진

26>은 인덕원 옛터로 추측되는 곳이다. 지금 이곳은 비석 하나로써 그 장소

를 알리고 있지만, 예전 이곳은 남태령으로 넘어가기 전 쉬어 가던 곳이다. 

또한,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들은 서울로 넘어가기 하루 전인 이곳에서 서책

을 뒤적이며 과거시험 예상문제를 추측해보고, 마지막 공부 정리를 했 
것이다. <사진27>은 조선 시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들이 정리했던 예상문

제이다. 참가자들은 이런 문헌 자료를 통해 옛사람들도 현 인들과 비슷한 

사고를 지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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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4> 인덕원 옛터 가는 길 <사진25> 조선 시대 마을 재현장소

<사진26> 인덕원 옛터 표석
<사진27> 조선 시대 과거시험 

예상문제33)

백일장에 참가한 후 결과를 발표하고,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16시부터 18

시까지 저녁 만찬을 즐긴다. 과거시험 장원급제를 바라는 옛 선비들의 마음

을 따라 음식 메뉴 이름은 ‘과거 한상’, ‘장원 한상’, ‘어사화 한상’이라고 

이름 붙인다. 주요 음식은 조선 시  표적인 잔치 음식인 닭백숙, 삼색 

33)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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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물, 국밥, 전, 식혜(어사주 신), 떡, 한과로 구성하여 조선 시  선비들의 

음식문화도 체험해보는 것이 좋겠다. 특히 백일장 장원에게는 앵삼(鶯衫)을 

입히고 어사화를 꽂고 여건이 되는 장소에서 말을 타고 한 바퀴 돌면서 

축하를 해준다. 과거 합격 발표부터 축하 행사까지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두 조선 시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자료집에 실린 이 자료를 보며 자신들이 참가한 백일장의 

과정이 과거시험의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저녁 만찬을 즐기면 해가 져서 제1길을 진행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여러 명이 걷고 진행요원의 수를 좀 더 보완한다면 안전하게 걸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원하지 않는 참가자들은 집에 돌아가게 한다. 제1길은 9.7km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므로, 18시부터 20시 30분까지 걸으면 된다. 이 

일정을 끝으로 3박 4일의 과거길 장정이 끝난다.

참가자들은 3박 4일의 일정 동안 조선 시  선비가 되어 살다 간다. 비록 

풍경과 의식주에서 완벽한 재현을 할 수 없지만, 편리한 현 의 교통수단 

신 오직 두 다리로 걸었던 경험은 학업, 직장생활 등으로 지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참가자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또, 조선 시  선비

들이 양반으로 태어나서 무위도식한 것이 아니라 과거 합격을 위해 학업에 

한 끊임없는 정진과 험난한 과거길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는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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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길 재현과 체험: 1일 여정의 ‘과거길 한나절 걷기’

3박 4일의 장정을 걷기에 체력적･시간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에 제1길부터 제10길까지 구간별을 각각 체험할 수 

있는 일정을 기획해야 한다.

참가자들은 제1길부터 제10길까지 자신이 가고 싶은 구간만을 선택하면 

된다. 앞에서 제시한 ‘과거길 장정’은 3박 4일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길은 구간을 선택하여 한나절, 즉 약 4 ~ 5시간 정도면 걸을 수 있는 길이다. 

따라서 어린이(12세 이상, 초등학교 5학년 이상)부터 성인까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이다. 전 연령을 아우를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삼남길

이 홍보되고 지속할 수 있는 타당성이 생긴다. 이에 이 체험은 삼남길의 

홍보와 유지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길을 체험하는 주요 주제는 

3박 4일 ‘과거길 장정’과 같다. 즉, 조선 시  선비들이 이 길을 걸으며 

한양에 올라갈 때 무슨 생각을 하며, 과거 공부를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보는 

것이다.

‘과거길 한나절 걷기’ 체험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3박 

4일 ‘과거길 장정’ 일정 중 부분별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 이때 각 지역 

행사와 연관한다면 더 많은 사람을 불러모을 수 있다. 삼남길이 지나가는 

지역은 평택시, 오산시, 수원시, 의왕시, 안양시. 과천시이며, 이 지역들의 

표적인 행사 시기와 내용을 각 시청 홈페이지34)에서 검색하여 다음 <표2> 

34) 평택시청, https://www.pyeongtaek.go.kr/alrimi/festival/list.do?mId=0101000000

 오산시청, http://www.osan.go.kr/osanCulture/contents.do?mId=0500000000

 화성시청, http://www.hscity.go.kr/www/user/eventCldr/BD_selectEventCldrCalList.do

 수원시청, http://www.suwon.go.kr/web/visitsuwon/tour02/pages.do

 의왕시청, https://www.uiwang.go.kr/culture/festa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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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하 다. 행사 선택 기준은 삼남길과 관련하여 진행할 수 있는 행사

와 매년 봄과 가을에 개최되는 행사 위주로 구성하 다. 그러나 추후 주최 

측과 협의하여 다른 행사와도 결합할 수 있다.

<표2> 삼남길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와 일정

시기 행사 주관/주최

평택시
5월~11월 평택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평택시/(재)평택시청소년재단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3월~11월 평택시티투어 평택시/평택문화원

오산시

매년 4월 오산천 두바퀴 축제 오산시/오산문화재단

매년 10월
오산독산성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
오산시/오산시체육회

매년 10월 독산성문화제 오산시/오산문화재단

화성시

8월 화성 송산포도축제 화성시/화성송산포도연합회

10월 정조효문화제 화성시/화성시문화재단

10월 화성 학생동아리 축제 화성시/화성시인재육성재단

10월 청소년 무박2일 캠프 화성시/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수원시

10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10월
전국 초, 중, 고등학생 효 

실천 토론 대회
수원시/경기대학교

의왕시

4월~6월,

10월~11월
두발로 DAY 걷기 행사 의왕시 환경과

음력

5월5일경
단오축제 의왕시 문화체육과

9월 백운예술제 의왕시 문화체육과

안양시 상시 문화관광해설 안양시청/문화관광과

과천시 9월 과천축제 과천시 문화체육과

안양시청, https://www.anyang.go.kr/main/contents.do?key=1602

과천시청, http://www.gccity.go.kr/tourFestival/page.do?mCode=C020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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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에서 제시한 행사와 연관하여 활동하려면 먼저 주관･주최 측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이후 협약을 맺으면 기존의 행사 일정에 ‘과거길 걷기’ 

활동을 추가하여 일정을 조정하여 홍보한다. 일정을 조정할 때에는 이 논문

에서 제시하는 ‘한시 읊기, 조선 시  주막재현, 역사적 위인･사건과 관련된 

퀴즈 맞히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한 후, 백일장 개최 계획을 삽입한다. 

예를 들어 ‘평택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 중 ‘과거길 걷기’ 활동을 추가하

여 평택시의 학교에 공문을 보내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 국어, 역사, 지리 

과목과 연관된 활동이기 때문에 각 과목 교사들에게도 연수시키고, 교사들

이 인솔하여 학생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기 위해서는 입시와 연관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교육청의 지침을 준수

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 측과 협의하여 봉사활동 시간 부여나 생활기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 역에 기록할 수 있다.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참가

하는 각 지역의 행사들 경우, ‘과거길 걷기’를 추가하여 따로 신청을 받고, 

홍보하여 일반인을 모집할 수 있다.

1일 여정의 두 번째 방법은 3박 4일 ‘과거길 장정’에서 제시한 콘텐츠 

활동 외에 다른 내용을 기획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제10길을 예시로 

제시하겠다. 제10길인 소사원길은 안성천교부터 원균장군묘까지이다. 이곳

을 선택한 이유는 충청도로 가는 경계지역이며, 15.6km의 긴 코스를 지니고 

있어 한나절 일정을 계획하기에 적절한 거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평택지역인 제10길은 조선 시  문인들의 글귀를 활용하여 참가자들의 활동

을 기획할 수 있다. 다음은 박서생(朴瑞生, 미상 ~ 미상), 노숙동(盧叔仝, 

1403 ~ 1463), 서거정(徐居正, 1420 ~ 1488)이 평택지역에 해 남긴 글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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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서생(朴瑞生) “물 천천히 흐르고 산 낮으며 옥야는 평평한데, 주민들은 곳곳

마다 밭갈이를 일삼는다.”

･ 노숙동(盧叔仝) “기름진 들 멀리 손바닥 모양 편편한데, 농부들 도롱이 삿갓 

쓴 채 구름 헤치며 밭을 간다. 봄바람 질펀한 들엔 꽃바다 이루었고, 밭머리선 

꾀꼬리가 아래위로 날며 운다.”

･ 서거정(徐居正) “한 언덕 약간 높게 사면이 편편한데, 날 저물면 돌아와서 외로

운 정자에 올라본다. 이 지역 본래 바다와 가까워서 물고기･게가 풍부하고, 

들엔 이미 가을 깊어 벼농사로 가득 찼다. 구름 한 점 없는 긴 창공(蒼空)엔 

기러기 그림자 머금었고, 조수 돌아온 옛 나루터선 용(龍) 비린내 풍긴다. 내 

집에 수경(數頃) 황무(荒蕪)한 밭이 있으니, 어느 날 찾아와서 백조(白鳥)와 

맹약할꼬.”35)

이들 문인이 한결같이 노래한 이 지역의 풍경은 논과 밭을 경작하는 농부

들의 풍경이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비옥한 평야를 지니고 있었는데 현 에

도 그 풍경이 남아 있다. 참가자들은 이곳을 견학하며 조선 시  선비들이 

이 지역을 지나 한양에 과거를 보러 가면서 느꼈을 여유를 체험할 수 있다. 

과거를 보러 가는 조선 시  선비들이 마냥 과거시험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직 한양에 가려면 며칠 정도의 소요기간이 있으므로 주변의 경치

를 눈과 마음에 담으며 정신을 맑게 했을 것이다.

참가자들은 제10길을 걷기 전 진행요원이 나누어 준 박서생, 노숙동, 서거

정의 글귀 카드를 읽고 15.6km를 체험하며 이 글귀와 가장 부합하는 경치를 

사진 찍은 후에 경기 옛길 SNS에 올릴 수 있다. 사진을 올릴 때 이 사진을 

찍은 이유도 간단히 적어야 한다. 타당한 이유를 들어 사진을 올린 참가자들

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준다.

35) 한국고전종합DB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9권, 충청도(忠淸道) 평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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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길 콘텐츠 구축 의의

삼남길에 과거길 콘텐츠를 구축하는 의의는 현 인들이 옛사람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걷고 싶은 길로 만들어 사라지지 않는 길로 

만들기 위함이다.

우선, 과거시험을 보러 가는 옛 선비들의 풍경을 재현하는 것 자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과거제도에 관한 학계의 연구가 매우 많지만 과거시험

을 보러 가는 길에 관한 연구는 없다. 여행 책자나 지리서에서 어떤 길이 

옛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 다는 언급 정도가 존재할 뿐이다. 이런 

간단한 언급을 확 해 콘텐츠화한다면 풍부한 관광,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현 인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콘텐츠화

방안은 앞서 제시한 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의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주막 재현이 우선이다. 현재 삼남길은 도로만 남아있 뿐, 조선 시 를 

연상시키는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옛것을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그 자취를 남겨주는 것 또한 현 인들이 해야 할 의무이다. 삼남

길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만이라도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삼남길과 

관련된 콘텐츠를 구축해야 한다. 물론 비용과 관련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타협점을 찾아 조선 시  주막 재현과 

같은 가시적인 건물 구축부터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과거길과 관련된 주제로 백일장을 개최함으로써 삼남길에 한 관

심을 높일 수 있다. 삼남길, 넓게 보면 경기 옛길에 한 홍보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학생부, 일반인 백일장을 개최하여 경기 옛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연구자를 양성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학생부 백일장을 

통해 관련 기관들이 협동한다면 홍보와 활성화가 극 화될 것이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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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의 관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 학교의 교육과정은 체험을 중요시한다. 체험학습을 하게 되면 결석

이 아닌 출석으로 인정해줄 만큼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장려한다. 이에 부모

님들과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체험학습 기관을 섭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여건이 안 되는 학생들은 이 체험학습 기회에서 소외되어 

보이지 않는 문화적 격차가 생긴다. 따라서 이런 체험학습은 학교에서 공식

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물론 학교에서도 안전상의 이유로 교사들이 꺼리고 

귀찮은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교사의 작은 희생과 부모님들의 작은 

관심이 합쳐진다면 학생들에게 매우 큰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경기 옛길 

주최 측에서는 이런 교육사업을 학교에 홍보하여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요즘 학생들이 체험을 가기 위해서는 25~30명의 한 학급당 총 

2명의 인솔자가 학생들을 데리고 가게 되어있다. 보통 담임교사 1명, 부담임

교사 1명이 인솔하여 가지만, 소규모인 5~6명이 참여하는 체험학습에서는 

교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과거길 체험활동은 

인솔교사 1명 이외에 봉사자와 연구자 등이 동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안전한 교육 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셋째, 경기 옛길을 관통하는 모든 도시의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지금까

지 지역의 경제활동을 책임졌던 문화콘텐츠는 그 지역 출신의 인물소개, 

명승지 방문 같은 상투적인 것들이었다. 삼남길 콘텐츠 기획은 제주도 올레

길과 지리산 둘레길처럼 성공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으며, 지역 경제를 활성

화할 수 있는 문화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백일장을 개최하지 

않을 때도 일반 관광객을 위한 길 안내판을 세워 홍보를 해야 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각 지역의 축제 행사에 ‘과거길 반나절 걷기’를 추가하여 

더욱 많은 사람의 관심을 모으려고 계획하 다. 이외에도 역사적으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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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길은 비석을 세우고 관련 기록을 새기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기존의 지게 

모양의 안내판을 활용하여 평택지역을 읊은 문인들의 시구나 과거를 보러가

는 선비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길 수 있다. 아니면 <사진28>36)처럼 나무판

으로 제작한 안내판을 매달 수도 있다.

<사진28> 삼남길 안내판 예시

36) <사진28>은 경기도 안산시 갈대습지 가는 길에 있는, 시가 새겨져 있는 나무판으로 

필자가 직접 찍은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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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 결론

걷고 싶은 길이란 어떤 길일까?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제주도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을 생각해보면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며, 문화재가 잘 보존된 곳이다. 올레길과 둘레길은 위의 조건을 충족했

기에 여전히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그러나 경기 옛길은 한라산, 지리산처럼 

화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인적이 드문 곳이 많아 사람 사는 

분위기를 풍기지도 않는다. 따라서 성공적인 길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민(

民)･관(官)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방편의 하나로 조선 시  과거길 복원과 콘텐츠 재현

을 제안하 다. 삼남길은 남쪽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한양에 가기 위해 

거쳐가야 하는 길이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특히 과거시험 

합격이라는 의무를 지고 있는 조선 시  선비들에게는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가야 하는 길이었다. 그러나 현재 삼남길에 조선 시 의 흔적과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장치가 재현되어 있지 않다. 향교와 동법 시행 기념비와 

같은 역사적 장소에서 선비들과 위정자들의 자취를 찾을 수 있으나 그 정신

까지 현 인들이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조선 시  

선비들의 정신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3박 4일의 ‘과거길 장정’과 

1일 여정의 ‘과거길 한나절 걷기’ 활동을 기획하 다. 주요 활동 내용은 ‘한시 

읊기, 유교 경전 읊기, 퀴즈 맞히기, 조선 시  주막 체험, 백일장 회 참가’

이다. 그 장소와 관련된 역사적 위인의 한시와 유교 경전을 읊는 활동을 

통해 조선 선비들의 문(文) 숭상 정신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고 지식을 쌓을 

수 있게 제안하 다. 또 삼남길에 역(驛)과 원(院)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조선 시  주막재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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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이 제안하는 콘텐츠 재현방법은 지자체의 관심과 경제적 비용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옛길을 복원하여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측면에서 꼭 

해야 할 과제이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콘텐츠 재현이 역사적 위인들과 

관련된 문학작품 읊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아쉬움이 남지만, 조선 시  

선비들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고 1일이나 3박 4일 동안 걸으면서 쉽게 

활동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라 제안하 다. 이 제안이 학교, 교육단체, 각 

지역의 행사 주최 단체들에 유용한 체험형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삼남길이 

걷고 싶은 길로 가는 한 방편이 되기를 바란다.



228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가. 단행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 『조선 양반의 일생』, 파주:글항아리.

이원명. (2004).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연구』, 서울:국학자료원.

정구선. (2010). 『조선의 출셋길, 장원급제』, 서울:팬덤북스.

백두현. (2011). 『한글편지로 본 조선시대 선비의 삶』, 서울:역락.

박병련･곽진･이헌창･이영춘. (2007). 『잠곡 김육 연구』, 파주:태학사.

오세진 역해. (2016). 『율곡 이이 직간』, 서울:홍익출판사.

허경진. (1990). 『한국의 한시6』, 서울:평민사.

나. 학술논문

김선혜･김상헌. (2013). 「삼남길 조성과 운영모델」.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

회 논문집』: 375 ~ 376.

김선혜. (2014). 「경기옛길의 지속적인 운영 방안 연구 일본 구마노고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16 : 1 ~ 22.

김혜숙. (2001). 「율곡 이이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6: 309 ~ 377.

정대훈. (2014). 「옛길의 문화재적 가치와 활용-경기옛길의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15: 21 ~ 39.

원영환. (1995). 「조선시대 교통로와 역 ･원제의 고찰-서북로와 동북로를 중심으

로」. 『향토사연구』 제7집: 5 ~ 21.



2019 경기도 역사문화탐방로 논문 공모집 | 노목화  229

다. 홈페이지

「수원 공유자전거 ‘대체’ 안 되네」, 『기호일보』 2019년 10월 17일자

「의왕시, ‘제4회 의왕 학의천 노래자랑’ 성료」, 『매일일보』, 2019년 10월 15일자.

한국고전종합DB, 『조선왕조실록』, 태조 1년 임신(1392) 7월 28일(정미).

한국고전종합DB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9권, 충청도(忠淸道) 평택현.

한국국학진흥원, 스토리테마파크.

네이버 지식백과.

평택시청･오산시청･화성시청･수원시청･의왕시청･안양시청･과천시청 홈페이지



230  

Abstract

Joseon Dynasty National Examination 

roads restoration and

Reproduction of contents

Ro Mok Hwa

Samnam-gil was the main road for travelers in Yeongnam, Honam, and

Chungcheong Province to go up to Hanyang. Products and people moved 

along the way. Among them were scholars who went to see National 

Examination with a dream of Chungwoon. For the scholars of the Joseon 

Dynasty, passing National Examination was the best way to shine a family 

and achieve a personal film. However, at present Samnam-gil cannot find 

traces of scholars who go to see the past. The Confucian culture, which 

served as our ideological order for 500 years of Joseon Dynasty, is different 

from modern times, but some of them are important cultures that are worth 

inheriting to modern people. This study proposes to restore National 

Examination paths of the scholars of the Joseon Dynasty as a way to 

provide knowledge to the modern people, to reproduce the contents there, 

and to experience the modern people first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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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thod of restoring National Examination road proposed in this 

paper is to find and test reliable data from historical literature. Therefore,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on National Examination system and 

National Examination roads, we proposed the reproduction of conten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Chosun Dynasty, thatched houses, construction 

of Jangseung and Jeongjamok on Samnam-gil. When National 

Examination road was restored, the GyeongGi old road host walked 

together from the 10th to the 1st path with the participation of students 

and the general public, and planned to indirectly feel the Confucian culture 

and spirit of the scholars of the Joseon Dynasty. The schedule of recreation 

and experience of National Examination was named 'National Examination 

road long-distance walking' on the four days and three nights and 'Half 

Day Walk' of day´s journey. The main activities of this program are 'Old 

poem recite, Confucian scriptures recite, To keep up with a quiz, Joseon 

Dynasty's inn experience, and participation in the writing contest’. The 

one-day itinerary was planned in terms of publicity and maintenance of 

Samnam-gil because there is no time and physical burden. Linking with 

local events will have a complex effect on economic, cultural and 

educational aspects.

The significance of building National Examination roads contents on 

Samnam-gil is to indirectly experience the lives of the old people and 

to make Samnam-gil into a path to walk. Through this content, it is 

possible to recreate the landscape of National Examination roads of the 

Joseon Dynasty, promote the spread of Samnam-gil more widely, and 

revitalize the city's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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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nt reproducing method proposed in this paper can have a lot 

of interests and various restrictions in the interest and economic cost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it is a must-do in terms of preserving and 

spreading the culture of Korea by restoring old roads. In addition, the 

content of the activities tends to focus on the literary works related to 

the historical great people, but it is unfortunate. Suggested. It is hoped 

that this proposal will be a useful hands-on educational resource for 

schools, educational organizations, and organizing organizations in each 

region, and will be a way to make Samnam-gil a way to go.

Keywords

GyeongGi old road, Samnam-gil, National Examination, 

National Examination roads, scholars of the Joseon Dynasty, 

content, education, writing con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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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근

1. 의주로 유래와 개요

1.1 의주로 유래와 의주길 조성1)

일명 연행로(燕行路) 또는 서북로(西北路)라고도 불린 의주로는 조선 시

 6 로 중 서울(漢城)과 의주(義州)를 연결하는 총연장 1,036 里의 교통로

로 중국(명, 청)을 잇는 국제선 교통로 다. 조선은 지금의 서울인 한양으로 

천도한 이후 한양을 중심으로 한 ×자형 간선도로망을 구축하 는데, 한양에

서 의주까지 의주로(義州路) 또는 의주 제1로(義州第1路)를 구축하여 경기

도의 서도(迎曙道), 황해도의 금교도(金郊道), 평안도 동도(大同道)의 

세 역도(驛道)에 소속된 30여 개의 역참과 여러 개의 지선을 연결함으로써 

서북지방의 교통망을 조성하 다.

당시 의주로는 중국으로 통행하던 중요한 육상 교통로로서 사신들의 내왕

1) 이 글에서는 서울에서 의주까지 전체노선에 대해서는 ‘의주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경기 
옛길의 개념으로 조성한 길은 ‘의주길’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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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잦아 특히 사행로의 역할이 컸으며 양국 사신들의 숙박과 역마를 제공하

기 위하여 관(館) 또는 참(站)을 설치하 다. 사신들의 왕래는 조공무역과 

사무역 등의 상업 활동을 수반하 으며, 압록강 변의 개척과 여진 방어를 

위한 4군 및 진보 등 관방시설의 설치를 계기로 서북방면의 교통은 외교 

및 교역뿐만 아니라 군사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 다.

조선 시  조성된 의주로는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유지되었으며, 의주로를 

근간으로 경의선 철도가 놓 다.2) 하지만한국전쟁과 이로 인한 분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의주로는 끊어진 상태이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 옛길을 복원하여 지역의 문화유산을 도보길로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역사문화탐방로를 개척하 는데, 2012년 10월 삼

남길 경기도 구간 개통을 기점으로 남길, 의주길이 차례로 개통되었다. 

‘경기옛길’ 조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선으로 연결함

과 동시에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일부 구간은 옛길 원형노선에서 벗어난 

체로를 조성하 는데, 의주길 역시 마찬가지이다.

의주길 경기도 구간은 서울을 벗어나 고양에서 시작하여 파주를 거쳐 

개성에 이르는 구간인데, 현재 파주 이북구간은 DMZ와 군사시설,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인해 끊어진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조성된 의주길은 

원형노선에서 벗어나 파주 임진각을 종점으로 설정하여 조성되어 있다.

2) 경의선은 의주로 옛길을 따라 설치된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옛 의주로가 지나는 주요 도시를 
경유하며 의주까지 연결되었다. 1904년에서 1906년 사이에 건설된,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길이 518.5km의 복선철도로, 해방 당시의 영업 구간은 706km에 달했다. 1906년 4월 3일 
용산과 신의주 사이의 철도가 완전히 개통되었으며, 경부선과 연결되어 한반도를 동남에서 서북
으로 종관하는 철도로서 역할을 했다. 경의선은 일제의 한국 지배와 대륙침략을 위한 간선철도로
서 수많은 지선이 연결되어 운수 교통량이 전국 철도 중에서 가장 많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간이역과 사람들」,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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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글은 남북화해와 평화 시 에 비하여 파주 이북구간(임진강 

기점 북쪽 구간)의 의주길 원형 노선의 개통을 고려하여 원형 노선에 해 

고증하고, 더불어 원형 구간에서 남아 있는 역사문화유산을 발굴하여 ‘민간

인 통제구역’ 내에 있는 의주길 원형 노선 개척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는 데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더불어 임진나루에서 개성에 이르는 구간에 

해 임시개통 등 DMZ 내 개통 가능성에 해 현장조사를 토 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2 문헌상에 기록된 의주로 노선

의주로 원형 노선에 해서는 많은 연구자에 의해 다루어져 왔다. 이 글은 

의주길 경기도 노선 중 DMZ 구간(임진강 북편에서 개성 구간)이 주요 상

이므로 본 절에서는 의주로 원형 노선과 경기도 구간 노선에 해 그간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3)

의주로는 일찍이 삼국시  고구려의 국내성과 평양성 사이에 17개 驛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삼국시 부터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의주로

의 본격적인 개발은 도읍을 개경으로 정한 고려 시 부터이다. 이후 의주로

는 조선 시 에 이르러 도성 및 지방의 도로 조성과 역참제도 개편에 따라 

더욱 정비되었다.

조선 시  지리학자 신경준이 집필한 도로고(道路攷)에 의하면(숫자는 

각 구간 간의 거리표시임) 의주로는 다음의 경로를 거치게 된다.

京城-10弘濟院-10磚石峴-5黔岩店(昌陵店)-7新院-15高陽郡-5碧蹄驛-10分水

3)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삼남길, 의주길 연구』, 「경기옛길 삼남길･의주길 개발 및 활용 연구보고
서 1」, 2014.1, 181~21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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院-15廣灘-15坡州-15臨津-10東坡驛-10長湍府-10板積橋-15吹笛橋-10開城

府-25靑石洞撥站-15豆石隅-5金川郡-30舊金川-15五叱古介-12金陽峴-3平山

府-10車嶺-10金郊驛-10葱秀站-20安城撥站-10上車嶺-20瑞興府-15西山撥站

-25釰水驛-30鳳山郡-7洞仙嶺-8舍人岩-30黃州-30駒峴-12中和府-25地突撥

站-10永濟橋-10大同江-3平壤府-10江東橋-15釜山撥店-15順安郡-15岩赤川

-15冷井撥站-10於波院-15肅川府-15新行院-15雲岩撥站-15長野-10墨峴-10

安州-5淸川江-15赤峴-10廣通院-10大定江-20嘉山郡-5曉星嶺-15納淸亭-10

九鼎成(城)撥站-20月乃橋-10定州-15堂峨嶺-15郭山郡-40宣川府-25東林山城

-25鐵山府-15西林山城-15龍川府-40串津江-5所串撥站-15箭門嶺-20義州-10

鴨綠江

김정호가 저술한  동지지에서 의주로는 다음과 같다.

경도(京都)-10병전거리(餠廛巨里)- 소록반현(踰大小綠礬峴)-3양철평(梁鐵

坪)-경관기(徑關基)-7박석현(礴石峴)-3검암참(黔巖站;舊擺撥)-덕수천(德水

川)-7여현(礪峴)-5신원(新院;分岐)-10고양(高陽)-벽제역(碧蹄驛)-5혜음령(惠

陰嶺)-5세류점(細柳店)-5쌍불현(雙佛峴)-5분수원(焚修院)-7신점(新店)-5광탄

천(廣灘川)-8파주(坡州)-10이천(梨川)-5임진도(臨津渡)-5동파역(東坡驛)-10

유현(柳峴)-5장단(長湍)-2오목리(梧木里)-8견양암(見樣巖)-5조현발소(調絃撥

所)-5판적천교(板積川橋)-10취적교(吹笛橋)-경서적전탁타교(經西籍田槖駝

橋)-10개성(開城)-오정문(五正門;옛宣義門)-10미륵당(彌勒堂)-15청석동발소

(靑石洞撥所)-10청석관(靑石關)-5두석우(豆石隅)-5구금천(舊金川;興義驛)-5

병전거리(餠廛巨里)-10 현(大峴)-10금천(金川)-5저탄진(猪灘津;分岐)-10의

현(衣峴)-8금암역(金巖驛;踰金巖峴)-7평산(平山)-10차령(車嶺)-10보산역(寶

山驛;分岐)-5석우발소(石隅撥所)-5총수(葱秀)-20안성발소(安城撥所)-10상차

령(上車嶺)-10병암점(屛巖店)-10서흥(瑞興;分岐)-15토교(土橋)-8서산(西

山)-7흥수원(興水院)-10인수역(釼秀驛;分岐)-5산수원(山水院)-10합룡점(合龍

店)-15봉산(鳳山)-10동선령(洞仙嶺)-5동선관(洞仙關;舍人巖)-5소동선령(小洞

仙嶺)-5이우(利隅)-5구교(龜橋)-어초천(於草川)-10황주(黃州)-5강계현(岡谿

峴)-15흑교천(黑橋川;肅宗 大路 要衝設鎭)-5저복발소(貯卜撥所;흑교천에서 저

복발소까지를 속칭 長嶝이라함)-15구현(駒峴;兩西 分界, 신∙구감사 交龜)-5주

염정(周冉亭)-5중화(中和)-10만리교(萬里橋)-5 정참(大井站;地突撥所)-10

제교(永濟橋;石橋)-10장림(長林)- 동강(大同江)-5평양(平壤;分岐)-10서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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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施院)-5강동교(江東橋)-10부산발소(斧山撥所)-15석우점(石隅店)-10순안

(順安)-15암적천(巖赤川;分岐)-15냉정발소(冷井撥所)-10어파현(於坡峴)-20숙

천(肅川)-15신행원(新行院;一云楓川院)-15운암발소(雲巖撥所)-15장평(長

坪)-10묵현(墨峴)-5안주(安州;分岐)-청천강(淸川江)-10적현(赤峴)-10광통원

(廣通院;分岐)-5발소(撥所)-5 정강진두(大定江津頭)-15서방교(西方橋)-5가

산(嘉山)-2효성령(曉星嶺;要害處)-18납청정(納淸亭)-10구정발소(求井撥

所)-25달천교(撻川橋)-5정주(定州)-15당아령(當峩嶺)-10사송천교(四松川

橋)-5곽산(郭山)-5삼장천석교(三長川石橋)-5신현(薪峴)-5철마천교(鐵馬川

橋)-5사현(蛇峴)-이현(泥峴)-10임반참(林畔站)-10선천(宣川)-15당도현(唐道

峴)-5청강참(淸江站;分岐)-15봉황현(鳳凰峴)-15철산(鐵山)-30자작현(自作

峴)-10용골산성(龍骨山城)-10용천(龍川)-15지경현(地境峴)-20고진강(古津

江)-15전문령(前門嶺)-15의주(義州)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여지고(輿地考)의 도리안(道里條)에서 경

성 ~ 의주 제1로로 편성되었는데, 그 경로는 다음과 같다.

서울-30신원(新院)-10고양(高陽)-40파주(坡州)-40장단(長湍)-40개성부(開城

府)-25청석동발소(靑石洞撥所)-20금천(金川)-30구김천(舊金川)-30평산(平

山)-10차령(車嶺)-10금교역(金郊驛)-40상차령(上車嶺)-20서흥(瑞興)-40검수

(劒水)-30봉산(鳳山)-10동선령(洞仙嶺)-10사인암(舍人巖)-30황주(黃州)-30구

현(駒峴)-11중화(中和)-45 동강(大同江)-5평양(平壤)-50순안(順安)-30냉정

발소(冷井撥所)-30숙천(肅川)-30운암발소(雲巖撥所)-30안주(安州)-30광통원

(廣通院)-10 정강(大定江)-20가산(嘉山)-5효성령(曉星嶺)-55정주(定州)-15

당아령(當峩嶺)-15곽산(郭山)-40선천(宣川)-25동림산성(東林山城)-25철산(鐵

山)-15서림산성(西林山城)-15용천(龍川)-40 관진강(串津江)-25전문령(箭門

嶺)-25의주(義州)까지이다.

위의 문헌 자료를 통해 의주길 경기도 구간은 신원, 고양, 파주, 장단, 

개성으로 이어지는 구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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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지도로 살펴보는 의주로의 원형(고양, 파주)

고양, 파주지역의 옛 지명과 도로의 형태가 자세히 그려진 고지도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여지도(輿地圖), 광여도(廣輿圖), 해동지도(海東地圖) 등이 있다.

경기도 북부의 전체를 묘사한 고지도 중 ｢여지도-경기도｣를 살펴보면 

한양에서 출발하는 서북 방향 의주로의 노선이 고양을 거쳐 파주 임진나루-

장단-개성으로 향하는 것을 알 수 있다.4) ｢광여도｣의 고양지역과 파주지역 

지도를 살펴보면, 관할지역에 형성된 자연지형(하천, 산)은 물론, 관아 터, 

역원, 정자 등 행정관서도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어 이 지역의 형세를 잘 

파악할 수 있다. ｢광여도-고양군｣에는 읍치인 고양관아는 물론 중국 사신을 

맞았던 벽제역(碧蹄驛, 사적 144호), 고양향교, 조선왕릉(서오릉) 등이 그려

져 있는데, 이 지역은 의주로 옛길이 지나는 주요한 구간이기도 하다.5) ｢광

여도-파주목｣은 서쪽을 위로 향해 그렸다는 특징이 있다. 동쪽에서 들어온 

임진강이 파주 본 읍을 감싼 후 서쪽으로 빠져나가는 모양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특히 임진강변으로 여러 개의 정자들이 그려져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임진강의 경치가 뛰어났음을 말해 주는데, 의주로를 따라 연행길을 

오가던 사신들은 임진강에서 유람을 하기도 했다.

｢해동지도｣는 고양･파주의 도로체계가 잘 드러나는 지도이다. 1413년(태

종13)에 고봉현과 덕양현을 합하여 고양(高陽)을 만들고 고을을 다스리는 

현감을 두었던 곳이 현재의 경기도 고양시 일 이며, 고양동이 과거의 중심

지에 해당한다. 지도에는 읍치와 관아에 배치된 부속 건물들이 자세히 그려

4) 여지도(輿地圖)〈古4709-7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지도에서 산지는 청색, 하천은 푸른
색으로 채색된 필사본이다. 

5) 광여도(古4790-58) ; 조선 후기 19세기에 만들어진 전국 군현 지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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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으며, 도로는 로-중로-소로 등으로 자세히 그려져 있는데, 한양에서 

출발하여 석현을 넘어 파주를 통해 의주까지 통하는 로가 읍치를 지나고 

있다. 벽제역, 덕수원(삼송동), 벽제점, 신원점 등의 역원, 점막(여관, 주막)이 

도로변에 위치하 음이 지도에 나타나 있다. 파주의 중심지는 파주시 파주

읍 파주리(주내리)이다. 임진강의 남쪽에 위치하며 임진도(臨津渡)를 비롯

한 나루터가 발달하 고, 임진강을 따라 화석정(花石亭, 파평면 율곡리), 내

소정(來蘇亭) 등 정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읍치 안의 건물들과 

군기고(軍器庫)가 확인된다.

｢1872년 지방도-고양군 지도｣에는 여석현, 망객현, 혜음령 등의 고갯길이 

묘사되어 있는데, 중국사신 이나 연행사신도 혜음령에서 벽제관(읍내), 망객

현, 여석현을 거쳐 서울로 오갔다. 벽제관은 지도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국사

신 이 입경 전 반드시 묵은 후에 의관을 갖추고 도성을 향했다. 망객현은 

정상부에 옛길이 남아 있으며, 이름 그 로 중국의 손님을 바라보았다는 

데서 붙인 고개라고 한다. 현재 망객현 서쪽으로 서울시립승화원(구 벽제화

장장)이 있다.

｢1872년 지방도-파주지도｣에는 혜음령과 파주목, 임진강이 그려져 있고, 

의주 로는 본래 지도상에서는 특별한 표시 없이 다른 도로와 비슷하게 

그려져 있다. 지도에 보이는 임진강은 예나 지금이나 수도 서울 방어의 전략

적 요충지 다. 임진나루에 진서문이 보인다. 임진나루는 선조의 의주 몽진 

시 배를 댔던 곳이며, 인근에는 화석정이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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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여지도 – 경기도 부분 <그림2> 1872년 지방도 - 파주지도

1.4 근･현대지도로 살펴본 의주대로의 원형(고양, 파주)

현재 고양･파주지역의 옛길은 일부 공간들의 개발과정에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분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우선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발행한 1 : 5만 지도(이하 조선총독부지도)

와 현 지도인 1 : 5만 구간지도(이하 현 지도)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양 구간의 ｢조선총독부지도｣는 19세기 말의 지도인 ｢1872년 지방

도｣와 노선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현 지도｣와 비교해도 역시 비슷하

거나 거의 똑같은 노선을 취하고 있다. 다만, 택지개발지구나 도심의 경우 

도로의 개수는 물론, 도로의 폭이 확장되었다. 구파발에서 삼송리 신원마을

에 이르는 구간은 삼송리 택지개발사업으로 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로의 폭도 왕복 4차선 ~ 8차선으로 확장되고 있다. 왕복 2차선으로 옛길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고양지역 혜음령 일 는 현재 도로확장공사가 진행 

중이고, 혜음령 터널이 2016년 7월 개통되면서 옛길은 그 기능이 축소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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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주 로의 원형 길이 남아 있는 구간은 삼송리 마을 안을 관통하여 

여석현 방향으로 올라가 통일로와 만나는 삼송주택 앞 삼거리까지 약 500m

가량의 도로이다. 그리고 옛길의 원형이 부분적으로 없어진 곳은 망객현 

일 이다. 곡릉천(덕명천)을 지나 새원마을 안으로 고개를 오르면 바로 망객

현인데, 정상까지는 옛길이 남아 있으나 정상에서 내려가는 구간은 군부  

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 구간인 파주지역도 1910년  후반의 노선과 현재의 노선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구간도 왕복 2차선의 도로가 파주 시내를 거쳐 

임진나루까지 이어진다. 혜음원지 - 혜음석불 - 윤관장군묘역 - 신탄막 -

광탄교 - 파주목으로 이어지는 이 구간은 연도에 역사문화유적이 산재하고 

있어서 길을 지나면서 볼거리 역시 다양하다. 

<그림3> 현대지도 고양 ~ 혜음령(1/50,000) <그림4> 현대지도 혜음령 ~ 파주(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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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구간은 파주읍에

서 임진강 임진나루로 향하

는 노선이다. 낮은 언덕으

로 지금은 지명만 전하는 

성황당치를 넘어 서작포에

서 의주 로 옛길은 사라지

고 없다. 서작포는 과거 임

진강의 물길이 이곳까지 연

결되어 포구를 형성하고 물

산이 풍부했던 곳이었다. 

2005년 무렵까지만 해도 농

로에 의주 로의 원형이 일

부 남아 있었으나 2000년  

후반 이 일 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옛길은 완전히 

멸실 되었다. 없어진 옛길

은 우회하여 옛 이천원(梨

川院)이 있던 독서말 삼거

리에서 다시 만나 임진강 

화석정으로 향한다.

의주로의 남한지역 종착점은 화석정이다. 율곡 이이선생이 관료 생활을 

접고 시골 생활했던 곳이 율곡리이고, 화석정은 그가 즐겨 노니던 곳이라 

전한다. 인근에 임진나루를 지키던 옛 진서문터는 현재 발굴조사 중이다.

<그림5> 의주길 원형노선과 대체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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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의주 로에 한 문헌상의 략적인 노선과 함께, 기존 연구자

료를 토 로 고지도, 근현 지도를 통해 경기도 구간 의주길에 해 요약해 

보았다. 마지막 지점인 화석정은 현재 의주길 원형 노선 중 민간인이 자유롭

게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종착점이다. 현재 조성된 의주길은 여기서 서쪽으

로 꺾어 임진각으로 이어진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임진강 건너편 의주

길 원형 노선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의주길 대체로 현황(삼송역 ~ 임진각)

의주길 경기도 구간에 한 원형 노선은 앞에서 보았듯이 이미 고증이 

이루어졌으며, 개통되었다. 원형 노선을 토 로 현재 남아 있는 원형 길과 

달라진 도로체계, 보행자의 안전, 주변의 문화유산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체로가 조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3년 10월 26일에 개통식을 성

하게 개최하 다. 하지만 의주길의 경기도 원형 노선은 고양과 파주를 지나 

장단, 개성까지 이어지는데 현재는 DMZ로 인해 임진나루에서 끝을 맺고 

있다. 

다음은 조성된 탐방로로 조성된 의주길 노선인데, 원형 길을 기초로하여 

조성한 것이다. 의주길 체노선은 화석정에서 일단락을 맺은 후 임진나루 

마을을 지나 임진각으로 어어진다. 임진각은 통일의 관문으로 다양한 편의

시설과 전시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어 탐방객들을 위한 공간이기는 하지만, 

의주길 원형노선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어 향후, 원형노선에 한 고려가 

요구된다. 남북관계가 계선되고, DMZ가 민간에게도 개방된다는 전제로 임

진나루에서 개성으로 이어지는 원형노선의 복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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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노선 현황

삼송역

→

벽제관지

삼송역 8번 

출구

･ 삼송역 8번 출구에 마련된 종합안내판에서 시작하여 삼송로 205번길을 
따라 올라가 삼송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1번 도로(통일로)를 건너 
길(보로･차로 병행)로 넘어감.

･ 삼송지구 길을 따라 300m 정도 진행한 후에 좌회전하여 숲길로 
진입하고, 500m가량 진행하면 우봉 김씨 묘역에 도착함.

삼송지구

･ 우봉 김씨 묘역 앞의 작은 개천과 삼송아파트 사이에 조성된 산책길을 
따라 덕명교비까지 길이 이어짐.

･ 덕명교비에서 벽제교로 나온 후 1번 도로(왕복 8차선 차로)를 따라 
차도를 곁에 두고 길이 이어짐.

･ 승화원 정문과 대자삼거리를 지나 제1대자교를 건넌 직후 우회전하여 
벽제천을 이어짐.

벽제천을 

따라 

벽제관지로 

이동

･ 통일로 542번길을 따라 걷다가 용복교를 건너 벽제천 반대편으로 
계속 길이 이어짐. 이 길을 따라 900m 정도 진행한 후 빈정교에서 
군부대 방면으로 벽제천을 건너고, 500m 진행한 후 다시 빈정1교에서 
벽제천을 건너 호국로 1595번길을 따라 600m 진행 후 우회전하여 
호국로(왕복 6차선 차로)로 합류.

･ 호국로를 따라 100m 진행 후 건널목을 건넌 직후에 좌회전하여 
읍내로 6번길 1-8번지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 다음 갈림길에서 
좌측길로 300m 정도 진행하면 벽제관지에 도착

벽제관지

→

용미3리

고양시 도심

･ 벽제관 좌측으로 벽제관로를 따라 걷다가 공용화장실 맞은편으로 
길을 건너서 마을쪽으로 진입. 잠시 직진 후 고양시 덕양구 읍내로 
83-7번지에서 좌회전하여 고양향교와 중남미문화원까지 골목길을 
따라 직진.

관청고개를 

넘어 파주 

도착

･ 고양향교 왼쪽으로 난 대자산 숲길을 따라 1km 가량 진행하면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337번지에서 동헌로로 합류.

･ 동헌로에서 1.1km 진행한 후, 동헌로 235번지에서 우회전하여 200m 
정도 더 들어가면 연산군 금표비에 이르게 됨.

･ 연산군 금표비에서 성황당고개를 지난 후 첫 번째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동헌로 235번길을 따라 고읍마을로 진입할 수 
있음. 계속 같은 길을 따라 진행하여 고읍마을 마을회관을 지나면 
관청고개를 넘게 됨.

･ 관청고개 정상에서 우회전하여 오죽골 방면으로 산길을 따라 내려오면 
약수터를 경유하여, 용미3리 버스정류장(63-173)에 도착하게 됨.

<표1> 의주길 대체로 노선구간 및 노선현황 조사표(삼송역 ~ 임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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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노선 현황

용미3리

→

신산5리

교통량이 

많은 78번 

도로

･ 78번 도로(혜음로, 왕복 2차선 차로)를 따라 파주 방면으로 100m 
가량 이동한 후 용진교를 통해 천변의 제방길로 진입.

･ 300m 정도 진행하여 용미3교를 통해 다시 혜음로 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지점은 옥계동 버스정류장이 있기도 함. 

마을길을 

이용하여 

용암사 

방면으로 

진행

･ 마을 쪽으로 진입하여 용미3리 마을회관을 지나고, 첫번째 
갈림길에서는 우측의 샘말길로 진입하여 500m 가량 진행한 후, 
중앙석재 표석 앞에서 다시 우회전. 450m 정도 진행한 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601번길 95-7번지 인근에서 좌회전하여 혜음로 
601번길을 따라 진행.

･ 마을 진입 후 현대자원개발 앞에서 명봉산로 352번길을 따라 고산천 
방면으로 진행. 옥미교로 고산천을 건넌 후, 곧장 좌회전하여 
고산천변을 따라 100m 정도 가다가 명봉산로 339-5번지에서 
우회전하여 마을로 진입.

･ 명봉산로 319번길과 양지말길을 따라 150m 가량 진행하여 명봉산로 
339-21번지를 끼고 좌회전하면 농로를 따라 갈 수 있음, 농로를 따라 
250m 정도 진행하여 혜음로 717번지를 경유하면 78번 도로와 만남.

･ 78번 도로를 따라 200m 정도 진행하면 용암사에 도착

용암사 

앞에서 

78번 

도로를 

건너마을 

안으로 진입

･ 용미1리 버스정류장(63-154)을 건너 마을 안쪽으로 진입. 마을길을 

이용하여 파주시 광탄면 양지말길 131번지 앞에서 좌회전한 후, 98번 

도로까지 700m 진행.

･ 98번 도로에서 서현공원 앞을 지나 숲길로 진입. 잠시 숲길을 지난 

다음 고산천 방면으로 나와 은곡교를 건넌 직후, 우회전하여 1.5km 

가량 콘크리트로 포장된 제방길을 따라 진행.

･ 다리를 이용해 고산천을 건너 300m 가량 진행한 후 파주시 조리읍 

기곡길 60번지를 끼고 우회전하여 조리읍 수레길 69번지쪽으로 진행.

･ 수레길을 따라 2.2km 가량 진행하여 분수2교를 통해 개천을 건넘. 

이 지점에서 우회전하여 개천을 따라 남쪽으로 가면 800m 가량 

이동하여 작은 마을을 관통하면 윤관장군 묘에 도착할 수 있음.

분수2교 

부터는 

제방길과 

천변길을 

따라 길이 

줄곧 이어짐

･ 분수2교부터는 줄곧 제방길과 천변길을 따라 길이 이어짐.

･ 중간에 왕동1교, 신산3교, 신산2교 등의 다리를 경유함. 

광신교(광탄삼거리 근처)에서 천을 건넌 후, 다시 내화산길을 따라 

새술막교를 경유하여 줄곧 제방길과 천변길을 따라가게 됨.

･ 새술막교에서 900m 가량 진행한 후 외화산교를 통해 개천을 건너 

곧바로 직진하면 쌍미륵길의 종점인 신산5리 버스정류장에 도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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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노선 현황

신산5리

→

선유

삼거리

신산5리 

버스정류장

에서 

시작하여 

농로를 따라 

진행

･ 코스 시작점에서 광탄어린이집을 경유하여 100m 가량 진행한 후 

좌회전하면 오솔길로 진입한 후 천변으로 난 농로를 따라 진행할 

수 있음.

･ 법원등원간도로(2013년 11월 현재 미완공) 아래를 경유하고 농로를 

따라 1.4km 계속 진행하고, 다시 우회전하여 흙길을 통해 하천변으로 

이동. 하천에서 부곡교를 건너서 360번 도로(광탄천로)로 합류하고, 

다시 곧바로 좌회전하여 여울길을 통해 부곡3리 마을로 진입.

부곡3리 

마을을 거쳐 

갈곡천을 

건넘.

･ 부곡3리 마을 가운데로 난 여울길(1차선 차로)을 따라 1.7km 가량 

계속 진행. 중간에 파주시 파주읍 여울길 251번지 등을 경유하게 됨.

･ 파주시 파주읍 여울길 326번지 인근의 갈림길에서 왼편으로 보이는 

윗가마울길 77번지 쪽으로 좌회전. 윗가마을길(왕복 2차선 차로)과 

오봉골길(왕복 2차선 차로)를 따라 1.5km 가량 더 진행하여 오봉교를 

통해 갈곡천을 건넘.

오봉교에서 

차도를 

이용해 

파주초등학

교까지 진행

･ 오봉교에서 300m 정도 진행하여 술이홀로(왕복 5차선 차로)를 만나 

좌회전한 후 술이홀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파주읍사무소에 도착하게 

됨. 본 노선은 차도와 병행하는 노선으로 보행자의 주의가 요구됨.

･ 파주읍사무소 앞을 지나서 우회전하고 마을길을 따라 다시 100m 

정도 이동한 후 좌회전하고 한 번 더 100m 가량 이동하면 파주초등학교 

앞쪽의 읍내길로 진입할 수 있음. 시장거리길을 따라 나간 후, 

우계로(왕복 2차선 차로)를 따라 100m 이동하여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 파주우체국, 파주파출소, 파주초등학교에 도착할 수 있음.

파주향교를 

경유한 다음 

봉서산 

산림공원으로

진입

･ 파주초등학교 뒤편 파주관아터는 현재 교육박물관으로 조성되어 있음. 

상시 개방은 되지 않으나 파주초등학교와 미리 협의할 경우 관람이 

가능함. 교육박물관은 각종 교육사 관련 자료들을 전시하는 한편, 

옛 학교환경을 그대로 재현하여 자원으로의 활용가치가 높음.

･ 파주초등학교 옆에서 산길로 진입 후 산길을 따라 이동하면 파주향교에 

잠시 들르게 됨.

･ 파주향교 진입로로 다시 나오면 봉서산 산림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음. 

봉황약수터 방면으로 진행하면 봉서리 인근 농로를 통해 문산여자고등

학교 뒤편으로 나올 수 있음.

･ 문산여자고등학교 뒤편 잠방골길을 따라 78번 도로(우계로, 왕복 

6차선 도로)의 교차로로 합류. 교차로를 건너면 중에교로 진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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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노선 현황

신산5리

→

선유

삼거리

중에교부터 

아치교까지 

천변길

･ 중에교를 지난 후, 곧바로 우회전하여 천변길을 따라 진행. 이 천변길부

터는 멀리 보이는 아치교를 이정표 삼아 계속 진행할 수 있음. 이 

아치교는 과거 군사용으로 사용되던 것으로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 통행은 불가능함.

･ 선유교를 경유하여(건너지는 않음) 약 1.7km 정도 진행하면 독서삼거

리에 도착하게 되고 그 지점에서 본 코스가 마무리됨.

선유

삼거리

→

임진각

화석정까지 

차로 이용

･ 선유삼거리(독서삼거리)에서는 78번 도로(장승배기로)의 왼쪽 이면으

로 난 천변길을 따라 800m 가량 진행 후, 장승배기로와 화석정로와 

만나는 새능입구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화석정로를 따라가게 됨. 이 

구간은 왕복 2차선 차로이나 별도로 인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구간이

므로 보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화석정로를 따라 1.2km 정도 진행한 후, 화석정로 126번길을 따라 

농로 및 마을길을 통해 화석정으로 진입할 수 있음.

화석정부터 

4.5km 

가량 

평화누리길과

코스를 공유

･ 화석정에서 78번 도로 쪽으로 군부대 훈련장을 경유하여 나온 후, 

다시 임진강 쪽으로 진입. 임진강 쪽으로 설치된 나무 데크를 따라 

진행한 후, 갈림길에서 임진나루길을 따라 임진리 나루터마을 쪽으로 

진입.

･ 마을길을 따라 800m 정도 진행하여 다시 78번 도로와 만나기 직전 

우회전하여 흙길로 진입. 이후 임진리 오토캠핑장(임진리 낚시터) 

입구 앞을 지나 계속 진행.

･ 마포동 버스정류장, 장산리 소초 입구, 장산교회 버스정류장, 장산1리 

버스정류장을 지나게 됨. 장산1리 버스정류장을 지난 후 도로 왼편의 

나무 데크를 지난 후 평화누리길과 갈라져 장산로 189번길로 진입.

농로를 따라 

임진각IC까지

진행

･ 장산로 189번길을 통해 마을로 진입한 후, 콘크리트로 포장된 농로를 

따라 계속 진행. 이 구간은 길이 특별히 복잡하지 않으며 농로를 

따라 계속 진행할 수 있음.

･ 의주길 안내리본 외에도 자전거도로 표지판과 반구정 방향 표지판을 

따라 계속 진행하면 노선을 찾을 수 있음.

임진각IC 

부터 1번 

도로를 따라 

임진각까지 

진행

･ 임진각IC 아래에서 1번 도로(임진각로, 왕복 4차선 차로)를 만나게 

됨. 임진강역 맞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넌 후 차도 옆에 조성된 인도를 

따라 임진각 방향을 진행.

･ 인도를 따라 계속 진행하면 경기평화센터를 경유한 후, 임진각 

관광안내소 앞의 의주길 종합안내판에 도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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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주길 임진강 북편(임진나루 ~ 개성) 원형 노선 고증

3.1 고지도에 기록된 의주길 원형 노선

의주길 경기도 구간 원형 노선은 신경준의 도로고(道路攷)에 의하면 

10磚石峴-5黔岩店(昌陵店)-7新院-15高陽郡-5碧蹄驛-10分水院-15廣灘

-15坡州-15臨津-10東坡驛-10長湍府-10板積橋-15吹笛橋-10開城府까지

이다. 또한 김정호의  동지지에서는 박석현(礴石峴)-3검암참(黔巖站;舊

擺撥)-덕수천(德水川)-7여현(礪峴)-5신원(新院;分岐)-10고양(高陽)-벽제

역(碧蹄驛)-5혜음령(惠陰嶺)-5세류점(細柳店)-5쌍불현(雙佛峴)-5분수원

(焚修院)-7신점(新店)-5광탄천(廣灘川)-8파주(坡州)-10이천(梨川)-5임진

도(臨津渡)-5동파역(東坡驛)-10유현(柳峴)-5장단(長湍)-2오목리(梧木

里)-8견양암(見樣巖)-5조현발소(調絃撥所)-5판적천교(板積川橋)-10취적

교(吹笛橋)-경서적전탁타교(經西籍田槖駝橋)-10개성(開城)까지이다.

앞에서 이미 간략히 다루었듯이 임진나루까지는 의주길 원형 노선의 고증

이 이루어졌으나, 임진나루 건너편인 동파역(東坡驛)부터는 고증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고지도를 통해 의주길 옛 노선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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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김정호,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장단, 개성 부분 확대･편집

김정호의  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보면 의주길 노선과 경유지 지명

이 분명히 드러난다. 파주를 기점으로 살펴보면, 파주를 지나 이천(梨川)을 

거쳐 임진(臨津)에 다다르면 임진강과 만나게 된다. ‘임진(臨津)’이라 표기된 

지점에는 성벽이 표시되어 있는데,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임진진과 

진서문6)이다. 임진진과 진서문은 조선시  옛지도인 ‘경강부임진도’와 김홍

6) 파주시와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한백문화재연구원(원장 서영일)은 임진나루와 임진진터 발굴조사
를 통해 문 길이 7.4m, 너비 4.5m의 임진진 유적을 확인하여 2019년 5월 30일 발표하였다. 
임진진 유적은 임진나루와 함께 임진강 남쪽에 설치한 나루터이자 군사행정시설로 북쪽 동파 
나루와 연결되는 교통 요지에 자리 잡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태종 18년(1418) 2월 “어가(御
駕)가 임진나루 북쪽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고, 임진왜란 당시 선조는 한양을 떠나 북녘으로 
피신하면서 한밤중에 빗속에서 임진나루를 건넜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임진진은 영조 때인 1755
년 군진으로 설치되었고, 나루 안쪽 협곡을 가로지르는 성벽을 쌓아 진서문을 설치하였다. 석조 
홍예 위에 지은 목조 누각은 임벽루(臨壁樓)라고 불렀다. 진서문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있는 ‘경강부임진도와 김홍도 아들 김양기가 그린 ‘임진서문(臨津西門)’에 그려져 있다. 진서문 
규모는 조선시대 성문 중 대형에 속하는데, 그만큼 임진나루와 임진진 위상이 높았다고 판단된다. 
진서문터에서는 홍예를 받친 기초석, 통로에 깐 대형 보도석, 커다란 측벽석이 출토되었으며, 
문을 설치하기 위해 기둥 구멍을 낸 문확석 2기, 문지방석도 확인되었다.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다
면 임진나루 접안시설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백문호재연구원은 임진나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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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들 김양기가 그린 ‘임진서문(臨津西門)’에 잘 남아 있다.

<그림7> 『동국여도(東國輿圖)』에 수록된 「경강부임진도(京江附臨津圖)」 중 

임진진(臨津鎭) 부분

파주와 동파를 잇는 길목에 임진나루가 자리 잡고 있는데, 나루 안쪽 협곡

을 가로지르는 성벽을 쌓으면서 낸 문이 진서문이며, 석조 홍예 위에 보이는 

목조 누각은 임벽루(臨壁樓)라 한다. 임진강에서 바라본 임진진과 진서문 

그림인 ‘임진서문(臨津西門)’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임진

강에는 노 젓는 뱃사공과 임진강을 건너는지, 유람하는지 모를 사람들이 

타고 있으며, 그 건너편으로 우뚝 솟은 산과 협곡을 배경으로 그사이에 성벽

과 성문, 누각이 확인된다. 성벽 위의 누각은 임벽루로 판단되며, 홍예가 

있는 성문은 진서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성문 밖에는 임진나루에 빗겨서 

있는 건물이 보이는데, 이 건물은 요즘으로 치면 검문소나 나루터 창고가 

을 전체에 대한 지표조사도 시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임진리 마을 주변에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기왓조각이 흩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임진나루 안쪽 옛길 주변 공터에서는 고려시대 
기와가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고 한다.



[특별논고] 2019 경기도 역사문화탐방로 논문 공모집 | 남창근  253

아닐까 추측해 본다. 다시 김정호의  동여지도(大東輿地圖)로 돌아가면, 

임진나루를 통해 임진강을 건너면 ‘동파(東坡)’라는 지명이 보이는데, 동파

역(東坡驛)임을 알 수 있다. 동파역을 지나면 장단(長湍) 읍치로 이어진다.

<그림8> 김양기의 임진서문(臨津西門)

장단부 읍치를 지나 다시 서쪽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가다 보면, 조현참(調

絃站)이라는 지명이 보이는데, 조현발소(調絃撥所)와 같은 위치의 지명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도의 서북쪽에 개성(開城)이 보이고, 그 각선 아래쪽에 

도라산(都羅山)이 있다. 개성시를 관통하는 배천과 오천이 합수한 물이 남쪽

으로 흘러 사천(沙川)이 되는데, 사천은 판적천(板積川)과 만나 합수한다. 

판적천의 상류 쪽은 분지천(分之川)이라 표기되어 있다. 판적천 바로 옆에는 

조현참(調弦站)이란 표기가 되어있는데, 조산리 초현장거리로 추정된다. 이

곳은 예로부터 조현발소(調絃撥所), 초현참(招賢站)이라 불리던 역참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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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곳인데, 처음에는 보현원(普賢院)이 있었으나 후에 조현역(調絃驛)으로 

바뀌었고, 세종 때 역을 폐지하 다고 한다. 현재 조현참은 지도상에서 그 

위치만 짐작할 뿐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동여지도가 제작되던 19세기 

말까지도 조현참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장단에서 

조현참을 지나 판적천을 건너 개성으로 향하는 ‘의주길’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1750년  초에 제작된 해동지도 ｢장단부｣ 지도에는 임진나루에서 개성

까지의 노선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파주에서 임진강에 다다르면 

임진나루가 나타나는데, 전체 지도 중 유일하게 임진강을 가로지르는 길(뱃

길 또는 다리)을 굵은 선으로 표시해 놓아 의주길임을 확실히 표현하고 있

다. 임진강을 건너면 동파나루 는데, 지도에는 ‘동파역i(東坡驛村)’이라 

기록되어 있다. 동파역에는 동자원(桐子院)이라는 숙박 시설이 있었다고 하

는데, 동파역i 남쪽 동파나루 인근에 동자원이라는 지명이 기록되어 있다. 

동자원을 지나 북쪽으로 유현(柳峴)을 넘어가면 장단부(長湍府)가 있고, 북

쪽으로 가차현(加次峴)을 넘어가면 길을 잡으면 판적교(板積橋)와 취적교

(吹笛橋)가 표기되어 있다.7) 도성과 함께 송도(松都)라는 표기가 있어 개성

임을 알 수 있다.

7) 탁타교(槖駝橋)는 표시되어 있지 않는다. 탁타교는 원래 만부교였는데, 개경의 보정문(保定門) 
안에 있는 다리였다. 고려 태조 때 거란에서 보내온 낙타 50필을 만부교 아래에 매어놓아 굶어 
죽게 한 사건이 있고 난 뒤로 탁타교(橐駝橋)라고 불렸다 한다.



[특별논고] 2019 경기도 역사문화탐방로 논문 공모집 | 남창근  255

<그림9> 『해동지도』 「장단부」 지도

한편, 1872년 제작된 조선후기지방지도(朝鮮後期地方地圖)를 통해 장

단부의 자세한 지명과 지리정보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장단(長湍)’ 

지명은 신라 경덕왕 때부터 쓰인 유서 깊은 지명인데, 현재는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에 해당하는 곳이다. 지도의 중심인 장단부 읍치를 기준으로 지도 

외곽으로는 개성부계, 풍덕부계, 교하군계, 파주목계, 적성현계, 마전군계, 

연천현계, 삭녕군계, 황해도 금천군계 등으로 주변 고을이 표시되어 있다. 

동쪽에서 남쪽으로 크게 휘돌아 나가는 강이 바로 임진강이다. 오른쪽에 

고랑포, 임진 등 주요 나루터가 표시되어 있다. 지도의 중심에는 백악산(白岳

山) 남쪽으로 객사, 아사, 옥, 사창, 군기고 등이 그려져 있고, 주변으로는 

사직단, 향교, 여단, 성황당 등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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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조선 후기 지방지도』, 「장단부지도」,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의주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낯익은 지명과 새롭게 등장하는 지명이 확인

된다. 우선, 임진(臨津)이라는 지명은 임진강 건너편 동파리 쪽에 쓰여 있는

데, 이곳은 동파나루로 알려진 곳이다. 임진나루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표기

한 것으로 보인다. 임진나루 왼쪽 길에 그려진 발소(撥所)는 파발 업무를 

보는 곳으로 동파역으로 보이며, 발소를 지나 골짜기 유현(柳峴) 고개를 

넘고 전천교(前川橋)를 건너면 장단부에 들어서게 된다. 장단부를 지나 처음 

만나는 지명이 오목점(梧木店)이고, 북현교(北賢橋), 판문교(板門橋)를 차례

로 만나게 된다. 이후 취적교(吹笛橋)를 기점으로 개성으로 들어서게 된다. 

이 밖에 장단부 지도에는 도라산봉 (都羅山烽臺)와 고랑포 옆에 경순왕묘

(敬順王墓) 등도 확인되며, 경순왕묘 아래에는 1680년(숙종 6) 건립, 1694년

(숙종 20)에 사액을 받은 임강서원(臨江書院)도 표기되어 있다. 조선후기지

방지도 장단부지도 상에서 확인된 의주길 상의 지명을 요약해 보면, 임진(臨

津), 발소(撥所), 유현(柳峴), 전천교(前川橋), 장단부(長湍府), 오목점(梧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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店), 북현교(北賢橋), 판문교(板門橋), 취적교(吹笛橋)로 요약할 수 있다.

이상에서 조선 시  고지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임진나루에서 개성까지

의 의주길 노선상의 지명을 확인해 보았다. 지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임진진, 임진나루 → 임진강 → 동파나루 → 동자원, 동파역(발소) → 유현 → 전천교 

→ 장단부 읍내 → 오목점 → 가차현, 북현교 → 조현발소 → 판적교(판문점) → 취적교 

→ 탁타교 → 개성부

3.2 구한말 지도자료와 현재 지도자료

(1) 1910년대 수치지형도

근 적 측량기술을 활용해 작성한 지도자료를 통해 의주길의 원형 노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수치지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치도사업계획에 따라 도로 

폭의 확장과 신설, 개보수, 철도의 부설 등 식민지 통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 제작된 지도이지만 비교적 옛길의 원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

다. 수치지형도는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발행한 1 : 5만 지도(이하 조선

총독부지도)이다.8) 

임진나루에서 개성까지 수치지형도를 살펴보면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행정중심지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파주 ~ 장단, 장단 ~ 개성으로 

나눌 수 있겠으나, 지리적 요소와 거리를 기준으로 나누면 임진강 ~ 장단, 

장단 ~ 판문점, 판문점 ~ 개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임진진이 있는 임진나루

에서 임진강을 건너면 도착하는 곳이 일월산(日月山) 서쪽 자락에 임진강에 

8) 수치지형도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맵(http://map.ngii.go.kr)에서 캡쳐해서 편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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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해서 자리 잡은 동파리 마을이다. 지도에는 동파리, 동파역, 동자원 등의 

지명이 보이는데, 임진나루와 연결되는 동파나루는 쓰여 있지 않다. 동파리

에는 고려 시 에도 확인되는 역원인 동파역과 숙박 시설이었다고 전해지는 

동자원(桐子院) 등 유서 깊은 유적이 있었던 곳이다. 이곳에서 서북쪽으로 

임진강 변 길을 따라 이동하면, 이장포(梨長浦)와 추포(大秋浦) 등의 포구

마을이 남쪽 임진강과 초평도를 마주하고 자리 잡고 있다. 추포에서 서북

쪽 고갯길로 들어서면 유현동(柳峴洞)이라는 지명이 보이는데,  동여지도

(大東輿地圖)를 비롯한 사료에서 확인되는 유현(柳峴) 고개임을 알 수 있

다. 이 고갯길을 넘어가면 옛 장단읍치가 있던 읍내리에 도착하게 된다. 

읍내리에는 읍내리석조여래입상(문화재자료 제139호)을 비롯한 장단향교

터 등이 남아 있다고 한다.

장단에서 남쪽으로 길을 돌아 오목동에서 다시 서북쪽으로 향하면, 송현

리를 만나게 되고, 오목동에서 송현리까지의 거리만큼 북서쪽으로 향하면 

판문점(판문교)을 만나게 된다. 고지도와 비교해보면 송현리 인근에 조현발

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개성으로 난 길을 따라가면 첫 번째 

만나게 되는 다리가 취적교이다. 조선후기지방지도에서는 이 다리를 기점

으로 개성과 장단을 구분하고 있다. 취적교를 지나 개성으로 들어서면 유서 

깊은 탁타교를 만나게 되고, 이를 건너면 드디어 개성에 도착하게 된다.

위성 지도상에서 확인해 본 결과 장단에서 개성 도심까지 약 16km 정도

이다. 40리가량 되는 거리로 신경준의 도로고(道路攷)의 35리, 김정호의 

 동지지(大東地志)에는 40리라 기록되어 있어 옛 지도와 실재의 거리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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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장단 ~ 개성 의주길 원형노선(조선총독부, 1 : 5만 지형도(1910년대 제작))

(2) 1970년대 지도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았으나,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 찬반과 좌우갈등으로 1948년 8월과 9월 남과 북은 차례로 정부를 

수립하여 공식적인 분단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개성은 남

한지역에 속한 곳으로 경기도에 속한 지역이었다. 당시만 해도 개성에서 

장단을 거쳐 파주에 이르는 의주길도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했을 것이다.

의주길이 지금과 같이 끊어진 것은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의 결과이다. 

개성이 북한 지역에 속하게 되었고, 임진강 북쪽 지역이 비무장지

(Demilitarized zone, 非武裝地帶)가 되면서 민간인이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는 UN군 관할지역이 되었다.

1975년 제작된 지형도를 살펴보면 군사분계선이나 비무장지 는 보이지 

않고 의주길이 그 로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된다. 임진각 북쪽에는 비록 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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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곳곳에 설치되기는 하 으나 성동마을을 비롯해 곳곳에 마을이 

소규모로 남아 있었고,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옛길도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굳이 기존의 길을 없애는 노력은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새롭게 생겨난 군사용 도로도 확인되나 체로 1910년  

지형도에서 보이는 옛길은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다. 오목동이나 유현동, 

동파리, 이장포, 추포, 판문점 등의 옛 지명이 그 로 남아 있으나, 의주길 

주변으로 보이던 마을과 집, 건물 흔적은 성동을 제외하면 거의 사라지고 

없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임진나루와 동파나루를 잇는 임진강에 다리로 

보이는 시설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임진나루를 비롯해 상류 쪽으로 전진교 

등 총 3개소의 다리가 확인되는데, 분단 이후 군사 용도의 다리가 설치되었

음을 알 수 있다.

<그림12> ‘장단’, ‘판문’ 1/25,000 지형도(1975년 편집, 2001년 수정, 필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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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시 임진나루에 설

치되었던 다리에 해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임진나루에는 

물 위에 띄우는 형태로 제작된 

부교(浮橋)가 있었던 것이 각종 

사료에서 확인되는데, 가장 오

래된 기록은 동사강목(東史綱

目)에 기록된 내용이다. 1045

년 정종 11년 기사에는 “춘 2월 

임진(臨津)에 부교(浮橋)를 놓

았다. 나루에 배[船]나 다리가 

없어서 행인들이 다투어 건너

가다가 물에 빠지는 일이 많으

므로 부교(浮橋)를 만들게 하

니, 이로부터 사람이나 말이 평

지를 다니듯 하 으며 임진(臨

津) 과교원(課橋院)에 자제사

(慈濟寺)란 이름을 내렸다.”는 

기록으로 보아 고려 시 부터 

임진강에는 부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시 에도 부교

는 임진강에 설치되었는데, 조

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錄)
조 16년 경신(1740,건륭 5) 

가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그림13> 화성능행도병(華城陵行圖屛), 

노량주교도섭도(鷺梁舟橋渡涉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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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臨津)에 이르러 교리 김한철(金漢喆)이 아뢰기를, “이곳은 서로(西路)의 요

충지입니다. 앞으로는 삼면(三面)에 천연의 요새가 있고 또 긴 강이 가로막고 

있어 버리기 아까운 곳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스스로 덕정(德政)을 

닦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지세(地勢)가 험준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듣지 

못했는가?”하 다. 부교(浮橋)를 건너 북쪽 언덕에 이르러서는 선정신 이이(李珥)

의 화석정(花石亭)의 옛터를 하문하니, 승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아뢰기를,

“저 남쪽 언덕 위에 소나무와 전나무가 있는 가운데 날아갈 듯이 드러나 있는 

것이 그 정자입니다.”’9)

조가 임진에 이르러 부교를 건너 화석정의 옛터를 하문했다는 기록이

다. 즉, 동파나루에서 임진나루로 부교를 설치하여 건넜음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인조 12년 기사에도 부교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

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경기 감사 이성구(李聖求)가 올린 장계는, “조사가 올 때, 임진(臨津)의 부교(浮

橋)에 쓸 배는 40여 척이나 되는데, 배는 원래 숫자가 부족한데, 또 마침 고기잡이 

철이어서 배를 몰고 바다로 들어가면 형세로 보아 모으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략”10)

이 밖에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김상헌의 시문집인 청음집(淸陰集)에 

기록된 “장단부사가 며칠 만에 부교를 설치하여 상을 받았다는 기록”과 류성

룡 선생의 서애집(西厓集)에 기록된 부교 제작 방법에 한 기록 등이 

남아 있다.

9) 영조실록 52권, 영조 16년 8월 30일 무진 1번째 기사, “到臨津, 校理金漢喆曰: “此西路要衝也。 
前有三面天塹, 又有長江險阻, 棄之可惜.” 上曰: “此在自修, 獨不聞不在險之言乎?” 旣渡浮橋, 
至此岸, 問先正臣李珥 花石亭舊址,…중략”

10)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43책 (탈초본 2책)』, 인조 12년 4월 2일 정사 6/14 기사, “京畿監司
李聖求狀啓, 詔使時臨津浮橋船, 多至四十餘四五字缺船元數不敷, 又當漁採之三四字缺持船
入海, 勢難收合。往在乙丑年, 本道監司權盼啓請, 公淸･黃海及本道各浦兵船二十七隻, 備邊司
許令補用。今亦依此, 預爲知委, 以待白牌出來, 卽爲回泊結造, 兩便公私事, 令都監處置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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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를 꼬아 동아줄을 만들어 그 길이가 략 강 너비를 지나갈 만한 것 15개를 

마련하 다. 또 강 남쪽과 북쪽 두 언덕에 땅을 파 서로 마주 보게 두 기둥을 

세워 움직이지 않게 하고, 나무 하나를 눕혀 기둥 안쪽에 놓아 붙들어 매 베틀 

모양을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다 동아줄을 팽팽하게 늘여 강을 건너가서 두 

끝을 기둥 안 가로지른 나무에 매어 날줄을 만들었다.-중략- 그러자 물에 잠겼던 

동아줄이 비로소 서고 통나무가 서로 잇단 것이 빗살과 같이 강을 걸터앉아 활 

모양 비슷한 둥근 다리 하나가 튼튼하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한 뒤에 그 위에다 

가는 버드나무ㆍ싸리ㆍ갈 를 섞어서 펴고 흙을 덮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고려 시  이래로 임진강에는 부교가 수차례 설치

되고 수몰되기를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으로 보아 임진나루 부교는 

중국에서 사신이 오거나 왕이 행차할 때 비정기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형태는 배를 잇 고 밧줄로 결속한 후 그 위에 널판을 놓은 형태

와 부교 폭으로 강 양쪽과 중간마다 기둥을 박은 후 밧줄로 연결하여 고정하

고 그 위에 버드나무, 싸리, 갈  등을 섞어서 흙으로 덮은 형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1)

한국전쟁 시기에도 임진강 남쪽에는 11개의 교량이 놓 다고 한다. 전진

교 바로 옆에 1953년 6월 20일 ‘저어새(Spoonbill)’라는 이름의 다리가 

놓 고, 그 아래 임진나루에 지프 등 소형차용 뜬다리 ‘호커폰톤’이 만들어졌

다고 한다. 이른바 거룻배(바지선) 다리로 불린 ‘호커폰톤’은 1951년 7월 

개성시 고려동 내봉장(여관)에서 열린 휴전회담에 유엔 연합군과 언론사 

기자의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급히 만들어졌다고 한다.12)

11) 파평면 율곡3리 화석정 마을 김현국 선생 글 참조(https://blog.naver.com/pctoolsay)

12)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이용남 기자, “개성 휴전회담 건넜던 임진강 ‘호커폰톤’ 다리” 
2019년 3월 1일 자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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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호커폰톤 다리 전경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임진나루에 설치한 ‘호커폰톤’ 다리

(이용남 기자 기사 재인용))

3.3 의주길 원형 노선(임진나루 ~ 대성동 마을 입구) 현황조사

의주길 원형 노선 현황조사를 시행하 다. 2019년 5월 31일과 7월 23일, 

24일 총 3차에 걸쳐 진행하 으며, 율곡 이이 관련 유적인 화석정에서 시작

하여 임진강 건너편인 동파리, DMZ 마을인 해마루i, 옛 장단읍치와 성동

마을 입구까지 조사를 진행하 다.13) 

현황조사는 지도자료를 근거로 원형 노선을 현장에서 고증하 으며, 주변

의 문화유산 탐방을 통해 옛길로써 활용 가능한 문화자원을 탐방하 다. 

더불어 휴식 편의 공간에 기반시설 조사와 향후 활용계획 등에 해서도 

13) 본 조사는 경기문화재단 남찬원 연구원과 동행하였으며, 해마루촌 김경숙 이장님의 협조 아래 
조사를 진행하였다. 대성동마을은 2016년 경기학연구센터에서 진행한 마을조사 시에 조사한 
내용을 첨부하였다. 판문점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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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 다. 구간별 현황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임진나루 ~ 대성동마을 의주길 원형노선 현황조사 표

조사구간

(대상지)
현황조사 내용 현황 사진

화석정

･ 임진나루와 임진강, 동파나루와 동파역, 동파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포인트이다.

･ 화석정이 복원되어 있고, 안내판과 휴게시설(화장실, 

벤치 등)이 잘 조성되어 있어 옛길탐방객들에게 

중요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 임진나루로 가는 의주길 노선상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화석정 전경

임진나루와 

진서문

･ 임진나루는 의주길을 따라 개성으로 가는 

관문으로 임진강을 건너면 동파역과 옛 

장단읍치로 이어진다.

･ 임진나루에는 고기잡이 어선과 근래에 조성한 

나루터 호안석축이 설치되어 있다.

･ 임진나루터 진서문터가 최근에 발굴되어 그 

규모와 위치가 확인되었다.

･ 의주길 원형노선의 관문이자 문화유산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서문을 복원정비하고, 

더불어 임진나루마을에 주막 등을 복원하여 

의주길 노선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임진나루 진서문터 발굴조사

임진나루와 동파리 전경

임진나루 

맞은편 

동파나루~ 

동자원동

~추정 

동파역 터

･ 임진나루 건너편에는 한국전쟁 당시 놓았던 교각 

잔해가 남아 있다.

･ 임진나루 건너편 임진강변에서 동자원동 

옛길까지는 수풀이 우거져 있어 진입이 

불가능하다.(약 360m)

･ 강변에서 동자원동 옛길까지 길이 끊어져 있어 

강변을 따라 옛길을 복원하는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

･ 옛길을 따라 동파역까지 약 2.4km 구간은 폭 

5m 내외의 비포장 길이다.

･ 길을 따라 임진강변 자연환경이 매우 훌륭하며, 

비포장길로 된 도보길은 보행환경도 그리 나쁘지 

않다. 다만 군용차량이 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동자원동 인근에는 철새와 임진강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조성되어 있어 의주길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에게 훌륭한 휴식처로 활용이 가능하다.

동파나루에서 바라 본 임진나루

동파나루에서 동자원 가는 옛길

동자원 인근 임진강변 철새관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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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구간

(대상지)
현황조사 내용 현황 사진

추정 

동파역 터

･ 동파역 터는 최근까지 군부대가 들어서 있다가 

이전한 상태이다.

･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으며, 안내판 등의 시설이 

전무하고, 현재로서는 보행환경도 좋지 않다.

･ 동파역 터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옛 건물지 유구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학술조사가 요구된다.

･ 장기적으로 동파역 터를 발굴하고 정비하여야 

하겠으나, 의주길 원형노선이 복원된다면 

최소한의 안내판 시설이 요구된다.

동파역 터

동파역 터~

해마루촌

･ 동파역 터에서 비포장도로를 따라 승진교를 건너 

북서쪽으로 260m 진입하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북서쪽으로 아스팔트길을 따라 300m를 

직진하면 이장포 인근의 나루터가 위치해 있다.

･ 나루터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군사용 콘크리트 

시설(콘크리트 말뚝)이 들어서 있는데 이곳에 

전망대 등을 설치하여 옛길의 명소로 조성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나루터에서 500m 가량을 옛길을 따라 이동하면 

옛 저잣거리가 나타난다.(해마루촌 마을해설사 

조봉연씨에 따르면 이곳에 동파역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증연구가 

필요하다.)

이곳에서 옛길을 따라 450m 가량 들어가면 

해마루촌에 다다른다.

･ 해마루촌까지의 길은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보행에도 비교적 안전하다.

･ 해마루촌 진입로는 각종 조각과 스토리보드가 

조성되어 있어 도보여행자들의 환경에 적합하다.

의주길 노선상의 승진교

이장포 인근 나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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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구간

(대상지)
현황조사 내용 현황 사진

해마루촌

･ 근래에 조성된 마을로 훌륭한 경관을 자랑하는 

마을이다.

･ 마을회관, 마을휴게소, 행복학습관 등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 마을입구에는 ‘파주DMZ 습지체험관’과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 마을진입로와 마을길은 인도가 조성되어 있어 

도보길로 적합히다.

･ 의주길 원형노선의 첫 번째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해마루촌 휴게소

해마루촌 행복학습관

해마루촌∼

이장포

･ 이장포 나루터는 해마루촌에서 남쪽으로 330m 

가량 떨어진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 2차선 포장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다.

･ 이장포 나루터에서 바라보는 임진각 경관이 매우 

훌륭하다.

･ 쉼터나 전망대 등을 설치하여 원형노선상의 

경관포인트로 조성이 가능하다. 이장포에서 바라 본 임진강

이장포∼

유현∼

장단읍치

･ 대추포에서 장단읍치의 경계인 ‘읍내교’까지 약 

3.5km 구간이다.

･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이며, 인적이 드물고, 

도로변 여유가 없어 보행로로서 안전하지 않다.

･ 그리 높지 않은 고갯길이다.
유현 고갯길 초입 전경

옛 

장단읍치터

･ 옛 장단읍치가 있던 곳으로 번성했던 옛 모습은 

남아 있지 않다.

･ 옛 읍치 자리에는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고, 주변에 

민가는 남아 있지 않다.

･ 장단읍치가 있었던 시절의 옛 가로체계가 잘 남아 

있다.

･ 읍내사거리를 기점으로 의주길 원형노선이 

갈라지므로 쉼터와 스토리보드 등을 설치 장소로 

적합하다.

･ 사거리에서 북쪽으로 3.0km룰 들어가면 

파주읍내리석조여래입상(경기문화재자료 

제139호)이 위치해 있다.

옛 장단읍치 전경

장단사거리 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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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구간

(대상지)
현황조사 내용 현황 사진

장단읍치∼

1번국도 

합류지점

(남방 

한계선)

･ 옛 장단읍치에서 남쪽으로 옛길을 따라 약 

2.4km를 가면 1번 국도와 만나게 된다.

･ 폭 3.0m 내외의 옛길이 가장 잘 남아 있다. 

다만 자동차 통행 시 보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 1번 국도를 따라 가면 대성동마을과 판문점에 

다다르게 되나, 이곳은 남방한계선과 JSA부대가 

위치해 있어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 옛길 길가에 선정비가 위치해 

있다.(행부사허공□청덕애민선정비(行府使 

許公□ 淸德愛民善政碑)

의주로 원형노선 초입

의주로 원형노선

1번 국도 

(남방 

한계선)

∼대성동 

마을

･ 2차선 아스팔트 길(1번 국도)를 따라 약 4.3km 

직진하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직진하면 

판문점이고, 좌회전해서 0.7km 들어가면 

대성동 마을이다.

･ 도보이동은 불가능하며, 군의 동행 없이 

차량이동도 불가능하다.

･ 인적이 없고, 주변으로 농경지와 천혜의 

자연환경이 펼쳐져 있다. 의주길과 1번국도 교차점

대성동마을

･ 대성동마을은 군사분계선 안에 위치한 마을로 

남한 최북단 마을이다.

･ 대형 인공기와 태극기가 마주하고 있다.

･ 삼각정, 공회당 등 다양한 근현대 문화유산과 

평지성의 하나인 태성이 있다.

･ 의주길 노선상에서 주요한 거점으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성동마을 전경

대성동마을 진입로(의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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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거점으로 활용 가능한 포인트 : 

 - 화석정 : 현재 의주길 노선상에서도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주

길 원형 노선이 개척될 때도 임진나루로 향하는 옛길 거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 임진나루와 진서문 : 임진강을 건너 개성으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이

다. 발굴조사를 통해 그 규모와 위치가 파악되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서문과 성벽을 복원하고, 임진리 주막거리 등을 조성한다면, 옛길 

탐방자들뿐만 아니라 임진나루 생태탐방로를 찾는 탐방객들에게도 

좋은 쉼터가 될 것이다.

 - 동자원터 맞은편 철새전망  : 임진강을 건너오면 동자원동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는 부분 군사시설이 자리잡고 있지만, 과거에는 개성

으로 가는 나그네들의 숙박 시설이 있었다고 한다. 동자원 터에서 임

진강 변으로 나아가면 최근에 건립한 철새전망 가 자리 잡고 있다. 

임진강과 철새 풍광이 매우 훌륭하고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생태

탐방객들과 옛길탐방객들에게 훌륭한 쉼터이자 이야깃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 해마루i : 동파역을 지나서 만나는 첫 번째 마을이다. DMZ 내에 

조사구간

(대상지)
현황조사 내용 현황 사진

판문점

･ 의주로 상에 위치한 주막이 있던 곳으로 개성으로 

향하는 노선상에 위치해 있다.

･ 현재는 판문점이 들어서 있어 분단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판문점 전경(구글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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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마을로 다양한 체험행사와 기반시설(공원, 휴게소 등)이 완비되

어 있어 탐방객들의 거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 이장포 : 해마루i에서 곧장 임진강으로 향하면, 육지 쪽으로 움푹 

들어온 지형이 나타나는데, 이곳이 바로 이장포이다. 

 - 옛장단읍치 : 파주에서 개성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번성했던 읍치

으나 지금은 군부 시설과 농경지가 부분이다. 의주길 노선상에 공

유지를 확보하여 화장실, 벤치, 음수 를 비롯한 편의시설과 장단읍치

에 한 스토리보드 등을 설치하여 거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성동마을 : 군사분계선 안에 있는 남한 최북단 마을로 지금은 민간

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나,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의주길이 개성까지 개통된다면 판문점을 지나 개성으로 가는 마지막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동파역 추정 옛터의 활용방안

 - 현재 동파역 터는 군부 가 이전한 후 나 지로 방치되어 있으며, 

그 터는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담장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옛길에 있어서 역원은 주요한 거점이나 현재는 안내판 등 아무런 시설

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곳이 동파역 터임을 인지할 수 없다.

 - 장기적으로 동파역에 한 학술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정비하는 것

이 바람직하겠으나, 최소한의 안내판 시설과 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탐방객들에게 역사적 장소성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현재로서

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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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상태가 양호한 옛길 구간

 - 동파나루 ~ 동파역 구간 : 임진강 변에서 옛길까지 끊긴 부분이 있으나 

동파리에서 동파역까지는 옛길이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다. 비포장 

흙길이며, 폭은 5.0m 남짓이다. 주변에 들풀과 들꽂이 만발하며, 다양

한 곤충과 식물을 감상할 수 있다.

 - 옛 장단읍치 ~ 1번 국도 합류 지점 : 폭 3.0m 내외의 전형적인 조선 

시  옛길이다. 옛길 좌우로는 농경지와 낮은 산이 있어 도보 길로서 

매우 양호하다. 또한, 옛길 가에는 장단읍 부사공덕비가 남아 있어 

역사교육에서 활용 가능하다.14)

<그림15> 장단부사공덕비

14) 옛 장단읍치에서 원형노선을 따라 약 2~300m 들어선 지점에서 길가에 방치되어 있는 비석 
하나를 확인하였는데, 비문에는 “행부사허공□청덕애민선정비(行府使 許公□ 淸德愛民善政
碑)”라 쓰여 있었다. 주변 정비와 함께 역사교육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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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주길(임진강 ~ 개성) 원형 노선 역사문화자원과 동파역 고증

4.1 임진나루와 임진진(진서문) 유적

의주로는 현재 DMZ에 가로막혀 임진나루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임

진각으로 향하는 체로를 조성하 다. 파주 임진나루와 임진진터는 고려와 

조선 시 의 도성인 한양-파주-장단-개성을 연결하는 중요 교통로와 외적

의 침입으로부터 도성을 지키는 관문으로 고려사(高麗史)와 조선왕조실

록(朝鮮王朝實錄) 등을 비롯한 각종 문헌에도 이에 한 기록을 상당수 

살펴볼 수 있다. 

임진리의 유래는 임진나루라는 나루터가 있어 생기게 되었다. 임진리는 

과거 의주 로의 길목 한가운데 위치한 마을이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마을

이라기보다는 강을 건너는 나루터와 군사요충지 던 것으로 보인다. 임진리

는 과거 문헌이나 자료를 보면, “임진(臨津)”이라고 지명 표시가 되어있으며 

이 지명이 지나는 길이 조선 시  사행로인 의주 로 위에 있다. 이러한 

문헌들을 분석해 보면 임진리는 의주와 한양을 이르는 의주 로에 임진강을 

건너는 나루이며 임진강을 표하는 군사요충지인 것이다.

최근 임진나루에 있었던 임진진에 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한백문화

재연구원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파주 임진나루와 임진진터 내 유적 

시굴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는 2015년 시굴 조사를 시행하 고, 2019년 

3월 26일부터 현재까지 발굴조사 중이다.15) 발굴조사를 통해 임진진의 성문

인 진서문지가 확인되었는데, 진서문지는 현 지표에서 약 3 ~ 3.5m 하부에

서 확인되었다. 남아 있는 진서문지의 전체 규모는 동-서 너비 약 455㎝, 

15) 임진진 발굴조사 주소는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2-3번지로 조사면적은 약 4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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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약 740㎝이며, 너비는 문 확석 간 간격이다. 남-북 방향으로 통로 

부가 조성되었는데, 통로부의 서 측면으로는 지 석과 홍예 기단석이 확인

되었고, 중앙 바닥 면에는 형 할석재를 사용하여 박석을 시설하 다. 전면

부인 북측으로는 문확석과 문지방석이 배치되었고, 전면부의 가장 외측으로 

지 석의 하부에 장 석 다짐이 확인되었다. 한편, 서쪽 배수로 건너편에는 

피트 조사를 통해 성벽 일부를 확인하 다. 출토유물은 어골문계 수키와와 

청해파문 수키와 등의 기와편과 백자 등의 자기류가 확인되었다.16)

<그림16> 임진진 진서문지 유구 전경

<그림17> 임진진 발굴조사 배치평면도(2019.5.30.)

<그림18> 임진나루에서 바라 본 

동파리 전경

16) 한백문화재연구원, 「파주 임진나루와 임진진터 학술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2019.5.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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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진과 임진나루는 향후 의주로 원형 노선을 복원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절점이자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상징적 공간이 

되리라 확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발굴조사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한

다. 임진진 유적뿐만 아니라 발굴조사 범위를 확장하여 임진나루와 건너편 

동파나루도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발굴조사 이후 유적의 복

원･정비가 이루어진다면 의주로의 관문으로서 역할을 복원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발굴조사와 복원정비까지 얼마만큼의 기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

으나, 발굴과 복원과정도 하나의 문화유산 탐방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만큼 국민적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4.2 화석정과 임진왜란 논란

의주길을 따라 임진강 가에 다다르면 임진나루 동남쪽에 임진강을 끼고 

높이 솟아오른 산봉우리에 고려말 문신 길재의 유지이자 조선 시  성리학

자인 율곡 이이가 건립했다고 전해지는 화석정이란 정자가 자리 잡고 있다. 

화석정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1호로 지정되어 있다.

화석정은 임진강이 굽어 보이는 강기슭의 벼랑 위에 자리 잡고 있는데 

난간에 기 어 바라보면 서울의 삼각산과 개성의 오관산(五冠山)이 바라다

보이는 풍광이 매우 뛰어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조선 중기의 학자 율곡

(栗谷) 이이(李珥, 1536∼1584)가 국사(國事)의 여가와 퇴관(退官) 후에 항

시 들러 시를 짓고 연구와 명상을 하며 학문을 논하던 곳이라 하는데, 원래 

고려 말의 문신인 야은(冶隱) 길재(吉再)의 유지(遺址) 던 이 자리에 1443

년에 율곡의 5  조부인 강평공(康平公) 이명신(李明晨)에 의하여 정자가 

건립된 것을 1478년(성종 9) 선생의 증조부 이의석(李宜碩)이 중수하고 몽

암(夢菴) 이숙함(李淑 )이 이 정자를 화석정(花石亭)이라 이름 지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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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의 정기(亭記)에 의하면 당나라 때 재상 이덕유(李德裕)의 별서(別墅; 

한적한 곳에서 쉬면서 농사도 지을 수 있도록 만든 집)인 평천장(平泉莊)의 

기문(記文) 중에 보이는 ‘화석(花石)’을 따서 정자 이름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후 율곡이 다시 중수하여 사용하던 이 정자는 당시에 그의 학문에 반한 

중국의 칙사(勅使) 황홍헌(黃洪憲)이 찾아와 음시청유(吟詩淸遊)하 다고 

하는 일설이 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80여 년간 터만 남아 

있다가 1673년(현종 14)에 그의 종증손들이 복원하 으나 한국전쟁 때 다시 

소실되어 버리고 말았다. 근래에 와서 1966년 파주의 유림(儒林)들이 성금

을 모아 다시금 복원하고 1973년 정부가 실시한 율곡 이이와 신사임당 유적

정화사업의 목적으로 정비하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화석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를 가진 팔작지붕 정자(亭子)로 복원되었다.17)

화석정은 복원정비 이후 꾸준한 관리로 현재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주변

에는 관리소와 공중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어 의주로를 찾는 탐방객뿐만 아니

라 임진강을 찾는 관광객, 탐방객, 역사답사를 하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

하고 있다.

화석정에는 임진왜란과 관련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율곡 선생이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지하고 화석정에 들기름을 바르도록 하

고, 이후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가 도하할 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불태워 

강을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임진나루의 승정 건물을 태웠

다는 기록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임진왜란에 하여 저술한 류성룡의 

징비록에는 화석정을 태웠다는 기록과 다르게 임진나루에 있는 승정 건물을 

헐어 목재를 불태워 뱃길을 밝히고 왜군이 뗏목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 다

고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술해 놓은 것이다. 어떤 내용이 진실인지 확실치 

17) 경기도청, https://www.gg.go.kr/archives/heritag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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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나 화석정은 그만큼 유서 깊은 장소로서 의주길을 찾는 이들에게 쉼터

의 기능과 임진강과 의주길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 의 역할에 더해 

우리의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으로서의 길 위에서 역사를 배운다는 ‘경기 옛

길’의 취지에 맞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림19> 화석정에서 본 임진강과 동파리 <그림20> 화석정 전경

<그림21> 화석정 각종 안내판 현황 <그림22> 화석정 휴식공간(매점, 공중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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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동파역과 동자원 위치 고증

임진나루를 통해 임진강

을 건너면 닿는 곳이 동파

나루이고, 동파리이다. 동파

리 북쪽에는 일월봉이 높게 

솟아 있고, 북쪽을 제외한 

마을의 삼면을 임진강(臨津

江)이 휘돌아 흐른다. 남쪽

과 동쪽에 흐르는 강을 따

라 농경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자연마을로는 검바위, 

추개, 도처골, 동자골, 심

복골, 왕i, 이장개, 인동 등

이 있는데, 현재는 사람이 

살지 않고 군부 가 주둔해 

있던 터만 남아 있다.

동파리에는 오래전부터 역원이 있었는데, 동파역과 숙박 시설인 동자원이 

그것이다. 동파역과 동자원은 요즘 말로 하면 공공터미널과 국립숙박시설이

라 할 수 있는데, 역과 원을 이르러 ‘역원’이라 하 다. 즉, 동파역과 동자원은 

하나의 쌍을 이루는 조선 시  교통시설인 것이다.18) 

18) 역이란 말을 준비해 놓은 곳이고, 원이란 사람들이 쉬거나 잠을 자는 곳이었다. 도로로 연결된 
중요한 곳에 역과 원을 설치해 교통이나 통신을 돕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역원(驛院)제도이다. 
중국에서는 일찍이 춘추 전국 시대부터 있었고, 몽골은 이 제도를 바탕으로 동서양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역원제도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다. 몽골의 침입을 
겪었던 고려 시대에는 전국에 역과 원을 세웠고, 그것은 조선 시대에도 이어졌다. 조선 시대 

<그림23> 동파역과 동자원 추정 위치(1914년 지적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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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주길을 개척하는 입장에서 동파역과 동자원은 교통시설의 하나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하겠다. 현재는 남아 있지 않아 지도자료를 통해 동파역과 동자원 

위치를 검토해 보았다. 일제강점기 지적원도상에 토지의 소유주가 국(國)으로 

표시된 지점과 토지조사부를 동자원과 동파역 위치를 검토해 보았다.

우선 현재 해마루i이 조성되어 있는 곳은 1914년 당시 소유주는 국(國)

으로 되어 있으며, 지목은 답(畓)으로 되어 있다. 나라 소유의 밭이었음을 

근거로 하 을 때 동파역이나 동자원에서 경작을 하던 경지일 가능성이 

높다. 현 해마루i에서 의주길을 따라 남동쪽으로 약 1.6km 되는 위치에는 

소유주 국(國), 지목이 답(畓)과 전(田), 임(林), (垈)로 지정되어 있는 필지

가 집중적으로 밀집해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곳은 얼마 전까지 

군부 시설이 들어서 있다가 최근에 이전한 지역으로 조선시 부터 지금까

지 국유지로 지속하 음을 알 수 있다. 국가에서 운 하던 교통, 숙박 시설인 

동파역이 이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19) 나라 소유의 논과 밭, 임야가 

주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역원을 운 하기 위한 전답이었을 것으로 보인

다. 동파역이 있었을 유력한 지번으로는 227(垈), 228(垈), 230(垈)이다.

한편, 1910년  작성된 수치지형도 상에 동파리(東坡里)와 동자원(桐子

주요 도로에는 대략 30리마다 하나씩, 전국적으로 500여 개의 역이 있었다. 나랏일 때문에 
여행길에 오른 관리들은 이곳에 들러 마패를 제시한 다음, 말을 이용했다. 역에서 일하는 관리들
은 중요한 공문은 물론이고 임금에게 올리는 진상품이나 지방에서 걷은 세금을 운반하기도 
했다. 원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공여관이었다. 대개 역 주변에 세웠으며, 나랏일 때문에 여행하
는 관리들이 들러 쉬거나 잠을 잤다. 사리원이나 조치원, 장호원 등은 원이 있었던 지역의 
이름이다. 김한종 외, 『한국사 사전1』, 「유물과 유적･법과 제도」, 역원제도(도성과 지방을 
연결하던 조선의 교통 및 통신제도) 참조

19) 동파역터에 대해서는 해마루촌 주민 조봉연 문화해설사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현 해마루촌 남쪽 이장포 인근에 동파나루가 있었고, 해마루촌의 남서쪽 512m 지점에 동파역
과 저잣거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조봉연 선생이 지목한 나루터는 ‘이장포나루터’일 가능성이 
있고, 저잣거리는 이장포나루와 관계있는 상업시설이 모여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정확한 동파
역터에 대한 고증은 학술조사와 고증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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院)이 병기된 곳이 있는데, 그 

주변으로 의주길을 따라 

(垈)가 곳곳에 있는 것으로 보

아 마을이 있었음은 알 수 있

으나, 국유지는 거의 없고, 필

지가 부분 작아 역원(驛院)

이 있었다고 보기에 어렵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동파역과 동자원은 역원(驛

院) 제도상 서로 인접한 위치

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국

가 소유의 교통시설이므로 소

유주가 ‘국(國)’이며, 주변으로 

역원을 운 하기 위한 나라 소

유의 논과 밭이 있는 곳이어야 

하므로 228번지 일원일 가능

성이 매우 크다 하겠다. 더불

어 수치 지형도상의 동자원

(桐子院)으로 표기된 곳은 역

원 명칭이 마을 이름으로 변용

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필

요가 있다. 지도 분석을 통해 

동파역 터로서 가능성이 높은 

위치는 확인하 으나, 정확한 

위치는 학술조사 또는 시발굴

<그림24> 동파역 추정 위치와 주변 국유지 전답(田畓)

(1914년 지적원도)

<그림25> 동파역과 주변 현황(경기도 장단군 진동면 

동파리 지적원도, 1914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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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동파역과 동자원은 현재 남아 있지 않지만, 조선 시  의주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독을 푸는 쉼터이자 다음 행선지로 가기 위한 채비를 하는 

곳이었다. 의주길 원형 길이 복원된다면, 조선 시 와 마찬가지로 동파역과 

동자원을 지나야 하므로 이곳에 정자나 작은 쉼터, 안내판이나 스토리보드 

등을 만들어 탐방객들에게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

해야 할 것이다. 

4.4 DMZ 해마루촌과 주변 문화유산

(1) 해마루촌

경기도 구간 민통선 안에 있는 표적인 마을로 통일i과 성동마을, 

해마루i을 들 수 있다. 2001년 민통선 내에 실향민들의 정착i으로 조성된 

‘DMZ 해마루i’은 동파리(東坡里)를 순수 우리말로 고친 것이다. 해마루i

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5 선지에 그려놓은 높은음자리표와 같이 생겼

는데, 기획단계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해마루i에 가려면 우선 

민통선을 넘어야 하므로 우리 민족의 분단 현실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매우 적합한 곳이다.

해마루i은 의주로 원형 노선에서 약간 벗어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동파역에서 이장포를 지날 무렵 갈림길에서 북쪽으로 약 300m 가량 들어가

면 나타나는데, 옛 지명으로 이장포마을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의주로 원형 

노선이 개통된다면, 해마루i은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절점이 될 수 있다.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 편의시설과 식사를 이용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마루i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농i체험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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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평화의 DMZ 전통체험(먹거리)’, ‘희망과 생명의 DMZ 봄(야생화체험 

생태탐방) 체험’, ‘해마루i 철새탐조 및 생태탐방’, ‘해마루i 자연물을 이용

한 만들기’ 등 계절에 따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  중이다.

<그림26> 의주길 원형노선과 해마루촌(구글어스 위성사진)

(2) 허준 묘

동파리에는 빠질 수 없는 역사적 인물이 있는데, 동방의 명의(名醫)이자 

백성을 사랑한 동의보감(東醫寶鑑)의 저자 허준 선생(1539 ~ 1615년)의 

묘소가 있기 때문이다. 허준 묘는 경기도 기념물 제128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의주길 원형 노선에서 약 2.3km 떨어진 진동면 하포리 산129번지에 

자리 잡고 있는데, 원형 노선의 체로 계획 시 허준선생 묘를 지나는 코스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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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7> 허준 묘(문화재청) <그림28> 허준 묘 재실(문화재청)

(3) 덕진산성과 동파리 마애사면석물

해마루i 남서쪽 임진강에 북쪽, 추포 북동쪽에 있는 낮은 산봉우리에

는 삼국시  산성인 덕진산성이 남아 있다. 해발고도 약 65m에 있는 옛 

산성으로 산꼭 기에서 낮은 능선을 이용하여 조성하 는데, 임진강의 북쪽

에서 넓은 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다. 조선 시  

지리서인 동국여지지(東國與地志)에 처음 소개되었다. 삼국시 에 조성

된 것으로 알려진 덕진산성은 2017월 01월 19일 사적 제537호로 지정되었

으며, 최근 복원정비공사가 이루어졌다.

임진나루에서 임진강을 건너면 마주하게 되는 산이 동파리 일월봉이다. 

일월봉 바로 아래에는 고려 시  조성된 사방불이 있는데, 1.95m의 화강암

에 동서남북 방위에 따라 4면을 다듬어 각 한 구씩의 불상을 새긴 사방불(四

方佛)이다. 이 불상은 고려 후기 라마 불교가 유입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신라 시 의 사방불과는 다른 세계를 표현하고 있어 

고려 전기의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옛 의주길 노선상

에서 보면 동자원 북동쪽에 있는데, 길이 조성되어 있어 옛길 노선상에서 

별도의 코스로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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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9> 덕진산성(문화재청) <그림30> 동파리 마애사면석불(문화재청)

4.5 옛 장단부 읍치(군내면 읍내리)

장단이라는 지명은 조선 시  장단부 읍치와 현재 장단면과 혼돈이 있는 

지역이다.20) 원래 장단부 읍치는 현재의 군내면 읍내리에 해당하는데, 의주

길이 지나는 길목으로 파주-장단-개성으로 연결되는 주요한 교통의 요충지

다. 원래 장단부 읍치는 현재 북한 지역인 장도군 고읍리(1458년)에 있었

으나, 1621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로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 조선 중기부터 

근  이전(경의선 장단역 부설 이전)까지 장단도호부는 장단군의 중심지

다. 서울 방면에서 1번 국도가 진서면을 거쳐 개성시 방면으로 향한다. 현재 

읍내리에는 옛길과 과거 장단향교터가 남아 있다. 해마루i을 지나 유현고

개를 넘어 옛 장단부 읍치(군내면 읍내리)를 지나는 의주로 원형 노선이 

복원되면 주요한 길목이 될 것이다.

20) 지금의 장단면은 조선 시대 임진현 지역이었는데, 1457년(세조 3) 장단군에 편입되어 중서면이 
되었다가 1914년 장단군 진남면으로 고쳤으며, 경의선 장단역이 부설되고 근대적인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장단군청도 이곳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면 이름도 군명을 따라 1934년 개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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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장단군읍지』 장단 지도(1899) <그림32> 1910년대 수치지형도상의 장단부

4.6 생태탐방과 군사시설(DMZ)

옛 장단부 읍치가 있었던 군내면 읍내리를 지나 2.3km를 서쪽으로 나아가

면 개성으로 통하는 1번 국도와 만나게 된다. 이곳에서 판문점까지는 군차량

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거의 볼 수 없고 인적도 드문 곳이다. 성동 주민들

과 판문점 방문 차량이 간혹 지날 뿐이다. 이곳은 차량이 시속 60km를 초과

하여 다닐 수 없는 곳으로, 곳곳에 군사용 벙커나 군사시설이 있어 군사지역

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긴장감 넘치는 공간이다. 하지만 길 주변으로는 

논과 밭이 펼쳐져 있고, 주변으로 울창한 산림이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의주로 원형 노선은 1번 국도를 따라 이곳에서 판문점 방향으로 이어진다. 

남북이 평화로운 시 가 도래하면 이 길을 따라 도보 이동이 가능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겠다. 70여 년 동안 

인적이 드문 공간으로 남아 있어 적막하기까지 한 이 구간은 남북분단의 

현실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문화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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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장단 ~ 판문점 구간 의주길 원형 노선

4.7 대성동 마을과 기정동 마을, 판문점

군내면 읍내리에서 나와 1번 국도를 따라 판문점 방향으로 약 4.2km에 

다다른 곳에서 갈림길을 만날 수 있는데, 직진하면 판문점이고, 서쪽으로 

약 700m가량 들어서면 휴전선 남쪽 비무장지 (DMZ) 최북단 마을인 성

동 자유의 마을을 만날 수 있다. 이 마을은 1953년 휴전협정에 의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에 남북이 하나씩 민간 거주 마을을 두기로 합의하면

서 생긴 곳이다. 성동 자유의 마을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속해 있지만, 한민국 정부가 아닌 유엔군 사령부의 통제

하에 있는 유일한 마을이다. 마을 북동쪽으로 약 1km 지점에 판문점이 있고, 

마을로부터 4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군사분계선이 지나고 있으며, 

성동 건너편에는 북한의 DMZ 민간인 거주지인 기정동이 마을과 남과 

북이 함께 조성한 개성공단이 눈앞에 보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공간에 있다. 

성동 자유의 마을과 기정동 평화의 마을은 불과 800m 정도 떨어져 있으



286  

며, 양쪽 마을 중심에는 높이 100m 위에서 펄럭이는 태극기와 160m 위에서 

펄럭이는 인공기가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의주로 원형노선에서 매우 인접해 

있고, 주민들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어 향후 의주로 원형 노선이 조성된다면, 

이곳에서 휴식과 편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의주로 원형 노선이 개통되는 

시점은 남북의 평화체제가 자리 잡은 시기일 것이고, 이때쯤이면 성동마

을은 우리 민족이 한때 분단상황이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마을주민

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21)

<그림34> 대성동마을 앞 의주길 현황 <그림35> 대성동마을 전경

<그림36> 대성동마을 옛 성곽(태성)과 팔각정 <그림37> 판문점 사진(구글어스 사진자료)

21) 옛 지도에서 보이는 조현참 또는 조현발소가 있던 위치가 대성동마을 인근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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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을 빠져나와 1번 국도로 가면 판문점을 만날 수 있는데, 이곳은 

말 그 로 분단의 상징임과 동시에 최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의주로는 이곳을 지나게 된다.

4.8 취적교와 탁타교, 그리고 개성역사지구

판문점을 지나 북한 개성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관문이 취적교이

다. 판문점에서 약 5.7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신경준의 도로고(道路攷)에 

따르면 판적교에서 취적교까지 15리라 되어있으니 정확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개성 덕암리 취적교는 고려 시  토목기술을 보여주는 표적인 유적

이라 하는데, 북한 사회과학고고학연구소에서 발굴 조사한 결과 다리의 규

모가 길이 약 60m에 달하며, 너비 6.3m, 높이 2.1m 으며, 동서 19개 경간, 

남북 3개 경간으로 이루어진 석교 음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북한에서 발굴

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남과 북이 힘을 모아 복원한다면, 의주로 개성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한편, 취적교는 벽계수와 황진이의 

이야기로도 유명한데,22) 취적(吹笛:피리를 불다)다리의 이름만큼이나 낭만

적이 이야기이다.

22) 송도삼절로 이름 높은 기생 황진이는 미모와 기예가 뛰어나서 그 명성이 조선왕실에까지 퍼졌다
고 한다. 종실(宗室) 벽계수가 황진이를 만나기를 원하였고, 손곡(蓀谷) 이달(李達)에게 방법을 
물었더니 “그대가 소동(小童)으로 하여금 거문고를 가지고 뒤를 따르게 하여 황진이의 집 근처 
루(樓)에 올라 술을 마시고 거문고를 타고 있으면 황진이가 나와서 그대 곁에 앉을 것이오. 
그때 본체만체하고 일어나 재빨리 말을 타고 가면 황진이가 따라올 것이오. 취적교(吹笛橋)를 
지날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일은 성공일 것이오.” 했다고 한다. 벽계수가 그 말을 따라하
니 과연 황진이가 뒤를 쫒았다고 한다. 취적교에 이르렀을 때 황진이가 “청산리 벽계수야...” 
시조를 읊으니, 벽계수가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리다 나귀에서 떨어졌고, 황진이가 
웃으며 “이 사람은 명사가 아니라 단지 풍류랑일 뿐이다.”라며 가버렸다고 한다. 벽계수는 
매우 부끄럽고 한스러워했다고 한다.

    청산리 벽계수야 <황진이>
    청산리 벽계수(靑山裏 碧溪水)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일도창해(一到蒼海)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明月)이 만공산(滿空山)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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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8> 판문점 ~ 취적교 ~ 탁타교 ~ 개성남대문 구간 의주길 원형노선

취적교에서 4.3km를 가면 나오는 다리가 탁타교(橐駝橋)이다. 탁타교는 

낙타교라고도 불리는데, 고려 왕실의 국제무 에서의 자신감과 당시 고려국

의 위상을 알 수 있게 해 준다.23)

탁타교를 지나면 본격적인 개성시가지가 펼쳐진다. 의주길은 탁타교를 

지나 개성 남 문을 거쳐 고려 궁성의 서쪽에 있는 오정문(옛 선의문)을 

지나 황해도 금천과 평산으로 향하게 된다. 의주길 원형 노선 경기도 구간은 

개성 남 문에서 일단락 짓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개성시에 산재한 수많은 

23) 고려 초(942년)에 노국의 사신들이 고려왕(태조)에게 낙타 50필을 선물로 가져왔다고 한다. 
고려왕은 노국사신을 불러 심문한 결과 낙타를 선물로 가져오는 구실로 고려 형편을 탐색하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노한 고려 왕은 사신 30명을 바다섬에 귀양보내고 선물로 가져온 
낙타 50필을 만부교 돌다리 아래에 매어놓고 굶겨 죽였다. 그때부터 이 다리 이름을 ‘낙타교’라
고 불렀다. 이 다리를 ‘만부교’, ‘야다리’라고도 하였는데, 고려 초 이 다리를 놓을 때 만명의 
인부가 동원되어 하룻밤 사이에 놓았다고 하여 ‘만부교’라고 하며 ‘야다리’라는 이름은 지난날 
정월대보름날 이 다리를 건너면 다릿병이 낫는다고 하여 밤새 등불을 켜고 오가는 사람이 
그치지 않았다고 하여 비롯된 지명이다. 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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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은 2013년 “개성(開城)의 역사 기념물과 유적(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이란 타이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개성 남 문을 비롯해 고려 궁성인 만월 , 숭양서원과 선죽교, 개성 성균관, 

고려왕릉 등 개성을 표할 만한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남 문 북쪽에 자리 

잡은 개성 한옥마을과 그곳에서 접할 수 있는 11첩 반상은 꼭 경험해야 

할 체험코스이다.

<그림39> 개성 남대문 <그림40> 고려궁성 만월대 <그림41> 숭양서원

<그림42> 개성 선죽교 <그림43> 성 고려성균관 <그림44> 박연폭포

5. 의주길 원형 노선 관련 지역주민(전문가) 인터뷰

의주길 원형 노선 현지 조사와 함께 동파리 주변 현황에 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조봉연 선생님과 현 마을 이장인 김경숙 이장님에 한 구술조

사를 하 다.24) 구술조사는 2019년 10월 4일 13 ~ 16시까지 김경숙 이장님

24) 조봉연 선생은 해마루촌 초대이장을 지냈고, 현재는 마을해설사, 문화해설사, 숲 해설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해마루촌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활동가로서 해마루
촌의 문화유산과 임진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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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진행하 으며, 구술조사 이후 현장답사도 함께 진행하 다. 인터뷰 

내용은 의주길 원형 노선에 한 질의, 해마루i 주변의 문화유산, 의주길 

복원에 한 해마루i의 의견과 활성화 방안 등에 해 문의하 다. 구술조

사 내용 중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5.1 의주길 원형노선 고증

･ 해마루i을 지나는 의주로의 원형은 통일 교를 지나는 길이 아닌 해마

루i 앞을 지나는 길이다. 의주길은 예로부터 서울과 개성, 의주를 잇는 

유서 깊은 옛길이다.

･ 현재 의주길 원형 노선은 부분적으로 변화되기는 하 지만, 원형노선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다.

･ 임진나루와 동파역을 잇는 다리가 있었는데, 한국전쟁 당시에는 미군이 

놓았던 부교가 있었고, 1970년  초반에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 조선 시 에는 주요 길목에 역(驛)이 있었는데, 동파리에도 동파역이 

있었다. 해마루i 남서쪽 500m 지점에 옛 동파역 터가 있다. 동파역 

터 주변으로는 저잣거리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동파역 자리에는 군사시설이 있었다.25)

･ 물이 가물 때는 임진나루에서 동파리 쪽으로 배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

기도 했다. 임진강 건너편에 남아 있는 길은 옛길이 맞는데, 군사용도로

25) 조봉연 선생이 지목한 동파역 터에 대한 견해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옛 지도나 일제강점기 지적원도상에서는 조봉연 선생이 지목한 곳보다는 임진나루 건너편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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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용되면서 일부 구간 직선화된 부분도 있다.

･ 동자원은 일명 왕i(旺村)이라고 하는데, 효령 군인지 정확하지는 않

지만, 전주이씨 왕손들이 모여 살아서 왕i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곳이 

동자원이 있던 터이다.

･ 옛길은 동자원을 지나 동파나루와 동파역을 차례로 지나며, 해마루i 

남쪽 이장포와 추포를 지나 옛 장단읍치로 향한다. 장단읍치로 가는 

옛길은 의주길 말고도 다른 노선도 있다. 해마루i에서는 개성으로 이

어지는 다른 노선의 길도 있다.

･ 해마루i 남쪽 이장포는 예전에 배나무밭이 있어서 이장포라는 지명이 

붙었다고 한다.

･ 일반인들은 장단읍치를 지나 현 JSA 앞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 

길 주변은 지뢰를 모두 제거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다.

･ JSA를 지나 성동으로 이어지는 1번 국도는 판문점을 지나 개성까지 

곧장 이어진다.

5.2 의주길 원형 노선과 해마루촌 주변 문화유산

･ 해마루i에는 타지역사람들이 모르는 많은 문화유산이 있다. 표적인 

것이 찾아오는 문화재이다. 바로 철새들인데, 임진강 변에는 해마다 수

많은 철새가 찾아온다. 수년간의 노력으로 임진강 변에 철새전망 를 

조성하 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생태체험과 철새도래지 관광을 했으

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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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시  표적인 의학자인 허준 묘소가 동파리에 있다. 의주길 원형 

노선과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의주길 탐방코스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

할 것이다.

･ 동자원 뒷산인 일월봉 정상에는 고려 시  조성된 마애사면석불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매우 희귀한 사면석불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군부  안

쪽에 있어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지만, 군과 협조하여 일반인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의주질 탐방코스에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임진왜란 때 선조가 임진강을 건너 동파역에 하룻밤 머물 다고 한다, 

이날 밤에 신하들이 다 도망갔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 해마루i에서 옛 장단읍치로 향하는 고갯길에서 보면 덕진산성이 보인

다. 덕진산성은 삼국시  산성으로 성벽과 우물터 등이 발굴되었고, 복

원도 되었다. 그런데 내가 옛날에 보았던 성벽으로 복원된 것이 아니라 

잘못 복원된 것 같다. 특히 우물은 잘못 복원되었다.

･ 장단읍치 뒤편으로 백학산이 있는데, 선조가 피난길에 잘못 올랐다가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백학산은 백마리의 학이 내려앉아 그

로 굳어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와 백학산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백학산 정상에 오르면 개성공단을 비롯한 개성 시내 전체가 내려

다보인다. 군부 에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라고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했

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별논고] 2019 경기도 역사문화탐방로 논문 공모집 | 남창근  293

<그림45> DMZ 걷기코스(해마루촌 초대이장 조봉연 제공)

<그림46> 임진나루와 동파리를 잇던 임시가교(1951년 촬영, 조봉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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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학산 아래에는 옛 장단읍치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데, 관아 터 

등은 군부 가 다 점유하고 있어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장단향교터는 백학산 아래쪽에 그 로 남아 있다.

･ 해마루i 일 는 DMZ 안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근현 사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자원이 산재해 있다. 일제강점기 조성한 구조물(다리 

등)과 한국전쟁 당시 미군들이 설치해 놓은 구조물들이 많이 있다. 철거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보존하여 문화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주

장하여 아직 철거하지 않고 있다.

･ 초평도와 임진강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특히 초평도는 김 중

통령 시절 남과 북의 평화의 장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홍수가 

나면 섬이 침수되어 조성되지 못하 다. 옛날에는 초평도가 침수되는 

일이 없었는데, 임진강 좌우로 제방을 쌓으면서 홍수가 나면 초평도가 

물에 잠기게 되었다. 여하튼 초평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보존되어 있

어 장기적으로 생태공원 등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5.3 해마루촌과 의주길 활성화 방안

･ 의주길에 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변을 정비하

는 것에 해 그동안 정부에 많은 의견을 제시해 왔었다. 경기도와 파주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의주길 옛길이 개통된다면, 해마루i의 역할도 있을 것이며, 해마루i으

로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다. 우리 마을에는 휴게소도 있고 화

장실도 있고, 공원도 있어 탐방객이 쉬어가기 좋은 곳이다. 탐방객들이 

마을에 와서 점심 식사도 하고 지역특산품(장단콩, 인삼 등)도 사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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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사람들도 좋고 탐방객들도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 좋을 것이다.

･ 이곳이 DMZ이기 때문에 지역 문화해설사가 탐방객들과 동행한다면 

수많은 볼거리와 이야깃거리를 들을 수 있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 의주길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반시설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정비도 있어야 할 것이다.

･ 해마루i을 중심으로 의주길을 개통한다면 DMZ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다.

･ 탐방객들은 임진나루를 건너오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배로 건너오는 

방법, 다리를 설치해서 건너오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부교를 설치한다면 차량도 이동할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다. 당장 다리를 

놓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버스를 타고 전진교를 건너오는 방법도 있다.

･ 의주길 탐방코스는 탐방객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해마루i에 들어와 

임진나루 건너편에 하차하여 해마루i까지 걸어오는 방법이 있다. 오는 

길에 철새관측소도 들르고, 일월봉 마애사면석불과 허준묘를 거쳐 해마

루i으로 이동하는 코스를 구성할 수 있다. 해마루i에서 다시 장단읍

치와 JSA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구성할 수도 있다.

･ 옛길과 함께 임진강 변을 따라 둑길을 정비한다면 아주 매력적인 도보여

행 코스로 조성할 수 있다. 현재 의주 옛길은 군사훈련용으로도 사용하

고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서도 임진강 변 둑길 조성은 적극적으로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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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해마루i 주변에는 많은 문화유산이 남아 있는데, 군사시설 안쪽

에 있어 군의 협조가 필요하다. 표적으로 일월봉 마애석불이나 백학

산 등은 군부 의 협조 없이는 접근이 쉽지 않다.

･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의주길 복원, 개통은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의주길이 개

통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나 탐방객들에게 매력적인 관광코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6. 의주길 원형 노선과 DMZ 단계별 활용구상

6.1 임진나루에서 나룻배 타고 해마루촌 가기(1단계)

의주길 1단계 코스는 임진강을 건너 해마루i까지 탐방하는 코스이다. 

현재 해마루i은 민간인출입통제구역 내에 있으나, 주민들이 살고 있어 비

교적 안전이 담보된 노선이다. 국방부와 UN사의 협조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

라도 해마루i 주민들과 협력하여 제한적 운 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즉, 

해마루i 주민들이 특정 시기, 특정 기간에 제한된 인원의 탐방객을 초청하

여 운 하는 것이다. 이 코스의 중심 주제는 임진강을 나룻배를 타고 이동하

는 것이다. 즉, 옛 의주길 노선을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건너는 것으로 유형의 의주길과 무형의 의주길을 복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임진진과 임진나루가 복원 

또는 정비되어야 하며, 나룻배를 이용해 건너는 방법에 해 행정부와 군의 

협조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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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7> 의주길 원형노선 1단계 코스(임진나루와 해마루촌)

화석정 → 임진나루 마을 → 임진진과 임진나루 → 임진강 → 동파나루 → 동파역, 

동자원 유적 → 이장포, 대추포 → 해마루촌 → 동파나루 → 임진강 → 임진나루 → 

화석정

1단계 코스는 다음과 같다. 우선, 탐방객들이 화석정에 집결하여 임진강과 

의주길 코스를 조망한다. 이후 옛길을 따라 임진마을 옛길을 지나 임진나루

에 도착한다. 임진진과 성벽을 둘러본 후 나룻배를 타고 임진강을 건너 동파

진에 도착한다. 동파진에 마중 나온 해마루i 주민들과 함께 동파역 유적을 

둘러보고 해마루i으로 가서 해마루i 농특산물로 식사를 마치고 되돌아오

는 코스이다.

만약 지금 당장 나룻배의 운항이 불가능하다면 임진나루를 돌아보고, 전

진교를 통해 임진강을 건너서 동파역 터와 해마루i으로 가는 방법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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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수 있다. 이 코스에서는 허준 선생 묘소 참배도 포함할 수 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월봉 마애사면석불도 코스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48> 의주길 원형노선 2단계 코스(임진나루 ~ 동파역 ~ 대성동과 판문점 코스)

6.2 옛 장단읍치 지나서 대성동마을과 판문점 탐방하기(2단계)

의주길 2단계 코스는 현재 민간인출입통제구역26)이 해제되거나 완화되

는 시점에서의 코스이다. 해마루i과 장단읍치, 통일i 등은 지금도 출입신

고만 있으면, 출입이 가능하지만, 성동마을과 판문점은 별도의 신고절차

를 거쳐야 하므로 일반인이 자유롭게 드나들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 코스

가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상호군사적 위험이 제거되어야 하므로 당장 구체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국방부와 UN사의 협조 아래 제한적(시간

26) 민간인출입통제구역(民間人出入統制區域, 영어: Civilian Control Zone, CCZ)은 군사분계선 
인근의 군사 작전 및 군사시설 보호와 보안유지 등의 목적으로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의 남방한계선 남쪽 5~10 km에 걸쳐 있는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된 지역으로, 이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민통선(민간인 출입통제선, 
영어: Civilian Control Line, CCL)이라고 부른다. 위키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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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간적)으로 운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예를 들면, 특정 시점이나 

일자에 의주길을 탐방하고 싶은 제한된 지원자를 모집하여 군의 통제 아래 

이동하는 방법이다. 해마루i이나 성동마을, 통일i 등은 현재도 우리 국

민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의주길을 북으

로 이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코스의 구성은 임진각에서 집결한 후 해마루i까지 버스로 이동한다. 이

곳에서부터 도보로 출발하여 옛 장단읍치(군내면 읍내리)와 장단향교 등을 

둘러보고, 다시 버스로 성동마을과 판문점까지 이동하는 코스이다. 판문

점에 도착하면 의주길 2단계 코스는 마무리되며, 차량을 이용해 통일i까지 

이동하여 지역특산물과 장단콩 지역 음식으로 식사를 한 후 자유의 다리를 

통해 임진각으로 돌아오는 코스이다.

임진각(버스이동) → 자유의 다리 → 해마루촌(도보이동) → 이장포 → 대추포 → 유현 

→ 옛 장단읍치(읍내리) → 대성동(버스이동) → 판문점 → 통일촌 → 자유의 다리 → 

임진각

6.3 판문점에서 개성남대문, 개성역사지구 탐방코스(3단계)

의주길 경기도 구간의 완성은 북한에 있는 개성에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의 연원은 고려 시 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개성과 그 주변은 

고려 시  1018년부터 ‘경기’라 지칭되어 2018년은 ‘경기 천년’이 되는 뜻깊

은 해 다. 더불어 조선 시 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도 개성은 서울과 

경기도 권역에 속해 있었고, 분단 이전까지만 해도 개성은 경기도에 속한 

지역이었다.

의주길 3단계 코스는 남측사람들이 개성과 북한의 관광지를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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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한 시점에야 가능한 코스이다.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북한에서 개성시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남측사람들에게 개방한다면 좀 더 

이른 시기에 가능할 수도 있으리라 기 한다. 그 이전이라도 어느 정도 남북

관계가 좋아진 시점에 ‘개성관광’이 재개된다면 버스 관광 형태로 차량을 

이용하여 의주길을 탐방하는 코스도 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49> 의주길 원형 노선 3단계 코스(임진나루 ~ 개성 코스)

3단계 의주길 코스는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시작하여 취적교와 탁타

교를 지나 개성 남 문에서 의주길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후 개성 한옥에

서 개성의 특산물로 구성된 ‘11첩 반상’으로 점심을 먹고 만월 와 숭양서원, 

선죽교, 개성 성균관 등 개성역사유적을 탐방한 후 되돌아오는 코스이다. 

파주 ~ 개성 의주길 탐방과 개성관광 코스를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판문점 → 취적교 → 탁타교 → 개성남대문(의주길 종점) → 개성한옥(점심) → 

개성역사지구 관광(개성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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