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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이 마을지는 용인문화원의 용인시 마을 연구 기록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고기동은 아파트 숲으로 변한 수지구에서 가장 오래도록 고유한 경관과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곳
이며 유일하게 대규모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단독주택과 전원형 주택이 밀집된 고장입니다. 한편
으론 고기공원과 고기 유원지 등 생태 자연환경과 힐링환경이 공존하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교통
이 불편해 오지라는 소릴 들었지만 최근에는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나들목이 생기면서 위상이 완전
히 바뀐 고장입니다. 이에 수지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고기동의 현재 모습과 과거를 기록해 귀중한
용인의 향토문화 자산으로 남기고자 선정하였습니다.
- 고기동 마을지(誌)를 제작함에 있어 그간 용인시지 및 수지읍지 등 중첩되는 내용을 가급적 제외하
였으며 고기동 전통 공동체를 중심으로 기록하였습니다.
- 집필진은 용인문화원 부설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장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접근하여 조사연구하고 기술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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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전통적으로 용인시는 한반도 남부를 관통하는 영남대로상에 위치한 지역으로 흔히 서울로
통하는 길목이라 인식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유일하게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
하는 교통의 중심지이고 제2경부고속도로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상 용인
은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인은 각 시대마다 다양한 문화여건 속에서 경향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여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전래의 고유성을 고집하면서도 유입된 문
화 여건을 적극 수용하여 발전해온 지역인 것입니다. 때문에 용인은 다양한 역사문화 유산과
풍부한 민속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 기반의 변화와 도시화,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민들의 삶의 방식과 양태도 크게 달라져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지역 문화 정체성
도 쉽게 무너질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SK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첨단 산업 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전에 마을 단위의 전
수조사와 함께 기록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면서 운영해 왔던 각종 민
속을 발굴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80년대 후반 수도권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지 택지개발과 함께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공동체 문화가 순식간에 해체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시 기록으로

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 개발이 진행되면서 용인 서북부 지역에도 택지개발이 본격

남겨진 <수지읍지>를 보더라도 오늘날의 모습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다른 세상이

적으로 시작되고, 이어 죽전, 기흥, 구성 등 서부지역의 급성장과 함께 90년대 인구 20만 명에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마을 형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오랜 전통을 유지해 왔

불과하던 중소도시가 20년 만에 100만이 넘는 거대도시로 변모하였습니다.

던 마을 단위의 공동체 문화는 아예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처인구 원삼면 일대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최종 심의

다행인 것은 이번에 마을지를 집필하는 수지구 고기동의 경우, 그나마 공동체 문화가 아직

를 통과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용인시 전체가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원삼면 일대 약

은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유의 지역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각 마을에 대한 기록을

135만 평 규모의 부지에 120조 원을 들여 4개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50개 이상의 중소

하나하나 남기는 일이야 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협력업체가 동반 입주하는 대형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기동 마을지 발간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SK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좁게는 원삼ㆍ백암
면, 넓게는 처인구 전체가 문화 전 부문에 걸쳐 심한 변동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선은

이번 고기동 마을지 편찬을 위해 수고하신 김태근 용인학연구소장을 비롯한 연구위원 여러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역문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의 해체, 외지 인구의 대량 유입, 전통적 농업 생

용인문화원장 조 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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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장 백군기입니다.

먼저, 107만 용인시의 향토역사를 자산으로 남기고 시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
한 「고기동 마을지」를 편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기동 마을지」 편찬을 통해 용인 고유의 마을공동체에서 살아오신 분들의 삶의 흔적과 기
억을 기록하여 전통사회와 향토문화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후세에 남길 수 있고 그 문화적 원
형에 대한 관심을 도모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콘텐츠로 활용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어 점점 사라져가는 마을 공동체의 모습을 기
록하고 마을단위의 독특한 생활문화나 의례, 민속놀이, 세시풍습을 연구하는 것은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용인시는 앞으로도 용인의 고유문화 및 역사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리며, 각 마을의 고유한 향토문화가 문화콘텐츠로서 자리잡아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수지구 고기동은 수지지역 최초로 3.21 만세운동을 하였던 곳으로 용인 및 민족 독립
운동사의 상징적인 지역 중 한 곳인 바, 현지조사와 채록을 통해 자랑스러운 향토역사를 기록
으로 남기는 작업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용인마을지」 발간에 힘쓰신 용인문화원 및 용인학연구소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
리며, 용인의 소중한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용인시장 백 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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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고기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줄 ‘고기동 마을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
립니다.

역사가, 나아가 용인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기억이나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고 퇴
색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록은 역사가 됩니다. 고기동의 마을지의 발간은 더욱 의미
가 깊습니다.

고기동은 일제의 가혹한 식민통치에 맞서 수지지역 최초의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역사
적인 지역으로 애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이 서려있는 곳입니다. 또한 현재는 지리적 이점

지난날을 안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 시작점이기도 합니

과 다양한 인프라의 장점으로 많은 발전과 변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도 기

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돌아봄으로써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갈 바를 고민하게 해

대되는 곳입니다.

줄 이번 마을지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
원합니다.

고기동에서 자자손손 터를 잡고 사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생
활하시는 주민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 분들의 자료와 기억들, 그 사소함이 모여 마을의

감사합니다.

용인시의회 의장 이 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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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먼저 고기동 마을지 제작에 나서주신 용인문화원 조길생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

이렇게 외부 방문객들의 높은 관심이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고기

립니다. 급격히 변해가는 향토를 기록으로 남김으로서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들이 고기동의 어

동의 현주소 일 뿐입니다. 고기동 마을지는 지금 아니면 제 모습을 제대로 담기 점점 어려울 것

제와 오늘 그리고 구석구석을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후세들에겐 더 없이 값

입니다. 살던 사람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지표가 바뀌면서 고기동의 엣 모습을 점점 잃어가

진 기록물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고 있기 때문이죠.

되돌아보니 고기동은 겉모습이 변한 것처럼 그 이름도 여러 번 변했습니다. 이곳은 고분동

현재 고기동을 오래도록 살아온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주로 80년대 이후 유입된 분들이

과 손기라는 두 고장이었지요. 그러다가 고분동의 ‘고’자와 손기의 ‘기’자를 합하여 ‘고기리’라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고기동의 새로운 모습이고 조화이기도 합니다. 다만 고유한 고장의 전

했습니다. 시 승격과 구 승격에 걸맞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기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

통과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은 미래를 위해 다 같이 아끼고 사랑하길 바라봅니다.

었습니다. 이름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도 뽕나무밭이 푸른 밭으로 변했다는 ‘상전벽
해(桑田碧海)’라는 옛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책이란 읽히기 위해 존재하고 보존가치도 큽니다. 우리고장 변화과정에 대한 기록에는 주민
들의 구술도 담겨 있습니다. 생생한 삶의 여정이 녹아 있습니다. 고기동의 여러 모습이 여러분

몇 십 년 전만 해도 이곳은 지독한 산촌이었어요. 땔나무꾼을 제외하고 여기를 찾는 외부 방

들의 정성에 의해 다시 조명되고 정리되어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됩니다. 주민들은 물론 고기동

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장(場)을 보던 수원과 안양이 각각 30리 이었으니 이른 아침

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미래 세대들에게도 귀중한 자산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 번

에 떠나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동네였습니다. 이러던 곳이 외부로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

고기동 기록작업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은 자동차가 사람의 발이 되고 강남을 비롯한 성남과 수지까지 인구가 폭발하면서부터입니다.

고기동 마을지 편찬위원장 이 석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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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개관

1. 고기동 마을 개관

서리 마을 연혁

17

고기동은 수지구에 딸린 동으로 용인의 서북쪽 끝자락에 있다. 고기동은 북쪽으로 성남시와

서리 마을 지명 유래

21

길게 경계를 이루고 있고 서쪽으로는 의왕시에 닿으며 서남쪽으로는 수원시 상광교동과 접하

서리 인문지리 환경 변화

29

고 있다. 남쪽으로는 수지구 신봉동과 경계를 이루며 동쪽으로는 동천동에 연결되고 있다.

서리 산업 환경의 변화

49

서리 마을 조직

63

고기동은 농지가 매우 협소하고 대부분이 산과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북쪽이 높고 동
남쪽이 낮은 서고동저형의 지형을 보이고 있으며 계곡사이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서남쪽에 광교산(光敎山, 582m)이 있는데 용인관내에 있는 대표적인 명산으로 수지에서 가
장 높은 산이다. 광교산의 오른쪽에는 시루봉이 있고 왼편에는 백운산(白雲山, 567m)이 있으
며 백운산의 북쪽에는 바라산(428m)이 있다. 백운산과 광교산을 지나 시루봉을 거쳐 동쪽으
로 흘러내린 산줄기가 동천동까지 이어져 커다란 능선을 이루고 있으며 바라산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은 제창골고개와 장토리고개를 지나 고기동 노인회관 부근까지 이어진다. 두
능선 가운데로 동막천이 동쪽으로 흐르며 북쪽 골짜기로는 발화산리천이 발원하여 동막천으
로 합류하여 낙생저수지로 들어간다.

고기동 마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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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은 가까운 산에서 싸리버섯이나 야생표고, 느타리나 능이버섯 등이 다양하게 산출되
고 철따라 취나물이나 다래순, 그리고 산 도라지나 삽주 등 산나물 같은 임산물이 풍부했고 산
토끼나 꿩이 대단히 많았고 노루나 산돼지도 잡혔다고 한다. 그러나 산돼지는 최근에 많이 늘
어났고 고라니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매우 많이 늘어났다고 하며 한 결 같이 피해를 호
소하고 있었다.
1970년대 이전의 농업중심의 전통이 남아 있던 당시만 해도 고기동에는 배나무골과 곡현,
샛말을 합쳐 약 45호정도가 살았고 장토리에 15호, 손의터에 45호 가량이 살았다고 한다. 당
시의 마을 크기로 보아 매우 큰 편은 아니나 나름대로의 전통마을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광주
이씨(廣州李氏)와 덕수이씨(德水李氏), 광주안씨(廣州安氏)가 대성(大姓)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광주이씨는 약 45호, 덕수이씨가 약 15호, 광주안씨가 5호 정도 살았다고 하며 모두 고
기동 일대에 선영이 있고 시제를 모시는 등 거주의 역사가 상당히 깊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전주이씨와 합천이씨, 함양박씨 등도 몇 집씩 살았다고 하는데 수지가 개발되고 용인
이 급격하게 도시화되면서 고기동에도 커다란 변화가 밀려들게 된다.
고기동에는 같은 수지관내의 다른 지역, 즉 풍덕천동이나 동천동, 상현동이나 성복동처럼
고개는 고분재가 유명한데 고분재마을을 넘어 의왕시 백운호수로 연결된다.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들어서지 않았지만 일부지역에는 빌라가 생기고 골짜기마다 대규모 전

고기동은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어 예로부터 피란지로 알려져 왔다. 그래서인지 6.25때도

원주택이 들어서 단지를 이루고 있다. 손의터에는 빌라가 많이 들어섰는데 500여호가 넘는다

공산군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피란도 가지 않았다고 하며 마을에 별다른 피해도 없었다고 한

고 하며 곡현마을에도 전원주택이 많은데 300여 호 이상이나 된다고 하니 고기동의 변화를 단

다. 그러나 이러한 험한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논이 적고 밭이 많았는데 용인이 본격적인 산

적으로 증명해 준다 하겠다.

업화로 들어서기 전인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논의 비중이 약 30%정도에 불과 했다고 한

수지 일대의 개발과 변화는 한때 난개발이라는 오명(汚名)을 남기기도 했지만 그나마 고기

다. 토지도 매우 척박한편으로 마을에서 제법 넓었던 들에 베랑뱅이들이라는 지명이 붙어있을

동에는 대규모아파트단지가 들어오지 못한 관계로 그런대로 전통마을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

정도였다.

나 대규모 외부인의 유입으로 인한 변화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현지인들과의 조화나 협력이

이 때문인지 고기동은 농사에 의지하기보다는 주위 산에서 나무를 베어 숯을 굽거나 장작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나 땔나무를 해서 수원이나 안양 등지에 가져다 팔아 생계에 보태야 했다고 한다. 마을회관

수지일대가 개발되면서 생겨난 고기동의 첫 번째 변화는 앞에서 말한 빌라와 전원주택의 급

에서 만난 한 노인은 수원장으로 가는 고갯길에는 밤에도 나뭇짐이 줄을 이었고 나무를 팔고

증이다.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많지 않던 농경지의 잠식을 가져올 것이 자

오는 사람들과 길을 비키기도 어려웠다고 회상하고 있다. 또 숯을 만들기 위해 산의 나무는 물

명하다. 어느 정도 세월이 더 지난다면 고기동은 빌라와 전원주택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된 주

론, 울안의 감나무나 고욤나무까지 잘라서 숯을 구웠다고 하니 당시의 사정을 알만하다.

거지역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

18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마을

고기동 마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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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외식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고기동은 아직도 산수가
수려하고 공기가 맑아 가든이나 카페와 같은 이름의 식당이나 찻집이 들어서기 좋은 여건이
다. 멀리 서울이나 성남의 분당, 수지와 죽전일대의 주민들이 주 고객으로 생각되는데 수요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1│

2

고기동 지명 유래

셋째는 개발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린벨트나 개발이 어려운 보존녹지 등 개
발에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물을 세우고 주택을 지으려 하고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마지막은 주민공동체의 해체가 염려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원주민의 비율은 매우 적은편인
데 자녀들은 대부분이 외지로 나가있고 노인들만 있는 경우가 많다. 세월이 흘러 노인들이 세
상을 떠나고 나면 수 백 년 간 이어져 왔던 마을의 전통과 역사가 단절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고기동은 법정동이지만 따로 동사무소가 없고 동천동사무소의 관할아래 있다. 즉 동천

1. 마을 유래

동 고기1통은 손기마을을 중심으로 2개 반으로 되어 있고, 고기2통은 곡현마을을 중심으로 3
개 반으로 되어 있으며 고기3통은 장의마을을 중심으로 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전의 자
연마을이었던 배나무골과 샛말, 언덕말은 고기2통에 속해 있는데 전원주택이나 빌라의 증가

1) 고기동(古基洞)

에 따라 통이나 반 편성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기동은 본래 수지구에 딸린 동(洞)으로 본래 용인현의 수진면(水眞面)에 속했던 지역이다.
│정양화

1914년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강점한 뒤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는데 손기동(遜基
洞)과 고분현(古分峴)을 합치고 고분현에서 고(古)를 따고 손기동에서 기(基)를 취해 고기리라
고 하였다. 이때 수진면도 지내면(枝內面)과 합쳐 수지면이 되었는데 1996년 용인이 도농복합
형태의 시(市)로 승격될 때 읍이 되고 2001년 수지출장소로 승격되었다가 2005년 구(區)가 설
치되어 수지구가 되었다. 따라서 고기동은 1914년에 새로 생긴 명칭으로 용인이 시가 되면서
리(里)에서 동(洞)으로 바뀐 지명이다.

① 곡현(曲峴)
본래 고분재 또는 고분현(古分峴)등으로 불리는 마을이다. 고분은 구부러진, 꼬부러진과 같
이 표현되는 말로 구부러진 고개라는 뜻이다. 고기동에서 의왕시로 넘어가는 고분재의 경우
고기동 관내에 있는 고개가운데 가장 크고 대표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능선을 따라 좌우

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마을

고기동 지명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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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불구불 굽이치며 오르는 형상이다. 따라서 굽은 고개라는 뜻으로 생긴 이름이며 ‘-재’는
우리말로 고개를 나타내는데 비교적 낮은 고개에 붙는 명칭이다.

현재 샘말은 샛말로도 발음되는데 마을사람들이 말을 빌면 샘말보다는 샛말에 가깝다. 또
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두 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붙은 명칭으로 보는 게 훨씬 타

고분재를 한자로 옮기면서 소리를 따라 고분(古分)을 써서 고분현(古分峴)이 되었다. 1986

당하고 실제로 마을 노인들은 간동(間洞)이라 하여 샛말로 부르고 있다. 이를 풀어보면 샘말은

년에 국립지리원에서 간행한 1:25000지도에는 고분치(古分峙) 표기되어 있는데 치(峙) 역시

‘샘+마을’이 되고 샛말은 ‘사이+마을’이 되는데 두 명칭의 축약형이 샘말이 되기 때문에 생긴

대치(大峙)나 무등치(無等峙)처럼 고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글자이다.

오기(誤記)인 것이다.

고분재 아래편에 있는 마을은 곡현(曲峴)으로 쓴다. 그러나 우리말로 부를 때는 고분재라고

1914년 일제초기에 간행된 《조선지지자료》에도 한자로 간리(間里)로 표기되어 있는데 사

하는데 고개와 마을을 부르는 발음이 같다. 곡현에 곡(曲)을 쓴 것은 고분재의 굽었다는 말을

잇말을 충실하게 옮긴 표기가 된다. 또 《수지읍지》와 《용인시지》 등 대부분의 기록에는 샘말이

뜻을 취해 굽다, 휘다라는 뜻을 가진 곡(曲)을 가져다 쓴 것이다. 따라서 고분과 곡은 결국 같은

라고 쓰고 천촌(泉村)이라 표기하고 있는데 이후라도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뜻으로 하나는 소리를 따라 한자를 빌어다 쓴 것이고 다른 하나는 뜻을 취해 글자를 가져다 쓴
것으로 결국은 같은 뜻이 된다.
1914년 일제초기에 간행된 《조선지지자료》에는 마을이름이 고분현(古分峴)이라고 표기되
어 있는데 곡현이라는 이름은 그 이후에 마을의 행정명칭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④ 언덕말(峴村)
고기동 배나무골(梨谷)을 가려면 이곳을 거쳐 가야 하는데 마을의 집들이 대부분 언덕위에
있어서 언덕말이라 하였다. 한자 지명으로는 안하동(岸下洞)이라고 한다. 한 때는 집이 한 채

고분재를 표기할 때 고분현(古瓰峴)으로 쓴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동이[盆, 瓰], 즉 옛날에

도 없고 집터만 남았으나 노인들의 회고에 의하면 천주교인들이 박해받던 시절에 들어와 마

항아리 등을 만들던 가마터가 있어서 고분현으로 했다는 말이다. 현재도 가마터가 남아 있다

을을 이루었던 곳이라고 한다. 바로 능선 너머가 천주교 박해시절의 손골성지이기 때문인데

고 하는데 고분재의 의미를 곡해(曲解)한 것으로 생각된다.

80대 노인들의 기억에 의하면 어렸을 때는 두 집정도가 남아 있었다고 하며 당시 어른들의

고분재(마을)에서 고분재(고개)를 넘어 의왕시 백운호수 부근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으며 마
을 남쪽에 대마도정벌의 무장인 이종군 장군의 묘가 있다.

증언으로 10여 집 이상이 살았고 손곡의 천주교 신자들이 넘어와 마을을 이룬 곳이라고 들었
다고 한다. 현재고기동 일대가 무공해 청정지역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전원주택이 늘어
나고 있다.

② 배나무골(梨谷)
이 마을에는 집집마다 돌담을 쌓고 담장 주변에 배나무를 심어 숲을 이루었으므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배나무골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이 마을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한자로는 이목
동(梨木洞)이라고 하며 1914년 일제초기의 《조선지지자료》에도 이목동으로 표기되어 있다.

④ 장의(庄義)
속칭 장투리라고 하며 장토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속설에 산간 협곡이지만 전장원(田庄園)
이 비옥하였으며, 이 마을에서 장사가 나왔으므로 장토리(壯土里)라 하였다고도 한다.
마을 북쪽 개울 건너편을 벌장투리라고 하는데 성남시 대장동에 속하는 지역이다. 벌장투리

③ 샘말(泉村)

는 벌판이 있는 장투리라는 뜻으로 실제로 마을이 매우 크고 논밭이 넓다. 노인들의 증언에 의

손의터(遜基)와 고분재 사이, 광교산 동북쪽에 길고 깊은 계곡에 위치한 마을로 항상 맑은

하면 옛날에 장투리와 벌장투리간에 전쟁을 하던 곳이라고 하는데 돌싸움[石戰]같은 민속놀

물이 샘솟아 흐르므로 샘말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 샘말은 배나무골, 고분재 사이에 있는 마을
이어서 사잇말>샛말>샘말골로 변음되었다는 설도 있다.

22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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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다만 장사가 났다고 하거니 전장이 비옥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는 풀이는 설득력

2. 속지명

이 떨어진다.
▶가마지꼴(골) : 고분재마을 위편에 있는 골짜기. 가마터가 있었음.
⑤ 손기(遜基)

▶간리(間里) : 샛말. ☞간동(間洞)

손의터라고도 한다. 《수지읍지》와 《용인시지》 등의 유래를 보면 〈연혁대장〉에 “이곳에 호랑

▶갓쓴바위골(골) : 배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 갓쓴바위가 있었음.

이가 많았는데 호랑이를 잡는 것이 사람의 손이라 하여 ‘손기’라고 하였다”고 하였으나 본뜻대

▶거먹바위(바위) : 배나무골 앞에 있던 바위.

로 손을 나타내려면 손[手]으로 써야 하는데 손(遜)을 쓴 것은 적합하지 않은 유래가 된다고 쓰

▶고분거리골(골) : 고기리 서쪽 끝에 있는 골짜기.

여 있다.

▶고분재(마을) : 고기리 맨 위편에 있는 마을. ☞곡현(曲峴).

〈연혁대장〉은 광복이후에 당시 용인군에서 각 면으로부터 지명유래를 조사 보고받아 정리

▶고분재(고개) : 샛말에서 의왕시 백운호수방향으로 넘어가는 고개. ☞고분치, 고분현.

하여 놓은 책으로 수기(手記)로 되어 있다. 〈연혁대장〉은 각 면별로 편차가 매우 큰데 아주 상

▶광석개울(개울) : 고기동 곡현마을과 샛말 앞을 흐르는 하천. 동막천 상류가 됨.

세하게 조사된 곳도 있고 비교적 소략한 곳도 있다 특히 모현읍의 경우 금구몰니형(金龜沒泥

▶광석모탱이(터) : 샛말 입구에서 배나무골올 올라가는 길모퉁이. 지형이 팔꿈치모양으로

形)이니 매화낙지형(梅花落枝形)이니 갈마음수형(渴馬飮水形)이니 하여 대부분이 명당으로
설명되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위의 손기에 대한 풀이도 매우 자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손기의 우리말 지명은 손의터이다. 손의터는 ‘손의+터’로 풀어볼 수 있다. 여기서 ‘-의’는 앞
의 말을 수식하는 조사로 쓰인다. 손의터의 ‘손’이 우리말이라면 바로 산 너머에 있는 손골[蓀
谷]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손골은 손(蓀)자를 쓰기 때문에 향내 나는 풀이나 영지

굽었음. 장수가든 건너편이 됨.
▶광석보(보) : 광석개울위에 있던 보. 베랑뱅이들에 농업용수를 대던 보.
▶곡현(曲峴)(마을) : 고분재.
▶공동지(묘지) : 장토리마을 뒤편에 있던 공동묘지. 일제시대에 수지면 공동묘지로 조성되
었다고 함. 지금은 없어졌음. ☞공동묘지.

와 같은 뜻을 가져다 붙이고 있지만 본래의 뜻은 좁고 긴 골짜기라는 뜻이다. 대표적인 지명이

▶굴번데기(버덩) : 샛말 갈보리기도원 위편에 있는 버덩. 좁은 골 오른쪽 양지편이 됨.

강화도의 손돌목인데 손돌목의 ‘손’도 매우 좁고 급한 여울을 수식하는 말이다. 따라서 손의 터

▶금수굴(동굴) : 샛말 갈보리기도원 위편에 있는 큰골에 있는 굴. 상여바위 아래 있음. 겨울

는 손터, 즉 좁은 터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의 손기는 개발되어 매우 크고 넓은 마을이 되어 있다. 하지만 마을이름이 생겨날 당시
의 형상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고 지형적인 이유에서 생긴 명칭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손위+터’로 보는 것이다. 즉 손골 위편에 있는 터라는 뜻이다. 손기가 손골의 능

에도 얼지 않으며 도롱뇽이 많이 산다고 함.
▶깊은골(골) : 말구리고개 오른편에 있는 골짜기.
▶낙생저수지(저수지) :
▶남산삐뚜리(능선) : 배나무골위 거먹바위가 있는 능선. 나무꾼이 다니던 길임.

선 너머이기는 하지만 지명은 반드시 문법적 변화를 따라가거나 지형상의 요소를 모두 반영하

▶농바위(바위) : 배나무골 위편에 있는 바위. 농처럼 생겼음.

지 않는다.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이 모두 같지 않기 때문이다.

▶농바위꼴(골) : 배나무골 위편에 있는 골짜기. 농바위가 있음.

손기의 뜻이 호랑이 어쩌고 하는 풀이가 나온 것은 연혁대장의 기록 때문이고 한자로 옮길
때 손(遜)을 쓰는 바람에 위와 같은 풀이가 나타났던 것이다.

▶당재들(들) : 곡현마을 앞에 있는 들. 위편에 이종무장군 묘가 있음. ☞당현평(堂峴坪).
▶능뒤골(골) : 곡현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당재와 샛말 사이에 있음.
▶느진매기(고개) : 곡현마을에서 수원시 상광교동방향으로 넘어가는 고개. 광교산과 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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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이가 됨. 예전에 수원장으로 가던 고갯길로 한밤중에도 나무장사들이 장작을 지고 줄지어

▶손의터골(골) : 손기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넘어가던 고개라고 함.

▶수리지꼴(골) : 곡현마을 관음사 왼편에 있는 골짜기.

▶도둑박골고개(고개) : 손의터에서 손골로 넘어가는 고개. 수원장으로 다니던 고개라고 함.

▶신가마골(골) : 장토리마을 초입에 있는 골짜기. 신씨네 모이가 있음.

▶뒤꼴(골) : 손의터마을 뒤편에 있는 골짜기. 지금은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음.

▶안꼴(골) : 말구리고개 왼편에 있는 골짜기.

▶말구리고개(고개) : 고기 2동 언덕말에서 동천동 손골로 넘어가는 고개.

▶안산(산) : 배나무골 앞에 있는 산. 산 아래 옻 샘이 있어서 옻이 오른 사람이 먹고 바르면

▶말굽붙이(터) : 말구리고개에 있으며 왜놈이 넘어가다 말발굽이 바닥에 붙어 말이 굴렀다
고 함.
▶말무덤(묘) : 언덕말 아래편에 있던 무덤. 실제로 마을사람들이 파보았으나 아무것도 나오
지 않았다고 함.
▶물방아터(터) : 광석개울에 물레방아가 있던 곳을 가리키는 이름. 고기동 노인회관 바로
아래편이 됨. ☞물레방아터.
▶바라산고개(고개) : 장토리에서 의왕시로 넘어가는 고개.
▶배나무골(마을) : 샛말 남쪽에 있는 마을. 배나무가 많았음. ☞이목동(梨木洞).
▶베랑뱅이들(들) : 언덕말 아래편에 있는 들. 농사가 잘 안 되는 들이었다고 함.
▶범바위골(골) : 샛말 입구 왼편 개울건너편에 있는 골짜기. ☞범박골.
▶부처바위(바위) : 샛말 왼편 범박골에 있던 바위. 사람얼굴과 어깨선이 조각된 바위가 있

낫는다고 함.
▶안터골(골) : 장의 마을 입구 왼편에 있는 골짜기.
▶앞개울(개울) : 장토리마을 앞을 흐르는 개울. ☞발화산리천.
▶양지뜰(들) : 곡현마을 입구 샛말 마을회관 앞에 있는 들.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음.
▶오리나무꼴(골) : 배나무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오목내(내) : 고기2교 부근에 있던 웅덩이. 오목하게 패어서 생긴 이름으로 매우 깊어 인명
피해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함.
▶왕림꼴(골) 고분재고개 왼편에 있는 골짜기. 의왕시 왕곡동 왕림골로 너머가는 골짜기라
하여 생긴 이름이라 함.
▶외제수(개울) : 오목내 옆 30여 미터 되는 개울 옆길로 길 위에서 발을 구르면 쿵쿵하고 속
이 비어 울리는 소리가 난다고 함. 아래외제수와 위외제수가 있음.

었음. 바위 주면을 네모나게 돌로 좌대를 쌓아 놓았음.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바치는 바위였는

▶이목동(梨木洞) : 배나무골.

데 약 50여 년 전에 없어졌다고 함.

▶이종무(李從茂)장군묘(묘) : 세종때 대마도를 정벌한 이종무장군의 묘. 고기동 산 75번지

▶사기구니(가마터) : 배나무골에 있는 가마터.

에 있음. 1975년 9월 5일에 경기도 기념물 제25호로 지정되었다.

▶사기밭(가마터) : 샛말에 있는 가마터.

▶일어서기바위(바위) : 고분재 고개 위편 왼쪽 8부 능선쯤에 있는 바위. 뾰족하게 솟아있음.

▶산제사골(골) : 장토리마을 뒷산에 있는 골짜기. 산제(山祭)를 지내던 골짜기.

▶작은골(골) : 고기동 샛말에 있는 골짜기. 큰골 오른편에 있음.

▶산제사터(터) : 샛말 갈보리기도원 위편에 있는 큰골에 있는 산제사를 지내는 장소.

▶작은 두룹골(골) : 장토리마을 위편 산제사골 위에 있는 골짜기.

▶상여바위(바위) : 샛말 갈보리기도원 위편에 있는 큰골에 있는 바위. 상여같이 생겼음. 봄

▶장구밭(밭) : 샛말 마을회관 뒤편에 있던 밭. 밭모양이 장구처럼 생겼음.

에 진달래가 피면 상여와 매우 흡사하게 보인다고 함.
▶상탄(논) : 장토리마을 뒤편 공동지너머에 있는 논. 다섯 마지기정도 된다고 함. ☞상탄논.
▶새터골(골) : 곡현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회관 뒤편이 됨.

▶장의(庄義) : 손의터 서북쪽에 있는 마을. ☞장토리 마을.
▶장자꼴(골) : 곡현마을 위편에 있는 골짜기. 상당히 넓어서 농경지가 있었음. 지금은 아래
편에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음. 위편은 그린벨트임.

▶샛골(골) : 곡현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배나무골 쪽이 됨.

▶장토리(마을) : 장의.

▶샛말(마을) : 손의터와 곡현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 ☞간리(間里)

▶장토리고개(고개) : 샛말에서 장토리로 넘어가는 고개. ☞샛말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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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구니(가마터) : 배나무골에 있는 가마터.
▶정도령(산) : 고기동 노인회관 건너편에 있는 산.

1│

▶제창골(골) : 곡현마을 북쪽 제창고개 아래 있는 골짜기.

3

▶제창골고개(고개) : 제창골에서 바라산으로 넘어가는 고개.
▶젯상바위(바위) : 바라산에 있는 바위. 네모지고 평평하여 마치 제사상처럼 생겼다고 함.

고기동 지리 환경의 변화

▶좁사리꼴(골) : 말구리고개 오른편 깊은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
▶진양지편(터) 곡현마을 북쪽 능선아래 있는 넓은 터. 능선아래편으로 양지바른 지형임
▶큰골(골) : 샛말 갈보리기도원 위편에 있는 골짜기. 산제사터가 있음. 본래 칠월칠석을 전
후하여 제사를 지냈으나 너무 무더운 관계로 금년부터 음력 9월 9일을 전후하여 재내기로 했
다고 함.
▶큰 두룹골(골) : 장토리마을 위편 산제사골 위에 있는 골짜기.
▶큰 말구리고개(고개) : 언덕말에서 동천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말이 굴렀다고 하는 전설이
있음. 작은 말구리고개는 동천동과 신봉동 사이에 있음.

1) 용인의 위치와 일반현황

▶큰본데기(버덩) : 샛말 위편 큰골 왼편능선너머에 있는 버덩. ☞큰번데기.
▶큰 잣골(골) : 손기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작골.

용인시의 행정구역상 위치는 한반도 중심이며 경기도 중앙이다. 동쪽은 이천시 도척면‧공가

▶투구봉(산) : 말구리고개 왼편 안골위에 있는 능성을 가리키는 이름. 투구를 닮아서 생긴

면‧호법면에 접해있다. 서쪽은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원천동‧매탄동‧원통동, 의왕시 학의동이
경계다. 남쪽은 평택시 진위면과 안성시 원곡면‧양성면 등과 맞닿아 있다. 북쪽은 성남시 분당

이름이라 함.
▶평풍바위(바위) : 시루봉아래 갓쓴바위골에 있는 바위. 병풍처럼 생겼음. 6.25때 마을 청년

구 석운동‧구미동과 광주시 오포면 일대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경기도의 중앙인 용인은 그 중에서도 경기남부권의 가운데 자리해있다. 동~서간 길이는

들이 숨어 있던 곳이라고 함.
▶함박꼬지(산) : 바라산. 바라산은 등산객들이 붙인 이름이라고 하며 마을에서는 예전부터

36.9㎞, 남~북간 길이는 31.9㎞, 총 면적은 592㎢이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 면적 605.21㎢
의 98%에 해당하는 크기다. 지도로 본 용인시 모습은 비상하는 독수리 형상이다.1)

함박꼬지로 불러왔다고 함.
▶해당화밭(터) : 고기동 노인회관 옆에 있는 터. 해당화가 많이 있었음. 광석모탱이 초입에
행당된다고 함.

경안천 하류인 모현면 일산리를 머리로, 백암면 옥산리 비봉산과 반대편 수지구 고기동이
양 날개에 해당하며 남사면 원암‧진목리가 꼬리를 이룬다. 바다가 없는 내륙지대 용인은 8개

▶호랑바위(바위) : 장토리마을 위편 공동지에 있는 바위. 바라산쪽에 있음.

시(市)와 접경을 이루며 둘러싸여 있다.

▶화전곡(골) : 화전골. 화전곡(火田谷).

지형은 지역의 기복 정도를 나타내며 요철(凹凸) 형태를 띤다. 용인시는 전체적으로 요철정

▶화전꼴(골) : 고기동에 있는 골짜기. 고기초등학교 위편 고기교회 위에 있음.

도가 작은 전형적인 구릉성 산지이다. 평균 해발고도는 85.7m로 낮은 편이며 이와 같은 지형

│정양화

1)용인시를 상징하는 새, 즉 시조(市鳥)는 꿩이다. 100만 도시를 넘어선 마당에 그 상징성과 의미를 고려해 다시 금 상징 새를 재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용인의 지도모양대로 비상하는 독수리 또는 수리부엉이의 형상을 고려해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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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반영하여 구릉지 사이에 침식분지와 곡저평야가 발달해 있다. 경안천‧탄천‧진위천‧청

동백은 1997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된 신도시로 20

미천‧신갈천(오산천) 등 경기남부권역 주요하천의 발원지 또는 최상류를 이룬다.2)

년이 되었다.7)

수리적 위치3)를 살펴보면 동단은 백암면 고안리 대우종합기술연구소 동쪽 끝으로 동경

용인의 북남을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와 도시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상대적인 미개발지

127°25′ 50″, 북위 37°08′41″이다. 서단은 수지구 고기동 백운산 서쪽 끝으로 동경 127°01′

였던 수지구와 기흥구가 팽창한 반면 동서방향인 횡축(橫軸)은 더디게 도시화되고 있는 실정

05″, 북위 37°21′12″이다. 남단은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신선봉 남쪽 끝으로 동경 127°11′20″,

이다.

북위 37°04′55″이다. 북단은 수지구 고기동 바라산 북쪽 끝으로 동경 127°01′50″, 북위
37°22′12이다.4)
교통상 위치는 조선시대 우주적 관점으로 용인은 남교5)에 속했으며 그 중심부이다. 영남대
로와 삼남대로가 통하는 위치에 있어 교통의 요지로서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
거지였다.

처인권역은 용인시 전체 면적의 79%를 차지하며 경안천‧청미천‧한천(안성천)‧어비천 등으
로 물길이 갈려있다. 근대 이후 용인의 행정‧문화‧경제적 중심지8)로서의 기능과 함께 농촌지역
이란 특성상 원주민 비율이 높고 정주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곳이라 할 수 있다.
기흥권역은 수여선 열차가 신갈지역을 관통했고, 1968년 서울-신갈 구간 경부고속도로 준
공 등으로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변모한 곳이다. 더욱이 70년대부터 아모레퍼시픽, 녹십자
나아가 삼성전자 등 굴지의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제조산업의 중심지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 면
적은 81.70㎢(전체의 13.5%)로 근대 이전 용인의 치소(治所)가 있던 구성권을 포함하고 있다.

2) 용인의 지리환경적 특성

수지권역 지형은 광교산 자락의 영향으로 대체로 서고동저형을 이루며, 탄천이 북류하고 있
다. 1989년 처음 수지택지개발이 발표되고 1994년 수지1지구 개발이 시작되면서 급격한 변

가)거점형 도시 형성

화를 이룬 곳이다. 면적은 42.1㎢(전체의 7.1%)에 불과하지만 인구가 가장 밀집된 도시형 지역

용인시 도시구성 상 특징은 거점형 도시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행정‧경제‧문화 등의 핵심

이며 유입주민이 다수를 차지하는 곳이다.

을 이루는 중심도시가 형성되는데 반해 용인시는 처인구(경안천 유역)과 수지구(탄천유역),
기흥구(신갈천-오산천)을 중심으로 거점별로 발달해 있다. 이 같은 형태는 용인의 지형적 영

나)경기남부권 중산간지역의 중심

향이 크다고 하겠다. 경기남부 중심부 중간산 지역에 위치해 분수령(分水嶺)과 분수계(分水

보통 상대고도 300m 이상 되는 경우를 산지로, 그 이하는 구릉지 또는 저산성 산지라고 볼

界)를 만들어내는 지역적 특성을 가진 용인이다. 그렇다보니 하천과 산맥을 중심으로 생활권

때 가장 높은 곳이 처인구 북동쪽 말아가리산(595m)과 수지구 북서부에 위치한 광교산

이 분화되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지역 중심도시를 만들어 낸다. 현재 용인의 3개구는 이 같은

(582m)으로 용인 산지의 양축을 이룬다. 300m이상 산지는 용인의 ‘진산’격인 석성산

지리환경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수지는 30여년 전부터 급격히 도시화가 추진되었고6)

(471.5m), 형제봉(459m) 등 30여개 정도다. 한반도의 모든 산맥들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정
간(正幹), 정맥(正脈)으로 내려가며 산줄기를 이룬다. 용인시는 태백산맥에서 갈라진 광주산맥

2)용인이 경기남부 주요하천의 발원지가 된 것은 한남정맥의 중심부에 위치해 인근 타 지역보다 고도가 높은 탓도 있지만 단층의 영향도 작용

의 끝자락에 위치하며 한남정맥에 뿌리를 두고 있다.9)

한다. 즉 신갈단층의 분수계인 신갈인터체인지 부근을 중심으로 탄천은 북류(北流)하고 신갈천(오산천)은 남류(南流)한다. 용인단층에선 경안천
이 북류하고 진위천(송전천)이 남류한다. 용인의 하천은 사방으로 흐른다.
3)수리적 위치라 함은 경·위도상의 위치를 말한다.
4)용인시사편찬위원회 『용인시사1』 38쪽, 2006년.

7)동백동은 1997년 12월 택지개발 승인을 얻어 본격화 됐다. 사업이 시작된 것은 1999년 12월이다. 100만평 규모로 2006년 완성됐다.

5)교(郊)란 한양의 도성으로부터 50리 이내를 근교, 50~100리 이내를 원교라 하였는데 경제‧문화‧교통상 도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8)1914년 일제에 의해 전국 지역 통폐합 이전까지 용인은 용인군과 양지군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오늘날 용인시의 행정구역 범위 골격은 사

6)수지는 1900년대 후반부터 개발이 시작됐다. 이는 수도권 팽창과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 1988년 이후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이 중앙정

실상 그 시점이다. 특히 그 해에 읍삼면 구성리(현 기흥구 구성동)에 있던 용인군청이 수여면(1937년 용인면으로 개칭) 김량장리로 이전하였다.

부에 의해 추진됐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정책 영향권 내에 있었던 수지는 당연히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9)『용인의 역사지리』용인시사총서 6, 2000년.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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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와 산지 사이에 발달한 넓고 평탄한 전형적 평야보단 구릉지 사이를 흐르는 하천유역

향의 하곡지 부근에 비교적 큰 촌락이 위치

을 중심으로 분지 및 곡저평야 형태를 이루고 있다. 경안천유역 평야, 탄천유역 평야, 신갈천유

한다.15) 수지도 탄천과 그 지류인 풍덕천, 정

역 평야, 진위천유역 평야, 청미천유역 평야 등이 대표적이다.10) 한반도 지형상 전체적으로 산

평천, 성복천 등이 유입되는 백운산과 바라

지가 70% 이상 차지하는데 비하여 용인시 산림면적은 55%(315.8㎢)를 밑돌고 있다.11) 이 같

산 사이에 해발 300m 정도의 고기동 소재

은 조건은 비교적 높은 산지 활용도와 약 20% 정도의 농경지를 만들 수 있었으며. 산업화 이

고분재 뿐이다.

전까지는 농업 발달의 바탕이 되어왔다.

고기동은 용인의 서단 끝(백운산)이자 북
단 끝(바라산)에 위치한다. 따라서 서울과 가

다)지형적 통일성의 결여

장 가까운 곳도 고기동이다. 서울특별시 최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은 산지 또는 하천 등 지형지물에 의해 경계가 지어지며 주변산지에서

남단(서초구 신원동)으로부터 용인시 최북

발원하는 하천들이 모이는 평야의 중심부에 행정‧경제‧문화의 기능을 갖춘 중심취락이 입지하

단인 고기리까지의 거리는 불과 약 7㎞ 정도다. 수지구의 지형은 서고동저형(西高東低)을 이

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12) 반면 용인시 지형은 서너 개의 단층선이 발달해 산

룬다. 백운산, 바라산, 광교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북서쪽으로 형성되어 있어 그 남동쪽으

지와 곡저평야(谷低平野)13)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지형구조가 나뉘어져 있다. 이에 따라 도시

로 고기동이 자리하고 있다. 탄천은 수지구의 동부를 북류한다.

발달 역시 거점도심을 중심으로 분화되어 있다.14)

주요 도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성남시 분당구에서 국도와 함께 남북 방향으로 지나고 있으며,
수원시에서 수지구청 앞을 지나 광주시로 이어진 국도 43호선이 수지구의 남서쪽을 통과한
다. 이외에도 수지구의 남부를 영동고속국도가 가로지르고 있다.

3) 수지구 및 고기동의 지리 환경

용인-서울고속도로(Yongin Seoul Expressway) 개통은 수지권역 특히 고기동 변화에 커다
란 영향을 미쳤다.16) 고기동은 용인의 오지(奧地)로 불렸다. 이는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1번 국

가)지형과 교통상의 위치

도가 동천동을 지나가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수지구 지형은 서쪽에 위치한 백운산(白雲山,564.2m), 형제봉(兄弟峯, 448m) 을 중심으로

‘용인의 오지’란 오랜 인식이 바뀌게 된 것은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개통과 무관하지 않다.

남북으로 지나는 형제봉 산계(山系)가 있다. 또 하나는 수지구 동쪽 끝 모현면 북쪽에 있는 숫

‘용인-서울고속도로’가 고기동을 관통하면서 인근에 3개의 나들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돌봉(330m), 법화산(法華山, 385.2m)을 잇는 연봉을 주능선으로 하는 성산 산계가 또 하나의

광교상현 나들목(Gwanggyo-Sanghyeon IC)17), 서수지 나들목(W.Suji IC)18), 서분당‧고기 나들

축이다. 두 산계 사이에 탄천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하곡지에 위치해 있다. 남북방향의 교통로
와 지류 곡지를 잇는 교통로가 교차하는 지점이나 풍화물 침식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는 남북방
15)『수지읍지』 39~40쪽, 용인문화원, 2002년.
16)기점인 용인시부터 종점인 서울특별시 서초구를 잇는 고속도로다. 경기 남부 일대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상습적인 정체를 보이는 경부
고속도로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에 착공하였으며, 2009년 7월 1일에 개통되었다. 고속도로는 민간이 건설과 운영을 겸하는 수익형
10)디지털용인향토문화대전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되었으며,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에 의하여 30년간 운영된다. 총 공사비용은 1조 5000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이

11)최근 10년(2006~2016)간 임야면적은 15.8㎢(479만평, 1586㏊)가 사라졌다. 용인시청을 포함한 용인행정타운(23만6449㎡)의 67배에

가운데 민간사업자인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는 5700억원을 투자하였다. <위키백과 참조>

해당하는 규모다.

17)광교상현 나들목(Gwanggyo-Sanghyeon IC)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과 용인시 수지구 상현1동에 걸쳐 설치된 용인서울고속도로의

12)『용인의 역사지리』용인시사총서 6, 2000년. 18쪽

2번 교차로이다.

13)골짜기 안을 흐르는 하천의 침식 또는 퇴적 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는 평야.

18)서수지 나들목(W.Suji IC)은 수지구 성복동과 신봉동에 걸쳐 설치된 용인서울고속도로의 3번 교차로이다. 인근에 서수지 요금소 (본선요금

14)『용인의 역사지리』용인시사총서 6, 2000년. 21쪽

소)가 있다. 계획 당시 가칭은 성복 나들목이었으나, 2009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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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공사진을 통해 본 고기동
목(W.Bundang ‧ Gogi IC)19)이

고기동은 크게 3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고기1통은 손기(遜基, 손의터)로 고기저수지(낙생

이에 해당된다. 교통의 발달

저수지)로부터 가장 가깝고 성남시 대장동과 마주보고 있다. 고기2통은 곡현으로 옛 이름은 고

은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고기

분현(古分峴)이다. 예나지금이나 고분재, 샛말, 배나무골, 언덕말이 관할구역이었다. 곡현이란

동 변화의 결정적인 촉매가

굽은 고개를 나타낸다. 지금의 고분재 고개에서 의왕시 의일부락으로 넘어가는 곳이다. 그러

되었고 이는 급격한 인구 증

나 이 마을에는 아주 오래된 토기류의 질그릇을 만들던 마을이라는 뜻으로 고분현(古盆峴)이

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라고도 했다. 고분(古盆)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고분재의 가마지골, 샛말의 사기밭, 배나무골의
점토구니라는 지명이 남아있다. 고기3통은 장의마을로 곡현 동쪽에 위치해 동막천 상류에 자
리잡고 있다.

나)면적과 인구
용인시 전체면적 591.5km

청구요람(1895년 김정호)

가운데 수지구는 42.1㎢로 대

가)1960년대 고기동 모습

략 7%정도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동천동은 16.5㎢로 수지구 전체 면적의 39.2%에 해당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고기동 관련 가장 오래된 항공사진은 1966년이다. 당시 수지는

반면 수지구 인구 366,676명20) 가운데 동천동은 45,347명으로 12.4%를 차지할 뿐이다. 이는

용인의 오지(奧地)로 불렸다. 광교산과 백운산·바라산을 서북쪽으로 이고 있고 기름진 농토가

용인 서북단에 위치해 광교산-백운산-바라산으로 이어지는 산간지역에 접해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동인 동천동과 그에 포함된 법정동 고기동
은 많은 인구증가를 최근 보이고 있다.

용인시 통계 자료를 참고로 2005

동천동 인구변화 (용인시 통계자료)

년부터 5년 단위로 분석해본 바에 따

년도

동천동 인구

수지구 인구

르면 수지구 내에서 동천동의 인구비

2005

18,466

245,124

7.50%

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2010

25,252

295,409

8.50%

있다.

2015

34,747

340,858

10.20%

2019

45,347

366,676

12.40%

동천동 비중(%)

19)서분당‧고기 나들목(W.Bundang ‧ Gogi IC)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걸쳐 설치된 용인서울고속도로의 4번 교차로
이다. 계획 당시 가칭은 고기 분기점이었으나, 2009년 4월 8일에 서분당·고기 분기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2019년 10월 31일 현재 수지구 총인구는 366,676명이며 이중 동천동 인구는 45,347명(남 22302, 여 2304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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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고분재

샛말

배나무골

1966년 곡현과 장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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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없는 척박한 땅이 대부
분이었다. 그럼에도 손기마
을은 여느 농촌권역과 다를
바 없다. 고기저수지21) 를 동
남방향으로 두고 이미 30여
호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
다. 협곡을 끼고 개간한 농
경지는 폭이 좁고 너비가 넓
샛말

은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경사로를 효율적으로 활용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한데
대개는 밭이거나 논일지라
도 천수답일 수밖에 없는 환
경이다.
곡현은 광교산 산줄기를

1966년 장의마을(3통)

타고 내려온 등성을 이고 마
치 골짜기를 파고들어 숨듯이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배나무골은 채 10호가 안되어 보인다. 샛
말은 15호 정도다. 그나마 고분재는 20여 호가 넘어 보인다. 항공사진에도 정겨운 초가지붕의
형체가 뚜렷하다. 농경지는 정리가 전혀 되지 않은 자연스런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좁은 골짜기
에 경사도가 적지 않은 듯, 좁고 길쭉한 ‘다랭이’ 논의 모양이 많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
배나무골

을 수 없는 천수답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장의마을(고기3통)은 마을 구성도 촘촘하고 호수도 얼추 30여 호에 가깝다. 마을은 동
막천이 감싸며 돌아나간다. 하천 발달로 농업용수 걱정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농경지 구조

1966년 샛말과 배나무골(2통)
21)고기저수지(낙생저수지)는 1956년에 착공하여 1961년에 완공되었다. 용인시 고기동과 낙생면이 거의 절반씩 경계를 나누고 있다. 개발 전
에는 전형적인 산간 농업 지구였는데 탄천으로 유입되는 하천들이 여러 개 있지만 농경지의 토질이 물빠짐이 좋은 사질토여서 관개시설(灌漑施
設)인 저수지 건립이 요구되었다. 총저수량 1,490㎥, 유효 저수량 1,416㎥, 유역 면적 1,950ha, 만수 면적 29ha, 길이 238m, 제방 최대높이
17.2m, 최대수심 12m, 홍수위고 13m이다. 분당 구미동 전역과 용인시 수지 지구 일대의 택지 조성으로 원래의 기능과 역할이 상실되었다. 한
때 낚시터로 활용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공원 지구로 지정되어 낚시가 금지되고 있다. 현재 저수지 주변에는 유원지가 조성되었다.<디지털성
남문화대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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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논배미 당 면적이 곡현마을 보단 널찍한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농경지가 적고 대개 산지를 이루고 있음은 이곳의 주업이 농업에만 의존할 수
없는 환경임을 보여준다. 원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땔감을 해서 가장 가까운 수원 등지에 팔
아 생계유지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도로 구조 역시 자동차가 지나다닐 정도가 아닌 소로
였으니 마차가 아닌 지게가 운반수단이었음은 물론이다.

나)1970~80년대 고기동
70년대에 수지를 포함한 의미있는 변화는 무엇보다 경부고속도로 준공을 꼽지 않을 수 없
다. 1968년 제1구간인 신갈동까지 개통하게 되는데 영동고속도로와 교차하는 신갈인터체인
지는 늘 대한민국 교통발달사를 상징하는 사진으로 실리곤 했다. 근접거리는 아니지만 70년
대 산업화 바람은 교통발달과 맞물려 동천동 일대를 중심으로 산업지역이 형성되어 간다.
1973년 해외섬유(SK자회사), 오디오 카세트테입 생산업체 선경마그네틱 등이 생겨나면서 인
구증가로 이어졌다.
350여 년 전에 자리잡은 광주이씨(廣州李氏) 등 전통적 세거성씨들의 집성촌이었던 고기동
역시 인근 지역의 변화에 영향을 받긴 한다. 새마을운동사업의 일환인 새마을도로 확장 등으
로 폐쇄적 환경에서 다소 완화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럼에도 공장 등 2차 산업시설이 마을
로 들어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인구증가로 이어지진 못했다. 실제 80년대 중반
에 이르도록 뚜렷한 인구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986년 곡현 일대를 찍은 항공사진을
통해 볼 때 1960년대와도 커다란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다만 새마을운동의 영향으로 지붕개
량이 이루어져 초가지붕의 모습은 사라지고 양철 또는 슬레이트 지붕으로 교체되었다. 또 자
동차가 다닐 정도의 도로확장과 도로를 편 직선화사업이 이루어진 것도 변화이다. 항공사진으
로 구별하긴 어렵지만 현대화된 축사가 더러 보이는 것으로 봐서 전통적인 전답농사에서 벗어
나 축산업이 점차 증대되기 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 고기동의 또 다른 특징은 유원지 형성이다. 일명 ‘고기리 유원지’라 불리는 곳은 고
기(낙생)저수지에서부터 손기를 거쳐 곡현 일대까지가 해당된다. 그 길이는 10리길(4㎞)이 넘
는다. 이곳에 유원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1961년에 형성된 저수지가 있
었기 때문이다. 광교산은 물론 청계산‧바라산‧백운산 등 깊은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깨끗한
물은 수량도 풍부했다.
항공사진_1966년 손기(1통)

고기동 지리 환경의 변화

41

고기동2019_187_257_종합_e2_ing_고기동마을2019_내지_187_257_e2 2019-12-13 오후 4:56 페이지 42

2012년 장의(고기3통 모습)

성남시 수계에선 대장1천과 대장2천이 합수해 태봉산을 끼고 창기교 부근을 통해 고기저수
지로 물길이 모였다. 장토리천도 성남에서 합류한다. 용인 수계에선 고분재에서 발원하는 장
투리천과 광교산천이 합류해 내려오다 말구리고개 쪽에서 발원하는 샘말천과 합쳐 다시 장의
천과 합수하니 그 물길은 고기저수지로 모여든다.
1986년 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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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곡현

동막천 상류는 이처럼 많은 계곡을 따라 형성된 물줄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결국 탄천으로
흘러 한강에 도달한 후 서해바닷물이 된다. 고기리 계곡을 끼고 유원지가 형성된 것은 광교
산을 정점으로 한 주변 경관이 수려한데다 거주민이 적고 도시화의 물결에서 벗어난 환경도
작용하였다. 서울을 비롯한 성남 분당과 수원 등지에서 접근성이 용이했던 것도 역시 영향을
끼쳤다. 고기저수지는 본래 유료낚시터였는데 낚시는 금지됐지만 수상골프연습장이 여전히
영업 중이다. 1960년대 조성된 고기저수지로부터 시작되어 70~80년대는 고기리계곡을 끼
고 음식점, 체육시설, 펜션과 민박집 등이 대거 들어섰으며 하천엔 무허가 야외 영업시설이
즐비했다.
2012년 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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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구가 겨우 1천명을 넘어선 것이 그 해다.23)
그렇다면 인구밀도로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 당연히 고기동이 수지구에서 가장 적은 밀도를
나타내는데, 풍덕천리가 1㎢ 당 1만 명이 넘는 초고밀도지역임에 비해 고기동은 고작 100명
으로 무려 100배 이상의 밀도차이를 보이고 있다.24)
수지는 1990년대 들어 인구의 초고속 성장을 보인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엄청난 전입에 따
른 것인데 1990년부터 4년동안 무려 260% 즉 1년에 65%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원인은 정부정책과 인근 분당 등 도시개발과 무관하지 않다.
핵가족화와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 그리고 80년대 고속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 증대 등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8년 이후 수도권 200만호 건설계획이 정부주도로 추진된다.
수도권 신도시개발의 영향은 수지에 까지 영향을 끼쳤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전체인구가
11,000명에 불과한 농촌이었던 수지. 10년이 지난 1990년에 들어서도 고작 4천명이 늘었을
뿐이지만 중반부터는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준다.
그 시작은 수지1,2지구 개발이다. 풍덕천 1동에 1989년 사업이 발표되어 1994년에 1지구
사업이 마무리되었다.25) 이때부터 수지의 아파트 시대가 본격화되어 수지2지구 개발사업26)으
로 이어졌다.
손기(1통) 최근 모습 _Daum 제공

그런 가운데 고기동은 주거형태에 있어서 다른 발전의 길을 걷는다. 아파트 공동주택이 아
닌 전원형 단독주택이다. 고기동의 인구증가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는데 1992년 204
가구(653명)에서 1996년엔 370가구(960명)으로 증가한다. 이후 용서고속도로의 개통은 고기

다)90년대 이후

동 변화의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서분당‧고기 나들목이 고기동과 분당구 대장동에 걸쳐 설치

고기동은 수지구에서도 가장 인구가 적은 동네지만 면적은 가장 넓다. 수지구의 아파트 거

되어 고속도로를 통해 곧바로 고기동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5년 10월에 착공하여

주비율이 95%를 넘고 있지만 일반주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별하고도 특이한 고장이

2009년 7월에 개통했는데 이로 인해 고기동은 분당 도심까지는 5분, 서울 강남까지는 용인~

다. 1996년도 수지구에는 2만 세대가 넘는 인구가 살았지만 그 가운데 고기동은 고작 370세
대에 불과했다. 수지구 총인구가 5만 5천여 명이었지만 고기동에는 960명이었다.22) 2광교산
을 등줄기 삼아 동쪽방향인 고기동과는 반대로 서쪽방향에 자리잡은 신봉리와 성복리도 큰 차
이는 없었다. 고기동의 인구 정체현상은 2000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세대수가 390세대,

23)『수지읍지』 133쪽 <표22>수지읍의 리별 인구수, 2002년.
24)인구밀도는 면적 1㎢ 당 인구수를 나타낸다. 『수지읍지』 136쪽 <표23>수지읍의 리별 인구밀도. 2002년.
25)수지1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수지구 풍덕천동 700-1번지 일원에 948,584㎡ 규모 면적에 인구계획은 9,363세대다. 1990년 말 시작돼
1994말 준공됐다.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舊 대한주택공사)가 맡았다. <용인시 자료>
26)수지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수지구 풍덕천동 1028번지 일원에 963,867.2㎡ 규모로 인구계획은 6,581세대/24,349명으로 1994년에 시

22)『수지읍지』 131쪽 <표22>수지읍의 리별 인구수,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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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속도로를 통해 10분 내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 되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
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진입이 가까워 교통조건 역시 전원주택단지 중 단연 최고의 위치로
부각되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고기동 근접지역인 성남시 대장동에 대규모 아파트건설이 진행 중이다. 애
초 개발제한구역으로 일명 그린벨트지역이었는데 해제되어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1│

4

고기동 산업환경의 변화

또한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축으로 아파트 건설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항공사진을 통해 바라본 고기동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거주형태에 있어선 명품 전원주택
공동체로 자리를 굳혔다. 그리고 고기유원지의 전통을 잇는 각종 음식, 숙박, 레저시설 등이 어
우러진 ‘힐링타운’으로 발전해 갈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만 문제는 낮은 구릉지가 거의 안 보
일 정도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기계충’ 머리처럼 변모한 고기동의 안타까운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다. 고기동은 용인에서 거의 유일하게 앞으로도 아파트가 없는
저밀도 주택지로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럽게도 2019년 7월 용인시가 수지구 광교산

수지구와 이웃한 판교. 분당의 가운데 계곡이 있는 백운산, 바라산 아래쪽

난개발을 차단을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핵심내용은 개발압력이 높

에 위치한 고기동은 이전에는 용인지역의 가장 오지(奧地)로 꼽히던 곳이다.

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광교산 일대 고기동· 동천동·성복동·신봉동·풍덕천동 등 7.6㎢를

주변이 이처럼 산으로 둘러쌓여 자연스럽게 물을 흘려내려 형성된 계곡은 많은 사람들이 경

주거형·근생형·혼합형·산지입지형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기동

기도안의 강원도라 불러왔던 곳이다. 한남정맥의 가장크고 넓은 광교산자락의 고기동(古基洞)

처럼 단독주택이 밀집된 ‘주거형’에는 공동주택과 공장 등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겠다

은 수지읍으로 불렸던 당시 고분현(古盆峴)과 손기동(遜基洞)에서 따온 이름으로 고분현은 지

는 것이 핵심이다. 또 다른 발전의 길을 가고 있는 고기동의 미래가 기대된다.

금도 고분재라는 고개로 고기동에서 의왕시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산촌마을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회,문화적인 혜택이 낮을 수밖에 없었으며,인구 또한 적은
│우상표

지역으로 마을 이름 자체도 생소하게 들렸던 곳이기도 하다.

용인 도시개발의 시발이 되었던 이곳 수지지역은 1980년대부터 20여 년간 개발붐에 힘입
어 현재 법정동으로는 동천동과 고기동으로 나뉘어지고 행정동으로는 동천동 만으로 구분되
어 2019년1월 현재 인구
41.458명으로 집계 되어
있다.
전원주택 단지로는 1순
위로 여러단지가 입주해
있으며, 주변은 낙생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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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와 유원지,광교산 등산코스로 자연경관이 좋고, 교

분당선 죽전역 역시 접근성이 좋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지하철 신분당선과 연결된다.

통도 용인-서울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며 서수지인터체인지

그리고 수지구청을 비롯하여 병원,관공서등이 인접해 주거편의성이 좋다.

가 설치되어 있다.

인구 고령화및 1인가구 증가로 안전확인 서비스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한 서비스 제

용인과 분당의 유동인구가 지나가며 바로 동천동과 근접
하고 있다. 한국의 비버리힐즈라는 평이 일만큼, 도시형 전

공계획이 진행중인 아파트가 등장,이른바 업자의 ‘출구전략’이 대두된다.
낙생저수지 부근으로 고기리 호수마을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 예정이기도 하다.

원주택의 메카로 인정받는 곳이다.
경제적 열세로 마을을 떠나 도시로 향한 젊은이가 많기도 한 것이 보통의 시골 형태이지만,
1968년 2월1일 착공을 시작점으로 하여 경부고속도로

이제는 보편적 소득수준의 향상과 여가의 증가속도가 빨라, 특히 주5일제 근무와 주52시간 근

개통과 관련, 토지수용으로 인근에 벼락부자가 탄생되기도

무의 시작이 정착화 되는 단계에서는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켜주기에는 고기동이 수도권에서

했지만, 고기동 쪽에서는 수혜자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차지하는 위치와 위상이 높아 질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행정구역상 분명한 용인이지만, 실제 생활권은 대처로
꼽히는 근접한 수원이였다.
병원이든 시장이용은 물론 인륜지대사인 결혼식까지도
대부분 수원을 이용하였다.
1971년을 전후로 화석연료인 연탄을 사용하기 전에는,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연료로 사용
했으며,전기는 1973년경에 들어왔고,수도는 근래에 통수가 되었다.

지난 60년대 이후 경제발전과 70년대 산업화 시대를 경험하면서 용인처럼 개발의 광풍이
불던 곳도 흔치 않아 오랫동안 간직해 왔던 자연환경의 훼
손과, 보이지 않은 문화유산이 파괴되어 가기도 했지만, 그
래도 아직은 변치 않은 옛모습을 그나마 보여 줄 수 있는 곳
이 다소 있는것이 다행일 따름이다.
자연과 산림에서 휴식을 찾는 사람이 나날이 늘 수 밖에

이후에 가사경제의 편리성이 증가하여 TV,냉장고,세탁기가 등장하였다.

없는 현실을 감안 할때 고기동은 잊지못할 장소가 될것은 자

중등교육기관은 수지면내 문정중학교가 유일하였고,상급학교 진학은 수원이 주를 이뤘다.

명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고기동마을의 주택단지는 전원형 주택과 1996년 이후 성장한 계곡일원의 밀집된 60여개의
식당과 종래의 농촌형 주택이 혼재된 곳이다.
식당가는 70년후반 즈음에 원주민이 시작하여 가용과 자녀학업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후에
는 지니고 있던 토지를 매각하여 외지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단지 2020년 7월1일을 기해 해제되는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고기리저수지가 위기에 처해있는 가운데 용인시의회
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6월 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낙생저수지

교통편으로는 죽전역을 기점으로 고기동 관음사까지 운행하는 14-1번 마을버스가 있다.

및 주변 습지의 보존가치 점검, 고기(낙생)공원일몰위기 대

최근 미세먼지,황사등으로 인해 도심속‘숲세권 아파트’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수도권 주

안 모색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용인시의회와 용인환경정의

요택지지구로 급부상 하는 가운데,광교산과 20만m2규모의 수지생태공원이 위치하는 곳으로

주최로 시의원과 용인환경정의, 관계 공무원, 고기.동천초교

생활 인프라이용도 편리하여 수지 지구내 이마트,롯데마트가 위치하며,신세계백화점이 있는

학부모, 고기동 주민, 동천마을네트워크, 동천자이2차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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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헤매던 우리의 어머니를 생각하게 하는 시기이다. 예전에는 크고 작은 골짜기 어느곳에서
나 맑은 물이 솟았던 샘들이 있었다. 정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었던
물은 이제는 기억에 잠들어 있다. 건강한 맛과 음식의 기본은 좋은 물에서 시작 되는 것이 아
니겠는가.
용인의 마지막 계곡인 고기동의 물과 숲을 지켜 나가는데 모두가 전력해야 할 일이다.
자대표, 전국아파트연합회 관계자등 60여 명이 참석하였다
고 전하였다.
1) 농업
간담회에서는 도시공원일몰제가 다가옴에 따른 용인의 현
황을 파악하고 낙생저수지 및 주변습지의 보존가치 점검,고

용인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 도시이다.

기(낙생)공원 일몰의 문제점 및 보전 방안 모색등을 논의 했

농촌은 도시에서 잊혀진 풍경이 아직도 진행중이다. 마치 도시속의 화석이 존재하는 것처럼.

으며 시의회 의원과 주민등은 함께 낙생저수지,고기공원 등

고기동은 전래적 산간 농촌지역으로 옛적에는 화전을 일구어 가며 농사를 짓기도 했으며,

을 방문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2급으로 지정된 대모잠자리

6.70년대에는 주로 밭농사를 위주로 하였고,논농사는 조금씩 해가며 보통 가구당 축력을 바탕

를 발견하는 등 사전 현장 답사에 나서기도 했다. 한 의원은 집행부의 일몰제 대책을 살펴본 뒤

으로 소를 키웠고, 돼지키우기는 일부에 그쳤다.

재정형편에 따라 공원부지를 존치시키는 방향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한 것으로

척박한 곳이니 만큼,밭에서 얻을 수 있는 고구마, 오이 등

알려졌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장기간 공원 조성

모든 작물등을 재배해 자급자족도 하고 지게나 달구지를 이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이다. 2000년 제정된 ‘국

용해 수원시장등 인근에 내다 팔기도 하였다.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은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을

머내쪽에서부터 시작한 참외농사도 꽤나 큰 작목이였다는

2020년7월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사유지에 공원.학교.도

말이 전해지고 있는데 예전의 참외 농사는 비닐하우스가 확

로등 도시계획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

산되기 이전에는 이른바, 노지에 노루지(기름종이,롤지)를 이

는 취지의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 규정의 근거이다.

용하여 싸리가지 같은 탄력성이 있는 나무를 열십자로 고정

우리는 자연보존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바, 인구의 증가와 사회의 산업화
로 천연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그밖의 생태계 역시 시름을 앓고 있는게 현실이다. 사람은 물에
의존하여 살 수 밖에 없는데, 오염으로부터 물을 보호해야 하는것은 필수요, 지상과제가 아닐
수 없다. 개발이라는 미명이 단기적인 재정의 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겠지만, 미래를 위해 우
리의 후손을 위해 지금의 자연을 좀 더 현명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발품을 팔아 약수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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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씨앗을 키웠던 모습을 기억한다.
그만큼 농사를 짓는데는 계속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기에 더욱 힘들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논두렁을 뚫을 지경이었다는 말처럼 순환을 거스르지 않은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던곳이
며,반딧불이가 날아다니던 계곡의 밤풍경이 녹아 있던곳이다.

지금이야 본인 가족이나 먹을 만큼의 농사를 대부분 짓고 있기는 하지만 힘든것은 사실이
다. 농촌 지역의 지명중에 천수답에 얽힌 지명이 있어 여러군데 거론되는데 고기동에도 ‘가난
뱅이뜰’이라는 지명이 전해오는데,이는 여기에만 국한된 지명이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고장에
서도 접할 수 있는 이름이다. 가까운 남사면에도 ‘비렁뱅이뜰’이라는 지명이 전해지고 있다.
봄가뭄에 농사를 못지으면 고향을 떠나 거지행세를 하거나 근근이 살아가는 어려운 삶을 업
수이 여기는 자조적인 어원이 아닐 수 없다. 저수지가 축조되기 이전에는 이처럼 척박한 땅에
서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통한의 목소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여름에는 섭씨 50도를 육박하는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농부는 상당한 위험을 감내하면서
농사를 짓는다. 최근 몇 년간의 폭염은 종래에 보기드문 현상이기도 하다.
고령의 농부는 온열질환에 더욱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의 삶의 무
대요,장소임에는 틀림없다. 요즘시골에는 습지가 부족하다.보존이 필요한것은 습지가 물이 부
족하면 육지화가 되고 따라서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훼손되는 일이다.
지리와 인간생활은 매우 밀접하다. 소박하지만 빛이 나는게 요즘의 시골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절대빈곤의 시대를 탈피했다. 따라서 상급의 품질을 요하는 먹거리를 찾
아 어디든지 달려 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로컬푸드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지금도 계곡 식당가 위쪽에서는 예전처럼 농사를 짓는 집이 다소 있다. 소담골이라는 한정
식당 부근으로는 제법 옛 향기가 나는 풍경이 펼쳐지기도 한다.
여름(7월)은 농작물의 섬세함과 분주함을 요하는 시기이다. 고온다습한 장마철을 지나면 곧
수확철이 다가온다. 밑거름의 원천이 마치 면역력을 키우듯 농부도 전력을 대해 일한다.
오곡의 지장이라 불리던 보리농사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되었고, 그저 약간의 논농사와 밭농
사가 전부가 되었다. 배추농사와 고추농사가 그것이다.
9월이면 벼는 대부분 익어가는 등숙기(登熟期)인데 이때쯤이면 꼭 한두차례 태풍이 지나간
는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농부는 물꼬나 논두렁을 미리 정비해 두지만 비바람에 벼가 쓰러지
고 물에 잠기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수확을 시작하는 과실은 더욱 비바람에 약하다.
농부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거주 지역의 날씨 상황을 파악하고 태풍 영향권에 있
을때에는 바깥에서 활동하는 일을 자제하여 안전사고에 주의 하여야 한다.
배추는 수확하기 보름전쯤 겉잎을 싸서 묶어주는데, 이는 서리나 폭설에 의한 피해를 줄이
고 갑작스런 혹한에 의한 동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 얼었던 잎은 곧 수확하지 않고 그
대로 밭에 두었다가 기온이 올라가면 다음에 수확한다. 대개 11월이면 실시한다.

로컬푸드란 50Km 반

배추는 김치를 만드는 주재료로 김장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품목이다. 수분과 비타민C가 많

경으로 생산과 소비의 물

은 식품이다.그리고 자그마한 농토로 마늘농사를 많이 짓는다. 마늘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서

리적 거리를 말한다.

는 안될 식품으로 거의 모든 음식의 양념으로 쓰이고 있다.

고기동은 비수구미(秘

시골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가 고추농사이다. 지어본 사람마다 하는 이야기이다.

水九美)란 말이 어울리

참 만만치 않은게 다른 농사에 비해 일손이 많이 간다. 오죽하면 밭농사중에 고추농사가 고

는 용인의 대표적 산간마

생바가지가 열린다고 한다. 보통 5월 초순에 모종을 심는다. 옮겨 심은 고추가 어느 정도 자리

을이다.

를 잡아 크면 곁순을 따준다. 그래야 곁가지도 많이 나오고 고춧대가 튼실하게 자라기 때문이

이곳에는 수지농협조
합장을 지낸 이석순 선생
의 답사기에서 6.70년대
에는 가재가 하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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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게 거두는 산물임에는 틀림없다. 이것은 농부의 숙명과도 같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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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이나 참깨 인삼등과 관련하여, 농업부분이 또한번 시련의 고비를 넘겨야 할 것은 미.중 무
역전쟁의 여파로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우리의 개발도상국 지위가 상실될 위기에 몰

도국 혜택은 유지된다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개도국 지위를 유
지할 것인지를 놓고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고심하고 있다.

려있다. 한마디로 잘사는 나라가 아직도 혜택을 받고 있느냐는 말인데, 하긴 소득3만불에
OECD 가입국이라는 허울이 있으니 참 난감한 노릇이다. 우리나라가 농업분야에서 줄곧 누리

2) 상업

던 관세율과 정부 보조금 등 특혜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개도국 지위 덕분에 1조
4900억원 규모로 변동직불금(농산물 가격에 연동해 지급하는 보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
나,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보조금 규모를 크게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농정책임자도 어느자리에서 한 걱정을 하였다. 농민단체들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
하지 않으면 농업회생이 불가능 하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10

1일 유동인구 2만명으로 추산되는 고기동의 상권은 계곡을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데, 급격
한 변화는 1995년 이후로 시작된다. 96년경 먹거리촌이 형성되면서 입주된 요식업소가 60여
군데에 이르고 있다. 초기에는 원주민이 시작하였다가, 80년 이후에는 외지인이 승계하는 방
식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월8일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국회 정문앞에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수도권 주변이라고는 하지만 흔한 물류창고나 공장이 없는 곳이 고기동이다.

했다. 지위 포기시 우대받던 관세감축과 국내보조,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가 큰 영향을 받아 농

인위적인 계곡이 아닌 자연계곡이란 점이 찾는이를 설레게 하는 곳이다.

업위기가 심화될 것이라며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그 피해를 농업계가 짊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오지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비수구미라는 상호까지 등장하며 막국수와 20여 가지 한정식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포기 시사를 규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닭과 오리를 재료로 하는 백숙과 바비큐 그리고 야간 캠핑장까지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말 그

포기해도 지금까지 받아온 1995년 WTO의 보조금 총량, 관세 감축, 민감품목, 특별품목 등 개

대로 성시를 이룬다 하겠다. 여름철 특수시기이면 말 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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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주해 공무원과 중산층이 밀집한 곳에 공략을 두고 상권을 운용하고 있다. 주변이 어떠냐
에 따라 상권도 변화한다. 개발도 균형적 개발이 필요하듯이.
용인 서북부 끝자락의 고기동은 서울에서 1시간 안팎의 거리로 이웃한 판교가 2022년까지
최소 22만명이 상주하는 일자리가 있게된다. 그리고 낙생생태공원 개발과 아울러 더욱 활기
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성남시 대장동과 동천동을 일컬어 남판교주거라인으로 부동산업자들은 부르고
있다. 이것 또한 도시 연담화(連擔化)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된 도로 하나 없이 된 동네에 산꼭대기까지 허가를 내줬다며 난 개발의 오명을 쓰기
도 했다. 2014년 4월 고기동계곡 음식점 밀집 지역과 고기동 일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로
확장과 교행 불편을 타개하기 위해 구간 정비를 실시했다. 고기2통 마을회관부터 관음사까지
그리고 동천동에서 고기동으로 넘어가는 말구리고개입구에서 식당가까지 구간을 폭 10m로
확장하였다. 전제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실시 계획 변경인가에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토
구경하고 먹고 살 것이 들어서고 있다. 음식점 틈에 자리한 놀이동산도 있고 계곡도시라 불

지보상완료 후 공사 착수가 가능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9월에는 불법구조물에 대한 철거

릴만 하다. 여름날에 계곡에서 발 담그며, 술잔을 기울이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족구도하고

가 있었고, 차후에도 무단점유에 대해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십 년 동안 계곡에 평

무료민박에 셔틀버스도 제공한다.

상과 천막 등을 설치해놓고 하천을 불법점유해온 것에 대한 조치로 경기도지사의‘하천 불법점

절대빈곤의 시대를 벗어나 이제는 주5일제와 52시간 근무제의 확대로 점차 휴일을 즐기는

유 영업행위 엄중 처벌’예고에 용인시가 상가번영회 등을 설득하여 협조를 얻어낸 것으로 보

문화가 형성되고 정착화 되고 있다. 1인당 14.000원 정도의 30가지 한정식을 실비로 즐기는

인다. 아무튼 상인들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램을 전했다. 깨끗한 하천보전

포식문화가 있고, 대형 횟집까지 등장하였다. 이른바 중산층을 공략하는 상술이 등장한다.

을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계곡의 규모가 크진 않지만 한적한 곳으로 처음에는 연탄화로 구이집이 들어서 아직도 성
업중이며, 가까운 분당이 개발되면서 자연을 접하려는 그들에 의해 고기리 상권이 발전을 시
작하게 된다.
90년대 이지역은 통나무집에 라이브카페,스테이크류가 등장한다. 일대 변혁은 바다목장이
라는 계곡속의 횟집이 들어서면서 전기를 이루게 된다. 고기리 최고의 명소가되고 다른 집들
도 생기며 활기를 띄게 된다. 종전에 숯가마 찜질방을 운영했던 주민에 의하면 대부분 고액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최소한 현상
유지는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근접한 청계산의 예를 들면, 등
산로 입구에 음식점과 등산용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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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582m의 광교산과 566m의 백운산자락의 계곡으로 주 소하천인 장투리천에 광교산천
과 장의천등이 합쳐진뒤 지방하천인 동막천으로 이어진다.
용인시와 성남시의 접경지로 고기동과 대장동은 경계가 다소 불분명하게 보인다.
이제는 오리나 닭백숙을 먹던 단순한 시대가 아니다.
간편식이 급성장하면서 자영업자가 도태되는 현상을 많이 접한다. 이제는 가정식과 견줄만
하고 극찬의 맛집에서만 먹을 수 있던 식품을 대기업식품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이다.
또한 배달앱등의 증가로 외식시장
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생기는 모양새
이다.
그러니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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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이 나온다. 부동산중개업자와 인테리어업자만 득을 본다는 말이다. 고기동 계곡의 상가

송이,목이,석이,능이,싸리,꽃송이버섯,복령이 있으며 산나물

도 소비자의 선호에 맞추어 실험적인 맛에 도전과 투자를 해야 시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저

류로는 더덕,고사리,도라지,취나물,참나물,두릅,원추리,죽순,

렴과 편리는 소비자에게 가장 주요한 요소이다.

산마늘,곤드레,고비,들메나무순,다래나무순,어수리가 있다.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고기동은 새롭게 입구부터 변모하기 시작했다. 삼거리에 없

고기동에서도 예전에는 조금씩 채취를 했지만 이제는 거의

던 편의점이 생기고, 안이 훤히 보이는 새상가에 세련된 드레스샵이 들어서기도 했다. 새롭게

없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용인시에서도 추석명절등에 대

만들어지는 새도로에 맞게 상권형성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동안 성장 할 수 있는 토양이 어느

비하여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등 지도 단속에 들어갔다.

정도는 생겼다고 하겠다. 투자자에게는 눈독을 들일 만 한 요소가 될것이라 본다.

기존의 전통시장,할인매장,도매시장에 대해 시민이 안심하고
제수용품을 구입해 즐거운 추석을 맞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고기동 단독주택의 시세는 2016년 대장지구 개발 이슈와 동시 3.4백만원로 가격상승하여
지금은 입지에 따라 7백만원대 까지 홋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환이다.
주로 9월중 밤,잣,대추,고사리,버섯류 등이다. 명절뿐만 아

용인시에는 묵은 난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니라 연중 실시하여 위반자는 법적으로 조치해 유통질서를

것으로 보도되었다. 부처간에 회의와 상대방을 설득하는 일

확립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구입해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다반사라 한다. 시장도 고기동을 직접 방문했었다.

는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

4차 산업혁명을 항시 운운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것의
핵심은 의외로 단순하다고 본다. “돈을 쓰고 싶게 만드는 서
비스를 생산하라”는 말일 것이다.

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총기사용 포획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
행시 안전에 유의해 줄것을 당부했다.
총기포획이 실시되는 24개 시군중 용인도 포함이 되어 해당지역내 입산을 자제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입산할 경우에는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O 임산물
임산물은 목재,수목,낙엽,토석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
물,그밖의 조경수,분재수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으로는 90종이 있으며, 수실류(감나무, 대추나무), 산나물류
(두릅나무), 약용류(초피나무, 꾸지뽕나무)에 포함되어있어
재배를 할 경우 지원이 가능한 품목이다. 매실나무, 자두나
무는 과일수종으로 임산물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이 되지
않는다.
수실류의 품목으로는 밤,감,잣,호두,대추,은행,도토리,개
암,머루,다래,복분자,산딸기,석류가 있고 버섯류로는 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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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도토리나 밤, 잣, 버섯, 산약초 등 멧돼지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임산물에 대한 불
법 채취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먹이가 부족해질 경우, 야생 멧돼지가 민가나 축산농가로 내
려와 열병이 확산될 수 있고, 주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림내 임산물을 산주 동의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및

1│

5

고기동 마을조직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안내판이나 현수막 등을 설치하거나 마을방송,반상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

3) 서비스업

물건의 생산이 아닌 서비스의 제공을 주로 하는 산업으로 숙박시설 대여부터 광고, 수리, 흥
행, 의료, 보건, 종교, 교육, 금융, 법무, 상업 등 다양하다. 우리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며 사회발
전도에 따라 전체 산업중 증가속도가 가장 빠르기도 하다.

고기동은 현재 3개의 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몇 년 사이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인
구 유입도 급증할 뿐 아니라 마을의 모습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 속에서 마을 동회, 선대부터 삶의 터전인 고향을 지키며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친

즉 생활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무형의 노무를 제공하는것이다. 흔히 용역이라고 부르며
3차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종사자는 약 250만을 넘고 있다.

목 조직, 계곡을 중심으로 상권을 형성하며 상호 권익 보호 및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상인
들의 친목조직, 새로운 삶의 보금자리를 고기동에 튼 사람들의 신생조직에 대해 살펴보고자

용인시도 수지구와 기흥구 일대가 아파트촌으로 형성되면서 서비스 수혜자가 급증하였다.

한다.

가장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이 고기동 낙생저수지에 자리해 있다.

■ 고기동 마을 동회

주민의 말에 따르면 수년전에 낙생저수지에 대한 준설작업이 있었다고 전한다.
2008년 허가과정 이전부터 지역주민, 환경단체, 농촌공사의 반대와 갖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결정했고, 2017년 2월에 판교레이크골프클럽이라는

◎ 고기 1통 손기 마을 동회

이름으로 새롭게 등장하였다. 수도권 최대규모의 수상골프장이다.

1통 손기 마을의 동회 임원진은 통

영업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10시 까지이다. 2층에는 골프용품점이 있고 3층에는 전망 좋
은 레스토랑이 자리하고 있다.

장, 총무, 부녀회장, 각 2개의 반으로 운
영되고 있어 반장 2명으로 구성되어 있
다. 동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2회 정기회

│남기주

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마을회관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공지하며 년 1~2회의 비정기
마을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62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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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회의 성격이므로 별도의 회비는 없으며 연간 마을행사로는 연말 대동회가 있다. 약 3~4년

후를 날을 잡아 척사대회(윷

전까지만 해도 윷놀이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마을의 주변 상황이 급변하면서 호응도도 떨어지

놀이)를 하고 있다. 척사대

는 데다 남아있는 30여 가구의 원주민들 대부분도 연로하시어 윷놀이를 통한 마을민 결속은

회에 발생하는 비용은 티켓

쉽지 않은 현실이 되었다.

판매비와 찬조금 등으로 충
당, 운영하고 있으며 2019

“2007년 제가 통장 시작할 때 손기 마을 가구 수는 약 100여 세대로 기억합니다. 현재는 760

년에도 100여 명이 참여하

여 세대가 되었고 그 중 원주민은 30여 세대에 불과합니다. 자연부락 760세대면 어마어마한

여 서로의 정을 나누는 행사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구는 대략 한 가구에 3인 기준하면 거의 맞더라구요.” (안병세, 남, 현

가 되었다. 또한 추석 전 고

1통 통장, 57세)

향을 방문하는 손님맞이를
위한 행사로 마을 길과 주변
고기2통 곡현 마을회관

예전에 잇세제도가 있을 당시는 대동회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쌀 한 말씩 가지고 와서 만둣

의 풀깍기 공동 작업을 하고

국을 함께 끓여 먹기도 하고 3~4년 전까지 마을 윷놀이를 했지만 마을 상황이 급변 하다보니

있다. 이러한 내용은 각 반의 반장을 통해 전달하기도 하며 마을 방송을 통해 알리고 있다. 풀

마을 윷놀이 행사는 현재는 하고 있지 않으며 잇세제도도 이제는 사라졌다.

깍기 행사에는 보통 20여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으나 새로 이사 온 가구의 참여율은 매우 낮은

대동회는 매년 12월 20일 전후로 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행사보고와 전달사항 및 공지사항

편이다.

안내 정도이며 도시화 이후 특별한 내용이 없는 편이며 찬조금의 쓰임 정도를 보고하고 있다.
찬조금은 대동회 날 식사비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어 결산 내용이 따로 없다. 손기 마을 역대 이

통장과 반장들은 일 년에 3~4회 모임을 갖고 있으며 일정을 특별히 정하기보다 특별 안건이

장은 구장으로 불릴 때 이현흥, 이장으로 불릴 때 이대영, 이대성, 김동선, 이덕영, 안성환, 통장

있을 때나 연말에 모이며 연말 전 총회 준비와 관련된 건이나 윷놀이 준비사항 등에 대한 논의

으로 불릴 때 이대철, 현 통장은 안병세 씨가 재임 중이다.

를 주로 한다. ‘새마을 대동회’의 운영진은 통장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총무, 새마을지도자, 부
녀회장, 각 반장 3명,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새마을 대동회’의 총회는 매년 12월 말경에 개최하

◎ 고기 2통 곡현 마을 동회

며 주민들에게 결산보고 및 활동보고, 현 통장이 임기 말인 경우는 회의를 통해 차기 통장을 선

고기 2통 곡현은 계곡을 낀 배나무골 식당에서 산사랑 식당 주변까지를 배나무골, 기도원에

출하기도 한다. 주 내용은 척사대회(윷놀이) 때 들어온 기금에 대한 결산 보고, 향후 계획, 당해

서 배나무골 올라가는 삼거리인 다닐목 식당까지를 샘말, 마을회관 윗 동네인 곡현 이렇게 3

연도 사업보고, 차기 년도 사업 계획 등 마을과 관련된 일과 건의 사항에 대한 논의이다.

개의 마을을 말한다. 2통의 마을 동회는 ‘새마을 대동회’라 불리고 있다. 새마을 대동회는 원주
민과 현주민이 합쳐진 모임으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고기동은 주민이 언제 이사 오고 이

요즘은 옛날보다 통장의 부담과 역할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다. 예전의 대동회와는 많은 변화

사 가는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고기 2통에 살고 있는 현 500여 세대의 주민이라면 새마을 대동

가 있다. 예전 잇세제도가 있던 당시는 대동회를 통해 마을 공동 기금의 운용 및 잇세의 사용

회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내역 보고와 농협의 이용 및 활동 내역까지 공지하여야 했다. 2000년대까지 잇세제도가 있었
으며 집집마다 쌀 5kg 또는 10kg씩 걷어서 이장에게 주었다. 당시 이장은 잇세로 받은 쌀로 대

2통 새마을 대동회는 주민화합을 위하여 외지에 나간 자녀들이 돌아오는 설날(구정) 이틀

64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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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는 다양하기도 했으므로 그만큼 바빴다. 마을 일을 보다 보면 본인 농사일에 신경 쓸 여력

이다. 대동회를 마친 후 식사

이 없었음을 고려해 지급하던 수고비였던 셈이다.

자리를 마련하여 주민 단합
의 시간을 갖는다.

“당시 대동회의 결산 보고 내용은 주로 잇세 받은 거, 마을 공동 기금 운용한 것에 대한 결산
보고, 조합(농협)에서 누가 비료 몇 포 가지고 오고, 감자 몇 개 가지고 오고, 이런 내용을 확인

“2001년 내가 통장 할 때

및 보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 당시 농협의 심부름꾼이 이장이고 면사무소 등 관공서의 심부

부터 우리 동네는 잇세를 없

름꾼이 이장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이장한테 일 년에 50만 원씩을 주기도 했어

앴어요. 고기 3개 통 중에 잇

요. 지금은 컴퓨터와 휴대폰이 있어 개인적으로 연락이 가고 하지만 그때는 볍씨, 농약, 영농자

세를 가장 먼저 없앴던 것이

금 얼마 타는 것까지도 다 협의해서 이장이 모든 걸 해결해 주고 했어요. 노인들 모시고 가서

다. 대동회 날 전임 이장은

글씨 못 쓰면 대필해 주고, 옛날에는 인감까지도 이장이 다 가지고 있을 정도였으니 신뢰가 없

집에서 만둣국이나 떡국도

는 사람한테는 이장을 안 시켰죠. 무슨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이장을 안 시켰

고기3통 장의 마을회관

끓여 마을 사람들을 대접했

어요. 그리고 마을 기금을 동네 사람 대상으로 빌려주기도 했어요. 별안간 초상이 난다거나 대

었지만 내가 통장이 돼서는

소사의 경우도 있지만 학자금을 빌려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자를 받고. 당시 이자도

동네 사람들을 집으로 모셔와 대접할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

보통 1부, 2부로 엄청 비싼거였지만 간단하잖아요. 말만하면 되니까 은행가는 거보다 편했죠.

하다가 부담이 된다 하여 그다음부터는 마을 공동 기금으로 식사를 하게 되었다. 잇세를 받았

은행가면 뭐 써야되고 그렇잖아요.” (이찬순, 남, 현 2통 통장, 58세)

으니까... 반장들이 잇세를 받으러 다니는데 원주민들은 잘 주는데 이주민들이 잘 안 주는 거
예요. 당시 원주민이 열 가구 정도밖에 안 되었고 농사짓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받는 것도

2통의 역대 통장으로는 이현복, 이현명, 이현삼씨가 구장을 역임했으며 이현명, 이현삼, 이

그렇고 했어요. 그래서 통장 봉급으로 나오는 10만 원을 가지고 밥 먹자 해서 식당에서 대동

희순, 이건술, 이윤순, 이찬순 씨가 이장으로 역임했다. 그리고 정성문 씨가 이장과 통장을 역임

회 마치고 함께 식사했어요. 그래서 잇세가 가장 빨리 없어진 마을이 장투리가 되었어요. 그때

하였고 현재 이찬순 씨가 재임 중이다. 일제강점기 만세운동 당시 고기리의 구장으로 있었던

일들은 원주민들이 다 했어요. 풀 갂기를 해도 그렇고. 이주해 온 사람들은 동네 일 있다고 해

이덕균 지사도 배나무골 출신이다.

도 잘 안 나오더라구요. 일은 동네 원주민들이 다하는데 거기다 잇세까지 받으려니까 그건 아
닌 것 같더라고요. 동네 어르신들은 거기다 통장 잘 보라고 거들어 주시기까지 하는데. 그러고

◎ 3통 장의 마을 대동회

서는 한 5년 후부터는 밥도 동네 기금으로 먹자고 해서 동네 기금으로 밥 먹었어요.” (유홍열,

3통 대동회는 매년 연말에 마을회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회의가 있기 전부터 마을 방송 등

남, 장의 마을 전 통장, 58세)

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으나 각각의 세대가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 특성상 방송이 전달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길목마다 대동회 일시와 장소, 주요 안건 등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걸

3통 장의 마을은 고기동의 3개 통 중 통장이 받아오던 잇세를 가장 먼저 없앴으며 3개 통 중

어두기도 하고 공고문을 붙이기도 하면서 대동회가 열림을 알리고 있다. 회의의 주요 내용으

세대주가 가장 적은 마을로 현재 1개의 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3년 전까지만 해도 불과 70여

로는 결산 및 활동보고를 하고 있으며 통장 임기 말에는 새로운 통장을 선출하기도 한다. 결산

가구가 현재 300여 가구로 늘었으며 원주민 가구수는 현재 10여 가구이다.

내용은 마을회관 1층 임대를 통해 받은 임대료로 마을회관 전기 사용료 및 기타 비용 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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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동 노인회
고기동의 원 노인회는 고기리 전 지역을 통틀어 하나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후 2통과 1통에
노인회 설립되면서 현재 고기동 노인회는 대한노인회 소속 2개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1
통 노인회는 고기동의 할머니들이, 2통 노인회는 고기동의 할아버지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고기2통 노인회관 머릿돌

고기동 원 노인회는 약 40여 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었다는 회원들의 말에 의하면 대략 1970
년대 초중반에 조직된 것으로 보인

운동, 상손곡에 거주하는 회원 수가 많지도 않았으며 분리 후에도 고기동 노인회로 이어 다녔으

다. 당시 노인회는 이종덕 회장을 중

므로 회원 수의 변동은 크지 않았다. 당시는 노인회관의 건물이 별도로 없어 주로 집집마다의

심으로 친목회 형식으로 운영되었

사랑방을 전전하며 모였으며 여름철엔 하천부지에 있던 솔밭에서 모이기도 했다.

으며 2대 이민겸 회장 때는 학구 단

현재의 2통 노인회관 건물은 안윤수 씨가 부지를 희사해 지을 수 있었다. 안윤수씨는 고기

위 노인회로 행정구역 상 성남시에

초등학교 부근이 고향으로 서울에서 성공한 후 고향으로 내려와 땅을 많이 샀으며 자신의 땅

해당하는 대장동과 석운동 거주 노

120평을 노인회에 희사했다. 그리고 이대성 씨가 4.000만 원 찬조, 이대영, 심재복, 윤송덕 관

인들도 고기동 노인정을 이용했다.

음사 주지스님이 일정 금액을 찬조하여 1996년 지금의 자리에 2층 건물로 짓게 되었다. 고기

지역적으로도 작은 개울 건너편에

동 노인회관의 경우 타 지역 노인회관과 달리 부지 마련과 건축 비용에 대해 정부 지원을 전혀

있어 평소 왕래가 원활했던 이유도

받지 않고 주민 자체적으로 지었다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

있지만 고기초등학교를 함께 통학

고기2통,3통 노인회관

으며 현재 1층은 꽃집에 임대하였으며 노인회는 2층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하던 학구 단위로 묶였기 때문이다.
학구 단위 노인회로 운영될 당시 회

“건물 부지를 희사하기로 한 분이 여기 땅값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말이 처음 이야기 했던

원은 약 50여 명으로 꽤 많은 인원

거랑 조금씩 달라지더라구. 그래도 이야기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받아야 진행되지 안그러면

이 모였으나 당시 노인회 활동하던

성사가 안 될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당시 이장볼 때니까 ‘인감 떼어 오셔’했지. 당시 희사하겠

분들은 모두 다 고인이 되셨다.

다던 땅이 200평이었는데 결국 120평으로 줄어든 거예요. 또 이대성이라는 사람이 건물 짓는
거 책임지겠다 해서 당시 4000만 원 받아서 지었어요.” (이기현, 남, 현 노인회 총무)

그렇게 운영되어 오던 고기동의
노인회는 1989년 정관을 만들고 대
한노인회 용인군지회에 등록하면서

초창기 노인회는 정부 지원이 전혀 없었다. 그때에도 노인회 회원들은 친목 도모를 위해 월

운영되었으며 대장동과 석운동과

1,000원씩 회비를 받아 운영하였다. 회비를 모아 막걸리 한 잔씩 사 마시기도 하고 제주도 관

분리되었다. 하지만 당시 대장동, 석

68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마을

고기1통 노인회관

광까지도 갔다고 한다. 당시 천 원의 가치가 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정부로부터 냉·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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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 2대 이민겸, 이후 3대 이현복, 4대 이태의, 5대 이현식, 6대 이용준, 7대 이덕영, 8대 이재
유, 9대 현 이건술 회장이 재임 중이며 1통의 노인회장은 현재 김동선 회장이 재임 중이다.

■ 친목회

2019년도 7월 월례회의

경기도 모범 경로당 표창

◎손기향우회(손기 친목회)
손기 향우회는 손기 마을에서 태어나 고기동에서 성장기를 보냈으나 현재 타 지역에 거주

방비 및 기타 지원을 받고 있으며 회원 일 인당 월 3,000원의 회비를 걷고 있다.

하고 있는 50~60대 연령의 회원들로 구성되었으며 모임을 통하여 고향의 소식을 전하며 친목
을 도모하고 있다.

월례회의는 2통 노인회는 현재 월 1회, 매월 15일에 진행하고 있으며 회원 총 32명으로 월례

현 회원은 17명으로 별도의 회칙이나 규정은 없으며 매년 3, 6, 9 ,12월 분기별 셋째 주 토요

회의에 평균 25명이 참석하며 국민의례 및 노인강령 낭독과 당월 행사 및 익월의 행사에 대한

일을 모임 날짜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일 년에 한 번 친목 도모를 위한 야유회를 가고 있으며 독거

안내 및 공지와 회원분들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 기원하는 인사말을 전달하고 있으며 회의를 마

노인 돕기 및 고향 마을 청소 등의 봉사 활동도 하고 있다. 모임 장소는 주로 원주민 회관이다.

친 후 노인회관 주변 청소 및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서 친목을 나누고 있다. 그리고 회원 대부분
이 농사일로 바쁘다 보니 노인회의 특화 활동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으며 월례회의와 별도 행

◎새마을회(곡현 친목회)

사로 봄에는 버스를 대절해 야

새마을회는 고기 2통 곡현 마을의 옛 대동회라 할 수 있으며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시작

유회를 가고 있으며 가을에는

될 때 당시 곡현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새마을회’라 부르고 있다.

부부동반으로 함께 식사를 하고

새마을회는 예전부터 내려오던 마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원주민들이 마련한 마을의 공

있으며 여름 복달이를 포함 일

동 재산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년에 3번 정도 별도의 모임을 가

2통의 현 마을회관도 예전부터 내려오던 마을 공동기금으로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하게 된

지고 있다. 1통 노인회는 주로

것으로 당시 샘말에 있던 마을 공동 땅 100평과 기도원 들어가는 길과 배나무골 넘어가는 삼

할머니들이 모이는 장소로 2통

거리에 있던 마을 공동 땅과 건물, 배나무골에 있던 마을 공동 임야 1000여 평을 모두 팔고 그

노인회 이용보다는 이용 빈도가

돈으로 현재 마을회관 부지의 땅 소유자에게 원가로 매입해 지금의 자리에 짓게 되었다.

낮은 편이다.

하지만 점차 고기동이 개발되면서 마을 공동기금으로 마련한 마을회관의 운영권에 대하여

2통 노인회의 역대 노인회장

원주민과 새로 이주해 온 주민 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 마을 공동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애

으로는 친목회 형식으로 노인회

매해지게 되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선대부터 후손들까지 고통의 땀을 함께 흘리며 상

를 운영한 초대 이종덕, 학구 단

부상조하며 십시일반 모은 돈, 그 돈으로 마련한 마을회관은 원주민들에겐 구심점으로 절대적

위 노인회를 정부지원 없이 운

7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마을

2010년도 봄 야유회 수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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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의 여지가 늘 존재했었으므로 당시 마을의 공동 재산인 마을회관은 기여도를 인정해 원주

근씩 나눠 주기도 하고 그래도 남은 건 내다 팔기도 했어요. 소 한 마리가 많아요. 500kg, 600kg,

민들이 관리 및 운영의 주체가 되었으며 마을 동회의 성격에서 원주민의 친목 도모와 마을 전

700kg 나가는 소의 경우는 다리 한쪽, 갈비, 우족 이런 거 내다 팔아서 마을기금을 만들기도 하

통을 이어가는 친목의 성격으로 5년 전 분리하고 ‘새마을회’라 부르며 운영하고 있다.

고 산제 비용으로 충당하기도 했어요.” (이찬순, 남, 현2 통 통장, 58세)

마을회관은 현재 1층의 공간 반과 3층 전체를 임대하고 있으며 2층은 마을 회관으로 사용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대동회 할 때나 마을 친목을 위한 윷놀이할 때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 장투리친목회
장투리 친목회는 장의 마을 사람들로 구성된 친목회로 약 50여 년 전인 1960년대 후반에서

“옛날엔 우리 동네에 채소 많이 심었어요. 수박, 참외, 배추 이런 거. 그것을 팔면 판매한 돈에

1970년대 초반에 장례에 쓰이는 상여를 마련하면서 구성되었다. 당시는 장투리 마을뿐 아니

서 얼마씩 냈어요. 채소 밭뙈기로 낼 때, 소 팔 때 그럴 때마다 동네에 얼마씩 냈어요. 옛날 그 당

라 주변 마을도 친목회가 구성된 곳이 없었다. 그러던 중 장투리에 거주하는 이기준 씨가 처가

시 소 팔면 오천원인가 얼마씩 내고... 목돈 생길 때면 걷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을 개울가에 돌멩

인 화성 발안 물언리 마을에 사시던 장모께서 돌아가시어 상제(喪制)로 갔을 때 그 마을 사람

이 실어갈 때도 사 가는 사람에게 돈을 받았어요. 이 동네가 엄청 가난했기 때문에 돌을 가져갈

들이 친목계를 조직하여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단합된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

때에도 당시는 주인이 허락해야지만 가져갈 수 있었어요.” (이건술, 남, 현 노인회 회장, 78세)

온 이기준씨는 발안의 친목계의 모습을 보고 느낀 점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친목회 구성
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동네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져 장투리 친목회가 구성되었다. 당시 이

“옛날 마을에서 장례를 치르고 나면 마을 사람들이 산소도 만들고 부역을 하잖아요. 그때 돈

웃 마을에서도 계원으로 끼어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다른 마을 사람들과 연합되면 의견들이

이 좀 나오잖아요. 상여꾼도 하고. 그런 돈이 마을 기금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마을 사람

많아져 자칫 단합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에 장투리 주민으로만 구성하게 되었으며 당시

들의 품앗이, 장례 지낼 때 상주들이 주는 돈, 그게 다 마을 기금으로요.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

호수가 적어 회원 수는 약 12명 정도였으며 초기 회장은 이태의 씨가 맡았다.

지만 100만 원 나오는 집도 있고 200만 원 나오는 집도 있고 형편과 마음에 따라 각각 달랐어
요. 회곽을 다지고 나면 돈이 500이고 200이고 나오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돈이 되면 관광도
가고 그랬죠.” (이찬순, 남, 현 2통 통장, 58세)

“내 처가가 발안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큰 동서네서 계시다가 발안에서 돌아가셨어. 상제로
갔는데 내가 사위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초상이 나면 상여를 상도가(상엿집)가 있는 동천리에
서 사다 썼거든. 그런데 발안 물언리는 친목회가 묶어져 있더라고. 거기 친목회 계원들이 죄다

2통은 오래전부터 마을의 안녕을 위해 산신에게 제를 지내는 산제(山祭) 풍습을 현재도 꾸
준히 이어오고 있다. 새마을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산제 지낼 때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새

와서 일을 전부 하더라고. 다른 데서 부르지 않고 말이야. 그만큼 단합이 잘 되더라고. 그때는
돈이 굉장히 귀할 때 아니여요? 식량도 귀하고?” (이기준, 남, 장투리, 89세)

마을회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매년 1회 관광을 가고 있으며 새마을회 회원은 현재 약 40명
으로 회의를 통해 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출하고 있으며 현 새마을회 회장은 이익순 씨이다.

“장의 친목회는 196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어. 한 50년이 넘었던 것 같은데... 양반, 상놈 이
런 이야기 나왔던 때니까... 그리고 나 장가들기 전이었으니까...” (이재유, 남, 장투리, 78세)

“산신제는 저희 어려서부터 해 왔어요. 그 옛날에는 소를 외부에서 사 오면 마을에서 그 소
를 잡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밀도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가서 법의 규제를 받

당시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초상(初喪)이 나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상여를 구해야 했다. 마을

기도 하고. 한 10년 정도 안 하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당시 소를 사다

에 공동 상여가 있다면 다행이었지만 없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웃 마을에서 빌려와 장례를

가 머리하고 간하고 일부만 쓰고 각 집에서 기금으로 추렴했으니까 집집마다 고기 한 근씩, 두

치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던 시절이다. 고기리의 3개 마을도 당시 상여를 구비하지 못해 주변 마

72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마을

고기동 마을조직

73

고기동2019_187_257_종합_e2_ing_고기동마을2019_내지_187_257_e2 2019-12-13 오후 4:56 페이지 74

을에서 상여를 빌려왔는데 차가 없었기 때문에 마차에 상여를 싣고 왔으며 수번(선소리꾼)은

꾼도 없어졌잖아.” (이기준, 남, 장투리, 89세)

걸어와야 했다. 처음엔 수원에서, 그다음에는 오리뜰(성남 구미동)에서, 그다음에 옆 마을인 동
천리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빌려 와 장례를 치르던 시절이다. 상여와 상두꾼(상여 매는 일꾼)들
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으므로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던 중 화성 발안을 다녀온 이기준 씨의 의견에 따라 ‘내(우리) 부모님은 내(우리)가 모시

상여를 구입할 때는 모여있던 마을기금으로 충당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부족분을 충
당하기 위해 상여를 구입한 후 빈 상여로 마을을 한 바퀴를 돌았다. 그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은
각각 쌀을 내어 주었으며 당시 모였던 쌀은 약 두 가마니 정도로 상여 구입 비용에 보탰다.

겠다.’라는 취지로 고기리 주변 마을 통틀어 첫 친목회를 구성하고 마을 기금으로 장투리 마을
만의 상여를 장만하게 되었다. 당시 상여는 수원에서 사 왔으며 상여집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

“처음 사 올 때 외상으로 사온 건 아니고, 예전에 상여를 빌려 썼어도 상두비는 좀 나오잖아

여서 이기준 씨 집 행랑에 두었다. 하지만 상여를 아무 곳에나 두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 친

요. 그것을 조금씩 모으고 또 그것으로 조금 부족하니까 빈 상여로 동네 한 바퀴를 돌면 마을 사

목회원들 손수 벽돌을 만들어 당시 이기준 씨가 관리하던 산에 상여집을 짓고 그곳에 상여와

람들이 기금을 모아줬어요. 그렇게 해서 상여를 사게 된 것이지. 원래 처음 사 오면 그렇게 해요.

상여를 맬 때 사용하는 장강틀을 함께 보관하였다. 그 자리는 현재도 상여를 보관하는 컨테이

쌀 두 가마니 정도가 모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쌀 한 가마니는 대단한 것이었어요. 쌀 한 가마

너가 있어 당시 상여집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수풀이 우거

니가 사람 30명 품값에 해당했었는데, 그것도 일 잘하는 사람의 품값으로. 배고픈 시절이었지

져 있어 접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안에 있는 상여도 관리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되었으므로

만 마을 사람들이 그만큼 단합됨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재유, 남, 장투리, 78세)

다 썩었을 것이라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이후 장투리 마을은 장례가 있을 때마다 친목 계원들의 단합으로 마을 일을 처리할 수 있었

요즘은 상여 나가는 모습을 경험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그만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장례

으며 주변 마을에서도 장투리 마을의 상여를 비용 지불하면서 빌려 갔다. 상여를 다른 마을에

문화도 다양하고 편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장투리의 옛 상여도 이제는 쓰는 일도 빌려주

빌려줄 때는 늘 관리 책임을 맡은 담당이 함께 따라가 상여 빌려 준 비용을 받아왔다. 그러다보

는 일도 없으며 상엿집에 언제 넣어두었는지 기억하기도 힘들게 되었다. 상여 관리는 여간 까

니 관리 담당을 맡은 이기준 씨는 선소리꾼(수번이)의 역할을 도맡게 되었고 일당도 받았다. 선

다롭고 힘든일이 아닐 수 없다. 비 맞으면 말려서 상엿집에 넣어두어야 하고 시간이 오래되면

소리꾼의 일당과 상여 빌려주고 받은 돈은 마을기금으로 쓰였다.

자연히 좀벌레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장투리 친목회는 마을 공동 정미소를 운영하여 마을기금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정미소

“주변 동네에는 상여가 없었지. 그러니 장사때면 우리 동네 꺼를 다른 마을 사람들이 사러

관리자를 따로 두어 운영하였으며 방아 찧을 때 받는 삯을 마을기금으로 활용하였으며 쌀 한

왔어. 그 때 우리 작은 아버지(이태의)가 회장이었고 나는 상여에 책임이 있는 담당 관리인이

가마니 찧으면 삯으로 너댓되씩 받았으며 장투리 마을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삯을 받았다. 처

었지.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상여 갈 때 나는 따라 가야 돼. 그러면 친목회에서는 일당을 줘요.

음 운영할 때는 동네 사람에게 더 받기도 했으며 나중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덜 받고 타 지역 사

상여 판 것을 받아오니까 말하자면 총무 역할을 한 거지. 그렇게 가면 나에게 선소리꾼(수번이)

람들은 더 받으며 운영했다. 정미소는 사라졌지만 그 터는 현재 금잔디식당 주차장으로 사용

을 맡겨. 상여를 갔다 주기 때문에 나도 또 책임이 있지. 선소리꾼은 쌀 한말 정도 일당을 받았

되고 있으며 주차장 사용료를 받고 있지는 않으며 친목계 행사가 있을 때 찬조금을 받는 정도

어. 상여는 쌀 세말 정도 받았고. 나는 돈을 받아오면 우리 친목회에서 나에게 돈을 주었는네

로 운용하고 있다.

품값으로. 나는 미리 일이 있었더라고 취소하고 따라가야 하는 거니까 내 일을 못하고. 우리 장
투리 계원한테는 상여 빌려 주는 값은 안 받고 그냥 사용하는데 장례 치를 때 상주들이 돈을 내

“우리 동네 정미소는 제분까지 했어요. 밀가루 빻는 것. 겨울 되면 떡도 빼고요. 거기서 삯을

잖어. 선소리하는 사람에게도 주고. 그럼 그것도 친목회에 넣고. 요즘은 상여도 없어지고 상두

받은 걸로 동네 기금을 마련했는데 그것은 원주민들 결속도 되었고 구심점이 되었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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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소는 헐려 없어졌지만 터는 지금도 있는데 금잔디 식당 주차장으로 쓰는 자리예요. 정미

보건진료원은 2011년 개정된 농특법에 의해 지방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보

소 헐고 나서 거기서 추석 때, 구정 때 모이면 배구, 축구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정미소를 운영

건 진료원’의 명칭을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변경했으며, 보건 진료소장은 보건 진료 전

으로 친목계가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유홍렬, 남, 장투리, 58세)

담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명시했으며 보건 진료소는 지역 주민이나 마을에서 진료소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국가가 그곳에 진료소를 짓고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되었다. 고기

장투리 친목회는 상여와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차츰 기금의 여유가 생겼다. 다른 마을보다도

보건진료소는 초기 동천리(현재 엘지 자이 아파트가 지어진 자리)에 있었으나 연탄비를 지원

마을 기금이 넉넉해지면서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의 지붕 개량할 때에도 마을기금으로 각 가정

해야 할 만큼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고기리에 거주하던 이대성 씨

에 50%를 지원할 정도였다.

가 자신의 땅을 희사하면서 고기리로 이전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현 수지구 호수로 11-3에

친목회의 회장은 2년에 한 번씩 선출하고 있으나 연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비는 예전에 내

위치,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내과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 않았지만 요즘은 부담되지 않는 적은 금액을 친목회비로 받고 있다. 현재 친목회의 회원은

고기 보건진료소 초대 운

24명으로 이사 간 사람도 있지만 장투리가 고향인 사람들이 그대로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

영협의회장으로 이대성 씨

다. 모임은 3월 31일, 말복, 12월 중 송년회, 그리고 관광하는 날 이렇게 매년 4회로 정하고 있

가 약 15~16년을 역임했으

으며 관광의 경우 예전엔 부부동반으로 해외를 가기도 했으나 이제는 회원들이 연로하신 관계

며 이대성 씨 사후 윗장투리

로 해외로 가기는 힘들게 되었으며 부부로 한정하지 않으며 가족 누구나가 함께 할 수 있다. 그

에 거주하는 이재유 씨가 10

리고 전과 달리 어디로 갈 것이냐 보다 무얼 먹을 것이냐에 따라 행선지를 정하고 있으며 장투

여년간 운영협의회장으로

리 친목회는 주변 마을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도 친목 도모하며 잘 이어

역임하였고 이후 이수식 씨

오고 있다.

가 역임하였다. 현재는 이도
순 씨가 운영협의회 회장을

고기 보건진료소

맡고 있다. 고기 보건진료소

■ 고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장으로는 동천동 진료소장으로 있던 조숙현 진료소장이 고기동으로 옮겨와서도 이어 맡았으
며 이진숙 진료소장, 홍선희 진료소장 순으로 역임하였고 현재는 유한임 진료소장이 재임 중

고기 보건진료소는 1980년 12월 읍·면 단위 이하의 리(里)·자연부락 등 보건 의료취약지구

이다.

에 대하여 ‘농어촌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중
한 곳이다. 당시 의사만 진료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었던 것을 농어촌 지역에 한하여 기본

“초대 회장인 이대성 씨가 죽었어요. 협의회장이 없으니 ‘나보고 하라’고 그래. 그래서 ‘손의터

교육 외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숙련기간을 이수한 간호사에게 진료 자격을 부여한 보건진

사람이 해야지 왜 우리 동네 사람이 하냐?’ 그랬는데. 내가 한 10년간을 했지. 그때 용인시장이

료원을 배치하여 운영하였다. 보건진료원은 질병상태을 판별하기 위한 진찰 검사 행위, 환자

이정문 시장인가 그랬는데 그때 이것(고기 보건진료소)을 없애려고 했거든. 기흥에 보건진료소

의 이송,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질병의

2개가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3개를 없애려고 하더라고. 거기는 아파트 단지 속에 들어 있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예방접종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는 것이지만 여기는 그래도 시골이었잖아 거기보다는. 없어지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전적으

환자 진료지침에 의한 의료 행위에 따른 의약품의 투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로 나섰지. 동네 사람들 동원해서 못 없애도록 했지. 내가 운영 협의회장 할 때 진정서까지 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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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그때 내가 쓸 줄 몰라 이석순 당시 수지농협 조합장에게 부탁해서 썼어요. 그렇다고 이석
순 씨가 썼다고는 할 수 없고 내가 썼다고 했지. 용인시에다 제출하면서 ‘도, 국회, 청와대까지 올

독립채산제였던 초기에는 진료 등으로 낸 수익으로 운영협의회 위원들의 수당을 지급할 수

리겠다’고 하면서 말이야. 용인시 보건소에서 내용만 읽어보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보여줬더니.

있었으나 현재 독립채산제 규정이 없어졌으므로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관할 보건소에서 예산

주민 50% 이상 반대를 해야지만 없앴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이야. 여기 사람들은 없애는

을 수립하고 지원받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는 예산 책정에 관한 권한은 없으나 보건 진료소장

것은 절대 반대였지. 그러니 없앨 수 없었던 거였지. 그 당시 용인시 보건소장한테 내 친구가 정

과 협의회원들의 회의를 통해 나온 건의사항을 보건소에 올리고 보건소는 예산과 협의를 거쳐

보부에 있었는데 그때 대놓고 강원도로 쫓아보낸다고 했어. 시의원하고 국회의원에게도 다음

예산을 책정하는 일종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하게 된다.

번에 붙여줄 수 있겠냐고 하면서. 시장 직권으로 살리게 된 거야.” (이재유, 남, 윗장투리, 78세)

고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구성원은 각 마을이장, 새마을운동 지도자, 마을 여성들로 구
성된 건강관리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마을의 부녀회장들이 건강관리원으로 활동하였으나

보건진료소는 초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었다. 복지부는 보건진료소의 진료행위 등으로 발

현재 건강관리원 제도는 없어졌다. 이재유 씨가 운영협의회장으로 재임 당시 운영협의회 위원

생한 수익에 대한 기타 운영을 위하여 운영 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운영규정을 두었다. 그 운영

은 총 25명이었으나 현재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고기 보건진료소는 수지구 보건소

규정에 의해 ‘고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 지원과

관할로 용인의 총 7개의 보건진료소 중 수지구의 유일한 보건진료소이다.

운영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 의료의 방향은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라 할 수 있다. 각 동네마다 간호사를 한 명씩 배치
“회장이 도장을 찧고 싸인을 해야지만이 돈을 지출할 수 있어요. 전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

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간호사의 방문을 통해 해당 지역의 의료적인, 보건적인 부

로 생각 하면돼요. 어떤 약을 산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결제... 회장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

분을 발굴 해 놓았다고 하면 그 지역의 운영 협의회원을 중심거점으로 활용하여 의료서비스가

래도 잘못된 사항을 그냥 올릴 수는 없는 것이지. 결제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 일부러 내려가

필요한 곳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시설 설치의 필요성 유무를 따져야 할 시점이 되었다. 용인시

야 하는데.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싸인해 주고 그랬지. 내가 할 적에만 해도 운영자금이

보건소에서 수지구와 기흥구와 처인구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모든 통계를 보면 수지 지역은 상

7,000만 원이나 됐어요. 경로당 안마의자도 그 운영자금에서 들여놓은 것인데 복지 차원으로.

당 부분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므로 의료 수준이 월등히 높은 편으로 향후 의료서비스 관련 예

지금은 용인시에서 그 권한을 다 가져갔다고 하더라고. 운영위원들의 처우는 나할 때 회장한

산을 수립할 때 동서 간의 격차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 고기 보건진료소의 통폐합 문

테 활동지원금이 월 5만원 나왔던 것 같어.(운영위원장한테) 활동비 예우 차원으로. 그게 진료

제는 향후 꾸준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소 운영 수익에서 나왔던 것이지요. 그것도 정부에서 줘라 해서 그것을 주게 된 것이고. 운영위
원들에게는 회의하는 날에 2만 원씩 주었고. 지금은 그나마도 없다고 하더라고. 현재 운영위원
회는 명목상이라 할 수 있지.” (이재유, 남, 윗장투리, 78세)

“고기 보건진료소가 계속 적자였다면 없어졌을텐데 계속 흑자가 나는 거예요. 흑자가 나는
이유는 그만큼 이용이 많다는 거지요. 동천동에서도 여기로 와요. 시에서 운영하니까 병원에
가는 것보다 약값도 싸고 진료비도 싸니까요. 성남시 대장동에서도 여기로 많이 왔어요. 그리

“옛날엔 운영협의회 위원들이 보건진료소의 모든 것을 관할했어요. 뭐든 심의를 하려면 운

고 동천동에서는 수지로 가는 것보다 여기로 오는 것이 더 빠르고 보건소로 가는 것보다 여기

영협의회장의 도장을 찍고 뭐든 올라가고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일일이 심의를 했지만

가 더 빨리 끝나니까요. 없애지도 못하고 계속 가는 거죠. 없앨 수 있는 명분이 없으니까, 어느

지금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운영협의회는 있지만 옛날 같은 권한은 없어요. 어느 날 그 권한이

날 없어지긴 할 테지만... 현재는 관망하고 있는 상태예요.” (엄만승, 남, 전 고기보건진료소 운

용인시로 넘어간 거지요.” (엄만승, 남, 전 고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전 총무, 60세)

영협의회 전 총무,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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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리 상가번영회는 사업자 간판을 붙이면 의무적으로 회원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으므
“용인의 경우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바람에 보건의료 부분에서 아직 취약한 부분이 많

로 2003~2004년 82가구로 가장 많은 회원 수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영업이 잘 된다는 소

다고 볼 수 있어요. 지역에서 마을 건강 단위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매우 천

문이 나면서 음식점의 수는 점점 늘어났으나 각 영업점의 실질적인 수익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천히 가고 있는 상태로 향후 어떻게 해야할 지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수지구와 같은 도시화 지

낳게 되었다.

역은 보건진료소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고양이나 성남 같은 경우도 예전에 있었던 곳인데 현

고기동 음식점 운영이 어려움을 외부요인에서 찾는다면 우선 우회길 없는 골목길의 상하수

재 없어지거나 흡수된 것이죠. 용인은 그것을 다 못한 경우인데 보건진료소는 법령에서 농어

도 공사와 고기동 초입인 고기초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공사 및 덤프트럭의 잦은 통행이라 할

촌 의료법에 따른 농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고기동이 농어촌 지역에서 정의하는 기준

수 있다. 식사하기 위해 고기리를 찾는 분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곳으

에 맞는 농어촌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허선숙, 여, 처인구 보건소)

로 발길을 돌리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폭 상승한 고기동의 땅값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외지인들이 집을 사고파는 과정
에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은 상당 부분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추운 겨울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

■ 상우회 - 고기리 상가번영회

기리의 지역 특성상 실질적인 영업 기간은 4개월이지만 12개월의 비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
므로 수익 창출에 대한 부담은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이

1990년대 중반까지도 고기리는 계곡을 끼고 무허가 영업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중 고
기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들도 일부 있었지만 대다수 외지인들로 성수기 여름 한 철 무

기지 못하고 떠나거나 문을 닫는 상인이 다수 속출한다. 현재까지 장기간 영업을 이어오고 있
는 대부분의 음식점은 자기 소유 건물이 많다.

허가 영업 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재 고기초등학교 부근에서 윗마을까지 계곡을

2019년 8월 현재 고기리 상가번영회 회원은 32가구로 음식점 업종만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낀 곳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허가 장사꾼들이 계곡을 점령할 정도였으므로 수시로 나오는

있지만 커피숍 두 집이 포함되어 있다. 두 집은 음식점하다가 커피숍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단속을 피할 수가 없었다. 당시는 계곡 주변은 지금처럼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없었으므로

로 상가번영회 회원을 유지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음식업을 하면서도 상가번영회에 가입하지

무허가 영업이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하였다. 이후 수지지역이 개발되면서 전원주

않는 가구도 7~8가구가 된다.

택 부지를 구입하고 집을 짓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개인별로 계곡에 대한 정비도 차츰
이루어졌으며 계곡을 장악하며 불법영업을 하던 무허가 상인들의 문제도 차츰 정리되어 갔다.

상가번영회는 다각도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고자 한다. 고기리는 예전부터 사람

1995년 당시 사업자등록 후 정식 영업한 가구는 15가구로 당시 고기리 상가번영회는 발족

들이 계곡을 찾아 놀러 오면서 텐트도 치고 야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원지’가 형성되었으

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당시 약 10가구의 상인들은 동천리 상가번영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

며 ‘고기리 유원지’로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상가번영회에서는 향후 유원지의 개념에서 탈피

다. 하지만 동천리 상인들에 비해 고기리 상인들이 적다 보니 고기리 상권에 대한 의견은 관철

하고자 한다. 이제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 야영할 곳도 없어졌으며 여름철 한철의 유원지, 바가

되기 힘든 현실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98년, 고기리 거주 20가구의 음식업 관련 상인

지요금, 단순함 등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외식타운 또는 음식골목의 이미지를 떠 올릴

들은 고기 상가번영회인 ‘상우회’를 발족하였으며 당시 라이브 카페 ‘바우하우스’를 운영하던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자는 상인들의 의견이 있어 2019년 6월 ‘고기 외식타운’으로 명칭을 바

사장을 초대 회장으로 이후 바다목장, 돌담집, 다닐목 순으로 상우회 회장을 이어오고 있다. 상

꾸게 되었다. 앞으로는 새로운 음식거리, 축제의 거리 이미지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더불어

우회 회장은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하였으며 최다 득표자 순으로 회장직, 부회장직을 맡고 있

새로운 디자인의 인테리어, 거리 및 계곡 주변의 깔끔한 정리를 통해 식사 후 여유롭게 차 마실

으며 연임이 가능하다.

수 있는 쉼의 공간 조성, 식당 주변 꽃길 조성과 등산객 유치를 위한 등산로 및 공용 주차장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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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가번영회는 다각도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색
이 고기동과 고기동 상인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안
의 추진은 고기동의 상하수도 공사 및 도로 확장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과 함께 완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기 상가번영회는 음식업 등록 상인에게 회원가입을 권유하고 있으며 일정 금액의 회원 가
입비와 연회비를 걷어 회원들의 애경사비, 고기리 노인회 야유회 찬조금, 연말 불우 이웃돕기 성
금, 상가번영을 위한 거리 유도 간판 설치 및 각종 sns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있다.
고기리에서 음식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후 및 지역적 특성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고기
리 상가번영회는 이와 같은 정보를 공유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고기리 상가번영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친목을 이어가고 있다.

밤토실 도서관 입구 (왼쪽 도서관 입구에 벗어 놓은 신발들이 보인다.)

■ 고기동의 변화를 이끄는 신생조직
◎ 밤토실 어린이도서관 활동가 모임

관하게 되었으며 밤나무가 지천에 널려있는 마을에서 착안해 ‘토실토실 밤토실’의 느낌을 살

밤토실 어린이도서관은 낙생저수지에서 고기초등학교를 지나자마자 도로 왼쪽 안으로 들

려 ‘밤토실 도서관’으로 이름 지었다.

어가 자리 잡은 작은 도서관으로 2006년 개관하였다. 2005년부터 관장이신 고기교회 안홍택
목사와 도서관 지킴이를 희망하는 봉사자들이 모여 밤토실 어린이도서관 활동가 모임이 시작

‘밤토실 도서관’에서의 도서관 활동가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 도서관의 모든 행사는 도서관

되었다. 초기 활동가들은 도서관 개관 전부터 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한 책 분류, 공간 배치를

활동가들과 봉사자들이 주도적이고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교회는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도

포함한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으며 좋은 도서관으로 선정된 곳을 찾아 지역 주민

어린이 도서관을 애정으로 지원함으로써 도서관의 공공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들과 함께 탐방하면서 어떤 도서를 구비할 것인가, 향후 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

고기교회 목사이자 관장이신 안홍택 목사는 도서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한 의견을 나누며 고기동에 적합한 도서관 마련을 위하여 개관 전부터 활동가로서의 준비기를

및 관리, 타 지역에서의 견학 요청이 있을 시 홍보 및 지원활동을 맡고 있다.

가졌다.

활동가회는 월 1회, 활동가들이 가급적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잡아 안건에 따른 회의

밤토실도서관이 개관되기 전 고기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방과 후 마땅히 갈 문화공간이 없었

를 진행하며 모임을 갖고 있다. 활동가들은 분기별 일 만원의 회비를 걷고 있으며 지출하고 남

다.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고기 교회 안홍택 목사는 당시 하루에 3번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는 금액은 연말에 고기초등학교를 후원하고 있다. 비록 소소한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도

이용해 아이들을 동천동에 있는 느티나무 도서관을 데려가기 시작했고 이런 활동들이 알려지

서관 밖으로 이어지는 의미있는 활동이란 생각에 보람을 느끼며 최대한 아껴쓰려고 노력하고

면서 뜻있는 주민들은 마을 도서관 만들기를 제안하였다. 그것을 시작으로 목사의 사택으로

있다. 활동가들의 이러한 작은 실천은 ‘어떤 현상 (도움, 후원, 영향력)은 한곳에 머무르게 하는

쓰던 공간을 보수하고 지인들에게 기증받은 300여권의 도서를 바탕으로 어린이 도서관을 개

것이 아니라 순환되고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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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아이들이 하교 시간에 맞춰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동절기에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에 2명씩 앞 타임, 뒤 타임
순으로 나눠 봉사하고 있다. 현재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서관 지킴이는 14명이며 비정
기적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를 포함하면 약 20명으로, 공연 등의 행사에 봉사자로 참여하고 있
으며 도서관 지킴이는 공간관리, 팀 장소 관리, 이야기, 회계 등 각각 역할 분담을 통하여 담당
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활동가들은 도서관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지만 관심 있는 분야를 다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로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의견이 모여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한 아이디어를 모아 밤토실 활동가
들은 밤토실도서관의 특성을 살려 ‘이야기극장’, ‘백일장’, ‘작은 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
행하고 있으며 특별 방학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에서 영화감상’, ‘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
하고 있다.

다음은 밤토실도서관 활동가 및 성인을 위한 동아리 활동이다.

● 그림책 공부 모임 – 약 3개월간 운영되었다. ‘아이들에게 어떤 그림책을 읽어주면 좋을
까?’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진행된 그림책 연구모임이다.
● 아책 - ‘아무 책이나 읽자’라는 의미의 줄임말로 성인 대상 책 읽기 모임이다. 독서 취향이
다른 개인들이 모여 돌아가면서 책을 소개하고 다 함께 같은 책을 읽은 후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강제적인 것 같아 고민하다 책 읽고 싶은 사람들 위주로 유지되었다.
● 독서모임 – 모임의 명칭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주제만 정하고 주제 관련
미디어를 접한 후 토론하는 모임이다. 소설이나 사회과학 관련 잡지, 영상, 어린이 책, 어른 책,

밤토실 도서관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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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글, 디지털 자료를 포함한 그 어떤 것을

어오고 떡이나 음식을 만들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누군가는 먹기만 해요. 조건 없이 나눔을

접하고 와도 상관없었던 모임으로 형식에는

실천하는 즐거운 모임이에요.” (장희경, 여, 밤토실도서관 활동가)

매이지 않지만 공통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모임이다.

◎ 고기초등학교 학부모회

● 영상동화 – 동천동의 느티나무 도서관

학부모회는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학교 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 교

과 같은 방식으로 그림책을 읽어주는 모임으

육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하며 자녀교육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과 그 밖의 학교 사업

로 시작하였으나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동화

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책을 스크린에 띄우고 읽어주는 방식으로 변

학부모 총회의 절차를 거쳐 학부모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학부모 대표를 구성하기

화를 주었다. 하지만 2007년부터 열심히 놀

위해 ‘대의원’을 뽑아 ‘대의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고 있는 아이들에게 영상동화를 들려주기 위

‘고기초등학교 학부모회’는 자립적, 자발적으로 학부모회를 운영하고 있다. 각 학급에서 회

해 ‘들어와’, ‘끝났으니까 이제 나가 놀아’ 하

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의원회에 전달하게 되며 대의원회를 통해 교장, 교감과 의견을

는 건 아닌 것 같아 중단하였다.

나누고 이 의견을 모아서 네트워크 회의에서 고기초등학교 학부모회의 의견을 교육청에 전달

● 이야기 극장(와글와글) – 이야기를 각색

하게 된다.

하고 인형극처럼 연출하여 아이들에게 보여

고기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학부모 전체가 구성원인 조직으로 교육공동체의 일원

주는 이야기 극장이다. 활동가들은 직접 만든

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며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마을의 중심으로서 고기초등학

가면을 쓰고 촛불만 켜 놓은 도서관에서 극을

교의 역할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과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마을과 학교를

연출한다. 활동가들이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

잇는 다리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 행사를 기획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면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고기초등학교는 머내 만세운동의

처음엔 2주에 한 번씩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으며 이야기 극장을 할 땐 인터넷 카페와

중심에 있다. 1919년 3월 29일, 당시

도서관과 학부모 밴드에 홍보하고 있다.

의 고기리 주민들은 고기초등학교가

● 글쎄다 모임 – 활동가와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에게 열려있으며 성인 대상 고전 문학읽기
모임으로 한 달에 한 번 목요일에 모인다.

있는 이 터에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동천리로 풍덕천리로 달려나

● ‘언젠가’ 글쓰기 모임 –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모임으로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저녁에 모이

갔던 머내 만세운동의 출발지로 역사

는 모인다. 2016년부터는 고기동에 거주하시는 이상권(동화작가) 씨를 중심으로 글쓰기만을

적으로 매우 의미 깊다. 하지만 머내

하는 모임이 아닌 이야기도 나누고, 누군가 쓴 글도 읽으며 우리도 ‘언젠가 글을 쓰겠지?’의 줄

만세운동 99주년 기념행사가 있던

임말로 모임 이름을 ‘언젠가’로 정했다. 평소 글을 쓰면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8년도에 고기초등학교 학부모회

“나물 뜯어먹고 노는 모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만나는 날도 있어요. 모이면 노

가 공식적으로 활동하지 못했음을 인

래 가사가 너무 좋다는 둥... 자유로운 모임으로 누군가는 막걸리를 담아오고, 누군가는 차를 덖

지하고 안타까움이 컸으므로 고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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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학부모회는 100주년

면서 전지구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기념행사가 있던 2019년 올

처음에는 자기 식기를 가져오면 공짜! 안 가져

해는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오면 못 먹어! 그렇지만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아

사전에 밝히고 100주년 기념

작년엔 그렇게 못했지만 올해는 아마 못 먹을

행사 일주일 전부터 동영상

수 있어요.

을 제작, 학생들에게 보여주

그리고 ‘같이 놀밤’도 있어요. 학교 운동장에

며 고기초등학교가 갖는 역

서 전교생이 일박 이일 생활하는 프로그램인데

사적 의미를 학생과 학부모

요, 이날은 6학년들이 귀신놀이를 해 주는 전통

에게 알리며 행사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그 결과 많은 학생들과 가족

이 있어요. 6학년은 일 년 동안 이것을 기다려요.

들이 참여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학교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할

학교 건물 안에서 하는 활동으로 별건 없어요.

수 있었으며 학교장도 행사에 동참하여 교육청까지도 연계한 행사가 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이쪽 복도 끝에서 저쪽 복도 끝까지 통
과하는데 그냥 ‘으악!’ 해주는 거 그것이 하이라

고기초등학교 학부모회는 ‘학교가 마을 중심으로서 무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바탕으

이트더라고요. 끝나면 운동장에 설치한 텐트에

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냈다. 바로 ‘놀 시리즈’이다. ‘놀 시리즈’는 고기초 학부모회에서 2015년

서 다 같이 영화 보는 거예요. 텐트에서 잘 사람

부터 계획하여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주로 봄엔 ‘같이 놀장’, 여름엔 ‘같이 놀밤’, 겨울엔 ‘같이

자라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전원주택에 살다

놀악’, ‘같이 놀자’라는 활동을 학부모회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각 해마다 다를 수 있

보니까 늦게까지 놀다가 각자 집에 가서 자요.

다. 2017년엔 ‘같이 놀장’과 ‘같이 놀밤’을 합쳐 ‘놀장밤’으로 진행했으며 ‘같이 놀장’ 바자회를

그리고 ‘같이 놀악’이예요. 어설픈 가족음악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을 졸업생들을 위한 선물 구입비로 운영하고 있어 의미 있는 선순환이라

회로 겨울이다 보니 일 년을 준비해 무대에 올

할 수 있다.

“같이 놀장’이란 장터예요,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가져와서 파는 벼룩시장이며 개인이 직
접 기른 모종, 갓 구운 빵, 참기름, 떡꼬치, 과일꼬치 등을 가져와 사고파는 장터였어요. 저희 집
의 경우는 떡꼬치를 팔기로 결정했는데 아이들이 재료 구입부터 만드는 과정, 인건비까지 붙
여서 판매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계획해 보는 거예요. 또 판매 수익을 기부금으로 넣을지 아니
면 자기가 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 정하는 거예요. 그런 준비에서부터 경제교육도 되고
요.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서로 역할을 나누기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소
비하는 것에서 출발해 어떤 친구들은 환경에 대한 캠페인, 어떤 친구들은 전래놀이로도 돌려
요. 각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다 보니까 ‘일회용을 줄이자’는 의견들까지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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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요. 서로의 어설품을 걱정해주
고 즐기는 행복한 경험이지요. 어설
프면 상 주고 너무 잘하면 돌을 맞는
분위기이랄까요. 우리 가족은 뭘할
까? 고민하다, 엄마 마라카스, 아들은
노래, 딸은 두 손가락으로 피아노 치
기, 아빠는 말도 안 되는 베이스를 하
면서 다같이 하하호호 했어요. 어떤
집은 ‘뭐 그런 걸 해!’ 라고 하시면서

계신 집’을 지도를 만들고 그 지도를 가지

지켜보시던 분이었는데 그날 행사

고 오늘은 바느질, 오늘은 책, 오늘은 막걸

끝나고 낙원상가 가서 잃었던 본인

리,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이지요.

의 기타에 대한 꿈을 다시 찾아 기타

4가지 프로그램을 돌아가면서 봄, 여름,

를 구입해 오셨데요. 그래서 다음 해

가을, 겨울, 일 년 동안 운영하였던 것으로

에 참여하셨어요. 대부분이 어설픈

올해는 학교 공사 관계로 놀악프로그램을

가족팀이 많아서 희망을 드린거지

할 수 없어 놀자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어요.” (고기초등학교 학부모회 전 회장, 여, 김희정)

요. 끝나면 사이키 조명 돌리고 다 같
이 춤추고 음식을 나눠먹고 하면서

‘놀 시리즈’는 첫해인 2015년 30여 명의 참여로 시작되어 2016년 70여 명, 2017년 300명

놀아요. 전교생을 다 알고 모든 가족

이 넘었다. 고기초등학교 학생 수가 당시 약 180명이었으므로 웬만한 가족들이 참여한 것이라

이 인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할 수 있다. 2018년도엔 약 400여 명 참여하였으므로 이제는 고기초등학교의 행사로서 자리

또 ‘같이 놀자’ 프로그램이 있어요.

를 잡았다 할 수 있으며 특히 2018년도는 학교 공사가 진행되는 등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역대

우리 학교 학부모님 중에는 기술을

놀 시리즈 중 가장 주도적이었으며 참여하는 학생들과 가족들과 더불어 진행하는 사람들도 즐

가지고 계신 분이 너무나 많아요. 현

거웠던 행사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재는 학교가 공사 중이여서 학교 내

하지만 ‘놀 시리즈’가 아무래도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다 보니 자리 잡기까지 학부모회가 넘

활동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렇다고

어야 할 고비들이 많았다. ‘놀 시리즈’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의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

해서 우리가 못 놀 사람들이 아니라

부모회는 교육청 지원 사업에 공모해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경비부분을 해결하였고 행사

는거죠.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후 청소,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까지 신경쓰며 ‘놀 시리즈’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프로그램 진

학부모님 집으로 아이들이 직접 찾

행상 학교 및 운동장의 개방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기 및 시설의 관리 및 불을 사용함에 따른 안

아가는 프로그램이에요. ‘놀자들이

전상의 이유로 걱정하는 학교 및 교장선생님을 설득하는데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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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자 선정을 위해 한 달의 시간을 주는데요, 자신이 무얼 좋아했었는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거지요. 어떤 분은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 울기도 하고 벽장 안에 악기를 발
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아이
들과 동시에 도서관 사서 봉사자의 성장도 함께 가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도서관 카페 운영은
아이들이 나중에 졸업한 후 ‘야, 오늘 거기서 만나~’ 이런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었던 학부모회
엄마들의 마음에서 만든 건데요, ‘이모 거기로 코코아 두잔이요~’ 하면서 도서관에서 주문하고
계단 모퉁이 카페에 가 있으면 책 이모들이 슬러시나 코코아를 배달해 주는 것이었거든요. 아이
들이 어린 시절 학교와 도서관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기를 바라는 학부모회의 마음이
였으나 학교 공사가 진행되면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아쉬움이 커요.” (김희정, 여, 고기초등학
교 학부모회 전 회장)

고기초등학교 학부모회의 또 다른 활동으로 아이들과 학교를 위한 도서관 사서 활동 봉사

그리고 학부모회 관련 봉사 단체로 고기초등학교 안전대책 위원회를 들 수 있다. 학부모회

를 들 수 있다. 예전 고기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서 학교 도서관에 사서 선생님 없이 한동안

하부조직으로 제안을 했으나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로 들어 가야하는 문제가 있어 비공식적

운영되었다. 학생 수 100인 이하의 학교는 사서를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학부모회에서는 사

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전대책 위원회와 학부모회가 서로 연계해서 학교 주변의 안전에 대한

서 시스템 제도를 바꿔보고 싶다는 의견을 학교에 제안하여 ‘책 이모 프로그램’ & ‘공부 이모

논의 및 고기동 전체의 안전에 대한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2016년부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도서관에 가면 항상 책을 읽어주는 이모가 있

또 학부모회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지역 환경동아리 모임도 있다. 경기도는 성남시와

더라!’라는 즐거운 인식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학부모회의 마음이었다. 항상 책 읽어 주

용인시가 함께 동막천을 따라 산책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학부모회는 앞으로 우리가

려고 기다리는 이모가 있는 학교 도서관은 학부모들에게도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 수 있는

살고 있는 지역의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의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

아지트가 되었다. 그곳을 거점으로 매주 수요일에 오면 책 이모가 관심있는 책을 읽어주는 것

교와 학부모들이 자료를 축적해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환경 동아리를 구성하고 연구를 시작

으로 아이들은 탈핵 관련, 음악 관련, 미술 관련, 역사 관련, 다양한 장르의 도서를 만날 수 있도

하게 되었다. 학부모 환경 동아리와 어린이 환경 동아리는 월 1회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한 내

록 운영되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책 이모는 책만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봉사자 스스로가 자신

용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물의 상태 등을 살피며 구체적인 산책로의 디자인을 이야기할 때

을 만나는 시간임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실질적인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학교만의 활동이 아니

도서관 사서 봉사자인 책 이모는 아이들을 위한 카페도 운영했다. 여름에는 슬러시, 겨울에

라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활동으로 ‘동막천을 우리가 지킨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펼치는 활

는 코코아를 주고 싶었다고 한다. 도서관이 있는 2층 계단의 세 모퉁이에 카페를 만들고 ‘여기’

동과 ‘같은 꽃씨 3가지를 연이어 뿌리기’ 사업을 하고 있다. 흰민들레, 붓꽃을 자기 집 주변부

‘저기’ ‘거기’ 이름을 붙인 카페에 나무 의자를 두었다. 현재 고기초등학교의 도서관은 학생 수

터 동막천변에 뿌리는 활동으로 내년에 많은 꽃을 피우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뿌

증가로 2018년 사서교사가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 공사 관계로 양호실과 함께 사용

릴 예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 살기 좋은 생태 환경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

되고 있어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음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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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에 소극적인 용인시의 행정’에
또한 학부모회는 2016년도부터 ‘혁신학교 만들기’를 위해 머리를 모았다. 학부모회 구성원

대해 일부 주민들만 접하여 알고 있

들이 생각하는 학교의 모델이 혁신학교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또한 혁신학교 추진과 동시에

는 상태였으나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아이들이 지역 안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고

않았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기초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학습적인 면의 보안이었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

에서는 ‘산속에서 놀다 보니까 읍내 학교를 가면 우리학교 아이들의 학습수준이 떨어져 다른

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

학교 아이들의 바닥을 깔아준다더라’라는 이야기가 돌아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있었다. 그래서
찾은 방안이 혁신학교 만들기이다.
학부모들의 생각과 학교 시스템이 맞춰진 고기초등학교만의 혁신학교. 그 안에서 놀면서 공
부도 잘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지
사진 출처: 용인시민신문

정을 해제하는 제도로 용인시의 경우

장기 미집행공원들은 2015년에 이미 26개가 해제되었으며 2020년 고기공원을 포함한 6개와
2033년에 6개가 해제될 예정에 있었다.

고기초등학교 학부모회는 ‘놀 시리즈’와 함께 혁신학교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하며 실력 있

고기 근린공원 계획부지는 고기동 52번지 일대(골프장 주변)로 낙생저수지 수면 부지(17만

고 좋은 선생님을 모셔오기 위해 ‘교장 공모제’를 시도하였다. ‘학부모가 원하는 교장선생님’에

제곱미터)를 포함해 약 33만여 제곱미터로 골프장 업체가 10년 전 민간 공원 특례사업으로 30

대한 안건을 작성해 교육청에 올리고 그 안을 보고 지원한 교장 선생님은 교육계획서를 작성,

년 운영권을 받는 조건으로 이 일대에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

홈페이지에 올리며 4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현재 교장선생님은 교장 공모제의 두 번째 선

러나 공원 부지의 약 13% 정도만 조성하다가 업체는 영업실적 저조 및 예산상 부담스러움을

생님으로 학부모회가 내건 조건은 ‘기존의 혁신학교의 모습이 아닌 고기초등학교만의 혁신학

이유를 들어 손 놓아버리면서 결국 2012년에 부도처리 되었고 소송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

교로 만들어주세요.’이다.

후 몇 번의 유찰을 거쳐 ㈜와이즈 플래닝 회사가 인수하게 되었고 업체의 부도 후 기부채납 협

학부모회에서는 혁신학교에 대한 준비로 일 년동안 대의원회의 할 때 ‘5분 브리핑’ 코너를

약은 새로 인수한 업체의 소송으로 무효가 되었으며 ㈜와이즈 플래닝은 2019년 2월 고기공원

만들어 혁신학교에 대해 제대로 알고 난 이후 혁신학교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부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밝힐 것을 전했다. 학부모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며 선생님들의 역할도 매

한 법률에는 민간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개

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발사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는 법률 조항에 따라 ㈜와이즈 플래닝은 이른바 민간 특례방식
으로 고기공원 예정 부지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간 특례방식의 공원 조성은 공원 부

◎ 고기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지의 최대 30%를 사업자가 개발하고 나머지 면적은 공원으로 조성해 관할 행정청에 기부채

고기공원(낙생공원)은 1967년 12월에 공원 부지로 결정됐다. 도시공원계획지구로 고기 저

납하는 방식이다.

수지 주변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과 함께 생활권 공원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역 거주자의 보

그러던 중 2019년 6월 5일 용인시의회와 용인환경정의(시민단체)의 주최로 용인시 의원들

건과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으로 고기 지역민들에게는 삶

과 용인환경정의, 관계 공무원, 고기·동천초등학교 학부모, 고기동 주민, 동천마을네트워크, 동

의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복잡한 도심을 떠나 숲이 있고 저수지가 있는 고기동을 삶의 터전

천 자이2차 입대위, 전국아파트연합회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몰 위기 고기공

으로 정하고 이주한 주민들이 매우 많다. 하지만 고기공원이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

원 대안모색 주민간담회’를 열고 도시공원일몰제 도래에 따른 용인의 현황 파악과 고기(낙생)

제’에 의해 공원 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을 2018년 용인시민신문의 기사를 통해 ‘대책

저수지 및 주변 습지의 보존가치를 점검하고 고기(낙생)공원 일몰의 문제점 및 보전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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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의견을 나누었다.

“민간 특례로 아파트를 개발하려면, 30%의 비공원시설과 70% 공원시설. 여기에 수면 부지가
들어가요. 수면 부지가 거의 40%예요. 실제 이것을 빼면 부지가 얼마 안 나와요. 거기에 아파트

“그 건에 대해서는 올 6월에 알게 된 거죠. 용인환경정의에서는 공원내에 무논습지가 있는

지으면 아파트 관련시설만 지어도 끝나버릴텐데 실제 주민한테 돌아갈 부지는 작은 놀이터 몇

데 몇 년 전부터 그 곳에서 대모잠자리와 두꺼비, 맹꽁이가 나오면서 관찰하고 매주 리서치 했

개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70% 공원시설이라는 것은 거의 빈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민간

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원이 없어진다고 하니 문제의식을 제기하게 된 거죠. 자세한 내막을 모

업자가 들어와서 일시에 땅을 매입하고 30층짜리 아파트를 한 귀퉁이에 지으면 나머지 땅은 공

른 채 가서 들었는데 거기서 많은 부분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무논습지를 포함해 그 일

원되고 좋지 않느냐’ 말하는 주민들도 계세요. 그럴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수면 부지 빼

대가 다 공원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당연히 그 공원은 용인시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면 시민을 위한 공간은 거의 없이 다 아파트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 나마 수면 부지에 지어주는 건

아니라 골프장과의 소송을 통해서 전체 다 빼앗기게 된 상태가 되었더라고요.” (김경애, 여, 현

수면 가까이 올라가서 수면 테크. 그것을 이어서 둘레길 정도로 조성하는 것... ‘과연 그것이 맞는

고기공원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가? ’라는 질문도 해봐야 되지요. 일단 저수지가 농수로서 기능은 떨어졌지만 요즘은 호수가 미세
먼지나 초미세먼지의 정화 기능이 상당히 커요. 경상북도의 경우는 인공 호수를 만들자고 하는

이러한 주민 간담회를 통해 민

데 왜 우리는 도시시설로서 재활용 방안이 높은 고기 저수지를 없애려고 하는 것인가, 게다가 인

간 공원 특례사업을 준비한 업체

구밀도가 높은 동천동과 산과 호수가 있어서 고기동의 자연경관을 지켜주고 있는 이곳마저 없어

의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지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우리만 살다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들과 우리의 아이들, 또 새로 들

2019년 6월 29일 도시공원위원

어올 사람들의 터전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아름답게 보존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때 많은 주

회에서 제안서를 심의한다는 소

민들이 공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환경정의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들이, 주민들

식을 들은 동천마을네트워크는

이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이 문제를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용인시에 조직적으로 요구하고 움직이

6월 14일 동천동 주민자치센타

자는 것에서 조직이 꾸려진 거예요.” (김경애, 여, 현 고기공원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에서 10여 명의 인원이 모여 긴
급히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이

고기공원 일몰 우기 대안 모색 간담회(2019.06.05. 용인시의회 4층)

2019년 6월 20일 용인시의회 시정 질의가 있는 날, 동천동과 고기동 주민 200여 명은 시청

때 공원살리기에 관심있는 주민

으로 달려가 ‘용인시 재정으로 고기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구호를 외치는 활동과 더불어 기자

들과 관련 업체 및 지주를 포함 약 9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의견을 나눈 결과 ‘공원을 지켜야

회견문 발표, 주민의견서, 시민들에게 받은 서명지를 시장실에 전달하였으며 용인시장과 관련

한다’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민간특례도 나쁘지 않겠다’는 의견을

공무원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고기공원 지키기는 단순한 민원이 아닌 수지구의 유일의

가진 주민들도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고기공원 일몰제 문제는 고기동과 동천

허파로서의 역할과 면적과 위치가 갖는 중요함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강조하며 △고기공원의

동 주민들에게 큰 논쟁거리(issue)가 되었으며 이에 같은 뜻을 가진 주민들의 의견을 조직적으

공원 지정 해제 금지 △고기공원 규모 축소 금지 △용인시가 매입해 공원 조성할 것 △민간개

로 모아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여 명으로 구성된 ‘고기(낙생)공원지키기 비상대책위원

발 하지 말 것 등을 용인시와 시의회에 요구했다.

회’를 조직하고 위원장도 없고 구체적인 임원도 없이 시간적으로 여건이 되는 적극적인 사람
을 주축으로 비상대책위원회는 진행되었다. 후원 부탁 등의 메세지를 전달하며 비상대책위원
회를 꾸려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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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일 용인시는 2023년까지 공원 조성 시기가 다가오는 관내 12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심 속 녹지를 보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용
인시의 의지를 보여준 결정으로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와 공원 조성
을 바랐던 시민들은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 수지 고기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역시 ‘난개발의 도시 용인을 친환경 생태도시로 바
꾸겠다는 시장의 공약이 지켜진 출발점이자 상징’이라고 이번 결정
에 의미를 부여하며 시의 결정을 반기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고기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의 적극적인 위원들은 현재 대책

고기 주민대책위 전단지

위 톡방에 들어와 활동하는 약 90여 명이며 전해 듣는 것이 아닌 대책위원회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SNS에 초대를 원치 않거나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듣겠
2019년 6월 20일 용인시청에서 고기저수지의 민간특례사업을 반대, 생태보존을 주장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출처:용인시민신문)

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 듣는다. 그렇게 서로 서로에게 알려 약
200여 명이 모였으며 밴드상으로는 추경위원회 활동 및 관련 자료를 올려 공유하고 있으며 간

버스를 3대를 대절해서 갔는데 고기동 주민들의 대표들이 움직이니까 고기동에서 버스 2대

략한 그날 그날의 소식을 (어떤 일정이 있는지 등) 단체톡방에 올려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동원, 동천동 1대, 개인 승용차까지 동원되어 약 200명의 인원이 참여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새로

참여해서 정말 뿌듯했는데 이슈의 중요성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고기동의 난개발 문제, 아

들어올 이웃을 위한 활동이라면 주저없이 행동하는 고기동 마을 주민들이다.

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의 미흡 등 지속인 불만들이 모여 하나의 조직을 구성하게 되었다
고 봐요.” (김경애, 여, 현 고기공원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고기공원지키기 대책위원회는 마을을 사랑하는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공무원들
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자연을 살리는 생태
공원인 고기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활동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9년 6월 26일, 고기공원의 민간 특례사업이 부결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고기공원
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고기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김경애 씨를 대책

“공원은 이곳 사람들의 생활권이다 보니 이슈 자체가 공감대를 얻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민간특례의 고비는 넘겼으나 용인시가 나서지 않으면 실효될 수

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슈를 만드는 방식에서 예전과 다른 형식으로 가려 합니다.

있는 사항이라 판단하여 확실한 공원 조성을 위한 용인시 재정지원 마련을 위해 2차 시민 서

보통 민원 형태의 대책이었다면 이 기회에 새로운 마을공동체의 복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앞으

명을 받기 시작했으며 고기공원을 알리는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함과

로 마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때 각자의 이권이 있겠지만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가장 좋은 방

동시에 용인시의회 추경예산안을 올리고 추경상임위 의정을 방청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통

법을 찾는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애, 여, 현 고기공원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해 100억 원의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내년도 본예산까지도 편성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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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마을 의식주

1.의衣생활
의생활은 그 지역의 자연적 환경이
나 사회적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다. 우리민족의 전통 옷인 한복을 보
면 시대에 따라 길이가 짧아지거나 길

고기동 마을 의식주

101

어지고, 품이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등

고기동 세시풍속과 민간신앙

121

의 세부적인 변화를 거듭하다 1895년

고기동 종교와 교육

143

에 단발령, 1904년 고급 관리들에게

▲ 여동생이 수놓아 만들어 준 양복 커버

고기동 전설과 일화

171

단발을 하고 양복을 입도록 하여 우리

◀ 결혼 때 수놓아 만들어 온 다리미판

통과의례(일생)로 주민 삶

203

_손기마을 이연순씨(89세) 제공

민족의 의생활에 일대 변화가 왔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간소화된 한복
을 일상복으로 착용한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 산업화와 함께 세탁
과 관리가 편한 옷감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양복 디자인 기술이 확산되면서 모든 의생활 영역
에 양복이 일반화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가정에서는 맘 편히 옷을 사 입을 수 있는 형편

고기동 마을 의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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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애용하는 재봉틀과 속바지 _손기마을 이연순씨 제공

이 아니었으므로 혼수로 재봉틀을 준비해 가는 것은 저축이라고 생각을 했다. 재봉틀 한 대만
50~60년대 일상복– 이재유씨 제공

있으면 어떤 옷이든 만들고, 수선해서 입을 수 있었기에 손기동 이연순씨는 집에 일 해주는 사
람들 옷이며 왠만한건 다 만들어 입었단다. 지금도 몸빼, 속옷은 만들어 입는다고 하신다.

1) 결혼예복
고기리 이건술씨 60년대 결혼사진을 보면 신랑은 양복을, 신부는 한복에서 드레스로 넘어
가는 과도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나팔바지와 도꾸리세타 그리
고 월남치마

80년대 명절 옷- 이재유씨 제공

60~70년대에 유행했던 판탈롱
바지, 판탈롱은 긴 바지를 뜻하는
프랑스어로 16세기 중반 이탈리
아 희극에 등장하는 어릿광대 판

도꾸리세타와 나팔바지로 멋을 낸 고기
리 아이들-이건술씨 제공

탈로네가 좁고 기다란 바지를 입
은 데서 유래한다. 우리나라에서
이 말이 보편화된 것은 미니스커
트 유행이 퇴조하고 난 1970년 초
신랑은 양복, 신부는 면사포에 드레스

동시대 결혼사진 (사진제공)

(1966년) _곡현 이건술씨 제공

신랑은 양복, 신부는 면사포에 한복

102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마을

쯤이며, 밑자락이 넓게 퍼진 여자

발목까지 내려오는 월남치마- 이재유씨 제공

용 긴 바지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고기동 마을 의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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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년대를 휩쓴 비로드(벨벳)한복. 당시 결혼예복으로 남색과 포도주색 비로드 한복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90년대에는 유행했던 손뜨개 패션. 98년도 한복위에 뜨개망토를 걸치고 막내아들 군대 면
회 간 어머니와 고모님

3) 교복
1983년 3월 2일 교복이 자율화 된 첫 날이다. 역사적으로는 나폴레옹이 학생들에게 군사훈
련을 시키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886년에 이화학당 학생들이 다홍색치마, 저
고리를 입은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교복을 입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였다.
광복이 되고 학교별로 단일교복을 입어오다 1969년에 중학교가 평준화되면서 중학교는 시도
별로 교복을 규격화해 교복, 교모, 교표가 통일되었던 반면 고등학교는 교장의 재량에 따라 운
비로도 한복 _이연순씨 제공

자개농 _손기마을 정재윤씨 제공

손뜨개 망토 _이건술씨 제공

영되었다. 1970년대 교복 찬반논쟁을 거쳐 1982년 두발자유화에 이어 교복이 자율화 되었다.

에서는 이 판탈롱 바지가 ‘나팔바지’로 불리기도 했다. 또한 까실까실한 털로 짠 도꾸리세타(스

고기리 이건술씨 문정중학교 여름하복은 춘추복에 비해 바지통이 넓은 바지를 입었고 머리는

웨터), 까칠한 실로 떴으므로 입으면 목이 가려워 박박 긁곤 했었다. 그래도 70-80년대 도꾸리

‘까까머리’, 규격화된 교복을 착용한 수원 북중 이재유씨.

세타는 최고 방한제품이었다. 여자 어른들의 의상은 긴치마로 이어졌는데, 일명 ‘월남치마’라
고 불리는 것이 그것이다. 고기리 사람들 역시 이러한 유행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풍차바지(개구멍바지)에 한복스타일의 옷이 변화해 어린이, 어른들의 패션에도 영
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2.식食생활
고기리는 산골에 마을이 위치한 관계로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주를 이루었다. 밭농사 주 작
물로는 보리가 단연 앞섰고 밀, 감자, 고구마, 콩, 팥 등이 재배되었다. 하지만 재배된 농작물을
장에 내다 팔아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주식으로 사용했으며, 경제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는
감나무를 많이 심어 감을 내다 팔거나 땔나무를 파는 것이었다.

1) 삭힌 감
고기리는 산골마을인지라 특성에 맞게 감나무를 많이 심었다. 가을에 수확한 감으로 곶감은
물론이고 연시도 만들고 말랭이도 만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산골마을의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
까까머리 중학생 _이건술씨 제공

104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마을

50년대 말 문정중 夏복 _이건술씨 제공 수원북중 교복 _이재유씨 제공

는 일등공신 중 하나였다. 곶감을 만드는 감나무는 장군감나무로 따로 있었고, 월하 감나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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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르는 납작감은 침을 빼서 먹는 감나무이다. 물론 단감나무도 심어 봤지만 고기리가 추워

3) 자주감자

서 그런지 크다가 죽어버렸단다. 손의터 역시 골바람에 추워서 그런지 감나무는 잘 자라지 않

겨울부터 봄까지 땔나무 장사를 하고 봄

아 심지 않았다. 가을이면 딴 감을 가지고 침을 뺀다. 즉, 떫은맛을 우려낸다는 뜻이다.

이 시작되면 고기리도 농사준비를 서두른
다. 논농사는 물론이고 밭작물인 고구마, 감

** 침을 빼는 방법은 단단한 감을 따와서 아주 뜨겁지 않은 따뜻한 물에 소금을 조금 집어넣

자도 많이 심었는데, 예전에는 요즘처럼 40

고 항아리에 감을 차곡차곡 넣는다. 물론 수수 잎도 따다가 위에 함께 넣는다. 감의 침이 잘 빠

일 감자가 아닌 자주감자라는 품종을 심었

지게 하려면 특히 온도 잘 맞아야 하는데, 물 온도는 너무 뜨거워도 안되고 식어도 침이 빠지지

다. 감자색깔이 자주빛이 나서 ‘자주감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자주감자는 씨감자를 소독한 게

않기 때문에 손을 넣어보고 판단한다. 식으면 이불 등으로 항아리를 감싸준 후 만 하루나 이틀

아니라 뒀다가 다시 심기 때문에 잘고(작고) 병이 나 수확량은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여름에

정도면 떫은맛이 없어지고 단맛 나는 감으로 변신을 한다. 그렇게 만든 감은 수원 이의동으로

쪄먹는 감자의 맛은 최고였다. 감자를 찔 때 감자눈을 깊어 파내는 것만 제외하면 말이다. 감자

가지고 가는데, 새벽에 출발해서 말구리고개-작은말구리고개-도마치고개-버들치고개 4개 고

는을 파내는 비장의 방법으로 달창숟갈1)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많이 사용해서 숟가락 끝이

개를 넘어야 수원을 갈 수 있었다. 이의동에 가면 수원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러 온다. 만약

닳은 달창숟갈로 감자눈을 후벼서 도려내어야 했었다.

이의동에서도 안 팔리면 그걸 지게에 지고 매향동까지 갔어야 했다고 한다.
4) 한번 엿을 고아 만드는 3종류 별식- 다식, 강정, 엿
2) 밀장국(수제비)
고기리는 대부분 밭농사를 지었으며 주 작물로는 보리였다. 고기리가 추워서 이모작은 하지

고기리마을은 특성상 산과 가까이 있기에 송화가루와 밭작물인 검은깨, 콩 등으로 다식을
많이 만들어 먹었다. 송화다식를 만드는 방법은 송화가루를 물에 담가놓으면 가루는 위로 뜨

못하고 경작비율이 밭농사의 50%이상을 차지했었다. 보리를 베고 나면 콩, 팥, 조 등과 밀농사

고 송진은 가라앉는다. 그런 후 위에 뜬 가

도 지었는데 밀과 보리를 빻는 방앗간은 항상 바빴었다. 처음엔 손기마을과 장투리 두 곳이었

루만을 분리해 내서 다식을 만든다. 검은

던 방앗간이 곡현에 하나 더 생겨서 3곳이 되었음에도 분주했다는 것은 보리와 밀이 주식의

깨 다식은 깨를 볶은 후 절구에 깨에서 기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반증이다. 방아 찧는 삯도 의외로 비싸 보리 1가마 찧으면 1말을 떠갔다

름이 나올 때까지 찧어서 만들어야 한다

고 한다. 방앗간 없을 때는 절구질하고 해서 먹었다고 하는데, 쌀농사는 거의 짓지 못했으므로

고 한다.

어쩌다 논 있는 사람들이 쌀로 밥을 지어 어른들 밥 위에만 살짝 얹어 드리기도 했지만 그것마
저도 빠듯했다. 지금과 달리 그때는 보리를 자배기에 문질러서 곱삶아서(2번 삶음) 밥을 했기

“옛날에 명절 쇨 때는 항상 송화 따다가

때문에 고기리 여인들의 손톱이 남아나지 못했다. 보리와 함께 재배되었던 밀로는 밀가루를

송화다식, 깨다식, 쌀다식, 콩다식 다 만들

내어 밀장국을 많이 끓여 먹었는데 여름내내 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여름엔 호박 썰

었어요. 쌀은 볶아서 맷돌에 갈아서 쌀다

어 넣고, 감자 까 넣고 끓여먹으면 그렇게 맛있었다고 한다.

식 만들고, 검은깨는 볶아 절구에다 찧어

“장투리는 물방앗간이었어. 디딜방아로. 그래서 거기서 보릿쌀 같은 것 찧어다 먹고 그랬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다식판 _이덕영씨 제공

데 나중에는 집에서 절구질해서 그냥 찧어서 먹었지.” (곡현 이건술씨·77세)
1)닳아서 반쪽만 남은 숟가락을 뜻하는 달창, 전라도 방언인 이 말은 동사 '닳다'에 명사형 어미 '앙이/엉이'를 붙여서 나온 말이다. 달창이의 또 다
른 우리말은 '모지랑숟가락'이다. 모지랑숟가락은 끝이 다 닳아서 무디어진 숟가락을 뜻하는 표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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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깨다식 만들었는데, 그냥하면 안되

속이 있어가지고 동네 앞에는 고기 없어서 안 된다 해가지고 저 골짜기 가면 있어. 해놓고 잡으

고 꼭 기름이 나와 튀도록 찧어야 하

면 매운탕 끓여 먹고 그랬지.” 학교 다니다가 방학 때 오잖아? 그럼 방학 말기가 돼요. 그럼 그

는데 덜 찧으면 푸시럭해져서 안돼요.

거 한번 하고 가는 거여“

다식판에 박아지지도 않아요. 강정은

동막천에서 천렵을 하는 사람들(2019년)

묽은 조청에다 해야 되고, 다식은 된

메기, 뱀장어. 쏘가리, 빠가사리, 민물새우, 모래무지, 징게미, 다슬기 등 잡히는 종류도 많았

조청에다 해야 되는 거지.” (손기동 이

었다. 가재는 어느 정도였냐는 질문에 가재는 쌔고 쌨었다고 말씀해 주셨다. 근데 어느 때부터

연순씨·89세)

가재가 싹 다 없어졌다고 하는데, 1급수에서만 사는 가재가 없어진 것은 아마도 마을에 전기
가 들어오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신다.

**조청(엿) 고는 방법은 맵쌀로 시
루에 쪄서 꼬두밥을 지어서 솥에 다

“민물새우하고, 징게미 성했었고, 지금 없어진 물고기로는 메기, 뱀장어, 빠가사리 빨간 쏘

삭히는 사람도 있지만, 이연순 어머님

가리, 모래무지, 징게미도 없어졌고. 다슬기도 엄청 많았었거든. 그것도 없어졌고. 지금은 거의

은 항아리에 끓은 뜨거운 물과 엿기름

다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야. 지금은 간신히 피라미하고 중태미라는 거. 그거 정도

을 섞어 뜨듯한 아랫목에 이불을 푹

남은거지. 구굴무치도 가끔 있을 정도. 이제 메기, 뱀장어가 못 올라오는 이유는 이 저수지(낙

씌워놓는다. 보통은 저녁에 해서 놓으

생저수지) 막으면서부터 딱 끝난 거고. 아휴, 옛날에 뱀장어 엄청 많았었어. 그리고 논에 가면

면 아침에는 삭아 쌀이 동동뜨기 시작

미꾸리가(미꾸라지) 엄청 많았었거든. 근데 미꾸리는 왜 없어졌냐면 약 치는 바람에. 지금은

한다. 그러면 바로 밥을 짜서 엿기름

기끔 논에 있기는 하겠지만 극히 드물어. 우리 논에도 있기는 해. 봄되면 경운기로 갈잖아요.

물을 다리기 시작한다. 엿을 고을 때 쌀다식 할 것은 미리 떠놔야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청은

그러면 그때 몇 마리 나와. 나오면 한 열 댓마리 잡아가지고 끓여서 먹지.” (장투리 이재유

되직해져 강정에 알맞지 않다. 조청은 고는 시간에 따라 강정용, 다식용, 콩엿용으로 알맞게 사

씨·78세)

동막천 천렵하고 식사 후 한 컷 _이건술씨 제공

용하는데, 나중에는 툭툭 깨뜨려 먹는 엿도 만들어 먹으면 참 맛있었단다.

5) 매운탕
봄부터 가을까지 즐길 수 있으나 여름철에 더 많이 놀이되며 주로 남자들이 즐겼다는 천렵.
여름철 피서법의 하나로 냇물이나 강가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으며 헤엄도 치고, 또 잡은 고
기는 솥을 걸어놓고 매운탕을 끓여 먹으며 하루를 즐긴다. 앞개울에서 천렵을 하는 시기가 되
면 나름대로 물고기를 잡는 노하우가 있었다. 정답은 개동백, 개동백을 따다가 지쪄서 개울에
다 풀면 물고기들이 기절했다 다시 깨어났단다.

“요 앞에다는 안 했어요. 저 위로 올라가서. 그니까 동네 사람들끼리라도 무언의 서로간의 약

108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마을

60년대 돌사진-사진관에서 잔치상을 합성해서 인화한 돌사진

90년대 돌잔치. 돌반지와 돈이 커튼처럼 장식되어 있는 모습

_이재유씨 제공

_이재유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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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잔치(돌, 환갑잔치 등)
“옛날에는 다 집에서 했어. 다 품앗이
로 해줬지, 나도 다른 집 큰일 있으면 가
서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도 큰일 있으
면 당연히 와서 도와주고 그랬지. 누구
네 제사가 있어도 다 가서 해주고 그랬
어. 우리 어머니 환갑 때도 문간채 바깥

장독대. 이재유씨 댁

고임을 한 음식-친척은 물론 온 동네사람들이 함께하는 환갑잔치 _이재유씨 제공

밖에 걸은 외부 솥

마당에서 포장치고 쭉 멍석 깔고 다 했
었지.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꼭 해먹었

6) 장독대와 외부 솥

지’” (장투리 이재유씨·78세)

방에 불을 지피지 않고 음식만을 만들 때 아주 유용한 임시로 만든 아궁이, 부엌 밖에다 아궁
이를 만들어 조그마한 굴뚝을 세우기도 했다. 주로 여름에 음식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특히 모

옛날에 환갑잔치 등이 있으면 음식

내기나 추수 때, 제삿날이나 명절 혹은 혼례를 치를 때 이용하기도 하고 더운 여름날 옥수수나

을 고임하는 사람이 있다. 고임2)만 하는

감자를 삶아 먹을 때 이용하기도 했다. 요즘은 엿을 고지 않지만 예전에 고기리에서 엿을 고을

게 아니라 잔치음식을 접시에 담아 주

환갑잔치 절 올리는 모습 _이재유씨 제공

때 유용했고, 지금은 메주콩을 삶을 때 자주 이용되고 있다.

면서 전체적으로 잔치음식을 총괄해서
적절히 분배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과방’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고기리에서
는 남자들이 과방을 맡아 했었다고 한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환갑잔치를 하는데 그 전에는 집에서 다 했으니까 이 마당에다 상을 두

3.주住생활

번을 차려야 하는데” (손기동 이덕영씨·84세)
① 현황
돌잔치역시 지금과 달리 대부분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돌, 백일상을 차려주었다. 그런 다음

고분재 이찬순씨 집은 외부는 50년대 건

돌사진은 사진관에 가서 찍었는데, 60년대 돌사진을 보면 일반적인 사진을 찍은 다음 현상을

축되었으며, 고기리에서 제일 오래된 주택

하면서 잘 차려진 음식사진과 합성을 해서 인화를 하면 잘 차려진 돌사진이 되었다.

이다. 지금은 ㄱ자형 주택처럼 보이지만, 원

“90년대는 큰 손주 돌잔치를 집에서 했거든. 아들이 농협에 근무를 했었는데 농협직원들이
다 왔었어. 왔으니 어떻게 그 사람들 음식을 집에서 다해서 대접했었지.”

고분재 이찬순씨 댁(1950년대 건축)

래는 트인 ㅁ자형 주택으로 앞부분의 ㄴ자
부분이 없어진 상태이다. 앞부분에 콘크리
트 시멘트 벽돌담장, 외부 화장실, 뒤쪽으로

2)의식이나 잔치에 쓰는 음식을 높이 쌓아 올린 상 .폐백 음식은 그 집안의 가풍이나 지방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닭이나 육
포, 구절판, 대추 고임이 기본입니다. 대추는 자손의 번영을 뜻하며, 육포는 시댁 어른들을 존경하겠다는 의미죠. 은행을 꽂는데 사용하는 솔가지

는 돌담이 남아있다. 현재는 내부수리 후 전
세를 내준 상태이다.

는 늘 푸르고 꿋꿋하게 살겠다는 삶에 대한 각오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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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황

③ 현황

고분재 배나무골에서 조상대대로 살아온 이건술씨 집은 60년대 초가에서 70년대 지붕개량

장투리 이재유씨 집은 현재는 ㅡ자형 문간채와 ＝자형으로 안채와 건넌 채가 나란히 자리하

사업으로 스레이트 지붕으로 바꾸었다. 그러다 80년대에는 원래 집은 그대로 두고 앞쪽으로

고 있다. 원래는 초가집으로 ㅡ자형 문간채, ㄱ자형 안채, ㅡ자형 건너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새로 주택을 지어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신다. 원래 집은 현재는 작은 생활용품 가게로 세를 내

안채를 지금과 같은 구조로 바꾼 것은 45~46년 쯤 전이다. 증조부 때부터 살아온 초가집을 70

어준 상태.

년대 초에 문간채와 건너채는 그대로 놔두고 안채를 다시 재건축해 신혼집으로 탈바꿈했다. 후
에 부엌을 현대식으로 바꾸면서 광을 없애 거실을 넓히고 소죽을 끓이던 부엌은 화장실로 바
뀌게 되었다. 문간채는 이재유씨 어려서부터 있어던 건물로 정확한 건축년도는 알 수 없는 것
으로 건너채보다 먼저 건축된 듯하다.
“쌀광이 있어야 될 거 아녀. 거실 뒤쪽이 바로 광자리여. 주방은 부엌과 나무광을 터서 만들
었고, 화장실이 소죽 끓이는 부엌이었지. 그리고 방이 앞에 있어야 밝고 좋잖아. 그래서 앞으로
맨들어버렸지. 그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신기해했었어. 저 뒤에 나무광에서 나무를 해 쌓아놓
고 나무 꺼내다 문을 맨들어놓고 불을 때고 나서 싹 쓸어놓으면 아무것도 없고 깨끗하니 좋았

선조 때부터 살아온 배나무골 이건술씨 댁.

60년대 이전 초가집 당시

한옥으로 바뀐 60년대 이후

결혼,3자녀 모두 이집에서 살아오다 80년대

지. 처음 지었을 때 참 좋았어.”

바로 앞에 새로 집을 지었다.

<이재유씨 댁 구조>

뒤쪽에서 본 모습

60년 전에 원래 초가집을 한옥으로 새로 지었는데, 현재는 본채만 남아있다.

<안채의 변화>
땔나무 부엌에 있던 나무광을
터서 현대식 부엌으로, 소죽 끓
원래주택 앞에
새로 지은 이건술씨 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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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던 부엌은 화장실로 변화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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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간채

2) 건너채

밖에서 본 문간채
(대문과 사랑채를 결합 해 놓은 형태)

1

2

안에서 본 문간채
(헛간, 광, 대문, 방 순서로 되어있으며

1_앞쪽부터 방-광-외양간-헛간

대문과 방 사이에 아궁이)

2_밖의 문간채에서 바라 본 이재유씨 댁
3_다른 쪽에서 바라 본 이재유씨 댁

3

3) 부엌아궁이 변화

땔나무⤑ 연탄⤑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고기리가 땔나무 아궁이에서 연탄을 때기 시작한 지는 약 40년쯤 되었다. 어느 한집에서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대개 한해에 일시로 바꾸는데, 누가 권장을 해서가 아니고 나무하기 싫으
니까 바꿨다고 하지만 나무가 귀하기도하고 나무하는 일이 만만치 않기도 해서 기름으로 바꿨
문간채 세부모습

다가 다시 연탄보일러로 바꿨다. 이유는 “연탄보일러로 하니까 더워 죽겄어. 그러니까 집어치
고 도로 걍 기름 넣는 거지.” (장투리 이재유씨·78세)

장투리 김동은씨댁 문간채 건물이 만들어지게 된 경위는 이렇다. 고기리는 골짜기에 있는
동네여서 겨울이면 땅이 얼어 연탄차가 들어오지 못했다. 그래서 연탄저장 창고가 필요 했다.
연탄저장 창고는 기본조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하면 시, 면에서 조사를 나와 장소가 적합하
다고 생각되면 허가를 내주고 지원을 해준다. 허가의 조건은 첫째 남의 집터는 안 되고, 둘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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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남아 있는 대부분의 우물은 돌로 만든
것이다. 우물은 평소 지하수가 나올 듯한
지점을 정하여 땅을 깊게 파 물이 나오면
바닥에 자갈을 깔아 정수 장치를 만든다.
다음으로 그 위에 벽체의 기초를 만든 다
음 지면까지 돌로 벽을 쌓고 지면 위에 돌
방과 부엌사이에 남아있는 쪽창문

또는 나무로 만든 난간을 설치한다. 손의
터 이덕영씨 댁에 있는 우물은 역시 선조
때부터 있어왔던 우물로 시멘트가 나오기
전에는 우물정자 모양으로 굵은 나무틀을
짜서 해놨었다고 한다. 어느 날 할머니께
서 물을 길어 올리다가 우물로 빠지셨다
는 일화가 전해오는 우 물은 시대에 따라

문간채 밖에 남아있는 두엄더미와 외부 화장실.
장투리 이재유씨 댁

형태를 달리해 지금까지 존재해 오고있
다. 우물의 변천으로는 두레박 우물이 시

장투리 김동은씨 댁 외부 화장실

간이지나 전기가 들어오면서 호스 관을
연결해서 자가수도(펌프)로 쓰다가 산위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연탄을 때고 있어야 했는데, 이 조건에 합당한 김동은씨는 지금

골짜기 물에 관을 묻어서 상수도로 사용

의 문간채에 건물을 지었으나 정작 동네의 연탄창고 역할은 하지 못했다. 이유는 농가들이 겨

하다 상수도가 들어 왔다고 한다. 상수도

울이 되기 전 가을에 미리 겨울을 준비하는데, 업체와 직거래를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이다. 그

가 들어온 지는 10 여년 정도밖에 되지 않

래서 김동은씨네 창고를 거치지 않았고 그리고는 얼마 뒤 기름보일러로 바뀌면서 어떤 집은

았다. 6.25전쟁에 포탄을 맞은 자국이 지

땔 부엌에서 바로 기름보일러로 되어서 더더욱 사용할일이 없었다.

금도 노깡 (흙으로 구워 만든 둥근관)에 남
아있다고.

4) 수도시설

우물펌프⤑ 자가수도⤑ 상수도(계곡물) ⤑상수도

상수도 보급률은 지역의 주거환경을 알아보는 자료중 하나다. 수지의 상수도보급은 1994
년을 시작으로 1998년까지 거의 90%이상 완료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다. 상수도가 보급되
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우물은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돌을 쌓아서 만든 우물이 있는데 지금까

116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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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 이재유씨 댁 안테나
사진 오른쪽> 손기동 안테나

목욕, 빨래, 김장김치까지 만능해결사 동막천의 70년대(손기동)

5) 전기

럼 동막천을 따라 마을이 형

“고기리에 전기는 언제 들어왔나요?” 라는 질문에

성 되어있어 고기동 사람들에

“이집 지을 적에도 전기 안 들어왔어. 이집 짓고 전기

게 동막천은 마을의 젓줄과도

들어올 것 같아서 전기 줄 늘이고 그랬으니 아마 그 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수량

듬해 일거여. 그러니까 43~44년 됐지? 텔레비전도 우리가 먼저 놓았어. 그리고 이상하게 장투

도 많고 깨끗하기까지 했던

리는 안테나 아무데나 메달아 놔도 세워놔도 텔레비전이 잘 나왔어, 서울보다도 깨끗하게 잘

동막천을 가까이 두고 이를

나왔지. 그런데 손의터는 잘 안 나왔어. 우리 티비 보다가 거기 가서보면 말소리만 들리고 어른

같은장소 현재 동막천

적극 활용한 사람들은 고기리

어른하지 저것도 그림인가 싶을 정도로 안 나왔어. 이동네만 깨끗 허지, 지금 노인회관 있는 곡

여인들인 듯 하다. 한번 준비

현도 안테나 메달아도 안 나왔어. 이 동네는 안테나 비슷하게 생긴 것만 메달아 놔도 나왔어.

해서 겨우내 먹어야하는 김

여기가 서울 쪽에서 전파가 내려오는 통로인 것 같어. 산골이라도 전파가 제대로 터진 거지. 학

장. 특히 산골에 위치한 고기리 사람들에겐 고구마 등 겨울 먹거리에 빠질 수 없었던 김장김치,

교 있는 동네(손기동)는 앞에 산이 있어서 잘 안 나온 것 같고, 예전에는 여기 뒷동산이나 앞동

그 많은 배추를 절여 씻기에 아주 좋은 곳도 동막천이었다고 한다. 무조건 동막천으로 가지고

산 올라가보면 안테나들을 거기다 다 세워 놨었지. 100미터 200미터 씩 떨어져 세워놨었고 안

거기 가서 씻었단다.

테나 없어진지는 10여년 될 거야.” (장투리 이재유씨·78세)

“위에 사람들이 살고는 있었어도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깨끗했어. 옛날에 할머니들이고 새
댁들이고 목욕을 할려면 다 개천으로 나갔지. 만약에 본들 껌껌해서 안보여. 낮에 먼지씌고, 도

6) 목욕과 빨래는 물론 김장절임 배추 씻을 때도 동막천으로

리깨질 하고 하니까. 빨래도 이고가서 거기서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호박을 많이 심어서 호박

동막천은 고기동 백운산 동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탄천으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동막천 상류

꼬지를 많이 했단 말이지. 그것도 거기 바윗돌에다 쫙 갔다가 널어놓으면 아주 잘 말랐어. 지금

에는 곡현· 배나무골· 샘골· 언덕말· 장투리 마을이, 중류에는 손기마을이, 하류에는 동막골·

은 없어져서 그렇지 옛날에는 넓은 바위도 지금 계단 해 놓은 그쪽에 많았었지. 징검다리는 지

머내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최상류에 위치한 곡현은 고분재가 있어서 붙여진 지명인데, 이처

금도 조금 남아 있어요.” (손기동 정재윤씨·8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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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세시풍속과 민간신앙

고기리의 세시풍속
1. 개관

현재 고기리는 과거 농업을 주업으로 삼아 생활하던 시기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마을로 변
모해 왔다. 과거 고기리는 수지면에서 가장 늦게 교통과 통신, 전기가 들어왔던 오지마을이었
으나 마을 앞으로 도로가 나면서 마을로 인구유입이 빈번하였다. 그러면서 마을 서쪽에 있는
작은 하천을 중심으로 음식점을 비롯한 상권이 형성되었고 동편에는 전원주택단지가 개발되
면서 마을도 개발되고 변화하고 있다.
현재는 이 일대 사람들이 자주 찾는 ‘맛집이 성행하는 곳’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비
단 생업의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과거 농촌사회에서 지금은 마을 내 농업인구의 수가 급
감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경제적인 요인에도 영향을 미쳐 이곳에 대대로 정착하여 살던 ‘토
박이’들은 다른 곳으로 떠나고 그 자리를 이주민들이 공백을 메워가며 살고 있다.
이러한 마을 내 인문사회적 변화에 따라 마을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삶의 모습은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급격하게 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과거 고기리에 거주했던 주민들은 철마다
어떤 풍속들을 행하며 살아왔는지 살펴보고, 오늘날에 현존하고 있는 문화와 단절된 문화들을

손기마을

│이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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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봄철 세시풍속

고기 3리에 거주하는 김형복씨 댁에서는 지금도 말날에 장을 담근다. 이 날에는 간장만 담근
다. 간장에 넣어둔 메주를 꺼내 된장을 담그는 날은 손 없는 날을 가려 담근다. 과거에는 고추장

고기리는 농사를 주생업으로 삼았왔던 농촌마을이다. 농촌마을에서는 땅에 씨를 뿌리고 그
것을 수확하는 시기로 계절을 흐름을 파악하였다. 고기리 마을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다. 한 해
를 살기 위해 터를 다지고 씨를 뿌리는 작업을 행하는 중요한 시기는 주로 봄철에 행해진다.
봄철은 대략 음력 2월에서 4월까지이다. 양력으로는 2월 말에서 6월 초순경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농사를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파종할 씨앗을 관리하며,
겨우내 얼어있던 논과 밭을 갈아 지력(地力)을 북돋는 일들을 행한다.
각 가정에서는 한 해 먹을 장을 담근다. 장은 설을 지낸 후 정월 말경이나 음력 2월에 주로
담근다. 장을 담그는 날은 별도로 택일을 하지 않으나 마을 주민들은 대체로 말날[午日]을 선
호하였다. 이 날에 장을 담그면 맛이 좋다고 하여 말날에 담갔다.
보통 말날에 담그지. 정월달에 정월 말경에 아마. 말날에 담갔어. 이건술 (남, 79세, 노인회
장, 고기2리 거주)

도 된장과 함께 담갔으나 현재는 된장만 봄철에 담그며, 고추장은 가을철 아무 날에 담근다.
이밖에도 음력 2월에는 나이떡 먹는 날이라 하여 음력 2월 초하루에 송편을 제 나이 수 만큼
먹었다고 한다. 송편을 나이만큼 먹어야 비로소 나이를 먹었다고 한다. 또한 ‘좀생이 별보기’라
고 하여 별을 통해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좀생이별이 달과 가까이 있으면 풍년
이 들고 멀리 있으면 흉년이 든다고 하였다.
봄철 세시 중 하나인 경칩(驚蟄)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날이다. 이 날은 흙일을
하면 탈이 없다고 믿었으며, 또한 빈대도 생기지 않는다고 하여 벽을 바르거나 담을 쌓았다.
춘분은 밤낮의 길이가 같은 날로, 이 날을 기준으로 해가 점차 길어진다. 해가 길어지고 점차
기온이 올라가면 본격적으로 벼농사를 준비한다.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볍씨를 뿌려 못자리
를 마련하였다. 볍시 뿌리기는 한식 무렵에 행한다. 논의 습한 부분에 미리 준비한 재를 부려
못자리를 만들어 놓는다.
과거 이모작으로 보리를 재배할 때에는 보리의 잡초를 제거하는 보리밭매기를 하였다. 밭을

조사자: 된장 고추장 같은것도 담가 드세요?
제보자 김형복 (여, 86세, 고기3리 거주)

맬 때에는 세 번 내지 네 번에 걸쳐 잡초를 제거해 주었다.
음력 3월 3일은 삼짇날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상사일(上巳日) 혹은 숫자 3이 두 번 겹쳐 중

: 그거는 담궈. 내 있으니깐 담그지. 그 전에는 봄에 장 담글적에. 장은 봄에 담궈요. 정월달에.

삼일(重三日)이라고도 한다. 이 날은 제액(除厄)의 의미로 동천에 가서 몸을 씻고 교외에 나가

말날 담그고. 정월에. 고추장은 장 담그고 담갔는데 지금은 봄에 잘못 담그면 시거든? 그래서

하루를 즐긴다고 하였다. 주로 미혼 여성과 갓 시집온 새댁들이 인근 산이나 들로 나들이를 나

가을에 담가. 가을에. 그러면 봄에 얼러오지도 않고 가을에 담가.

간다. 이 날 음식으로는 화전을 먹는다. 화전은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진달래를 위에 얹은 것을

조사자: 가을에 담그신지 오래되셨어요?

기름에 부쳐낸 것이다. 고기리에서는 이 날 부녀회 주관으로 나이 어린 처녀들과 새댁들이 인

제보자: 그치. 내가 살림한 뒤로는 가을에 담그지.

근 산이나 들에 봄나물을 뜯으러 갔다. 이후에는 교외로 나들이 가는 것으로 바뀌었다.

조사자: 가을에 담그면 괜찮다는거를 어떻게 아셨어요?
제보자: 그 전에 얼른 담가버리는 버릇을 해갖고. 그게 편안해. 봄에 정월달에는 장만 담그
고. 그러니깐 편안하더라고.
조사자: 그럼 말날에 담그시는건 간장만 담그시는거에요?

조사자: 여기도 삼월에 꽃놀이 갔어요?
제보자: 많이 했는데, 다 잊어부렸어. 부녀회에서도 놀러가고 했지. 놀러도 가고 장구도 치고.
들에 나물캐러도 가고 했지.

제보자: 응, 간장밖에 안담궈. 고추장은 아무날에나 담궈요. 된장 뜨는건 아무날에나 손 없는
날에 뜨지. 간장이 제일 중하니깐.

122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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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후, 곡우 15일 전으로 한식이 정해진다. 농사를 짓는 가정에서는 이 날을 기해 봄일을 시

약 망종 이후에 베게되면 바람에 쓰러져 수확량이 떨어진다. 망종날에 천둥이 치면 그 해에 흉

작한다.

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다.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 과거 4대 명절 중 하나였다. 이 날은 불을 사용한 음

모내기는 망종 무렵에 행한다. 비가 오는 양에 다라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또 너무 일찍 모

식을 먹지 않는데, 이는 중국 춘추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습이다. 고기리에서는 한식을

내기를 하면 병충해가 심하다고 하여 모내기 할 시기를 잘 택해야 한다. 논썰기는 모심는 날 아

맞이하여 차례를 지내거나 산소를 둘러보기도 하였다. 이 때에는 조상에게 주과포(酒果脯)를

침부터 하는데, 과거에는 품앗이로 행해졌으나 요즘에는 기계를 빌려 하여 반나절이면 끝이

올리기도 하였다.

난다. 모내기가 끝나면 ‘아시논매기’라고 하여 호미로 논바닥을 뒤짚는다. 이렇게 하면, 잡초를

곡우는 청명과 입하 사이에 있는 절기이다. 음력으로 3월 중순에 해당되며 양력으로는 4월

제거하고 흙 속에 뭍인 풀은 거름이 되기도 한다.

20일경에 해당한다. 곡우를 전으로 농사를 지으며, 곡우에 비가 내려야만 그 해에는 풍작이 된

하지는 일년 중 낮이 가장 긴 시기이다.

다고 믿었다. 비와 관련된 풍습과 맞물려 이 날 물맞이를 가기도 한다. 이 날 물을 맞으면 여름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우리나라 중요 명절 중 하나이다. 이 날은 양의 숫자인 5자가 두 번

철 더위를 모르고 신경통이 낫는다고 한다.
음력 4월의 절기로는 초파일과 입하, 소만이 있다. 초파일은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로 가까운
절을 방문하여 예불을 드리고 절밥을 먹는다. 고기리의 고분재 마을에는 관음사라는 작은 사

겹치는 날이라 하여 일년 중 가장 양기(陽氣)가 강한 날이다. 이 날을 전후하여 바쁜 농사일은
얼추 마무리를 짓는다. 때문에 음력 단오날은 바쁜 농번기를 지나 잠시 땀을 닦아 낼 수 있는
시기이다.

찰이 있다. 주민들은 초파일에 관음사를 찾아 1년 연등을 달거나 초를 올린다. 뿐만 아니라 각

단오날이 되면 고기리에서는 마을 곳곳의 아름드리 나무에 그네를 매었다. 아침 일직 마을

가정에서 수확한 쌀이나 과일, 기름 등을 공양물로 올리며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거나 소원을

청년들은 굵은 새끼를 꼬아 샘말의 고개너머에 있는 아름드리 소나무와 고분재에 있는 큰 은

빈다. 이 시기에는 보리밭매기를 하는데 두벌매기나 세벌매기를 한다.

행나무에 그네를 매었다. 청년들이 그네를 매어 놓으면 마을의 나이어린 미혼여성과, 갓 시집
온 새댁들은 그네를 뛰었으며, 마을의 어린 아이들도 이 곳을 찾아 그네를 뛰었다. 또한 마을

3. 여름철 세시풍속

여성들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고와진다고 하여 창포물로 머리를 감았다. 이를
‘단오물’이라고도 불렀다. 이 날은 봄철에 뜯은 쑥으로 쑥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

본격적인 여름으로 들어가는 시기는 음력 5월부터이다. 음력 5월부터 7월 백중까지를 여름
철로 보았다. 봄철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 준비하고 씨를 뿌린 시기라면, 여름은 본격적인 농번

조사자: 단오때 그네를 매던데가 있었어요?

기(農繁期)에 돌입한 시기로 이 시기부터는 그것이 잘 자랄 수 있게 관리하며, 더운 여름을 잘

제보자: 그네들은 많이 맸지.

내기 위해 잠시 쉬어가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조사자: 이 마을에서는 주로 어디서 맸어요?

여름의 세시력으로는 망종과 하지, 단오가 있다. 망종을 전후하여 모내기를 하며, 과거 보리

제보자: 그 나무가 많이 없어졌어. 요 산사랑에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은행나무에 맷었고. 여

를 재배할 때에는 모내기 전 보리수확을 마쳤다. 보리수확과 모내기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

기 샘말 가다보면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 소나무가 이렇게 그 이런 아름드리가 컸어. 그래 거기

져 이 시기가 농촌에서는 가장 바쁜 시기였다.

다가 맸고. 우리 어려서.

망종은 황경이 85°에 달린 날로 6월 6일 또는 6월 7일 정도이다. 망종(亡種)이란 종자를 뿌
려야 할 적당한 시기라는 뜻으로 모내기와 보리수확에 적당한 시기이다. 즉 ‘보리는 망종 전에
베라’는 말은 망종까지는 보리를 모두 베어야 논에 벼도 심고 밭갈이도 하게 된다는 뜻이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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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6월에 접어들어 소서와 대서가 지나면 파종이 끝나고 아시논매기, 두벌논매기가 끝나

고기리 민간신앙

잠시 농한기를 맞는다. 두벌논매기는 아시논매기 후 또 한차례 풀을 뽑고 논을 고르는 것을 말
한다. 두벌논매기도 아시논매기처럼 잡초를 제거하고 논바닥을 편편하게 한다. 만약, 두벌논매
기 이후에도 잡초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세벌논매기를 행한다. 이후 구황작물인 옥수수

1. 마을신앙

등 채소를 수확하는 한 편, 가을 김장을 위해 배추와 무 씨를 뿌린다.
음력 6월 15일은 유두날이다. 이 날 동쪽 물가에 가서 머리를 감는데, 이는 양기가 가장 왕성
한 곳의 물을 이용함으로써 더운 여름날 양기를 충전하여 무더위를 잘 보내기 위함이다.

현재 고기동은 3개의 법정구역으로 나뉜다. 과거 1리, 2리, 3리에서는 모두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섬기며 일년에 한 번 제의를 행했다. 그러나 1리와 3리에서는 6.25전쟁을 기점으로

음력 유두에는 밀전을 부쳐먹는다. 과거에는 논두렁이나 밭에 가서 기름냄새를 풍기며 부침

마을제의가 단절되어 현재 주민들은 “마을제사를 지냈었다”라는 단편적인 사실만 기억하고

개를 부쳐 먹고 이웃에게도 나눠주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집에서만 가족 단위로 부침개를 먹

있다. 반면, 2리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마을 공동체 제의를 행하고 있으며, 이 의례를 지속해야

거나 가까운 이웃을 불러 먹는다.

마을이 편하다는 믿고 있다.

하지 이후에 세 번째 경일(庚日)을 초복이라 하며, 그 10일 뒤인 네 번째 경일은 중복, 입추
후 첫 번째 경일을 말복이라 한다. 이 세 복날과 더불어 그 사이에 낀 날들을 합친 20일 간을 삼

따라서 이 장에서는 마을신앙의례를 지속하고 있는 고기2리 사례를 중심으로 현재 마을 신
앙의 변화양상을 살피고 그 변화를 주도하는 주민들의 공동체 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복(三伏)이라 한다. 이 시기는 본격적인 무더위 날씨가 이어지는 날이다. 여름 중에 가장 더울
시기여서 한 달 간 이 더위를 잘 이겨내고자 몸을 보하는 음식을 먹거나 물놀이를 간다.

1) 현존하는 고기리 마을신앙

이러한 삼복더위를 피하는 풍습으로 인해 고기리는 용인 인근에서 찾아드는 사람들로 가장

고기리는 현재 음식점과 상가들이 들어서기 이전에는 작은 농촌마을이었다. 지리적으로 광

북적이는 시기를 맞이한다. 고기리 마을에는 작은 하천이 흐르는데, 이 하천의 서쪽으로는 각

교산과 인접해 있으며 수지구에서도 안쪽에 위치해 있다. 때문에 수지구의 다른 마을에 비해

종 보양음식점들이 밀집해 있다. 때문에 삼복기간에 마을을 방문하는 인구수는 하루에 수 백

상대적으로 교통의 발달이 늦어졌다. 때문에 타 시를 보다 쉽게 왕래하기 위해 광교산을 넘어

명이 넘으며, 고기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다.

다녀야 했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경계가 되는 광교산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고기리 3개의 법정구역 중에서 고기2리는 고기1리와 3리 사이에 있다. 고기 2리는 1리와 3
리보다 먼저 개촌했다고 한다. 광주 이씨들이 고기동으로 입향하여 2리에 정착해 살다가 차후
에 지금의 1리와 3리에 차츰 터를 잡아 살게 되었다고 한다.
2리 마을에서는 지금까지도 마을 제의를 행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마을에서 지내는 제의
를 ‘산제사’라고 한다. 제의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2리 주민들은 마을 뒷산인 광교산 기슭에
서 의례를 행하며, 마을을 지켜주는 신으로 산신을 위한다. 산신은 여산신과 남산신을 위하는
데, 각각 ‘할머니 신’과 ‘할아버지 신’으로 칭한다. 이 두 신이 부부인지는 알 수 없으며 언제, 어
떤 연유로 마을 신으로 모셔졌는지 그 유래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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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모시면 상을 할아버지 먼저 지내더라구요.
제보자: 근데 여기는 또 그전부터 할머니를 먼저 지냈어.
조사자: 그 연유에 대해서는 들으신게 있으신가요?
제보자: 그건 모르지. 옛날부터 내려와서 하니깐 우리도 그렇게 따라 하는거 뿐이지.
조사자: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는 거의 수호신격이네요.
제보자: 그렇. 거의 그런 격이지.
조사자: 왜 하필 부부를 모시게 된건지.
제보자: 글쎄, 아마 산신령이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다고 하니깐 두분 다 모시는 것 같애.
조사자: 보통 산신을 위한다면 할아버지로 여기는 마을이 많은데요.
제보자: 여기는 할머니도 같이 모셔요.
고기2리 산제사 제의 터

주민들은 산제사를 지낼 때 여산신은 산신할머니를 먼저 위하고, 후에 산신할아버지를 위한
다. 이는 주민들이 산제사를 지내는 지형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것이다. 축관을 맡았던 이건술
씨에 의하면, 현재 주민들이 산제사를 지내는 곳에는 산신할머니가 좌정해 있다고 여겨진다.

(1) 제의 일시

산신할아버지는 지리적으로 산신할머니가 좌정해 있는 곳에서 고개 너머에 좌정해 있다고 믿

고기2리에서는 2018년도까지만 해도 음력 7월 7일 칠석날에 맞추어 지냈다. 이는 마을제

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은 제의 절차를 신의 좌정 위치에 따라 선후 관계를 나누었다.

의를 지냈던 용인의 타 마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에 대해 2000년에 용인의 마을의례를
조사하여 발간한 보고서에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조사자: 왜 이 마을은 할머니 먼저 지내요?
제보자: 이쪽이 할머니고 저 넘어가 할아버지래. 그래서 이쪽에서는 할머니가 먼저니깐 할
머니 먼저 지내는거지. 할아버지는 저 넘어에 있으니깐.

용인에서는 마을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 제의인 산제는 기본적으로 음력 시월에 집중되어 있다. 일부의
마을에서는 음력 정초에 공동체 제의가 있기는 하지만, 마을 입구의 동구나무나 마을의 공동 우물에 지내

조사자: 그럼 저 넘어에 가서 할아버지 상을 따로 차리는건 아니죠?

는 정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어떤 마을의 재난 때문에 이즈음에 새로 생긴 마을 제의는 대체로 음

제보자: 아니지, 여기서 한꺼번에 지내는데, 할머니가 여기 있으니깐 할머니 먼저 지내는거지.

력 정월 보름에 치러진다.1)
한편 오월 단오와 칠월 초순에 마을 제의를 모시는 경우가 있다. 수지읍 신봉리 느티나무 고사는 오월

현재 고기2리에서 행하는 산신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

단오에 모시고, 구성면 중 5리에서는 당고사를 칠월 초순에 택일하여 치른다. 이 때에 짚으로 엮은 이엉으

다. 그 변화상들은 기존에 기술된 읍면지와 마을 주민들의 구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의의

로 터주가리 모양의 당집도 새로 신축한다. 구성면 동백 2리 동막에서도 칠월 초순에 택일하여 산제사를

변화양상들은 대체로 제의 일시, 절차, 제물에 나타난다. 따라서 앞으로 이 세 가지 양상들이 시

모신다.

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각각의 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용인의 마을 의례, 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0,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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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사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용인지역에서 산제사를 행하는 대다수 마을에서는 음력 10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이곳에서 부정을 가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례

월에 의례를 행하며, 음력 10월에 행하지 않으면 대개 정월 대보름에 지내는 것이 대다수 사례

주체들이 부정을 피한다 할지라도 마을 내에서 행해지는 부정까지는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마을 회의를 열어 제의 일정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올 해 마을

반면, 용인지역에서는 드물게 오월 단오와 칠월 초순경에 마을제의를 행하는 몇 몇 곳이 사

제의 일시를 음력 7월에서 음력 9월로 미루기로 합의하였다.

례를 확인 할 수 있다. 이처럼 고기2리의 경우 정월 대보름과 시월 상달이 아닌 음력 7월 칠석
에 산제를 지냈다는 점에서 용인의 다른 마을과 시기적인 차별성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왜

제보자(이건술 씨): 전에는 칠석을 전후해서 지냈거든. 그 전에는. 근데 하도 덥고. 복중이고.

한여름인 이 시기에 마을 의례를 행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 다만, 수 십년에

또 여기 개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많아서 개나 닭이나 뭐 오리같은거 잡고. 그러니 부정이 살

걸쳐 그 즈음에 행해졌기 때문에 이행해 왔던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마을에서 오랫동안

생하는거니깐. 그래 그런걸 피하자 그래가지고 연기를 시켰어.

제관과 제일을 정했던 이건술(남, 79세, 노인회장, 고기2리 거주)씨는 다음과 같이 구술하였다.

제보자: 옛날에는 사실 그게, 산젯날이 잡히면 잠자리도 안잡고 매미도 안잡았어. 농약도 안
치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들 안할거야. 그 여기 뭐 장사들 하니깐 닭도 잡고 저기해서. 그래서

조사자: 그럼 전에는 왜 음력 칠석 전후로 지냈는지 들으신 건 있으세요?

그것도 피할 겸 가을로 9월달로 연기를 시킨거지.

제보자: 그러니깐 칠월 말복 지나고 하면 햇과일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걸로 우선적으로 햇
과일을 산제에 올리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설이 있어. 그래 사과도 풋사과를 쓰고. 파란거.
그런거를 쓰고, 그래 빨간 사과를 안썼어요.

제일(祭日)은 고기2리에 거주하는 이건술 씨가 택일하였다. 택일의 기준은 그 해 제의의 주
체가 되는 제관을 선정하고 제관의 생기 복덕(生氣 福德)을 가려 제일을 정했다. 올 해에는 이
익순(남, 69세, 새마을 지도자, 고기2리 거주)씨가 제관을 맡았다. 그의 생기 복덕을 가늠하여

그러나 올 해의 상황은 다르다. 마을 주민들은 올 해부터 수십년 이어져왔던 제의 일시를 변
경하여 음력 9월에 제의를 지냈다. 제의 일시를 변경한 이유는 마을의 문화적 환경을 고려하
여 마을 제의의 신성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음력 9월 13일인 10월 11일을 제일로 정했다.
제의 시간은 음력 7월 칠석에 지낼 때에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제물을 짊어지고 올라
갔다. 음력 7월은 한여름으로 해가 길 때 이다. 제관은 제일이 되면 새벽녘에 제의 장소로 올라

고기리 특히 산제를 지내는 고기2리에는 작은 개울가 주변에 많은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다.

가 산신에게 올릴 술인 조라를 담구고 내려온다. 제주(祭酒)는 여름이라 발효가 빨리 되어 한

이 음식점들은 사계절 중 산제사를 지내는 여름이 가장 성수기이다. 때문에 산제사를 지내는

나절이면 제주가 완성된다. 이 술이 완성될 때 쯤 제관과 유사들이 다른 제물을 지고 올라가는

기간에는 많은 인파들이 마을을 방문하고, 그에 따라 보신용으로 소비되는 닭과 오리를 육류

것이다.

의 소비가 많은 시기이다.

제의 장소는 마을 기도원 뒷산 중턱에 위치해 있다. 한여름 뙤약볕에 제물을 짊어지고 30분

마을에서는 산제사를 지내는 길일이 정해지고, 의례의 주체인 제관과 유사가 정해지면 산제

정도 소요되는 험한 산길을 올라가야 제의 장소에 다다른다. 때문에 해가 중천일 때에는 산에

사를 지내기 전까지 갖가지 부정을 멀리한다. 비린 것을 먹지 않고, 살생을 하지 않으며, 부부

오르는 제관과 유사들의 체력소모가 매우 커 늦은 오후시간을 택하여 제의를 지냈던 것이다.

간의 잠자리도 금한다, 이렇듯 의례를 행할 때 까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

그러나 제의 날짜를 음력 9월로 미룬 후에는 해가 이전보다 빨리 떨어져 제의 시간도 한두시

기간에는 부정을 가리며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비단 제관과 유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간 앞당겼다. 10월 11일에 지낸 제의에는 오후 1시쯤 제물을 짊어지고 산으로 향하였다.

아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한 마음으로 서로 조심하며 다가올 산제사를 무사히 끝마치기 위해

산으로 향하여 산제를 지내는 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준비를 한다.

제의 장소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산신에게 올릴 밥인 노구메를 짓는다. 위의 표에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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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2리 산제사 일정표 >
제의 시간

제의 절차

구분

1시 05분

마을 회관에서 출발

1시 35분

제의 장소 도착 및 제의 장소 주변 정리

1시 40분

노구메 짓기 및 진설 준비

2시 10분

노구메 완성

2시 15분

의관 정제

2시 20분

할머니 산신상(소상) 지내기

2시 27분

소상 철상

본 제의

2시 35분

할아버지 산신상(육상) 진설

약 20분 소요

2시 38분

할아버지 산신상(육상) 지내기

2시 46분

소지올리기

제의 준비
제면지에 제물을 싼 뒤 제단 뒤

1시간 10분 소요

쪽 바위틈에 끼워놓은 모습.

음복

3시 15분

하산

에서는 산에 간 사람들을 기다리는 마을 주민들로 북적였고, 회관 안에서는 마을 부녀회에서
마을 주민들을 대접할 밥과 국, 소머리 수육 등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회관에 착석하면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제관 및 유사 등 마을의 주요한 책임

제의 마무리
2시 50분

산제사를 지내러 갔던 일행들은 4시가 되어서야 마을 회관에 도착하였다. 이미 마을 회관 밖

약 30분 소요

을 맡은 사람들이 간략한 보고를 한다. 제의 준비와 일시 등의 변화, 그리고 마을에 새로 정착
한 사람들의 찬조내역 등을 공개한다. 마지막으로 제관과 함께 산제사를 준비하고 지낸 정성
과 노고를 치하하며 간략한 인사말을 마무리 하였다.

노구메를 짓는 시간은 대략 20분~30분 정도 소요된다. 노구메가 완성될 동안 가져간 제물을
진설한다. 노구메가 다 지어지고 진설도 마무리 되면 의관을 정제하고 본격적으로 제의를 진
행한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제물로 사용된 통소를 넣고 끓인 소머리국밥과 수육, 전, 과일 등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산제사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렇듯 모든 일정은 오후 5시쯤 마무리 된다. 과거에는 해가 길어 6시나 7시가 되어서야 끝

제의는 소상, 육상을 나누어 지낸다. 소상은 여산신, 즉 할머니 산신을 위한 상이고, 육상은
할아버지 산신을 위하는 상이다. 소상을 진설하여 준비해 놓고 유교식으로 제의를 지낸 독축
(讀祝)을 끝으로 철상을 한다. 이어서 육상에 올릴 제물을 진설한 후 소상 때 절차와 같이 육상
에 제를 지낸다. 독축까지 마졌으면 소지를 태운다. 육상에 올릴 제물을 진설한 후 제의를 지낸
다. 이렇게 제의를 지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분 남짓 소요된다.
제의를 지낸 후 제관은 앉은 자리에서 소지를 올린다. 제관이 소지까지 올리면 유사와 축관
을 비롯한 일행들은 제물을 일부 떼어 한지에 싼 채로 바위에 끼워 놓는다. 이는 산짐승들을 위
한 것으로 이 절차가 끝난 후에 일행들은 비로소 음복을 할 수 있다. 일행들은 떡과 과일, 소고
기, 전, 술로 음복을 하며 담소를 나눈다. 약 20분 동안 음복을 한 후에 차츰 주변을 정리하며 마
을로 내려갈 채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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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의 절차 및 내용

앞서 간략히 살펴봤듯이 제의 절차는 크게 제의 준비, 본 제의, 제의 마무리처럼 3단계로 나
뉜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일반적인 산제사나 마을 제의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작년까지 지내
왔던 고기2리의 산제사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마을의 변화와 시대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우선,
제의 준비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산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언제, 누가 제의를 주제할지 시간과 제관을 정해야 한다. 과
마을 부녀회원들이 음복을 준비하는 모습.

거 1970년대 까지만 해도, 마을에는 토박이들이 살고 있었으며, 제관을 지낼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많았다. 때문에 마을에서는 회의를 거쳐 제일을 선정하고, 제관은 여러 사람들에게 추천

이 났다고 한다. 제의 일정을 변경한 것에 대해 제의를 지낸 사람들은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

을 받아 그 중에서 적임자를 택했다. 제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내는 물론 자식이 살아있

인다. 과거 한여름에 산에서 제물을 차리면 벌과 파리 등이 제물에 날아 들어와 이를 쫓는 것이

어야 하며, 집안에 상(喪)이 나지 않아야 하며, 임산부가 있어서도 안됐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

일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날이 선선하여 벌이나 파리를 쫓을 일이 덜하여 깨끗한 제물

족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관을 선출하였다. 제관이 선출되면 제관의 사주와 생기복덕을 가려

을 올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 여긴다.

제일을 정했다.

이 뿐만 아니라 더운 날 많은 양의 제물을 지게로 싣고 험한 산에 올라가는 제관 일행들을 보
며 마을 사람들도 안쓰러운 마음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들 선선한 날씨 덕분에 수월하게 제

제보자: 그럼, 선정을 해야지.

의를 마치고 온 일행들의 가벼운 얼굴을 보며 무거웠던 마음을 한시름 덜 수 있어 좋다고 평하

조사자: 그럼 언제쯤 하셨어요?

기도 하였다.

제보자: 그러니깐 산젯날이 가까워지면 이제 날을 보지.
조사자: 그 날은 누가 보시나요?
제보자: 내가 봤지. 그전에는 노인네들이 봤는데 그 후에는 한 80년, 하여튼 90년도 즈음 해
서부터는 내과 계속 봤지. 한 90년대부텀.
조사자: 그럼 날 보실 때는 책력 기준으로 보시는거에요?
제보자: 그렇지. 책력이지. 책력으로 해서 생기복덕 그거를 봐가지고 나이 인저. 그렇게 보는
거야.
조사자: 그럼 가리실 때 상당한 집이나.
제보자: 그런 집은 안하지. 아이 출산한 집, 질병이 있는 집. 그런 집은 빼는거지.
조사자: 그럼 부인이 먼저 돌아가신 집도 제관을 지낼 수 있어요?
제보자: 상관없지. 상처한 사람도. 근데 그건 차릴 수가 없잖아. 여자가 있어야 제물을 하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복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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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공동의 책무라는 인식이 강화되었고, 제관으로 선출된 사람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에서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부정을 막으려는 직접적인 행위는 하지는 않지만, 마을 사
람들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는 인식은 더욱 강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일이 다가오면 제관은 산제에 사용할 제물을 마련한다. 제물은 소머리, 통소, 노구메, 제주,
과일, 부침, 떡 등을 준비한다. 제물을 마련하는 비용은 먼저 마을 기금에서 사용을 한 후에 주
민에게 각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제관은 제물을 마련 할 때 마을 총무와 함께 제물
을 마련한다.

제보자: 밤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또 집집마다 나눠. 호박잎 따다놓고설랑 호박잎에 고기를
놔 놔. 옛날에 종이가 있어? 비니루가 있어? 그러니깐 멍석 깔고 거기다가 호박잎을 이렇게 놓
2019년도 제의에 참여한 마을 주민들 모습.

고 여기가 한 50호 됐으니깐. 50호 몫을 놓는거여. 그리고는 외상으로 주고 한달만에 고기값을
갚으라고 하지.

이렇게 산제사를 지내는 날자와 제관이 정해지면 제관은 물론 마을 내에서도 부정을 막는

조사자: 아, 고기값을 받네요. 무료로 주는게 아니라.

행위를 하며 근신하고 조심하였다. 제일로부터 7일에서 10일 전에 제관이 선정되면, 제관은

제보자: 응. 그렇지. 받았지. 소값을 해야되니깐.

목욕재계를 하고 집안과 밖을 청결히 한 뒤, 마을 뒷산에서 붉은 황토를 퍼 대문 앞에 뿌렸다.

조사자: 그럼 제사 지내기 전에 각출을 하는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지푸라기를 왼새끼로 꼬아 만든 금줄을 대문에 쳤다. 제관은 대문에 황토를 뿌리

제보자: 지낸 다음에 받아야지.

고 금줄을 침으로써 마을 사람들에게 제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리는 한 편, 외부로부터 부정

조사자: 그럼 요즘도 소를 쓰세요?

한 기운을 막고 외부인의 침입을 막고자 하였다. 마을 사람들 역시 이러한 표식을 통해 마을에

제보자: 못 쓰지. 비용도 비용이고. 소 한 마리가 한 오백 몇 만원 들잖아.

서 누가 제관으로 선출되었으며, 그 집의 출입을 삼가야 된다는 인식을 가졌다.

조사자: 많이 드네요.

그러나 요 근래에는 이러한 황토와 금줄을 치지 않는다고 한다. 이유는 마을에 다수의 상가

제보자: 그럼. 그 부담도 크고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은 참여를 안하잖아.

가 들어서고 유동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데 있다. 마을에 상가들이 들어서면서 마을에는 타인

참여를 안해 들. 미신이라고 해서. 원래 살던 사람들만 참여를 하는거지. 그러니깐 고령화돼가

의 출입이 빈번해졌고, 자연스럽게 마을 주민들과의 왕래도 잦아졌다. 또한 통신의 발달로 인

지고. 애들은 나가있고 없어. 그래도 여기 좀 들어온 지 삼사십년 된 사람들은 참여를 하고 그

해 직접 찾아가는 것 이외에 제관과 접촉할 방법이 다양해졌다. 때문에 제관을 외부와의 접촉

러지.

을 차단하는 것이 차츰 무의미해 진 것이다.
또한, 마을내 거주하는 토박이들의 수가 점차 줄어듦에 따라 제관을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의

과거 마을내에 버스가 들어오지 않았을 시기에 제관과 총무는 제물을 마련하기 위해 수원

수도 점차 한정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마을 사람들 역시 제관에게 과거처럼 부정을 막

으로 장을 보러 다녔다. 차츰 마을에 버스가 들어오고 교통이 수지면과 연결된 이후에는 수지

는 행위들을 강요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제관이 부정을 조심해야 한다는 인식은 아직도 강

로 장을 보러 다녔다. 현재에는 수지의 마트에서 제물을 구입한다. 제물에 사용할 과일이나 채

하게 남아있다. 이러한 인식은 제관에게만 주어진 책무가 아닌 마을 사람들 모두가 조심해야

소, 육류 등을 구입할 때에는 가격 흥정을 하지 않는다. 다소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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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물로 사용하였다.

조사자: 다른 곳에는 제물 마
련 할 때는 물건값 가지고 흥정
을 안한다고 하는데요.
제보자: 응. 깎지를 않는다고
하지. 달라는대로. 좋은 걸로
하고 상인이 부르는대로 다 지
불하는걸로 그렇게 여기도 했

여산신에게 올린 소상의 상차림

어. 깎는거는 없었어.
조사자: 그럼 제물 구입하러 가실 때는 제관만 가요?

제주를 담가 두었던 자리.

제보자: 아녀. 동네에 그 총무가 가서 해주지. 떡도 쌀 빻아야되잖아. 한 말 갖고 밥쌀하고 떡
쌀하고 술 담글거 하고 그렇게 하는거여. 서되 서홉을 나눠서 그 전에 했는데. 술 쌀이 서되 서

섞은 것을 제단 뒤쪽에 있는 큰 바위 틈에 두고 내려온다. 칠월에 산제사를 지낼 때는 삼복더위

홉이면 많거든, 술 하는거는 조금 적게 주고 떡쌀하고 밥쌀을 조금 더 많이 하지.

여서 낮 동안에 누룩이 발효가 되어 산제사를 지내러 사람들이 올라갈 때 즘이면 약하게나마
술의 형태가 됐다고 한다.

제일 하루나 이틀 전에 마련한 제물은 제일 당일에 손질한다. 제물 손질은 제관과 그 아내가
맡아서 한다. 제관과 그 아내가 직접 마련하는 제물은 제주(祭酒), 두부부침과 밀전, 백설기, 소

제보자: 술을 그 날 댕일치기로 술을 갖다 워낙에 새벽에 해뜨기 전에 새벽에 올라가서 거기
물을 받아서 여서 준비를 해. 누룩하고 쌀 쪄가지고 해서 가서 거기서 물을 붜. 그래가지고 거

고기 적이다.
제주는 쌀과 누룩, 물을 혼합한 뒤에 발효시켜야 한다. 때문에 다른 제물보다 먼저 준비해 놓

기다 놔 둬.

는다. 제관은 제일 전날에

조사자: 그럼 그게 자연 발효돼서 술이 되는거에요.

서되 가량의 쌀과 누룩을 섞

제보자: 발효돼서 하루만에 완전히 안되도 그걸로 인저 떠서 그걸로 술을 떠서 지사를 지내
는거여.

어둔다. 제일날 새벽이 되면
제관은 쌀과 누룩 섞은 것을

이렇게 제관이 손수 빚어 올렸던 제주는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로운 탓에 현재는 다른 제물을

가지고 제의 장소로 간다.

구입할 때 정종을 구입하여 제주로 올린다.

산제사를 지내는 바위 옆에
는 작은 샘이 있는데 이 샘

산신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올릴 뫼, 즉 노구메는 제의 장소에서 제관을 비롯한 유사들이 직

물을 쌀과 누룩 섞은 것에

접 짓는다. 뫼를 지을 때는 두 개의 취사도구를 이용하여 각각 따로 짓는다. 쌀의 양은 서되 서홉

부어 잘 섞어 준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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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만 해도 제물로 올리는 과일은 여름철 햇과일로 제물을 올렸다. 주로 상에 올렸던
제물은 풋사과와 포도, 참외였다. 이 과일들은 여름철 대표적인 제철과일이다. 특히 사과는 초
록색 풋사과를 올렸다. 그러나 올 해에는 이른 가을에 지낸 탓에 풋사과 대신 빨간 사과를 상에
올렸다. 또, 참외 대신에 자두를 상에 올렸다.
떡은 백설기를 시루채 올린다. 떡에 사용되는 쌀은 제주를 담가 사용했을 때만 해도 서되 서
홉을 사용했으나, 제주를 직접 담그지 않는 요즘은 노구뫼를 지을 분량을 제외한 양을 떡살로
사용하였다. 쌀은 깨끗하게 씻어 채에 받쳐 물기를 뺀 후 제관과 마을 총무가 제물을 마련하러
장에 갈 때 방앗간에 가져가 곱게 빻아 온다. 제관의 부인은 제일 아침에 소금, 물, 쌀가루를 이
용하여 상에 올릴 시루채 놓고 찐다. 상에 시루를 올릴 때는 시루 위에 통북어 한 마리를 올린다.
산에 올라간 제관과 몇몇 주민들은 노구메가 다 지어질 무렵 제면지를 여러겹 겹쳐 제단에
깐다. 제면지(祭面紙)란 제단에 까는 흰 종이를 말하는데, 이 마을에서는 전지크기의 흰 종이를

제관이 소지를 올리는 모습

제면지라 부른다.
주민 몇 몇이 제면지를 제단에 깔면 제관과 유사들은 가져간 과일들을 일회용 접시에 담는
다. 가져간 제물들은 두 번에 걸쳐 지내기 때문에 제물을 반씩 나누어 접시에 담는다.
제단에 과일과 전, 나물, 탕, 떡시루를 올린 후 소머리와 간, 처녑을 올린다. 소머리는 쟁반에
받쳐 제단 제일 뒷줄에 올린다. 소머리를 올린 후에는 머리 한 가운데에 식칼을 꽂는다.

신할아버지에게 올리는 제물에는 육적(肉炙)이 추가된다. 소고기 적을 올린 육상이 모두 차려
지면 제관과 주민들은 앞서 여산신에게 행했던 의례절차를 반복한다. 축관이 독축을 하고 축
문을 태우면 유교식 제의는 마무리된다.
축문의 소각까지 끝나면 동행 한 주민은 소지를 올릴 준비를 한다. 소지는 제면지를 쓰고 남

제단에 제물을 차리고 소머리 양 쪽에 초를 켠 뒤 노무메를 올린다. 노구메를 제단에 올리면

은 종이를 사용한다. 제면지를 가로로 접어 자르면 긴 사각형 형태가 된다. 이것을 3장을 준비

제관과 유사, 주민들은 제단 앞에

해 둔다. 소지 올릴 준비가 끝마치면 제관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꿇어 앉아 의례를 행한다. 먼저,

기원하며 소지를 올린다. 이 날 제관이 소지를 올리며 기원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여산신인 산신 할머니에게 의례
를 행한다. 의례는 유교식으로 진

<첫번째 소지>

행되며 단잔을 올린다. 전반적인

고기동 광교산에 사시는 분들이 모두 마음 편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건강하게 해 주세요. 요즘에 걱

의례 순서는 강신, 분향, 독축 순

정근심 우환들이 많고 젊으신 분들이 많이 아픈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보살펴주십쇼.

으로 지낸 후에 철상을 한다. 여

여산신(좌)과 남산신(우)에게 올린 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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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신에게 올렸던 제물 중 과일과

<두번째 소지>

노구메는 내리고 새 과일로 산신

자손들이 모든 일 다 잘 되고, 앞으로 걱정근심 없고 다 잘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성으로

할아버지를 위한 상을 차린다. 산

모든걸 다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걱정근심없게 다 잘들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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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재 소지>
고기리 분들 광교산하에 사시는 분들, 인근에 사시는 분들 다 걱정근심 없고 이삼일 근간에 아프신분들
이 많은데 이 정성으로 인해서 아픈사람들 하나 없고 다 자손들이 다 좋은 일만 있게 해 주십시오. 여기 오

2│

3

고기동 종교와 교육

신분들 특히 더 하나라도 더 주십시오.

위의 구술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소지를 올릴 때에는 마을의 전체적인 상황은 물론, 마을 거
주자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광교산 산신들이 이들을 잘 보살펴 주기
를 기원한다.

│김지현

1.종교
1) 현황
종교는 신이나 절대적인 힘을 통하여 인간의 고민을 해결하고 삶의 근본 목적을 찾는 문화
체계를 말한다. 종교는 공동체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며 시대나 장소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
서 공동체의 문화나 지형적인 특징들이 종교의 종류나 지향점에 영향을 주어 생성 초기의 모
습이 다소 수정되기도 한다.

산세가 험한 지형과 집성촌의 형성으로 인해 지곡동에는 다양한 종교가 자리를 잡지 못했
다. 더욱이 유교적인 집안이 많아 제사를 중시하는 형태였기에 1967년 생긴 고기교회가 유일
한 종교시설이였다.
이후 1978년 창건된 관음사 외 다른 절이나 교회는 대부분은 최근에 와서 창립되었다.
천주교 관련 시설은 현재 없다. 그러나 1866년 병인박해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껴 관군의 눈
을 피해 산세가 험한 지역을 찾아 들어 숨어 지내던 다른 지역 천주교 신자들의 증언과 같이 이
곳 고기동에도 그러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동천리 손골 성지가 가까이 있고, 조선시대 도요
지가 발견된 것을 볼 때 천주교의 은신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본 지역에 대
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천주교의 역사적 관점에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고기동의 개신교, 불교, 천주교의 변화 과정과 현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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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를 지향하며, 하나님과 이웃 앞에 바로 서는 영성을 추구하기 위해 1967년 설립되었다한
2)개신교

다. 기존 연구 자료1)에는 1965년 설립되었다고 조사되어 있는데 이는 1965년 5월 안병권 목
사가 집에서 한 첫 예배를 설립일자로 한 것 인듯하다. 1966∼1967년 미국인 도란 부부가 고

*고기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기교회 토지를 구입하여 1967년 5월 김정심 전도사가 시무함과 더불어 정식으로 교회가 설립

소재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200/ 수지구 고기로 433 (031-262-5522)

되었기에 교회는 이날을 창립일로 본다. 교회는 2016년 「창립50주년 공동기도문」을 발표하
여 공동 기도를 올렸다. 이에 본 자료집에서는 교회가 공식 인정한 1967년을 창립 해로 기록
하기로 한다.
1986년 8월부터 제2대 김동선 목사가 시무하고, 199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안홍택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데 안 목사는 정년퇴임을 3년 앞두고 있다.
영화의 한 장면인듯한 곳에 성경 속에 나올 법한 모습을 한 교회가 주변의 자연과 잘 어우러
지게, 그러나 인간과 동떨어져 그들만의 언어로 세상과 담을 쌓으며 살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
에 자리하고 있는 고기교회는 지리적 위치에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지역 주민과 함께하
는 공동체적 위치에 있다.
전체 면적은 2,000여 평이지만 의자도 없이 십자가와 피아노 한 대 전부인 작은 예배당 건
물과 자연생태보존과 교육을 위한 습지가 300여 평, 작은 도서관과 ‘그냥 가게’, ‘그냥 찻집’이
주변의 자연과 어우러져 에덴동산의 모습을 하고 있다.
교회 자체적인 활동과 고기동 주민과 함께 하는 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장
소의 제공과 활동의 주제를 교회가 설정하면 교인과 지역주민이 종교에 상관없이 동참하여 진

기존 교회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교회를 찾으

행하고 있다. 교회는 2005년 예배당 건물 뒤편 습지 300여 평을 자체적으로 개발, 제한하여 보

려 주소만 들고 길을 나셨다면 그 주소 주변에

존하고 이 장소를 생태교실로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아직도 도롱뇽(Korean salamander),

서 한 두 바퀴를 돌아야 할 것이다. 커다란 입간

두꺼비, 반딧불이, 뱀 등이 있어 천연의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생태의 중요성과 환경의 보존을

판도, 큰 길에서 눈에 띄는 십자가도 없기에 그

교육하는 장소로 운영되고 있다.

러하다. 지나쳐 오던 길을 돌아 눈을 크게 뜨고

또한 밤토실도서관2)은 이 지역 유일한 도서관으로 교회가 예배당 바로 옆 사택 건물을 개조해

다니다 아주 작은 교회 안내판을 보고 주차를

2005년 아담하게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도서관의 책 정리 및 관리는 고기교회 신자

한 후 오솔길을 따라 걷다보면 아담한 교회를 볼 수 있다. 그 교회를 보고 시간여행의 길을 자

2명과 마을 주민 8명이 하고 있기에 교회의 도서관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도서관이기도 하다.

신도 모르게 들어선 건가 싶은 순간,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경험을 할 만큼
고기교회의 첫 만남은 독특하다.
지역 속에서 지역과 소통하고, 예언자적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역사 현실에 참여하고,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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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특이한 공간은 ‘그냥...가게’라는 곳이다. 쉼 가게라고 해서 재활용 물건을 파는 가
게로 물질문명의 속도에 맞추어 물건을 구매하고 처분하는 욕구에서 잠시 쉬어가자는 의미에

*물댄동산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서 ‘그냥...가게’라 한다. ‘그냥’이라는 단어와 ‘가게’라는 단어 사이에 ‘...’을 넣어 잠시 숨을 고르

소재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165/ 수지구 고기로377번길 6 소명중고등학교 4층(031-265-5998)

게 하듯 쉼 가게, 그냥 가게라고 부른다. 또한 이 장소에 함께 운영된 차 마시는 공간인 카페는
드립커피를 제공하는데 돈을 받지 않는다. 처음에는 카페이고 비용이 발생하니 돈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물질의 교환을 꼭 ‘화폐’로만 해야 하는 화폐사회를 조금 변화시켜보자 하는 의
미로 ‘마음’을 ‘커피의 가격’으로 지불하게 하자하여 지금은 커피 값을 화폐로 받지 않는다. 현
재는 교회 건축을 위해 잠시 휴관중이나 곧 재개장하려 한다.
그 외에도 목공소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고통
받는 이웃을 고기동에만 한정하지 않고 세월호 피해자, 핵 발전으로 인한 피해자, 소외된 노동
자들을 위한 기도와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올해 3월초에는 삼일운동 100주년 행사를 기념하
여 만세 삼창을 신자들과 함께 외치며 과거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선조들을 기억하는 시
간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교인들과 함께 외친 동영상과 삼일 운동과 관련된
참고가 될 만한 동영상들을 홈페이지에 올려 역사를 상기하도록 했다.
고기교회는 2010년 녹색교회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지
키고 있는 교회에게 수여되는 이름이다. 1회용품 안 쓰기, 잔반 남기지 않기 등 자체 규정이 있
는데 이를 넘어서 생태를 보존하고 자연과 어우러져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다.
2014년 9월 21∼22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기후변화에 관한 세계 범종교 기후회의’에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추천으로 한국의 녹색교회로 고기교회가 소개되기도 했다.
2019년 현재 신자는 성인 120여 명, 어린이 및 청소년 30여 명으로 총 150여 명이다. 예배
는 주일 11시 30분과 저녁 7시 두 대와 평일인 수요일 저녁 7시 예배가 있다.
마지막으로 안 홍택 목사에게 현대사회 교회의 역할과 물질 만능주의의 증거가 만연한 개
발의 현장인 고기동에서의 목회 활동에 대해 물었다.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의 정의와 공평을 펼치는 장소이며 부름 받은 이의 모임입니다. 고기
동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고기 교회는 뜻이 맞는 사람들과 기쁘게 이를 수행하고 있기에 힘든
줄 모르고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고기동에서 가장 오래된 고기교회가 앞으로도 가장 오래 고기동 주민과 함께 하기를 기대

2015년 12월 6일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박소진 전도사 가정에서 총 5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린 것을 시작으로 창립되었다.
2016년 1월 31일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883-1(현암로 5) 죽전 아이뷰아파트 상가 지하1층
에 예배처소를 마련하였으며 2016년 4월 30일 물댄동산교회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고 박소
진 목사가 담임목회를 시작하였다.
2018년 2월 1일 예배처소를 소명중고등학교 4층으로 이전하여 현재 위치하고 있다.
물댄동산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소속되어 칼빈주의에 입각한 개혁보수주의 신학을 견
지하며 바른 말씀, 살아있는 예배와 양육을 지향하고 한 영혼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영적인 부흥성장에 주력하고 있는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다.
예배시간은 주일예배는 오전 11시와 오후 2시가 있으며, 목요예배는 오후 9시, 새벽예배는
월∼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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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랑교회(대한예수교 장로회)

은 출입을 금하고, 타 시설과 병행 사용을 금한다는 특별 지시 사항을 공지하고 있다. 시설의

소재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218-4/ 수지구 고기로 469

이용을 원하는 경우 유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확인한 후 내방하여 예약하는 시스템이다. 입
실은 13시, 퇴실은 12시로 집회 참석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이다. 시설

고기동 초입에서 진입하여 조금만 올라

로는 본관에 속한 예배실, 소그룹실, 방송실, 세미나실이 지하 1층∼지상 3층에 배치되어있다.

가다 보면 큰길 상가 건물 2층에 주사랑교

예배실 대성전은 1,000명 수용 가능하고, 소성전은 200명 수용 가능하다. 이곳의 취침인원은

회가 있다. 교회건물 입구에 예배시간 안내

각 300명, 70명이다. 별관 AB동은 2층 건물이며 숙소 동이고, 별관 C동은 세미나실과 숙소, 소

표가 있는데 주일 낮 예배는 오전 11시, 주

그룹실로 이뤄진 2층 건물이다. 별관 D동은 세미나실로 80명을 수용 가능하다. 이외에 야외

일 저녁 예배는 오후 2시, 수요 저녁 예배

기도실과 편의시설과 휴게실, 매점, 운동장(축구, 농구, 족구)등이 있다.

는 오후 8시, 금요철야 예배는 오후 10시,
새벽 예배는 오전 6시로 안내하고 있다.

3)불교
이곳의 불교 신자들은 관음사, 서광사가 생기기 전까지 신봉리 쪽 광교산 아래 태봉암을 찾
아 다녔고 불교 신자는 한 마을당 2집 정도로 그리 많지 않았다.

*관음사(대한불교 태고종)
소재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660 (031-262-8660)

*동산교회 수지 수양관 또는 갈보리 금식 기도원(대한예수교장로회)
소재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632 /수지구 샘말로131번길 22 (031-263-3541)

동산교회의 수양관이자 갈보리 금
식 기도원이라 명하는 곳은 고기계곡
을 건너는 곳에 위치한다. 동산교회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다. 본 수양
관은 한국기독교 교리의 정통 신앙수

광교산, 백운사, 청계산 자락에 위치한 관음사는 태고종 사찰이다. 고기리 계곡을 따라 올라가

련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되

면 계곡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 약사도량으로서 서봉은사로부터 비구니계를 받은 송덕 승려가

어 있으며 이에 벗어난 단체 또는 개인

관음행보살과 함께 1978년 창건한 사찰이다. 1,200평 대지에 대웅전과 선방과 요사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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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사(瑞光寺 대한불교조계종)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엄청난 물질적 풍요 덕분에 물질만능주의로 흘러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

소재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523 바라산 (031-262-7903, 031-262-7351)

해 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범망경」의 글귀를 들어 “모든 흙과 물은 나의 옛 몸이고,
모든 불과 바람은 모두 다 나의 진실한 본체이다.”라는 구절로 세계와 내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물아동근(物我同根)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인간성의 상실과
가치관의 전도, 개인주의의 피폐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는 인간성의 회복에 있다고 강조한다.
홈페이지의 내용은 불교 입문자에게는 종교에 대한 교육 안내서 역할을 하고, 기존에 입문
한 불자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인간성을 회복하게 돕는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
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안내하고 있는 서광사의 홈페이지는 앞으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
라 기대한다.

*좋은절 정토선원(대한불교 조계종)
소재지: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377번길 110 (031-263-4360)

고기리 유원지 입구에서 8㎞ 지점, 판교에서 9㎞ 지점, 인덕원에서 9㎞ 지점에 위치한 서광사
는 고기리 유원지 입구 간판이 있는 곳에서 바라산 쪽으로 계속 직진을 하면 만날 수 있다. 바라
산 자락에 위치한 서광사는 1993년에 주지 수명(秀明)스님이 창건하신 조계종 소속 사찰이다.
서광사(瑞光寺)라는 이름도 '바라산'의 바라가 불교의 바라밀(波羅蜜)과 같은 어감이라 바라
산의 상서로운 빛이라는 뜻으로 수명스님께서 직접 지었다.
서광사는 대웅전과 극락전, 삼성각의 전각으로 이뤄져있으며 외부에는 석탑과 포대화상이
절을 찾는 불자들을 포근하게 맞아준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법회가 있는데 모든 행사 당
일에는 강남 봉은사 옆 하와이 호텔 앞에서 서광사로 오는 버스를 운행한다.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을 방문하면 큰 스님의 법문 음성 녹
음 파일과 다양한 불교적 지식을 접할 수 있다. 불교 입문의 주제로는 절과 부처님, 불교란 무
엇인가 하는 종교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불교의 세계관과 현대 사회의 불교, 한국 불교의 역사
와 고승들에 관한 정보(삼국, 고려, 조선으로 분류하여 전달), 수행과 신행(新行) 생활을 잘하기
위한 방법들, 불자로서의 다짐 등을 안내하고 있다.

고기초등학교 옆 소명중고교 길을 따라 위로 한참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사찰이다. 시설물
로는 큰 법당, 아미타 삼존불, 명상실, 찻집, 약수터 등이 있다.

현대 사회의 불교에 관한 안내를 잠시 들여다보면 인류의 역사는 생활의 편리라는 이름으로

매월 음력 첫째 날 오전 10시 30분 초하루법회를 시작으로, 성취기도가 매월 음력 16일 오후

과학기술의 발달과 통신매체∙운송수단의 발달로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어느 시대보다 편리한

4시 30분, 매월 양력 가족법회가 넷째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열린다. 이외 어린이 법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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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일요일 11시에 열린다. 연중 특별 법회는 정월기도법회, 입춘기도법회(양력 2월 4일), 출가

현재 주지스님은 영신스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이기운 교수)이다.

재일법회(음력 3월 8일), 열반재일법회(음력 3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백중기도

법화선원 마하사 블로그에서는 법화경 강의를 첫째 주와 셋째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하고

법회(음력 7월 15일), 동지기도법회(양력 12월 22일), 성도재일법회(음력 12월 8일)가 있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불교 학교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에

있으며 법화경 예불책(기도법)이나 사경책(법화경 쓰는 책), 법화삼매 수행법, 법화경 이론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은 연락하시라고 안내하고 있다.

운영한다.
소원성취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광명등, 봉안 불사 등 여러 가지 운영안도 마련되어 있다.
부도탑 봉안 불사도 있는데 가족 부도탑과 개인 부도탑이 있다. 부도는 절에서 큰스님이 열반

*정훈사(대한 불교 조계종)
소재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43-2번지 (031-261-8808)

하셨을 때 사리를 봉안하는 시설물로 이 절에서는 부도탑을 불자와 일반인들에게 제공한다. 극
히 드문 사례다. 부도탑에 모시게 되면 스님의 염불독송과 부처님의 말씀을 매일 듣기 때문에
선망부모 조상님이 아미타부처님 계시는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된다고 말한다.

한백골프 연습장 앞에 자리하고 있
는 사찰로 주지스님은 범현 스님이다.
이 사찰의 창건과 관련한 사연은

*법화선원 마하사
소재지: 용인시 수지구 고리로 377번길 45-14 (031-261-4088)

매우 독특하다.
기구한 터에 자리를 잡은 주인들은
대부분 불운을 겪고 마지막 불운을
설상가상으로 겪은 이가 터를 절에
희사를 하면서 절이 창건된 사연이다.
이 터는 처음에는 가난한 농부가
살던 허름한 초가집이 있던 곳이었다.
저수지에 낚시를 왔던 중소기업 사장이 이 터를 보고 마음에 들어 별장으로 사용하려 구입하
였으나 부도로 처분을 하게 되어 그의 손을 떠나게 되었다.
이후 이 땅을 구입한 사람도 건물을 짓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살려 하였으나 때마침
불어 닥친 IMF에 부도가 나 주인이 또 바뀔 운명에 처한 것이다.
그때 한 보살이 경매로 이 터를 받게 된다. 이 보살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나 우여곡절 끝

고기리 입구에서 고기초등학교 가기 전 왼쪽 도로, 소명중고교 길 따라 위로 한참을 올라가

에 부를 이룬 여인이었다. 남편과 비록 이혼은 하였으나 번듯한 아들이 공부 하러 미국으로 유

다 보면 법화선원 도량이 보인다. 용인 법화선원 마하사(주지 우백)는 2008년 11월 16일 부처

학을 갔으니 남은 생애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내려 풍광 좋은 집을 구입한 것이다. 그런데 유

님 점안식을 봉행하고 기도 수행도량을 갖췄다. 약 200평 규모의 지상 3층으로 1층은 주차장,

학 중이던 외아들이 2002년 갑자기 불치병 판정을 받더니 사망하고 본인은 중병에 걸리는 불

2층은 법당, 3층은 요사와 다실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용인수지 고속도로 아래 삼거리에

운은 맞이하게 되었다. 아들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03년 전 재산을 조계종

마하사의 표지석을 세웠다.

에 희사하게 되는데 그 조건이 아들의 이름을 붙인 절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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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락왕생하기를,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토지 약 3,000여 평과 부속 건물을 봉헌하며

신부들이 언어와 풍습을 익히며 선교를 준비하던 곳이었다. 1857년 페롱 신부, 1861년 갈레 신

아들의 이름을 딴 절을 만들어 달라 의사 표현을 한 것이다. 다음해 2004년 5월 이 여인이 사

부, 1863년 오매트로 신부가 이 지역에서 활동하였으며, 헨리코 신부가 1865년 전교하다 병인

망하자 조계종은 그녀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재단법인에 귀속하고 그녀의 집이었던 건물을 개

박해 때 밀고자에 의해 1866년2월 27 체포되어 군문 효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또한 이요한

조하여 2004년 6월 ‘정훈사’란 이름의 절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의 삼대가(아들 베드로, 손자 프란치스코) 1871년 3월 16일 순교한 특이한 장소이기도 하다.4)

현재 이 ‘정훈사’는 주지스님의 땀과 열정으로 사찰의 모습을 지키고 있다.

1866년 병인박해 당시 손골에 천주교 신자들은 12가구였으며 손골이 천주교 성지로 유명
하게 된 것은 프랑스 파리 외방 전교회 소속 선교사들의 전교 유적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
문이었다.5)

4)천주교

손골성지는 광교산(582m) 동쪽 깊은 골짜기 안에 위치하는데 이는 고기동 언덕말과 멀지
소재지(과거 천주교 신자 주거지역):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284∼285

않은 거리다.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의 생계수입의 주원인 가마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6)

소재지(현재 천주교 신자 교적지. 동천동 성당):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45번길 38 (031-263-4013)

인 사기 밭이 고기동에서 발견되었다 하니 천주교 신자가 박해를 피해 살았던 다른 지역과의
유사점, 손골성지와의 지리적 인접성 등을 고려할 때 고기동 언덕말에서 천주교 신자가 살았

고기동 284번지를 직접그린 이건순씨의 옛 지도

동천동 성당

수지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과거 거주

다는 말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그 수는 10여 가구 보다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을 주민의

했던 곳으로 알려진 지역은 고기리 금

증언에 따르면 10여 가구가량 살았으며 그 터도 남아 있다 하니 개발에 묻혀 흔적이 사라지기

수골 언덕말, 동천리 윗손골, 신봉동 서

전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봉 부락이다. 이 세 곳 중 동천리 윗손골

과거 천주교 신자가 10여 가구가 살았다는 고기동은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선택했던

에는 공소가 있을 만큼 신자가 많았고

여타 다른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숨어사는 곳의 특징은 인적이 드문 곳이

불란서 신부 성도리 헨리코가 잡혀 순

어야 한다는 것, 인적이 드물다 함은 농사를 짓기 척박한 땅이어야 하고 돌이나 나무가 너무 많

교한 곳이기도 하다.3)

거나, 골짜기가 험난하여 손대기가 엄두 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또한 숨은 자를 찾으러 오는

손골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집단 거주

자가 길을 한눈에 알아보기 쉬워서도 아니 되며, 숨은 자는 길을 훤히 알도록 복잡하지만 커서

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839년 기해박

도 아니 된다. 숨어 지내는 자는 찾으러 오는 자의 정보를 잘 알아야하니 찾고자 하는 자와 멀

해를 피해 숨어든 교우들이 서울 인근과

리 떨어져 살아서도 아니 되며, 먹고 살기는 해야 하니 생계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은신만

경기도 광주, 용인으로 분포한 것을 보

이 목적이 아니라 교세를 확장시켜야 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다른 지역 교우들과 교류가 있도

면 이 무렵부터 거주하였을 것으로 본

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산다. 그러므로 고기동에서도 천주교의 사연이 숨겨져 있을 것이

다. 또한 손골 성지는 박해시대 선교사

라 기대된다.

3)수지향토답사기 128~129쪽 참조(이석순,연인 M&B).

4)수지읍지 종교편 참조

이 책은 도리 헨리코(Dorie·1839~1866)신부가 기해사옥

5)디지털용인문화대전 참조

때 순교한 것으로 적고 있는데 도리 헨리코신부는 기해박

6)수지향토답사지 452~453쪽 참조

해 때인 1839년에 태어나 병인박해 때인 1866년 순교했
던 것으로 가톨릭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가톨릭 정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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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토박이 이건순씨의 말을 들어본다.

해 2012년 개교한 사립 비인가 교육기관인 초중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각 1개교씩 있다.

“어른들 말씀이 옛날에는 언덕 말이라는 동네에 천주교 신자들이 10여 가구 살았대요. 박해

본 장에서는 고기동의 과거 교육시설이었던 강습소와 현대의 교육시설인 유아교육시설의

때 피신을 와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자랄 때 그 곳에서 천주교 신자라고 한집은 한 집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 교육시설인 초등학교와 대안학교, 기타 교육 시설인 도서관과

있었어요. 나머지 집들은 다 이사를 가고 그 집만 늦게까지 거기서 살았었으니 우리가 봤지요.

반려동물학교를 살펴본다.

지금 가보면 집의 울타리인 돌담을 쌓은 게 그대로 있어서 열 몇 가구 있었다고 옛날 어른들 말
씀 하신 게 맞는 거 같아요. 지금은 다 이사 가고 터만 몇 군데 남아있지요. 옛날에는 농사도 짓

1) 강습소

고 했는데 지금은 집터에 묘도 쓰고 그래서 돌담만 보일 거예요. 주소가 284번지에서 285번
지, 그 번지 내로 광교산장 위에 있었어요. 그곳에 살던 사람 중 한 사람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고기리 배나무골 글방(이덕균)

오포로 이사를 갔는데 그분한테 천주교 내력을 물어봐도 아마 잘 모를 겁니다. 90세 넘은 분들

소재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370번지

이나 그때 어떻게 된 건지 알지 그 상황 잘 모를 거예요. 현재 이곳의 천주교신자는 2집정도 될
겁니다.”

1930년대 초부터 1945년 한
국전쟁이 나기 전까지 운영되

현재 고기동에 거주하는 천주교 신자는 동천동 성당으로 미사 참례를 하러 간다. 동천동 성

었던 서당이다. 당시에는 서당

당은 용인 동천동, 고기동 전 지역과 풍덕천동 일부,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석운동 대장동 일

이라고 불리기보다 글방이라고

부를 관할하고 있다. 현재 고기동은 관할 구역으로는 4구역에 해당한다. 2009년 10월 현재 동

불렸으며 학생들이 적을 때는

천동 성당의 신자는 약 1,900세대, 5,200여 명이며 이중 고기동 신자는 24세대, 325명이다.

7∼8명, 많을 때는 20∼25가량

동천동 성당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되었다. 훈장은 고기동 구장을

2003. 09. 30 수지성당에서 동천동 본당 분가(293세대 884명)

오래 보고 3·29 머내 만세 운동

2003. 10. 26 분가 후 첫 미사

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일제강

2003. 12. 21 본당주보 성인 “성 바오로 사도”확정

점기 때 1년 6개월의 형을 산

이덕균 지사 생가 터

독립지사 이덕균이었다. 지도
과목은 주로 한문교육이었으며 천자문, 동몽선습, 통감을 암기하게 했다. 학동들의 연령은 7세

2. 교육

부터 성인까지 다양했으며 아침 9시경 가서 점심때쯤 마쳤다. 고기 국민학교 전신 고기 강습
소일 때는 2년제로 운영되었기에 학교와 병행하여 학동들은 공부를 하기도 하였다.

고기동 학생들은 교육적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했다. 옛날에는 마을 구장이었던 이덕균 훈

이덕균 훈장은 수업료를 일체 받지 않고 지도하였으며 노령과 고문 후유증으로 노쇠해졌을

장의 지도로 글방에서 한문을 익히거나 왕복 4∼5시간 거리의 수지초등학교와 문정중학교를

때 까지도 배움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지도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겪고 나서는

이용해야 했다. 초등학교는 1927년 개교한 공립 교육기관인 고기초등학교가 있었고 영유아

급격하게 몸이 쇠하여서 그때부터는 글방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기동 주민 1941년생 이석순

교육시설은 2016년에 접어들어서야 어린이집 두 곳이 개원했다. 현재는 고기초등학교를 비롯

씨, 이대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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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유아 교육시설

터 주최 우수보육프로그램 공모전 장려상을 수상했다.
2016년 12월 고기동에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4∼7세 아동으로 구성된

고기동의 영유아를 위한 교육시설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3곳 있다. 공립인 고기초등학교 병

원생은 80여 명이다.

설유치원과 생태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비슷한 시기에 고기동으로 이전한 사립시설 2곳으로 어

동천동에 있던 산내들 생태 어린이집이 고기동으로 이전한 것은 동천 자이 아파트 건축으

린이집과 어학원이 있다. 몇 년 전만해도 고기동 영유아들은 수지구, 분당구의 유아 시설을 이용

로 인해 이사를 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고기동에서 동천동까지 등원하던 학생들이 많았기에

해야 했다. 고기초 병설 유치원에 관해서는 초등교육시설 고기초등학교 편에서 다루기로 한다.

관심을 가지던 차에 현 위치가 자연과 가까운 점을 염두 해 두어 이전 장소로 고기동을 선택한
것이다.

*산내들 생태 어린이집
소재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158-40 (031-263-8311)

운영의 핵심 교육 가치는 ‘①자연과 친숙한 경험 및 교육과정 제공, ②안전한 먹거리 제공,
③이웃과 함께하는 유아’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유아의 뇌 발달에 흙과 친숙하게 지내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점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주혜영 원장은 산내들에서는 아이들이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
는다고 말하며 유아 시기는 무엇인가를 학습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다양한 것을 경험함으로
써, 유아기 이후 본격적인 학습의 시기에 힘을 발휘 할 수 있는 내적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기라
고 강조한다. 하여 본 기관에서는 아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환경을 제
공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주 원장은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국내외 영유아 인권사례와 영유아의
놀 권리」 주제로 영유아에게 있어 놀이는 잉여시간의 활용이 아니라 권리이기에 권리를 보장
해 주어야 한다고 사례 발표를 했다. 놀 권리를 위해서는 안전한 공간과 충분히 놀 수 있는 시
간, 노는 것이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회 환경이 필요하고, 특히나 사
회적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본 기관에서 아이들을 놀이터에서 모래 놀
이를 하게하고, 숲으로 데리고 다니고 할 때 주변에서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애들을 놀리는 건
가?”, “왜 애들을 안 가르치고 시끄럽게 떠들게 두느냐?”는 항의를 받았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고기리 입구에서 소명중고교 길 따라 ‘좋은절’ 안내판을 지나 올라가다보면 왼쪽으로 산내

시급하게 추구하고, 공부는 빠르면 빠를수록 더 성과를 낼 거라 생각하는 이들에게 ‘놀 권리’를

들 생태어린이집을 볼 수 있다. 주변은 다가구 주택지이며 4층 건물의 어린이집 오른편으로는

보장해 주는 교육의 방법이 시간 낭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주원장은 의식 개

모래 놀이터가 있고 어린이집 앞으로는 낮은 동산이 있다.

선을 위해 베이비 뉴스에 칼럼을 쓰고, 그 지면을 학부모들에게 전달하여 읽고 생각하게 한다.

2006년 ‘산내들 어린이집’으로 수지구청에서 인가를 받아 2009년 12월 ‘산내들 생태 어린
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1년 10월부터 산내들 숲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15년에
는 숲유치원 주최 숲활동 사례 공모전에서 어울림상(동상)과 2016년 11월 용인시육아지원센

158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마을

올해부터는 월 1회 부모교육을 실시해 직접 놀이체험을 하게 하거나 사례를 발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12월 산내들 생태 어린이집은 10년을 맞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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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힐 키즈 어학원
소재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259-15/ 수지구 샘말로 42 (031-896-5514)

초등 1~3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교실은 한국인과 원어민 선생님이 진행하는 영어 수업뿐만
아니라 한자, 수학, 국어 등을 지도하고 있다
서머힐 키즈 어학원 김순영 원장은 “우리 키즈 어학원은 영어유치부라고 해서 영어만을 교
육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교육이든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인성교육이다. 그래서 매주 한
시간씩 인성교육에 관한 주제를 정해 이와 관련한 책을 함께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며 일반적인 영어유치부의 가장 큰 문제점인 영어스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
성교육이 먼저라는 교육철학을 강조했다.

3) 초등교육

*고기 초등학교
소재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172-1/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385 (031-263-9775)

고기초등학교는 일제 강점기인 1927년 8월 6일, 500평 8칸 넓이의 교실에 고기 강습소로 시
작되었다. 이후 1936년 4월 1일, 4년 과정을 이수하는 수지 초등학교 부설 고기 간이학교로 명
코코몽 에코파크, 다이노스타 인근에 있는 서머힐 키즈 어학원은 자연친화적인 생태교육과
영어 수업을 함께하는 교육기관이다.

칭이 변경되었다. 1945년에는 고기국민학교로 독립 운영되었는데 이는 수지국민학교장 관할
하에 운영된 것이었다. 1950년 3월 7일 수지초등학교 고기 분교장으로 승격하여 6년제로 승급

영어 유치부는 6세, 7세 두 개 반으로 운영 중이다. 한 반에 12명이 정원이고, 초등 1~3학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도 운영 중이다. 선생님은 각 반에 두 명이 있어 아이들을 보다 섬세하게
보살피게 하고 있다. 7세반은 원어민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지만 6세반은 원어민 선생님에 대
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인 선생님이 담임을 맡고 원어민 선생님과의 수
업은 따로 진행한다. 각 담임선생님들은 수업이 끝난 후 키즈 노트 앱을 통해 그날 수업 내용과
아이의 학습 진행 상황 및 활동사진 등을 학부모와 공유한다.
또 다른 특별한 수업에는 생태 프로젝트 수업이 있다. 초·중등에서 실행하고 있는 통합수
업과 맥을 같이하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한 개의 주제를 두 달에 걸쳐 진행한다. 아이들이 참
나무 숲을 관찰하는 프로젝트를 할 때는 숲에 사는 동·식물을 함께 조사하며 참나무에 열린
도토리를 관찰하고, 동요 ‘떼굴떼굴 도토리’ 노래도 불러보며 아이들이 각자 관찰한 것을 동
시로 표현한다든가, 참나무 잎은 어떤 색깔이었는지 알아보고 영어로 색깔을 어떻게 말하는
지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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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후 1964년 고기국민학교 독립 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 1,469평으로 교지가 확장되
었다. 1965년 3월 분교장에서 고기초등학교로 승격하여 오늘날 고기초등학교에 이르렀다.7)
과거 분교일 때는 운동회나 소풍, 졸업식과 같은 행사는 수지국민학교에 가서 했었다.(19회
졸업생 이건순씨)
1987년 3월 1일 병설유치원을 개원하였으며 1996년 12월 7일 급식소를 신축하였다. 이후
2005년 급식실을 증축하고 2007년 도서실과 사랑방을 설치하여 주역 주민과 소통하는 장소
로 거듭났다. 2009년에는 세계화에 걸맞게 잉글리쉬 존을 구축하여 어학실과 카페도 마련하
고기국민학교 운동부사진(사진제공 이건순 씨) 고기국민학교 졸업사진(사진제공 이건순 씨)

였다. 1965년 6학급이던 편성은 2016년 초등 7학급으로 편성되어 거의 매해 학생이 증가하
여 현재는 초등 10학급 유치원 1학급으로 편성되어 2019년 제 54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현재

4) 중·고등교육

초등학생은 188명이고 유치원 원아는 19명이다.
교육비전은 ‘세계인과 함께 할 꿈을 기르는 슬기로운 어린이’이며 교목은 번영을 상징하는
은행나무, 교화는 사랑과 희망을 상징하는 개나리이다.

과거나 현재 모두 고기동에는 중고등 교육 기관으로 공교육의 학교는 없다. 과거에는 학생
들은 문정중학교나 낙생중학교로 진학을 하였고 현재는 고기동의 대분의 학생들이 문정중학

고기 초등학교는 일제강점기 3∙1만세 운동 당시 집결장소이기도 했고 독립의 소리를 응집
하게 한 장소이기도하여 고기동에 거주하는 학동기 아동에서 부터 70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역사와 함께한 추억의 장소이다.

교로 진학한다. 과거에는 고기국민학교를 10여 명이 졸업하면 5명가량만 문정중학교로 진학
하였고 또 그중 1명만 수원에 있는 수원농고나 삼일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였다.
현재 고기동의 중고등 학교 역할을 하는 기관은 대안학교로 초중등 대안학교인 수지꿈학교
(비인가 )와 중고등 대안학교인 소명중고등학교(비인가 )가 있다.

*심곡학원 문정 중학교

수지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중학교는 문정 중학교다. 1953년 이전에는 수지에 중학교가 없
어 수지국민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수원에 있는 학교로 진학해야했다. 그러나 수지는 수원
근교이면서도 광교산 지세의 영향으로 교통이 나쁘고 살기가 어려워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 진
수지국민학교 19회(1954년)

학을 포기해야 했다. 하여 관내 유지들이 배움에 목마른 학생들을 위해 과거 서원이 교육기관

졸업사진. 당시 수지국민학교

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듯이 교육 기관으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든

와 분교학생들은 졸업을 함께
하였다. _사진제공 이건순씨

것이 심곡학원 문정중학교이다.
현재 심곡서원자리에8) 1953년 4월 22일 학교법인 심곡학원을 설립하여 1953년 11월 5일
문정중학교로 개교하였다. 그후 1957년 7월 4일 지금의 문정중학교9) 자리로 교사를 이전한

7)수지읍지 교육 편 36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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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교화는 인내와 강인, 개척과 자
립을 상징하는 개나리, 교목은 기상

문정중학교 4회 졸업사진 1957년

장은 없고 분교장이라고 하는데 분교장도 공부 가르쳤으니까. 그분 포함해서 3명이었지요.
그때는 월사금 이라고 안하고 후원회비라고 해서 얼마쯤 학교에 내는 게 있었어요. 어려워
도 다들 냈지요. 몇 푼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과 지조, 절개와 정진을 상징하는

중학교는 그때는 수지에 문정중학교 하나였어요. 어디 있었냐면 상현동 심곡서원에 중학교

전나무 이며 교훈은 ‘열·성’이다.

가 있었어요. 거기서 지금 중학교 자리로 이전을 한 거지요. 우리는 심곡서원까지 걸어서 학교

1992년 2층을 증축하여 10개 교실

를 다니며 거기서 졸업을 했어요. 내가 57년도에 졸업을 했지요.

이 되었으며 1995년 3층을 증축하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10명인데 5명이 문정중학교를 갔어요. 낙생 중학교를 간 사람도 더

여 12개 교실, 1996년 별관을 증축

러 있어요. 그때는 지원해서 시험을 봤어요. 우리는 난리 후라 학교가면 나이 차이가 엄청 났지

하여 16개 교실 및 체육관 시설을

요. 전쟁 통에 공부할 시기를 맞추기 어려우니 제 나이에 들어간 사람 있지만 3∼5살 많은 사

확충했다. 2003년에는 23학급 826

람도 같이 다니고 그랬어요.

명10) 재학생이 있었는데 2019년 현

고등학교는 형편이 어려워서 많이들 못 갔어요. 윗 학교 간 사람이 문정중학교에서 한 사람

재는 16학급, 487명(남 235명/ 여

인가 그랬고 그이 외는 다 안 갔어요. 학교 보내기 어려웠지요. 형편들이 모두 다. 수원농고나

252명)11)명이 재학 중이다.

삼일 고등(상업고)갔지요. 먹고 살기 어려우니 못 보냈어요. 거기도 1반 2반 없이 각 학년에 한
반 뿐이었어요. 많을 때는 한 학년이 30명이상 됐어요. 점심을 싸가지고 가서 먹고 5시쯤 끝나

다음은 김건순씨가(1941년생)
증언한 고기동 교육 시설 이야기다.

고 토요일은 조금 일찍 마쳤지요. 겨울 같으면 5시 넘으면 끝나니 집에 오다보면 어두워 밤에
야 집에 오곤 했고요.

“내가 고기분교 다닐 때는 6년제

비나 눈 올 때도 전화 없으니 무조건 가는 거지요. 비가 오나 눈이오나. 눈이 많이 온 적이 있

였어요. 그때는 여기서 졸업식을 안

는데 학교 가다가 눈이 하도 많이 와서 발이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 가지말자”하고 산

하고 수지국민학교 가서 했어요. 분교니까 운동회, 졸업식 모두 거기서 했어요. 수지국민학교

위로 가서 소나무 밑창에서 놀다 집에 온 적도 있었네요. 모여서 다들 가니까 학교 갔다 왔다고

가 여기서 한 20리 되는데 차가 없으니 신봉리로 해서 한 2시간 걸어갔지요.

부모한테는 말하고 학교 안 간 거지요.”

문정중학교 4회 졸업생 동창회 기념사진 1962년 _사진제공 이건순씨

가을에 운동회 할 때는 새벽에 변또 싸가지고 부모들하고 같이 갔어요. 운동회 끝나면 어두
워져서 몇 십 명이 밤에 오는 거지요.

5) 대안 학교

학교는 당시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6학년까지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없었고 한 반에 20명
이 안 되었어요. 졸업은 10명이 했나 그랬구요. 난리 통에 다른 곳으로 간 사람도 있고, 서울로 간

*수지꿈학교(비인가 초중등 대안학교)

사람도 있고 그러니 학생 수가 줄었지요. 선생은 세 분이서 2개 학년씩 맡아 가르치곤 했어요. 교

소재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214-14/ 수지구 동천로 622 (031-264-4552)

수지꿈학교는 9년제 미인가(未認可) 초중등대안학교로, 아이들이 제도권 교육의 틀 속에서
9)문정중학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55
10)수지읍지 440쪽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아야 한
다. 2009년 ‘수지어린이 학교’로 설립하여 2012년 ‘수지꿈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4년 10

11)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 알리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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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9학년을 마치고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있었다.
학비체계는 입학 때 1회 납부하는 출자금 400만원이 있는데 이는 공동체 터전을 마련하고
시설을 갖추는데 사용된다. 입학금 80만은 입학 때 1회 납부하고 신입생 입학과 함께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데 사용된다. 또한 발전기금 400만원이 있는데 이도 입학 시 1회 납부로
교육공동체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사용된다. 월 학비는 51만원으로 매월 납부하는 것
이라 방학 때도 납부해야 한다.
입학 원서 접수는 아동 나이와 사는 동네, 입학하고 싶은 시기 등을 메일로 보내면 선발위원
회가 부모와 면담 날짜를 잡아 상담을 하게 된다. 중등(6∼9학년)은 부모면담과 학생면담을 함
수지꿈학교 입학 리플렛

께 하고 면담 후 학교체험의 시간으로 1∼3일 정도 준다.

월 9일 현 위치에 자리 잡았다. 설립 후 10년간 전세로 운영하다 2020년 영구터전을 마련하려

*소명중고등학교(비인가 중고등 대안학교)

준비하고 있다.

소재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165/ 수지구 고기로377

처음 시작은 수지 지역에서 ‘공동 육아’와 ‘방과후’를 열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

번길 6 (031-276-7374)

는 길을 모색해 오던 부모들과 교사들이 모이면서 시작되었다. 배움을 통한 자율적인 공동체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복한 자유인"으로 자라기를 소망하는 것을 학교철학과 교육원리
로 삼고 있다. 교사와 학생 수는 교사 10명, 영양교사 1명에 미술, 목공, 중등예술 강사 각 1명
으로 14명이고 학생은 70여 명이다.
8시 40분까지 등교하며 수업은 9시부터 시작하여 초등수업은 15시 20분, 중등수업은 15시
50분에 마치고 귀가하는 것으로 공교육의 등하교 시간과 비슷하다.
소명중고등학교 스쿨버스

급식은 학교에서 맛단지 선생님이 준비하고 식재료는 생협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다. 단, 김
치만은 각 가정별로 순번을 정해서 학교로 보내고 있다.
2019년 현재 방과 후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15:30∼17:30 운영 중이며, 사교육은 학교 입

소명중고등학교 전경

학 후 6개월 동안은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고 자기다운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금지하고 있
으나 이후에는 담임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의논하여 결정한다.
학교차원으로 운행하는 통학버스는 없으며 수지 일부 지역 부모들이 주관해 등교 시간에만
전세버스를 운행한다. 하교 때는 선생님의 하교 지도하에 마을버스를 타고 귀가하거나 부모님
이 픽업하는 것으로 한다.
9년제 초중등대안학교이기에 졸업생들은 일반학교나 대안학교 등으로 진학한다. 2017년

166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마을

고기초등학교 왼쪽의 큰 건물이 소명 중고등학교 건물이다. 2012년 3월 1일 개교하여 중학
과정 3년, 고등과정 3년으로 총 6년제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 과정 3개 반이 운영되고 있다. 학
생 수는 220여 명 가량 되고 교원 수는 3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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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중고등학교는 전국 4,000여 명의 기독교사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의 회원 교사들과 학

건물은 교회 사택을 개조하여

부모들이 연합하여 개교했으며,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지만 특정 교단이나 교회에 소속되어 있

도서관으로 조성한 것이다.

지 않다.

2006년 4월 14일 개관식을 하였

정규교과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예술, 체육, 제2외국어 등이 있으며, 이외에 특성

다. 같은 해 아름다운재단 작은

화 교육과정으로 소명기독교과(성경과 성품, 성경과 세계관, 성경과 문화, 성경과 소명 등), 세

도서관 가꾸기 지원 사업에 최종

미나과(은사 소명, 인문사회 고전, 융합자연과학), 졸업소논문·진로진학코칭 등의 과정이 있다.

선정되어, 이때 350만원의 책 지

또 협동학습 및 주제통합수업, 몸 활동 및 은사계발(중등), 소명-진로교육 및 학생 자발 진로 모

원과 주민참여프로그램, 독후 활

색 프로그램(고등), 백두산 비전트립, 유럽 그랜드투어 등의 특별 교육과정이 있다.

동비를 지원 받아 빈약한 서고를
고르게 채울 수 있었다.

고등과정의 진로탐색 교육과정인 7MM(7 mind molds)활동은 정치-법조계, 경제-기술계,
교육-목회계, 의료-복지계, 자연-인문과학계, 언론-출판계, 예술-연예계 등의 7가지 틀로 구성
돼 있다. 한 부서에 7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부서마다 지원교사 및 학부모가 있다. 이 활동을 통

이후 영화상영, 인형극, 청소년 인문사회 교실, 방학프로그램, 작은 음악회, 백일장, 각종 특
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주민들과 나누고 있다.

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고 그것에 맞게 대학 입시나 전문 직업교육을 준비한다. 일

도서관은 고기교회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고 교회의 사택을 개조하여 개관하였기에 교회

부 학생들은 방학 중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직업장을 선택하여 출근

교인들만 이용할 것 같은데 명실 공히 지역 공공의 도서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10

하면서 직접 현장 실무를 체험하는 ‘아웃턴십’ 프로그램을 갖는다.

여 명 중 교인이 2명이고 나머지는 지역 주민들이다.
평일 오후 초등학교 수업을 마친 많은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낙엽이 쌓인 앞마당

6) 기타

* 밤토실 어린이 작은 도서관

*ATS반려동물 훈련학교

소재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200/ 수지구 고기로 433 고기교회 (031-

소재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196-1 (031-266 -4665)

896-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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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낙엽을 던지며 놀고 있는 모습을 가을이면 볼 수 있다.

ATS반려동물 훈련학교는 고기리

2005년 4월 가칭 ‘보물창고’ 어린이 도서관으로 설립 설명회를

입구에서 마을로 진입하여 가는 길

개최하여 느티나무 어린이 도서관 관장과 고기동 학부모 20여 명

왼쪽에 자리하고 있다. 반려견 예절

이 참석하여 모임을 가졌다. 2005년 6월 도서관 만들기 준비모임

교육에서부터 반려견 호텔, 수영장

을 발족하고 2005년 9월 ‘밤토실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정

을 비롯한 반려견 스포츠 시설, 출장

했다. 이름을 결정할 때 지역 특성이 살아야 하고, 아이들의 정서와

방문 교육, 문제행동 교정, 대형견

맞아야 한다는 조건을 두었다. 하여 이 지역 산에 참나무, 밤나무가

목욕 등의 서비스가 있다. 반려 동물

많은데 착안하고 토실토실 밤토실처럼 아이들이 잘 영글기를 바라

훈련으로는 앵무새, 비둘기, 염소,

는 마음으로 지었다.

양, 라쿤, 돼지, 맹금 등 다양하며 동

고기동 종교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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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전설과 일화

고기동에 내려오는 전설과 일화는 이미 조사되어 『서부지역의 구비전승』, 『수여면지』, 『수
지향토문화답사기』와 같은 여러 권의 책에 소개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기동에 사는 주민들은
물 모델 에이전시, 동물전시 공연제작도 지원하고 있다.

기록된 전설조차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다. 따라서 고기동의 전설과 일화는 이미 채록

배변교육의 경우 비용은 소형견 1개월에 65만 원, 대형견 1개월에 70만 원, 교장이 전담 훈
련하는 VIP는 1개월에 120만 원이다. 교육비에는 목욕관리와 사료비가 포함되어 있다.
문제행동 교정의 경우는 분리불안, 공격성, 짖음, 물건파손 등 사회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 행
동을 교정해 주는 것으로 반려견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2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

되어 있는 기록을 소개하고, 고기동의 주민들이 구술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서부지
역의 구비전승』 편의 구술된 내용은 이해가 용이하도록 조금 수정하여 소개한다. 같은 소재라
도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게 기억하고 있어서 다른 내용은 덧붙여 소개하고자 한다. 구술된 내
용은 구술자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간이 소요된다. 비용은 소형견의 경우 1개월 60만 원, 대형견은 1개월에 70만 원, 교장이 전담
훈련하는 VIP는 1개월에 120만 원이다.
출장 교육도 준비되어 있는데 이는 견주의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애

수지향토문화답사기

견과 견주가 함께 참여하기에 훈련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비용은 교육시간과 거리에

윗니게스, 아랫니게스

따라 비용이 달라 질 수 있으나 1회 25만 원에서 35만 원 선이다.

이 두 곳은 장투리마을 로 들어가는 길 우측 개울내에 있다.
│김지혜

니게스의 유래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이 두 곳에 이무기가 살아 개울가에 매어놓은 소를 잡아
먹었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느게소란 말이 이무기라는 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윗니게스에 바위

일러두기> 본 자료는 종교와 교육에 관한 고기동의 각 기관과 시설을 찾아 기관장이나 관련 인물을 인터뷰하고 기관이나 시설이 운
영하는 사이트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필요한 경우 언론의 자료와 디지털용인문화대전 등 검색엔진을 돌려 발견한 자료
들도 참조하였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지역주민이 경험한 기관과 시설에 대한 경험을 수록하고, 기타 보완의 부분은 기존
연구지인 수지읍지(문화원)와 수지향토답사기(이석순) 책을 참조했음을 밝힌다.

17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마을

굴이 있어 이곳으로 물이 돌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아랫니게스에는 물이 깊고 지형이 험
하다. 아랫니게스에는 이곳을 지나가는 길이 속이 빈 것처럼 바닥이 쿵쿵 울린다는 것이다. 이곳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이무기 굴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 아직도 그것을 확인한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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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무덤

기에 이 바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동막사람들(동천동)이었으며 이 바위와 많은 인연을 가

고기리 배나무골 산 259-4일대를 말무덤이골이라 부르고 이곳에는 지명이 생기게 된 말무

졌던 사람들도 동막사람들이다. 이 바위는 큰길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으나 사람들 눈에 잘

덤이 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말구리 고개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 말구리는 말이 굴렀던

뜨이지 않는다. 그것은 이 바위 이름으로 짐작이 갈 만큼 바위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거

고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의 땅속에 묻혀 있고 그것도 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시 이 고개를 지나던 왜장이 타고 있던 말이 비탈길에 미끄러져 죽었는데, 왜장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으나 이 장수는 자기와 생사고락을 함께 하던 말의 죽음으로 깊이 상심하
여 말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이 바위는 한꺼번에 수십 명이 은폐할 수 있을 만큼 안이 넓고 밖에서 이곳이 잘 보이지 않
으며 큰 바위가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 전쟁 때에 피난지로 많이 이용되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국전쟁 때도 이 마을 사람들이 이 굴 속에서 피난을 했고, 적이 이산
을 향해 직격탄을 쏘았으나 부상자 한 명도 없이 모두 무사했다고 한다. 굴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말고도 좁은 통로가 계속 뚫려 있다고 하나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다. 일설에는 이곳

벼락웅덩이

에 불을 때면 굴 반대편인 은응쟁이굴로 연기가 나온다고 한다.

고기리 샛말 부락위로 있는 골짜기를 금수골이라고 한다. 이 골짜기를 양쪽으로 갈라놓으면

이 굴에는 사람들뿐 아니라 각종 야생동물이 서식하는데 그것은 굴이 깊어 그들이 살기에

흐르는 시내를 좇아 난 길을 따라 한참을 오르다 보면 물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곳을 만나게 된

알맞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요즘에도 겨울이면 이굴에다 불을 때어 너구리나 오소리를 잡는다

다. 이곳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면 큰골이요 우측으로 들어가면 작은골 긴골이 된다. 벼락웅덩

고 한다. 최근 들어 이 굴바위는 여름에 피서객들의 놀이터로 변해가고 있다.

이는 바로 이 두 물이 만나는 곳에 있다. 이곳은 골이 깊어 물은 암벽 틈으로 흐르고 흐르던 물
은 장애물인 바위를 만나면 물이 고여 웅덩이가 되고 넘쳐 떨어지면 작은 폭포가 되어 밑에 웅
덩이를 만든다. 벼락웅덩이는 그런 곳이다.

범바위

아주 옛날에 이 웅덩이에 이무기가 살았다고 한다. 이무기는 용이 되지 못하여 심사가 사나

고기리 산399-1, 399-4번지 일대를 부르는 이름이다. 엄격히 말해 바위보다는 바위산으로

웠다. 그러나 용이 되지는 못했을망정 수백 년간 도를 닦은 것이 있어 요술도 부릴 줄 안다. 이

하나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암석으로 된 돌산으로 여기에 있는 천연굴에서 호랑이가 새끼를

러니 이놈이 화가 나면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마련이다.

키우는 서식지로 삼았기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벼락웅덩이의 이무기도 인근부락에 행패가 심했다. 작게는 집짐승을 잡아먹는 것이요, 크게

이 산의 지형이 맹수가 살기에 적당하였기 때문인데, 사람들이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높은

는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다. 이런 일로 이무기가 사람들의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이것이 하늘에

낭떠러지이며 절벽 밑으로는 깊은 냇물이 흐르고 있고 맹수들이 싫어하는 햇빛이 하루 종일

까지 닿아 하늘이 이무기가 사는 웅덩이에다 벼락을 때렸다. 벼락을 맞은 이무기는 죽었고 마

들지 않는 음지이며 산줄기가 광교산과 청계산으로 이어져 있어 광주산맥과 태백준령까지 단

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이후로 이 웅덩이를 벼락 웅덩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숨에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요즘은 길이 확장되어 이 산밑으로 자동차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으나 예전에는 사람
들이 드물었다. 이곳으로 사람들이 다니기는 마을간의 관혼상제 때였고, 일제시대에 손의터에

굴바위
굴바위는 고기리 산1번지에 있다. 이곳은 낙생저수지 제방 아래에 있으며 손의터 부락까지

고기리 간이학교가 들어서면서 학생들이 다니면서 이 길이 넓어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호랑이
가 없어진 것은 불과 80여전이라고 말한다.

는 2km이상 떨어져 있어 번지에 관계없이 고기리 사람들은 이 바위를 아는 사람이 없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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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석바위, 공알바위, 너으석바위

물 붓네!

광석천은 샛말 발치에서 장투리 입구인 오목내까지 약 1km의 개울을 이른다. 광석이란 이

고기리에 택호가 샘내댁이라 부르는 집이 있었다. 이 집에서 일찍이 민며느리를 들였다. 이

하천바닥에 넓은 돌이 깔렸기에 부르는 이름으로 이곳에서 가장 큰 돌을 광석바위라고 부른다.

집은 날마다 땔나무를 해서 삼십 리나 되는 수원장까지 가져가서 팔아 근근이 연명하며 사는

광석천의 바위 중 넓은 바위를 말한다. 이 바위는 수백 명이 앉아 놀 수 있을 만큼 넓기 때문

형편이었다. 이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저녁밥을 지으려고 쌀독을 들여다보니 쌀이 한주먹밖에

에 붙여진 이름이다. 샛말농장(지금은 없음)위에 있다.

없었다. 이것으로 밥 한 그릇을 지어 아랫목 이불 속에 넣어두고 신랑 오기만을 기다렸다.

이 너으석 바위위에 여자의 그것처럼 생긴 바위를 공알바위라고 한다. 공알바위는 개울복판

신랑은 밤이 이슥해야 돌아오는데 수원이 멀기도 하거니와 더욱이 짐을 지고 갔다가는 점

에 있어 여긴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데 몇 십 년에 한 번씩 드는 가뭄에는 이 바위까지 물

심도 먹지 못하고 지쳐 돌아오기 때문이었다. 이날따라 신랑이 오밤중에 돌아오자 신부는 부

이 마르게 된다. 공알바위가 마르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바위가 마를 때쯤이면 장

지런히 밥상을 차려 신랑 앞에 대령했다.

마가 진다고 한다.

신랑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신부더러 밥 먹었느냐는 소리도 없이 마구 입으로 퍼 넣기 시
작했다. 신부는 아침에 눌은밥으로 요기를 조금하고 하루 종일 굶었는데 신랑이 밥을 먹는 것
을 보고 있다가 배에서 ‘쪼르르’ 하는 소리가 났으나 차마 얘기를 못하고 신랑이 밥을 먹는 것

이렇게 넓은 세상은 처음 보네
바라산 동네에 살던 처녀가 신봉동으로 가마를 타고 시집을 가는데 큰 말구리를 넘어 작은
말구리 마루턱에서 가마꾼들이 한숨을 돌리고 있는 사이 신부는 가마에서 나와 소변을 보게
되었다. 이때 신봉동을 바라보던 신부가 기겁을 해서 놀라며 하는 말이 “이렇게 넓은 세상은
처음 보네!”였다. 자신이 살던 동네에 비하면 넓기는 넓지만 문밖출입도 한 번 안 한 모양이다.

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도 남겨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밥이 두어 숟갈 남자 신랑이 밥그릇에다 물을 붓
는 게 아닌가. 이것을 보고 있던 신부가 두 다리를 뻗고 울면서 하는 말이 “물 붓네!” 였다.
밥을 조금이라도 남겨주려니 했는데 자기 혼자 다 먹으려고 물을 붓는 것을 보고 왜 아니 속
상했으랴!
이 말이 두고두고 마을에 전해져 내려 왔다. 가난을 둘러싼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땅벌과 농부
벌 중에서 땅속에 사는 벌을 땅벌이라고 한다. 이 땅벌은 숫자가 많고 악착같아서 쫓아도 도
망을 가지 않고 옷 속이나 머리카락 속으로 파고들면서 쏘기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기절
하거나 죽기까지 한다.

안생원의 절약
손의터 부락에 안생원이라는 분이 사셨다. 이분의 검소와 절약이 유별나서 인근에 소문이
자자했는데 그 일화가 유명하다.

고기리 어느 마을에 콩밭을 매던 사람이 밭 가운데 집을 지은 땅벌한테 몇 방 쏘였다. 웬만한

안생원은 생활의 전부가 남달랐지만(이때는 몹시 가난하던 시대여서 누구나 이렇게 살았

사람이라면 땅벌이 있는 곳을 피하여 다른 곳만 매고 올 텐데, 이사람은 한 손에는 호미를 들고

다) 김치까지도 몹시 아꼈다. 이때는 거름 없이 오줌으로도 채소를 키우던 때라 속이 찬 배추

한 손에는 콩포기를 뽑아들고 호미를 든 손으로 벌집을 캐면서 나는 벌들을 콩포기로 두드려

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손님상에 속배기 김치를 내놓을라치면 제일 밑동 하얀 부분을 접시에

잡다가 벌에 쏘이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았다. 이렇게 수십 번 반복하여 마침내 땡벌을 다

담아 내놓았는데 그게 몹시 아까워 배추를 썰 때 깊이 칼을 대지 않고 배추잎이 떨어지지 않게

잡았으나 이 농부 역시 수백 번을 쏘이는 수고를 해야 했다. 이것을 이웃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썰도록 했다. 더욱이 세로로도 깍두기 썰 듯 하지 않으면 이 배추는 젓가락을 들면 포기 째 끌

보고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온다.

려오기 마련이었다. 그건데 안생원은 손님이 먹지 못하게 썰어 놓으니 점잖은 손님들은 몇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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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었다 놨다 하다가 그만두니 김치는 언제나 그대로 나왔다 들어갔다 만을 했다.
이런 소문이 돌고 돌아 세상에 퍼졌는데 한 번은 어떤 손님이 왔는데 또 배추김치를 썰지 않

도깨비
고기리 광석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 개울가에 물방앗간이 있었다고 한다.

고 나오니 손님은 진작부터 이 집의 소문을 들었는지라 미리 칼을 준비해 가지고 왔더란다. 그

하루는 어떤 사람이 출타를 했다가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곳을 지나다가 도깨

래서 이 손님이 칼로 배추를 썰어 먹어 버렸으니 이 소문이 도한 세상에 퍼져 뛰는 놈 위에 나

비한테 홀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원래 기운과 담력이 센 사람이라 밤새도록 도깨비

는 놈 있다는 속담을 믿게 되었다.

와 싸우다 도깨비를 길에 난 그령풀에 붙들어 매고 집으로 돌아왔다.

_이경순 씨 제공

잠을 자고 난 이 양반 어제 저녁에 도깨비와 싸우던 것과 도깨비를 그령풀에 매어놓은 것이
생각이 되살아나 그곳을 가 가보니 이게 웬일인가 도깨비는 간 곳 없고 도리깨장치만이 붙들

호랑이로부터 주인을 구한 충견

어 매어져 있는 것이었다.

고기리 윗동네는 광교산의 깊은 산속이라 예전에는 호랑이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그 흔적
이 아직도 남아있는 산제사이며 산제사를 읽을 때 읽는 축문에도 호환을 없애 달라는 글귀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본래 이 동네는 높은 곳에 있어서인지 땅 열 길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아 멀리에서 냇물을 길
어다 먹고 빨래도 냇가에 가서 해야 했다. 이 냇물을 이 마을 사람들은 큰개울이라고 불렀다.

사기밭
고기리 샛말에서 금수골로 올라가는 초입 우측에 있는 전 623번지를 부르는 지명으로, 사기
밭이란 이 밭에 사기그릇파편과 그릇을 구울 때 받쳐놓은 공기돌 같은 것들이 많아 붙여진 것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인데 고기리 370번지에 사는 부인이 큰개울에 빨래를 갔다가 일

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과거에 그릇을 굽던 곳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이 논밭으로

어난 사건이다. 빨래를 하러 개울에 가는데 마침 집에서 기르는 검둥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개간이 되어 그 자취가 많이 훼손되었고 유독 이 밭에서만 사기그릇 조각이 많아 사기밭이라

좇아왔다. 부인이 한참 빨래를 하는데 황소같은 거대한 호랑이가 바로 앞에서 덮쳐오려고 하

한 것이다. 이곳 사기파편을 보면 그릇의 빛깔이 푸르고 굽이 얕고 위가 넓어 무척 오래 전의

는 것이었다. 부인이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기겁을 해 있는데, 어느 틈엔가 옆에 있던 개가 호

그릇으로 추측이 가나 전문가의 의견이나 발굴이 없어 마을 사람들을 사기그릇을 굽던 곳으로

랑이한테 달려가 뒤엉켜서 싸우는 것이었다.

만 짐작할 뿐이다.

부인이 이러한 광경을 보고 빨래거리를 팽개치고 집으로 뺑소니쳐 돌아왔다. 그러나 집에
와 보니 남편은 일하러 나가고 없어 방으로 들어가 혼자 떨고 있는데 얼마 후 검둥이가 피투성
이가 되어 돌아왔다. 부인은 평소에도 개가 주인을 잘 따라서 귀여워했는데 이번에는 주인의
생명을 구했으니 살아서 돌아온 개가 반갑기 그지없어 털을 쓸어주고 맛난 먹이도 가져다 주
었다. 그러나 검둥이는 먹지도 않고 장독대 옆에다 자리를 보전하고 앓다가 죽었다.

고려 자기에 쓰였던 장석 출토지
고기리 배나무골 앞산에 좁싸리골이라는 곳이 있다. 이 마을에 전해오는 말로는 이곳에서
출토되는 백토가 광주분원으로 실려 갔는데, 그것은 사기그릇을 만드는 원료로 쓰기 위해서였

이 집에서 주인을 위해 호랑이와 싸우고 그 자리에서 물려 죽지 않고 집까지 주인을 찾아 돌

다고 한다. 광주분원은 조선시대에 궁중에서 쓰는 그릇을 만들어 진상하던 곳이다, 좁싸리골

아온 맹견이자 충견인 개가 죽었으니 마치 자식이 죽은 듯이 애통해하고 사람처럼 묘를 만들

에서 나오는 백토가 고려자기나 백자의 원료가 되지 않았다 추측한다. 1960년대에 들어와 이

어 주었다. 시간이 흘러 그 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온다고 한다.

곳에 장석 광산이 들어서면서 그것이 실체로 드러났다. 그리고 샛말에서 출토되는 자기류들도
이곳에서 생산된 백토로 구운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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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면지

이종무 장군이 계신데 우리 수지 고기리에는 대마도를, 그 왜구의 근거지였던 대마도를 직
접 섬멸했던 말하자면 지금 참모총장이에요. 도체찰사라고 하는 직책을, 모든 연합군 사령관

이순신 장군과 고기리

정도 되는 분인데, 대마도를 완전히 점령해 가지고 왜구 수백 명을 교육도 하시고 그랬던 분인

이순신 장군의 친할아버지가 이름이 ‘이’자 ‘백’자 ‘록’자이신데, 이 양반의 할아버지가 여기
에 묻히셨는데 후손들도 여기에 살아요.

데, 이 분이 여기 와서 묻혀 계세요.
근데 이 양반이 우리가 봤을 때 그 찬성이라는 벼슬까지 얻으셨걸랑. 요즘 말로 하면 부총리.

문제는 뭐냐? 음 내가 봤을 적에는 이순신 장군이 서울에서 태어나셨걸랑. 그러니까 이순신

왜 그 벼슬까지 받으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은 신도비를 세

장군이 우리 용인 땅을 젊었을 적에는 여러 차례 오셨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조상

우셨어요. 근데 지금 이 양반이 그게 없단 말이야. 국가에 말하자면 큰 공로를 세우신 분인데도

의 묘를 엄청 찾았어요.

불구하고.

저번에도 어버이 날인가 언젠가 구십 먹은 할아버지가 칠십년 동안을 자기 아버지 산소를

이게 없는데, 내가 봤을 적에는 이것이 임진왜란 때 그 격전지가 어디냐면 여기 광교산이야.

매일 아침에 찾아간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훈장을 탄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는 한식이다 뭐

광교산 요 앞에서 우리나라 삼도 감사, 전라감사 이광, 충청감사 윤병갑, 경상감사 진수라고 하

다 절기마다 이순신 장군이 여기를 오셨을 거예요. 집안 어른들하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호

는 분이 5만 명의 그 병사를 거느리고 수지에 와서 일본사람들하고 싸웠어요. 싸워 가지고 졌

연지기를 이 광교산 고기리에서 그 어떤 호연지기를 길렀을 꺼다.

어. 패퇴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조선 군사가 도망간 데가 바로 이 광교산이야.

하여간 이 양반이 여기서 묻히셔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낳는다 해 가지고 그 뒷산 이름이 뭐
냐면 장군봉이야. 장군봉이고 지금도 아주 치산을 잘 해 놨어요.
잘해 놨는데 그 동네는 이순신 장군의 조카가 되시는 이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완은 누
구냐? 이순신 장군이 유탄에 맞아 돌아가실 적에 ‘병풍으로 나를 가리고 북을 계속 쳐라!’ 그 유

그러면서 이제 왜놈들이 광교산으로 뚫고 들어가면서 소위 말하면 그저 우리나라 병사를 토
벌하고 그 사람들의 근거지였던 사찰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불태웠어요. 그러면서 이종무 장
군의 신도비, 그 양반의 공로를 적은 신도비를, 비문을 그 유명한 학자들이 떠 주고 그렇게 해
서 세우는 건데, 이것을 왜놈들이 때려 부수지 않았겠는가!

지를 받들어서 같이 정군했던 사람이 바로 이완이라는 분이야. 그 양반이 그 때 당시에 22살인

_ 이진설. 고기리(50·남 ) 2001. 5. 5

가 그랬어요.
그 양반이 의주 부윤을 했는데 의주부윤을 하다가 정묘호란 때 그 양반이 청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화약고에 불을 지르고 거기서 돌아가신 분인데, 충신의 정려문을 받았어요. 그래

서부지역의 구비전승

서 거기 가면 정려문이 있어. 그리고 그 양반이 있으면서 자기 형님한테 보낸 편지가 지금도 거

영무장군

기 종갓집에 가면 초서로다 쓴 책이 있어요.
_이진설. 고기리(50·남 ) 2001. 5. 5

영무장군은 대마도 점령할 때 통제사를 지내신 분여. 대마도 전쟁 때 통제사를 지낸 영무장
군이라고, 장수가 있는데 에, 여기 이 근처 머내라고 거기 살피고, 저 고림동 젓고개라고 있어.

대마도를 정벌한 이종무 장군

젓고개라고 몇 집이 있지. 옛날에 거기 공묘가 좋으니까.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 아니라고 보는 거걸랑. 그건 하나의 얘깃거리지. 우리가 이종무

아 근데, 아 인제 어느 때인가노니, 그 (자)손이 임진왜란 때 여기 사는데, 집이 살았었는데,

장군이 계시다든가 그분이 치적이, ‘독도가 지금 일본 땅이냐? 우리나라 땅이냐?’ 하는 그런 속

첫 뭐니 그 손이 얼마 안 됐어. 임진왜란 때 왜놈이 쳐들어오니까, 어디로 오냐, 황해도 금천으

에서 우리가 이종무장군의 행적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거 보는 거야.

로 피난을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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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여기 전주 이씨네 늙은 장씨가 있는데, 외가가 장수 이씨인데, 여기서 장수 이씨 구경
을 못 한다요. 여기서. 요 넘어 좁은 골짜구. 그래 장수 이씨 구경을 못하는데, 그 분이 황해유수

그러니까 처음에 그 항렬이 높으니까, 대번 내려오시면 시방 정토를 달라고 허는 걸, 우리 종
중의 산을,

로 가셨거든, 그때 이근찬씨가. 황해유수로 가니까, 황해도 금천골에 가니까 거기에는 장수 이

“아 좋다.” 고. 내가 그랬었거든. ‘좋다’고 그러니까.

씨가 있거든.

“그 돈은 읎고, 에 아무 때 내려오시면 내 증서를 써 주마.”

“아! 반갑다고.”고.
“아! 왜 그러시냐?” 고 하니까.
“아 내가 외가가 장순 이씨인데, 경기도에선 장수 이씨를 구경을 못했는데, 그 부친에게 들
으니까 옛날에, 전에 웃어른께서 왜적이 쳐올라 오니까 여기쯤 와서 터 잡고, 너 여기서 살았
다.” 고 그러니까,
“그러냐!” 고.
그러니까 후하니까 장사를 훤해 보여. 그때 그 산소가 묶었었어. 시방은 저 사방사업 해 놓고
거기다 다 묻는 거기 때문에. 손이 없으니까 뭐하나 들어갔어.

하고 말이여. 그래 떡 증서를 써 주고 가. 그래 증손이라는 분이 그 증서를 써 줘서. 인저 기일
이 되니까 내려가서, 돈 준다는 기일이 되니까 내려가서, 돈 준다는 기일,
“그 증서 내 놓으라.”
고. 그래 돈 궤짝을 이렇게 엽내(여는 척) 허고서 증서를 줬거든. 찢어버리고 (돈을) 내 주긴
뭘 줘요, 매만 실컷 맞고 왔데요. (웃음)
아 그전 얘기 허니까 그렇지.(기침) 어쨌든 이왕지사하고 뭐 그 종손의 아들이 와서, 그 종손
이 날보고 그런 얘기를 해. 자기 아버지가 어디 가서 뚜들겨 요절냈다고.
그래 또, 여기 황매만 맞고 땅을, 증서는 땅 먹듯이, 증서를 내놓고, 그래 종터가 있음 뭐예요.

인자 황해도로 갔어.

에 몇 천 평 되는데, 산이 십삼 정(정 = 60칸 : 109.09m) 이반삼 묘(묘 : 전답의 면적단위, 그 넓

“내 외가 인제, 거기가 장수 이씨 장천부원군여.”

이는 259.46㎡로 옛 1결, 즉 고려 때 하등전(下等田) 1결의 넓이는 57묘 149보강이 되었다)래

“그러냐고. 내 사는 댁경인까?”

요. 그 영무장군 시방 묻힌 산이 십삼 정 이반삼 묘. 그래 성안이 골은 이걸 따야, 이걸 재 놓았

그 일러줬거든, 그 외손이니까. 그래 처도 실전을 했었는데. 그 틈 안에 병자호란 때 여. 광주

기에 딴 사람이.

이씨가, 여기 와 장점한 양반이 주다 보니까, 한 염포점배기 누매하고 말짱, 아 막말로 목탄을
귀 먹고 살아도 지낼만허게 이렇게 자릴 잡았어, 처음에. 그 지방에. 나무가 좋으니까. 그 놈을
맘대로 그, 그때야 허가니 뭐니 그저 마음대로 할 때니.
그렇게 됐는데, 그 장순 이씨의 신도비 있잖아. 아 예전에 대관들 사는데 신도비라고 있어요.
신도비를 빼서 감추고서, 어따 파묻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열 한 살적엔가 그것을 찾는다고 황
해도에서 와가지고 모두 불룩불룩한 데는 전부 파보고. 근데 영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 그렇게 사패를 지냈었는 그 문서가 있나? 그냥 말어디 사패라고 말대로

산소근처에서 나무 못하게 말린 효자
효자 이야기는 판교라고 판교 그곳이 전에는 나씨가 사는 데여.
판교 너머로 행촌이라고 하는데 친상(부모의 초상)을 맞고서 광주 어디로 지니다 보니까 거
기 지나다 보니까, 얘들이 낭구를 자꾸 하고, 그냥 하는데 한 사람이 그 산소 앞에서 대성통곡
을 하고 있거든요. 그 행주원님이

했는데, 시방 땅문서니 뭐니 있잖아요? 그게 읎으니까 전부 딴 사람들이, 전부 땅 가로채고 이

“아, 그 무슨 그렇게 우느냐?”니깐

러고 그렇거든. 그러자 왜놈 또 일본놈들이 인자 침략해 오니까, 일본놈들이 왜적들이 분풀이

“내 다름이 아니라 내 선산인데요, 요기 산이 우리 산이라고, 아, 저 되련님들이 와 낭구를 저

해러 또, 일정(일제 강점기) 때 말하자면 침략을 해오니까, 그 장수 이씨 한 집이 여기 살다가 그

렇게 망쳤으니, 그걸 하지 말랄 수도 없고 내가 이렇게 있다.”

종손네를 거기를 찾아 갔거든. 아 그, 우리 시방 내려오는데, 이러이러헌데 저희가 땅 사 가겠

“아, 그러시냐?” 고

느냐고. 아 이 분이 올라와서 아 자기 앞으로 쟀다, 전부.

행주원님이면 그래서 효자집이라고 . 요 근처로는 효자집이 나씨 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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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놓으라.”

원귀를 물리친 10대 조상
우리 할아버지 십 대조께서 춘천 부사또로 예전에 촌가인데 외졌대요.

고. 불을 놓으니까 그냥 불이 막 불길이 하늘에 닿을 법하고, 고목나무가 삽시간에 타서 파란
안개가 일더니,

부임하면 그날 저녁으로 죽고 죽고. 내 십 대조께서 자원을 했어요.

“정 아무씨는 명관입니다. 아무 날 아무 시에 죽을 줄 알라.”

“ 그 춘천으로 신이 가겄습니다.”

고. 휘파람을 불고 파란 안개가 일더니 날아갔어. ‘누구 아무 모일에 죽을 줄 알라’ 고, 그 귀

그랬더니 나라에서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갔지. 내려가니까 동헌 대청에서 황초롱을 밝히
고 인제 밤을 샐 때 아마 새벽 한 시쯤 됐었지. 자정이 지났는데 동헌대청에 황초를 이렇게 양
짝을 그 팔뚝같은 초 있잖아? 그 (초를) 밝히고 밤을 지새우는데, 아 젊은 여자가 머리를 풀어
서 산발하고 목에 칼을 이렇게 꽂고 어여삐 걸어 오더래.
“ 너, 귀신이냐? 사람이냐?” 그러니까

신이.
그때 부사또 있을 때. 귀신이 나왔으니까, 내 구대조께서 안주 명사로 가서 계시다가, 제주
목사로 또 갔는데, 기별을 하니께,
“아무 날 아무 시에 죽을 듯하니, 올라오라.”
고. 그러니께 아들 아니예요? 올라오니까 멀쩡하시거든. 그런데 그 시간에 운명 딱 했어. 그

“예. 저 귀신이올시다.”

귀신이 얘기한 날. 운명을 딱 했는데, 그 후로는 고목나무에서 처음 보고, 그 후로 내 십대조께

“그래, 귀신이면 너 무슨 소원이 있어서 왔느냐?” 고 그러니까

서 부사또 벼슬을 사셨거든. 그런데 제사가 어느 날이냐면 시월 시무 날이요. 아니야 시월 초열

“제가 여기 장 아무개 딸인데, 여기 아전 아무가 겁탈할려고 해서 싫다고 하니까 저를 이렇

흘날, 시월 초 열흘날. 이 몇 년 전에 갔다가, 참 제사에 내가 며칠 댕겼어요.

게 칼을 목에 찔러서 (칼을)이 관아 고목나무에다 올려 놓았다. 여기 사또에게 원수를 갚아달
라고 이렇게 밤이면 들어와서 앉으면 그날로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그런다.”
“아, 그러냐? 내가 원수를 갚아 주마.”
그래 이튿날 새벽이 되니까 아전들이
“이 양반도 또 돌아가 어쩌느냐?” 하고 가서 큰 기침을 해서
“아무 양반이 인자 쌍반이 오셨나 보다.”
그러고. 이렇게 되니, 아침 식사를 딱 지나시더니, 이것 아전들 모아 놓고,
“야! 춘천 군내에 에 강원도, 강원도에서 장작 두 개비, 하고 숯 한 섬.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옛날에는 섬으로 쪼금만 있었어요. 그것을 구해오라.”
고 허니까.

도깨비불에 홀린 사람
아 도깨비불도 있어요. 여기 등짐을 해가지고 어디냐면 거기를 시방 사당동 어디를, 서울서
저, 과천 넘어가 남태령 아래가 그 장승백이라고 있어요. 돌간 밑단에.
거길 가는데 날이 잔뜩 흐렸어요. 잔뜩 흐렸는데 인자 여럿이들 가는 것이지요. 이 집에다 뭣
을 들고 이럴 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소나무에다 등불이 쭉 걸려 있어요.
아 그런데 닭이 우는 소리가 나니까 일시에 없어져요. 그게 도깨비불이에요, 그게. 도깨비라
는게 그게.
그 때가 내가 열다섯 먹던 핸가. 옛날 옛적 일정 때죠. 소나무 틈에 이렇게 그때에, 시방은 길

“아 그건 왜 구하느냐?” 고.

이 좋지만요, 소나무 틈에 그저 소달구지 하나 나서면 짐 싣고 댕길만 했는데, 저기 저 소나무

“그자, 해 오라.” 고 그랬단 말이여. 그러니까,

께에 등불이 쭉 걸려 있어요. 절에 불 켜 놓았던 것 같이. 그게 있는데 그 근처에 절이 있고 허니

“그 고목나무를, 그 큰 고목나무에다 갖다가 전부 장작하고 숯하고 쌓으라.”

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런데 닭이, 절이 훤해. 저 심방절이라고 장승백이 고개로다가 지나가

고 그러드래. 쌓으라고 하니까, 인자 그 춘천군에서 다 모으니까 그건 뭐 태산으로, 강원도에

는 배 있고, 종지기로 내려가는 그 지나가는 내리막길 고개가 있어요. 거기 가니까 닭이 우는

서 전부 모아 논 것을 거두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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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죠. 끊어 내려와 가지구 경상도도 일부 못 끊고, 전라도도 일부 못 끊구 그랬는데, 전라도를

남사고의 예언

끊다 보니까 그 장수가 이렇게 끊고 보니까 자기네 그 조상혈을 끊었다고 그러드라구요. 그 중

명지관 남사고의 일화로 후손이 자기의 묘소를 찾을 것을 예견하였다는 내용이다.
전에 이 인자 정신이 잊어 뻐렸어. 남씨 남, 남 뭐래. 남서골(남사고인듯) 지사로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남지사가 암만해도 자기 친상을 보러 댕기는데

국 장수가.
그래 저 끊고 보니까 자기 조상혈을 끊었으니까, 더 이상 안 끊고 그 장수가 올라갔다는 거예
요, 그 중국으로. 그러니까 그 장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 지형에도 밝구 그런 사람을 중

그런데 저 경상도 내려가서 인자 문경 조령, 문경 새재 고개 있잖아? 연풍이라는데, 문경 고

국에서 아마 장수로 해가지구 아마 조선으로 내려 보낸 모양이죠. 그래 끊다 끊다 보니까 자기

개 못 가서, 저 새재 고개 올라가는 처참(처음)에 보니까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남씨 비석이거

조상혈을 끊고 나니까, 그때부터 안 끊고 도로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은 인재가 경상도허고 전

든. “구대장손 남서구가 개봉청을 헌다.” 고 그렇게 쓰였대.

라도 쪽에서 많이 난다는 이런 얘기요. 전라도도 얼추 다 끊고 경상도로 넘어갈 찬데, 자기 조

자기가 남서구인데요. 비(석)가 있는 데요. 자기가 남서군데요. 아 그런 게 9대, 9대 장손이래
요. 9대 장손인데 ‘이 개봉청를 헌다’ 이렇게 써 있드래요. 그래서 거 보고서는, 그 비석을 보고
표를 했드래요.

상혈을 끊었기 때문에 그냥 그리 올라갔다 그러더라구요. 그래 지금 경상도에서 인재들이 많
이 나고.
아 전라북도도 거의 많이 끊었다고 하더라구요. 끊다 보니까 자기 조상혈을 끊어서 그러고

_정연수(87·남), 고기리

올라갔다 그러더라구요.

<고기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소경석, 전명곤, 김종윤 조사 (1997.5.18)

_이찬순(37·남), 고기리
<고기 2리 이장댁> 박종수, 강현모, 소경석, 전명곤, 김종윤 조사 (1997.5.18)

광교산의 혈을 끊은 중공군
여기 중공군들이 넘어와 가지고 여기 뒷산, 뒷산(광교산)에 내려오는 혈이 있는데, 그 혈을

고기동의 새로운 전설과 일화

끊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산혈을. 그냥 산인데 쭉 맥이 이렇게(앞산을 가르키며) 내려오잖아
요? 그럼 맥을 제일 약한 부분을, 너무 끊기 좋은 부분을 갖다가 끊어버리는 거죠,
인제. 지리적으로 그 옛날에 뭐 따지고 보면, 이렇게 산혈에다가 뭐 쇠말뚝을 박았다는 둥,
쇠물을 부어서 막았다는 등 그런 식으로다가 한 거죠. 산혈을 끊은 것.

윗니게스 아랫니게스
요기 앞에 가면 양쪽 바위가 있다고. 거기에 바위굴이 있는데, 이무기굴이라고 해 가지고, 용
이 되다 만 것이 이무기라고 하잖아? 밭에다 송아지를 매달아 났는데, 두 마리 있는 것을 한 마

왜 그렇게 했냐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장수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장수들이 전부

리 잡아먹었다는 전설이 있었어. 초등학교 다닐 때, 거기를 지나갈 때 발을 쿵쿵 울리면 속이

그 산맥이나 이런 데서 장수들이 많이 나와 가지구 그 중공, 중국이나 인자 일본에서는 우리나

비어서 쿵쿵 울리는 소리가 나고 그랬어. 지금은 길을 만든다고 시멘트로 덮어서 안 나는데, 예

라에서 그 장수들이 나오지 못하게, 장수가 나지 못하게 그 산혈을 끊으며는 그 기를 막아 버리

전에는 속이 빈 것처럼 쿵쿵쿵 울렸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파 봤어 거기를. 한

는 거죠. 산 기를 없애 버리는 거죠.

길을 팠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도로 메웠는데 애들 적에도 일부러 거기를 뛰어가면 소리가

중국에서 내려 와가지고. 오래된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고려 때가 그때 될 거요. 오래 됐을
거예요. 이 얘기.

울렸는데 지금은 안 나지. 이름이 왜 예니게스인지 몰라.
_이재유(78세) 고기동노인회관 2019. 7. 15

그리고 중공군의 장수가 군사들을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저 이북서부터 끊어 내려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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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무덤

아랫니게스 위에 포장된 도로

말무덤이라고 있는데, 어느 분인가

살았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지만 옛날 이야기에나 나오는 얘기라서 자세히는 모른다. 이석순

장례식 때였는데 젊은 혈기에 ‘한 번

전 조합장이 쓴 책에 잘 소개되어 있다. 이무기라는 것은 자체가 모르는 동물로 추상적인 동물

파 보자’ 그래서 팠는데 사람 아래턱만

일 뿐이다.

나오고 숟가락 하나가 나오더라고. 말

_이건술(78세). 고기동 배나무골 자택 2019. 8. 23

무덤이라고만 했지, 팠는데 무구덩이
처럼 둥그렇게 팠는데, 깊게는 팠더라
고. 장사지낸 끝이라 연장이 많았지.

현재 윗니게스의 모습

광석바위

옛날에 가래라고 있지? 가래 괭이 가

장수보신원 앞에 있는 것이 광석이다.

지고 가서 술들 한 잔 먹은 김에 팠더

옛날에 이 넓은 바위위에 흙이 있어서 논도 있었다. 장

니, 말뼈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것

수보신원부터 위쪽으로 다 연결된 바위이다. 그곳에 옛

은 안 나오더라고. 그냥 전설일 뿐이

날에 석상(돌장승)도 있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굴려

야. 그것도. 지명은 옛날부터 말무덤이

없애 버렸다.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지만 얼굴모양을 새

라고 그랬어. 지금은 그 자리에 집이

기고 빙 둘러 담도 쌓았다. 그런 것을 나두었으면 괜찮은

들어와 있는 거지.

데, 냇가로 떨어져서 장마질 때 떠내려간 것 같다.

_이건술(78세) 고기동 배나무골
자택 2019. 8. 23

지금은 큰 바위라고 볼 수 없다. 한쪽으로는 물이 흐르
고 한쪽은 바위돌이니 큰 돌인지 작은 돌인지 잘 구분이
안 된다. 옛날에는 길이 좁은데 길도 바위위에 만들어진

말무덤 자리에 세워진 집 (하수도 공사중)

것이다. 주차장 아래도 바위돌이다. 고기리에 사람들이

굴바위

놀러 올 때 장사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세 집인가 네 집

그 굴에는 나도 가 봤는데, 길에서는 안 보여, 그리고 사람이 들어갈 정도는 못 돼. 동물이나

이 그 바위위에서 평상을 놓고 장사

몇 마리 살 정도로 작은 굴이야. 예전에는 컸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런 얘기를 듣고 어렸을 적

를 했다. 고기리 유원지가 본격적으

에 갔었는데 입구는 찾기도 힘들어. 야생동물이 몇 마리 살 정도로 아주 작은 굴이라서 ....

로 개발이 되면서 그 사람들은 없어

_이덕영(85세). 고기동 손의터 자택 2019. 9. 23

벼락웅덩이

지고, 지금은 다리도 놓고 주자창도
해 놓고 그래서 광석바위가 더 작아

벼락웅덩이

보인다.

고기리농원 옆에 연수원(교회)이 있는 곳을 금수골이라고 부른다. 좋은 물이 흘러서 금수골

_이재유(78세) 고기동 노인회관

이라고 하는데, 계곡 위쪽으로 올라가면 벼락웅덩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다. 옛날에 이무기가

2019.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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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장이고 “안 떼어 먹었어요.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최철환’이라는 선생을 컴퓨터 교

컴퓨터 1호 고기초등학교

육을 보내서 배워 와서 성적 같은 것을 컴퓨터로 처리했어. 교장이 교육청에 들어가서 자랑하

고기리 교회 전도사가 있었어. 제일 먼저 김광현이라고 동기동창이 세웠는데 전도하면서 교

니 교육감이 다른 학교의 교장들한테 “고기초등학교처럼 조그만 학교도 컴퓨터가 있는데 다

회를 지었어. ‘이정자’인지 ‘김정자’인지 여자전도사가 있으면서 전도하다가 돌아가시고. 지금은

른 학교들은 뭐하는 거냐? 그런 것도 못 하느냐?” 그래서 각 학교들이 컴퓨터를 사느라고 혼났

남자 목사가 있어. 먼저 계시던 여자 전도사가 고기리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지. 고기초등학교에

다는 후일담이 있다고 그래.

_이재유(78세) 고기동 장의마을 자택 2019. 8. 25

피아노를 사서 기증한 분이야. 그 당시에 피아노를 사서 기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고기초등학교에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상은 내(이재유)가 체육진흥회장을 하면서 마련한
것이야. 무엇을 하자고 하면 말을 잘 들었어. 고기리, 대장동, 등 집집마다 찬조금을 다 받으러 다

전기 개설

녔어. 고기초등학교를 나왔거나 자식이 다녔거나 한 집들은 돈 내라고 해서, 많이 내면 돈 만원,

이 집(이재오 전 노인회장님 댁) 지을 적에 전기가 안 들어왔어. 이 집을 지은 지 한 44년 정

3천 원, 5천 원 씩 받았어. 그때 걷은 것이 300만원이 넘었지. 내가 낸 것이 5만 원이야. 3만 원, 4

도 됐는데, 배구장 있는 곳에 예전에 부락정미소가 있었어. 정미소 관리를 내가 맡아서 했거든.

만 원 낸 사람들이 있어서 회장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보다 덜 낼 수가 있어? 회장의 명예로 5만

정미소가 처음에는 돈이 남았는데, 나중에는 삯 뜨는 것으로 현상유지를 간신히 하는 정도야.

원을 냈지.

그래서 정미소를 팔아서 집집마다 전기 들어올 때 50%를 보조해 줬어. 한 집 당 40만 원 정도

그것으로 그 당시(70년대) 동상 두 개와 컴퓨터를 샀지. 용인군 전체 학교에서 컴퓨터 있는

비용이 들었는데, 한 집당 보조를 20만원씩 해 줬어.
_이재유(78세) 고기동 장의마을 자택 2019. 8. 25

학교는 고기초등학교 밖에 없었어. 교장이 좋아서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 “회장님 덕분에 컴퓨
터 샀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지만 서두. 교장이 자기 맘대로 컴퓨터를 사 왔거든.
교장이 동상을 세우고 컴퓨터를 사야겠다고 하는데, “동상을 먼저 하고 컴퓨터는 낼 모레 학

철렵

부형회의가 있으니 통보를 하고 사자”고 했는데, 얘기도 안하고 덮어놓고 컴퓨터부터 사자는

옛날에 개동백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개울에 풀면 물고기들이 기절했다가 살아 나. 그러면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눌렀는데, 교장이 덜컥 컴퓨터부터 사 왔네. 날 보고 같이 가자고 그랬으

기절한 물고기들을 잡는 거야. 동네 앞에서는 안 하고, 골짜기에 가서 하면 반양동이 정도 잡

면 조금이라도 나은데, 그때는 동네마

어. 모든 고기들이 다 있었어. 메기, 뱀장어, 쏘가리 등이 아주 많았는데, 가재는 아주 작은 돌맹

다 한 명씩 이사들이 있었거든. 이사들

이만 들어도 있었어. 가재는 전기가 들어오고 나서 없어졌어. 지금 가재 있는 곳은 광교산 산골

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막 얘기하는 거

짜기나 샘물이 나오는 데에서나 볼 수 있지 동네 앞에는 극히 드믈어. 안 보여. 징게미라는 새

야. 왜 회장 맘대로 하냐? 왜 이사들 허

우도 많았는데 없어. 지금은 간신히 피라미와 중태기 정도만 남고 구굴무지가 가끔 보여. 메기

락도 안 받고 덮어놓고 샀느냐? 난리

뱀장어는 저수지가 생기면서 못 올라오는지 싹 없어졌어.
_이재유(78세) 고기동 장의마을 자택 2019. 8. 25

를 해서 교장을 붙들어다 학부모들이
보는 자리에서 “당신 어떻게 하려고

힘이 장사

사온 거냐? 얼마 떼어 먹으려고 그랬
느냐?” 소리를 질렀더니 학부형들이
꼼짝 못하더라고. 그랬더니 선생들이

188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마을

옛날에 나무를 해서 팔았잖아? 우리 동네에 장사가 있었어. 나무를 해서 나무 껍데기를 까지
고기초등학교 이순신 동상

도 않고 한짐을 지고 왔데. 그 양반도 장사야. 우리 집 넘어서 전나무 베어 놓은 것 있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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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재에 집을 지으면 장투리로 넘어가고, 장투리에 집을 지으면 고분재로 넘어갔는데, 저기
용화씨네 집 그 안채 지을 때 보를 할 것 갖다가 고분재에서 베어가지고 고분재 고개 있잖아? 그

야. 나는 여나믄 뭇 이상 못 진다고 했더니 그만큼만 지래. 그러더니 스물 두어 뭇을 지고 나보
다 더 잘 가는 거야.

_이건술(78세), 이재유(78세), 이기현. 고기동 노인회관 2019. 9. 23

걸(보로 사용할 나무) 지고 넘어가는데 서까래 감이 쓰러져 있더래. 그것을 같이 지고 넘어오셨
다니, 옛날 분들이 장사는 장사여. 은준이 그 양반이 베어 넘겨서 길이만 잘라 가지고 껍데기도
안 벗기고 짊어지고 내려왔으니, 지금은 무게를 줄이려고 껍데기 까고 톱으로 켜 가지고 내려
오지. 예전에는 마르지도 않은 것을 껍데기도 안 벗기도 내려왔으니... 저 기둥같은 나무를 여기
서 저기까지 오는 기다란 나무를 짊어지고 왔으니 상상을 해 보셔. 얼마나 힘이 있었나?
_이기현(노인회 총무). 고기동 노인 회관 2019. 9. 23

땅벌
바라산 작전을 올라갔어. 뭐냐하면 용성이가 바라산 올라가는 길에 땅벌 구덩이를 건드렸는
데, 내가 30m 뒤에 갔거든. 돌맹이로 땅벌구덩이를 딱 튀겼는데, 이놈의 돌맹이가 땅벌 나오
는 입구를 딱 맞췄어. 나는 그냥 지나갔단 말이야. 내 뒤의 7m뒤에 동선이가 오다가 동선이만
땅벌에 흠뻑 쏘여 가지고 ‘너 이놈의 새끼 , 땅벌을 튀겨놓고 가서 나만 쏘게 하느냐!’고 난리가
난 거야. 나는 설렁설렁 그냥 지나가니까 용석이하고 누구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라고.

힘자랑
다리를 놓을 때 자갈을 등에 짊어지고 날라야 했다. 가볍게 지고 날라도 됐는데 등허리가 빠

옛날에 또 엿장사가 배나무골에 와서 땅벌에 쏘였는데, 엿을 그냥 내던지고 누가 집어가도
모르더라고.

_이재유(78세) 고기동 노인회관. 2019. 7.15

지도록 짊어지고 다녔다. 예전에는 짊어지기 내기도 많이 했다. 전라도에서 살다 온 성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힘이 장사였다. 지금의 1박2일 앞에서 노인회관까지 거뜬하게 짊어지고 오
네 그랴. 자갈을 넘게 짊어졌기 뭐야. 그것을 짊어지기 내기를 하는 거야.
조사자 :짊어지기 내기 하면 상품 같은 것이 있나요?

도로포장
머내에서 고분재노인회관까지 도로포장을 할 적에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야만 도로확장포

그런 것이 어딨어? 그냥 힘자랑 하는 거지.

장을 할 수 있었어. 이때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은 그대로 받았지만 찍어주지 않은 사람은 그냥

시멘트 한포가 40.2kg되는데, 4~5개씩 짊어지고 나니니까 얼마나 힘이 장사야. 요즘 애들 같

도장을 새겼어. 그 도장으로 도로사용승낙서에 도장을 찍었지. 그 당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으면 200kg 짊어지면 치어죽어. 쌀 두 가마 반을 어떻게 짊어 져? 예전에 짊어지고 한참 갔어.

같이 (당시의 노인회장과 이장) 감옥에 가자고 하면서 그러면서 도로포장을 했는데, 찬조금도

학교에서 운동회날 힘자랑을 한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지게에다 짐을 짊어져 놨어요. 그래서 그

많이 받았어. 찬조금을 받으러 가면 생각이 트인 사람들은 “내 땅도 들어가요? 길이 난다면 얼

것을 짊어지는데, 우리 동네에 다른 사람들은 짊어지지 못하는데, 아 이놈이 지고 일어나서 본부

른 줘야지.” 하면서 “200만원 낼게!” “300만원 낼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땅 들어가면 안

석쪽으로 가서 “어디에다 부리랴?”고 물어보드라고. 얼마나 무거운지 멜빵이 끊어지고 그랬는데.

된다고 질색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 당시에 머내방앗간을 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깐

바람에 이런(한 아름이나 되는) 미루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잘라 놓은 것을 밤에 지러 갔는

깐해. 마음대로 도장을 찍었다가는 나중에 시비가 될 것 같아서 찾아갔는데, “형님네 땅은 조

데, 나도 못지고, 선종이도 못지고 그랬는데 이현이가 그것을 짊어지더니 어디 건너는데 와서

금도 안 건드리고 포장을 하는데, 꼬부라진 부분을 펴야 될 것이 아니냐? 1m는 펴야 될 것이

“쉬어!” 그러더니 “멜빵끈이 끊어졌어!” 그렇게 힘이 장사야. 끊어진 것을 붙들고 왔으니 얼마

아니냐?” 그러니까 “그랴 그랴. 그것은 펴야지. 내 논은 안 들어가지?” 하면서 허락을 했는데,

나 힘이 들었을 텐데.

등기가 나는 것도 아니니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자, 끝내 도장을 안 찍어서 결국 그 논은 구부려

불당골에서 보리를 져 오는데, 열 뭇(단)을 지고 깽깽거리고 오는데 이놈(성배)은 거뜬하게

서 포장을 했네. 지금은 땅이 수용이 돼서 도로가 새로 포장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도로를 구

댕기는 거야. 저녁때가 되니까 서른 서너 뭇(단)이 남았는데 나를 보고 한 번에 지고 가자는 거

부러진 채로 포장을 해야 했어. 고분재 위로는 새마을 사업할 때 도로를 5m도로로 넓히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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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까지 고대로야. 그 위에 포장만 더 하곤 했어.
1972년도에 나라에서 시멘트만 300포인지 지원받아서 모래는 냇가에서 퍼 올려 동네 주민
들이 부역으로 다리도 놓았어.
내가 (당시 이장) 다리에 상판 놓는 전날 밤에는 철근 지키느라 밤을 새우고 나서, 한숨 자고
조금 늦게 나왔더니 늦게 나왔다고 싸움이 나기도 했었어.
_이재유(78세) 고기동 노인회관. 2019. 9.25

금성굴
행여바위라고 고분재 산제사 지내는 곳 위로 있던 바위인데, 진달래 필 적에 보면 꼭 행여(상

고분재 서낭당

고분재에 새로 만들어지는 돌무더기

장투리 서낭당 자리

장투리 서낭당 돌무더기 흔적

여) 같아. 그래서 행여(상여)바위라고 이름붙인 거야.
상여바위 아래로 있는 곳으로, 큰 바위 아래로 사람이 서너 명 들어가 앉을 정도로 뻥 뚫렸

알고 있지, 최근에 이사 온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낭당이 있었는지도 몰라. 서낭당 자리에 있던

어. 그런데 거기에서 물이 나와. 한 3m되는데 댓명은 들어갈 수 있어. 2월 달에 그곳에 가면 물

100년이 넘을 것 같은 물푸레 나무만 크게 자라서 지금도 서 있지. 그곳에 돌부처도 있었는데,

이 얼지 않으니까 도룡뇽 알을 끄집어냈어. 도룡뇽 알이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금성굴이야.

고물상이 가져갔는데 지금은 그 불상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 안이 따뜻하니까 그렇지. 샘물이 나오니까 따뜻해서 얼지 않아요. 물이 많이 나오거나 넘
치지 않는데 항상 고여 있어.

그곳에 지나갈 때 마다 돌을 놓아서 돌무더기가 꽤 높았는데, 여름에 놀러온 사람들이 그곳
에 그늘이 지니까, 돌무더기를 평평하게 펴 놓고 거기서 놀고들 가고 그랬어. 서낭당인줄 알고

도룡뇽 알 가져다 먹었지. 허리 아픈데 좋다고 그러는 거야. 도룡뇽 에미도 먹는 사람도 있

그랬겠나. 우리 동네 돌절구도 있고 지경돌도 있고 그랬는데, 민속촌 같은 곳에 팔아먹으려고

어. 원래는 금수굴이야. 금수굴. 좋은 물이라는 뜻으로 금수굴이라고 했는데, 말이 변해서 금성

그런 것을 사러 다니는 사람들이 다 훔쳐간 거야. 그런 것만 보면 죄 주어가고 없어지고 그러지.

굴이라고 하는 거지. 그곳은 등산로가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가기 때문에 혼자서는 가기 힘들

우리 동네 지경돌은 이 동네서 집 지을 때 빌려가고, 저 동네서 빌려가고 그랬는데, 빌려가서

어. 산제사터는 찾아가기 쉬운데 금성굴은 아는 사람이나 찾아가지 모르는 사람은 힘들어.
_이건술(78세) 고기동 노인회관. 2019. 9.25

안 가져오고 챙기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없어졌지.
고분재 서낭당은 돌무더기가 참 커. 그곳의 나무는 참나무야. 굴참나무지. 털 부옇게 나는 도토
리 열리는 것 있어. 그 나무도 오래된 것이라 겨우살이가 열리고 그랬어. 오래된 참나무야. 누가
겨우살이를 잘라가서 그렇지, 몇 해 전에도 났어. 좋다고 하니까 전부다 잘라 갔지. 지금은 없어.

서낭당

서낭당이 고분재 고개 중턱에 하나 남아 있어 지금. 옛날에 무속인들이 천 같은 것 걸어놓고

학교 갔다 밤이 늦게 달밤에 돌아오는데, 누구네 논 거기서 손이 열댓 개 달린 손이 귀신이

제사지낸 흔적 같은 것도 있고. 거기 있는 돌무데기가 굉장히 크지. 지금 현재 등산로에 돌무더

나타났어. 소름이 쫙 끼쳐 가지고 무서워서 막 달리는 거야. 그런데 그게 소나무 솔잎파리 그

기가 있어. 우리도 안양 갈 적에 돌 하나 갖다 놓고 다녔는데. 옛날에는 오색천 같은 것도 갖다가

림자가 달빛에 비쳐 가지고 거기에 놀란 거야. 그곳이 서낭당이라서 머리가 쭈뼛하는 거지.

찍찍 찢어서 매어 놓고 그랬어. 과일 같은 것도 놓은 것이 있었고, 고분재 고개가 고불고불해요.

지금은 장투리의 서낭당은 없어졌어. 예전부터 살던 사람들만 그 자리가 서낭당 자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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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사리고개
말구리 고개를 넘으면 굴다리 고개가 요렇게 (손으로 고개를 표시) 문정중학교 까지 가는데
아홉고개를 넘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아홉사리고개라고 그랬어. 고개를 올라갈 때는 걸어가고

것보다 가까우니까 맨날 그리고 다니는 거지.
조사자 : 학교에 갈 때는 정해진 시간 안에 가야하지만 집에 올 때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
는데 집에 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내려갈 때는 뛰어갔어. 그래서 문정중학교까지 가는데 한 시간 걸렸어. 동천동에서 풍덕천 넘

대중없어요. 올 때는 한 시간도 걸리고, 놀 때는 두 시간도 걸리고. 여름에 일찍 끝나면 저수

어가는 고개가 아홉사리 고개여. 큰길 말고 샛길인데, 동천동에서 수지중학교 있지? 그러면 수

지에서 놀다가 오다가 딸기도 따 먹고, 딴 짓 다 하고 오는 거지. 그때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아?

지중학교로 해서 토월로 넘어가는 데가 고개가 높진 않은데 아홉 개라고 해서 아홉사리고개

찔레 꺾어 먹지, 쉬엉 꺽어 먹지, 삘기 뽑아 먹지. 그때는 먹을 것도 많았어요. 지금 애들은 먹으

여. 손골로 넘어가서 동막골로 해서 가는 고개여. 옛날에 코스모스백화점의 정기성의 산소가

라고 해도 못 먹어요.

있고 그런 데를 지금은 모를 꺼여. 지금 현대그린프라자 있는데 비석도 있고 그럴 거야. 동네에

그리고 낙엽송 쭉 뽑아서 꽁무니에 말 꼬랑지처럼 매달고 다니고 참...

서 현대그린프라자 옆의 공원( 수풍공원)에 공적비를 하나 세워줬지. 거기가 방죽골 들어가는

그때는 놀이거리가 없어서 그런 거여. 그때는 제일 많이 한 오락이 딱지치기와 자치기 그리

입구 수풀이었는데 거기가 아홉사리고개가 끝나는 지점이야. 말하자면 방죽골 초입이니까 옛

고 험한 운동은 ‘가위탱이’라고 일본놈들이 말하는 전투하는 거야. 군사훈련이나 똑같은 거야.

날에 느티나무를 쫙 심었는데 지금도 몇 나무가 남아 있는 거야. 지금은 공원으로 조그맣게 빼

지금 아이들은 그런 것도 모르지만 공차는 것도 싫어해. 컴퓨터만 가지고 맨날 그러지.

놨지. 옆에 봇도랑이 쫙 있었고, 지금은 다 메꿔졌지만.

_이건술(78세), 이재유(78세), 이기현. 고기동 노인회관 2019. 9. 23

그전에는 공원에서 문정중학교까지 쾌 멀었던 것 같은데, 한참 걸어갔지. 지금 보면 열 발자
국도 안 되는 것 같아. 애들 적이라 먼 거야.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 안 되긴 안 됐어. 거
기서부터가 방죽골인데, 방죽골부터 아카시나무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풍덕천 사거리로 오는

갓바위
갓바위는 산사랑에서 600m정도 올라가면 있었는데, 바위위에 모자같은 바위가 하나 올라
가 있어서 갓바위라고 불렀다. 그러나 지금은 갓이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몸통만 남아있다.
동네청년들이 30~40년 전에 장난하다가 떨어뜨렸다. 갓부분이 흔들흔들했다. 설악산의 흔
들바위를 밀면 움직이는 것처럼, 갓바위로 움직여 보자고 장난으로 밀어 떨어뜨려보자고 했던
것이 아래로 굴렀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 바위가 갓바위였는지 모른다.
_이건술(78세) 고기동 배나무골 자택 2019. 8.23

배나무골
배나무가 여기 370번지인지 371번지인지에 있었는데, 나한테 10대조가 낙안군수를 하셨
어. 군수를 마치고 고향으로 와서 보니까 늙은 고목이 다 죽어가는 나무에서 배가 하나 열렸다
수풍공원 – 아홉사리 고개 끝에 있던 느티나무들이 아직 남아있다

194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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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이목동이라고 배나무골이라고 지었다고 그러

일제 강점기 때 포수 그러면 총 잘 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는데 전설이야. 기록은 없는 거야. 우리 10대조가 본

유명했던 사람인데, 여기서 살던 박씨 그러면 다 아는 사람인데 그 아들은 총을 못 쐈어. 총을

거니까 배나무는 없어. 300년 전이니까 나도 본 적

동생한테 물려줬다고. 동생이 죽으면서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아들이 가지고 있다가 총기 반납

은 없어.

할 때 반납했지. 지금은 총기를 반납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
_이재유. 고기동 노인회관 2019. 7. 15

_이건술(78세) 고기동 배나무골 자택 2019. 8.23

호랑이와 박문선 포수

날벼락 맞은 구렁이

우리동네 옛날에 박문선이라는 양반이 있었어. 포

이 동네에 절굴이라고 있었어. 절굴. 거기에 옛날에 화전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일을 잘 안하

수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총을 잘 쏘는 아주 유명하

러 가는 거야. 커다란 구렁이가 있어가지고, 노인네들이 일을 하는데 그곳은 안가니까 품값을

신 분이야. 이양반이 함경도로 일본사람들이랑 같이

곱쟁이를 줬어. 옛날에는 없이 사니까 품값을 두 배로 준다니까 몇 놈이 돈 보고 갔지. 해는 쨍

호랑이도 잡으러 다니고 멧돼지도 잡으러 다녔는데.

쨍 나는데 조밭을 메는데, 화전을 메고 있는데 구렁이가 사람을 잡아먹으러 온 거야. 그런데 햇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래. 총을 쏠려면 박문선이만큼

배나무골 – 배나무가 있었던 자리라고 함

볕이 쨍쨍 나는데 날벼락을 쳤어. 날벼락을 맞고 구렁이가 죽었는데 죽은 것도 몰랐지. 벼락을

쏴야지. 그래서 당신 박문선 잘 알우? 그러니까 잘

치니까 이양반이 놀라서 집으로 와 버린 거지. 얼마 지난 후에 가보니까 구렁이 썩는 냄새에 그

안다고 하니까 내가 박문선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양반이 이 동네에도 일화가 있는데, 실질적

근처를 갈 수가 없었다고 그래.

으로 있었던 일이야. 호랑이 사냥을 갔는데, 호랑이에게 총을 쐈는데 빗맞아서 다치기만 했지

옛날에 여기 큰 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전설이 많이 내려왔어요. 우리도 애들 적에 이

죽지는 않은 거야. 이 동네서 몰이꾼으로 간 사람이 왼팔인지 오른팔인지 물렸다는 거야. 그런

정도(손바닥으로 굵기를 만들었는데 직경 20cm정도)되는 것도 봤어. 나도 저사람(형제분 중

데 호랑이가 허리를 바짝 껴안으면 머리를 못 움직인다는 구만. 그런데 그몰이꾼으로 간 양반

한 분) 아버님한테 들은 얘기야. 여기가 그런 댈세.

이 호랑이에게 물리구서도 허리를 바짝 껴안은 거야. 그 사람이 포수보고 하는 소리가 “야! 이

_이재유. 고기동 노인회관 2019. 7. 15

왕 나는 죽을 것이다. 호랑이한테 죽으나 너한테 총맞아 죽으나 똑같으니까 그냥 쏴라!.” 그러
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옛날에 엽총에 실탄을 재어 쏘는데, 호랑이나 멧돼지를 잡을 때 실탄을
한 개 넣는다 두 개 넣는다 그러는데 그 양반이 실탄을 두 개 넣은 것을 한 개는 빼 버리고 “야!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라!.” 그러고는 호랑이 입을 맞췄다는 거야. 호랑이를 잡았지만 호랑이한
테 물린 양반은 앓았다는 거야. 앓을 수 밖에.
앓면서 헛소리를 했는데, “날 살려라! 어흥” 김동선이라는 사람 증조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거
야. “날 살려라 어흥, 문선아 날 살려라 어흥!”

국군을 숨겨주고 매를 맞다
국방군이 6.25 때 후퇴하다가 고립돼서 한달 정도 고분재에서 있었다는 이야기를 쓰는 것이
좋을 꺼야.
열 몇 명이 마을에 숨었었는데, 다는 안 죽고 탈출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거기서 많이 죽어서
동네 사람들이 장사를 지냈다가 나중에 유해발굴단이 파 갔지. 고분재 동네에서. 그런데 그것

일화지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야

이 왜 발각이 됐냐면 동천리 솟대마을 고개에 밤나무 수풀이 있었는데, 국군들이 탄약을 거기

조사자 : 박문선이 언제적 사람이지요?

에 쌓아놓은 것을 국군들이 동네사람들을 시켜서 운반했다구. 그래서 북한군들이 국군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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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알고 비오는 날 새벽에 일찍이 올라온 거야. 옛날에 우비라고 있어. 도롱이를 쓰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하고 큰 누나는 바깥에서, 옛날에는 바깥에서 밥을 하잖아? 총소리가 들리

총을 거꾸로 메고 쾡이를 어깨에 이렇게 메고 온 것을 보초서는 사람이 농부인 줄 알고, 그러니

니까 대문밖에서 착 엎드린 거야. 총을 막 이렇게 한 거지. 우리는 뒤에 집이 이렇게 있으면 옛

까 보초가 느슨한 거지. 누구네 집에 몇 명이고 누구네 집이 몇 명인 것을 다 아니까 습격을 해

날 시골집이니까 골방이 있어. 골방으로 들어가서 전부 이렇게 숨었다가 총 맞아 사람들도 죽

가지고 탈출도 못하고, 아궁지 속으로 들어가다가 죽고 모두 6명인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으니까 전부 저리로 도망을 가는 거야. 뒷산으로 도망을 간 거야. 갔다가 어른들은 돌아와 가지

밥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인민군들한테 네 사람인가 매를 맞았는데, 세 사람이 골병에 일찍 돌

고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싣고, 전멸을 당했어. 상사 한 사람만 살아가지고, 그 사람이 참 대

아가셨다는 거야.

단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야. 대위도 아니고 상사인데, 동네사람들이 전부다 여기서 밥을

옛날에 호두나무집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개울에 다리가 없고 징검다리에서 매를 맞아가
지고 머리가 터지고 해서 피가 개울에 뻘겋게 흘렀다는 거야.

해 먹였으니까 동네사람들도 죽는 거야. 그런데 그사람이 동네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 사
람들은 밥을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을 밥을 안 해 주면 우리가 총을 쏴 죽인다고 우리 밥 안 해

탈출한 사람은 나중에 살아서 찾아 왔더래. 고맙다고.

주면 다 죽인다고 해서 밥을 해 준거지, 해 주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절대 건드

왜 밥을 해 줬는냐? 군인들이 총을 들이대고 밥을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해주냐 하는

리지 말라!” 고 그런 거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핑계를 댄 거야.

조사자 : 그 상사도 죽었어요?
_이건술(78세) 2019 8. 9

그 상사는 인민군들이 데려갔지. 저 밑에 절 있지. 절 밑에 헛간 나무에서 매 맞고 그냥 별 고
문을 다 시킨 거지. 그러다 끌고 내려갔는데, 동네사람들이 전부 다, 어른들이 지금까지 다 얘

조사자 : 6.25때 집집마다 국군을 숨겨주고 그랬다고 들었는데요?

기하는 거야. 지금 장교가 그런 사람이 있어? 그렇게 매를 맞고서도 너희들은 우리 부하들은

여기 국군들이 집집마다 2명이상씩 다 재워줬어, 우리집에도 2명이 있었고, 재워주고 밥 주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날 죽이고 여기 일반인들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우리 밥

고 그랬는데 인민군들이 아침새벽에 습격을 한 거야. 우리 아버지는 항상 바쁘셔가지고 새벽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을 밥 안 해 주면 죽인다고 총 갖다 대고 이렇게

에, 일을 하기도 전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 아래 일을 하러 가는데, 흔히들 보초서는 거야. 한

하는 것을 뭐라 그래? 협박해서 강제로 밥 먹은 거니까 저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놈씩 보초 설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저 아래 나가니까 인민군들이 올라오고 있어. 그래서

건드리지 않았지. 그때 밥을 국군을 위해서 해 줬다고 하면 다 죽는 거지.

도로 올라와서 “저기 인민군들이 오니까 빨리 대처해라” 그때 국군들이 빨리 일어나서 도망가

조사자 : 밥 해 줬다고 매 맞은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면 됐는데, “아이 걱정 말아요. 괜찮아요. 걱정 말아요!” 말을 안 들은 거야. 걱정 말라고 하니까

맞았지. 여기 옆집 아버지도 반장 봤어요. 그때 반장 본 사람도 죽일 것인데 안 죽이고 죽도

우리 아버지는 저 아래로 일하러 내려가셨어. 우리 집에 있던 국군 두 사람은 여기 사랑방에 살

록 매를 맞았어. 그때 하도 매를 맞아 가지고 기운 시(세)고 건강하던 사람인데, 평생 몸이 안 좋

았지. 그런데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전부 전멸 당했지 뭐. 보초만 정확히 잘 섰으면 그렇게 안

아가지고 환갑도 안 돼 돌아가셨어. 평생을 고생하셨어. 병고생으로 돌아간 거야. 그 양반은. 우

죽는 것인데, 그리고 바로 윗집에도 두 명이 살았는데, 그 중 하나가 총을 고부라진 총을 가지

리 아버지는 반장이 아니라서 매를 안 맞았는데 그 당시에 반장을 봤다던지 이장을 봤다던지

고 다녔어. 총도 요렇게 고부라진 총이 있었어. 고부라진 총을 가진 사람이, 그때가 내가 다섯

공무원을 한 사람은 죽는 거지.

살이니까 생각이 나. 요 때(양력 8월)니까, 마루에서 자기들끼리 놀음도 하고 장난도 하고 노는

조사자 : 그때 살아남은 국군이 고맙다고 인사 왔다고 하던데요?

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 “야! 너희들은 다 죽어도 난 안 죽는다.”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

그 사람이 고부라진 총을 가졌다고 했던 사람인데, 옆집의 아들이 군대를 가서 논산훈련소

어. “너들은 다 죽어도 난 안 죽어!”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여기서 총소리 나는 것을 보고 뒷

에서 훈련을 받고 휴가를 오는데 딱 만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살은 것을 안 거지. 만난 사람

산으로 들이뺐어. 1개 소대가 몇 명이야? 전멸 당했어. 상사가 대장이거든. 총소리가 막 들리고

이 ‘이현산’이라고 ‘이찬순(현 통장)’의 작은아버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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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이현욱(74세) 고기동 자택 2019. 8. 10

비가 좋으니까 흙을 받아서 합친 거지. 처음에는 그 땅이 32개 다랭이였는데 몇 개로 합쳤다가
다시 지금은 한 개로 합쳐져서 넓은 논이 되었지.

그 바람에 우리 작은 아버지도 매를 맞으셨어. 작은아버지가 대한청년단 단장이었는데, 고

_이건술(78세), 이재유(78세), 이기현. 고기동 노인회관 2019. 9. 23

분재 분들이 와서 쌀 좀 달라고(숨겨준 군인들 먹이기 위한) 먹을 것 좀 해 달라고 하니까 동네
의 쌀을 걷어다 주었다고 그래. 나중에 괴뢰군(인민군)이 국군을 잡아서 어떻게 먹고 살았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걷어서 해 줬다고 그랬더니 잡아다 매를 엄청 때렸대. 매를 맞아서 골병들어

호식당한 자리에 있던 소나무

서 돌아가셨어. 그 당시 학교 있는 동네가 빨갱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그쪽 사람

우리 어려서 호랑이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요.

들하고는 상대를 안 했었어. 그런데 나이 한 30살이 되고서는 상대를 안 하면 안 되겠어서 상

수원에 갈 때 소를 몰고 가면 옆에서 호랑이가 옆에서 같이 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를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고분재에서 호식 당했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제사를 지냈다는 집이 있었
_이재유(78세) 고기동 장의마을 자택 2019. 8. 23

는데 지금은 안 지내. 그 집이 무했어. 사촌은 살고 있는데, 그분이 삼형제인데 아버지가 호식
을 당한 것 같은데 손자가 살아 있다구.
호랑이게 물려갔다는 장소에 소나무가 큰 게 있었는데, 그 자리에 산제사를 지내다가 지금

광교산의 혈을 끊은 사람들은?

은 안 지내지만, 어떤 집에서 그 나무를 베어다 절구를 만들었는데 그 집이 다 망했다고 그래.

혈을 끊었다구? 중국 사람들이 아니고 왜놈이 끊었어. 우리는 왜놈이 입에 붙었어. 일본사람
이 아니고 왜놈이야!

그 집에서 제사지내던 자리를 알고 그랬지. 그 소나무가 상당히 컸는데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
니까, 잘라가 절구를 만든 거지. 웬만하면 그런 것을 건들지 않는데.. 서낭당 이라든가 그런 것

일제 강점기 때 그랬겠지.

을 잘 안 건드리잖아?

어느 시대인지 모르는데, 혈에 구덩이를 파고 쇠말뚝도 박고 강회를 부었다는 거야. 우리 종

_이건술(78세). 2019.8.23

산위에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포크레인을 들여서 그 자리를 파 봤는데,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
어. 쇠말뚝도 없고 강회도 없고. 말만 전해오는 거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
_이건술(78세) 고기동 노인회관 2019. 9. 23

지금 내가 일흔 다섯인데, 옛날에 뒤의 집이 내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큰 이런 나무(두 손으
로 한아름)를 잡아다가 뿌리까지 빼온 거지. 그 양반이
_이현옥(74세). 2019.8.23

옛날의 놀이
노는 것이 제기차기 아니면 자치기, 진또리 등이 있었지. 진또리는 편을 나누어서 집을 각자
정해 놓고 집에서 나가서 상대편을 건드리면 상대가 죽는 거야. 지금의 야구하고 똑같아.

광교산으로 숨은 전라도 학생들
옛날에 전라도 사람들이 데모했잖아? 1980년 여름 그 당시에 20~30명이 와서 광교산에 숨

옛날에는 축구공이 없으니까 새끼 꽈서 둥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차고, 또 돼지 오줌보

어 있었어. 경찰들이 매일 잡으러 다녔어.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보지도 못 했지만, 보더라도

로 만들어 차고 다 그런 거지 뭐. 큰 논에 가서 했는데, 옛날에 큰 논이나 있어? 지금은 1,000평

그 사람들은 학생 아니냐? 우리가 고발해서 잡아가면 좋겠냐?” 고. “보지도 못 했지만 할 수도

짜리 논이 있는데 그것도 합쳐져서 그렇게 커졌지, 처음에는 30배미 이상 됐었어. 지금이야 장

없다!” 그리고 비가 오면 여자애들이 비를 맞아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개같아서 너무 안 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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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어. 그래서 여기 지리를 가르져 주면서 빨리 피해라고 했지. 그리고 뭐가 필요하면 줄 테니
다른 곳에서 훔쳐가지 말라고 했다. 다른 곳에서 물건을 훔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고 고
발을 할 테니 훔쳐가지 말라고 했다. 그 아이들은 나중에 어디 취직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학생들이 산에서 자니까 부모님들이 지고이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많이 봤다. 여기 있으

2│

5

통과의례로 본 주민 삶

면 잡히니까 빨리 가라고 했는데, 한 달 넘게 있다가 갔다.
_관음사 주지 스님. 관음사 2019. 9. 23

속리산 야유회
지금도 일 년에 한 두 차례
씩 마을에서 단체로 버스를
대절해서 야유회를 다녀온
다. 장투리에서는 처음으로

통과의례

마을 야유회를 속리산으로
갔다고 한다. 야유회 비용을
모아두었던 비용으로 간 것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출생, 혼인, 죽음 등 일생의 전환점마다 겪

이 아니라, 일 년 동안 농사

게 되는 의례를 통과의례, 평생의례라고 한다. 흔히 관혼상제라고 일컬었으나 관례가 사라지

를 지어서 매상을 한 돈으로

고 출산 의례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통과의례, 평생의례라고 불리고 있다.

처음 간 곳이 속리산이었다.

장투리 마을의 속리산으로 첫 야유회 (1979년도)

통과의례는 우리 민족의 삶과 의식이 반영돼 있는 문화원형이며 지역적 특색을 보이기도 한다.

저유소 자리에 논들이 많았어. 젊은 사람들한테 “(일하러) 와” 그러면 다 몰려와. 그때는 뭐
하자고 하면 말들을 잘 들었어. 그 때 벼 한 20가마 했나? 그것을 매상을 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속리산에 놀러 갔다 왔지. 처음으로 동네에서 놀러 갔다 온 거야.

상례와 제례는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특히 상장례의 경우 1973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장례산업이 발달하면서 전통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
시제를 지내는 풍경도 많이 달라져서 제실에서 한번에 제를 올리는가 하면, 출가외인인 딸

_이재유 (78세) 고기동 장의마을 자택 2019. 8. 23

들도 시제에 참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제를 마친후 음복도 주변 식당에 맞추는 등 전체적으
로 간소화, 편리화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고기동 마을에서 행해지던 출산, 혼인, 상례, 제례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석순 전 수지농협조

│김정희

합장과 부인 정경애씨의 구술과 마을회관에서 만난 이재유, 이교순 어르신 등의 구술을 통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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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

에 걸터앉지도 말고 찬 돌 위에도 앉으면 안된다고 했다.
부엌에서 도마에 칼질을 할 때도 난폭하게 하지 말고, 생선을 먹더라도 토막 치지 않은 온전

아기의 출산과 관련한 기원, 주술, 금기 등 모든 의례를 출산례라고 하며 산속(産俗)이라고

한 형태의 생선을 먹으라고 했다. 또 임신 초기에는 닭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다. 이는 행동과

도 한다. 출산례는 보통 아기를 점지해 줄 것을 기원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산신이나 미륵을

음식에 대한 금기라고 할 수 있다.

찾아다니면서 자녀를 갖게 해달라고 비는 기자속, 임신후의 풍속인 임신속, 그리고 출산부터

반면 권장하는 부분도 있었다.

첫 돌때까지 출산속으로 나뉜다.

항상 음식을 할 때는 넉넉하게 해서 이웃과 나눠먹되 아기 가진 사람이 제일 어른이니 먼저

우선 기자속은 치성과 주술로 나뉜다. 치성은 절을 찾아가 불공을 드리거나 미륵이나 큰 바

먹을 것을 덜어놓고 나눠드리라고 했다. 또 마당을 쓰는 등 몸을 움직이는 행동조차도 운동이

위 등 영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연물에 비는 행위다. 주술은 특정한 물건을 몸에 지니거나 음

된다며 긍정적으로 즐겁게 일 할 것을 충고했고 어른을 대할 때는 극진히 정성껏 모시라고 일

식을 먹는 행위 등을 일컫는다.

러주었다.

고기 2통의 이교순(76)씨는 혼인 후 5년만에 첫 아기를 낳았는데 어머니가 절을 다니셨기
때문에 절에 가서 불공을 올리셨는지는 몰라도 부인이 어디를 찾아다니면서 빌거나 한 일은

“어머니는 모든 생활에 조심해야 할 부분과 마음가짐 등을 세세하게 일러주셨어요. 어머니

없다고 했다. 아내는 아기가 안생겨 조바심을 했지만 이교순씨는 팔자에 있으면 자식을 낳게

말씀대로 따르니 생활도 재미있었고, 칭찬 들을 일도 많아져서 뱃속 아기가 좋은 말만 듣게 돼

될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아내를 안심시켰다. 4년만에 아기가 저절로 들어서서 5년째 첫

최고의 태교가 된 것 같아요.”

아기를 낳았고 아들 형제를 뒀다.
고기 3통의 이재유(79)씨는 임신한 부인이 오징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말린 오징어를 사다
임신속은 특별히 금기시되는 행동이나 음식이 많다. 일단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부는 몸가

준 일이 있다고 말했다.

짐을 조심하고 먹는 것도 가려먹는 등 아기를 위해 엄마가 매사를 조심해야 했다. 반면 권장되

“원래 옛날에 임신하면 닭같은 건 안먹어. 작은 짐승은 안먹는거여. 생선은 괜찮아. 닭은 사

는 행동이나 권장음식도 있었다. 가족에게도 금기음식과 행동이 있었다. 이같은 내용을 통틀

람 살이 닭살 같아진다고, 오리고기는 손가락 붙는다고 안먹어. 무우를 자르면 귀가 나잖아. 반

어 태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이 비과학적인 경우가 있다. 따라서 태교를 미신이나 속설

듯한 마음을 가진 자식을 낳으라고 모서리도 안먹었고. 사실 오징어 문어 낙지는 잘 안주는 거

정도로 여겼다. 최근에는 미신적 요소 외에 과학적 부분이 속속 증명되면서 태교의 중요성이

야. 뼈 없는 거라고 형성이 잘 안되고 낳아도 힘이 없다는 말이 있었거든.”

강조되고 있다.

이재유씨는 태교의 금기음식은 “사실이 아닌 거를 진실처럼 만들어가지고 조심했어”라면
서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자식을 위해 다 지키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고기2통이 고향인 이석순(76·전 수지농협조합장)씨 부인 정경애씨는 첫 아기를 임신했을

말했다.

때 친정어머니로부터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 세세하게 들었다고 했다. 평소 어머니 말씀을 잘

그러면서도 막상 아내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따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시키는대로 실천했다. 이는 요즘 태교라고 일컫는 영역에 모두 속하

“한번은 오징어가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마른 오징어. 근데 오징어를 먹고 싶다는데 어떡

게 된다.
당시 밭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줄을 매어 놓는 경우가 많았고, 좁은 도랑도 많았다. 정경애
씨 어머니는 절대 넘어 다니지 말고 돌아서 다니라고 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지 말고, 툇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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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날 수원장에를 갔지. 그런데 오징어 먹고도 아기는 건강하게만 잘 태어나서 튼튼하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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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영향 등 사실 무근의 이야기이지만 옛날에는 외형을 보고서 혹여나 닮은 아이를 낳을

이석순씨 첫째 자녀는 산부인과에서 출생

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꺼렸다고 할 수 있다.

했다. 부인 정경애씨는 양수가 터지는 바람
에 농협트럭을 타고 수원에 있는 산부인과

임신했을 때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아들 딸을 짐작하기도 했다.

로 급히 갔다.

이교순씨는 “눈으로 봐도 80% 짐작할 수 있죠. 아들 가진 사람들은 뒤에서 보면 몸이 두리

촉진재를 놓고 의사와 간호사가 자리를

두리 해보이고 딸 가진 사람은 뒤가 두리두리하지 않고 앞 배만 볼록하게 나오죠”라고 했다.

비운 사이에 아기를 출산하게 돼 아무 경험
도 없던 부부는 놀랐다. 이석순씨가 허둥지

이석순씨는 어렸을 때 들었던 본인의 출생담 이야기를 들려줬다.

둥 나가서 의사를 데려왔다. 병실에 난방도

“내가 막내여서 우리 어머니가 46세에 나를 낳으셨어. 우리 어머니가 10명을 낳으셨어. 자란

안돼 있던 것을 친정어머니가 와서 보고는

사람은 칠남매야. 세분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큰 형님하고는 내가 19살 층하가 지고. 옛날에

병원측에 항의를 하자 난로를 두 개 가져다

는 방에다 볏짚을 깔고 출산을 했어. 산파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였기 때문에 이웃동네가 다

놨는데 정경애씨는 정신을 가다듬고 나니

친척이니까 당숙모 같은 분이 오셔서 받아줬겠지. 태는 가위로 잘랐어. 볏짚과 태는 이삼일 뒀

난로가 있어도 서늘함이 느껴졌을 정도로

다가 아버지가 마당에 돌을 양쪽으로 세로로 세워놓고 가운데 부분에 놓고 불에 태웠어. 기저귀

첫 아기 출산 때 경황없이 힘들었다.

와 배넷저고리를 준비했다가 입혔는데 부모님의 낡은 옷으로 기저귀를 만들었고, 형제가 많으
니까 배넷저고리는 대물려 입었어. 내가 1944년생인데 살기가 어렵고 고기리 산골마을 농가다

둘째 때는 친정어머니가 친정집이 있는
배넷저고리와 두렁치마. 배넷저고리에는 장수를 기원하여 옷고
름을 실로 했다.

안양의 신영순산부인과로 데려가서 출산을

보니 산후조리는 보통 3일정도 했어. 미역국은 손수 끓여 드셨던 것 같아. 아들을 낳으면 왼새끼

했다. 조산사가 배를 밑에서 위쪽으로 쓸어

를 꼬아서 고추와 숯을 매달았고, 딸을 낳으면 솔가지와 숯을 끼워 삼칠일(21일)까지 매달았어.

올려 주면서 끝까지 신경을 써주어 아기를 잘 낳았다고 했다. 퇴원할 때 조산사에게 고맙다는

돌 때 수수팥떡하고 백설기를 이웃에 돌리면 답례로 실타래를 담아 돌려줬는데 이것은 오래 살

말을 전하지 못하고 나온 것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아있다고 했다.

라는 기원같은 거였지. 어머니 젖이 안나오고 밭에 일하러 간 동안 누나가 콩고물을 먹였는데
내가 그걸 먹고 체했지. 체했을 때는 민간요법으로 자기가 먹은 음식을 태워서 물에 넣어 우러
난 잿물을 먹으면 병이 나았어. 그리고 손가락 같은 곳을 바늘로 땄지. 사관을 딴다고 하지.”

이교순씨 부인은 병원에서 출산했다. 먹고 살기 힘든 때라서 그 시절에 돌잔치는 물론이고 돌
잡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교순씨는 돌잡이를 했고 아기가 공책을 잡아 기뻤다고 했다.

이석순씨는 또 “이웃에는 엄마 젖이 안나와서 미음을 먹였는데 그게 체했는지 갓난쟁이가 숨

“머내 내려가면 자가용 가지고 나라시 뛰는 차들이 있어. 렌터카 비슷하게. 옛날에 첫째를 낳

을 안쉬니까 부모가 아기가 죽었다고 판단해서 둘둘 말아 윗목에 밀어뒀는데 그 다음날 아기가

을 때 한약인데, 무슨 탕을 먹이면 출산을 빨리한다고 해서 심영창(한의사)한테 약을 두 첩 해

울어서 생명을 잇는 경우도 있었어. 아기가 죽으면 곧장 묻지 않고 혹시나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다 데려줬는데 밤새 헤매고 못낳는거 아냐. 심영창을 부르러 뛰어가는데, 한약방이 동천동에 있

거지. 혼자서 일하다가 방에 들어가서 아기 낳고 나와서 바로 일하는 경우도 있었지”라고 했다.

으니 8킬로야. 그때는 젊어서 힘은 안들었어. 그런데 아는 사람이 나라시 차를 타고 올라오더라
구. 야, 내가 사정이 이런데 어떡하냐. 그 사람이 야, 니가 차 가져가라. 심영창까지 태워가지고

1970년대만 해도 농촌에서는 출산을 보통 집에서 했다. 그러나 양수가 터지거나 난산일 경
우에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 출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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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주라고 해주는 약인데 그것이 효과가 없고. 그래서 한의사를 직접 데리고 집으로 올라간

는 집이 많았다. 요새는 부조를 보통 현금으로 하지만 과거에는 국수며 감주 등 음식으로 해가

거야. 본인이 봐준다고 했는데 본인이 안되겠다, 산부인과 가자. 심영창이가 왕진해서 돈을 받

는 경우가 많았다.

으련만 애기 못 낳는 줄 알다가 애기 낳은 것만 해도 반가운데 무슨 돈을 받냐고 십원도 안받더
라고. 심영창 한의사. 한의원이 지금 중앙약국 자린데 집에서 출산하려다가 안되서 병원으로 간

“신식으로 결혼 하려면 수원으로 나가고 번잡스러워서 그때만 해도 돈도 덜 들고 집에서 하
는 게 더 나니까.”(이교순)

거지. 애들은 다 그 병원에 가서 났어. 하룻저녁 자고 세 명이 이튿날 택시로 집으로 왔어. 금줄
을 21일동안 쳤어. 나는 거의 한 달간 아내한테 일을 안시켰어. 결혼한 지 50년이 됐어도 밭 갈
고 심을 때만 조금 시키지 들일은 안시켰어. 돌잡이 때 공책을 잡았어. 공책, 연필, 실타래 같은
것을 놓았지.”

원삼 족두리와 사모관대 같은 혼례복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빌려 입었다. 보
자기에 싼 기러기도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했다.
“기러기는 신랑이 결혼하러 갈 때 기러기를 드린다고 해요. 신랑이 나무로 만든 기러기 한
마리를 신부집 대문 앞 상 위에 놓고 절을 하면 장모가 나와서 기러기를 받아 치마폭에 싸들고

이재유씨는 집에서 어머니가 아기를 받았다.

들어가요. 기러기는 한번 짝을 맺으면 절대 헤어지지 않고 하나가 죽어도 끝내 혼자서 살다가

“무얼 깔고 낳았는지는 잘 몰라. 그런데 당시 아기 낳을 때

죽기 때문에 백년해로하기를 바라는 의식으로 하나를 가져가서 하나를 받아들이는 거죠. 초례

구절초라고 있어. 그걸 말려서 그걸 까는 사람이 많았어. 태는

청에는 밤, 대추, 사과, 배를 하나도 저미지 않은 것을 통으로 놓고 양쪽에는 살아있는 닭을 보

주로 가위로 잘랐어. 가위는 촛불에다 소독을 철처하게 했다

자기에 싸서 붙잡고 있다가 식이 끝나면 하늘로 날렸어요. 촛불은 신부측에서 켰어요. 신부가

구. 옛날에 촛불도 없는 집은 뜨거운 물에다 소독해서 사용했

술잔을 잡으면 집사가 술을 따르고 청실을 달아서 신랑한테 주고, 신랑이 마시고 술을 따라서

어. 태를 태울 때는 제일 잘 타는 게 볏짚이야. 장작이나 볏짚

홍실을 달아서 신부에게 줘요. 초례날 신랑이 초례 치르러 가는 동안 별 장난을 다하기도 했어

을 잔뜩 놓고 가운데 태를 놓고 태우는거야. 나는 마당에서 탯

요. 재끄러미라고 신랑한테 재를 뿌리면 신랑은 재 묻은 것을 털고 들어갔어요. 혼례전에 있던

줄을 태웠어. 기원 같은 것은 없었어. 바빠 죽겠는데 태우라니

좋지 않은 기운을 제거한다든가 그런 고난을 겪고서 너도 어른이 되는 거라는 의미라고 할 수

태우는 거지. 태운 재는 개울에 띄웠어. 첫밥하고 국하고 해서

있죠.“(이교순)

애기 머리맡에 놓고 했다는데 볼 새가 어딨어. 인줄은 걸었지.

이재유씨 장남(이환석) 백일사진. 1970년

21일 동안. 백일 때 백일떡 백설기, 돌 때 수수팥떡 해주고.”

이석순씨는 어렸을 때 신랑이 말 타고 신부집에서 혼례를 치루는 걸 봤다고 했다.
“신부집 마당에는, 아마 마당이 한 30평 정도 될거야. 마당에 베로 지붕처럼 차일을 치는 거
지. 가운데 부분에 장대를 받쳐 놓는 거야. 그 아래에 초례청을 마련해서 삼색과일과 살아있는

2) 혼례

암탉과 수탉을 올려놓고 혼례를 치러. 베로 차일을 치는 것은 다른 천으로 치면 어두워지잖아.
그리고 차일을 치는 이유는 새가 똥을 쌀 수 도 있으니까. 마당에서 음식을 하고, 거기에서 혼

과거에는 보통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의 중매로 혼인을 했다. 이들 중매자는 신랑 신부집안

례를 올리고 하객이 음식을 나눠먹고 했기 때문에 새가 똥을 싸거나 하면 안되잖아. 혼례를 점

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혼례는 관혼상제 중 제일 중요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과 가

심 무렵에 해서 마친 후에는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신랑을 따라서 시댁으로 가지. 삼일만에 재행

족이 만나고 사회의 구성원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아 대를 잇는 매우 중요한 의례다.

을 올 때 떡을 해와. 엿도 고아서 담고. 시댁으로 돌아갈 때는 답례를 하지. 산골 마을에 갈비 같

요즘은 전통혼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1960~70년대까지도 농촌에서는 전통혼례를 올리

은 것은 할 수 없고. 신랑의 부모는 초례청에는 오지 않아. 신부가 혼례 후 신랑집으로 갈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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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의 오빠나 사촌 같은 형제나 친척 가운데 말 잘하고 식자가 든 사람이 쫓아가. 신랑측 시아

거든. 젊은놈이 그런걸 아니까. 결혼했냐고 물어보길래 안했다니까 우리 사돈집 딸 하나 있으

버지와 대화가 되는 사람이 가서 족보를 따지는 등 이야기를 하는거야. 거기서 신부집의 수준

니까 결혼하라고. 옛날 제례를 아는게 이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한거지. 평택으로 선보러 갔어.”

이 파악이 되는거지.”
이교순씨도 전통혼례를 올렸다. 아내는 고기3리 사람인데 아버지 친구가 중매했다. 신부집
이석순씨 본인은 수지농협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농협 직원 시절, 몇 차례에 걸친 중매
끝에 누나의 중매로 안양에 살고 있던 부인을 두 번 만나고서 결혼식을 올렸다.

에 선보러 간다고 통고하고 어머니와 작은어머니, 그리고 이교순씨 셋이 선을 보러 갔는데 직
접 만나서 얼굴을 대하니 아내가 믿음직스럽고 듬직해서 첫눈에 마음에 들었다.

“결혼식 후에 신부 친구들이 우리 집으로 함께

“혼례 할 때 앞마당에 차양을 쳐요. 초례청 차리는 건 처갓집에서 차렸죠. 그때 당시만 해도

오겠다고 하니 우리 형이 산골집에 와서 보면 놀

혼인하는 날 함진 애비도 가야하고 친구도 가요. 대표분이 한분 가시는데 작은아버님이 가셨

란다고 어디 가서 놀다오라고 했어. 그때 온양온

죠. 한날 같이 가요. 함 드리고 나서 바로 치르는 거죠. 아침나절에 가서, 대개는 낮에 열한시부

천에 가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택시타고 고기리

터 열두시 사이에 치르고 식사 후 장인장모한테 인사하고 색시 태우고 오는거지. 그때 나는 택

집으로 왔어. 우리 동네가 배나무골인데 거기 고

시를 하루 임대 했어. 아침부터 택시 불러 타고 초례 치르러갔다가 종일 대기시켜놨다가 저녁

개가 있어. 택시가 넘지를 못해. 거기서 내려서 걸

에 온 거지. 신혼여행은 안 갔어. 늦어서 드라이브도 못했어. 차를 하루 임대했는데 예의 갖추

어서 집으로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개구리 소리

이재유씨 약혼기념 사진. 1967년

다보니 하루가 다 간거지. 그 뒤에 같이 수원 팔달산 산책이나 갔다 온거지. 3일 되는 날 재행

도 나고 캄캄하잖아. 우리 동네를 보고 문둥이촌

이라고 해서 처가댁에 인사를 가요. 부모님이 차려주는 거 가지고 가는 거지. 고기 좀 사고 그

에 끌려가는 줄 알았다고 했어. 산골인데다 집도 여남은(열보다 조금 더 되는 수) 채가 띄엄띄

러는 거야. 고기 아니면 떡이야. 결혼한 지 49년 됐어. 내년이 오십년이야. 1970년에 결혼 한

엄 있었는데 옛날에는 백열등을 켰잖아. 바깥에서는 가로등 같은 게 없으니까 캄캄했어. 우리

거지. 폐백은 우리집에 와서 혼례를 올린 이튿날 상을 차려놓고 했어. 집안마다 틀려. 초야를

할아버지도 호랑이 울음 소리를 들었다고 했던 산골이야.”

치루고 난 후에 하는 집도 있고, 초야 치르기 전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집안 내력이 있으니까.
밤하고 대추 던져줘. 부조는 국수 한관 들고 가면 잘 가져 가는거지. 부조라는게 나 때만 해도

이재유씨는 처갓집인 평택서 혼인식을 올렸다.

국수 가져오는 사람 있고, 막걸리 담가오는 사람 있고. 혼인 날짜는 정해져 있으니까 난 막걸

“원래 옛날부터 신부는 처갓집에서 데려오는 거야. 사모관대 하고 혼례식 한 후 그날로 왔어.

리 한 동 해갖고 갈게, 난 감주 한 동 해갖고 갈게 해서 이뤄지는 거야. 예물로 반지 같은 건 했

택시타고 왔지. 처갓집에서 트럭타고 오산 나와서 택시 잡아타고 왔지. 혼례날 아침에 후행으

지. 시계 채워주거나 만년필 사주거나 그러기도 했어. 나는 공교롭게도 사진사를 불렀는데 사

로 작은아버님이 가셨어. 친구들도 갔지. 친구가 함진 애비야. 초례청 서는 날에 함진 애비가 같

진사 마누라가 하필 그날따라 맹장염이 걸려가지고 사진사가 마누라 업고 수원으로 뛰는 바

이 가는 거야. 가면 방을 하나 정해줘요. 어른을 모시고 후행 가면 술상을 차려와. 신랑도 한잔

람에 못 찍었어. 그때는 사진관이 풍덕천에 하나밖에 없었어. 불렀는데 안와서 화가 나긴 났는

먹고 노인네도 먹고. 그러고 나서 함진 애비들이 가는 거야. 그런데 상을 하나 놓고 마주 앉는

데 나중에 왜 안왔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아 당신 혼례식 사진 찍는거 보다 우리 마누라가

게 아냐. 겸상을 안 차린다고. 따로따로 앉아서 먹지. 한방이라도 따로따로 앉아서 먹지. 함속에

더 급한데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고.”

는 사주팔자, 생년월일 적어 놓는 거야. 내 둘째 동서의 어머니가 나를 보고서 중매를 한거야. 당
시 이모부가 돌아가셨는데 이종 사촌들이 절차를 잘 모르지 뭐야. 장사 지낼 때 일일이 가르쳐
가면서 했어. 고연을, 상청을 모시는데 내가 가서 그걸 했어. 동서의 어머니가 보시기에 희한하
1)http://blog.daum.net/gu4280/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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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갑

회갑례는 유가의 예법상 관혼상제 사례에는 들지 않으나 중요한 일생 의례다.1)
회갑이란 60갑자의 갑(甲)으로 돌아온다는 뜻으로 환갑이라고도 한다. 천간(天干)과 지지
(地支)가 짝을 이뤄 60갑자(甲子)가 돼 육십년을 한바퀴 돌아 새로운 갑자를 열어가는 시기로
태어난 간지의 해가 다시 시작돼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통과의례적 의미
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수명이 늘어나 백세시대인 요즘, 회갑은 물론 칠순잔치도 모두 생략하고 가족끼리 조용히

이재유씨 부친(이석로)의 사갑사진. 부친은 28세에 작고하셔서
어머니 회갑 때 아버지의 사갑상을 따로 마루에 차려놓고 회갑
연 전에 잔을 올렸다. 1982년

이재유씨 어머니 조언년 여사(작고)의 회갑연 상차림. 동네 아주머
니 대여섯 분이 오셔서 며칠 동안 고임과 왼쪽 상위의 꽃 장식, 기
타 음식 등을 장만했다.

식사하거나 국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80년대까지만 해도 회갑까지 사
는 것은 모두의 축복을 받을 만큼 힘든 일이었다. 회갑이 되는 것은 노인이 되는 순간으로서 이
때부터는 축수의례(祝壽儀禮)가 시작된다. 회갑은 삶이 일단락됐다고 여겼기에 회갑을 맞이한
사람을 산조상이라 했고 회갑례를 산제사라고 했으며, 60갑자는 생의 대전환을 의미하므로 기
쁘기도 하지만 조심하고 근신하는 날로 여기기도 했다.2)

이재유씨 어머니 조언년 여사(작고)를 중심으로 좌우에 형제들
이 나란히 앉는다. 자녀들로부터 술잔을 받은 조언년 여사 좌측
에 이재유씨의 대고모할머니, 고모가 앉아 계시다.

실제로 이석순씨는 “고기동에서는 회갑이 동네 잔치였다”면서 “상차림은 제사상처럼 차렸
고, 제사지낼 때처럼 두 번 절을 했다”고 기억했다. 이석순씨의 기억에 따른 고기동 회갑례는

이재유씨 어머니 조언년 여사(작고)의 회갑연날 5남매 부부와
함께 기념사진.

다음과 같다.

“회갑이 되는 부모님이 가운데 앉아. 남좌여우, 남편은 좌측에, 부인은 우측에 앉는 거지. 부
모님 형제가 좌우로 함께 앉아서 절을 받아. 장남과 며느리가 헌수를 해. 즉 술잔을 올리고 제사
때처럼 절을 두 번씩해. 그 다음 자손이 또 그런 식으로 절을 올리고, 손주들이 절을 올리고, 조
카들도 절을 올리지. 상차림은 제사상처럼 차려. 일정한 규칙은 없지만 성대하게 차려. 나중에
행사가 다 끝나면 그 음식을 하객하고 나눠서 먹는거야. 절을 올릴 때는 손님들이 빙 둘러서서
절 올리는 모습을 구경을 하는 거야. 사회자가 있어서 이름을 대고 며느리, 손주 호명을 해 주면
동네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지. 사회자가 손주 이름을 잘 모를 때는 동네사람들이 누

이재유씨 어머니 조언년 여사(작고)의 회갑연때 어머니가 케익
의 불을 끄는 모습.

이재유씨 어머니 조언년 여사(작고)의 회갑연 때 자식 부
부가 절을 올리는 모습.

2) http://blog.daum.net/dlpul1010/1734

212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마을

통과의례로 본 주민 삶

213

고기동2019_187_257_종합_e2_ing_고기동마을2019_내지_187_257_e2 2019-12-13 오후 4:57 페이지 214

구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회갑을 맞은 할아버지가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지. 70년대 회갑 때
는 부조를 막걸리 한동이, 식혜 한동이, 국수 같은 걸 가져왔어. 그걸 동네사람들하고 나눠 먹는
거지. 평소에 쇠죽을 쑤는 큰 가마솥에다가 물을 펄펄 끓여서 거기에 국수를 삶아서 한줌씩 떼
어 놨다가 국물에 말아서 주는 거지. 명부를 보통은 써놓지를 않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 누구
네가 뭘 가져왔으니 그 집에도 비슷한 행사가 있으면 그걸 가져다 주는거야. 기억력이 좋았지.”

자식들이 잔을 올리는 모습.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자식들이 잔을 올리는 모습

4) 상례

상례는 죽은 사람을 장사지낼 때 수반되는 모든 유교적 절차를 말한다. 상례방식은 무속, 불
교, 유교, 기독교 방식이 있으나 오늘날 유교식 상례가 가장 보편적이다. 이는 조선시대에 유교
적 사례를 사회 규범으로 받아들여 지배층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관혼상제도 유교식으로
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34년과 1961년에 의례준칙, 1969년에 가정의례준칙 제정으로 상례 절차와 상복
제를 대폭 간소화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법령 공포는 됐어도 위반했을 때 단속하거나 처벌
하고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 권고사항이나 훈시적인 법률이었다. 1973년 유신정부에 의해 가
이재유씨 어머니 조언년 여사(작고)의 회갑연.
어른들이 나란히 앉아 절을 받는 모습.

이재유씨 어머니 조언년 여사(작고)의 회갑연. 회갑연은 동네 잔치
였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절 받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다.

정의례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면서 허례허식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처음으로 둬
법적 강제성을 갖게 됐다. 직장인 월급의 몇 십배의 벌금을 물리는 강력한 규제였다. 한때 장의
사가 성행했으나 요즘은 장례식장이나 병원영안실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서 장의사도 사라
졌다. 21세기 유망직종으로 장례사업이 등장할 정도지만 여전히 상례는 마을에서 전통의 모
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3)
상례절차는 초종, 염습, 소렴, 대렴, 성복, 치장, 전구, 발인, 반곡, 우제, 졸곡, 부, 소상, 대상, 담
제, 길제 등의 순서가 있다.
초종은 임종으로부터 초혼 수시 호상 부고 등 상례 초기의 절차를 말한다.

이재유씨 어머니 조언년 여사(작고)의 회갑연. 마당에 베로 만든
차양을 쳤다. 베로 만들어 마당이 어둡지 않고 새똥이 음식에 떨어
지는 것을 방지했다. 혼례 때도 마찬가지의 베 차양을 쳤다. 동네
서 마련해 돌려가면서 사용했다. 중간을 장대로 받쳐놓고 있다.

이재유씨 어머니 조언년 여사(작고)의 회갑연. 뮤직박스를 빌려다
놓고 노래를 하면서 어머니 회갑연 잔치를 벌였다.

이글에서는 고기리에서 행해졌던 상례에 대해서 이교순씨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정리했다.

3)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67XX57400016 관혼상제 어떻게 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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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순씨는 “고기리에는 상포계, 전통상례 등 전통적인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편이었지만

“수세 걷는다고 하는데 팔이 비뚤어지니까 고정시키게끔 똑바로 펴지게끔 잡아주는 거에

요새는 없어지거나 장례식장에서 현대식으로 치러지는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까

요.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같이 연결해서 꼭 묶으면 쫙 펴져요. 이불 호청같은 걸 찢어서

지 전통이 계승될 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요. 장례날까지 윗목에 모셔놓지요. 칠성판 위에 상주가 봤을 때 오른쪽에 머리를 둬요. 병풍
을 치고 돗자리를 놓고 작은 상에 향로를 놓고 향을 피운 후 조문객을 받는거에요.”

“30여년 전까지 상포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해요. 고기동만 하는게 아니라 동천동까지 몇
개동이 모여 상포계를 구성했으며 계원은 70~80명정도 됐어요. 상주에게 당시 몇십만원 태워

상을 당하면 동네에서 상당한 집에 팥죽을 쒀다 줬다고 한다.

줬죠. 쌀계도 있어서 혼인이고 상관없이 쌀로 모아서 쌀로 줬어요. 서말이면 서말, 닷말이면 닷
말. 계금은 최소한 한말 아니면 닷말정도 했어요. 상여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했고, 타동네

“상을 당하면 상제들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먹기 쉬운 죽을 쒀다 주는 거에요.”

것을 빌릴 경우는 5만원정도 줬어요. 옛날에는 상여집이라고 지어 보관했는데 지금은 콘테이
너박스에 보관해요. 요새는 상여를 많이 안쓰고 장례식장에서 꽃상여를 쓰고 화장을 많이 하

수의와 상복은 요새 장례업체에서 구입하지만 과거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직접 만들었다.

는 편이죠.”
“그 당시에는 상포를 수원 나가서 끊어다가 여기서 마름개질(마름질) 해서 상제가 입는 상
이교순씨는 고기2통 태어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그대로 살면서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이어

복도 만들고 수의도 만들어서 염을 했어요. 아주머니들이 다 모여서 만들지요. 한 양반이 마름

져 내려오는 장례문화를 보고 배운 것을 재현해오고 있다. 염습도 어머니를 비롯해 작은아버

개질을 하죠. 상복은 아무나 마름개질 못해요. 할머니 한 분이 계셨고, 우리 어머님이 마름개질

지 등 30여명을 했다. 여성은 생리를 하기 때문에 염습이 남성과 다른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을 했어요. 다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치렀죠. 꿰매는 것은 아주머니들이 해요. 어머니는 동네 내
려오는 전통인데다 눈썰미가 좋아서 빠르게 배운 것 같아요. 장폭이 달라요. 소매가 도포식으

우선 임종 전에 몸을 닦고 옷을 갈아입힌다. 절명이 확인되면 상주들이 곡을 한다.

로 매달리고 일반 도포보다 크게 만들었죠. 넓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초혼을 불렀어요. 윗저고리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무슨 김씨 복복

돌아가신 후 이틀밤이 지나면 염을 했다. 이교순씨는 어머니 염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기 싫

복. 세 번을 부르는 거에요. 그리고 옷은 지붕에 던져놔요. 지금은 옥상밖에 없죠. 삼오제날 내

어서 직접 해드렸다. 이교순씨 아버님도 염하는데 기술자였다고 말했다. 이교순씨도 아버님을

려다 태우죠. 돌아가시면 사자밥이라고 해서 흰쌀밥을 세 그릇을 담고, 한 가운데다 동전을 하

닮아 눈썰미가 좋아서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금세 배웠다고 했다.

나씩 꽂고, 키에 받혀서 신발을 앞에다 놓고. 그 집 마당 끝에다 놓는 거에요. 염습이 끝나면 하
천에 바로 갖다 버려요. 옛날 어려울 때 십원짜리 백원짜리 꽂는거죠. 부고는 젊은 사람들 시켜

“옛날에는 염을 돌아가시고 이틀저녁 밤 열두시 넘어서 새벽에 염을 했죠. 지금은 돌아가시

서 그 당시에 다 돌렸는데 지금은 안방에서 문자로 부고 받아요. 원래 부고장은 집안에는 안갖

면 장례식장에 가서 당일 염하고 그러잖아요. 염은 동네사람들이 하는데, 24년 전에 우리 어머

고 들어갔죠. 부고 갖다 꽂으면서 소리 한번 질러주죠. 나중에 부고 보고 가는거죠.”

니 돌아가셨을 때 남한테 맡기기 싫어가지고 내가 염을 직접 해드렸어요. 눈썰미가 좋아서 한
번 보고서 하기 시작해서 거의 30명은 해드렸나봐요. 맨 마지막이 작은아버님이었어요. 우리

그다음 시신이 굳기 전에 몸을 바로잡는 수시절차를 갖는다. 수세를 걷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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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아무나 해요. 내 안식구는 남한테 안맡기는 거죠. 자신이 상을 당한 것은 가족이나 여자들

지내죠. 3일장 보통 지내는데, 일일 저녁 자고 가시는 거죠. 마당에서 행여에 시신을 얹어놓고

이 염을 해요. 그래서 여자들도 염하는 걸 배워야 하는 거에요. 우리 어머니는 남한테 맡긴다는

거기다 제사를 모시는 거죠. 상제들하고 행여하고 인사를 하고, 행여도 돌아서 집에다 인사를

데 내가 했어요. 한번만 보면 해요. 여자 염하는 방식은 달라요. 남자는 그냥 옷만 입히면 되는

하고 떠나는 거에요. 잘 잡숫고 가시라고 지내죠. 보통 8명이 메고 아니면 12명도 메고, 꽃상여

데 여자는 여자구실을, 생리를 하니까 생리대를 채워주는 거에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에요. 재

도 8명이 메고 가벼우니 6명도 메고. 옛날에 아주 노인네가 돌아가면 상두 올라가서 했는데 요

료가 베, 창호지, 탈지면. 여자는 창호지나 베로 생리대를 길게 해서 큰 며느리나 누구한테 맡

즘은 힘드니까 걸어가죠. 행여로 모시고 산에까지 가요. 행여를 뜯고 관을 산소에까지 옮겨서

기는데 어머니는 우리 형수가 했어요. 식구들은 그 방에 다 있어요. 홑이불을 덮어놓고 그 속에

하관을 해요. 창호지 깔고 시신을 모시죠. 그 밑창에 칠성판을 깔아요. 송판대기가 가로 20, 세

서 다 하는 거에요. 탈지면에다 알콜 묻혀 씻기고.”

로는 여섯잔데 한자가 30센티. 바닥에 그걸 놓고 시신을 모시는 거에요. 옛날에는 송판이 없으
니 못했고 대부분이 수수깡이나 이런걸 요렇게(한웅큼 둥글게) 묶어서, 이 밑창에 수수깡 묶은

요새는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시자마자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받지만 전통상례에서는 절차
를 지켰다.

것 놓고 시신을 놓았죠. 세 뭉치(머리, 허리, 다리부분) 놓고. 송판 있는 집은 송판 하나놓고. 대
부분이 탈관을 하는 분이 있고 관째 모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탈관했어요. 창호지 올
리고 유골도 부패될 때 제멋대로 움직이니까 옆에다 흙을 다 채워주고 횡대를 덮어요. 칠성판

“원래는 상복을 입는 것은 염습이 끝나고 나서 입는거야. 옛날에는 염을 돌아가시고 이틀저

하고는 틀려요. 두꺼워. 보통 9장. 한 개로 하는게 아니에요. 그런후 강회를 흙에 섞어서 덮고 달

녁 밤 열두시 넘어서 염을 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하얀 후루매기를 입는데 오른쪽 팔을 빼

고지를 한다고. 회다지. 강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횡대가 다 썩어도 흙이 주저앉지를 않죠. 잘 썩

왼쪽팔은 끼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왼쪽 팔은 빼고 오른팔은 끼고. 나중에 염습 드리고 난 후

으면 곡굉이로 찍어도 안들어가요. 옛날에 고위층은 회로만도 해요. 봉분에 떼 입히면 장례가

에 상복을 입는거야. 염 끝나서 입고 장례모시고 나서 저녁에 집에 와서 저녁상식 제사 지내고

끝나는 거죠. 명정은 베하고 붉은천이에요. 명정은 돌아가신 양반의 성씨를 써서 들고 가는 거

그 다음에 상복을 벗고 앉아 있는거죠. 안태우고 3년상을 입는거야. 여자들도 그러는거야. 옛

에요. 베보자기는 묻는데 나일론은 안묻고 테워요. 거기서 올적에 제사를 모시고 와요.”

날엔 그랬어. 현대와는 다르지.”
상여는 상여집으로 가지고 간다.
발인제를 지낸 후 상여가 나가게 되는데 상여는 남의 굴뚝 뒤로 못가게 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 동네서 행여 장만한지는 30여년 됐어요. 옛날에는 빌려다 썼는데 나가는 돈이 많으니
“상여가 굴뚝 뒤로 가면 무슨 재앙이 있다고 해서 못하게 하는거죠. 옛날에는 남의 동네 사

까 돈을 줄이기 위해 행여를 준비한거죠. 앞으로 행여를 교체할 일도 없을 거에요. 지금도 매장

람은 남의 동네 지나가려면 큰 댓가를 치르고 그랬죠. 남의 동네 누가 지나가게 하나. 못 지나

하는 분은 있죠. 행여는 동네 사람들이 메는 거에요. 나이잡순 분들이 메는 거죠. 장가 안든 사

가게 하잖아. 그러면 동네다 기금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성의를 값을 치루고 가는거죠. 적당하

람들은 안멨어요. 장정들이 메는 거에요. 70세까지 멘 적도 있어요. 행여가 없는 데는 빌려다

게 합의해서 내는거죠.”

쓰고. 고기 2통에는 없다가 30여년 전에 장만했어요. 요즘은 꽃상여 사다가 써요. 행여는 이진
술씨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까. 꽃상여는 한번 쓰고 버리죠. 상여

발인제를 끝으로 고인은 집을 떠나게 된다.

틀은 각구목으로 돼 있고 겉포장은 둘레에 꽃이 붙어있죠. 일반상여는 꽃 안붙어 있고 포장을
옆에 치고 매다는 줄이 있고 요령이 달려있어요. 행여가 가면 흔들흔들하고. 상두소리 잘 주시

“행여(상여)가 나가는 날은 이미 염습을 했기 때문에 조그만 상청에 상식을 올리고 발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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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순 전 수지농협조합장은 아버지 상을 당했을 때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던 때라 인편이

집에다는 고연이라고 창호지로 만든 포장을 쳐놓고 상청을 만들어 놨지. 사진 걸고 아침 저녁으

서울로 올라와서 함께 내려왔다. 동네에 도착했을 때 상가에서 이 전조합장을 마중 나와서 데

로 밥 놨다가, 남들 밥 먹기 전에 비교적 일찍 하는거야. 옛날부터 그렇게 하는거야. 영정하고 지

리고 들어갔다.

방 놨는데 옛날에는 지방 안쓰고 혼백을 접어서, 가주를 접어서 사방팔방 안빠져나가게, 못나가
게 하는 게 있어. 지금도 접으려면 접어. 혼백 꼼짝 말고 계시라는 거지. 나는 장례식장서 준 게

“사람이 죽으면 윗목에 나무판을 깔고 목침을 놓고 그 위에 시신을 눕혀. 옛날에는 불을 때

마땅치 않아서 그냥 산소에 묻어놓고 지방만 써서 했지. 돌아가셨을 때 못 온 사람 오면 열어놓

니 아랫목이 뜨겁잖아. 부패할 수 있어서 그랬지. 병풍으로 가려놓아. 그런 후 몸이 굳기 전에

고 인사드리고. 자식 손주들 오면 절하고 나와야 돼. 어머니 방에다 차렸어. 1년 6개월 동안 아침

빨리 수세를 해. 마당 끝에 길가 쪽으로 나무절구 위에 키를 올려 놓고 거기에 사잣밥을 해서

저녁으로 묘에 다닌거야. 그게 일이 아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가지는 거야. 아침에 일어

놓아. 나무절구 앞쪽, 그러니까 길쪽 말고 마당 안쪽 방향 절구 앞에 고무신을 놓고. 절구 안에

나면 가지고, 저녁때 되면 가지고. 생전에 어머니가 우리하고 같이 사신거지. 어머니가 나를 데

동전도 넣어둬. 사잣밥은 식혜에서 밥을 건져서 담아 놓는데 거기에 엽전을 꽂아. 사잣밥이 죽

리고 사셨지. 옛날에는 묘막 짓고 하던거잖아. 묘부터 갔다 온 다음에 아침 진지를 드리는 거야.

은 자를 위한 것인지 저승사자를 위한 것인지 헷갈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그걸 보면 이 집

먹는 거 그냥 정갈하게 해서 내가 밥 먹는 반찬 그대로야. 절대로 먹던 것 다시 안놓지. 새로 한

에 초상이 난 것을 다 알게 되지. 아니면 꺼릴기자를 창호지로 만든 등에 써서 걸어놓아서 상가

것만 두 가지고 세 가지고 정해진 건 없어. 냉수는 항상 놓고. 묘가 멀지는 않아. 지금 사람들한테

임을 알려. 먼 친척들한테는 인편으로 초상을 알리지. 사람이 죽으면 지붕에 올라가서 생시에

는 그런게 안 먹히는게 공부들 많이 해서 안먹혀들어가. 나는 나대로 해. 자식들한테도 니들은

입었던 윗옷을 흔들면서 복 복 복 세 번을 외쳐. 돌아올 복자거든. 다시 살아서 돌아오라고 하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는 거지. 우리 아버지는 11살에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서른살

는거야. 발인 하는 날 상여 메는 사람이 무겁다고 말하면 상여가 안 움직여. 요즘 꽃상여는 작

에 혼자되셔서 66년을 혼자 사셨어. 내가 묘에 다니는 것 아는 사람이 동네서도 하나 둘 알고 몰

지. 옛날 것은 크고 무거워서 8명이 지는 거야. 호상일 때는 동네 사람 중에 상두소리를 잘 하

라. 새벽에 날 밝기 전에 다녀오는데 누가 봐. 어디 가서 자고오지 않는 한 비가 오나 눈이오나 거

는 사람이 상여 위에 서서 재간을 부리면서 소리를 해. 무덤을 파고는 광중에 관을 넣는 경우도

르는 날이 없었지. 우리 어머니는 밤마다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앉아 계셨어. 지금까지도 비교

있고, 시신만 넣는 경우도 있어. 관을 넣으면 시신이 잘 썩지 않아. 칠성판을 놓고 시신을 올린

적 여기(마을회관)서 일찍 가요. 지금까지 거기 앉아계시는 것 같아. 나와 계시는 자리가 따로 있

후 횡대를 또 덮어. 그 중 하나 중간 것을 꺼내서 거기에 청실 홍실을 매서 올려놓아.”

었다고. 나는 동네에 행여 두고도 꽃상여 썼잖아. 염습도 내손으로 하려고 그랬었다고. 그런데
장례식장이 말을 안들어. 처음부터 끝가지 상주가 보는 앞에서 염습을 하는 게 옳은 거라고. 근

이재유씨는 최근 보기 드물게 삼년상을 치렀다. 집에서 어머니 묘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다

데 가보니까 옷 다 갈아입혀 놓고 얼굴만 내놨잖아. 어머니 염습해 드리는 게 굴뚝같았는데 못

녔다. 어머님에 대한 애절한 정이 사모곡을 부르는 듯 가슴을 울린다. 부모가 거동이 불편해지

한거여. 나는 집에서 염습을 드렸지만, 장례업체가 그렇게 하는 줄 알았으면 부탁을 했을 거야.

면 노인요양원에 모시는 게 보편화 되고 부모에 대한 생전의 효심도 점점 옅어져 가고, 돌아가

나 보는데서 하라고. 삼년상 다 못한 거 다시 시작은 안하는 거라니까 안하는거지.”

신 후의 효심도 점점 사라져 가는 요즘 효도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옛날에는 상주가 묘
옆에 묘막을 짓고 머물면서 아침 저녁 밥을 지어 올리면서 만 2년, 햇수로 3년을 보냈다.
5) 제례
“삼년까진 못치렀고 일년 치렀어요. 삼년상을 치르게 된 특별한 동기도 없고 그냥 한거야. 아
침 저녁으로 산소에 다니다가 고관절이 오는 바람에 못댕겼는데. 남들은 어머니가 그만 오라고

제례는 차례를 비롯해 기제, 시제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차례는 설, 추석, 한식 등 명절에 지내

그런거래지. 우리 어머니 이름은 조언년, 96세 때 복중에 돌아가셨어. 2017년도에 돌아가셨어.

는 제사로 절사라고 한다. 기제는 집에서 돌아가신 분께 지내는 제사로 4대조까지 모신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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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10월에 지낸다. 이교순, 이재유씨가 고기동의 제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다.

다 봐준거야. 그 사람들이 그 집안 대소사를, 심부름을 다 하는거야. 옛날에 했지 지금들은 안
하지. 위터는 윗 할아버지 자손들의 능력에 따라서 천평도 있고 이천평도 있고 천차만별이야.

“옛날에는 조상님 산소 앞에 제수를 차려놓고 제사를 모셨지. 근데 지금은 제실들을 지어놓

많은 사람들은 엄청 많고. 지금 사람 같으면 위터를 안만들었을 거야. 배고프니까 위터를 안만

고 제실에서 대수대로 차례대로 지내는 데가 있는가 하면 윗분 형제분 위패를 다 모셔놓고 종

들었을 거야. 근데 옛날사람들은 조상들을 하늘처럼 모셔가지고 배를 굶어가면서도 위터를 마

손들이 잔 하나씩 올리고, 그러고 나서 합동제사를 지내기도 해. 이쪽 골짜구니(골짜기)에서는

련한거야. 위터로 남겨놓는거야. 지금 시제 모시는 거는 거져야. 지금 사람들은 위터 장만하게

묘소 앞에서 지낸 것이 20년 됐는데, 맨 밑창에 시제 올리는 분은 6대조부터 올려. 6대부터 시

돈 내라면 땅이나 팔아 쓰자는 소리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음식은 많이 차려. 떡도 서말을

제를 지내는 거야. 5대는 춘추절사라고 해서 봄에 한식날 제사를 모시고, 추석에 모시고 두 번

해야 해. 돼지도 통돼지 갖다 놓는 집도 있어요. 위터에서 돈이 나와. 따져봐바. 옛날에는 쌀값

을 지내. 한식 때 5대조만 모시는 거지. 추석 때는 집하고 산에서 두 번을 지내. 집에서 잔도 올

이 좋았던거 아냐. 천평이면 다섯마지기야. 쌀이 열다섯가마 나와. 일곱가마 반은 사다가 차려

리지만 산에 가서 제물을 차려가지고 잔을 올려. 제물은 내용이 비슷해요. 추석에는 햇곡식이

야 되는거야. 쌀 한말이면 인건비 세 명 값이야. 지금은 품 하나에 쌀 한가마야. 옛날엔 한말에

나오니까 올리고. 아버지가 1대, 할아버지 2대, 증조 3대, 고조 4대 거기까지만 집에서 제사를

장정 일 잘하는 사람만 골라다 썼어. 농사 지어서 나머지 쌀 가지고 쌀밥 먹고 며칠 고생해도

지내. 6대부터 산에 올라가서 제사 모시는 걸 시제라고 하고. 10월 달에 초하루에 첫대 지내고,

식구들 편안히 살잖아. 시제 지낼 때 옛날에는 진짜 많이 모였는데 지금은 배가 안고파서 안모

그 다음 대는 초이틀부터 보름을 지내니까. 초하루부터 지내는 집 있고, 초이틀에 지내는 집 있

여. 지금은 위터도 팔아서 나눠 쓰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시제 끝나면 음식을 싸가지고 간다

고. 보름까지 갔어요. 왜 보름동안이냐면 지파가 갈라져. 그러면 이 양반들이 한날 안지내고 따

고. 반기한다 해가지고 나눠서. 집안에 환갑 넘은 사람 있으면 더 싸요. 차린 사람은 가져갈 게

로따로 지낸단 말이야. 맏이 집이가 먼저 지내려고 하거든. 옛날에는 그렇게 자존심들을 세웠

없어. 다 먹고 다 갖고 가고 남는 부스러기만 가져가.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날짜 잡힌 날로 전

어. 손이 각각 아냐. 따로 올리니까. 또 벼슬을 뭘 했냐에 따라가지고 벼슬 높이 한 사람이 먼저

부 지게에 지고 산소로 올라가는 거야. 옛날에는 20리고 30리고 지고 갔어. 최하 한자 이상으

하려고 싸운다고.”(이재유·이교순)

로 음식을 쌓아. 가마같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 차려서. 지금처럼 요만큼이나 차리나. 최하 한자
이상으로 차리지. 지금은 대부분이 제실을 다 지어가지고 한쪽 관리실서 차려서 제실에서 제

한식 때는 풀이 없으니 산소의 잡풀을 정리하는 정도지만, 시제 전에는 벌초를 해야 한다. 예
전에는 위터를 마련해 놓고 지냈지만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 위터를 팔아서 건물 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나(이교순)는 광주이씨. 정착하신 분이 12대부터 정착했어. 문중에 대해서 이제 자손들도
잘 모르죠. 점차적으로 중요한 얘기만 일러주는 거지. 뿌리는 중요해요. 이석순하고 같은 할아
버지 자손이에요. 한식은 5대조만 지내요. 한식은 산에서도 집에서도 제사를 지낼 수 있어. 집
안에 따라 다 달라. 한식 때는 풀이 없지. 산소에 가서 잡풀들 있잖아. 그거 정리하고. 시제는 말
복 지나고 벌초 다 했잖아. 벌초는 음력 7월 20일경, 양력으로 하면 9월 초. 위터가 다 있었어.
위터 해먹는 사람이 벌초를 다해. 제사 차릴 수 있는 땅이 있다고. 위터는 집안에서 하는 사람
도 있고 남이 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아랫사람들을 줬지. 그 사람들이 위터 하면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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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씨 시제 때 모실 위패
(2019년 11월 3일)

광주이씨 시제전 산에서 제사시 축문

광주이씨 시제 축문(2019년 11월 3일)

(2019년 11월 3일)

광주이씨 시제 축문(2019년 11월 3일)
광주이씨 시제(2019년 11월 3일)

광주이씨 제실(2019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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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씨 시제 음식(2019년 11월 3일)

광주이씨 상대 계보도

시제 직전 이덕균 독립지사 공적비 제막식후 기념사진(2019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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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모시고. 지금은 음식도 품을 사서 해. 옛날에는 위터가 다 했어. 지금들이야 거져들 먹는거
지. 이제 위터를 팔아가지고 큰 건물을 하나 사서 세나오는 걸 가지고 쓰고. 현대를 쫒아가는

기제사는 4대까지 지낸다. 예전에는 자정이 넘어서 제사를 지냈지만 요즘은 가는 사람 편의
를 위해 교통편이 끊기기 전에 미리 지내기 때문에 9시를 전후해 지내는 집이 많다.

거야.” (이교순, 이재유)
“기제사는 고조까지, 그러니까 4대까지 지내는 거고. 오늘 돌아가셨으면 제삿날이 하루 전
“나(이재유)는 합천이씨 종손인데 대종손은 아니고. 작은할아버지 손이여. 지파의 종손. 고

날이잖아.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면 자정이 지나고 지내는 원인은 돌아간 날 지내기 위해 밤 열

조할아버지가 여기(고기3통)로 오셨다고. 나는 시제 여기서 안지내고 여주로 가. 고조부터 여

두시가 넘어서 지내는 거지. 돌아간 날 지내기 위해 자정에. 근데 현대식은 일찍 지내니 산 사

기서 하는 거고. 지금이야 차가 있지만 스무살 때는 다니기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십리 이십리

람 제사를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명절 때는 메만 바꾸고, 평소에는 기제사는 따로

보통 걸어가. 하루에 세 분상 지내고나면 어두워. 산소가 멀어. 그 산소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

따로 대수대로 지내는 거야. 제삿날이 다른 거야. 고조서부터 아버지 어머니까지 기제사 8번

고 있지. 정리하자는 말 안나와. 완벽한 집안이기 때문에. 여주에 16대조가 터를 잡으셨는데 아

하고, 추석하고 정월하고 내외분이니까 총 열 번이야. 우리 어머니가 하시던 건데, 지금 내(이

래 윗동네 200호가 살았대. 강촌면인데 거기서 원주 넘어가는 산고개가 있어. 아침 7시 즈음

재유) 며느리도 50이 넘었지만 각각 살면서도 제사 때는 날마다 와. 제사는 같이 차리는 거고.

밥 먹고 거길 가면 12시가 돼요. 그러니 다섯시간을 걷는거 아냐. 산꼭대기를. 제물을 차려가지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고. 종가집이 왜 힘드냐하면 원래 옛날 제례법은 정월 제사

고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너댓명이 있어서 먼저 제물을 놓고 앉았어. 그날 세분 지내고 나면 어

지손들이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제각각 다 지내고 종가집으로 조상 모시러 다 모이는거

둡는 거지. 그 다음날 또 지내. 15일동안 지낸다니까. 원주 넘어가는 산. 지금이야 길이 뻥 뚫렸

야. 그 여럿이 모인 것을 밥을 다 해줘야 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지만 옛날에는 고개를 걸어 넘어갔었거든. 그 산 마루턱에 자리가 좋다고 묘를 쓴거여. 옛날에

싫다고 그러는데, 이미자가 종가집 종부래요. 자기 손으로 다 차린대요. 제일 힘든 날이 정월 제

는 행여로 올라갔을 거아냐. 빈 몸으로도 다섯시간을 갔는데 행여를 메고 갔으면 하루 종일 간

사하고 추석 때라는 거야. 수십명 밥을 다 해야 하니까. 지금은 덜해요. 지금은 세배라도 안다

거지. 옛날에는 조상을 잘 모셨지. 요즘은 시제때 잘 못가. 옛날에는 잠을 자고 머물 자리가 있

녀. 우리 어머니 계실 때 동네사람들 세배와. 애들이 오면 과일이나 다식 한 쪼가리 주면 되지

었잖아. 지금은 어디서 자. 옛날에는 위터 하는 사람들이 잠자리도 마련해요. 시제 간지가 6, 7

만 중년이 오면 전부 술상을 봐야해. 한사람이 와도 봐야해. 지금은 거저 먹는거야. 내 아버지

년 되나. 그래도 족보에 그 산소가 몇 번지에 있다는 것이 나와서 산소 위치는 다 알지. 나한테

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다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제가 정월달에 보름동안을 제청을 지

직계만 하지.”(이재유)

키고 앉았어.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고기 1리, 2리에서 동네 사람들이 보름안에 다 찾아왔다 간
다고. 오면은 술 한잔씩 대접해서 보내야지. 보름동안 종부 며느리는 손에서 물마를 날 없어. 지

고기동에는 대표적 문중들이 있다. 이종무 장군의 후손들은 고향을 떠나서 살아도 시제 때
는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시제를 지낸다고 했다.

금들은 이혼한다며.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냐. 조상을 잘 모셔 나쁠 게 없어. 조상
을 모르면 형제도 모르는 거야. 제사는 우환이 있거나 아프면 안지내. 멀리 살면 오라는 이야기
도 안해. 제사 때 여동생은 거의 어쩌다 한번 오고 마는거야. 오면 다행이고 안온다고 뭐라 안

“고기동에는 문중이 덕수이씨, 순흥안씨, 장수이씨, 봉화정씨 등 6개가 있어요. 장수이씨는
음력 초하루면 서울서 차려와. 매년 시월초하루에. 장수이씨 묘가 14개 되나. 그 밑에 자손까지

해. 삼색 놓고 제사 지내요. 산적은 당연히 쇠고기 적. 홀수단으로. 요즘식은 우리 산사람이 먹
기 좋은 음식 올리잖아요. 우리네는 엣날식으로 해요.”(이재유, 이교순)

다 하는 거지. 이종무장군 묘에서 지내. 김포에 많이 살아. 산소가 다 산 꼭대기에 있어. 함경북
도에 있는 산소도 산꼭대기에 있대.”(이교순, 이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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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정벌의 명장,
이종무 장군 묘소

3
고기동
문화유산

1) 무인적 기질을 타고 나다

이종무(李從茂) 장군은 고려 말(공민왕 9년, 1360)에 태어나 조선 초(세종 7년, 1425) 까지
대마도 정벌의 명장, 이종무 장군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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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림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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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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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충신정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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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역사를 두고 우리나라 연해(沿海)에 큰 우환을 주었던 일본 해적, 즉 왜구(倭寇) 정벌에 큰
전과를 여러 차례 올린 명장이었다.
이종무는 고려가 기울어 갈 무렵인 공민왕 9년, 고려 초의 명문가, 군기시(軍器寺) 이길상(李
吉相)의 아들로 태어났다. 가계를 따져 본다면, 조부는 공민왕과 우왕 때 문무 중직을 역임하고
왜구 정벌에 큰 공을 세웠던 이을진(李乙珍)이었으며, 증조 이원만(李元萬)과 고조 이임간(李
林幹)도 고려조의 충신들이었다.
이종무가 태어난 해는 고려 말기, 30여 년을 끊임없이 남동서 3연의 해상으로부터 왜구가
침략해 왔을 때였다. 이 때 연해 지방의 촌락과 논밭은 왜구들의 침략으로 인하여 불에 타거나
황폐해졌으므로 백성들은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피난, 방랑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
니, 민생은 말이 아니었으며 조정에서도 이 왜구의 방어대책 강구에 여념이 없었다.
그려나, 이에 대한 조정의 왜구 대책이란 ‘들어오는 적을 우리 국경지대에서 요격하는 정도’
의 임시 미봉책이었고, 그 근본적인 대책이 뭇 되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처음에는 해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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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만 출몰하던 왜구들이 갈수록 작폐가 심해졌으며 점차 내륙 깊숙이까지 쳐들어왔다. 고려

교주도 안렴사 정부도(鄭符道) 등 대부분의 아군이 적에 패전하여 민심은 말이 아니었다.

말에는 심지어 개경(開京) 바로 코앞인 강화도(江華島)까지 드나들게 되어, 조정에서도 때때로

이에 당황한 조정은 이종무의 조부인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 이을진을 강릉 도원수로 임

개경에 계엄령까지 내리게 되었고 한양(漢陽), 철원(鐵原) 등으로 천도를 계획하는 일까지 생

명, 나아가 동해안 일대의 적을 토벌하도록 하였다. 이때에도 청년 이종무는 다시 그의 조부 을

길 정도였다. 그야말로 ‘목말라야 우물 파는 식’의 무사 안일한 대 왜구 정책이 당시 우리의 국

진 도원수를 따라 출정하게 되었는데, 이을진의 장병들은 홍천, 금화 등지에서 왜적을 섬멸, 추

방정책이었던 것이다.

방하고 동산현(洞山縣)에서는 부원수 권현룡, 병마사 곽충보(郭忠輔) 등의 부대와 함께 적을

‘장군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태어냐는 것’이라 했듯이, 이러한 난세에 태어난 이

크게 격파하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세를 떨치던 왜적들을 쫓아내었다. 이을진의 강원도 출

종무는 선대의 훌륭한 품성만 골라 받았음인지 어릴 때부터 범인(凡人)이 아니라는 칭송을 받

전에 있어서도 언제나 선봉에 서서 적을 추격하였던 것은 그의 손자인 젊은 용사 이종무였음

았다. 골격이 건장하고 성품이 충직하고 도량이 넓었으며, 조부와 부친의 영향을 받아 무인적

은 물론이며, 그의 용맹은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武人的) 기질이 뛰어나 진작부터 활쏘기, 칼 쓰기, 말달리기 등의 무예 연습을 즐겨하였으니 특

왜구가 고려에 쳐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고종 때부터였으며, 고려 조정에서는 오랫동안 갖가

히 활쏘기와 말달리기는 웬만한 젊은이나 어른들도 못 따를 만큼 훌륭한 기량을 지니고 있었다.

지 정책으로 왜구 퇴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공민왕 15년에는 김일(金逸)을, 우왕 2년에는 나흥

22세의 청년이 되던 우왕 7년(1381), 이종무는 동해안 방면에 들끓던 왜구를 소탕하기 위해

수(羅興需)를, 그 다음에는 안길상(安吉祥)에 이어 정몽주(鄭夢周)를 일본 정부 무로마치 막부

부친 길상 장군의 휘하로 처녀 출천하계 되었다. 이 때 왜적은 강원도 일대에 쳐들어와 삼척,

(室町幕府)에 사신으로 보내어 그 방지를 요구하였으나, 당시 일본은 “그들의 행동을 방지할 만

울진 등의 군읍을 기습 노략질하고 관부창고의 곡식을 탈취하며 백성을 살상, 납치하여가 동

한 막부의 힘이 없다.”는 대답을 보내었을 뿐이었다. 이에 고려에서는 군사력에 의해 왜구를 격

해안 일대가 무인 지경이 되다시피 하였다. 이에 이르러서야 조정은 왜구에 대한 방어대책으

퇴하는 것 밖에 없었으므로 최영(崔瑩), 이성계(李成桂) 등이 왜구토벌에 참가하여 육전에서 큰

로서 동ㆍ서ㆍ남 3면의 해상 요충지대 15개소에 원수(元帥)를 임명 배치하였다. 특히 강원도

성과를 올렸고, 최무선(崔茂宣)은 화포도감에서 만든 각종 화포로써 왜구의 함선을 격파시켰다.

방면에는 첨서밀직(簽書密直) 남좌시(南佐時)와 밀직부사(密直副使) 권현룡(權玄龍), 동지밀

이렇게 고려 때부터 문제로 등장한 왜구 침략은 이성계(李成桂)가 조선을 건설한 후에도 이

직(同知密直) 이숭(李崇) 등을 조천원수(助戰元帥)로 임명 파견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어졌다. 비록 고려 말 우리 장병들의 끈기 있는 해륙상에서의 전투로 적의 왕성하던 세력이 한

토벌하게 하였다.

풀 꺾이기도 하였고, 또한 일찍부터 왜구에 대한 일선 전투에서 커다란 전과를 올리기도 했던

이종무는 부친 이길상의 휘하에서 울진ㆍ삼척ㆍ평해(平海) 방면으로 앞장서서 전전(轉戰)

이태조(李太祖)가 해군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일본 정부에 사신을 보내 해구금알(海寇禁遏)

하면서 극성스럽게 발악하는 왜적들을 남김없이 섬멸해 나갔다. 그의 용맹한 모습과 날래고

을 요청하여 공식적인 무역을 인정하는 등의 외교척인 노력에 힘입어 왜구의 세력이 한충 약

정확한 칼 쓰기, 활쏘기는 가는 곳곳에서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육지를 횡행

화되기는 했지만,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하던 왜적의 무리를 모두 해상으로 몰아내고 강원도 일대를 평정하는 데 있어 단연 두각을 나
타낸 청년 용사 이종무의 이름은 백성과 장병들뿐 아니라 왜구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조정에서도 특별승진으로 그를 정용호군(精勇護軍)에 임명하고 그 공을 치하하였다.

2) 조선의 건국과 왜구 정벌

그러나 왜구의 침략은 계속되었다. 적이 침략해 온 후에야 나가서 방어하고 요격하는 정책
은 왜구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책이 뭇 되었던 것이다. 이종무가 정용호군에 임명된 이듬해인

조선이 건설된 후에도 이종무는 계속해서 연해 지방의 방어 임무를 담당하면서 일선 군사

우왕 9년, 왜적은 다시 동해 연안 지방으로 침구하여, 강릉, 회양, 홍천, 안변 등지를 함락시키

시설의 확충과 장병훈련, 기강 확립 등으로 전력강화에 노력하였다. 그러던 중 1년에 2,3차 내

고 약탈을 자행하였다. 조천원수 남좌시(南佐時)가 금화에서 패전하고, 체복사 정승가(鄭承可),

지 4,5차례씩의 소규모적인 출몰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 우리의 국방력의 약화를 엿보고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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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적인 침구도 시도하였던 왜구들이 일본 국내의 분열, 혼란과 식량부족 등으로 다시 준동
(蠢動)하기 시작하였다.

3) 대마도 정벌

즉 태초 5년(1396) 수십 척 내지 백여 척의 왜적선이 경상, 강원도의 동남해안을 기습하여,
곡식과 재물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살상하였을 뿐 아니라 동래(東萊), 기장(機張) 등지에서는

22세에 부친을 따라 왜구 토벌에 나서 그 용맹을 떨쳤던 이종무는 내직, 상장군(上將軍)에

우리 수비군과의 대전에서 아군병선을 불사르고 진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다시

오르면서 그 충직한 무인적 성품이 드러나 후에 영걸(英傑)의 군왕, 태종(太宗)이 되는, 이방원

서해안의 해주(海州), 옹진(甕津), 장연(長淵), 선주(宣州), 용주(龍州), 용강(龍崗)까지 침구하여

의 신임을 받아서 그 가까이에서 보좌 역할을 하였다. 태조 7년 무인정란이 있던 다음에는 더

약탈과 살상행위를 자행하니 서해 연안 일대의 민심, 민생이 말이 아니었다. 또한 장연의 장산

욱 신임을 받아, 정종(定宗) 2년에는 익대좌명공신 통원군(通原君)으로 봉하여지고 태종 6년

곶에서는 아군 병선 10척이 척에 의해 불타고 안주도(安州道)의 수군만호(水軍萬戶) 박원정

에는 다시 장천군(長川君)에 봉하여졌다. 그 이후에도 안으로는 좌군총제(左軍總制), 판우군도

(朴原廷)은 이 전투에서 병선 6척을 빼앗기고 퇴각하여 국가 존립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총제부사(判右軍都總制府事) 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 좌찬성(左贊成) 등의 문무 관직과 밖으

자못 형세가 크게 우려할 만하였다.

로는 의주(義州) 등지의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를 역임하면서 행정, 국방 등 국가에 많은 공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조정에서도 크게 당황하여 다시 긴급히 방어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적을 남겼다.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문하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 김주(金湊)로 서북면도체찰사(西北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무의 공적을 따지는 데에는 그가 두루 거쳤던 내외 중직에서의 공

面都體察使), 전 참찬문하부사 나세(羅世)로 경기ㆍ풍해도, 서북면 등의 도추포사, 상의문하부

적들보다도 우선으로 꼽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오랫동안을 두고 우리나라 해안지방을 교

사 우인열(禹仁烈)로 수군도감천체찰사를 임명하여 최유경(崔有慶), 강중림(姜仲琳), 진을서

란하며 백성들을 괴롭히던 왜구의 전초기지 대마도(對馬島)를 정복하여 그 소굴을 섬멸한 사

(陳乙瑞), 신극공(辛克恭), 신유현(辛有賢), 장사정(張思靖) 등 혜륙상의 장병들과 협력 또는 독

실이다.

려하여 가면서 날로 기세를 더해 가는 서해 연안의 왜구 무리를 요격, 방비하게 하였다.

대마도는 원래 우리나라의 영지(領地)였는데 삼국시대 말기부터 일본의 유랑민들이 우리

이 때 이종무는 풍해도의 옹진만호(甕津萬戶)로 재임 중이었는데, 5월에 적선 수십 척이 졸

나라 조정에서 해상도서(海上島嶼) 관리에 무관심한 틈을 타서 입주하여 해적질을 하며 생활

지에 몰려와서 해상의 방비를 무너트리고 단숨에 상륙하여 성을 포위하니 군ㆍ관ㆍ민 모두 중

하게 되었다. 그 섬은 토지가 척박하여 생산이 빈약하고 안정된 생활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부적의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려나, 이종무는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용

그 위치가 우리나라 연안에 가깝고 또 모여 거주하게 된 일본인들은 그 해적생활의 근성을 버

맹스럽게 그간 훈련시켜 온 부하 장병들을 호령하며 몸소 앞장서서 쳐들어오는 적의 무리들을

리지 못하기 때문에 전후 대소의 왜구가 이 대마도를 거치지 않거나 또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거꾸러뜨리고 시살하며 나가니, 기고만장하던 적의 오합지졸들은 모두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

없었다. 따라서 왜구라면 으레 대마도를 연상하게 되었고 또한 왜구의 피해가 만만하지 않을

했으며, 우리 장병들은 다시 사기충천, 적을 해상에까지 맹추격하여 거의 섬멸하였다. 이 전투

때에는, 흔히 대마도에 대한 토벌의 논의가 나오고는 했던 것도 역사상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안선의 수비를 엄중히 함은 물론 함정을 재정비하여 적선이 보이는 대로

었다. 물론 태조 때에는 왜구에 대해 토벌과 회유책을 동시에 쓰기도 하여 투항(投降)한 왜구

추적, 포획하니 그 해 여름과 가을에 설쳐 그렇게 극성스럽게 서해안 일대를 넘보던 왜적들도

의 우두머리에게는 수직왜인(授職倭人)이라 하여 영예 관직을 주고 년 1회의 무역을 허가하

웅진 해상에는 감히 다시 그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 웅진전투에서의 전공으로 하여 이

였으며, 천지(田地), 가재(家財)를 받은 자는 향화왜인(向化倭人)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그

종무는 곧 첨절제사(僉節制使)로 승진되었으며, 다시 내직으로 영진(榮進)하여 상장군(上將軍)

러나 그 같은 왜인에 대한 우대ㆍ회유책은 왜인의 무역선 증가를 초래하였고, 그 규모가 날로

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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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조를 통하여 조선 건국 후, 비교적 왜구의 피해가 없던 시기를 지나서 세종 원년(1419)

내려갔으며, 또 이틀 후에는 상왕가 세종이 친히 두모포(豆毛浦) 백사장에까지 나와서 이종무

5월, 다시 왜적선 30여 척이 충청도 비인현(庇仁縣, 지금의 서천군 비인면)의 도두음곶(都豆音

이하 8명의 출정 장병을 격려하는 전송연을 개설하고 술잔을 들어 권하며, 궁시(弓矢)를 하사

串-현재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에 들어와서 우리 해군기지를 공격하였다.

하였다.

이 왜구들은 명나라 연안으로 침략하다가 우리나라로 전향한 것이다. 그러나 왜구들은 조선

6월 8일 각 도 병선을 견내량(見乃梁)에 모이도록 하는 한편, 정벌에 앞서 조선에 거주하고

을 쉽사리 침략하지 못하게 되자 다시 명나라 연안 각지로 침입하여 심한 피해를 주었으므로,

있던 왜인에 대한 조처를 취하였다. 즉, 대마도주의 사신을 함길도(咸吉道)로 보내고, 흉악한

명나라 또한 장차 일본을 정벌하려고 하였다. 비인 도두음곶의 왜구는 50여 척으로 무장된 큰

왜인 21명의 목을 베었으며, 경상도에 거주하던 왜인 591명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에 분치

해적단이었다. 세종 원년 5월 5일, 왜구는 우리 병선 7척을 불사르고 만호 김성길(金成吉)과 군

시켰다. 이 때 죽은 자와 자살한 자가 136명에 이르렀다.

사 300여 명을 죽였다. 이 보고가 서울에 들어온 것은 이틀 후였다. 그때 이미 세종이 즉위했지

이와 같이, 준비를 마친 다음 이종무는 9절제사를 거느리고 정벌 길에 올랐다. 그 때 동원된

만 병권을 비롯한 국정의 모든 대사를 태종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구에 대한 대책은 전

병선은 경기도 병선 10척, 충청도 병선 32척, 전라도 병선 59척, 경상도 병선 126척 등 합계

적으로 태종의 의견을 쫒아 시행되었다. 태종은 이 급보를 받고 성달생(成達生)을 수군도처치

227척이며, 군사는 17,285명으로 65일간의 식량을 준비하였다.

사(해군총사령관), 이격(李格)·이사검(李思險)·왕린(王麟)을 각각 경기·황해·충청도의 수군첨
절제사, 귀화왜인인 평도전(平道全)을 충청 조전병마사에 임명하고 즉시 출동하여 왜구를 토

정벌군은 6월 19일 거제도 주원방포를 출발, 동해의 거센 물결을 헤치며 기세도 당당하게
역사적인 원정의 장도에 올랐다. 20일에 먼저 10여 척이 대마도에 도착하였다.

벌하게 하였다. 이에 황해도 수군첨절제사 이사검이 병선 5척을 거느리고 연평도에 도착하였

한편, 많은 선척과 장정들을 중국의 해안지방으로 노략질하러 떠나보낸 대마도의 왜인들은,

으나, 왜선 38척이 이사검 등을 포위하고 식량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윤득홍(尹得洪)과

자기네 배들이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판에 우리 편의 대공세가 밀어닥치자

평도전이 왜선 1척을 격파하고 왜적 60여 명을 생포하자 왜구들은 물러섰다.

당황 낭패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태종은 연평도 왜구의 침입을 계기로 비밀 대신회의를 열어 대마도 정벌을 결정하였다. 14

우리 선봉 함정 10여 척이 대마도 해상에 나타나자, 처음에 왜인들은 자기네 배들이 물건을

일에 이종무를 3군도체찰사(三軍-都體察使) 겸 중군도절제사, 우박(禹博)·이숙무(李叔畝)·황

노략질해 돌아오는 것이라 기뻐하다가, 뒤이어 우리의 대함대가 바다를 덮어 포구로 들어가니

상(黃象)을 중군절제사로, 유습(柳濕)을 좌군도절제사로, 박초(朴礎)·박실(朴實)을 좌군절제사

당황하여, 노약자들은 피난에 바빴고 남아 있던 소수 장정과 군병들이 해상에서 혹은 육지에

로, 이지실(李之實)을 우군도절제사로, 김을화(金乙和)·이순몽(李順蒙)을 우군절제사로 삼아

서 항전(抗戰)의 태세를 취하였다.

경상·전라·충청의 3도 병선 2백 척과 기선군정(騎船軍丁)을 거느려 왜구가 돌아오는 길목을
지키게 하였다.

이에 이종무는 지문(池文)을 보내어, 대마도주 소에게 글을 보내어 항복을 권했으나 대답이
없자 정벌군을 둘로 나누어 수색하였다. 그 결과 적병 114명을 참수, 21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이것은 이제까지 다소 당당하지 뭇 했던 신생국 조선의 입장을 이용하여, 자국 왜구의 번식

1,939호의 가옥을 불태웠다. 또한, 129척의 선박을 노획해 쓸 만한 것 20척만 남기고 나머지

을 눈감아 온 일본에게는 따끔한 일침이 될 것이었고, 아직도 조선의 정치적 입장을 석연치 앓

는 모두 태워버렸으며, 131명의 중국인을 찾아내는 등의 전과를 올렸다. 또, 이종무는 적이 내

게 느꼈던 일부 대신들에게는 새로운 조선관을 불어넣어 주는 계기가 될 것이기도 하였다. 역

왕하는 중요지점에 책(柵)을 세워 오래 머무를 뜻을 보여주고, 29일 두지포(豆知浦)를 수색해

사적으로는 이 대마도 정벌이 세종 시대를 열어 주는 하나의 관문이었다.

가옥 68호와 선박 1척을 태우고, 적병 9명을 참하고 중국인 15명과 본국인 8명을 찾아내었다.

대마도 정벌에 대한 모든 계획은 급속히 실천에 옮겨져, 결정된 그 다음날에 좌군절제사 박

한편, 이종무는 사람을 보내어 대마도 소탕 상황을 조정에 보고하니, 조정에서는 3품 이상

초와 중군정제사 우박이 충청·전라도의 병선, 군병, 기계를 점검 정비하기 위하여 먼저 현지로

관원들이 참가하는 축하연을 수강궁(壽康宮)에서 열었으며, 상왕 태종은 훈련관 최기봉(崔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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奉)을 대마도로 보내어 이종무에게,
“예부터 흥사토적(興師討賊)하는 것은 그 본의가 문죄(問罪)하는데 있고, 적을 많이 죽이는

장계에 의해서 공 있는 사병들에게 일일이 승진, 면역(免役), 공패급여(功牌給與) 등의 특전을
베풀었다.

데 있지 않은 것인즉 경은 나의 뜻을 받아서 적을 많이 항복받는 데 주력할 것이며, 또 왜적이

이때 이종무도 대마도 정벌의 전공을 인정받아 의정부 찬성사(贊成事)에 임명되었다. 그러

란 원래 간사하여 불측지환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인즉 이겼다고 방심하다가 과오를 가져오는

나 그 뒤, 대마도 정벌시 좌군절제사 박실(朴實)의 이로군에서의 실패한 사실과, 죄인이었지만

일이 없도록 하고, 더구나 7월이 되면 폭풍의 우려도 있으니, 적당히 처치하고, 해상에 오래 머

유능한 김점(金漸)을 대마도 정벌시 기용하였던 사실 등으로, 의정부 제초 변계량 등의 탄핵을

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요지의 선유문(宣諭文)을 보내었다.

받아 이종무는 파직을 당하고 상원(祥原) 지방에 안치(安置)되기도 하였다.

이종무는 그대로 시행하고 왜적들이 말을 안 듣자, 다시 여러 장병들을 통솔하여 해상을 왕
래하면서 이로군(伊老郡) 두지포(豆知浦) 등지를 공격하여 혜륙상에서 항거하는 잔당들을 소

이는 이종무의 충직한 성품을 경계한 대신들의 견제이기도 하였지만, 공신들이 너무 크기
전에 그 세력을 죽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의 한 단면으로도 볼 수 있다.

탕하였다. 이때 좌우군을 이끌고 수색하던 좌군절제사 박실(朴實)이 복병을 만나 편장 박홍신

그러나 그의 인물과 충직 순정한 성품은 태종은 물론, 성군 세종에게도 깊이 인정되어 그 다

(朴弘信)ㆍ김해(金該) 등 장수와 군사 백여 명이 전사하였다. 일본사료 <조선통교대기(朝鮮通

음 해 다시 불러들여 장천부원군(長川府院君)에 봉하고, 정부에서 큰일을 함께 논하게 하였으

交大紀)>에는 이 때 아군 1,500명을 죽이고, 배를 불살랐다고 하나, 과장된 말이라 하겠다.

며, 5년 가을에는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박실의 패전이 있은 데다가 대마도주 소는 아군이 오래 머무를까 두려워서 퇴사(退

세종 7년 6월, 백전불굴의 명장, 이종무는 66세를 일기로 이승을 하직하였다. 왕은 그의 불

師)해 수호하기를 애원하므로 7월 3일 거제도로 철군하였다. 동정(東征) 이후 대규모의 왜구

의의 영면(永眠)을 슬퍼하면서 내신(內臣)을 보내 조상하고 많은 부의물(賻儀物)을 보내며 3일

가 없어지고, 평화적 내왕자로 변하게 되었다. 또한, 그들의 죄는 묻고, 약탈행위를 방지하고자

간 조회(朝會)를 중지하니, 이것으로도 세종이 그를 얼마나 아끼었는지 익히 짐작할 수 있다.

한 정벌의 본래 목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해동정은 왜구에 대한 조선의 태도가 능

그에게 양후공(襄厚公)이란 시호가 내려졌으며 수지면 고기리에 장사하였다.

동적으로 변한 것을 의미하며, 또 강력한 무력시위로 왜인들에게 적지 않은 위협을 준 것도 사

다음은 세종대왕이 보낸 사제문(賜祭文)의 일정이다.

실이다.

“---남북의 지역을 안무(按撫-백성의 사정을 살펴 어루만져 위로함)함에 백성들이 그 은공으

그러나 같은 해 7월 3일 왜구가 재침하므로 다시 정벌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중지하였다.

로 해서 평안히 살게 되고 동서의 병마를 절제(節制)하니, 적이 감히 행악하지 못하였다. 오랫

대마도주는 1420년 정월 지오(時應界都)를 보내어 항복의 뜻을 전해왔다가 뒤에 번복하자, 같

동안 병권을 맡아 국가의 큰 계획을 협찬하였으며, 3군을 통솔하여 섬 도적을 정벌하고 사철

은 해 11월 항복하지 않으면 다시 정벌하겠다는 뜻을 전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使節)을 받들어서는 두 번이나 명나라 조정에 들어갔다. 누대 조정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그 기

성심껏 귀순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므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또한 1421년 4월 대마도

특한 공을 세 번 승전만을 가지고 말할 것이랴? 참말로 간성지장(干城之將)이요, 사직지신(社

주가 통상을 허락해 주도록 애원하자, 왜구를 평화적 내왕자로 바꾸기 위한 정책으로 그들의

稷之神)이었다. 당연히 높은 직위에 올라 큰 공적에 보답 받았어야 하였을 것이며---”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와 같이, 기해동정은 왜구를 종식시킨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동정 후 즉

역사의 격동기에 태어나 풍운을 헤치며 오로지 국가의 안녕과 백성의 평안만을 위해 60평

시 왜구가 근절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 계기로 대마도를 비롯한 서부 일본 각지의 도둑들이 차

생을 바친 여말선초의 명장 이종무, 세종대왕의 사제문 그대로 어찌 그의 공로를 세 번의 승전

차 평화적 내왕자(商倭·客倭)로 변하게 되었다.

만을 가지고 말할 수 있으랴.

한편, 역사에 길이 빛날 동정제장(東征諸將)들이 8월에 상경(上京)하자, 상왕과 세종은 선양

백년, 천년 후에도 국가의 존망을 걱정하고 국방에 노심초사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이름을

정(善養亭)에서 성대한 위로연을 베풀고, 이종무 등 여러 장병들에게 어구마(御廏馬)와 안장

기억하리라. 그의 충정(忠情)과 용전선투(勇戰善鬪), 위대한 인품과 공적은 어느 시대 누구에

등을 하사하였다. 또한 왜구 방어책에 대한 실전 경험을 장수들로부터 들었으며, 병조(兵曹)의

게나 깊이 뿌리 내릴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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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종무 장군 묘소

이종무 장군의 묘소는 한때 실전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1972년 장수 이씨 문중에 소장되었
던 양후공 산도(襄厚公山圖)에 의하여 그의 후손 이길현(李吉鉉)과 이인영이 현지를 조사하던
중 이종무 장군 큰아들 승평(昇平)이 세웠다는 묘비의 비문을 판독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분묘는 방형의 호석(護石)이 있다. 이는 국가에 기여한 생전의 공로에 의하여 예장(禮
葬)된 분묘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묘 앞에는 묘표가 있으나 장구한 세월 동안 마멸
되어 비양의 비명(碑銘) 몇 자만을 판독할 수 있을 뿐이다. 상석이 놓여 있는데 이는 10여 년 전
문중에서 설치한 것이며 분묘 앞 좌우에 문인석이 있다. 분묘의 장축은 동북간이며 제절은 2
단으로 기단은 허튼 층 쌓기로 되어있다. 후에 묘비를 세웠다.
이종무는 세종 7년(1425) 9월 9일 과천에서 향수 66세를 일기로 병사한 후 용인의 고기리
속칭 능말에 예장되었다. 1973년 12월 그의 후손들이 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청와대에 진정
하는 등의 곡절을 거쳐 1975년 5월 9일 경기도 문화재 기념물 제25호로 지정되었다. 묘역 입
구에는 사당이 건립되어 있다.

│김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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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황림(黃琳) 묘소

광국공신(光國功臣), 황림의 자(字)는 여온(汝溫)이고 호는 겸재(謙齊), 시호는 평장(平莊), 본
관은 창원이다. 조선 중종 정축(1517) 출생하였으며 27세 때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한 후 관직
에 나아가 인종 원년 을사(1545)에 춘추관 기사관을 거쳐 돈령부 주부가 되었다. 그 후 명종 5
년(1550) 경술에 병조정랑에 올랐다가 명종8년(553) 함안군수, 보은군수, 무오년(1558)에 울
산도호부사 등을 역임하던 중 명종 갑자(1564)에 부친상을 당하여 3년간 시묘하였다.
선조 4년 신미(1571)에 다시 이조참의에 제수 되었으나 그 해 9월에 모친상을 당하여 사직.
3년 상을 마친 후 여주 목사로 있을 때 임금이 이조(吏曹)에 묻기를 “현재 고을을 다스리는데
있어 가장 뛰어난 인물이 누구냐”고 하였다. 이조에서는 네 명을 들어 아뢰오니 특지로 황림을
대사헌에 임명하였다.
선조 11년 무인(1578)에 종계변무 주청사로서 서장관 황윤길과 함께 명나라에 다녀온 후
이조판서 겸 세자시강원 좌부빈객이 되었다. 이즈음 조정에서는 국초에 반적 윤이, 이초가 중

하였다. 배위(配位) 순흥 안씨, 계배 파평 윤씨와 함께 묻혔다. 후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평장공

국에 들어가 이씨 왕조의 조상이 “고려 배신(陪臣) 이인임(李仁任)의 사자(嗣子)”라고 무고하

의 시호가 내려졌다. 묘소는 수지구 고기동 광교산 하단에 조성되어 있으며, 묘역 정면 맞은편

여 조정에서는 누차 명나라에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태조실록』을 고칠 수 없다고 번번이 거절

에 낙생저수지가 조성되어 있다. 조선 초기 묘제 양식인 방형분으로 봉분 하단에 지대석이 놓

하였다. 이 문제가 선조 때인 을축년(1589)에 와서야 매듭 짖게 됨으로써 경인(1590) 8월 선조

여있고 묘전에는 묘비석, 상석, 문관석, 망주석 등이 있으며 묘하에는 12, 13대 후손들이 세운

는 전후 주청한 주청사 19명을 유충공성익모수기광국공신(輸忠翼謨修記光國功臣)으로 책록

신도비가 있다. 용인시 향토유적 제 40호이다.

하였다. 이때 황림은 광국 3등공신으로 의창군(義昌君)에 피봉되었다.
선조 24년(1591) 기로소에 들었고, 선조 30년 정유(1597) 10월 24일 81세를 일기로 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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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李莞) 묘소

이완(李莞, 1579-1627)은 조선의 무신(武臣)으로 자는 열보(悅甫)이고 본관은 덕수(德水)이
다. 충무공(忠武公) 이순신(李舜臣) 장군의 조카로서 참판 이희신(李羲臣)의 아들이다. 이순신
의 큰형 이희신과 둘째형 이요신은 비교적 일찍 세상을 떠났으므로 이순신이 형수와 조카들까
지 거둬 보살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큰형 희신의 셋째 아들 이분(李芬, 1566-1619년)과 넷째

으로 일을 대처할 것이오.”라고 적었다. 이

아들 이완(李莞, 1579-1627년)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의 휘하에서 활약하였다.

사실을 듣고 후에 조정에서는 병조판서로

이완은 임진왜란 당시 숙부인 충무공 이순신을 따라 군영(軍營)에 있었는데, 1598년 노량해

추증했으며 숙종 갑신년(1704)에는 충신으

전에서 충무공이 홀연히 탄환을 맞아 절명하자 이완은 급히 유소를 받들어 뱃머리에 나아가

로 정려(旌閭)하고 고향에 정려문을 세우니

큰 소리로 기(旗)를 흔들면서 지휘하여 마침내 적을 크게 무찌르고 승리하였다.

지금의 수지구 고기동에 전한다.

이듬해인 1599년 무과에 급제하여 바로 도총도사(都摠都寺)에 제수되었으며 갑진년(1604)

숙종 32년(1706)년에는 충무공 사당인

에는 남포현감(藍袍縣監)이 되었다가 광해군 10년에는 평양중군(平壤中軍)이 되었다가 절충장

아산의 현충사에 제향했으며, 시호를 내려

군(折衝將軍)에 올랐고 인조 1년(1623)에는 충청도병마절도사(忠淸道兵馬節都使)에 이르렀다.

강민(剛愍)이라 하였다. 그의 묘는 수지구 고기동 산 20-1번지에 있다. 봉분은 원형 봉토분으

이듬해인 1624년 이괄(李适)의 난이 일어나자 수하의 병사를 인솔, 호현(弧峴)에서 결진하

로 하단에 병풍석을 돌렸으며 부인과의 합장묘이다. 묘전석은 묘표를 제외하고 모두 새로 만

여 이천(利川)으로 도망친 난군을 토평하였다. 그는 이 공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오른 후

들었다. 봉분 후편에 원래의 상석과 향로석이 놓여있다. 묘표의 전면(비양)에는 “嘉善大夫義州

의주부윤(義州府尹)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임기가 지났음에도 그대로 유임하라는 왕명이 있었

府尹 贈 兵曹判書 李莞之墓, 贈 貞夫人 坡平尹氏 祔左(가선대부의주부윤 증 병조판서 이완지

는데 1627년 정묘호란(丁卯胡亂)이 일어나 몰래 압록강을 건너 온 오랑캐들이 밤에 군진을 포

묘, 증 정부인 파평윤씨 부좌)”라 새겼다. 묘표의 음기는 崇禎再回丁酉年(1717)에 이진망(李眞

위하고 야습을 감행하자 이들을 맞아 힘껏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패하자 병기고에 불을 지르

望) 지은 것인데 정미년(1727) 비가 파손되어 신묘년(1771)에 다시 본래 지은 내용에 따라서

고 뛰어들어 분사하였다.

5대손 한일(韓一)이 다시 써서 세운 것으로 나타난다.

일찍이 만(灣)에 있을 때 종형(從兄)에게 서신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미 죽기를 각오하였는
데 어찌 족히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비록 일이 창졸간에 일어났으나 평소에 품은 뜻

242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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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李莞) 충신정려각(忠臣旌閭閣)

수지구 고기동 167번지, 손기(孫基) 마을 가운데 동북향으로 자리 잡은 이 정려각은 숭정기
원 재갑자(再甲子:1804)년에 세웠고, 정표(旌表)는 숙종 18년인 서기 1692년 충신으로 정려
된 것으로 여러 차례 중수되었다.
정려 편액은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음각되어 있고, 정려각의 크기는 편액의 크기에 맞추어
건립되었다. 본래 장대석 기단을 돌리고 정평주초 위에 원주를 세웠으며 좌우는 막돌 벽체로
마감하였고 정려각 앞쪽 벽체와 좌우 벽체 중방 이상은 띠문과 홍살 벽체로 마감하였다. 지붕
은 한식 골기와를 얹은 맏배 지붕이며 겹처마에 부연이 있고 좌우에 방풍판이 있다.
이 정려각은 관내 여타의 것과는 달리 바닥에 마루를 두었고 마루 밑에 공간을 두어 통풍이
되도록 하였고 벽체와 연목, 목·부재 내외에 단청을 시문하였다.

이완 장군의 자는 열보(悅甫), 본관은 덕수(德水), 충무공 이순신의 조카이다. 어려서부터 용
명하여 이순신 장군이 총탄을 맞았을 때는 능히 군사를 통솔하여 적을 격파 하였다. 천계(天啓)

또 다른 기록에는 판관 최봉관과 함께 포로가 되었다가 끝내 항복치 않음으로 처형되었다

7년 정묘(조선 인조5년), 서기 1627년 1월 14일 오랑캐의 기병 3만 여명이 몰래 압록강을 건

고 한다. 후에 자헌대부(資憲大夫) 병조판서로 추증되고 강민(剛愍)으로 증시되면서 충신으로

너와 새벽에 성을 함락 시켰다. 이때 의주부윤으로 있던 이완은 적과 싸우다가 군졸 중 모문룡

정려되었다.

이라는 자가 적과 내통하였고, 이미 대세가 기울어져 가고 있을 뿐 아니라 몸에 부상을 당하여
사촌 동생 이신과 더불어 화약고에 불을 지른 후 뛰어들어 분사하였다.

244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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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애구술을
통해 본
주민의 삶

원로와 공동체 활동을 통해 본
고기동과 삶

이이이
이건술
“광주이씨 석탄공파 이건술 회장님, 배나
무골에서 태어나다”

원로를 통해 본 고기동과 삶

247

이건술 이윤순 이덕영 이찬순 이연순 이재유

고기동 노인회 회장을 엮임하고 계신 이건술
회장님은 광주이씨 석탄공파 20세손으로 1941

밤토실도서관 활동가들을 통해 본 마을과 삶

287

고기동의 세거성씨

307

년.10.20일 곡현 배나무골에서 태어나셨다. 근
면 성실한 아버지와 따뜻한 성품의 어머니는 농
사를 본업으로 해서 4남매를 키우셨다. 누나와
남동생들, 그 중 장남인 이건술 회장님은 수지초
고기분교를 19회로 졸업을 하고, 문정중학교에
입학해 심곡서원에 敎舍가 있었던 문정중학교
를 4회로 졸업했다. 졸업 후에는 서울에서 점원
으로 근무하다 한 달 만에 적성이 아닌 것 같아

결혼사진(1966년)

원로와 공동체 활동을 통해 본 고기동과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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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기리로 내려오셨다. 고향으로 내려온
뒤로는 줄곧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
농토는 1,400평정도로 논농사보다는 주로
밭농사가 대부분이었고, 몇 년 동안은 종중
땅 농사도 함께 지어 3,000평정도 지었다고

1957년 문정중 4회 졸업,
장소는 심곡서원. 1958.7

하신다. 종중 땅 농사를 지은 건 고기동이 광
약혼사진(1966년)

월에 풍덕천으로 이전

주이씨 석탄공파(石灘公派)의 집성촌이기 때
문이다. 광주이씨 석탄공파는 신라 내물왕 때

내사령을 지낸 이자성(李自成)을 시조로, 諱 익강(益康)을 중시조, 고려말 두문동 72현의 한사
람인 석탄 이양중(李養中)을 파조로 한다. 임진왜란 중 전사한 참봉공(諱 결潔)을 입향조로, 그
의 아들 부위공副尉(諱 덕린德麟)
의 후손들이 고기동에 살기 시작하

들고 하는데, 오빠들이랑 보령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돌공장에서 일도하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면서 배나무골과 샘말 등에 세거해

있었는데, 중매인의 여동생하고 집사람하고 친구였어. 그 친구 지간에서 그런 여식이 있다고

살아오고 있다. 이건술회장님은 휘

하니까. 중매허는 사람이 여기 동천리에 살았거든. 그 사람이 우리하고 알고 있으니까 중매를

덕린의 손자(諱 홍주弘周)의 4남

한 거지.”

(諱 진영震英)의 자손이다.
산골로 시집을 오신 것에 불만이 없으셨냐는 질문에, 그때는 차 한 대도 간신히 다닐 정도였
“석탄공은 두문동에 들어가셔서

던 고기리에 당사자만 만나보고, 고기리에 와 보시지도 않고, 약혼식도 생략하고 약혼사진만

고려 공민왕 충신인데 이성계가 벼

찍은 후 결혼식을 했다고 한다. 물론 바다가 보이는 동네에서 산골로 시집을 오셨으니 많이 답

슬하라고 해도 안했어. 그래서 두

답해했고, 밭도 매야 하고, 그런 일을 안 하다 시집와서 일을 하니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말씀

문동 72현에 들어간 거여.”

13대조 부위공(諱 덕린德麟)의 <숭모재>. 30분의 선조들이 배향되어 있다.

하시는 이건술 회장님.
“그때는 버스가 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밖에 안 들어왔어. 그것도 하루에 두 번. 친정에 갔다
가 오면 저녁때 버스 타고 오는데 어둡잖아. 그땐 전화도 없고. 언제 오는지 알아야 마중을 가지,

중매로 얼굴만보고 결혼을 했지

산속이라서 무섭기도 하고. 한 번은 친구가 배나무골 간다고 하니까 우리 집까지 데려다줬지.”
산속이라 지름길이 별로 없었기에 손기동에서 걸으면 반시간은 걸린다고 한다. 하기야 수원

그렇게 고기리에서 농사를 짓다가 군대를 가야한다는 생각으로 기다리다 상당히 늦은 나이
에 보충역으로 복무를 하게 되었다. 물론 그 사이 26세에 결혼도 하였다.
“고향은 충남 보령이야. 근데 우리 당숙이 서울서 돌공장을 했어. 비석도 만들고 상석도 만

248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마을

30리도 걸어 다녔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선 대부분 걸어 다녀야 했던 고기리에서 이건술 회장
님은 부인과 돌도 안 된 큰딸을 두고 군대를 가야만 했다. 그때 나이는 28세. 평균보다 많이 늦
은 나이에 군복무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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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에 사는 친척들

월남파병 당시 베트남

월남으로 파병 갔었어

“103보충대인가? 의정부로 가서 자대배치를 5군단 사령부로 받았어. 포천 이동면 그래서
월남파병을 가라고 하더라고. 내가 5군단 사령부에서 통신을 봤는데. 차출이 내려온 거여. 차
출이 되니까 신체검사를 해야 하는데 나이도 있고 결혼도 했고 그러니까 군의관이 월남을 왜
가려고 하느냐 그래. 아 가려고 한 게 아니다. 어머니도 계시고. 그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처
자식도 있고, 동생들도 어리고 그렇다고 하니깐 그러면 혈압이 높은 걸로 맨들어서 불합격을
시키더라고. 근데 나중에 또 차출이 되는 거여. 그래서 에이~ 이래나 저래나 그냥가자 그랬지.
그래서 강원도 화천 오음리에 월남교육장이 있어요. 거기서 2개월인가 교육받고, 부산에 가서

처에서 월30만원, 용인시에서 월 7만원, 모두해서 37만원 연금이 나온다.

사람들 태극기 펄럭이며 인사 받고 월남파병 갔었어. 배안에서 9일인가 가는 거여. 배가 25루
트로 가니까 아주 천천히 가는 거지 뭐. 군인들 천여 명 거의 싣고 가니까. 그런데 배에서 부대

제대를 하고 고향으로 들어와 1년 후인 72년도, 32세의 젊은 나이임에도 동네일을 맡기 시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아나? 나는 좀 안전한 지역으로 가는거 라고 그러더

작했다. 물론 그사이에 자녀들도 태어났고, 9년 동안 이장 일을 보았다. 이장은 임기가 1년이므

라고, 근데 가는데 백마 포병사령부로 떨어졌어. 여기서도 통신하고, 거기서도 통신/행정업무

로 1년 1년 씩 새로 신임을 받아야 했었단다. 그리고 3~4년 쉬었다가 다시 9년 동안 이장을 맡

를 하다가 11개월 만에 귀국을 했지. 매복 작전도 나가고 그랬어. 근데 매복지점을 포병사령부

아 동네일을 했으니 18년 동안 동네일을 하신 것이다.

에서 짜거든. 그래서 우리부대원들은 좀 안전한 지역으로 내보낸다고, 근데 저녁때 나가는데
덥기는 하지 잘못하면 죽는다는 생각에 진땀이 나 쪽 났지.“

심곡서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시다

다행히 보병이 아니어서 정글에 들어가 작전은 하지 않았지만 그때 고엽제 피해를 본 6.25

꼼꼼하고 정확한 성격은 다른 곳에서도 드러났다. 수지농협의 이사를 거쳐 농협의 감사를

참전용사들은 좀 더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라며 마음이 무겁다고 하셨다. 회장님은 현재 보훈

13년을 역임하셨고, 1996년부터는 모교인 문정중학교의 전신인 심곡서원장의(掌議)를 맡게

25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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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에서 행해지는 여러 행사들을 상의하고
재가하는 일, 향사나 교육에 관한 일 등 심곡서원
원장으로서 성심을 다하고 계신다.
2019년 9.17일에는 심곡서원 추계향사(秋季
享祀)가 있었다. 초헌관으로 이건술 심곡서원장
님, 아헌관에 조길생 용인문화원 원장님, 종헌관
에 한양조씨정통대종회 조성진회장님이셨고, 문
정중학교 학생들도 참여해 문정공 정암 조광조
선생님을 기리는 향사가 의미를 더 하게 되었다.

요즘도 손수 농사를 짓나요?

“지금은 많이 팔아서 없어졌어. 집사람은 허리
를 다쳐서 못하고 나혼자 다하지. 논보다 밭이 많
되셨다. 그때의 나이는 56세. 60이 안된 비교적 젊은 나이라고 말씀하셨다. 2002년도에 이현
명 원장님이 돌아가시고, 이어서 윤영기 원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회장님이 재무장의로 임명된
걸 보면 꼼꼼한 성격에 딱 맞는 직책이었다고 생각한다.
13년 동안 재무를 보시다가 이후 박한철원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부원장이 되셨고, 박한철원
장님의 임기가 끝나면서 2018년, 작년에 심곡서원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다. 부원장으로 계시면
서 심곡서원이 ‘사적 제530호’로 지정되는 경사스러운 일도 있었다. 원장의 임기는 4년 단임제.

아서 손이 더 필요하고 일도 더 많아”
“바라는 게 있다면 자식들 다 건강하게 하는 일
잘 되고, 집사람도 내 후년에 80인데 나이 먹어서
도 아픈데 없이 부부 건강하게 살면 더 바랄게 뭐
있어? 돈이 많아도 쓸데가 없어”
회장님은 지난봄에 전립선 암 초기로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12월에 가봐야 완치인지는 알 수

“원장을 하다가 돌아가시거든. 이현명, 윤영기 원장도 하다가 돌아가시고 그 중간에 이종기
원장도 4년 하다가 더 안한다고 하고 끝났거든. 그래서 박원장이 아예 4년 단임으로 정관을 고
정시켰어.”

있다고 하며, 병원에서는 음식 조심하고 무리하

문정공 향사에 참여한 문정중 학생들

지 말고. 운동하고..
모쪼록 이건술 회장님의 건강을 소원하며 앞
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든든한 어른으로 계셔주셨으면 좋겠다.

일주일 몇 번 출근을 하시나요?

“매주 월요일에는 의무적으로 가고. 초하루 보름은 분향일이라고 해서 분향 땜에 가고, 평균

│이은성

6번은 기본적으로 가고. 다른 데서 서원 탐방오신다고 하면 때에 따라 가고 그래요. 향사나 교
육에 관한 일들, 교육관이 있어서 서예나 한문지도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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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중학교 시절

고기동의 많은 학생들이 그렇듯이 고기초등학교를 다녔다. 그 당시의 고기초등학교는 풍덕
천에 있는 수지초등학교 분교였는데, 죽전 대지초등학교, 고기초등학교, 산의실의 산의초등학
교도 모두 수지초등학교를 본교로 하는 분교였다. 그래서 운동회도 졸업식도 모두 수지초등학
교에 가서 했다고 한다.
이윤순 씨는 수지초등학교 29회 졸업생인데, 수지초등학교 30회 졸업 이후로는 고기초등
학교가 본교가 되면서 고기초등학교 1회 졸업생들이 생겨났다. 같은 해에 분교들이 모두 본교
가 되면서 수지초등학교 분교졸업생은 없어졌다.
고기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문정중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고기리에서 문정중학교 다니는 학
생들은 모두 걸어 다녔다. 말구리고개로 넘어가서 동천동으로 내려가면 염광약국 있는 곳으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아홉사리고개로 걸어가서
학교를 다녔다.
동천동에서 유명한 염광약국은 중학교 2학

이이이
이윤순 (68)

년 때 생겼다.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오다 보니,

고기리 유원지의 터주대감 배나무집

이 설치했던 것이다. 아마도 그곳에 사는 사람

묵어있던 땅에 딸기나무만 잔뜩 있어서 다니면
서 산딸기 따 먹던 땅이었는데, 야전 천막을 많

들이 없어서 개간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윤순 씨는 광주이씨로 고기리 배나무골에서 1951년 2월 25일에 태어났다. 이건술 노인

데, 거기에서 닭이나 돼지 같은 가축을 길렀다.

회장과 실제로는 9촌간이었지만, 고조 할아버지께서 후손이 없는 큰집으로 양자로 가면서 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육영수 여사가 그곳에

멀어진 촌수가 됐다. 고조할아버지는 지금의 낙생저수지 옆에 손의터(고기리 38번지)에 사시

왔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육영수 여사가 주변

다가 배나무골로 올라오셨다. 이건술 노인회장님과는 아래윗집에 살았었다.

에 지원을 해 주라는 당부에 나병환자촌은 많

아버지 형제가 3형제인데, 큰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고모는 아직 생존해 계신다.

은 무상지원을 받고 크게 확장을 할 수 있었다

형제는 위로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려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맏이가 되었다. 그래도 7남

고 한다.

매로 딸 둘에 아들이 다섯으로, 제일 먼 곳에 사는 동생도 서산에 살고 있을 정도로 모두 가까

처음에는 나병이 무엇인지 몰라서 무서운 줄

이 살고 있다. 그중에 넷째 동생은 옆에서 ‘돌담집’이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도 몰랐다. 진물이 나는 것이 묻으면 옮는다는
젊은 시절 여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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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는 진학을 못했지만,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잘 살아서 시골에 살았지만 큰
고기초등학교 체육대회

재산도 만져 보았다. 1967년에 중학교 졸업하고 난 후라 17살 정도 밖에 안 됐을 때 고기리에
땅투기 바람이 불었다. 그 당시 땅 한 평이 180원씩 했는데, 부모님이 당숙집의 육촌형과 같이
사업을 하라고 8,000평에 해당하는 땅을 팔아서 그 당시 150만 원을 밀어 주셨다. 큰돈을 가지
고 부산으로 가서 사업을 하는데, 경험도 없고 젊은 혈기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3년 만에 큰
돈을 다 없애면서 사업은 실패하여 남좋은 일만 했다. 땅을 팔아서 무엇을 한다고 해도 성공을
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얻은 셈이었다.
막내딸 유치원 야유회

군대와 결혼

군대는 남들보다 늦게 갔다. 다른 친구들은 20살 정도에 군대를 가서 제대할 무렵에 이윤순
씨는 군대를 갔다. 3년을 꽉 채우고

제대를 하였다. 처음에는 논산훈련소를 갔는데, 훈련소에서도 한 달 가량 늦어졌고, 도끼만행

1976년 8·18 도끼만행사건 무렵에

사건으로 제대도 한 달 가량 늦어져서 3년을 꽉 채우고 제대를 하였다.
군대를 다녀와서 의왕에 있는 회사에 취직면접을 봤는데, 나이는 어려도 큰돈을 써봤던 사
람이라서 그 회사에서 주는 월급으로는 다닐 수가 없어서 집에 와서 농사를 짓게 되었다. 경운
기, 양수기, 이앙기 탈곡기 등 농기계도 제일 먼저 사고 농사도 제일 많이 꽤 오래 지었다.
1976년도에 고향이 이북으로 피난 와서 정착하고 사시던 분의 중매로 결혼을 했다. 장인
어른은 충청도 음성분으로 탄광과 연관이 있었다. 고기동 말구리고개 쪽에 백토가 나오는 탄
광이 있었는데, 탄광 개발 때문에 고기리에 이사 와서 살던, 네 살 아래의 부인과 결혼에 이르
결혼식 후

렀다. 군대를 9월에 제대하고 결혼은 11월 26일에 해서 딸을 넷을 두었다.
딸들은 공부를 다 잘 했는데, 모두 고기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문정중학교로 진학을 했다. 막
내딸은 그 당시에 처음 생긴 수지중학교로 진학을 했다. 위의 세 딸들은 고등학교도 모두 수원
으로 진학을 했지만, 막내는 분당 중앙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다. 큰딸은 건국대를 나왔는데, 식
약청과 CJ를 거쳐 잠시 쉬다가 지금은 한화에 다닌 지 2~3년 된다, 둘째딸은 농협에 다녔는데,
결혼하면서 주부로 지내고 있다. 셋째딸은 천안의 상명대학교에서 총장상까지 받았는데, 지금
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현재 같이 살고 있다. 막내딸은 일본의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을 하여 현재 일본에서 머무르고 있다.

수지농협에서의 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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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재에 집을 짓다

장사를 시작하다

지금 고분재쪽의 땅은 거의 집안 소유였

농사를 짓는데, 80년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고기리 냇가를 찾아서 놀러오기 시작했다. 집 뒤

다고 한다. 농토도 다 여기(고분재)에 있었

의 냇가가 넓었는데, 서울 사람이 와서 장사를 한다고 땅을 빌려달라고 했다. 처음에는 농사도

기 때문에 27살이었던 1977년도에 지금

많고 바빠서 신경을 안 썼는데, 한참 지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면서 앉아서 놀 수 있게

의 배나무집 위치에 집을 지었다.

자리를 조성해 달라는 요구에 응하면서 장사를 시작했다. 그때에도 본격적으로 장사를 한 것

1976년까지는 아무 곳에나 집을 짓는데

은 아니었고, 농사를 지으면서 자리를 만들어 주는 정도에 불과했었다. 그러다가 자리만 만들

제약이 없었다. 그런데 1977년도부터는 허

어 주던 것들이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도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본격적인 장

가를 받아야 집을 지을 수 있어서 허가를

사를 하게 되었다. 정식으로 허가를 낸 시기가 가물가물하지만 30년이 넘었다. 고기리에서 장

받으러 용인군청에 다녀오려면 꼬박 하루
가 걸렸다. 고기초등학교까지만 버스가 들

1977년 7월 9일 자 경향신문
경기도에 수해 피해가 크다는 기사내용

사하는 것으로도 역사가 제일 오래 되었다. 넷째 동생은 본
래 삼성계열의 회사를 다녔다. 장사는 나이 먹어서도 할 수

어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걸어 나가서 버스

있다고 동생에게 권해서, 넷째동생도 ‘돌담집’이라는 가게

를 타고 머내에 가서 다시 갈아타고 신갈로 가서 용인군청을 가는 버스를 타야했기 때문이다.

를 운영하고 있다.

1977년도에 고기리에 수해가 크게 나서 광교산에 사방공사를 했는데, 사방공사하는 비용이

집을 한옥으로 지었는데, 처음에는 집에서 식당을 같이

면 고기리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도 남을 정도로 큰 공사였다고 한다. 골짜기마다 사람 살 벗기

했다. 나중에 식당허가를 내면서 건물을 다시 짓고 장사를

고 뼈만 남기는 것처럼 다 다 벗겨졌었다. 고기리 토박이는 아니지만 외지에서 치과의사가 이

하다가, 손님이 많아지면서 가게를 헐고 크게 지었다. 그 후

사 와서 한옥집에 살았는데, 수해로 불어난 물이 집을 그대로 밀고 떠내려가서 사람도 여럿 죽

에 옆에 한 채를 더 지어서 가게 건물이 두 채가 되었다. 그

었다고 한다. 이윤순 씨가 새로 지은 집은 냇가 옆에 있었지만 다행히 피해가 없었다. 그 날이 7

렇게 30여 년의 세월동안 고기리의 터주대감 역할을 톡톡

월 18일인가 그랬다(실제로는 7월 8일). 안양에도 하루에 비가 500ml가 넘게 왔다고 했다.

히 하면서 배나무집의 역사를 만들게 되었다.

1977년에 집을 지어 놓긴 했지만 비어 놓고, 석운동과 고분재 등에 논이 여러군데 있어서,

배나무골에서 살다가 1977년도에 고분재로 집을 짓고

아침에 논에 가보려고 배나무골에서 내려

내려오고, 2019년에 다시 집을 지어 옮겨 온 것이다.

오니, 고분재는 비에 쓸려서 아주 훤했다. 냇

40여 년을 배나무집에서 살아온 것이다.

가 옆에 논이 있었는데 물이 논으로 넘어올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다. 샛말 아래쪽으로는

노후생활을 편하게 보내고 싶다

비가 많이 왔지만 배나무골쪽으로는 덜 와
서 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 동천동도 말

이윤순 씨는 3년 전에 다리를 다쳐서 지금도 걸음이

짱했다고 한다. 산등성이를 가르고 비가 오

불편하다고 한다. 가게운영은 실질적으로 부인이 맡아

는 양이 달라졌다.

서 하고 이윤순 씨는 운전이나 해 주는 등 별로 힘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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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일을 주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벌써부터 가게를 정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
이 쉽지가 않았다.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힘이 들어서 ‘그만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정
리를 했다.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한창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메뉴도 정해지지 않았
다고 한다.
장사를 정리하고 아파트를 하나 살까 했는데, 그 돈이면 새로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파트에 살면 편하고 집을 짓는 공사에 시간과 노력을 안 들여서 편하기는 하지만, 내가 원하
는 만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튼튼하게 짓고 싶어서 논이었던 곳에 집을 다시 지었다.
올해부터는 건축법이 변경이 돼서 건축면허 있는 사람에게 계약을 해야만 지을 수 있는데,
건축비용이 예상비용보다 더 많이 들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9년 정도 됐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다. 아버지께서는 정신
이 있으실 때 형제들에게 각각의 몫을 나누어 주셨다. 지금은 94세의 어머니를 모시고 이연순

새로 지은 집은 가게를 운영하느라고 고생을 한 부인과 공동명의를 했다고 한다.

이이이
이덕영

이제는 새로운 일 보다는 노년을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는 모습에서 편안함이 느껴진다.

“유쾌한 정재윤여사와 손기터를 지키시는 터주어른 이덕영선생님”

씨 내외가 1층에서 살고, 셋째딸 가족이 2층에서 살고 있어 대가족을 이루고 있다.

│김정희

수지구 고기동엔 조상대대로 손기마을을 지키며 살고계신 덕수이씨(德水 李氏) 이덕영 선
생님이 계신다. 선생님은 1935년에 지금 살고계신 집에서 태어나셨다. 스스로를 ‘바보’ 라고
하시며 어디로 이사 갈 줄도 모르고 오로지 한자리에서만 살아오셨다고 하신다.

“옛날 집을 기와로 고치고, 중간에 또 고쳐서 지금까지 살고 있지."

고기동에 덕수 이씨(德水 李氏)가 세거하기 시작한 시기는 임진왜란 이후로 추정되며, 이덕
영 선생님의 14대조 풍암공(楓巖公) (諱 백록白綠)과 11대조 강민공(剛愍公) 이완(李莞) 장군
의 묘소는 손기마을에 있다. 풍암공 백록은 아들인 ‘貞’을 두었는데, 덕연군(德淵君 정貞)은 희
신, 요신, 순신 3형제를 두었다. 즉, 백록공은 이순신 장군의 조부가 되신다. 이덕영 선생님은 장
2019년에 새로 짓고 이사한 집

부부동반 캄보디아 여행

자인 ‘희신’의 후손이며. 손기동에 정려각이 있는 강민공 이완은 희신의 아들이다. 배나무골과
샘말 등이 광주 이씨 집성촌이었다면 손기마을은 덕수 이씨 집성촌이었다. 40가구가 넘게 살
던 동네였으나 지금은 종가를 비롯해 4가구만이 고향을 지키며 살고 있다. 선생님은 종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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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은 몇 살에 학교를 들어갔는지 생각은 나지 않지만, 2학년까지 밖에 없었기 때문에 졸
업은 하지 않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2학년을 다니셨다. 정상 졸업보다 2년 늦게 졸업을 하셨
다는 말씀인데, 졸업하던 해가 16살인데. 6·25전쟁이 일어났던 해가 바로 그때이다.

“중학교는 여기서 중학교 갈려면 수원까지 나가야 돼. 그래서 졸업하고 심곡서원에 고등공
민학교가 있었어. 한옥을 터서 만들었지, 그런데 두어 달 댕기는데 6·25가 난거야. 그래서 안
갔어. 전쟁이 나서 안 갔다가 나중에 1년인가 2년인가 또 댕겼지. 그래서 거기서 졸업을 했지.
학교에 가니까 2학년인데 우리보다 5~6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랬다고. 5살 많은 사람들은 보
니까 다들 어른같애. 그때는 학교 다니면서 장가를 든 사람도 있고 그랬었어. 지금은 건물이 하
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는 없어졌더라고.”

고등공민학교가 있었던 심곡서원에 대한 선생님의 애정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심
덕수 이씨 납골묘와 멀리 보이는 이완 장군 묘소

곡서원 향사에 참여를 하고 계신다. 학창시절에 있었던 6·25전쟁 때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
데, 이덕영 선생님에게 전쟁은 할머니를 가장 먼저 떠 올리게 만든 사건이었다. 쌩하고 지나가

니기에 항렬은 2대 높다. 하지만 이 댁의 3남 4녀 즉, 7남매 중 장손으로 스스로를 ‘바보’라지

는 비행기 소리에 사랑채가 순식간에 찢어지고 기관총소리와 여기저기 마당으로 떨어지는 총

만 그 책임이 무거워 아직까지 터를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다.

알탄피, 순식간에 집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단다. 너무도 무서워 동생과 함께 나뭇가지가 있는
곳으로 무조건 쑤시고 들어가 숨었는데, 고삐를 메 놨던 소는 뛰쳐나가고...

졸업하던 해 6.25가 났어

고기동이 벽촌이라 소금한말을 사가지고 와도 머내에서 지고 왔어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가 있었기에 대장동, 신봉동에서도 학교를 고기동으로 왔다. 신봉동 꼭대기에
있는 동네는 고개 두 개나 넘어서 와야 했지만 수지초로 가는 것보다 고기동으로 다니는 게 더
나았다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고기초에 교실이 1개 밖에 없어서 한쪽은 1학년 또 한쪽은 2학
년 교실로 사용을 했다. 만약 6학년까지 졸업을 하려면 판교, 수지, 신갈로 가든 해야 했다. 당
시 고기초가 2학년까지 밖에 없는 고기간이학교였기 때문이다.

“광복 되고 분교로 되면서 6학년까지 생긴 거지. 노인정 자리에 학교가 있었을 때 내가 기어
다닐 적이야. 학교 지을 때 목수가 와서 뭐하면 내가 가서 귀찮게 굴고 그랬다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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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한
바퀴 빙 돌아보면서 방문을 열어
보니까 누가 먼지 뒤집어쓰고 앉
어 있어. 그래서 무서워서 문을 닫
었어. 닫고 다시 열어보니 할머니
가 기관총에 맞어 돌아갔어. 그리
고 미군들이 와서 포를 엄청 많이
쐈다고. 그게 여기 떨어져서 155
미리 포탄. 고기초 정문 있는데 아
래 가마떼기 하나 가지고 가서 밤

약혼사진과 정재윤여사님의 꿈 많은 처녀시절(갈래머리)

을 새고 들어왔다고. 무서워서. 새
고 오니까 한옥의 가운데가 주저
앉았고.“

꿈이 많아 결혼 생각도 없었던 정재윤여사는 26세에 중매로 판교 삼평동에서 이씨집안으로
시집을 오셨다. 시집온 즈음에 손기마을엔 40가구가 살았었단다, 그래서 ‘산골 로방촌’이라고
소문이 났었다고. 이유를 여쭈니, 산골인데 도시처럼 되어있다는 뜻이란다. 그래도 덕수이씨네

동갑내기와 결혼한 정재윤여사
조상대대로 살아오고 있는 이덕영씨 댁
(위-초가를 한옥으로 / 아래-기와를 양옥으로)

만 살아서 괜찮았다고 하는데, 대신 가문의 예절과 전통이 엄하게 중시되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려

“웬만하면 살지도 못해. 옛날에는 시집살이 엄청 심했잖어. 밥상을 가지고 나올 때는 뒤로

고 하니 그 당시는 군인이 많아 징

뒷걸음해서 나와야 돼 뒤로 돌아서 나오면 ‘어디 궁딩이를 어른들 앞을 나와?’ 그리고 식전이

집이 아니라 소집으로 갔다. 그래

면 자릿조반이 꼭 있어야 돼. 조그마한 술상에다가 찬도 놓고, 물이던지 술이던지 갖다 드리고

서 군대를 가려고 용인에서 수원 매산초등학교까지 갔다가 보류돼서 다시 돌아오셨다. 그러다
22세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제대도 없었단다. 정전이 되고 3년 있다가 갔기에 언제 전쟁이
다시 벌어질지 몰라 제대를 안 시키고 대기 상태였다고. 육군 공병으로 부산에서 35개월 복무
하고 59년도에 제대를 하셨다.

그때 나이는 26세, 물론 결혼도 26세에 했다. 동갑내기 정재윤여사와 중매로 결혼해 남매를
두었다. 사모님께 26세 동갑이라 당시에 결혼이 좀 늦었을 것 같다는 질문에
“왜 늦어. 나는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아서 결혼도 안 하려고 했었어. 꿈이 많았는데, 노래하고
싶었고. 근데 옛날에는 양반 상놈 따져서 양반 집에선 그런 거 안 시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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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침준비해서 드리는 거지.”

서 그때 여기 고기리 사람들은 다 어렵고 고생하면서 살았고 겨울이면 놀 시간도 없이 땔나무
하기 바빴다는 말씀만 하셨다.

생신 때도 먼저 자릿조반 갖다드리고 생일잔치 차려야 했다. 제사음식도 준비하려면 3일은
준비해야했다. 제사술은 약주술과 막걸리 2종류, 감주도 하고, 콩으로 다식도 배기고..
그렇게 지내던 제사는 재실이 있었던 동네아래에서 지내다 지금은 헐고 위에 있는 선산에
서 지낸다. 물론 아래에 있던 산소들도 산위에 납골당으로 모셨다.

인터뷰 내내 먹을거리 챙겨주시는 정재윤 여사님과 이덕영 선생님부부는 중매로 결혼한 63
년생 딸과 65년생 아드님을 두셨다. 자녀들이 부모님 용돈을 드리지만 선생님께서 자녀들에
게 주기도 한다. 그럴 때면 아드님은 ‘감사합니다’하면서 넙죽 받는다고 하시면서 허허허 웃으
신다. 더불어 가족들과 함께 앞으로도 건강하게 고향을 지키면서 사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

바느질도 일등이라고 하시는 정재윤여사, 동네 시집가는 색시들 윗도리도 다 꿰메줬을 만큼

한다고 말씀해주셨다.

바느질 솜씨도 좋았다, 언젠가 수지읍사무소에서 바구니 만드는 경진대회에서도 우승을 하신
걸보니 손 솜씨가 좋으신 것 같다.

│이은성

“내가 만든 싸릿가지로 만든 것 남아 있어. 수지읍사무소에서 그런 것 만든다고 오래. 만드
는 대회를 했는데 내가 1등 먹었어. 부녀회장시절에”

평생 농사만 지었지

“여기에서 농사짓고 나무 때고 그렇게 살았지. 직장은 다닌 적 없고. 평생 농사만 지었어.”

평생을 농사만 지었다고 하시는 이덕영 선생님. 농사는 3.000평정도 지었는데,
“손이 빨라서 모를 심으면 이동네 저동네 불려갔지.”라고 말씀하셔서 그 당시 하루 품삯이
얼마나 되었나 여쭈니, “품값이 사흘이나 나흘 가야 쌀 1말 받았어. 그것도 남자 장정이 남의
것 쌀 한말 갖다먹으면 사흘은 일 해줘야 돼. 여자들은 더 길고.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시절이
었지. 옛날에는 소 한 마리면 부자였어. 그 때는 또 소 키워야 하는데. 외양간은 없어지고.”

직장을 다니시지는 않았지만 농사를 지으며, 농협의 조합원으로, 70년대 후반에는 마을이
장으로, 2015~2016년에는 노인회장님으로 바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이덕영 선생님. 노인회
장직은 수행하시다 나이든 사람이 하는 것보다 젊은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이재유

이덕영선생님 가족사진 (이덕영선생님 부부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들)

선생님께 물려주셨다고 한다. 사진으로 남아있는 활동들을 여쭈니, 별거한 것 없다고 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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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집으로 양자로 들어갔다. 그래서 장남으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 장남이 되었다.

콩나물시루였던 통학길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황토한옥펜션

고기초등학교를 나와 문정중학교를 다녔다. 집에서 40분이 걸리는 고기초등학교까지 걸어

이이이
이찬순 (58)

가서,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다.

고기2통 지역사회의 봉사자

한다. 겨울에는 7시 버스를 타면 학교에 7시40분이면 도착하는데, 여름에는 7시가 한 낮이었다.

1970년도에 고기초등학교까지 수원버스가 하루에 두 번 들어왔는데, 버스가 안 들어오는 날
은 머내까지 걸어가야 했다. 여름에는 제일 늦게 학교를 가고, 겨울에는 제일 먼저 학교에 갔다고

버스를 타러 가면 학생들이 이미 다 와 있었다. 더구나 출퇴근 시간과 겹쳐 버스는 콩나물 시루였
다. 학생들, 어른들, 짐보따리까지 버스가 사람들로 인해 미어터졌다. 80년대 초반까지 그렇게 학

사랑방의 나락위에서 태어나다

교에 다니다가 성남버스가 대장동까지 들어오면서 콩나물시루 같던 버스가 조금은 나아졌다.
이찬순 통장은 1961년 음력 9월에 7남매 중 가운데에 태어났다. 얼마 전에 동네에서 야유회

고등학교는 성남으로 진학을 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아침에 4시 반에 가기도 했다.

가는 날이 생일이었다고 한다. 고기2리 전체에서 43명의 새마을 회원과 야유회로 생일을 대신

머내까지 한 시간 반에서 한 시간 40분 정도가 걸려서 머내에 도착한다고 한다. 혼자서 걸어가

해서 다녀온 셈이었다.

기에는 먼길이라서 친구와 동행을 하여 학교를 다니곤 했었다. 고분재 위쪽마을에는 집집마다

아버지는 3형제 중 첫째로 바로 아래의 동생은 6·25 전쟁에 참여해서 전사했고, 막내동생은

아이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없는 집이 없었다.

한집에서 같이 살았다. 이찬순 통장이 태어날 때, 안방은 이찬순통장 가족이 살고, 건너방에서
는 막내 작은아버지 가족이 살았다. 사랑방에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찬순 통장이 태어나던

어린나이에 고군분투한 농사일

때가 가을이라 타작을 해서 사랑방에 벼를 산같이 쌓아놓았다. 안방에서 아기를 낳아야 하지
만, 통장이 태어나기 한 달 전에 바로 위의 형이 죽는 바람에 사람이 죽은 곳에서는 애를 낳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대고모집에서 사업을 해서 잠시 일 년 간 나가 있었던 기간을 빼고

않는다고 하여, 이찬순 통장은 사랑방의 깔아놓은 벼 위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큰형은 군대영

는 오로지 농사만 지었다. 아버지께서 편찮으시고 동생들은 너무 어려서 농사지을 사람이 이

장 받았는데, 가을추수가 끝나고 들

찬순 통장 밖에 없었다.

쥐병(들쥐가 옮기는 렙토스피라, 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많이 지었다. 논만 25마지기 이상 되고, 밭도 2,700평이

쯔가무시)에 걸려서 10월 이맘때 스

넘어서 거의 8,000평에 가깝게 농사를 지었다. 그때는 농기계도 보급이 안 된 때라서 모든 농

물한 살의 꽃다운 나이로 별안간 세

사일을 소에 의지해서 해야 하는데, 모내기 할 때 조금, 벼 밸 때 조금 거들었을 뿐 쟁기질도 안

상을 떠났다. 6·25 전쟁에 참전해서

해 본 농사초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농사일을 시작하려니 상당히 힘이 들었을 것이라

전사를 하신 둘째 작은 아버지가 딸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옆에서 돕기만 하다가, 1985년도 25살

만 한 분 낳아서, 둘째형은 둘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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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순 통장이 태어난 집

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농사는 오롯이 이찬순통장의 몫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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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할머니와 동생들과 같이 살았는데, 이듬해 1986년도에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어

람들은 솥과 가스렌지를 들고 고기리계곡에 와서 개를 잡아먹고, 밥도 해 먹고 전축 틀고 놀다

머니와 동생들만 남았다. 바로 밑의 여동생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는 통학하기 힘들다고

가 가고 했는데, 19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난개발이 된 곳을 정리한다고

학교근처에 집을 얻어서 나가 있고, 그 밑의 여동생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여 나갔다.

근린생활구역을 허가를 내 주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고기리계곡에서 무허가로 장사하던 사람

막내동생마저 안양에 살고 있던 형에게 가서 있는 바람에 집에는 어머니와 단 둘만 남았다.

들이 차츰 정리가 되었다. 199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게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전원주택

어머니와 둘이 살면서 소를 다섯, 여섯 바리를 길렀다. 농사를 7,000평에서 8,000평 지으려

들이 같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고기리에 사람들도 많이 증가되었다.

면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농사일에 매진했다. 그렇게 3~4년을 지내면서
밭일은 집에 있던 소로 억지로 갈았지만, 논일은 서툴러서 어쩔 수 없이 일꾼을 사서 갈았다.

황토 한옥펜션을 열다

농기계가 보급되고 난 후에는 경운기를 사서 농사를 지었다. 소를 기르면서 얼마 후에 양계장
도 운영했다. 농촌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양계가 괜찮다는 얘기를 들어서 육계를 5,6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6년 전인 2013년에 그만 두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손님 있을 때

년 정도 운영했다. 육계는 33일에서 35일을 키우면 300~400kg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통닭이

는 있지만, 손님이 누가 오나 기다리고 있는 것도 지루했다고 한다. 그 후에는 펜션사업을 하려

나 튀김용으로 판매를 했다.

고 허가를 내고 황토방을 지었다. 2013년부터 한옥황토펜션을 6년간 운영했는데, 지금은 경

그렇게 지내다 보니 쉴 시간이 없었다. 집에서 관음사까지의 거리가 100m정도 되는데, 관
음사도 못 올라갈 정도로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 어느 날인가 관음사에 올라갔더니 “어떻게 여
기까지 왔느냐?”고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아주 바쁘게 살았다.

기도 안 좋고 펜션도 많이 늘어나서 황토한옥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려중이라고 한다. 요즘은
고객들이 주로 30~40대로, 그들에게 황토펜션은 인기가 없기 때문이다.
한옥을 짓고 나니까 스님 두 분이 와서 절집을 한다고 팔라고 했다고 한다. 아직은 팔 때가
안 돼서 돌려보냈지만, 앞으로 누가 된장, 고추장같은 장류의 가공식품이나 산사랑같은 토속

고기2리 이장이 되고, 공인중개사가 되다

적인 음식점을 한다고 하면 한옥황토펜션을 넘길 생각도 있다고 한다.
바로 옆에 이종무 장군의 묘소와 한옥으로 된 재실도 있어서 문화재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

그렇게 바쁘게 농사짓기 10년 만에, 1995년도에 이장을 맡게 되었다. 농사는 똑같이 지으면
서 이장을 보려니 더 바쁘게 일을 해야 했다.

도 있다. 이종무 장군 묘소는 15년인가 20여 년 전에 도굴을 당했었다고 한다. 그전에도 도굴을
당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옆을 파고 다 뒤져서 숯이 다 보일 정도로 도굴을 당했다고 한다.

1995년도에는 수지에 이장들이 20여 명이었는데, 수지가 개발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장들이 늘어나서 이장의 임기가 끝난 2000년도에는 40여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2001

다시 고기2통의 통장이 되다

년도에 수지읍이 수지출장소로 승격되면서 동천동이 분동되고, 동천동사무소가 2005년에 개
소하면서 동천동주민센터 1기 자치위원이 되었다.
40세 전후로 차츰차츰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양계장을 그만두고, 45살에 막내여동생
도 결혼을 시켰다. 키우던 소도 다 정리하고 농사만 지었다.
이장의 임기가 끝난 2000년도에는 공인중개사에 도전하여 자격증을 따고, 그 후 10년 정도
는 부동산 사무실을 하면서 농사를 같이 지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고기리에 자연발생 유원지라고 사람들이 많이 놀러오기 시작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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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기2통의 통장을 다시 맡은 지 5년차이다. 통장의 임기는 3년인데 대동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앞으로 통장은 한 번 더 연임을 할지, 그만 둘지는 생각중이라고 한다.
고기동의 통장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아직은 농사짓는 사람들
이 많은데, 농협이나 동사무소 등 두루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봄이 되면 감자신청, 비료 신청
등 농사짓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챙겨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외부인들은 그런 현실을 모
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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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
현재 고기동에는 원주민이 30여 가구 밖에 안 된다고 한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아파
트에 사는 것과 같이 이웃에게 무관심한 편이다. 버스를 타고 다니면 버스 안에서 만나서 친분
이 생기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니 만날 기회도 별로 없다. 필요하면 찾아오
지만 그럴 경우가 거의 없다. 고기동도 시골 아닌 도시화가 되어 버렸다.
고기2통은 전체적으로 집성촌으로 배나무골, 샛말, 고분재가 있다. 고기동에 인구가 늘어나면
서 분통이 된다고 했는데, 번지수와 관리하는 동네가 섞여 있어서 분통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앞으로의 삶의 방향은?

어머니와 둘이 정신없이 농사만 짓고 살다가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원도 홍
천이 고향인 동생친구와 결혼을 했다. 자녀는 남매를 두었는데,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다. 아들은 같이 살지만 딸은 직장근처에 따로 살고 있다.
어머니는 94세에 노환으로 올 봄에 돌아가셨다. 오래 사실 줄 알았더니 심장마비에 뇌출혈
로 돌아가셨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던 어머니였는데, 평소에 마음의 준비를 했

이이이
이연순 (1933년생)
“내가 살던 곳은 들데인데, 여기 오니까 첩첩산골이라 못 살 것 같았어”

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진다.
현재 4,000여 평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논만 3,000여 평이다. 재작년에는 벼를 수확해서 집
에서 모두 말리고, 작년에는 반은 수매를 하고 반만 말렸는데, 올해는 모두 수매를 하고 두 자
루만 남겨서 말리고 있다.

이연순 할머니는1933년생이라고 하지만, 본인나이는 우리나라 나이로 90세라고 한다. 원
래 1930년생으로 출생신고를 늦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연순 할머니는 충청도 괴산군 불정면에서 태어나 19살에 충청도 음성군 소이면에 살고

앞으로 2~3년만 농사를 더 짓고 상황을 봐 가면서 정리를 하려고 한다. 정리가 되면 외부에
나가서 단순하고 단촐하게 한 번 살아보고 싶다고 한다. 그러나 고향을 아주 떠날 수는 없으니

있던 광주 안씨 집으로 시집을 왔다. 음성 소이면에 살던 광주 안씨는 수지구 고기동에서 머내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순국한 안종각 지사의 막내동생 집이었다.

이 근처인 분당이나 동천동을 이주장소로 생각중이지만 그것이 맘대로 되겠는가?
제일 아쉬운 것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고기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안종각 지사 집안의 막내며느리로 시집오다

이라도 고기동의 사계절의 모습을 사진으로나마 찍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고기동에서 태어나 고기동을 떠나 본적이 없고, 현재 고기동의 봉사자역할을 하고 있는 이
찬순 통장의 고기동에 대한 무궁한 애정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이연순 할머니의 시아버지는 안종각 지사의 4형제 중 막내동생으로, 군(청)에 다니셨던 시
아버지는 27살인가에 둘째 아들이 첫돌이 되기도 전에 일찍 돌아가셨다. 홀로 남은 시어머니
는 아들 둘을 데리고 친정집인 음성으로 이사를 오셨다.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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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셨다고 한다. 하나밖에 없었던 고명딸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친정어머니는 외손주들을

남편이 6.25 때 군대를 갔는데, 하사로 제대를 했다고

무릎에 앉히고 키우셨다고 한다.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 갔던 두 형제도 음성에서 자랐고, 두 형

한다. 음성읍사무소 앞에 6.25때 군인을 갔다 온 사람들의

제 중 큰아들의 자손들은 아직도 음성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다.

명단이 있는데,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이연순 할머니는 한 살 연상이었던 둘째 아들에게 19살에 시집을 왔다. 처음 10년간은 음성

국군묘지로 간다고 하는데, 조카사위가 작은 아버지도 명

에서 살았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남편을 따라 남편의 고향인 수지 고기리로 돌아오셨

단에 들어있다고 전해 줬다. 박근혜 대통령시절에 수속을

다. 시아버지 묘소는 원래 고기동에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시아버지의 묘소

밟아서 이연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남편과 함께 국군묘

를 음성으로 모셔 가서 시댁 소유의 산에 두 분을 함께 모셨다.

지에 안장을 할 것이라는 증서가 나와 있다고 한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남편묘소의 잔디가
많이 상했는데도 사초를 하지 않고 있다.

남편의 고향인 고기리로 돌아오다

젊어서는 고생을 몰랐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고기리에서의 삶은 힘이 들지는 않았지만, 처음에는 살 수

에야 일을 조금 했지, 젊어서는 일을 거의 안 했다. 그 당

없을 것만 같았다.
넓은 들판을 보면서 살다가 이사 온 고기리는 첩첩산중이

팔았는데,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

었다. 둘러봐도 산만 보이고 들판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 답답

고 나서 농토가 논 7마지기와 동막천 건너에 밭이 천 평 가까이 있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터를

해서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제외한 농토를 남에게 소작을 주었다. 그러다가 성남시에서 대장동과 고기동으로 들어오는 도

남편은 고향에 돌아와서 농사를 지었다. 이윤순 할머니도
남편의 모습

시에는 남의 일을 다니면서 품앗이를 하거나 품을 많이

로를 만들면서 농토가 많이 수용되었다.

따라서 농사를 지었는데, 힘든 일은 남편이 하고 본인은 하나
도 안 했다고 할 정도로 자상한 남편이었다.

담배집 할머니

논 7마지기에는 벼를 심었지만, 밭에는 콩 심고 서석을 심었는데, 여기 와서 서석을 심는 것
은 처음 보았다고 한다.
“여기 오니까 서석밥이고 노란 조밥 그런 것만 해 먹고, 진짜 못살 것 같아서 다른 곳으로 이
사 가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 동네에 살고 있다.

만세 부르다 돌아가신 큰집 안종각 지사의 며느님이 담배 소매를 했는데, 이연순 할머니가 그
것을 물려받아서 담배 소매를 17년간 했다. 큰집의 며느님이 나이가 들고 자식들은 서울에서 살
고 있어서, “자식들이 이런 산골에 와서 담배가게를 물려받겠나?” 하면서 담배가게를 물려줬다

친정어머니가 다니러 오셔서 사람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여자들이 왜 그렇게 지

고 한다. 잡화가게를 같이 하면 좋았겠지만, 깎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잡화가

게들을 지고 나대니?” 하셨다. 여자들이 지게를 지고 일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모여 앉으

게는 못한다고 담배만 팔겠다고 했다. 그래서 담배는 이연순 할머니가 팔고, 지금의 CU자리에

면 쑥덕거린다고 “너 말조심해라! 큰일 난다.” 고 조심시키셨다.

서 잡화를 파는 분이 따로 있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신다.

남편의 환갑은 롯데월드의 뷔페에 가서 했다. 그때만 해도 뷔페가 처음 생겨서 동네사람들

예전에는 담배를 파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팔수 있었다. 아무나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때

이 뷔페음식을 처음 먹어본다고 했었다. 환갑을 롯데월드에서 잘 하고 난 다음 해, 진갑을 못하

는 배달도 안 해 줘서 수지까지 가서 담배를 받아와야 했다. 머내까지 걸어갔는데, 동막골에서

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담배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갔다 오기도 했다.

274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마을

원로와 공동체 활동을 통해 본 고기동과 삶

275

고기동2019_187_257_종합_e2_ing_고기동마을2019_내지_187_257_e2 2019-12-13 오후 4:57 페이지 276

큰손녀딸 부부
아직도 옷을 만들어 입는데 사용하는 재봉틀

직접 만들어 입는 바지

고기리에는 담배 장사하는 사람이 이연순 할머니밖에 없어서 수입이 괜찮았다. 지금은 여기저
기서 판매를 하는 터라 별로 재미가 없지만, 그때는 담배도 허가를 받지 않는 야메장사가 있어서
웃돈을 더 주거나 선돈을 주고 가져가기도 했다. 고분재에서는 손의터에 사는 이연순 할머니한
테 담배를 가져다가 웃돈을 얹어서 팔기도 했다고 한다. 고분재에서는 손의터까지 담배를 사러

안병우 교수 퇴임식(출처 :한신대학교 네이버 블로그 )

조카에게 선물 받은 누비 한복

오기에는 너무 멀었기 때문에 고분재 사람들은 담뱃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웃돈을 더 얹은 담배
를 샀다고 한다. 그때 팔던 담배가 아리랑, 파고다 등이었는데 200원짜리도 있었다고 기억한다.

도 솜을 넣어서 해야 했다. 집에서 일하던 일꾼들의 바지저고리도 손수 만들어서 주곤 했다.

나중에는 다리건너 가게에서 담배허가를 내서 파는 바람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아들이 지었는데, 땅을 깊게 파서 지하실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기소

담배소매장사는 그만두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고기리에 오

를 하도 튼튼하게 만들어서 지어진 집은 고기동에서 제일 잘 지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래 살던 사람들은 이연순 할머니를 보고 ‘담배집할머니’라고

아드님인 ‘안병우’는 한신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을 하고 지금은 덕성학원 이사에 취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임을 해서 바쁘게 지내고 있다. 아드님은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연순
할머니도 고기리교회에 다니고 있다. 큰손녀딸 내외는 외국에서 공부중이다.
아드님은 상도 많이 받았다. 얼마 전 증손주가 와서 아드님의 상장을 액자에 넣어서 진열한

가족들과 함께 하는 편안한 삶

것을 보고 “안병우가 누구인데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어? 엄마 안병우가 누구야?”고 해서 웃
이연순 할머니는 자수를 잘 놓았다고 한다. 양복가리개가 아

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

직도 남아있는데, 양복가리개는 이연순 할머니가 만들었지만,

결혼식은 구식으로 족도리 쓰고 해서 사진도 없다. 환갑사진도 누가 보랴 싶어서 사진을 다

서울복자수녀원에서 수녀로 있던 동생이 수를 놓아서 선물했

태워버렸다. 겨우 남은 사진은 남편 사진 한 장 남았다. 남편의 사진도 태우려고 한 것을 아들

다고 한다. 뜨개질도 잘 했다고 하는데 뜨개질한 옷들은 다 버

이 찾아서 겨우 한 장 남은 것이라고 한다. 옛날 사진들은 이사를 오면서 다 버리고 왔다고 하

려서 지금은 남아있는 것이 없다. 예전의 여자들이 그러하듯

는데, 남아있더라도 커다란 콘테이너에 있을 거라서 찾지도 못한다고 한다.

한복저고리도 직접 다 해 입기도 했다. 예전에 입었지만 지금

음성에서 시집와서 고기리로 이사 온 후 벌써 6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커다란 고생은 없

은 안 입는 옷들을 뜯어서 주름치마로 만들어 입는다. 지금도

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이연순 할머니의 시간은 아직도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재봉틀로 이것저것 만들어 입는데, 속바지는 사서 입어본 적이
없을 만큼 아직도 만들어서 입는다. 예전에는 바지저고리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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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이 이재유 선생님 집안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작은아버지께서 대
한청년 단장을 맡으며 동네로 숨어들어온 국군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잡혀가 모질게 매를 맞았
다. 그러던 중 고기초 선생님의 도움으로 풀려나긴 했으나 결국은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 아
버지께서도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지금 같으면 안 돌아가셨을 텐데’라며 많이 안타까운 생각
이 든다고 하신다. 그때가 11살,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증조부의 이뻐함에 7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7살 위의 작은아버지가 학교에 업고 다녔다고 회상하신다. 6.25전쟁 당시 고기리 사람
들은 피난을 가지 않았단다. 이유는 인민군을 구경도 못했으므로 전쟁을 실감하지도 못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전쟁은 전쟁인지라 국군이 들어오고 소탕작전이 벌어지고 9.28수복이 되기
전까지는 공산당 세상이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북한노래를 가르쳐야 했었다는
데, 지금도 그 노래를 기억하시냐는 질문에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이것만 생각이 나
고 그 다음은 모르겠다고., 그 당시에도 아이들이 어려워하자 선생님께서 그럼 ‘낮에 나온 반
달’을 불러보자는 말에 너무나도 잘 부르니 껄껄껄 웃으셨단다.
이재유 전 노인회장님 부부

이이이
이재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 4학년 때엔 선생님을 예뻐해 주셨던 증조부께서 돌아가셨

나가는 것 일등. 돈 버는 일 꼴등, 장투리 이재유 전 노인회장님
장투리마을 이재유 선생님은 합천이씨 전서공파 32세손으로 1941년 고기동 장투리마을에
서 태어나셨다. 고조할머니와 증조부 때 서울에서 성남 석운동으로 이사 오셨고, 얼마 후 증조
부께서 다시 장투리로 옮겨오시면서 지금까지 이 마을에 살고 계신다. 전주 이씨들 집성촌이
었던 석운동에서도 기죽지 않고 ‘콧바람깨나 쏘이시던 양반’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증조부께서
는 사람 좋은 호인이면서 동네사람들이 싸우면 동네 재판관 역할을 하셨던 분이셨다. 하지만
농사에는 소질이 없으셨기에 농사일은 온전히 아들인 할아버지의 몫이었다고 한다. 할아버지
의 자녀는 3남3녀, 회장님의 아버지는 그 중 장남, 회장님 또한 장남으로 태어나셨다. 어려서
증조부, 조부모님의 이쁨을 독차지하며 귀하게 자랐지만 아버지께서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증조부님의 관심과 애틋함이 더 했는지 모르겠다.
1950년도 고기분교 졸업식- 중앙에 증조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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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재익증조부께서는 그 당시 고기초등학교 후원회장을 맡으셨다. 일제강점기 고기분교로
출발한 고기초등학교는 학교의 원래 위치가 현재 그곳이 아니었다. 현재 마을회관이 있었던

“그 양반은 신문 올 때까지

그 장소에 있었는데, 분교가 폐교위기에 놓여있을 때 증조부께서 폐교위기에서 구하고 학교도

가게문 안 닫고 기다려. 신문을

현재 위치로 이전하는 일도 추진하셨다고 한다.

늦게 갖다 주면 오징어 한 마리
화롯불에 휘리릭~ 구워주면서

고기리에서 제일 가까

먹으라고 주고 그랬어. 지금도

운 중학교는 수지 문정중

그 어르신 생각나고, 약국도 있

학교이지만 선생님은 수

었는데 신문 돌리다 못에 찍혔

원북중으로 진학을 했다.

다고 하니까, 보자고 하더니 약

외가댁이 수원이었기 때

이랑 주길래, 돈을 주니까 그냥
수원 북중학교 시절

문에 수원으로 나름 도시

수원농고 시절

가라고 하더라고”

로 유학을 가신 것이다.
고등학교는 역시 수원농
고로 진학을 했다. 농고

나 시집와서도 머내서 걸어 다녔는데 뭘

로 진학한 이유는 등록금
때문이었다.

고기분교 졸업식 - 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는 사람의 중매로 지금의 부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등록금이 4~5천 원 정도로 곡식 값이 비씨지 않아 곡식을 팔아도 돈이 얼마 되지 않

“이 사람이 내가 얘기한 걸 거짓말로 알았다는 거 아냐. 중매를 했는데, 내가 그랬어 우리집

았다. 조금이라도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고등학교 때 신문배달로 학자금을 벌었다고 한다. 수

은 보이는 건 산하고 하늘이고, 들리는 건 새소리하고 물소리만 들린다고 했더니 거짓말인줄

원 영동시장을 담당으로 빨리 돌리면 130부 돌리는데 30분밖에 안 걸렸다고 하시면서 수원은

알았댜” 부인 조점분씨는 전기도 들어오고 벌판이 넓은 동탄 옆 서탄에서 26세에 장투리로 시

야당이 강해서 야당지로 유명했던 동아일보를 돌렸었는데, 야당지라 그런지 버스가 신문을 잘

집을 오셨다.

안 실어줘서 신문이 수원지국에 도착하는 시간이 항상 늦었었다. 여름엔 해가 길어 괜찮지만
겨울엔 9~10시 쯤 되면 썰렁하고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다고 한다. 언젠가는 신문을 다 돌리

“나는 그래도 벌데서 살았거든. 전기도 들어오고. 문앞에서 버스타고 문앞에서 내렸다고. 애

고 돌아가는데 규율부장이셨던 담임선생님을 맞닥뜨렸다고 ‘야 임마 너 어디 갔다 와?’ 라는

들 어릴 적엔 다니지 않았으니까 산 높은 줄 몰랐지. 그때는 머내서 여기까지 걸어 다녔지 뭘.”

호령에 신문배달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음을 말씀드리니 빵집으로 데리고 가 빵을 사 주셨다
고 한다. 그때는 100원에 13개 주는 찐빵을 그 자리에서 다 먹었다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마련

28세에 결혼을 했으나 나라에 군인이 많아 군대영장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병역의무를

한 돈으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등록금을 냈다고 하시면서, 신문을 돌리며 지금도 생각나는

수지지서(파출소)에서 방위로 근무를 하게 되었다. 그리해서 부인의 일 몫이 더 많아졌음은 말

사람 두 사람을 말씀하신다. 영동시장에서 오징어가게를 하는 사람과 약국 주인이 있었는데

해 뭣하랴. “그래서 나만 고생 시켰어” 라고 웃으시면 말씀하신다. 이재유씨는 농사일복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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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지, 일만하려고 하면 밖에 나갈 일이 있어 나가셨단다. 그 일을 누가 했겠는가. 대신 지금
은 농사일을 도맡아 하고 계시지만 말이다. 현재 장투리마을 입구에 있는 논은 시집와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한다.

근무는 저녁 5시부터. 수지까지는 자전거로. “5시에 출근해서 12시간 근무하지. 아침에 와
서는 바로 일 나가고 그랬지, 잠은 근무하면서 2시간씩 교대로 하니까 자고. 내가 근무하면서
는 수지자체 내에서 집체 교육 때 소대장을과 조장을 하다가 2년 근무하고 제대를 했어. 항상
잘못된 건 따지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서 순경이 언제부터 안 나오냐고 그러더라고. 왜냐고
물으니 ‘너 때문에 방위병들을 잡지를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

방위로 근무할 당시 풍덕천동이 수지의 중심지였는데 그 당시 몇 세대나 살았느냐는 질문
에, 중심지래도 한 50세대 살았고, 장투리는 한 스물 댓집. 학교있는 동네(손기동)에 제일 많이

활동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자들

살았고 그 담이 곡현. 장투리가 제일 적어서 학교있는 동네하고 장투리가 1개리 즉, 고기1리.
곡현은 고기2리. 그래서 학교있는 동네하고 장투리를 합해서 이장이 1명이었다. 그러다 나중

이장은 이기현씨, “새마을지도자가 앞장을 서면 이장이 할 일이 없으니 난 명색만 새마을지도

에 둘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다.

자를 가질 테니 나한테 부탁할 것만 해라” 그런 후 이기현씨와 함께 마을일을 시작했다.

“머내에서 여기까지 도로포장을 하게 됐는데. 여기 들어오는 길이 전에는 좁았지. 1972년도
새마을 지도자 활동 20년, 뿌듯함은 만점

에 5m도로 만들어 놓은 게 지금도 그대로지. 새마을 사업비가 부락마다 조금씩 나오는 게 있
어. 이거를 고기리서 몽창 뺏어 들인거야. 말이 안 되지. 남의 동네 가는 것을 어떻게 뺏어오겠

“새마을 지도자 했었지. 20년 했어. 2대에 했었는데, 1대는 이장이 새마을 지도자를 겸직했지.

어. 기현이가 ‘형님 우리 뺏어오는 것 한번 연구해보죠’ 그러길래 방법을 생각하다가 수지면 새

1대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장투리 분. 마을에 새마을사업하는 것은 새마을 지도자가 신청을

마을 지도자회 회장에 이길상이라는 친구가 있어. 고분현이 처갓집이고 살기는 정평 살았어.

하면 마을에 이장하고 힘을 합해서 새마을사업을 했었다고.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는 나라에서

이길상씨가 도장을 찍어야지만 새마을사업비가 나오는 거여. 그래서 ‘고기리까지 포장을 해야

봉급은 안줘도 알아줬다고. 그리고 직행버스 타면 버스비 50% 감면. 새마을호 기차타도 50%.

겠는데 우리동네 나오는 걸로는 안 되겄어. 수지면으로 나오는 것 몽땅 우리 동네로 밀어야 쓰

나중에 말기 쯤엔 의료보험 혜택도 줬어. 전두환 대통령 때. 반 강제로 해 준거지. 나라에서 의료

겄어’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미냐고 그러더라고.

보험증이 나왔다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크게 병원을 이용하나? 여기서는 병원도 없어서
수원으로 가야되고, 아니면 서울로 가야되는데, 시골서 거기 갈 새가 어딨어. 그냥 앓는 거지.”

그래서 ‘야 너가 도장만 찍으면 되는건데 뭘. 왜 못 밀어줘~ 그냥 도장찍어’ 그랬어. ‘너 니네
동네100미터 하는 게 낫냐 머내에서 고기리 다 하는게 났냐’ 그래서 도장찍고 뺐어 왔어. 근데

새마을지도자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머내에서 여기까지 도로포장을 한 일. 그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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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거기를 걸어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고기초 교장선생하고 부리나케 갔었지. 거기 개울
에다 차를 세워 놨더라고.”

“‘각하 여기 다리 좀 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래도 그게 먹히더라고. 그래서 다
리가 놓게 된 거여. 고기리 도로포장 전이지.”

징검다리에서 다리를 놓고 나니, 그 동네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놓았다고 얘기하더란다. 하
지만 이재유 회장님 특유의 말투로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다니면 되는 거여”라고 유쾌함이
묻어있는 말투로 말씀하셨다.

머내에서 고기리로 건너가는 동원교

용인에서 컴퓨터 1호 학교가 된 고기초

고기초가 용인에서 컴퓨터 1호 학교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이재유 선생님이 체육진흥회장
‘욕하는 입은 있는데 욕먹는 입은 없어. 욕도 어떻게 집어 먹을 수 있냐?’ 욕은 하는 입이 더

을 맡으면서 상손곡, 동막골까지 집집마다 후원금을 받았다. 본인이 고기초를 다녔거나 자식

러운 거지. 욕먹는 입은 없어. 그렇게 끌어왔어. 근데 길 만드는 것도 ‘사용허락서’를 받아야만

이 다니거나하는 사람들에게 찬조금을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거의 다 후원금을 냈었고, 많이

할 수 있는 거여. 근데 내 땅에 길 내라고 허락서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이 50%밖에 안돼. 반절

내는 사람은 만원도 냈었고, 보통은 3천원, 5천원씩. 지금 3만원, 5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서슴

은 받고 반절은 못 받은 거 아녀? 그래서 이장하고 우리 감옥살이 허자. 도장 안 찍어 준 사람

없이 찬조를 해 줬었다. 그때 걷힌 금액은 3백만 원 정도. 그 당시 이재유 선생님은 5만원 냈는

도장을 다 새겨버린 거여. 100% 다 된 거여. 지금은 택도 없는 얘기지. 하여간 못된 짓은 다 한

데. 지금 5백만 원 정도 될 듯.

거야. 근데 내가 그 돈을 떼어먹는 것 같으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내가 떼어먹는 게 아니고 내
동네를 위해서 일을 한 거니까 아무상관 없잖아. 그래가지고 포장 싹 했지.“

“집에서 어머니하고 집사람은 끙끙 앓았어. 찬조금으로 세종대왕, 이순신장군 동상 2개 세
우고 컴퓨터를 학교에 사 놨었어. 용인군 전체학교 초·중·고등학교 다 따져도 컴퓨터 있는 학
교는 고기초등학교 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교장선생 어깨가 올라갔었지.”

동천리 고개 밑창에 다리하나 있잖아~
하지만 컴퓨터는 샀으나 알아야 했기에 최철환 선생님이 컴퓨터 교육을 받은 후 성적 등을
“동천동에서 동원동으로 건너오는 다리도 이 동네 사람들이 노력해서 놓은 거여. 옛날에는

컴터로 처리했단다. 언젠가 교장선생님이 교육청 들어갔는데 고기초같이 쪼그만 학교도 컴터

그냥 돌 징검다리였지. 그 다리가 속한 곳은 고기리가 아니라 성남이야. 한데 그때 운이 좋았었

가 있는데..라며 얘기해서 타 학교들도 컴터를 마련하느라 힘들었다고 하며. 이러한 연유로 고

지. 내가 그때 공화당 책임자를 맡고 있었을 땐데, 최규하 전 대통령이 거기를 왔었어. 머내에

기초는 용인에서 컴터 1호가 학교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284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마을

원로와 공동체 활동을 통해 본 고기동과 삶

285

고기동2019_187_257_종합_e2_ing_고기동마을2019_내지_187_257_e2 2019-12-13 오후 4:57 페이지 286

작년까지 2년 임기로 고기리 노인회장을 맡으셨고, 2019년도 올해 이건술 회장님께 직책을
넘기셨다. 언젠가는, “논에 모 찌은 게 남아 비어있는 논에 모내기를 해 추수해서 놀러 가지고
그랬지. 다들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모내러 오라고 했더니 동네 젊은 사람들 다들 오더라
고, 한 댓 마지기 될 거여. 그래서 모를 내 가지고 가을에 타작해서 싹 매상해서 우리 장투리 처
음으로 놀러갔지.”

4│

2

밤토실도서관 활동가들을
통해 본 마을과 삶

45인승 버스에 45명 다 채워서 속리산으로 다녀오셨다는 흐뭇한 이야기다. 처음으로 동네
사람들과의 여행이 시발점이 되어 지금도 거의 해마다 나들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이재유 선생님은 농사일에 전념하기보단 바깥일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며 살아오
셨나 보다. “일을 하려고 하면 바깥 일거리가 생겨 나가. 그러면 내가 그걸 혼자서 다 해야 돼”

● 일시 : 2019년 10월 2일 오후 15:30~ 17:00

라고 말씀하시는 부인 (조점분 여사) 이야기에 미안함이 담겨있는 미소를 지으셨다. 앞으로 바

● 날씨 : 하루 종일 비

라시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요청에 이 땅들은 내 것이 아니라 선대들로부터 내려온 것

● 장소 : 밤토실 도서관

들이기에 자식들, 더 나가 후손들이 잘 지키고 보존해가면서 여기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

● 참가자: 밤토실 도서관 활동가 3인

씀을 해 주셨다.
밤토실 도서관 활동가 3인의 인터뷰를 통하여 현재 고기동에 살고 있는 젊은 세대인 주민들의 삶을 이
│이은성

해하고 새로이 유입되는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된 고기동에서 찾고자 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일
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진행자: 안녕하세요? 고기 교회 밤토실 도서관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기동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여쭙고자 합니다.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럼, 각자의 성함과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장희경: 저는 40대 초반이고요. 이름은 장희경입니다. 저는 큰 아이를 낳고 돌이 되기 두 달
전에 고기동에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이사 오기 전,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요, 살고 있
던 집이 전세 기한 만료가 되어 이사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때 고기동에 지인분이 살고 계셨
는데 그분을 통해 이곳에 마을 도서관을 만든다고. 그리고 그분도 도서관 준비 모임부터 참여
하고 계신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해 살고 있다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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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토실 도서관 전경

기 10개월 예정으로 외국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가족들이 모두 함께요. 그때

진행자: 밤토실 도서관이 개관 했을 때인가요?

지인은 저에게 “너 그냥 여기에 10개월만 내려와 살아라. 아기도 어리니까...” 그렇게 저에게 의

장희경: 네. 그 때는 밤토실 도서관이 개관한 이후였어요. 2006년 4월에 개관을 했는데 제가

견을 물었고 저는 ‘아기가 어려서 딱 좋을 때, 이 마을에서 10개월만 살면서 즐기다가 다시 서

2006년 10월에 고기동에 이사 왔었으니까요.

울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곳 고기동으로 들어 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 지인분은

이미란: 저는 이미란입니다. 저희는 40대 중반? 40대 중반으로 갑시다. 하하하. 저는 여기 고

저에게 마을의 인맥을 만들어주고 가신 거죠. 그렇게 이사 와서 사는데 다들 처음 보는 분들인

기동이 고향이고요. 외국에서 한 3년 반 정도 살다가 이곳 친정집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아무

데도, 젊은 엄마가 아기 데리고 이사 와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잘 해 주시더라고요. 전에 사셨던

래도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갈 때가 시내(수지 시내)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분이 밤토실 도서관 초기 활동하시던 분이셨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해 봤는데 그때 우리 마을에도 도서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한 번 와 봤었죠.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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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왔을 때는 다른 활동가들과 도서관 이용자들이 이미 서로 친했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아닌 것 같고요. 교인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와 그때부터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렇기 때문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뭐랄까? 끼어들기 힘든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
이들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여기 있는 희경 씨 아들인 전종호가 처음 보는 나한테 책을 가져

진행자: 이미란 선생님은 고기동이 고향이라고 하셨지만 두 선생님은 다른 지역에서 사시

와서는 읽어 달라는 거예요. 전 그날 그 아이를 처음 봤거든요. 처음 보는 아이가 다락방에서

다 고기동으로 이사 오신 거잖아요. 전에 살던 곳의 분위기와 고기동의 분위기는 사뭇 다를 것

우리 아이랑 책을 읽고 있는데 자기도 책을 읽어 달라며 제 무릎에 앉았던 것 같아요. 아마 앉

같은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한층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친

장희경: 고기동에 들어 오기 전엔 일반적이고 보통의 우리나라 교육 분위기에서 살았어요.

숙한 분위기 가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여기 지역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여

서울 신림동에서 살았는데요 그때 복지관 쪽에서도 일하고 YMCA에서도 잠깐 일했어요. 그때

기 있는 엄마들의 아이들도 같은 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서관에 다닐 수 있게 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쪽 방향의 것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 뭘 배우고

었죠. 그렇게 도서관을 이용하며 다니는데 활동가였던 한 분이 “자기도 이제 할 때 됐잖아? 오

공부하고 그랬던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어른이 되어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에게 별로 도움 되

늘부터 그냥 해!”하더라구요. 본인이 빠질 시기가 됐다고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할 때 됐

었던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오히려 활발하게 질문도 많이 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했어야

잖아, 뭐 인수인계가 필요 있을까?” 이런 분위기로 흘러간 거죠. 그래서 “그럼 할까요?” 하면서

하는데. 오히려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했던 친구들이 훨씬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들

밤토실 도서관 활동가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4~5년간 활동하고 있어요.

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아이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복지관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과 꾸준히 연락하면서 지냈는데 이쪽(고기동)에 먼저 들어와 사시다 저에게

진행자: 이미란 선생님은 지난번 왔을 때 도서대출업무 보는 자리가 아니라 안쪽의 다른 공
간에서 활동하시던데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들어와 살라고 하신 지인분도 그쪽 일터에서 만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이셨어요. 그분
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복지관에 실습 나가는 학생이었고 그분은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

이미란: 처음엔 도서대출업무를 보는 활동을 했었는데 제 봉사 시간대에 활동하고 싶어 하

까 이쪽에 관한 것은 이론상으로만 강좌 듣고 생활하다가 이쪽(고기동)으로 이사 와서 경험을

는 분이 계셔서 저는 자연스럽게 도서대출업무에서 빠지고 장서팀이라고 도서를 구입하고 구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도 만나고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

입한 도서에 번호 부여하는 역할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여기 모인 세 사람이 모두 장서팀이거

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이론상으로는 ‘그게 맞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이것이 실

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활동가들이 이사를 많이 가면서... 많이들 빠지는 때가 있었어요. 활동

제로 되는 거구나’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가들이 새로 영입 안 되어 다시 도서대출업무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 반씩 봉사하는 거니까... 지금은 장서팀과 대출팀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자: 그전에 살던 신림동과 고기동은 너무나 다른 모습, 환경일텐데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하늘과 땅 차이?

진행자: 도서관 봉사 활동 시간이 한 타임에 두 시간 반씩인 건가요?

장희경: 어쩌면 저에게 이런 (자연 속에서 아이를 키우며 생활하는 것) 쪽의 생각이 없었다

장희경: 하루 2교대로 두 시간 반씩 활동해요. 동계에는 두 시간씩이고요.

면 고기동에 들어왔다가도 바로 나갔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부모들은 아이를 잘 키우려면 선

이미란: 고기동이 동계에는 엄청 빨리 컴컴해지거든요.

행학습도 해야 되고 어릴 때부터 교육에 대한 계획도 미리 잘 세워서 키워야 하고 인맥도 그렇

오현경: 저는 오현경이구요, 40대 중후반이예요. 저는 아이 둘의 엄마이고요. 아이가 다섯 살

게 확실히 뚫어 놔야(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봄에 2013년에 고기동에 들어왔으니까 오래되었네요. 저는 고기 교회를 먼저 오게 되었어요.

생각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좋은 곳이고 행복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저와

교회에서 주일에 봉사하기 시작했고요.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누군가가 권유로 활동하게 된 건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행복한 거지요. 동창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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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거기 벗어나서는 어떻게 살려고 하니?, 너의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 아직도

은 영어가 안 돼서 사람들과 교류가 별로 없었기도 했어요. (소리 내어 웃었다.) 저는 주변 사람

그러냐?’ 등등의 질문을 많이 받아요.

들이 다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마음 편한 게 있었어요. 우리 동네는 참 그러기가 힘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마을 일에) 참여를 더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게 마음 더 편하

진행자: 그렇죠? 자녀의 교육문제에 대해선 그와 비슷한 질문을 끊임없이 받고 또 끊임없이

고요. 너무 많은 것에 대해 안다는 것은 왠지 나의 사생활을 침해받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민하면서 키우는 것 같아요. 엄마들은 그럴 때마다 자신의 교육관이 흔들리기도 하죠? 이미

전 그런 면에 있어서 교류라는 걸 별로 안 하는 편인데 우리 동네는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벌써

란 선생님은 이곳이 고향이시잖아요? 고기동에서 언제까지 사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미란: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 고기동에서 살았어요. 여기
는 고등학교가 근처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란 아이들은 거의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다녔
어요. 수원으로 유학을 간 거지요.

진행자: 그렇죠. 익명성이 편할 때가 분명히 있지요. 예전엔 몇 가구 안 되는 마을이다 보니
어르신들은 ‘네 집 일이 내 집 일’로 여기면서 서로 상부상조하셨으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귀국
해서 바로 고기동에 들어오신 건가요? 아이 몇 살 때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진행자: 그럼 졸업 후엔 고기동에 자주 다녀가셨어요?
이미란: 집엔 주말에 그냥 왔다가는 정도였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계속 외지에서 살았다

이미란: 네. 여기에 온 것이 아이가 다섯 살 때인 것 같아요. 다섯 살 9월부터 산내들(어린이
집) 다니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살고 있는 거지요.

고 할 수 있고요. 졸업하고 학원에서 강사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결혼하고 외국에서
한동안 살다가 고향으로 들어온 거지요.

진행자: 그렇군요. 이미란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학원 강사 생활도 하셨고 외국에서 살다
온 경험도 있으시니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생활이나 교육을 누구보다도 더 잘 비교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혹 외국 생활을 통해 교육관, 양육관 측면의 가치관의 혼돈이나 충돌은 없
었나요?
이미란: 사람에 따라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부딪혀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약간 한
발 걸치고 한 발은 빼면서 약간 떨어져 바라보는 입장이어서요. 그래서 특별히 부딪히고 비교
해 보며 이거는 새로운 세상이야!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익명성이 좋았어요.

진행자: 그런 면도 있지요. 미국 어느 지역으로 가셨었는데요?
이미란: 저는 미국 미시건주에서 있었거든요.

진행자: 아이 출산 후에 가신 거였어요?
이미란: 아니요. 가서 낳았어요. 그래서 ‘얘기 키우느라... ’라고 핑계 삼아 이야기하지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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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그럼, 돌아오자마자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2의 인생을 고기동

야 하는데 말이에요. (하하하.) 요즘 고기리 땅값이 장난 아니거든요.

에서 다시 시작하셨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미란: 그렇죠.

진행자: 동천동에서는 언제까지 사셨던 거예요?
오현경: 2005년 동천동에 들어와 8년을 살다가 8년 만에 고기동으로 설득당해 이사 와 살

진행자: 이미란 선생님 어린 시절 마을의 모습과 돌아왔을 때 마을의 모습은 많은 변화가 있

고 있어요. 저는 동천동에서 고기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고기동을 접했던 거지요. 그 접함이

었을 것 같은데요. 이곳에 이사 와서 고기동을 접하는 분들과는 또 다른 느낌 일 것 같아요. 어

‘이곳도 다닐 수 있는 곳이구나!’를 생각하게 된 거지요. 저는 안양이나 수원, 서울에서 살았을

떠세요?

때는 교통문제로 차를 기다린다는 것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시간에 맞춰 나가는 경우가 없었

이미란: 저 자신도 굉장히 이중적인 것 같아요. 개발되는 것은 좋은데도 사라지는 것에 대한

거든요. 나가면 버스가 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적응했어요. 교회에 먼저 적응하고 살만하네

안타까움? 길도 넓어지고 반뜻 반뜻해지고 편의점도 생기면서 편리해지는 것들은 좋은 점이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나고.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만료되고. 솔직히 말해 사실은 그때도 들어오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 깎여 나가는 산들, 늘어가는 식당가를 보면 안타깝고... 그런 면

고 싶어서 들어온 건 아닌 거지요. 외부적인? 전세금이라는 물리적인 대단한 힘이 작용해서 이

도 있어요. 저희 집 뒤는 광교산이잖아요.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집으로 올라갈 때 어떤 포인트

쪽으로 들어오게 된 거였지요.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는데 아이 키우

가 있어요. 진짜 그 포인트에 서면 너무 좋아요. 우리 마을의 환경이 너무 좋아요. 계절이 바뀔

기는 참 힘들었어요. 물리적으로. 우선 인도가 없었어요. 현재 고기동에 있는 인도도 최근에 생

때마다 내가 볼 수 있는 그 포인트로 인해서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편리해지면서 덩달아 따라

긴 거예요.

오는 산이 잘려나가는 등의 자연 훼손의 문제는 안타까움이지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생각은
좀 다르더라고요. 고기공원 개발 반대한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

진행자: 이미란 선생님, 고기동에 원래 인도가 없었던 거 아닌가요?

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집에서는 사실 그런 이야기는 잘 안하는 편이예요.

이미란: 인도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땐 통행하는 차가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이 거의 걸어 다
녔잖아요. 지금은 통행하는 차가 너무 많아요.

진행자: 저도 젊은 분들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만약 제가 고기공원 부지

오현경: 인도가 없으니까 너무 위험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유모차를 끌 수

의 땅을 가진 토지주라면 입장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래

가 없었어요. 집과 교회 이외에는 평지가 없어요. 저 바깥 동네는(수지 시내나 동천동만 해도)

도 사유 재산권의 문제가 있잖아요.

평지예요. 그곳은 유모차를 한 시간을 밀고 다녀도 다 평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긴 그게 안 됐

오현경: 저는 친정은 안양이고 결혼해서 수원에 잠깐 살다가 동천동에서 한동안 살았어요.

던 거예요. 어딘가 가고 싶으면 아이를 둘러업고 가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동네

그렇게 동천동에서 살다가 남편이 교회를 고기 교회로 옮기면서 고기동을 다니게 되었거든요.

에는 병원이 없어요. 아직도 없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지요. 그런데 좋은 점은 내가 듣기 싫은

남편은 그전부터 이곳(고기동)에 들어와 살자고 했지만 ‘한 시간에 버스 두 대 다니는 그런 동

소리를 안 들어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차단이 되는 효과인 것이죠. 저 바깥 마을의 아파트와 저

네에서는 난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반대했었던 거지요. 그 당시 고기동으로 들어오는 버스가

는 소식, 정보의 차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터넷 정보의 차단이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으로

한 시간에 두 대 다닐 때였거든요.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되는 정보들의 차단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참 좋았어요. 남과 비교? 그

장희경: 그때는 심지어 밥시간대도 있었어요.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버스 기사들의 식
사 시간은 다니는 버스가 없었어요. 그렇게 또 두 시간은 버스가 다니지 않았던 거예요.
오현경: 그래서 저는 고기동에 들어오는 것을 계속 반대한 거지요. 그때 땅을 사고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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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거 없어요.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어르신들 잘 몰라요. 옆집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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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유가 물리적인 부분에서 막히더라고요. 바깥 동네에서 아이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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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 때 놀이터, 도서관 등을 간다든지는 참 편했는데 정보에 휘둘리는 부분이 힘들었죠. 제가 중

들을 초등학교 입학시킨 분들이었거든요. 활동가들도 주로 그런 연령대였어요. 아기 데리고

심을 잡는다 해도 휘둘리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전 아이 4살 때까지는 휘둘리지 않았을 거예

오면 활동가들도 많지 않았는데도 꼭 커피 마실 거냐고 물어봐 주시고 커피 한 잔 꼭 타 주시

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휘둘리게 되더라고요.

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지킴이 자리가 비게 되었을 때 제가 뒷 시간 여유가 있어서 얼떨
결에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또 제가 활동을 맡은 날은 제가 쓰레기통도 버리고 뒷정리를

진행자: 원하지 않는 과잉 정보의 공유, 이런 것들인 거죠? 그분들은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겠지만요.

해야 하잖아요? 제가 해야 하는 날인데도 그냥 옆에 계신 분, 놀러 오신 분인데도 ‘내가 쓰레기
통 버리고 올게’ 하면서 제 역활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졌

오현경: 악의적인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분들도 거기서는 중요한 정보의 공유인 거죠. 나

어요. 근데 그 분위기가 저 활동하는 날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날도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와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오래 이야기하면 피곤한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런데 이 동네에 와서

거였어요. 정리할 시간 되면 같이 정리하고. 전엔 이런 느낌을 다른 곳에서 받아본 적이 없었거

만난 언니들이나 제 또래나 육아 선배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육아가 참 자유롭고 편했어요.

든요. 그런 게 좋았어요.

진행자: 그렇다면 처음 밤토실 도서관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오현경: 저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교회로 먼저 왔었기 때문에 여기 도서관이 있네!
그걸로 끝. 도서관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이쁘네! 그것으로 끝. 저나 아이는 항상 밖에
서 놀았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도서관은 그냥 교회의 일부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진행자: 환영받는 느낌이라 특별한 느낌이셨군요. 이미란 선생님 성장할 때는 현 밤토실 도
서관 자리에 무엇이 있었나요?
이미란: 도서관이 있는 줄은 제가 찾아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교회가 있다는 것만 알았었
던 거지요. 밤토실 도서관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나서 부모님께 그런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는

장희경: 저는 우선 신기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밤토실을 처음 본 건 임신하고 있

데 평생을 고기동에 사신 부모님도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린이도서관인데다가 교회와

을 때였어요. 개관 행사한다고 ‘놀러 와’해서 놀러 온 거였거든요. 서울 시민이었을 때죠. 지인

상관없는 분들이다 보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길에서도 보이지 않는 안쪽에 들어와 있

이 이 마을에 살고 있으면서 도서관 개관 준비 모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개관행사할 때

다 보니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아닌 경우는요. 저도 인터넷으로

시끌벅적한 모습만 보고 서울에 살던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나중에 얘기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와 함께 갈 곳’을 검색하는 중에 도서관 다락방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이쁘다 생각하고 한

그때(개관행사) 내가 여기를 한번 왔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도서관이라는 느

번 오게 된 거였거든요. 인터넷 정보를 통해 ‘우리 동네 이런 곳이 있었구나!’하고 ‘우리 동네 이

낌보다도 그냥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교육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 중 하나? 그런 느낌을 받

런 것이 생겼네’ 생각하고 온 거지요. 안 그러면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았었는데 여기로 이사 온 후 도서관을 이용하고 활동하면서 더 큰 감동을 받았던 거 같아요. 개

늘 봐야만 하는데 여기오면 아이들을 자유롭게 풀어놀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죠. 아이들끼리

관하는 날은 행사의 느낌만 접하고 돌아갔지 도서관을 둘러본다든지 그러진 못했거든요. 행사

노니까. 그리고 엄마들이 서로 서로 봐 주고 신경 써 주고 하니까요. 나중에는 그런 편안함이

를 하는구나, 아이들과 같이. 재미있다. 그 정도였어요.

생겼어요. 처음에는 아이 입장에서 좋아하겠구나 했던 거죠.

진행자: 그럼 장희경 선생님은 이사 온 후 고기동 주민으로서 밤토실 도서관을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은 어떠셨나요?
장희경: 아기를 데리고 와도 그냥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환영받는 느낌이었다고 할
까요. 그때는 아무도 아기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활동가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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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까 말씀 중에 처음 온 날 ‘어른들은 서먹서먹하고 낯설었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
더라’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미란: 아이들은 밤토실 도서관에서 그동안 그렇게 자랐나 봐요. 아이들 눈에는 어른들이
모두 책도 읽어주고 자신들을 챙겨주는 존재로 보였던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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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밤토실 도서관에서는 재미있는 활동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아이디어를 낼 때 활동
가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나 활동하면서 겪는 활동가들끼리의 즐거움, 아이들
에게 받는 감동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현경: 밤토실 도서관은 안과 밖의 경계가 없어요. 아이들이 도서관 안에서 너무 떠들어 도
서관이 떠나갈 정도가 되면 아이들을 다 내쫓아요. 바깥 공간으로요. 마당인 거죠. 도서관은 계
절의 변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여름에 더워서 지치는 느낌? 작년 가을에는 도서
관 앞에 낙엽이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놀이가 되었어요. 낙엽 모아서 놀
이하는 것 그 자체가. 그리고 겨울엔 뒷동산에서 썰매 타고. 봄에는 창문을 열어두고 가만히 있
으면 개구리 소리가 들려요. 개구리들이 낮에도 떠 나갈 듯 울어대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윗동
네 개발로 공사가 들어가서 좀 덜하지만 그전에는 개구리가 정말 시끄럽게 울어댔어요. 그리
고 장마 때 되면 개미들의 침입을 받기도 하고요. 얘들하고 그냥 개미를 지켜보는 거예요. 관찰
하는 아이들도 있고 잡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굉장히 다양하게 반응하죠. 고함을 지르면서
개미가 나를 잡아먹는다고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도 있고요. 사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만 그 프로그램들보다도 그냥 그대로의 자연과 더불어 뛰어노는 모습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자연의 변화 속에서 아이들은 성장해 가고 있어요. 때로는 엄마들이 놀이 방법을 제시해 줄 때
밤토실 도서관 밖, 마당

도 있고요. 그냥 자기들끼리 놀 때도 있고요. 그건 그때그때마다 자연스럽게 상황에 따라 흘러
가는 거지요. 놀이도 위에서 아래도 내려가야 하는 건데 현재는 그런 내려옴이 많이 끊겼어요.

진행자: 활동가로서 봉사하기로 마음먹은 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계기는 없었나요?

중간 아이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개입도 하고 자기들끼리 놀이를 통해 배우

오현경: 저는 전 관장님이신 박영주 관장님이 “오현경, 너 와서 해.” 그렇게 콕 집어 주셔서

기도 하고 그러지요.

주말에 봉사하다가 고기동으로 이사 온 후, 지킴이들이 대폭적으로 빠지게 되어 봉사 요일과
시간에 변동이 있을 때 주중 봉사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미란: 저의 경우는 우리 아이의 영향도 있어요. 아이의 눈에는 도서관에서 봉사하는 분들

진행자: 활동가로서 얻는 행복감의 크기가 큰 만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활동하셔야 될 것 같
은데요?

이 대출등록기를 찍는 모습이 좋아 보였나 봐요. 그리고 장서팀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특

이미란: 오현경 선생님은 제일 자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누군가 일이 생겨 시간이

권처럼 보였나 봐요. 그곳은 아이들에게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안 될 경우 자발적으로 대체해 주는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 사실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활동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는지 ‘엄마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킴이 활동을

없으면 힘들거든요.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제가 봉사하는 시간에 자기도 도서관에 와 있어야 되니까 이제는

오현경: 제가 그 당시는 시간이 많았어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요. 하하하.

다른 말을 하지요. 집이 고기동 꼭대기에 있다 보니 지금도 차로 픽업해야 하거든요. 그러니 집

이미란: 밤토실 도서관은 재능 기부들을 많이 해 주세요. 어른들이 자발적으로 재능기부를

에 가려면 이곳에서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집에다 떨궈두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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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도 해 주셨어요. 방학 프로그램으로 해 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
요. 인형 만들고 도자기에 그림 그려서 자기 작품 만들고. 저희 아이도 그때 자신이 만든 접시
는 절대 쓰지도 못하게 해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릇이라고 깨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요. 저는 가끔 꺼내서 쓰거든요.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활동에 즐겁게 참여해요.

진행자: 아이들에게는 그 자체가 소중하고 특별한 경험이네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
이 많은가요?
오현경: 프로그램이 있을 때 어떤 경우는 신청자가 오버 돼서 대기자들이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프로그램 신청자가 한 명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냐 하면서 걱정하
는데 정작 당일이 되면 도서관이 꽉 차요. 신청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최근에 신청이 많은데
그 전에는 ‘아마 그냥 올 거야’ 하면 진짜 그날 그냥 와요.

도서관에서 별을 관측하다

이미란: 그리고 우리 별 보기도 했어요. 저도 토성을 눈으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진짜 전 그
날 처음으로 토성을 직접 봤어요. 토성의 꼬리가 보이더라고요.

진행자: 밤토실 도서관 활동가로서의 생활이 각자의 가치관이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

이미란, 오현경, 장희경: 저희가 지원금으로 천체망원경을 장만했어요. 욕을 얻어먹어가며 도

지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가정이지만 고기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제3자의 나로

서관에 어째서 망원경이 필요한지를 강조해가면서 설득해서 망원경을 구입했어요. 매일 보는 건

서 고기동에 살고 있는 나를 바라본다면? 반대로 고기동에 살고 있는 내가 다른 지역에 살고

아니고 날씨도 받쳐줘야 되고요. 망원경을 다룰 수 있는 분이 계셔야 가능해요. 그리고 동네에 능

있을 나를 떠 올려 본다면요 비교가 가능할까요?

력 있는 분이 계셔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도 일 년에 2번 정도는 별 보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란: 전 그런 것 같아요.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다기보다는 비슷한 가치관의 사람들이 고
기동에 남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가치관이 맞지 않았다면 이곳에 오지도 않았겠지요.

진행자: 그럴 때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활동가로서도 뿌듯함이 있을 것 같고요.

오현경: 그렇죠. 그 시간 동안 이곳에 머물러 있지 못했겠지요.

이미란: 저는 자발적으로 나서 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쉽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

이미란: 그런 면이 싫다면 아마 밤토실도서관에도 안 왔을 거예요.

하거든요. 댓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나서 주시는 거잖아요.
장희경: 이야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인데요. 저희 큰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

진행자: 그럴 수 있네요. 놓칠 뻔한 중요한 말씀이었네요.

년인데요, 유치원 시절 여기서 같이 놀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도서관 한 편에서 선

장희경: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이 맞는 가치관을 가진 분들의 동의가 이루어

생님 놀이도 하다가 엄마놀이를 하다가 다락방까지 올라가서 또 어떤 놀이를 하더라고요. 그

지는 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있다가도 금방 나

런데 하는 말이 ‘야, 너무 힘들다. 이제 우리 밖에 나가서 놀자’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종일 놀

가셨겠죠.

았는데도 아이들에게는 그때까지 논 것은 논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어른

오현경: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 맞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고기동

들이 다 같이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이들은 저렇게 놀아야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면? 그분들의 가치관을 따라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은 그

요. 아이들의 에너지는 끝이 없는 거잖아요.

들이고 나는 나로 살았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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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저는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라는 말을 주변 사람들
에게 끊임없이 들었다면 고민을 많이 했겠지요. 그렇게 따라가진 않았더라고 불안은 했을 거
라는 생각이에요.
오현경: 그런데 여기 사는 분들은 잘 나눠요.

도 2~3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렇게 사라지는 모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장희경: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도 ‘최소 얼마만큼은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란: 우리가 잘 나누나요?

오현경; 그걸 우리는 ‘열려있는 문’이라고 불러요. 너무나 열려있다고 말하지요.

장희경: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서로 편안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나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미란: 작은 도서관 회의엔 활동가들이 돌아가면서 가요. 그래서 좋은 점 중 하나가 대표가

오현경: 넘칠 때가 많아요. 농산물도 넘치는데. 고기동 밖에 살 때는 넘칠 때도 나눠줄 곳이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야 한다는 것이 없어요. 그냥 돌아가면서 하고 각자 맡은 역할을 해요.

없어요. 여기는 000톡에 ‘이거 갖다 놨으니까 가져가세요’ 하면 필요하신 분들이 알아서 다 가

다른 관장님들은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부담과 스트레스가 존재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내 맘 같

져가세요. 미란 씨 어머니가 농사지으신 것을 우리는 직거래로 사서 좋고 그날 딴 신선한 농산

지 않은 활동가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점이 있잖아요. 우리 도서관은 그런 것이 별로 없지

물을 그날 해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아이들 옷도 교환해서 좋고. 지금은 교회 건축 때문에 없

않나 싶어요. 그것도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졌지만 ‘그냥 가게’라고 있었어요. 그곳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물건들이 순환되었어요. 1000
원 이하의 물건들을 기증하고 괜찮은 물건을 500원 1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

진행자: 밤토실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삼으려는 도서관들도 많이 있죠?

기는 상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때 저희 집 아이에게 그곳은 최고의 쇼핑장소였어요. 주종이

장희경: 오히려 2~3년 전까지는 설명 들으러 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관장님께서 설

옷이었고 다른 물건들도 있어서 어른들도 그곳에서 많이 샀죠. 어른들도 1000원에 티셔츠 구
입해서 몇 년씩 입고 그랬어요.

명해 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좀 뜸한 것 같아요.
오현경: 그 사이 작은 도서관이 안 생겨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장희경: 그럴 수 있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형식의 도서관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좋은 모

진행자: 앞으로 밤토실 도서관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으세요?

습이다’라고 평가하지만 여기 모델에서는 갖다 쓸 것이 별로 없는. 이곳의 조건과 너무 많이 다

이미란: 저는 작은도서관 회의에 일 년에 한 번 정도 가 보는데요. 가 보면 신생 도서관들의

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용인시 작은 도서관 협의회만 해도 거의 아파트 쪽이 다예요. 그러다

활동가들은 열정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프로그램들도 풍부하고 많은 일들을 하려는 것 같아

보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해요. 저희도 처음 회의 갔을

요. 반면 여기 밤토실 도서관은 안정화되어 있어서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꾸준히 이어가고 있

때 사람들이 ‘입대위, 입대위’하는데 저희는 ‘입대위’가 뭔지 몰랐어요. 우리 밤토실도서관은

지만 새로운 일을 적극적으로 만들진 않고 있어요. 그러자면 열정이 넘치는 새로운 분들의 영

가끔 바람 쐬러 오긴 좋으나 본인들이 가져다 쓰기에는 ‘고기동은 저런 조건이 되니까 하지’ 그

입이 꼭 필요하죠. 밤토실 도서관의 프로그램과 활동가들의 활동은 자기 아이를 위한 활동인

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만큼 열정을 가지고 계신 새로운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 도서관도 젊어지는 거고요.
오현경: 이곳 활동가들의 활동에는 강제가 없어요. 뭐든지 하고 싶어 하면 적극적으로 밀어
줘요. 그러다가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어 하면 그냥 사라져요. 그렇게 사라지는 현상을 자연스

오현경: 밤토실 도서관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알 수가 없지요. 가 봐야 알겠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서 안 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부모님 안 따라다니고 싶어 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
데. 아이들이 많이 커서도 가끔 생각나서 들렀을 때 ‘도서관이 아직도 여기에 있네? 내가 다닐
때와는 이런 것은 바뀌고 이런 것은 그대로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럽게 받아들여요. ‘모임 하고 싶어, 그럼 할까? 그렇게 6개월 하다가 사라지기도 해요. 모임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현상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전에 공간 사용하시고 싶은 분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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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꼭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밤토실 도서관에서 보낸 아이들이 성장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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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또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밤토실도서관이 어떤 기억으로 남길 바라는지요?

소중한 것인지 나중에 생각하게 되겠죠.

이미란: ‘편안한 공간이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도시나 시골이나 요즘에는 스마트 기
기에 몰두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여기 와서도 스마트 기기를 보긴 봐요.
오현경: 다락방 같은 곳에서 더 조용히 보지요. 얼마나 좋은데요, 엄마의 눈을 피해서. 그것
또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장희경: 저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여기를 한 번 더 활동하러 오게

진행자: 고기동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주변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잖
아요. 밤토실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처음 활동가로 활동할 때도 현재도 변화는 있
어왔지만 앞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새로운 분들이 이
사 와 살게 된다면 밤토실 도서관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의 경우는 워낙 아기일 때부터 밤토실 도서관이 있었고 둘째는 이 동

장희경: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겠지요.

네에서 태어났으니까 저희 아이들은 지금은 잘 모르겠지요? 다른 지역에서는 살아보지 않았

오현경: 프로그램 짜는 거 이런 건 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믿는 것 중에 하나가 고기

으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크면서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여러 가지를 경험들을 하겠지요. 힘

교회가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고기 교회가 있는 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들 때 ‘아, 맞다. 어릴 때 여기서 그런 적이 있었지. 밤토실 도서관에서는 아줌마들에게 야단도

주변이 달라져도 이곳을 들어올 때의 풍경, 다랑논. 다랑논은 물이 안 나오면 나중에 없어질 수

맞고 친구들하고도 떠들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었는데 하면서...’ 그런 추억과 경험이 얼마나

도 있겠네.
이미란: 여기 산을 다 없애버려서 물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오현경: 정경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아요. 제가 클 때 마포에서 자랐
어요. 마포도 지금 다 바뀌었는데 몇 년 전에 초등학교 때 다녔던 골목을 가 봤아요. 예전에도
있던 옛날 집이 있더라고요. 그 골목 자체가 한옥이었는데 그 골목 전체가 다 살아있더라고요.
주변은 다 바뀌었는데. 그 골목에, 그 집에, 그 구멍가게에, 그 목욕탕에, 그 목욕탕의 타일까지
다 살아있더라고요. 내가 여길 지나갈 때 이걸 봤지? 그때 내가 느꼈던 그 느낌을.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한 후 여기 밤토실을 돌아볼 때 그런 느낌을 또 받겠지요? 지금의 밤토실 도서관
은 아이들에겐 자기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의 장소가 되겠지요? 그때는 골목이 엄청 크고
넓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 좁고 작더라고요. 사실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하
고 좋았어요. 이제 제 아이들도 이곳에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이미란: 고기동은 뭐가 남았나... 고기동은 동네 자체가 변했어요. 남아 있는 옛날 집이 하나
도 없어요. 우리 집으로 올라가는 길도 바뀌었고. 그런데 내가 태어난 집, 지금은 소품 파는 가
게인데 그 집만 남아있어요. 그곳 말고는 전부다 바뀌었어요.
오현경: 그 골목길이 너무 고마웠어요. 추억이 살아있잖아요. 그 골목에서 특정 상표 과자를
사 먹었던 소소한 기억들도 떠 오르더라고요.

개구리가 시끄럽게 울어대는 도서관 뒤 정겨운 다랑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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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마지막으로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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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아이들이 이 공간에 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만이라고.
오현경: 고기초등학교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나무가 많이 없어졌어요. 오래된 나무들

4│

3

고기동의 세거성씨

이 잘려 나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장희경: 저는 여기를 접하게 된 것이 생각할수록 너무 고마워요. 여기 도서관을 안 와 봤다면
정말 10개월만 살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을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제가 사는 집에 전에 살던 지
인에게 ‘이왕이면 먼 데까지 가셨는데, 차비도 비싼 곳에 가셨는데 2~3년 더 계시다 오세요’라
고 말했어요. 나가기가 싫어서요. 그땐 집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집을 못 구할 수도 있겠다는 생
각이 들면서 다시 서울로 나가야 되겠다. 지금은 정말 빌라도 많이 있지만 그때 집을 빼면 옮겨
갈 집을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당시 고기리가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동네는 아
니었어요. 그리고 언제 이사 갈 예정이라는 말이 저녁에 나오면 그 다음 날엔 벌써 나가 있어요.
이미 아는 사람들끼리 연락이 돼서 바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을

고기동은 광교산 자락에 자리한 한적한 산골마을이었다. 이곳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는지

못 구하면 나가야 되는 거네.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계시다 오시라고까지 한 거지요. 그래도 어

는 알 수 없다. 다만 고분재에 장수이씨 이종무장군의 묘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 여말선초

찌어찌해서 만료되면 이사 가고 이사 가고 하면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거지요. 고기동에

(麗末鮮初)부터 이곳에 사람들이 번성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서 계속 살고 싶어요. 밖에 나가면 아이들을 잘 키우며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미 저의 인맥도

고기동 1통은 고기초등학교가 있는 손기(遜基, 손의터 라고도 함), 2통은 샛말, 배나무골, 고

이곳에 잘 형성이 된 거고요. 이 동네에서는 재미있는 게 너무 많은데 밖에 나가면 똑같은 것을

분재, 3통은 장투리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새로 입주하는 이들이 많아 자연지명은 점차

해도 이 사람들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재미없을 것 같고 그래요. 그냥 밖에 나가서 뭘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다.

배우면 그냥 교육받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그런 생활일 것 같은데, 여기처럼 무엇인가를 같이 한

1950년대 고기동의 세거성씨로는 광주 이씨((廣州李氏), 광주 안씨((廣州 安氏), 덕수 이씨,
(德水 李氏), 장수 이씨(長水 李氏, 고기동에서는 장천 이씨·長川李氏라 부름)등이 동족촌을 이

다는. 여기는 마음을 나누는 느낌이 있는데 다른 곳은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루고 살았다. 대개는 농업에 종사했으며 광교산 자락에 100여 호가 살아온 한적한 산골마을
진행자: 밤토실 도서관은 활동가이신 여러분들에게는 꼭 있어야 하는 공간이네요. 앞으로

이었다.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으나 그것과 관계없이 이 공간 그리고 이 공간을 채우는 사

1990년대 수지면이 급격한 변화로 고기동 역시 변화를 겪으면서 씨족 마을은 해체되어가

람들의 따뜻한 정은 변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조금

고 있으며 외지에서 들어온 유입주민들이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도시마을로 변화 되어가고

만 뒤로 물러나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

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장수이씨는 2호가 살았으나 현재는 거주인이 없다. 광주안씨는 5~6호

늘 이야기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 되었으나 현재는 3호, 광주이씨는 45호정도였다하나 현재는 20여 호, 경주김씨 7~8호 였
│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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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현재는 3-4호, 덕수이씨 25호정도였으나 현재는 6 호만이 남아 선산과 고향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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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경주김씨, 합천이씨, 함안 박씨, 봉화 정씨등이 씨족 촌을 이루며 살아 왔다 한다.

●고기동의 광주이문

고기동에 300여 년 전부터 터를 잡고 살아온 성씨로, 광주이씨. 덕수이씨 광주안씨,장수이
씨를 들 수 있다.
이를 중심으로 성씨의 유래와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주이씨는 고려조에 들어와 이한희(李漢希)공이 3형제를 두었는데 둘째 이익비(李益庇)의
후 손들이 번성하였고 고기동의 광주이문은 셋째 이익강(李益康)의 후손들이며 익강공의 6대
손 이양중(李養中, ?--?, 호 石灘)을 1세조로 하고 공의 후손들은 선조의 호를 따 석탄공파(石灘
公派)라 하며 고기동 광주이문은 석탄공의 후손들이다.

1) 광주이씨

석탄공은 고려말에 급제하여 형조참의(刑措參議)를 지냈으나 조선 개국 후 고려왕조에 절
개를 지키며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자 이방원과 친구로 지내었음으로 방원이 왕에 등극하며 한

●광주이씨 연유

성부윤(漢城府尹)을 내리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지금의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 은거하면서
자연을 벗 삼아 학문에 힘쓴 고려의 절신으로 잘 알려져 있다.

광주이씨의 본관지는 경기도 광주(廣州)를 말하며 시조는 신라 내물왕 때 내사령(內史令:왕
명출납을 담당 하는 장관)을 역임한 이자성(李自成)이다.
자성의 후손들이 칠원성백으로 살아오다가 신라가 고려에 복속됨에 광주 이문만이 복속을
반대하며 굴복하지 않음에 성백(城佰)은 그곳에 호장(戶長)으로 강등시키고 나머지 모두는 회
안(淮安,현 광주)으로 이주시켜 역리로 복무하게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고려에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다가 고려 말에 7세손인 이당(李唐)선생이 생원
에 오르고 아들 5형제가 모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광주이문의 중흥하게 되었다.
특희 둘째 이집(李集,호 遁村.1327-1387)은 학문이 높아 당대거유인 이색(李穡), 정몽주(鄭
夢周), 이숭인(李崇仁)등과 교유하며 학문을 논 하였으며 공이 살던 곳을 공의 호르 따 서울시
둔촌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고려조에 문과급제자로 모두 8명이 있는데 7세손 이당의 아들 5형제와 이들중 둘째인 원령
(元齡이칭 이집)의 아들 3형제가 문과에 급제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지조가 높은 분이 살던 산 이라하여 산 이름을 고지봉(高志峰)이라 부르고 산
아래 마을을 덕이높은 분이 살았다하여 고덕리(高德里)라 하다가 지금은 강동구 고덕동이 되
었다 한다.
공의 위패는 현종 8년(1667년) 강동구 암사동에 구암서원(龜巖書院)이 설립되면서 제향되
었다.
수지일원에는 고려 초부터 용인을 본관으로 하는 용인이씨가 크게 번성하였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처가를 인연으로 하여 새로운 성씨가 입향 하였던 것과 같이 입향조
인 부의공 석탄공의 6대손 이덕린(李德麟)의 조모가 용인이씨 인고로 부의공 의 묘소를 고기
동에 모시면서 이곳에 세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고기동에는 1950년대 까지만하여도 45여호가 거주하였으나 사회가 변하고 2000년대 고
기동이 개발되면서 씨족사회는 해체되기 시작하여 현재 고기동 광주이씨 회장(이건술 1937~ )
에 의하면 배나무골에 6가구, 샛말에 8가구, 고분재에 7가구가 세거 하고 있다 한다.

조선조에 들어와 번창하여 광주이문에서 이덕형(李德馨)을 비롯한 상신5명, 문형으로 덕형

고기동 광주이문의 선조 묘는 입향조 부의공, 부의공의 아들 토산현감을 역임한 숙(淑), 손

(德馨), 이첨(爾瞻) 2명, 지직(之直)을 비롯한 청백리 5명, 공신으로 세조즉위에 공을세운 극배

자 절충장군 홍주(弘周), 등 수십기의 묘가있어 후손들은 매년 10월이면 7-80여명이 모여 시

(克培) 12명, 문과급제자 188명을 배출한 명문 가문이다.

제를 올리며 선조의 얼을 기리며 선조의 유훈을 후세에 전 하고 있다.

유적지로 경북영천군 도유동에 시조묘가 있고 선현을 추모하며 후학을 가르치는 서원으로
소수서원(紹修書院)을 비롯한 서원이 13곳이 있다.

고기동에서 배출한 인물로 수지지역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하여 독립유공자 추서를 받은
입향조의 10세손 도해(道海),11세손 덕균(德均)이있고 덕균의 손자 석순(錫淳)은 수지농협조
합장을 역임하면서 수지지역향토사를 연구하고있으며 전 심곡서원원장을 역임한 현명(鉉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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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기동 이문을 단합하게 하고 조상의 얼을 전하는데 진력하며 현 심곡서원 원장을 역
임 하고 있는14세손 건술(建述)을 들 수 있다.

징(獻徵)이있어 광주 안문의 명성을 말하고 있다.
특히 광주안문에서 자랑할 인물로 실힉자이며 역사학자로서 “동사강목(東史綱目)을 비롯하
여 20여편의 저술을 남기 순암 (順菴)안정복(安鼎福), 그리고 조선시새 인물연구에 좋은 자료
인”국조인물지(국조인물지)를 저술하고 민영환과 함께 을사조약(乙巳條約)폐기상소를 올린

2) 광주안씨

종화(鍾和)가있다.
광주 안문의 유적으로 전북장수에 있는 청계서원(靑溪書院))을 비롯한 수십 곳의 사우(祠宇)

●광주안씨의 연원과 인물

안방걸(安邦傑)을 시조로하는 성씨이다.

열려, 효자각이있다.

●고기동의 광주 안문들

시조공이 고려 초에 광주(廣州)에 거주하였었는데 성주를 살해하는 모반이 일어나자 공께
서 의병을 일으켜 이를 평정하였다한다.
이 공으로 대장군이 되었고 광주군(廣州君)에 봉해짐으로서 후손들은 광주를 본관지로 하
게되었다.
한편 죽산안씨 대동보에는 807년(신라 애장8)에 이원(李瑗)이라는 사람이 당나라에서 이주
하여 개성에 거주하면서 아들 3형제를 두었다한다.
이들 삼형제가 신라 경문왕(48대 景文王 846-875) 때 왜구의 노략질을 토벌하여 나라를 편
하게하였다하여 편안할 안(安)자를 사성(賜姓)한 데에서 안씨가 되었고 삼형제중 둘째가 광주
군에 봉해짐으로서 광주안씨 시조가 되었다 한다.
지종공의 아들 국신(國信)은 문하시중(門下侍中,최고위관직)을 지내었고 손자 여중(礪中)이
문하시랑(門下侍郞 정2품)을 역임하며 가문의 성세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고기동의 350여년전 통덕랑의 품계를 갖인 서상(서상)의 묘를 고기동 손기마을 에 모시면
서 이곳에 씨족사회를 이룬 것으로 추정된다.
안문은 정착 이후 농업에 종사하며 살면서 특별히 출세한 인물은 보이지 않으나 근세에 들
어와 일제강점기 3.1운동 때 고기동,주민과 수지일원 주민들과 만세시위를 주도하다 흉탄에
맞아 순국한 안종각(안종각)열사가 있고 현재 교육계로 안동대교수 병걸, 서울의 덕성학원 이
사장 병우가 있다.
광주안문도 고기동이 도시화 됨에 따라 현재 3호만남아 선산을 지키고 있으며 후손들에게
숭조사상을 배양하고 선조의 얼을 기리기위하여 종회를 결성하고 종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회장은 만우이고 총무는 병세이다.

이후 홍미(弘美), 충계(忠季)공이 문화시중을 역임하여 광주안문을 빛내었다.
고려 우왕 때 성(省)이 과거에 급제하여 상주판관을 역임하고 조선조에 들어와 강원도 관찰
사를 역임하였고 청백리(淸白吏)에 녹선 되었다.

3) 덕수이씨

공은 유언으로 자신의 묘에 비를 세우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어 그의 청백함을 말해 주고 있
다.

●덕수이씨의 연원

고려조에 문과급제자로 성(省)이있고 조선조에 광주안문은 문과급제자로 안성의 손자 팽명
(彭命)을 비롯하여 문과급제자 48명, 조선 중종 때 삼포왜란을 평정한 윤덕(潤德)을 비롯한 공
신(功臣) 10명. 청백리로는 성(省)과 그의 손자 팽명(彭命)을 비롯하여 7명을 배출하고 문형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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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이씨(德水 李氏)는 미 수복 경기도 개풍군 중면 덕수리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로 시조
는 이돈수 (李敦守)이다.

고기동의 세거성씨

311

고기동2019_187_257_종합_e2_ing_고기동마을2019_내지_187_257_e2 2019-12-13 오후 4:57 페이지 312

시조공은 고려 신호위(神虎衛) 중랑장(中郞將; 정5품 무관직)으로 1218년(고종 5) 거란이
고려에 침입 했을 때 거란을 격파하였고 공이 덕수리에 거주하였음으로 후손들은 덕수를 본관
지로 하고 있다.
덕수이씨는 고려시대 문과급제자로 고려고종 때 소(紹)를 비롯해 3명, 조선조에 들어와 문
과급제자 변(邊:예문관, 홍문관 대제학 역임)을 시초로 102명, 무과급제자 순신(舜臣)을 비롯
한 267명, 상신(相臣)으로 행(荇:좌의정)등 7명, 문형(文衡: 가장 존경 받는 관직)7명, 공신(功
臣: 국가에 공을 세운신하)5명, 청백리 11명을 배출하여 명가문임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덕수 이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조선유학의 거두로 알려진 율곡(栗谷) 이이(李珥)와
우리나라역사상 최고의 장군으로 추앙받는 충무공(忠武公) 순신(舜臣)을 배출한 명가문으로

후부터라 짐작 할수 있으며 이곳을 사패지로 받으면서 더욱 번성하였다.
이완장군은 이순신 장군의 조카로 노량해전에서 충무공이 흉탄에 맞으면서 “내 죽음을 알
리지말라”는 유언을 듣고 장병들을 독려하여 노량해전 승리에 크게 공헌한 사람이며 왜란 후
의주부윤(府尹, 종2품)있을 때 1 정묘호란(1627년)이 일어나 적이 의주를 포위하였다.
이 때 공은 장병들과 용감히 싸우다가 중과부적으로 패하게 되자 병기고에 불을 지르고 종
제 이신(李藎)과 함께 불속에 뛰어들어 분사(焚死)하였다.
병조판서에 추증되고, 1706년 아산현충사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강민(剛愍)이며 묘소와 충
신정려각이 고기초등학 좌측 산허리에 있어 장군의 충절을 기리고 있다.
덕수 이문중 고기동 출신으로 종면, 강범, 남렬씨가 교육계에 투신하여 학교장을 역임 하였다.

그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사용되는 지폐에 오만원권 신사임당, 만원권 세종대왕, 오천원권 이이, 천

장수이씨

원권 이황, 오백원권 이순신이 도안되어 있다.
이중 이이, 이순신이 덕수 이문이고 신사임당이 이이의 어머니로 덕수 이문들은 우리나라
명가문임을 자랑하고 있다.
율곡(1536-1584)과 충무공(1545-1598)은 같은 혈족이며 촌수는 19촌이며 충무공이 아저
씨가 된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충무공이 미과말직으로 있을 때 율곡이 그의 인품이 출중하다는 말을 듣
고 만나보자고 전갈하였으나 충무공이 미관말직으로서 일가라하여 대관을 만난다하는 것은
바람직 못하지 못하다하며 만나지 않아 서로 만나지 못하였다는 청백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고기동에 선조의 묘소가 가장 처음 모셔져 있는 성씨는 장수 이씨로 추정된다.
본관지 장수는 전라북도에 있는 군 지명이며 고기동에 장수이씨를 이종무장군의 봉호가 장
천 부원군이었음으로 고기동에서는 장수이씨를 장천 이씨라 부른다.
고기동에 과거에 장수이씨가 여러호 살았으리라 추정되나 현재는 살고있는 이가 없고 1960
년대 2호가 살았다한다.
장수이씨가 비록 이곳에 생활 하지는 않으나 시향 때가 되면 전국에서 후손들이 모여 시제
를 올리고 있으며 최근 사당을 지어 이곳에서 시제를 모신다 한다.

고기동의 덕수이문

고기동 제례의 변화

덕수 이문은 이 율곡을 배출하여 문과로 관직에 나아가 명성을 얻은 계통과, 이순신을 배출

옛 말에 종부가 하여야 할 일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봉제사 접빈객(奉祭祀 接賓客)하

하여 무인 배출가문으로 두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고기동에 덕수 이문은 이순신의 조부 백록(伯麓)의 묘와 조카 이완(李莞)의 묘가있어 고기
동 인근의 덕수 이문은 무인계통 후손이라 할 수 있다.
덕수이문이 고기동에 세거하기 시작한 것은 강민공(康民公) 이완의 묘소를 손의터에 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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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이라 한다.
봉제사란 조상에 제사지내는 일이며 접빈객이라 함은 제사올릴 때 찿아오는 제관을 대접함
과 아울러 대소사에 찿아오는 이들을 대접함을말한다
봉제사인 경우 제사는 기제사, 시향, 불천위제사, 생신제사, 추석이나 명절에 차례, 집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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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가 있을 경우 사당제사등 수만은 종류의 제를 올려야만 했다.
제일이 되면 제기청에 보관되어있던 놋그릇을 깨끗이 닦는 일, 편을 만드는일, 전 부치는 일
등 다양한 여러일을 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고 직업이 다양화되고 사는 곳이 멀리 떨어지다 보니 제사지내는 양
식과 절차도 점점 간소화 되고 있는 실정에 노이게되었다.

제사의 대상은 전통예법으로 따져보면 4대 봉사가 원칙이고 5대이전 조상은 시제를 모시는
것이었으나 제사가 많은 집은 다달이 제사를 모셔야하기 때문에 3대 4대는 일찍 시제로 모시
고 조부모, 부모 제사만 올리는 경우도 있다.
또 제사를 각각 모시는 것이 아니라 4대 즉 모든 제사를 일 년 중 제관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을 정하여 하루에 모시는 경우도 있다 한다.

본 고에서는 소략하나마 1950년대 행하여지던 제사양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째로 시제는 위토(시제를 모시는 비용을 위한 전답)가있어 위토를 경작하는 분이 제수를
첫째 장례의 변화

장만하여 묘소로 제수를 이고 지고 운반하여 시제를 모셨다 한다.
고기동 광주이씨 집안의 말에 의하면 매년 음력 10월이면 2일. 4일, 6, 7, 8, 10, 11, 15일 시

1950년대 까지만 하여도 가족중 웃어른이 돌아가시면 3일장을 치르고 삼호 제를 모신 후에
신주를 사당이나 사당이 없으면 집 한 켠에 괴연을 모시고 3년 또는 2년간 초하루보름으로 삭
망제(朔望祭)를 올이고 아침저녁으로 산사람처럼 괴연에 음식을 차려놓고 곡(哭)을하며 제를
올리었다.
또 장례를 모실 때는 집안에서 염을 할 줄 아는 이가 염을하고 상여에 모시고 장지로가 산소

제를 모시었다하며 이때는 주로 직계만 참석하였다 하고 입향조의 시제 때는 4-50여인 이 참
석하엿다 한다.
그러나 현재는 고기동이 개발되면서 위터도 줄고 묘소에서 제사를 모시려면 춥거나 비가 오
면 제 올리기가 어렵게 됨에 광주이씨는 2002년 광주안씨는 2000년대초 장수이씨는 2017
년 사당을 건립하여 현재는 사당에서 시제를 모시고 있다.

를 조성하였으나 현재는 주로 돌아가시면 장례예식장으로 운구하여 거기서 염을하고 운구차
로 운구하여 산소를 조성 하였으나 최근에는 연화장에 가 화장을 잡숫게 하고 재는 선산 납골

│이종구

당에 모시거나 선산이 없으면 절이나 공동 납골당에 모시고 있다.

둘째로 기제사는 직계가 아닌 방계 친척들도 모두모여 돌아가신 날 제사를 모시었었고 제
사시간은 돌아가신 날 첫 시간인 자시(11시-1시)에 모시는 것이 상례이나 보통 12시에 지내왔
다한다.
현재는 제관들의 직업이 다양하고 생활터전이 각기 같지 않은 관계로 일찍 제사를모시고 돌

도움주신분
광주이씨 현심곡서원 원장인: 이건술(李건술 1935~ )
광주안씨 종회 총무 안병세(安秉世 1962~ )
덕수이씨 종회 원로 이덕영(李悳永 1935~ )

아가야 하는 관계로 8-10시사이에 제사를 모시고 있다.
8~10시에 모시는 경우 돌아가신날 제사를 모셔야 함으로 제일을 하루 늦추어 지내고 있다.
다시말하면 보통 제일이 11일 지내었다 하면 시간을 앞당길 경우 12일에 지내야하기 때문
이다.
그리고 제사에 대한 관념이 희박하여 지면서 기제사인 경우 방계는 참석 하지 않고 주로 직
께만 제사를 모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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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의 삼일운동

2019년 3월 22일. 금요일. 고기초등학교 정문 앞.
아이들의 등교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던 굴착기가 부르릉 시동을 걸고 학교 버스정류장 옆
에 몇그루 나무와 관목이 심어진 교통섬의 한가운데를 파기 시작했다.

317
<머내만세운동 발상지 표지석>
머내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
사의 일환으로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변에 설치되었다. 표지석 글
씨는 캘리그라퍼 강병인님이 제
공하였고 용인시의 재정으로 제
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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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세 가로·세로 1m 가량의 정사각형 구덩이가 생겨났고, 곧이어 5톤 화물트럭에 실려있던
매끈한 마천석 한덩이가 굴착기에 매달려 자리를 잡았다.
2명의 작업자가 이리저리 수평과 수직을 맞춘 후에 정오 무렵 가로 70cm, 높이 1.3m의 표
지석이 세워졌다.

그리고 얼마 후 하교 시간.
고기초 학생들은 삼삼오오 정문을 빠져나오다 등교할 때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그 중 몇명 아이들이 표지석에 다가가 거기에 새겨진 글씨를 읽었다.

“산소에 가면 절하잖아.”
“그래 우리 절하자”
“근데 한번만 하는 건 아닌 거 같던데...2
번인가 3번인가 하더라구”

이렇게 세 번씩 절하는 아이들의 모습
은 가까운 건물에서 근무하던 한 주민의
휴대폰 카메라에 포착되었고, 그로부터

표지석에 절하는 두 명과 ‘부동산 표지판’ 뒤에 서 있는 한 명의 아이, 모두 3
명의 아이들이 ‘그들만의 추모’를 하였고, 학부모들의 발빠른 공조로 이 아
이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주일 뒤인 3월 30일에 진행된 <머내만
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훈훈하게 만든 한 장의 사진이 되었다.
머내만세운동 발상지
1919. 3. 29
이곳에서 고기리와 동천리 주민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운동을 시작했다.

100년 전 그날의 기록

이 시민혁명의 결실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토대가 마련됐다.
2019. 3. 29

1919년 3월 29일 아침 9시, 훗날 아이들이 머리를 숙인 바로 그 장소에서 머내만세운동은

용인시와 고기동‧동천동 주민들이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고,

시작되었다. ‘머내’는 고기리에서 흘러내려가는 동막천과 손골에서 발원한 손곡천이 만나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기원하며 이 표석을 세운다.

탄천으로 이어지는 하천의 이름으로서 그 인근 지역을 이르는 지명으로도 사용되어 왔으며, 지

대한민국 정부는 이 의인들의 뜻을 기려

금도 주민들이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이름은 동천리의 초입으로 한정되

안종각 지사에게는 건국훈장 애국장(1991년)을,

었지만 당시 벌어졌던 만세시위를 명명함에 있어서 ‘머내’라는 지명이 지리적, 역사적 측면에

이덕균 지사에게는 건국훈장 애족장(1990년)을,

서 이 지역을 아우르는 명칭으로 사용되기에 적절하다 하겠다.

이도해 홍재택 강춘석 권병선 김영석 김원배

아무튼 머내만세운동은 기왕에 그 개요가 상당 부분 알려져 있었는데, 용인문화원이 발행한

김현주 남정찬 윤만쇠 이달순 이희대 정원규

<수지읍지>(2002년)에 주도자와 적극참가자들의 이름과 역할을 비롯하여 당시 상황도 꽤 구

진암회 천산옥 최충신 지사에게는

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수지삼일만세운동기념탑’이라는 이름으로 이

대통령표창(2019년)을 각각 수여했다.

만세운동의 내용과 관련자 이름 등을 담은 대형 조형물이 수지구 풍덕천동의 새마을공원에 들
어섰고, 그 이후 매년 이곳에서 기념식도 열리고 있다.

“아! 나 이거 들은 적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내만세운동이 100주년을 전후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언론 등에 의해

“애들아. 우리 여기서 인사해야 될 것 같지 않니?

새로이 조명 받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기념행사가 꾸려지고

“그래, 그런데 어떻게 인사하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자발적인 노력의 중요한 결실로 100년 전 만세운동의 내용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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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내만세운동은 그 시위 행렬이 고기리
에서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시위의 기획 자
체가 고기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당시 고
기리 구장 이덕균(李德鈞, 1879~1955, 고
기리 370번지)에 대한 경성지방법원의 제1
심 판결문(1919년 4월 29일)과 당시 헌병
대의 보고내용에는 모의 과정에 대한 설명
이 담겨 있다.
피고(이덕균)는 위의 피고 거주 리(里)의 구
왼쪽은 수지3·1만세운동기념탑의 전경. 오른쪽은 머내 지
역 만세운동으로 피살되거나 체포되었던 분들의 이름이
이 기념탑에 새겨진 모습.

장(區長)으로 있었는데, 대정 8년(1919년) 3

경기 용인시 수지구청 문서고에서 발견된 일제강점기
에 이 지역의 ‘범죄인명부’. 독립운동가 16명의 형량,
직업, 주소 등이 상세히 적혀 있다.

월 28일 안종각이란 자로부터 조선독립 시위
운동을 할 것을 권유받고서 이에 찬동하여…

피고는 고기리(古基里)의 구장인데 대정 8

려주는 1차 사료가 발굴되고, 이 사료를

년 3월말 리의 사환(使喚)으로 하여금 각 집에

바탕으로 2019년 삼일절에 100년 전 만

서 1명씩 나와서 동천리 방면으로 가서 대한

세운동의 적극 참여자 15명이 새로이 대

독립만세를 부르라고 주지시켜…

통령표창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덕균 지사가 만세운동에 가담하게 된
이덕균 지사의 서대문형무소 수형기록 앞면. 이 기록에 의하면 이

새로운 자료는 일제식민지 시기에 수지

것은 같은 고기리에 사는 안종각(安鍾珏,

면이 작성한 <범죄인명부>이다. 이 명부

1888~1919, 고기리 156번지) 지사의 권유

가 발굴되기 전에는 머내만세운동의 양상

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덕균 지사가 만세운

을 보여주는 일제 당국의 기록으로는 이

동에 가담하기로 결심한 뒤에는 구장으로서 평소 마을에 소식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던 사환으

덕균 당시 고기리 구장에 대한 판결문이

로 하여금 각 집에서 한 명씩 나와 만세 대열에 참여하도록 통지했다. 여기서 ‘리의 사환’은 이

유일했지만 이제는 이 <범죄인명부> 등

덕균 구장의 ‘광주(廣州) 이씨’ 종친으로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15명 중의 한 사람인 이도해(李

의 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만세운동 참가자들과 이 운동에 관여한 자연부락들의 특징을 분석해

道海, 1870~1939, 고기리 675번지) 지사였다는 것이 고기리 원주민들의 증언이다. 즉, 안종각

내고, 여기에 이들의 후손 등의 구술을 보태 100년 전 만세운동의 양상을 훨씬 상세하고 생생

→이덕균→이도해로 이어지는 고기리 내의 만세운동 기획 및 지도체계가 나름대로 성립되어

하게 그려 낼 수 있게 되었다.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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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통령표창 수훈자 중의
한 사 람 인 홍 재 택 (洪 在 澤 ,

세운동의 소식을 전함으로써 발발했거나 5일장의 장날 계획적으로 또는 장터의 군중심리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873~1951, 고기리 128번지) 지사

그러나 머내만세운동의 경우,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이 마을에는, 지금까지 확

의 손자 홍봉득 님의 증언에 따르면

인되기로는, 대도시 유학생도 없었고 변두리여서 5일장도 서지 않았다. 구전되는 이야기에 의

만세운동의 준비는 앞선 지도체계

하면 전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자체 기획에 의해서, 그것도 자신의 주도 아래 주변 마을들과의

보다 훨씬 크고 넓은 범위에서 이뤄

적극적인 연계 속에서 거사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졌다고 추론할 수도 있다.

홍재택 지사의 역할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는 증언이 하나 더 있다. 위 판결문에서 이덕균 지
사에게 만세운동을 권했다는 안종각 지사의 후손 안병화님의 증언이다.

2019년 3월 30일. 머내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권병선 애국지사
의 증손 권영재 님이 대통령표창장을 받았다.

“할아버지(홍재택)가 각처 사람
들을 찾아 연락하고 몇날며칠 동안
밤새도록 돌아다녔습니다. 안종각

“홍재택, 안종각 선생 두 분이서 밤마다 사랑방에서 홑이불을 찢어서 태극기를 그렸다고 해
요. 몇 장을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할머니 말로는 홑이불을 다 뜯었다고 하셨어요.”

선생은 고기리 손기마을의 대표 역할을 했습니다. 안종각 선생이 우리 집에서 출타한 할아버
지를 밤새 기다린 적이 몇 번 있었답니다. 낮에는 할아버지가 연락하러 돌아다니시고 밤에만
집에 오시니까 어떻게 연락이 되고 있는지 듣기 위해서였던 거지요.

이처럼 준비된 만세운동이 시작되는 장면 역시 이덕균 지사의 1심 판결문이 대체적인 모습
을 전하고 있다.

내가 듣기에 삼일운동 때 수지, 광주(낙생), 구성 3개면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28일에 만세운
동 하자고 준비를 해 왔는데, 구성 쪽에서 몇 백

이에 찬동하여 정치변혁을 목적으로 다음날 29일 오전 8시경 피고 거촌 경기도 용인군

명이 모여 먹을 것이 준비가 안 되었다고 연락이

수지면 고기리 주민 약 100여 명을 모아 위의 안종각으로부터 받은 태극기를 흔들며 대

와서 하루 미뤄 만세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중에 솔선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연호하면서 동면 동천리로 향하여 진행할 때…

요컨대, 수지 지역이 중심이 되어 낙생 등 인접
피고는 (…) 이날 오전 9시경부터 주민 약 100명을 이끌고 동천리에 이르러…

한 면들과 연합해 시위대를 조직한 뒤 이를 이끌
고 용인의 중심지인 구성 쪽으로 나아가 그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거기서 진지전을 벌인다는 것

즉, 머내만세운동은 3월 29일 오전 8시경 고기리 주민 100여 명이 모이면서 시작됐고, 안종

이었다. 결과적으로는 실현되지 않은 계획이지

각 등이 사전에 준비한 태극기가 시위 당일 아침에 마을 사람들에게 배포되었으며, 오전 9시

만 홍재택 지사가 이 진지전을 위해 구성 지역에

경 아랫마을 동천리로 출발했다. 또한, 시위 행진은 이덕균 등이 이끌며 “조선독립만세” 등의

식사 준비까지 협조를 구해 놓았다는 것이 이 증

구호를 외쳤다는 것 등이다.

언의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안병화 님의 추가된 증언에 따르면 고기리 주민들이 당시 집결해서 한 목소리로 만

당시 대부분의 지방 만세운동은 서울 등 대도
시 유학생이 동맹휴학 등으로 고향에 돌아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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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외친 뒤 동천리를 향해 행진을 시작한 장소는 지금의 고기초등학교 운동장이라는 사실이
홍재택 님. 일제말기 자택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물론 고기초등학교는 ‘고기강습소’라는 명칭으로 1927년에 개교했기 때문에 1919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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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저 고기리 마을 입구의 ‘넓은 터’였다.
그런데 백운산과 바라산의 계곡을 끼고 형성된 고기리에서 지금 고기초등학교 위치는 평지
쪽 동구에 해당하는 ‘손의터 마을’이어서, 직선거리로 2Km 이상 상류 쪽의 ‘배나무골’, ‘샛말’,
‘고분재’ 등에서 이곳까지 오기 위해서는 넉넉잡고 집합 예정시간보다 한 시간은 일찍 출발해
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배나무골에 살던 이덕균 구장이 고분재에 살던 이도해 등을 포함한 시

그러나 낙생저수지 아래의 동천리에 들어서면 지금의 고기로가 100년 전의 만세 행진 루트
와 완전히 일치한다. 다만 당시에는 마차 한 대도 다니기 힘들던 길이 이제는 왕복 4차선 도로
로 바뀌었다.
고기리에서 출발한 100명의 만세 행렬은 동천리에서 순서대로 동막골, 하손곡, 주막거리 등
의 자연부락을 만나게 된다.

위대와 함께 안종각, 홍재택 등이 사는 손의터에 도착한 것이 오전 8시경이었을 것이다.
이덕균의 판결문을 비롯해 당시 상황의 기록들은 모두 ‘한 집에 한 명씩’ 시위대에 나오도록

피고는 (…) 동천리에 이르러 약 300명의 군중과 합류하여 ‘독립 만세’를 외치고, 다시 오

독려했고, 실제로 각 집의 ‘장정’이 나와 모두 1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표현하고 있다.

전 11시 30분 동면 풍덕리에서 수지면 면사무소로 몰려가 ‘만세’를 외치면서 선두에서
구한국 기를 앞세우고 군중에게 솔선하여 동군 읍삼면 마북리로 몰려가려 하매, 헌병이

1900년에 조사한 <광무양안초> 중의 ‘용인군 수진면’(제8책)에 따르면, 고기리는 모두 127

해산을 명령하였으나 쉽게 응하지 않다가 오후 2시경에 이르러 겨우 해산했다.

호이며, 상류 지역인 이목동(梨木洞, 배나무골) 21호, 간동(間洞, 샛말) 23호, 곡현촌(曲峴邨, 고
분재) 30호였고, 하류 지역의 장토리(壯土里) 23호, 손허(遜墟, 손의터) 30호 정도였다.

지리적 양상을 염두에 두고 판결문을 살펴보면 비교적 상세히 시위의 루트를 구성할 수 있
이렇게 위-아래 마을의 시위대가 합쳐지자 고기리 사람들은 사기가 충천했을 것이다. 그런
가 하면 그 직전 여러 날 밤을 새워 안종각 등이 준비했다는 태극기가 마을 사람들에게 배포되
면서 긴장감과 흥분은 한층 더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안종각, 이덕균 등이 미리 준비한

다.
고기리초입[오전 8시 집합, 9시 출발] → 동막골 → 하손곡 → 주막거리 → 수지면사무소(풍
덕천)[오전 11시30분 도착] → 읍삼면 마북리[오후 2시 해산] → (옛용인군청, 미도달)

대로 우리 독립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일장 연설을 하고, “조선독립만세!” 제창으로 그 연설을
마무리했을 것이다. 100여 명의 고기리 주민들은 나라 없는 세상에서 일본 관리와 헌병들에게
억눌려 10년 동안 살아온 한을 이렇게 목청껏 외치는 ‘독립만세’로 풀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게 고기리 주민들은 머내만세운동의 시작 집회를 마치고서 오전 9시경 사전에 약속된

고기리 초입에서 동천리를 거쳐 풍덕천리의 수지면사무소까지는 약 6Km에 가까운 거리로
도보로는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그리고 다시 수지면사무소에서 보정리를 거쳐 마지막에
해산했다는 읍삼면까지는 역시 5Km 이상으로 역시 1시간 30분 가까이 걸린다.

대로 대열을 지어 대로변의 동천리를 향해 행진을 시작했다. 당시에는 고기리와 동천리 사이

그런데 고기리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해서 여러 자연부락들을 거쳐서 수지면사무소에 오전

의 낙생저수지(1958년 착공, 1961년 준공)가 설치되기 전이어서 지금의 낙생저수지 바닥쯤에

11시30분에 도착했다는 것은 그 자연부락들에서 잠깐씩 대오를 정비한 뒤 거의 쉬지 않고 1

있었던 두 마을의 연결 도로를 따라 때로는 걷고, 때로는 뛰면서 다시 “조선독립만세!”를 외쳤

차 목표지점인 면사무소까지 갔다는 얘기다. 거기서 마지막 해산 지점까지 간 뒤 오후 2시경

을 것이 틀림없다.

해산됐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략 면사무소에 30분 정도 체류했고, 마지막 해산지점에서 일
제 헌병과 다시 30분 정도 대치했다는 계산밖에 나오지 않는다.

1919년에 고기리에서 동천리로 내려오는 길은 사실상 외길이었다. 현재는 두 지역을 잇는

대단히 급박하게 진행된 것이 분명한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면사무소가 최종 목표지

길이 2개(1개는 자동차 도로, 1개는 사유지를 포함하는 오솔길)로 늘었지만, 그 2개가 다 100

점이었다면 그곳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군중 토론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러나 판결문에 따

년 전의 길과는 다르다. 그 사이에 두 지역 사이에 낙생저수지가 생기면서 지형이 완전히 바뀌

르면 그곳에서 ‘만세’ 시위를 벌인 뒤 거의 지체하지 않고 구성의 일본인 집단거주지(과거 용

었기 때문이다.

인군청이 있던 용인의 중심지)를 향해 출발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당초의 기획이 그렇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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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홍재택 지사 등을 통해 수지와 구성의 각
지역이 사전 협의한 내용이 그런 스케줄이었을 것이다.
동천리 지역에서 300명이 합세했다는 것도 그런 구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광무양안초> 중의 ‘용인군 수진면’(제8책)에 따르면, 당시 동천리는 총 109호로 기록되어 있
는데, 동막(東幕, 동막골) 39호, 손곡(蓀谷, 손골) 30호, 원천(遠川, 머내 주막거리) 40호 등이다.
즉, 고기리(127호)보다 다소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이나 시위대에 합류했다는 것은 우선 노인과 어린이를 제외한 마
을 주민 거의 전원이 시위에 참여했어야 말이 된다. 그런데 그것이 우발적으로, 혹은 현장 설득
에 의해 가능했을까? 홍재택 지사의 손자 홍봉득님의 증언에 따르면, 수지면의 시위 기획자들
은 인근 낙생면과도 연대한 흔적이 있다고 했다. 이를 감안하면 동천리에서 합류한 인원 300
명은 모두 동천리 사람들은 아니고 이웃 낙생면 사람들도 포함된 숫자였을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날 시위는 사전 계획에 의해 마을 주민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자연부락 순서
대로 시위대에 합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마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동막골은 주요
가문들(안동 권씨, 파평 윤씨, 전주 이씨들의 세거지이며 애국지사들도 해당 가문의 인물들)의
협의에 따라, 하손곡은 천도교의 조직적 움직임(하손곡에 거주하던 김현주, 김원배 지사의 천
도교 관련 행적이 다수 발견되었음)에 따라 각각 사전에 해놓았던 치밀하고도 체계적인 준비
내용을 차질 없이 집행한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준비-발발-전개 과정
을 종합해 머내만세운동 시위대의
행진 루트 일부를 당시 및 현재의 지

[100년 전과 100년 후의 행진루트] 현재의 머내 지역 지도에 위의 100년 전 고기초등학교~동천동 주막거리 행진루트를 그대로
옮겨 붉은 선으로 표기하고, 거기에 주막거리(현재 머내 기업은행 버스정류장)~수지면사무소(현재 수지지구대) 행진루트도 같은
색의 선으로 덧붙였다. 그 옆의 보라색 루트는 100년 사이에 지형 및 도로사정이 달라져 지금 100년 전과 가장 비슷하게 답사할
수 있는 길을 참고로 표시한 것이다.

도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머내만세운동의 마지막 국면인 해
당시 상황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산 과정은 위의 판결문만으로는 알
길이 없다. “헌병이 해산을 명령하였
으나 쉽게 응하지 않다가 오후 2시경
에 이르러 겨우 해산했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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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의 행진루트] 일본 육지측량부가 1914년 측량‧수정하고 1937
년 인쇄‧발행한 <수원군 지형도>(1/67,000) 중 머내 지역에서 찾아본 고
기초등학교~동천동 주막거리 구간의 만세운동 행진루트. 붉은 선으로 표
기했다. 이 루트의 고증은 안종각 지사의 손자 안병화의 경험과 독도(讀圖)
능력에 크게 힘입었다.

이 판결문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광복 후의 <3‧1운동실록>, <수지읍지> 등의 여러 기록이
이날 머내만세운동의 시위 행렬이 수지면사무소에서 용인 중심지 구성의 일본인 집단거주지
를 향해 가던 길목에서 일제 헌병의 총격으로 해산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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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각, 최우돌 두 지사가 현장에서 절명했다는 설명도 대개 함께 기재되어 있다.

폭행

그리고 판결문이 적시한 해산 장소인 ‘읍삼면 마북리’와 다른 기록도 존재한다. 광복 후 1952
년 이덕균 지사가 ‘3‧1운동시 피살자’로 안종각을 신고하면서 그의 사망 장소로 마북리를 지나

용인군 수지면‧읍삼면

1

무폭행

소요지관할

소요
인원

소요자
종별

검거
인원

헌병

1,500

天, 普

35

○

경찰

폭민
사

상

2

3

* ‘소요자 종별’에서 ‘천(天)’은 ‘천도교도’, ‘보(普)’는 ‘보통민’, 즉 ‘농민’을 의미한다.

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간 ‘읍삼면 언남리’를 지목한 것이다. 이덕균 지사는 머내만세운동의
모든 진행과정에서 안종각 지사와 가장 가까운 동지였고 시위 당일 함께 시위대를 이끌었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용인군의 수지면과 읍삼면에 걸쳐서 일어난 시위는 ‘폭행’을 수반한 사

때문에 일제 헌병들의 발포 및 동지 안종각의 절명 장면도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지켜보았을

건이었으며, 전체 참여인원은 1500명에 이르렀고,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천도교도와 일반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장소를 잘못 인식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여

농민들이 섞여 있었으며, 이 지역은 경찰이 아니라 헌병이 주재하며 관할하던 지역이었고, 시

기에 안종각 지사의 손자 안병화님의 증언이 추가된다.

위 참여 인원 중에 2명이 죽었고 3명이 다쳤다.
여기서 우리가 새로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참여인원이 무려 1500명에 이르렀다는 사실

“할아버지는 키가 6척(약 180cm)이었는데, 시위대를 가장 앞에서 이끌고 있으니 눈에 잘 띄

과 시위대 중 3명의 부상자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시위대의 인원이 일본 헌병의 추산으로도

었겠지요. 일본 헌병들의 총에 머리를 맞아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총에 맞아서 리

1500명에 이르렀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대목이다. 고기리에서 출발할 때 100명, 동천리를 거

더가 없어지니 사람들은 바로 뿔뿔이 흩어졌겠지요. 그 구체적인 장소는 구성초등학교(마북

치며 300명이 추가되어 400명이던 시위대가 수지면사무소를 지나고 읍삼면(구성)의 보정리,

동) 앞길에서 경찰대 쪽으로 조금 더 간 사거리(언남동) 쯤으로 알고 있어요.”

마북리를 거쳐 언남리에 이르면서 무려 1500명이 되었다는 얘기다.
파죽지세로 내달리던 만세 대열이 기하급수로 불어나는 기세 앞에 일본 헌병들도 속수무책

안병화님은 가족 내의 구전을 근거로 지금의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경찰대 사거리를 머내

이었을 것이다. 결국 만세행렬을 막아세운 건 헌병들의 ‘총격’이었다.

만세운동의 최후 해산장소로 지목했다. 언남동 지역은 조선시대에 용인향교가 자리 잡고 있었
고, 1914년 김량장동으로 옮겨가기까지 용인군청도 이곳에 있어서 용인군의 옛 중심지로 꼽
혔다.

일본 헌병들의 총격으로 만세 시위가 정리된 뒤 적극참가자들 중에 일부는 현장에서, 일부
는 그 다음날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시위의 주도자로 지목된 고기리 구장 이덕균 지사

이러한 사료들을 바탕으로 다시 살펴보면, 시위 행렬은 고기초교 자리에서부터만 따져도 1

는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형기를 선고받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

차 목표인 수지면사무소까지 6Km 가까운 거리를 걷거나 달리며 행진했고, 다시 거기서부터

었다. 보존된 수형기록에 따르면 이덕균 지사가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기간은 대정8년(1919

수지면의 경계를 넘어 언남동까지 5Km가 넘는 거리를 행진한 것이다. 그것도 머뭇거리지 않

년) 5월 24일부터 대정9년 4월 28일까지의 11개월이다. 1919년 3월 29일 만세 시위일로부터

고 당초의 시나리오에 따라 일사천리로 이곳까지 ‘장거리 원정시위’를 한 셈이다. 이것은 해당

따지면 13개월이 된다.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교감이 없었다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또다른 적극참가자 16분은 용인헌병분대에 끌려가서 ‘태형 90대’의 즉결심판을 받게 되었
다. 태형 90대는 사실 견디기 힘든 형벌이다. 처벌을 받는 순간의 치욕은 치욕대로 남고, 형벌

당시 조선헌병대 사령관이 작성한 <조선소요사건 일람표>라는 방대한 삼일운동 보고서를

후에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있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만약, 몸이 약한 사람

통해 그날의 마지막 상황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보고서 가운데 경기도 용인군 수지

이라면 매를 맞다가 죽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다 거쳤다고 해서 일상생활로 복귀

면과 읍삼면의 ‘소요’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할 수도 없었다. 일본 헌병을 포함해 식민 권력은 그들을 늘 감시의 눈초리로 지켜보았다. 그
흔적이 바로 <범죄인명부>였다. 게다가 감시는 그저 지켜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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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는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일제시대에 저는 그 때 국민학생이었고 점심시간이면 집
에 와서 밥을 먹고 다시 학교에 가곤 했어요. 해방 삼 개월 전쯤, 내가 그렇게 다시 학교에 가는
길인데 할아버지가 근처의 술집에서 나오시면서 “너 점심 먹었니?”하고 물으실 때 일본 순경
이 말채찍으로 할아버지 정수리에서 얼굴을 후려치는 것을 직접 봤어요. 할아버지가 눈썹도
깜짝 안하고 맞으시니 순경이 그냥 가버렸어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할머니께서 만세운동 때
문에 할아버지가 특별감시 대상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전후사정을 알았습니다.“

<머내여지도> 회원들이
옛지도와 현재 지도를 분
석하며 만세시위 루트를
고증했다.

홍재택 지사의 손자 홍봉득이 어려서 지켜본 할아버지의 상황이다. 여기서 ‘순경’은 ‘헌병’의
잘못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혹독한 처우 때문이었는지, 만세운동 적극참가자들은 상당수가 마을을 떠났다. <범죄
인명부>에 등장하는 16명 중의 절반 이상이 타지로 나간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마을에 세거
해 온 가문의 소속이 아니거나 마을에 생계를 유지할 만한 자기 토지를 갖지 못한 경우일수록
떠나는 경향이 강했다. 다행히 고기리 분들은 오랜 세월동안 마을에 세거한 가문(광주 안씨, 광

이다. 지식인이나 학생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독립선언서를 구해서 읽

주 이씨)이어서 그날 이후 삶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후손들을 비교적 쉽게 만날

고, 밤마다 태극기를 만들고, 서로를 독려하며 빼앗긴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거

수 있지만 동천리에는 마을을 떠나서 타지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살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분

리로 나섰다니...

들이 많다. 그래서 대통령표창 수여가 결정되었음에도 일부는 그 후손을 찾지 못해서 전수하
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내친 김에 <머내여지도>는 당시 만세운동을 주도한 분들의 후손을 수소문해서 찾았고, 안
종각 선생의 손자 안병화 님과 이덕균 선생의 손자 이석순 님께 선조들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100년 전 그날을 기록하는 사람들

들었다. 또한, 고기동 샛말에 위치한 이덕균 선생의 묘소를 참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당시 그
분들이 걸었던 길을 조사해서 현재는 낙생 저수지 아래에 잠겨 있거나 개발의 여파로 사라지

2016년 9월, 동천마을네트워크에서 진행한 <마을 역사지도 만들기> 프로그램에서 ‘머내여

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현재도 우리가 매일같이 다니는 길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지도’라는 모임이 시작되었다. 고기동과 동천동의 이주민으로서 낯설 수밖에 없던 마을의 역

100년 전 그 분들이 걸었던 그 길을 여전히 우리도 걷고 있다는 사실은 묘한 흥분을 가져다

사와 문화를 직접 조사, 기록하면서 사라져가는 마을의 모습을 미래로 이어갈 수 있는 단초를

주었고, 교과서 속에 박제화되었던 역사가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있다는 깨달음은 작은 충격이

만들어보자는 것이 모임의 취지였다.

기까지 했다.

처음에 <머내여지도>의 관심사는 동네의 옛 지명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보거나 원주민들에

2017년 한해동안 <머내여지도> 구성원들은 팟캐스트 방송(마을지리학 ‘우리동네 견문록’

게 옛이야기를 듣는 등 초보적인 수준이었다. 그러던 중 앞서 이야기되었던 <수지읍지>에서

http://www.podbbang.com/ch/9999)과 몇 차례 강연회를 진행하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새로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했다. 용인의 대표적인 향토사학자인 이인영 선생이 기술한 ‘수지지역의

운 역사적 사실들을 알려내었는데 그 반응은 뜨거웠다. 그 뒤 자연스럽게 2017년 하반기부터

3‧1 독립만세운동’의 내용 중에 ‘고기리와 동천리 주민의 만세운동’이 너무도 드라마틱했던 것

이듬해 머내만세운동의 99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위한 움직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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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9일, 드디어 첫 모임. 인근 학교의 역사 선생님들과 머내여지도 팀원들 그리고
마을활동가들이 모였다. 제일 먼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내놓은 사람들은 역사 선생님들이었
다. 선생님들은 <머내여지도> 팀이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고등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교재를 구성하여 직접 수업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첫 모임의 과정에서 3‧1운동의 의미를 다시
금 새길 수 있는 특강의 필요성을 공감했고 머내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를 개최할 것을 공
식적으로 결의하였다.
그 뒤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준비모임이 계속되었고 함께 하는 단체들도 늘어갔다. 동천마
을네트워크, 고기교회, 고기초등학교 학부모회, 꿈나무 어린이집, 노래로 나누는 세상, 마을극
단 동동, 머내여지도, 머내풍물패연합, 밤토실 어린이도서관, 밥챙알챙 마을합창단, 소명중고
등학교, 수지꿈학교, 이우지역연대위원회 등 10여개 기관 및 단체가 준비모임에 이름을 올렸
다. 준비모임은 수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서로의 능력에 맞게 역할을 나누고 차근차근 업무
를 추진해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자발성’이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만들어 낸 열정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서로를 감동시켰다.
행사에 필요한 기금을 참여단체들이 직접 모았는데 어떤 단체들은 3월 29일을 기억하는 의

재현행사의 외형이 준비모임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수고를 통해 완성되어 갔다면 내용을 더

미로 329,000원을 내놓기도 하였고, 지역 농협, 신협을 비롯하여 많은 기관과 개인들의 후원

욱 깊이 있게 만들어 준 것는 단국대학교 한시준 교수의 특강이었다. <3‧1운동 100년, 어떻게

이 이어졌다. 그리고, 준비모임에 참여한 분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자신의 능력을 아낌

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진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다.

없이 발휘해주셨다. 행사에 필요한 깃발과 대형 태극기를 제작하기 위해 자신들의 시간과 공

그동안 우리가 기계적으로 외웠던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조선(朝鮮)의 독립국(獨立

간을 내어주고 밤늦게까지 재봉틀을 돌려준 동네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사가 풍성하게 준

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하노라”고 한 기미독립선언서의 첫 문장이

비될 수 있었다.

품고 있는 핵심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독립선언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일제의 식민
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국’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이
다. ‘독립국’임을 선언한 후, 한 달여 만에 독립국의 ‘임시정부’를 세웠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
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작이었다. 우리가 3‧1절을 기념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일제의 총칼
에 저항한 만세시위’라는 행동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주민으로서 독립국에 살아야 한다”고
자각하고 선언한 데 있는 것이다. 즉, 3‧1독립선언을 대한민국의 어머니로 기념해야 한다.
‘머내만세운동’ 역시 대한민국의 건립에 일조한 것이라는 깨우침은 행사의 핵심 슬로건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조선은 독립국’, ‘우리는 자주민’. 간단명료한 두 문구는 재현행사의 내
용과 형식을 지탱하는 두 축이 되었다. 특히 ‘자주민’은 행사의 정점이었던 당시를 재현하는 상
황극을 연출하는 데 결정적인 지침이었다. 총격에 순국하신 분을 누군가 연기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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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내 주막거리에서 ‘머내만세운동 99주년
기념행사’의 마지막을 기록했다.

어 이듬해 100주년 기념행사를 함께 진행하기를 요청해
왔다. 이에 주최측은 100주년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 핵
심적 추진 사항으로 결정한 ‘태형자 16인에 대한 국가 서
훈을 위한 자료 조사 및 발굴 작업’에 보훈지청이 적극적
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했다. 그 결과 수지구청 문서고에
잠자고 있던 <범죄인명부>를 발견해내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19년 3월 1일 대통령표창
이 수여되었다.
수지구청에서는 100주년 행사의 홍보비를 지원해주
기로 결정했고, 용인시는 <머내만세운동 발상지 표지석
>의 제작, 설치를 책임지기로 하였다. 또한 용인문화재
단에서 아트트럭을 제공해줌으로써 99주년 때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기념 공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100주년 기념행사는 이전 해에 비해 눈에 띄
게 확장을 하게 되었는데 한가지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
제가 있었다. 바로 행사의 기조를 어떻게 잡느냐는 것이
라 우리 모두가 함께 쓰러지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일어서는 퍼포먼스는

다. 99주년 때의 ‘조선은 독립국, 우리는 자주민’이란 슬로건이 여전히 유효한 기조가 될 수 있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은 몇몇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었다.

었지만 100주년에 걸맞는 새로운 문제의식이 필요했다.
2019년 1월 24일부터 시작된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모임이 몇차례 이어지면서 행사의 전

2018년 3월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300여 명의 주민들이 고기초등학교에 모여 동천동 주
막거리에 이르는 5Km의 길을 걸어 내려와 연합 공연을 만들어낸 ‘머내만세운동 99주년 기념
행사’는 주민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에 주목한 다수의 언론을 통해 여러 방면으로 알려졌다. 그

반적인 계획과 함께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기조에 대한 논의를 계속 했다.
마침내 준비모임은 ‘비로소 100년, 우리를 찾다’라는 대주제로 선정하고 ‘우리’의 하위 개념
으로서 독립, 마을, 통일 등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하기로 하였다.

여파로 ‘3·1운동’에 관한 활동을 주관해 오던 관공서들이 머내만세운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당시를 기억할 수 있는 생존자(만세시위 참가자의 손자들의 나이대가 대개 7~80대)를 우리

되었다. 특히, 경기동부보훈지청에서는 관할 지역 내에서 펼쳐진 민간 주도의 행사에 고무되

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는 점에서 100주년은 매우 중요한 기점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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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정작 그 100년이 되어서야 '비로
소' 우리 마을의 ‘독립’지사들을 발견했다 것
이 우리들에게 송구함으로 크게 다가왔다.
그리고 현재 만세운동을 기억하고 되새기려
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을 다시
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발견하
였다. 또한 앞으로 살아갈 우리들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된 나라가
되어야한다는 다짐이 모아졌다. 이로써 각
주제에 걸맞는 청소년들의 창작연극과 노래
모임들의 공연들이 자연스럽게 배치될 수
있었다.
더불어 100주년 행사를 통해서 머내만세
운동이 다른 만세 시위와 구별되는 점을 알
려내기로 하였다. 머내만세운동은 급작스레
모인 군중들의 시위가 아니라 사전에 약속
해서 조직된 움직임이었다는 것이다. 고기

머내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의 마무리는 동천동 자이아파트 앞에서 진행되었다.

리에서 동천리로 이어지는 행진을 상상해보면 먼저 나선 윗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아랫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이 그려진다. 즉, 행진의 과정은 그들 모두가 동지(同志)임을 확인하
머내만세운동 100주년
기념공연. 마을에서 활
동하는 합창단들이 연합
공연을 진행했다.

는 과정이었고, 만남의 순간들이 자주민으로서 희열과 독립국에 대한 열망으로 타올랐음을 알
려내고자 했다. 기왕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애국지사들의 이름과 그분들이 거주하던 자연부락
이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머내지역 전역에 가로등 현수막을 설치하고 대형 세로깃
발과 머내지역의 산천과 만세길을 표현하는 329조각 협동화도 제작하였다.
이렇게 준비된 머내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는 2019년 3월 30일,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
고 600여 명을 헤아리는 남녀노소 주민들이 모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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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머내만세운동 발상지 표지석 제막행사에 고기초 학생들과 애국지사 후손들이 함께 참여했다.

머내만세운동 기념행사가 남겨준 영향은 저마다 다를 것이지만 한가지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다. 바로, 태극기가 친근해졌다는 것이다. 여럿이 함께 모여 직접 태극기를 그려보고, 또 그걸
들고 흥겹게 행진을 하면서 조금은 변질된 오늘날 태극기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되
어 무척 바람직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꼭 기억했으면 하는 장면이 하나 있다. 앞서 소개한 ‘절하는 아이들’이 머내만세운동
발상지 제막식에 초청되어 애국지사 후손들, 마을 원로들과 함께 끈을 당겨 표지석을 감쌌던
막을 걷어 냈던 모습이다. 100년전 이 땅에 살았던 선주민들의 삶이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계승되는 광경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이러한 장면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 마을이 구세대
와 신세대, 원주민과 이주민이 조화롭게 어울어지는 마을로 단단해질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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