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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햇빛, 공기, 물이다. 이 중
에 물은 작은 샘에서 시작하여 내川가 되고, 내가 모여 강江이 된다.
마치 인간의 몸이 미세한 핏줄에서 시작되어 정맥과 동맥으로 연
결되어 심장을 드나들 듯 작은 시내가 모여들어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 빗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져 순환한다.
인간은 강을 닮고 강은 인간을 닮는 것인가.
도시는 강을 따라 형성되는데 런던은 템즈강, 파리는 세느강, 서
울은 한강 유역에서 형성되었다.
한강은 서울 시민의 젖줄이고 핏줄이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사람들이 한강물을 길어서 마시고, 한강
물에서 빨래를 하고, 한강물로 농사를 지었다.
암사동의 선사유적에 의해 한강 유역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6천여 년 전쯤으로 추정되지만 그보다 더 오래전에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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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들, 역사 이전의 선사인들, 어쩌면 원고시대 사람들이 살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한강 곳곳에는 우리 조상의 얼과 흔적이 남아 있다. 어
느 시인의 말처럼 우리가 발을 딛는 모든 곳, 돌멩이 하나 풀 한 포
기에도 조상들의 발자취가 남아 있지 않은 곳이 없다. 그들의 발자
국은 바람에 날리고 눈비에 씻겨 사라졌지만, 자취는 그림 속에, 글
속에, 유적 속에 남아서 옛 이야기를 전해 준다.
한강의 기적으로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있지만 불과 백 년 전만
해도 우리 조상들은 한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먹을 물을 긷고, 빨래
를 하고, 뱃놀이를 즐겼다.
뚝섬에는 떼꾼들이 모여 들었고, 절두산에는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으며 마포나루에는 새우젓 냄새가 진동하고, 제천정 옛터에는
시인ื묵객의 풍류가 강물처럼 흘렀다.
한강이 오죽 아름다웠으면 서거정은 아름다운 서정시 <한도십
영>을 남겼고, 정선은 한강의 모습을 그린 <양천팔경>과 <경교명습
첩> 같은 수십 폭의 진경산수화를 남겼겠는가.
<한강이 말걸다>는 우리 선조들의 얼과 발자취가 남아 있는 정
자, 전설, 기록 등을 이야기로 되살려 사라져간 것들을 기억하기 위
한 책이다.
우리 선조들이 한강에 남겨 놓은 발자취는 기록이든 그림이든
이야기이든, 우리의 역사다.
한강 5천 년 역사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한강의 역사, 한강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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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 만들어 기록하고 후세에 전하고자 한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조지 산타야나가 말한 것처럼 역사
를 읽는 것은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조지 산타야나는 “과
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이다.”라는 말
을 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
해서 역사를 읽는 셈이다.
한강은 도도하게 흐르고 역사도 도도하게 흐른다.
5천 년 역사를 돌아볼 때 시련과 좌절이 적지 않았다. 한강은 이
러한 우리의 아픈 역사를 지켜보면서 묵묵히 흘렀다.
한강은 근대에서 현대까지 눈부신 변화를 겪었다.
한강에 철교와 다리가 놓이면서 우리는 근대화를 향해 질주하
였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질풍노도처럼 달렸다. 그 바람에
한강에는 양평대교에서 일산대교까지 수십 개의 다리가 놓였고 주
변은 아파트 숲이 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 수질이 오염되고 생태계
가 파괴되었다.
우리는 한강오염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
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그에 따라 한강은 서울시민의
식수로 활용될 수 있을 만큼 깨끗해졌고, 세계 어느 도시의 강과 비
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가꾸어졌다.
이번 한강매력명소 사업을 통해 한강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한강의 옛 모습 뿐만 아니라 한강을 터전으로
살아간 옛 사람들의 이야기, 동식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듣고,
즐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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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언덕에 오르자 늙은 족장은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
다. 거대한 강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눈살을
찌푸렸다. 오랫동안 남쪽으로 이동했으나 강에 막혀 더는 남쪽으
로 이동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는 이마에 손을 얹어 먼 곳을 살폈
다. 강 건너에도 아득하게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강을 건너
는 일은 요원해 보였다. 그때 왁자한 소리가 들리면서 젊고 건장한
사내들이 언덕으로 올라왔고 뒤이어 여자들이 올라왔다. 여자들을
따라 아이들도 올라왔다. 그들은 손에 돌도끼와 창을 들고 있었다.
“강에 막혀 남쪽으로 더 갈 수 없어. 여기에 정착하는 것이 좋겠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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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흰 머
리에, 족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젊었을 때 잡은 곰의
가죽으로 만든 옷은 낡고 해져 있었으나 눈은 지혜로 반짝이고 있
었고 어깨는 젊은이들 못지않게 넓었다.
“집을 어디에 지어요?”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는 노파가 사방을 둘러보면서 물었다. 족
장의 부인이었다. 족장은 몸을 돌려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이 아
늑한 산골짜기를 가리키고 있었다. 뒤에는 그들이 넘어온 산들이
첩첩이 펼쳐져 있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산은 숲이 울창했다.
봄이었다. 들판과 산에 살구꽃이며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
고, 벚나무도 하얗게 꽃이 피어 바람이 일 때마다 꽃숲이 물결 치듯
나부꼈다. 언덕에는 민들레와 이름 모를 들꽃들이 다투어 피고 초
목은 파릇파릇 푸른 싹을 틔우고 있었다. 무리가 정착을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땅으로 보였다.
“산 밑에는 집을 짓고⋯.”
족장이 산골짜기를 지팡이로 가리켰다. 어른들의 눈은 집을 지
을 땅을 살폈다.
“들에는 기장이며 잡곡을 심고⋯.”
족장이 지팡이로 들을 가리켰다. 여자들이 족장의 지팡이를 따
라 넓은 들을 보았다. 들판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곡식을 심으려면
잡초를 뽑아내고 땅을 일구어야 할 것이다.
“산이 있어서 짐승을 잡을 수 있고⋯.”
족장은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인답게 말했다. 무리는 그의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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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듯이 시린 눈빛으로 산을 응시했다.
“물이 있어서 물고기를 잡고 조개를 캘 수 있어.”
무리가 정착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했다. 어른들은 이곳이 무리
가 정착하기에 적합한 땅이라는 사실에 합의했다.
“모두 다 왔나?”
족장은 언덕으로 올라오는 무리를 살피면서 물었다. 무리는 얼
추 4, 50명이나 되어 보였고 어른과 노인들까지 있었다. 그들은 모
두 한가족이었다. 남자와 여자 모두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내려와
있었고 짐승의 가죽으로 된 옷을 걸치고 있었다. 짚이나 갈대로 하
체를 가린 사내들도 있었다.
“동굴을 찾아야 해.”
노파가 중얼거렸다. 날이 어두워지면 잠을 잘 곳이 있어야 한다.
맹수의 습격도 피해야 하고 차가운 밤 공기로부터 여자들과 아이
들을 보호해야 했다. 그들은 북쪽에서 따뜻한 남쪽을 찾아 이동 중
이었다. 족장은 젊은 사내들에게 동굴을 찾게 하고 무리를 언덕에
서 쉬게 했다. 아이들 중에는 지쳐서 우는 아이도 있었고, 젖을 먹
는 아이도 있었다.
B.C. 4천 년, 지금으로부터 약 6천 년 전의 일이다.
한 무리의 부루인(부여족)들이 따뜻한 지방을 찾아 남쪽으로 이
동하다가 한강에 이르렀다. 그들은 강에 막혀 더 이상 남쪽으로 내
려갈 수 없게 되자 한강의 상류인 암사동에 정착하게 되었다.
족장은 무리를 데리고 동굴에서 살다가 움집을 지었다.
움집은 가운데를 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파고 커다란 나무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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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뒤에 갈대와 짚 따위를 엮어서 하늘을 가린 형태로,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었다. 가운데는 화덕을 만들었다. 화덕으로 음식
을 익혀 먹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피웠다.
“너희는 조개를 잡아라. 물에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움집이 만들어지자 족장이 아이들에게 지시했다. 아이들이 함
성을 지르며 물가로 달려갔다.
“조개다.”
조개는 물가에 널려 있었다. 아이들은 물속에 뛰어들어 조개를
건졌다.
“너희는 곡식을 심어라.”
족장은 여자들에게 지시했다. 여자들은 들판의 잡초를 뽑고 씨
를 뿌렸다.
“너희는 짐승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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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장이 사내들에게 지시했다. 사내들은 창과 활을 들고 산으로
달려갔다. 부루인 무리는 한가족이었기 때문에 서로 협동하고 족
장의 지시에 잘 따랐다. 글은 없었으나 선조들의 이야기를 노래와
말로 전했다. 여름날 밤, 날이 밝으면 지혜로운 족장이 강가에 앉아
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의 조
상은 별을 보고 날씨를 예측했고, 수양버들이 있는 곳을 보고 물을
찾았다.
지혜로운 족장이 한창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모닥불
앞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다. 어른들은 잠이 든 아이들을 안고 족장
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칭얼대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여자
도 있었고 아이의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어주는 사내도 있었다.
족장은 무리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는 산 이곳저곳을 살
핀 뒤에 지팡이로 붉은 흙을 가리켰다.
“이 흙을 퍼서 날라라.”
부드러운 흙이었다. 무리는 흙을 파서 그릇에 담았다. 여자들이
그릇을 머리에 이고 흙을 날랐다.
“흙을 고르고 반죽을 해라.”
나이 든 사람들이 흙을 고르고 반죽을 했다. 족장은 흙을 반죽할
때 물을 섞는 비율까지 무리에게 가르쳤다. 반죽이 묽어도 안 되고
물이 적어도 안 되었다. 무리는 반죽한 흙으로 그릇을 빚었다.
“그릇에 무늬를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젊은 아낙네가 족장에게 물었다.
“무늬라⋯ 무슨 무늬를 말하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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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낙네가 밖을 내다보았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낙네
는 비가 내리는 모양을 보고 가느다란 뼈로 빗살을 그렸다. 빗살이
일정치 않자 뼈로 빗살을 만들어 찍었다. 족장은 아낙네가 빗살을
만드는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가마에 넣고 불을 땐다.”
“지난번에 만든 굴(가마) 말입니까?”
“그렇다. 선조들이 모두 그렇게 해서 그릇을 만들었다.”
사내들과 아낙네들이 정성껏 빚은 토기에 빗살무늬를 찍고 가
마에 옮겼다. 아이들도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릇을 빚었다.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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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빚은 그릇은 투박했으나 족장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었다. 족
장의 지시에 따라 가마에 불을 지폈다. 가마에서 하루 동안 훈기로
구운 뒤에 꺼내자 토기가 만들어졌다. 무리는 흙을 빚어 만든 토기
로 음식을 담아 사용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무리는 여름철에 물고기를 잡아서 건조
시켰다. 땅속에 보관했다가 겨울에 꺼내 먹기 위해서였다. 무리가
모두 강으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다. 돌을 이용하여 만든 작살로
물고기를 찌르고 그물을 사용했다. 여름철이라 밖에다 화덕을 만
들었다. 강에서 조개를 잡아 큰 그릇에 넣고 삶아서 무리가 둘러앉
아 먹었다. 조개가 익으면 족장에게 먼저 한 그릇을 바치고 토기에
담아 어른들에게 드렸다. 여자들은 조개껍질을 까서 아이들에게
먹였다. 조개를 먹은 뒤에는 껍질을 한쪽에 버렸다. 이들이 버린 조
개껍질은 훗날 패총(조개무덤)이라고 불렸다.
족장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리를 가르쳤다.
“봐라, 개미가 구멍을 막으면 비가 올 징조다.”
“개구리도 비가 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꿀벌은 집에서 나오
지 않는다. 비가 올 것을 대비해.”
족장의 말은 틀림이 없었다. 무리는 큰 비가 오자 높은 곳으로
피했다. 비는 며칠 동안이나 줄기차게 쏟아졌다. 한강이 범람하여
물이 움집을 덮쳤다. 족장은 무리를 이끌고 동굴로 대피했다. 어른
들이 아이들을 업었다. 동굴에서 내려다보자 한강이 붉은 흙탕물
이 되어 흘러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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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는 장마가 끝나자 살구와 다래, 복숭아 같은 과일을 따서 먹
었다.
무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서쪽(일산 주엽동 일대)에
또 다른 부루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도 멀리 북쪽에서 이동해온
무리였다. 하루는 그들이 무리를 이끌고 암사동 언덕으로 찾아왔
다. 족장은 무리와 함께 그들을 환영했다.
음식을 나누어 먹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족
장의 손녀와 서쪽 무리의 손자가 혼례를 올리기로 약속했다. 족장
의 손녀는 이름이 아화였고 서쪽에서 온 족장의 손자는 아두였다.
아화와 아두 모두 열여섯 살이었다. 모계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혼례를 올린 뒤에 족장의 무리와 함께 살기로 했다.
부루인 무리는 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강 유역 여러 곳
에 부루인들이 무리를 지어 살고 있었다. 무리는 한가할 때면 도구
를 만들었다. 돌도끼, 돌칼, 작살, 화살, 토기 그릇, 갈판과 갈돌을
만들었다. 갈판과 갈돌은 곡식을 갈아서 먹는 도구였다. 사냥하여
잡은 짐승의 가죽으로는 옷을 만들어 입었다.
가을이 왔다. 들판의 곡식이 누렇게 고개를 숙이고 산에 단풍이
들었다. 무리는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겨울을 지낼 준비를 하느라
바빠졌다. 그들은 땅을 깊이 판 후 곡식을 보관했다.
추수가 끝나자 서쪽의 부루인 무리가 찾아왔다. 족장은 무리와
함께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부루인들은 선조 때부터 천제를 지냈
다. 천제를 지낸 뒤에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
었다. 천제를 지내는 것은 그들의 선조들이 저 멀리 북쪽 만주 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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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살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었다. 이러한 전통은 고구려의 동맹(고
구려의 제천 의식), 부여의 영고(부여의 제천 의식)로 이어졌다.

이번 천제는 아화와 아두가 혼례를 올렸기 때문에 더욱 특별했
다. 신랑 신부인 아화와 아두는 화관을 만들어 쓰고 부부로 살겠다
고 하늘에 맹세했다. 신부와 신랑을 위하여 움집도 새로 하나 만들
었다. 혼례가 끝나자 그들은 사냥한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노래
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무리는 도토리를 겨울 양식으로 삼았다. 여자들과 아이들이 가
까운 산으로 도토리를 채취하러 다녔다. 겨울에 먹는 식량 중에 도
토리가 가장 중요했다.
겨울이 왔다. 날씨가 혹독하게 추웠다. 눈이 펑펑 내려 어른 무
릎까지 빠지는 날이 많았다. 어른들은 사냥을 나가고 나무를 해왔
다. 여자들이 나무를 잘라서 땔감을 만들었다. 아화는 혼례를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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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몇 달 만에 임신을 했다.
슬픈 일도 있었다. 사냥을 나간 족장의 둘째 아들이 멧돼지에게
허리를 받혀 죽었다. 강에서 낚시를 하던 족장의 큰 손자가 얼음이
갈라지는 바람에 물에 빠져 죽기도 했다. 부루인들에게 죽음의 위
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무리가 사는 움집 근처로 맹수들이
자주 내려왔다. 호랑이가 나타나 포효할 때는 산이 쩌렁쩌렁 울리
는 것 같았다.
“혼자서는 밖에 나가지 마라. 호랑이는 무서운 동물이다.”
족장이 무리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일곱 살짜리 어린아이가 호
랑이에게 물려 죽었다. 비명을 들은 무리가 활과 창을 들고 쫓아 나
왔을 때 호랑이가 아이를 물어뜯고 있었다. 무리가 활을 쏘고 창을
던지자 호랑이는 달아났다. 그러나 아이는 이미 목숨을 잃은 뒤였
다.
무리는 슬픔에 잠겼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밤새도록
울었다. 그러나 날이 밝자 장례를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 어른들이
아이의 시신을 짚으로 싸서 묶은 뒤, 움집에서 멀리 떨어진 버드나
무 고목에 올려놓았다.
부루인들은 풍장을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봄이 왔다. 얼었던 강이 녹고 날씨가 따뜻해졌다. 꽃들이 피고
초목이 푸르러졌다. 무리는 땅을 일구어 씨를 뿌렸다. 여름이 되자
아화가 딸을 낳았다.
족장은 무리를 이끌고 하늘에 감사드리는 제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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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되자 족장이 앓아누웠다. 그는 족장을 상징하는 지팡이
를 큰아들에게 물려주었다.
오랫동안 무리를 이끌던 족장이 죽었다. 족장이 죽자 새 족장이
무리를 이끌었다. 무리는 큰 슬픔에 잠겨 족장의 장례를 치르고 무
덤을 만들었다. 족장을 매장하고 양쪽에 바위를 세운 뒤에 그 위에
넓고 편편한 바위를 얹었다. 무덤 양쪽에 세운 바위는 ‘굄돌’, 굄돌
에 얹은 넓은 바위는 ‘덮개돌’이라고 불렀다. 후세 사람들이 이 무
덤을 고인돌, 또는 지석묘라고 불렀다.
“왜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요?”
아이가 새 족장에게 물었다.
“가을이 되면 우리는 덮개돌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린다. 그러면
땅속에 묻힌 조상들도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왜? 하늘로 올라가지요?”
“우리는 천제의 자손이기 때문에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다.”
무리들은 자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믿었고 그와 같은 생
각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그 후 백 년이 지나고 천 년이 지난 뒤에도 무리는 한강 언덕 암
사동에 살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천 년이 네
번이나 지나자 암사동에 정착한 부루인 무리는 벼농사를 짓고, 베
를 짜서 옷을 만들어 입고, 글자를 사용하게 되었다.
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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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흔적은 약 6천 년의 세월이 흐른 뒤인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 발견되었다. 암사동에서는 신석기시대의 많은 유물과
집터가 홍수로 쓸려간 자리에서 드러났다. 선사시대의 유적과 유
물로 신석기시대 유물로 빗살무늬토기, 강자갈로 만든 도끼, 화살
촉, 그물추, 탄화된 도토리와 호두 등이 나와 옛사람들의 흔적을 찾
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강동구 선사로 암사동에는 유적 박물관이 들어서 있고 당시 사
람들이 사용했던 움집이라든가 선사인들의 생활 모습을 복원해 놓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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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루인(부여족)은 기원전 4천 년, 지금으로부터 약 6천 년 전을
전후하여 한강에 이르렀다. 이들은 4천 년이 흘러 백제가 건국될
때까지 한강 유역에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하고 남쪽으로 이동하기
도 했다.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 철기시대가 도래할 때까지 남쪽
으로 이동한 부루인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신라, 가야, 마한을 세
웠다. 북쪽에는 예맥, 옥저와 같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낙랑, 대방
등 한사군이 설치되었다. 한반도 곳곳에서 나라들이 건국되고 있
었으나 한강 일대는 부족들이 모여 살고 있을 뿐 나라가 세워지지
는 않았다.
B.C. 18년, 한강 상류에 수천 명의 무리가 나타났다. 그들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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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강 북쪽 고구려에서 내려온 온조 일행이었다. 온조는 형 비류, 어
머니 소서노와 함께 많은 부족민을 거느리고 남쪽으로 내려온 것
이다.
온조는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아들이었다. 주몽은 과부인 소
서노의 도움을 받아 고구려를 건국했으나 부여에서 유리 왕자와
첫 번째 부인 예씨가 오자 온조와 비류를 박대했다.
“처음에 대왕이 부여에서 난을 피하여 우리 땅으로 피신해오자
어머니께서 가산을 모두 기울여 함께 나라를 세웠으니 그 공로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부여에서 유리 왕자가 오자 우리를 박대하고
있다. 대왕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나라가 유리 왕자에게 돌아갈 것
이니 우리는 비참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으
로 내려가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비류가 온조에게 말했다.
“과연 형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온조가 고구려를 떠나자는 말에 찬성했다. 온조와 비류는 소서
노를 설득했다. 유리 왕자의 등장은 소서노를 따르던 많은 부족민
에게도 실망스러운 일이었다.
“우리는 대왕과 함께 고구려를 다스리고자 했다. 그러나 유리
왕자가 오면서 그는 우리를 버렸다. 이제 우리가 고구려를 버릴 때
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나라를 세우자.”
소서노는 주몽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남쪽으로 이주하기로 했
다. 그녀는 주몽의 두 번째 부인이었으나 고구려를 세우는 데 결정
적인 공을 세웠다. 주몽과 고구려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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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도 주몽이 배신한 것이다.
소서노는 고구려에서 상당수의 부족민과 두 아들을 데리고 압
록강을 건너 남으로 내려오다가 한강 유역에 이르렀다. 그들은 한
산 漢山(서울)에 이르러 부아악負兒岳(북한산)에 올라 넓은 강 유역을 살
폈다.
“이 땅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강 유역이 넓어서 농사
를 짓기에도 적합합니다.”
온조가 소서노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 땅은 토착민들이 있어서 도읍으로 삼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여기보다는 서쪽 바닷가가 좋을 것 같습니다.”
비류가 온조의 말에 반대했다.
“이 강 남쪽의 땅은 북쪽으로는 한수漢水(한강)를 띠처럼 두르고
있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을 의지하였으며, 남쪽으로는 비옥한 벌
판을 바라보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막혔으니 이렇게 하늘이 내
려 준 험준함과 지세의 이점은 얻기 어려운 형세입니다. 여기에 도
읍을 세우는 것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열 명의 신하가 한강에 도읍을 세울 것을 청했다.
“여기는 낙랑과 대방이 있고 맥인들도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게
되면 나라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네가 미추홀을 도읍으로 삼으려는 것은 옳지 않다. 열 명의 신
하는 많은 경험이 있으니 여기가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러니 여기에 도읍을 건설하고 나라를 세우자.”
소서노가 설득했으나 비류는 듣지 않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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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고 미추홀(지금의 인천)로 떠났다.
“형님이 떠났으니 어떻게 합니까?”
온조가 소서노에게 물었다.
“어쩔 수 없다. 여기에 나라를 세우자. 그런데 말갈의 공격이 걱
정되는구나.”
“우리가 굳게 뭉치면 말갈을 격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류가 떠나자 온조는 소서노와 함께 나라를 세우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온조는 열 명의 신하를 동원하여 나라를 세우고 성을 쌓
았다. 성의 이름은 위례성이었고 나라 이름은 처음에 십제十濟였다.
그러나 한강 유역에는 나라를 세우지 않았으나 수천 년 전부터 정착
하여 살던 토착 부족이 있었다. 백제는 그들을 말갈이라고 불렀다.
“말갈이 우리의 북부 국경과 인접하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용
맹스러우면서도 거짓말을 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기를 수리하
고 식량을 저축하여, 그들을 방어할 계책을 세워야 한다.”
온조가 백제를 건국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내린 영
이다. 말갈은 원래 퉁구스계로 숙신, 읍루로 불리면서 만주 일대에
거주하고 있었다. 온조가 말한 말갈은 만주 일대에서 남하한 말갈
이 아니라 오래전에 남하하여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던 토착 부족
이었다.
“북쪽에서 이상한 놈들이 내려와 우리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
웠다.”
“그놈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좋다. 밤에 그놈들을 공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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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갈은 북쪽에서 갑자기 온조가 남하하여 나라를 세우자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맞서 싸웠다.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싸울 필요는 없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 부족들은 온조의 나라에 복속했다. 온조는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 토착 부족들을 받아들였다. 얼마 후 온조는
나라 이름을 백제百濟로 바꾸었다. 백제는 백성들이 잘 따랐다는 뜻
이니 토착 부족 수십 개가 온조가 세운 나라에 복속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비류는 미추홀로 이주하여 나라를 세웠다. 비류가 세운 나라는
비류 백제라고 불렸다. 그러나 미추홀은 땅이 비옥하지 않았다. 습
하고 물이 짜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없었다. 토착 부족의 공격
도 감당할 수 없었다.
“북쪽에서 온 놈들을 몰아내라.”
토착 부족은 비류 백제를 맹렬하게 공격했다. 비류는 나라를 보
전하지 못하고 위례성으로 돌아왔다. 온조는 열 명의 신하와 나라
를 잘 이끌어 도읍이 안정되고 백성이 평안하게 살고 있었다.
“온조의 말을 듣지 않은 내가 부끄럽구나.”
비류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다가 죽었다.
“대왕, 저희들을 받아주십시오.”
비류를 따르던 신하와 백성들은 온조에게 귀부했다.
“그대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내 나라에서 평안하게 살라.”
온조는 그들을 모두 받아들였다. 그러나 토착부족의 공격은 계
속되었다. 게다가 낙랑까지 백제를 공격했다. 온조는 백제를 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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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 13년이 되었을 때 도읍을 한강 남쪽으로 옮겼다.
“동쪽에는 낙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다. 그들이 변경을
침공하여 편안한 날이 없다. 게다가 요즈음에는 요사스러운 징조
가 자주 보이고,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으며, 나라의 형세가 불
안하다. 반드시 도읍을 옮겨야겠다. 내가 어제 순행하는 중에 한강
의 남쪽을 보니 토양이 비옥하였다. 따라서 그곳으로 도읍을 옮겨
영원히 평안할 계획을 세워야겠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기록이다. 여기에는 왕모王母가 죽었다
고 기록되어 있어 소서노의 죽음이 나타난다. 이는 소서노가 한성
백제 건국에 중요한 몫을 했다는 증거인 것이다.
온조는 한강 남쪽에 목책을 세우고 백성들을 이주시켰다. 도읍
을 정식으로 옮긴 것은 다음 해 1월이었다.
한성 백제가 한강 이북에 있던 시대를 하북 위례성 시대, 한강
남쪽에 있던 시대를 하남 위례성 시대라고 부른다.
온조는 대대적으로 하남 위례성(몽촌토성, 방이동과 가락동)을 쌓았
다. 위례성은 자연 구릉을 이용하여 본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졌다.
성의 외곽에는 외적을 방어하는 개울인 해자를 팠고 목책까지 설
치했다. 고구려 초기의 성과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들이
북방에서 내려온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돌을 이용한 석성
을 쌓을 수 없어서 비가 와도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려고 흙을 쪄서
성을 쌓았다. 흙을 쪄서 토성을 쌓는 것은 백제만의 독특한 기술이
었다. 성 안에는 궁실과 누각, 연못까지 만들어 화려한 모습을 갖췄
다. 성은 1만 명의 인구가 상주할 수 있는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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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조가 한성 백제를 세운 지 18년이 되었을 때 말갈이 또다시
공격해왔다.
“말갈의 침략이 그치지 않는구나. 말갈을 멸망시켜 백성들을 평
안하게 할 것이다.”
온조는 손수 군사를 거느리고 칠중하(임진강)로 달려갔다. 말갈
은 수천 명의 군사들이 일제히 활을 쏘면서 대항했다.
“적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따라 돌격하라.”
온조는 군사들을 독려하면서 말갈 군사를 공격했다. 화살이 온
조를 향해 비 오듯이 날아왔다. 그러나 온조는 맹수처럼 돌격했고
백제군은 대승을 거두었다.
“남자들은 생매장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군사들에게 노예로 나
누어주라.”
온조는 전리품을 모두 군사들에게 나누어주었다.
한성 백제의 남쪽에는 마한이 있었다. 한성 백제는 말갈을 무력
하게 만들면서 더욱 강대해졌다.
“마한이 점점 약해지고 임금과 신하가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 국세가 오래 유지될 수 없다. 만일 다른 나라가 이들을
합병해 버린다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차라리 남보
다 먼저 빼앗아 후환을 없애는 것이 낫겠다.”
온조는 사냥을 가는 것으로 위장하고 마한을 기습 공격하여 멸
망시켰다. 마한의 멸망으로 한성 백제는 한강 유역을 비롯하여 충
청도 일대까지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다.
한성 백제는 이후에도 말갈과 잦은 전쟁을 벌였다. 한성 백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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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단성阿旦城(아차산성)과 토성土城(풍납토성)을 쌓아 외적의 침략에 대
비했다.
부족국가, 혹은 씨족국가는 당시 한반도에 수백 개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 국가 중에는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국가도 수
없이 많고 작은 국가 중에는 인구가 8천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도 있었다.
백제의 제9대왕인 책계왕은 고이왕의 아들로 기골이 장대한 역
사力士였다. 그는 대방왕의 딸 보과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였다. 이때
고구려가 대방을 침략하자 대방왕이 책계왕에게 구원을 청했다.
“대방은 나의 장인이 다스리는 나라니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 수
없다.”
책계왕은 군사를 보내 대방을 구원했다. 고구려는 백제의 구원
으로 대방을 정복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백제가 우리 고구려에 대항했으니 용서할 수 없다.”
고구려는 백제를 원망했다. 한강 일대는 전쟁의 시대로 돌입했
다. 한강 일대에서 백제와 낙랑, 백제와 말갈 사이의 전투가 자주
벌어졌다.
책계왕은 고구려의 침략에 대비하여 아단성과 사성을 수축했
다. 책계왕이 즉위한 지 13년이 되었을 때 낙랑군과 맥인들이 침략
했다. 그들은 위례성 앞의 한강 유역에 진을 쳤다.
“낙랑과 맥인의 군사는 얼마 되지 않는다.”
책계왕은 군사를 이끌고 성을 나갔다. 그는 낙랑과 맥인의 군사
가 많지 않아 단숨에 격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낙랑과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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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군사들은 책계왕이 군사를 이끌고 나오자 싸우는 체하다가
달아나기 시작했다.
“돌격하라. 적이 도망간다.”
책계왕은 군사를 휘몰아 적을 추격했다. 그러나 한강 유역을 벗
어나기도 전에 풀숲에 매복하고 있던 낙랑과 맥인의 군사들이 우레
와 같은 함성을 지르면서 뛰쳐나왔다. 백제군은 대패했고 책계왕은
전사했다. 위례성 앞의 한강 유역은 백제군의 시체로 뒤덮였다.
책계왕의 뒤를 이어 분서왕이 즉위했다. 분서왕은 책계왕의 복
수를 하기 위해 즉위 7년 2월에 낙랑의 서현을 기습하여 빼앗았다.
“백제가 우리의 성을 빼앗았으니 그 왕을 죽여라.”
낙랑은 10월이 되자 자객을 보내 분서왕을 암살했다.
4세기 후반 고구려는 광개토대왕이 즉위한 뒤에 광활한 만주
대륙을 정벌하여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이 되어 있었다.
“고구려는 이제 남쪽으로 천도할 것이다.”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은 천도를 추진했다.
“천도를 하신다면 어디로 옮기실 예정입니까?”
“평양이다.”
“어찌 평양으로 옮긴다고 하십니까?”
고구려의 귀족들이 일제히 반대했다. 장수왕은 귀족들의 세력
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평양 천도를 단행했다. 고
구려가 만주시대를 끝내고 한반도로 내려온 것이다.
백제는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백제의 개로왕은 즉위 초에 선정을 베풀었으나 말년이 되자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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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일삼았다. 그의 폭정을 피해 많은 백제인들이 고구려와 신라
로 이주했다.
승려 도림도 개로왕의 폭정을 피해 고구려로 이주했다. 그는 장
수왕의 신임을 얻은 후 고구려에 살게 되었고, 장수왕의 백제 공격
에 앞서 첩자가 되기로 했다.
도림은 고구려에 죄를 짓고 도망치는 것으로 위장하여 백제로
들어갔다. 개로왕은 장기와 바둑 등 잡기를 좋아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바둑을 배워 국수의 경지에 이르렀으니 나와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백제의 도읍 한성에 이르자 도림이 큰 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도림과 바둑을 두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왔다. 개로왕이 그 이야기
를 듣고 도림을 왕궁으로 불렀다.
“네가 대적할 자가 없다고 했느냐?”
“감히 국수의 경지라고 자부하옵니다. 왕께서 시험해 보십시오.”
개로왕이 그와 대국을 하자 과연 국수의 실력을 갖고 있었다. 개
로왕은 크게 기뻐하여 그를 귀빈으로 대우했다. 위례성 앞에는 한
강이 흐르고, 강변에는 갈대숲이 무성했다. 강둑에는 수양버들이
휘휘 늘어져 바람에 하늘거렸다.
“저기가 아단성이다.”
개로왕이 바둑을 두면서 강 건너편을 가리켰다.
“이곳의 경치가 참 좋습니다.”
도림도 아차산 앞의 한강을 살피면서 대답했다.
“이 좋은 곳에서 바둑을 두니 신선이 부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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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왕은 정사를 돌보지 않고 도림과 바둑을 두는 일에 열중했
다. 그렇게 여러 해가 흘렀다.
“소인은 고구려 사람인데 대왕께서 저를 멀리 여기시지 않고 많
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나, 다만 한 가지 재주로 보답했을 뿐이며,
아직 털끝만한 이익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한 말씀 올리려 하
오나 대왕의 뜻이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
도림이 하루는 개로왕을 모시고 앉아서 말했다.
“말해 보라. 만일 나라에 이롭다면 이는 선생의 공이다.”
개로왕이 말했다.
“대왕의 나라는 사방이 모두 산, 언덕, 강, 바다이니 이는 하늘이
만든 요새이지 사람의 힘으로 이룬 지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
방의 이웃 나라들이 감히 엿볼 마음을 갖지 못하고 다만 받들어 섬
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마땅히 숭고한 기세
와 부강한 나라를 만든 치적으로 남들을 놀라게 해야 할 것인데, 성
곽은 수리되지 않았고 궁실도 무너져 있습니다. 또한 선왕의 유골
은 들판에 임시로 매장되어 있으며, 백성의 가옥은 강물에 자주 허
물어지니, 이는 대왕이 취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림이 강개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필요
함을 아뢰는 말이다.
“좋다. 내가 그리하겠다.”
개로왕은 백성들을 징발하여,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벌이기 시
작했다. 흙을 구워 성을 쌓고, 그 안에는 궁실, 누각, 사대를 지으니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한강에서 큰 돌을 캐다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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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 선왕의 유골을 장사 지내고, 풍납토성 동쪽으로부터 숭
산 북쪽까지 강을 따라 둑을 쌓았다. 이로 말미암아 나라의 창고가
텅 비어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졌다.
“이제는 백제를 공격해야 할 때입니다.”
도림이 백제를 탈출하여 장수왕에게 아뢰었다.
장수왕이 기뻐하며 백제를 치기 위해 장수들을 소집하고 군사
를 나누어 주었다.
“백제왕이 폭정을 일삼아 민심을 잃었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공격하라.”
장수왕은 3만 군사를 동원하여 백제를 공격했다.
“고구려가 침략해 온다.”
백제는 고구려의 대군이 공격해오자 당황했다. 개로왕이 부랴
부랴 군사를 소집하여 방어에 나섰다. 고구려군은 파도가 몰아치
듯 백제의 영토를 짓밟고 단숨에 한강에 이르렀다. 한강에는 백제
군이 방어선을 치고 있었다.
“백제는 한 곳만 방어하고 있다. 군사들은 네 방면으로 나누어
공격하라.”
백제군은 한 곳에서 고구려군을 방어하고 있었다. 고구려군은
세 방면에서 강을 건너 순식간에 위례성까지 들이닥쳤다. 고구려
군과 백제군 사이에 치열한 공성전이 벌어졌다.
“바람이 불고 있다. 화공을 펼쳐라.”
고구려군은 위례성을 향해 맹렬하게 불화살을 쏘았다. 성문이
불에 타고 성 안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았다. 백제의 도읍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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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규환의 참상이 벌어졌다. 고구려군이 불에 탄 성문을 돌파하
여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대왕, 성문이 뚫렸습니다. 속히 피하십시오.”
군사들이 달려와 개로왕에게 아뢰었다.
“어느 문으로 나가야 하느냐?”
개로왕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다.
“서문이 비었으니 서둘러 나가셔야 합니다.”
개로왕은 기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가 서쪽으로 달아
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고구려 장수 걸루의 책략이었다. 걸
루는 서문 밖을 비워 놓고 군사들을 인근 골짜기에 매복시켜 둔 채
백제군을 기다리고 있었다. 개로왕은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서문
을 나온 것이다.
“백제왕이다.”
고구려군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개로왕을 포위했다.
‘함정이었구나.’
개로왕은 가슴이 철렁하여 얼굴이 흙빛이 되었다.
“백제왕이시군.”
고구려 장수 걸루가 개로왕을 보고 말에서 내려 절을 한 후 그
의 얼굴을 향하여 세 번 침을 뱉었다.
“너는 백제의 왕이면서 과도한 토목공사를 일으켜 백성들을 도
탄에 빠트렸다. 바둑과 같은 잡기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아 나라
를 위험에 빠트렸다. 그러니 죽어 마땅하지 않은가?”
걸루는 개로왕을 큰소리로 꾸짖고 아단성으로 보냈다. 고구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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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고구려의 2등급 벼슬) 제우는 개로왕을 아단성 밑에서 참수했다.
한성 백제는 온조가 B.C. 18년에 한강 유역에 건국한 뒤에 5백
여 년 동안 부침을 거듭했다. 마한을 통일하고 북쪽으로는 중국 한
나라가 설치한 한사군과 맞섰다. 한성 백제는 한반도의 중심 세력
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에 광개토대왕이 등장하자 위
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성 백제 아신왕은 광개토대왕의 침공을
받아 58개 성 7백여 촌을 빼앗기는 손실을 입기도 했다. 아신왕이
죽자 왕비족이 진씨에서 해씨로 바뀌면서 귀족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다. 해씨는 해부루, 해모수의 후손으로 고구려 왕들의 성씨
였다. 고구려에서 이주해 온 해씨들로 인하여 한성 백제의 귀족사
회가 분열되고 개로왕이 장수왕의 침공으로 아차산성 밑에서 죽자
그의 아들 문주왕은 한성을 탈출하여 웅진熊津(공주)을 도읍으로 삼
고 백제를 재건했다. 이로 인하여 송파구 일대에서 약 5백 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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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한성 백제 시대는 막을 내렸다.
한성 백제의 도읍이었던 하남 위례성으로 추정되는 몽촌토성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공원 내에 있고, 풍납토성은 송파구 풍납동
일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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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백제가 한성에 도읍을 정하고, 고구려가 남하하고, 신
라가 비옥한 땅인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면서 삼국의 쟁투가 치열
하게 전개되었다. 한강 유역은 땅이 비옥했을 뿐 아니라 대륙의 수
나라, 당나라 등과도 외교와 교역을 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삼국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아차산성은 삼국시대의 산성이다. 고구려가 국내성에서 평양으
로 천도하여 백제와의 충돌이 계속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산성
을 구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백제가 공주로 도읍을 옮
기자 고구려 성이 되고, 신라가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웠을 때는 신
라의 성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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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590년, 고구려 제26대 영양왕 원년에 신라군이 쳐들어왔다.
신라군이 벌판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고구려군은 신라군의 강
력한 군세를 보고 바짝 긴장했다.
“장군, 신라군은 왕이 직접 출전했다고 합니다.”
척후병이 달려와 보고했다. 온달의 굵은 눈썹이 꿈틀했다.
“신라군은 얼마나 되는가?”
고구려군의 장수인 온달이 벌판을 노려보면서 물었다. 신라군
깃발은 노란색 바탕에 황룡이 수놓아져 있었다. 이에 비해 고구려
군은 붉은색 바탕에 세 발의 까마귀를 수놓은 삼족오 깃발이었다.
“신라군은 족히 1만 명이 넘습니다.”
척후병이 대답했다. 온달은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고
구려군을 지휘하는 장군 고승은 이미 철수한 뒤였다. 고구려군이
북한산성을 공격하여 빼앗자 신라 왕이 이를 탈환하기 위해 정예
병을 이끌고 달려온 것이다. 신라군의 일부는 이미 북한산성을 향
해 달려가고 있었다.
“저들이 강을 건널 때 일제히 공격한다.”
온달은 군사들에게 영을 내렸다. 신라군은 아직 공격을 하지 않
고 있었다.
“장군, 우리도 퇴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온달의 부장이 긴장하여 물었다. 고구려군은 불과 1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
“신라군을 방어하지 못하면 장차 수나라군을 막아낼 수가 없다.”
온달이 단호하게 말했다. 고구려는 수나라와의 전쟁을 목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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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었다. 수나라는 백만대군으로 고구려를 공격하려 했고 을
지문덕 장군은 이를 방어하는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고구
려가 수나라와 전쟁을 할 때 신라가 남쪽을 침략하면 나라가 위태
로워지는 것이었다. 온달은 어떻게 해서든 한강에서 신라군을 물
리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둥!둥!둥!
마침내 신라군 진영에서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장군, 신라군이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부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온달의 눈에도 신라군
이 한강에 뗏배를 띄우는 것이 보였다.
“기다려라.”
온달은 군사들에게 영을 내렸다. 이내 신라의 대군이 강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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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렀다.
“활을 쏘아라!”
온달이 칼을 뽑아들고 영을 내렸다.
“사격!”
온달의 군령이 바람처럼 고구려군에 퍼져 나가고 북소리가 요
란하게 울렸다. 그러자 광나루의 드넓은 벌판의 갈대숲에 매복하
고 있던 고구려군이 일제히 활을 쏘았다. 화살이 한강을 건너는 신
라군을 향해 비 오듯이 쏟아졌다. 화살을 맞은 신라군이 비명을 지
르면서 강으로 떨어졌다.
“퇴각하라!”
신라군은 고구려군의 매복 공격에 당황하여 다시 벌판으로 돌
아갔다.
“긴장을 늦추지 마라. 적은 밤에 다시 강을 건널 것이다.”
온달은 군사들에게 영을 내렸다. 과연 밤이 깊어지자 신라군이
다시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온달은 또다시 고구려군을 매복시켜
신라군을 격퇴했다. 전투는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온달은 그때마다
고구려군을 지휘하여 신라군의 공격을 막았다.
“적이 화공을 하고 있습니다.”
척후병이 다급하게 보고했다. 며칠 동안의 전투가 중단되어 잠
시 눈을 붙이고 있던 온달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그는 갑옷을
입고 서둘러 아단성의 성루로 달려 올라갔다. 광나루의 넓은 들판
이 온통 불바다로 변해 있었다. 신라군이 고구려군이 매복하고 있
는 갈대숲에 불화살을 쏘아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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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들을 퇴각시켜라.”
온달은 다급하게 갈대숲의 군사들에게 영을 내렸다. 갈대숲의
군사들이 황급히 성 안으로 대피했다.
‘아!’
갈대숲을 화공으로 불태운 신라군이 강을 건너 아단성을 향해
새카맣게 몰려오는 것을 보고 온달은 긴장했다.
“적에게 포위되면 우리는 몰살을 당한다. 성문을 열어라. 내가
나가 싸우겠다.”
온달이 영을 내렸다.
“장군, 고승 장군에게 구원을 청했으니 기다리셔야 합니다.”
부장이 만류했다.
“그때는 늦는다. 성문을 열어라.”
온달은 창을 들고 성문을 나가 신라군과 맹렬하게 싸우기 시작
했다. 그러나 수천 명의 신라군이 몰려오고 있었고, 온달은 신라군
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 아단성 밑, 광나루의
넓은 들판에서 장렬하게 전사했다.
서기 590년, 고구려 영양왕 1년의 일이었다.
온달은 평원왕의 사위였다. 얼굴은 험상궂게 생겼으나 마음이
곧고 착했다. 집안이 몹시 가난했기 때문에 항상 먹을 것을 동냥하
여 어머니를 봉양했다. 그는 떨어진 옷과 신발을 걸치고 시장을 왕
래했다. 고구려 사람들은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다. 그는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탔다. 하지만 귀족이 아니라 출세할 수 없었다. 우
직하면서도 순박하게 살고 있는 그를 사람들이 오해하여 바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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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평원왕에게 어린 공주가 있었는데 곧잘 울었다. 왕이 귀여워했
으나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가 많아 진저리를 쳤다.
“네가 항상 울어서 내 귀를 시끄럽게 하니, 커서 틀림없이 귀족
의 아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누가 울보인 너를 부인으로 맞이하겠
느냐? 나는 너를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낼 것이다.”
평원왕이 웃으면서 평강공주에게 말했다.
“공주를 어찌 바보에게 시집보내려 하십니까?”
“왕은 희언戱言(농담)을 하지 않는다.”
평원왕은 공주가 울 때마다 이런 말을 하였다. 평강공주는 그 말
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자랐다. 평원왕은 평강공주가 16세
가 되자 고구려의 귀족 상부 고씨에게 시집보내려고 했다.
“대왕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되리
라고 하셨는데, 이제 무슨 까닭으로 지난날의 말씀을 바꾸려 하십
니까? 필부도 거짓말을 하려 하지 않는데 하물며 임금이야 말할 것
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임금은 농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
다. 이제 대왕의 명령이 잘못되었으므로 소녀는 감히 받들지 못하
겠습니다.”
평강공주는 귀족인 고씨에게 시집가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것은 네가 하도 울어서 농담으로 한 말이다. 네가 내 말을 듣
지 않는다면 이제부터 내 딸로 생각하지 않겠다. 어찌 함께 살 수
있겠느냐? 너는 네 갈 길을 가거라.”
평원왕은 공주가 말을 듣지 않자 화를 내고 왕궁에서 추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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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강공주는 팔찌 수십 개를 팔꿈치에 걸고 왕궁을 나와 혼자 길을
떠났다.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 온달의 집을 물어 그의 집까지 찾아
갔다.
‘집이 참으로 가난하구나.’
평강공주는 쓰러져가는 움막 같은 온달의 집을 보았다. 온달의
집에는 눈먼 노모가 있었다.
“아드님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드님에게 시집가려고 멀리서
왔습니다.”
평강공주는 온달의 늙은 어머니에게 공손하게 절을 하고 손을
잡았다.
“내 아들은 가난하고 보잘것없으니, 귀인이 가까이할 만한 사람
이 못 됩니다. 지금 그대의 냄새를 맡으니 향기가 보통이 아니고,
그대의 손을 만지니 부드럽기가 솜과 같으니, 필시 귀인인 듯합니
다. 누구의 속임수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내 자식은 굶주림
을 참다 못하여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려고 산속으로 간 지 오래인
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온달의 늙은 어머니가 대답했다. 평강공주가 그 집을 나와 산 밑
에 이르렀을 때, 온달이 느릅나무 껍질을 지고 오는 것을 보았다.
‘얼굴은 못생겼으나 눈빛이 맑고 기골이 장대하다. 저런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장수가 될 것이다.’
공주는 온달의 앞을 막고 그와 혼인하겠노라고 말했다.
“이는 어린 여자가 취할 행동이 아니니 필시 사람이 아니라 여
우나 귀신일 것이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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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달이 버럭 화를 낸 뒤에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다. 평강공주
는 혼자 돌아와 사립문 밖에서 자고 이튿날 아침에 다시 들어가 온
달 모자에게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했다. 자신의 공주 신분은 밝히
지 않았다. 온달은 아름다운 용모로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평강공
주에게 호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가난했다.
“저희 자식은 가난하여 귀인의 짝이 될 수 없고, 저희 집은 몹시
가난하여 귀인이 거처할 수 없습니다.”
온달의 어머니가 말했다.
“옛사람의 말에 ‘한 말의 곡식도 방아를 찧을 수 있고, 한 자의
베도 꿰맬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만일 마음만 맞는다면 어찌 꼭
부귀해야만 같이 살겠습니까?”
평강공주가 간곡하게 설득하자 온달과 노모는 그녀를 맞아들였
다. 공주는 금팔찌를 팔아서 논밭과 주택, 노비, 우마, 기물 등을 사
들였다. 바보 온달은 하루아침에 귀인이 되었다.
“부디 시장의 말을 사지 말고, 나라에서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여
백성에게 파는 말을 선택하되, 병들고 수척한 말을 골라 사오세요.”
처음 말을 살 때 공주가 온달에게 말했다. 온달이 그대로 말을
사왔다. 공주는 부지런히 말을 길렀다. 말은 날로 살찌고 건장해졌
다. 고구려에서는 매년 3월 3일에 낙랑 언덕에 모여서 사냥하여 잡
은 돼지와 사슴으로 하늘과 땅의 신령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날이
되어 왕이 사냥을 나가는데 여러 신하와 군사들이 모두 수행했다.
이때 온달도 자기가 기르던 말을 타고 수행했는데, 그는 항상 앞장
서서 달리고, 또한 포획한 짐승도 많아서 다른 사람이 그를 따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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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왕이 그를 불러서 이름을 물었다.
“소인의 이름은 온달이옵니다.”
온달이 공손하게 아뢰었다.
“온달이라고? 네가 정녕 바보로 소문이 파다한 그 온달이냐?”
“그러합니다.”
“그럼 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했느냐?”
“공주라니요? 공주인지는 모르겠으나 귀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잘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신분은 알지 못하지만 총명하고
현숙합니다.”
“기이하고 또 기이하다.”
평원왕은 놀라며 감탄했다.
얼마 뒤 후주의 무제가 군사를 출동시켜 요동을 공
격하자 평원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배산 들에서 맞서
싸웠다. 그때 온달이 선봉장이 되어 용감하게 싸워 수
십여 명의 목을 베니, 여러 군사들이 이 기세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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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공을 논할 때 사람
들이 온달의 공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 사람은 나의 사위다.”
평원왕이 온달을 가리키면서 자랑스럽게 말했
다. 평원왕은 온달에게 대형(14등급까지 있는 고구려
관직 중 7등급)의 벼슬을 내렸다.

평원왕이 승하하고 영양왕이 즉위했다.
“지금 신라가 우리의 한강 이북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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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여 자기들의 군현으로 만들었으므로, 그곳의 백성들이 슬퍼
하면서 부모의 나라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대왕께서
저를 어리석다고 여기지 마시고 군사를 주신다면 단숨에 우리 땅
을 도로 찾겠습니다.”
온달이 아뢰자 영양왕이 이를 허락했다.
“계립현과 죽령 서쪽의 땅을 우리에게 귀속시키지 못하면 돌아
오지 않겠습니다.”
온달이 출정에 앞서 이같이 맹세했다.
“낭군님, 부디 몸조심하세요.”
평강공주가 온달을 배웅하면서 말했다. 온달은 북한산성을 공
격하여 탈환했다. 이에 신라왕이 북한산성을 되찾기 위해 정예군
을 이끌고 달려온 것이다.
온달이 전사한 뒤에 고승 장군이 구원군을 이끌고 와서 신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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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격퇴했다.
평강공주는 온달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으로 달려왔다. 그를 장사지내려고 했으나 관이 움직이
지 않았다. 평강공주는 관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다.
“죽음과 삶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이제 그만 저와 함께 돌아가소
서.”
평강공주가 관을 어루만지면서 말하자 마침내 영구가 움직였
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탄식했다. 영양왕은 이 소식을 듣고 슬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바보 온달의 슬픈 전설이 전해지는 아차성은 고려 때까지 아단
성으로 불렸으나 조선이 건국될 때 태조 이성계가 아단성을 아차
성으로 바꾸어 부르면서 아차산성이 되었다.
아차산성은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산성이다. 몽촌토성, 풍납토
성과 함께 삼국이 쟁투를 벌이던 시대에 한강의 도하처渡河處를 방
어하기 위해 쌓은 군사 요충지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오랜 세월 동안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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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유장하게 흐르는 한강처럼 도도하게 흐른다. 신라가 삼
국을 통일한 후인 7세기 말 옛 고구려 땅에는 발해가 건국되어 이
후 남북국시대로 불렸다. 신라는 말기에 이르러 사치 풍조의 만연,
왕권의 약화, 과다한 조세 부과 등으로 인해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
나 호족들이 할거하게 되었다. 이어 견훤과 왕건이 주도하는 후삼
국시대가 도래했다.
개경의 호족 출신인 왕건은 치열한 쟁투 끝에 신라와 후백제를
차례로 멸망시키고 935년 후삼국을 통일했다. 이때부터 고려왕조
5백 년 역사가 시작되었다.
고려시대에 한강은 역사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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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유역은 비옥한 농토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살았고 인구도 계속 증가했다.
문종 21년(1067년)에 한강 유역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당시 양주
(현 서울)로 불리던 한성을 남경으로 승격시켜 개경 및 서경과 함께

고려의 3경 중 하나로 삼았다.
한강은 주위 경관이 수려하고 농토가 비옥했기 때문에 시인ื묵
객들이 주로 찾았다. 정도전은 삼각산에서 3년 동안 서당을 열었고
고려의 대학자 한종유는 한강에 있는 섬, 저자도楮子島에 살았다.
한강은 지역에 따라 광진, 동호, 용산, 서강, 양천 등 달리 불리고
있었다. 상류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그에 적절한 이름
이 지어졌다. 저자도는 동호라고 불리던 한강의 동쪽(현재의 옥수동
앞)에 있는 섬으로 조선시대에는 나라에 가뭄이 들 때마다 기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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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내던 곳이었다.
저자도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 이덕무의 시문집 《아정유고》에 의하면 저자도에는
백제 온조왕의 옛 성터가 있었으며, 고려 때 한종유의 별장이 있었
다고 한다.
저자도는 닥나무가 많아 닥섬으로 불리다가 딱섬이 되었다. 저
자도의 저楮자도 ‘닥나무 저’자다.
고려 때의 정승으로 유명한 한종유는 저자도 출신으로 많은 일
화를 남겼다. 그는 어렸을 때 수십 명의 무뢰배와 어울렸다. 무당들
이 노래하고 춤추는 곳에 가서 술과 음식을 빼앗아 취하도록 마시
고 포식했기에 저자도 사람들이 망나니로 취급했다.
한번은 그가 손에 검은 칠을 하고 상갓집에 찾아가서 장막 뒤에
숨었다. 그 집 부인이 밤늦게 빈소에 들어와 절을 하고 곡을 했다.
“임이여, 임이여, 소첩을 두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부인이 흐느껴 울었다. 한종유는 속으로 낄낄대고 웃다가 장막
사이로 불쑥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나 여기 있소.”
한종유의 말에 부인은 기겁을 하고 놀라서 나동그라졌다. 그녀
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자 한종유는 상에 차려놓은 음식을 모두
싸 가지고 돌아왔다.
“네가 어찌 망나니와 같은 짓을 저지르고 돌아다니느냐?”
한종유의 아버지가 회초리로 그를 때리면서 꾸짖었다. 한종유
는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고 공부를 하기 위해 책을 펴들었다. 모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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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읽는 책은 《사기열전》이었다. 그는 책에서 오기에 대한 내용을
읽으며 그의 젊은 시절 모습이 자기와 흡사하다고 생각했다.
‘오기도 젊었을 때는 나처럼 못된 짓을 했구나.’
오기는 춘추시대 병법가다.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하여 재산
을 모두 탕진했으나 훗날 병법을 연구하여 오나라와 위나라, 초나
라에서 명성을 크게 떨친 인물이다.
한종유는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고 본격적으로 공부하여 충렬왕
30년(1304년), 과거에 급제해 벼슬길에 올랐다. 그는 부랑자 생활
을 할 때와 달리 청렴 강직하게 국사에 임했다.
1322년 심왕瀋王(고려 후기 심주·요양 지역의 고려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원에서 고려의 왕족에게 수여한 봉호) 왕고의 모함으로 충숙왕이 원나라

황제에게 소환되어 옥새를 빼앗기고 유폐되었다.
“충숙왕은 고려의 왕인데 간사한 자들이 모함을 했습니다.”
한종유는 이조년과 함께 왕의 환국을 요청하는 글을 원나라 황
제에게 올렸다. 원나라 황제는 충숙왕을 유폐에서 풀어주고 고려
로 돌려보냈다.
한종유가 대신으로 나랏일을 보고 있을 때는 고려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이었다.
“나는 심왕 왕고에게 나라를 물려줄 것이다.”
충숙왕이 대신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심왕 왕고는 원나라 사람입니다. 어찌 원나라 사람에게 고려의
왕위를 물려주려 하십니까?”
한종유는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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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왜 내 뜻에 반대하는가?”
“고려가 누구의 나라인데 심왕 왕고에게 왕위를 내준다는 말입
니까?”
“내 말에 따르지 않으면 경을 죽이겠다.”
“심왕 왕고에게 왕위를 물려 주실 바에야 차라리 고려의 개에게
물려 주십시오.”
한종유는 결사적으로 반대하여 고려가 원나라에 합병되는 것을
막았다.
충숙왕에 이어 충혜왕이 즉위했다. 충혜왕은 고려의 왕들 중에
가장 난폭한 임금이었다. 원나라 사람들까지 충혜왕의 악행에 치
를 떨었다.
“이런 자를 어찌 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원나라 황제가 고려에 군사를 보내 충혜왕을 잡아갔다. 충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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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나라 황제의 명에 의해 악양으로 귀양을 떠나게 되었다.
“악인이라도 고려의 왕이다.”
한종유는 이조년과 함께 수만리 먼 길을 따라가면서 충혜왕을
받들었다. 그러나 충혜왕은 유배길에서 병이 들어 죽었다. 한종유
는 충목왕과 함께 귀국하여 좌정승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권신들
의 횡포가 계속되고 왕이 타락한 정치를 하자 고향인 저자도로 돌
아와 시를 지으면서 한가하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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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유의 시는 품격이 있다. 금솥에 국을 끓인다는 것은 만인을
지휘한 인물이라는 뜻이다. 그러한 그가 한가로이 낚시를 하면서
말년을 보내는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
한종유의 기록을 보면 고려 때 이미 저자도에 사람이 살았던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강 한가운데 있는 섬이었기 때문에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하면 모두 피난을 가야 했다.
조선시대에는 가뭄이 들면 저자도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일이
많았다. 저자도가 수중의 섬이고 용산은 용이 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자도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물속에서 용왕에게 제사
를 지낸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ᳵ⌽⋯⌫⍟∲ῦ↦⋯ᶈ⋂ 



조선 숙종 30년(1704년)에 가뭄이 극심했다. 4월부터 6월까지
가뭄이 계속되어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밭작물이 말라죽었다.
여름 곡식을 수확하지 못한 백성들이 곳곳에서 굶어 죽었다.
“세상이 뒤집어지려고 그러나? 어찌 가뭄이 이렇게 심한가?”
농민들은 하늘을 원망했다. 가뭄이 계속되자 민심까지 흉흉했
다. 이런 상태로 나가게 되면 벼농사도 실패하여 겨울이 닥치면 더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게 될 터였다.
“가뭄이 극심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경들은 대책을
세우라.”
숙종이 대신들에게 영을 내렸다.
“하늘에 기우제를 지내야 하옵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아뢰었다. 숙종은 여러 곳에서 기우제를 지내
게 하고 금주령을 내리는 한편 모범을 보이기 위해 절식을 했다. 그
래도 가뭄이 계속되자 마침내 저자도 등에 대신을 보내 기우제를
지내게 하고 손수 제문을 지었다.
“이번 가뭄도 매우 혹독해서 세 가지 농사를 이미 그르쳤고, 모
든 식물이 타고 있네. 굶주리고 병든 백성이 끝없는 가뭄을 거듭 만
났으니, 무고한 백성들이 다 죽어서 골짜기를 메우게 되었네. 제사
를 폐하지 않아 제물을 이미 바쳤는데도 하늘을 보니 볕이 쨍쨍하
여, 마음이 타는 듯해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 고요히 생각하니
허물은 실로 나에게 있는데, 죄가 백성에게 옮겨가니, 이 일을 어찌
차마 보겠는가? 소리를 늦출 겨를이 없는데 재앙이 눈썹을 태우는
구나. 신께서는 들으시어 흠향 歆饗(신명이 제물을 받아서 먹음)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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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선을 도우시어 급히 비를 내리소서.”
숙종의 정성에 감동한 것일까. 기우제가 끝나자 마침내 단비가
내렸다.
“전하, 기우제를 지내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사옵니다.”
대신들이 환호성을 울리면서 숙종에게 아뢰었다.
“몇 달 만에 내리는 비인가? 저자도에 기우제를 지내니 하늘이
감동한 것이다.”
숙종은 하얗게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기뻐했다.
밤섬이 그렇듯이 저자도는 한강 가운데 있는 섬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라의 관노들이나 양반가
의 사노私奴들이 움막을 짓고 살았다.
조선시대 현종 때의 일이다. 저자도에 사노인 선이라는 사람과
세현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두 사람은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투다가
선이 세현을 칼로 찔러 죽였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선을 결박하여
관청으로 끌고 가기 위해 묶어 두었다.
“큰일 났습니다. 선이 세현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마을 사람이 달려와 세현의 부인 임생에게 알렸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임생은 어리둥절했다. 아침까지 멀쩡했던 남편이 죽었다는 말
이 믿어지지 않았다.
“빨리 가보세요. 사람들이 묶어 놨습니다.”
임생은 그때서야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마을 사람을 따라 세현이
묶여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남편은 이미 피를 흘리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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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여보, 이게 웬 날벼락이오?”
임생은 세현의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마을 사람들이 빙 둘
러서서 혀를 차기도 하고 웅성거리기도 했다. 관아에 연락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다.
“너는 무슨 원한이 있어서 우리 남편을 죽였느냐? 사람을 죽였
으면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 법, 내 칼을 받아라.”
임생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묶여 있는 선에게 벼락 같은 호통
을 치더니 품속에서 칼을 꺼내 마구 찔렀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
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슬이 퍼런 임생의 모습에 뒤로 물러나 몸
을 떨기만 했다. 임생은 밧줄에 묶여 있는 선을 여러 차례 찔러 죽
은 것을 확인한 뒤에야 칼을 내던졌다.
“나는 내 남편의 원수를 갚았으니 관아에 알리시오.”
마을이 발칵 뒤집히고 광주 유수부에서 조사를 나왔다. 조선에
서는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 고을의 수령이 검험檢驗(검
시)을 하게 되어 있다. 이어 이웃 고을의 수령이 재검을 하고 삼검

은 형조나 해당 감영의 지휘를 받은 고을 수령이 한다. 저자도는 경
기도 광주 관할이어서 광주 유수가 초검을 나왔다. 광주 유수는 오
작인忤作人(지방 관아에 속하여 수령이 시체를 임검할 때에 시체를 수습하는 일
을 하던 하인)과 함께 선과 세현의 시신을 자세히 검시하고 살인자인

임생을 심문했다.
“네 어찌 선을 찔러 죽였느냐?”
광주 유수가 임생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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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현이 내 남편을 죽였기 때문에 상명의 법을 시행한 것입니다.”
임생은 당당하게 대답했다. 상명의 법은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일개 아녀자가 그런 말을 하자 광주 유수는 깜짝 놀
랐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사로이 하는 일이 아니다.”
“남편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냥 보고 있으라는 말씀입니까? 저
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임생의 당당한 말에 광주 유수는 탄식했다. 임생은 열혈장부와
같은 기개를 가지고 있었다.
임생은 광주 유수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 경기감영으로 넘겨
졌다. 유수부에서 올린 초검 발사(현장 조사 보고서)를 본 경기감영은
임생의 사건을 단순한 사건이라고 보지 않았다.
조선의 재판은 삼심제인데 1차는 감영에서 초복初覆하고 2차는
감영이나 형조에서, 3차는 임금이 심리審理하게 된다. 감영이나 한
성부의 일심을 초복, 형조의 2심을 재복, 임금의 3심을 삼복이라고
한다. 임생 사건도 삼복에 이르러 현종이 심리하게 되었다. 삼복은
현재의 대법원 심리가 그렇듯이 법률 적용을 주로 살핀다.
“아내가 남편의 원수를 갚는 경우에 적용할 만한 율律(법률)이
없사옵니다. 그러나 정려문을 내려야 할 그녀의 열렬함이 사형을
받을 죄를 충분히 덮을 수가 있습니다. 율문에 조부모나 부모가 남
에게 살해되었는데 그 자손이 멋대로 복수를 했을 경우 장형 60대
를 가하되, 그 즉시 죽였을 경우에는 죄를 따지지 않는다고 하였습
니다. 남편과 아내는 바로 삼강의 한 분야이므로 자손이 조부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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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위하여 복수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형조에서 현종에게 아뢰었다.
“형률을 정했는가?”
“곤장 60대를 때리고 석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조선시대의 법은 살인 사건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
하는 편이어서 부모가 죽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흥분하여 복수를
하는 경우나 가족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자리에서 복수하는 것을 정당방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사사로운 복수를 금하고 엄격한 법에 의해 처벌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부모를 죽인 원수를 현장에서 죽이면 무죄가 되
지만 하루가 지나서 앙심을 품고 죽이면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하
여 사형에 처해졌다.
“임생의 살인은 그 열렬함이 장부와 못지않다. 남편이 죽고 여
러 날이 지나 원수를 죽였다면 고의적인 살인으로 볼 수 있겠으나
그 자리에서 죽였다면 정당방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장형 60대의
율도 알맞은 율이 아니다. 죄를 논하지 말고 방면하라.”
현종이 판부判付를 내렸다. 장형은 곤장을 때리는 것이다. 대명
률이나 속대전에 정해진 법이 없으면 임금이 대신들의 의견이나
옛날의 고사를 들어 판결을 하는데 이는 오늘날의 대법원 판례와
같은 효과가 있다. 《대전회통》이나 《수교집록》 등이 모두 임금의
판결을 기록한 책이다.
임생은 현종의 정당방위 인정으로 석방되어 저자도로 돌아왔다.
저자도는 옥수동과 압구정동 사이에 있던 한강의 작은 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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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금은 수몰되었다. 현대건설에서 압구정동의 공유수면을 매
립할 때 저자도의 흙을 채취한 후 매립했기 때문이다. 저자도의 흙
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한강에 홍수가 날 때마다 물에 잠기던
압구정동 일대는 범람하지 않게 되었다.
저자도 자리에는 한강의 퇴적 현상으로 인해 다시 흙이 조금씩
쌓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저자도 복원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활동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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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한강에는 도읍인 개경을 오가기 위해 이용하는 나루
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나루는 주로 한성 남쪽에 산재해 있었는데
공암나루가 유명했다.
공암나루는 양천 일대에 양천 허씨 시조가 나왔다는 허가바위
로 잘 알려져 있고 소금창고인 염흥창과 교하 지방을 오가는 공암
나루가 있었다.

ℳ〓ᾏₓᗰ⼗⼛ڟℳ᩻ټℷ⇛
℻⍿❗Ძ℃⅏ޛἻἋᅳ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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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고려 때의 문신 이조년李兆年의 시다.
이조년은 젊었을 때 바로 위 형인 이억년과 한강 하류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냈다. 한강의 하류는 양천 일대로 버드나무가 많은 곳이
다. 지금도 인공폭포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오는 천변에는 수양
버들이 무성하다.
하루는 두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주웠다.
“아우야, 금덩어리를 주웠으니 횡재했구나.”
형 이억년이 기분이 좋아 동생 이조년에게 말했다.
“예. 우리 형제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조년도 흡족하여 대답했다. 그들은 푸르게 흘러가는 강물을
보았다. 한강은 언제나 수량이 풍부하고 강가에는 수양버들이 있
어서 경치가 아름다웠다. 형제는 고려의 도읍 개경을 떠나 조용한
한강에서 공부를 하다가 금덩어리를 줍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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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금덩어리의 주인이 있지 않을까요?”
이조년이 물었다.
“주인이 있을 테지⋯.”
“그럼 주인이 찾으러 올지 모르니 기다리지요.”
형제는 수양버들이 늘어진 강가에서 주인이 찾으러 오기를 기
다렸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주인이 오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이
조년은 금덩어리를 팔아서 화려한 옷을 사 입고 진귀한 음식을 사
먹는 상상을 하게 되었다. 형이 갖고 있는 금덩어리도 탐이 났다.
형과 함께 걷지 않았으면 금덩어리를 혼자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
라는 생각도 들었다. 금덩어리를 손에 쥐자 온갖 나쁜 생각이 머릿
속에서 일어났다.
“아무래도 주인이 오지 않는 것 같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인을 찾아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인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으니 개경으로 가자.”
이조년과 이억년 형제는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개경으로 가기
위해 공암진孔巖津(가양동)에서 배를 탔다. 공암진에서 배를 타고 한
강을 건너 교하를 지나면 개경이 눈앞에 있다.
그런데 이조년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졌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이억년이 깜짝 놀라서 이조년에게 물었다.
“형님, 금덩어리를 주운 뒤에 저는 며칠 동안 마음속으로 큰 호
사를 누렸습니다. 금을 팔아서 좋은 옷을 사 입고 좋은 음식을 사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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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는 되지 않고 사치를 누리는 일만 머릿속
에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나는 금은 사람의 몸을 풍요롭게 할지는
몰라도 마음을 더럽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까이하면서 결
코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물에 던져 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형님
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형님이 없었으면 금덩어리를 내가 모두
가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나쁜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모든 나쁜 생
각이 금덩어리로 인하여 일어났기 때문에 강물에 버린 것입니다.”
이조년의 말을 들은 이억년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네 말이 옳다. 금덩어리를 계속 갖고 있으면 형제 간의 우애가
상하고 공부를 게을리하게 될 것이다.”
이억년도 가지고 있던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졌다. 이조년 형제
는 금덩어리보다 형제 간의 우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이조년 형제가 금덩어리를 던진 한강을 투금탄投金灘이라고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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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오늘날의 가양동 앞 한강이다.
이조년은 경상도 경산부(성주) 출신으로 젊었을 때부터 학문이
출중하고 강직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나면 백년, 천년, 만
년, 억년, 조년으로 그 이름을 지었다. 사람들은 오형제의 특이한
이름을 들을 때마다 웃었다. 이조년은 과거에 급제한 뒤에 여러 벼
슬을 거쳐 비서랑이 되었다.
이때는 충렬왕 시대로 고려는 몽고의 속국이었다. 충렬왕을 비
롯하여 시호에 충忠자가 들어가는 임금들은 모두 원나라에 충성을
맹세하고 원나라의 공주와 혼인을 하였으며, 원나라에 입조하여
황제에게 절을 올렸다.
충렬왕의 왕비인 제국대장공주는 쿠빌라이 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유난히 화를 잘 냈다.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어 함
께 살기 시작하자 공주는 충렬왕을 멸시하기 시작했다.
공주는 원나라에서 고려로 돌아온 뒤에 더욱 사나워졌다. 고려
인들과 말이 통하지 않자 시중을 드는 사람들에게 전부 몽골말을
배우라고 강짜를 부렸다. 궁녀들과 내시들이 당황하여 부랴부랴
몽골말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주의 행패는 그것으로 그치
지 않았다. 고려 왕실의 여자들에게 몽골 옷을 입게 하고 몽골 음식
을 만들게 했다. 그녀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같은 역정을 내면서
원나라로 돌아가겠다고 위협했다. 하루는 충렬왕이 천효사라는 절
에 가는데 공주가 따라왔다.
‘모처럼 쉬려고 왕궁을 나왔는데 공주가 따라 나오다니⋯.’
충렬왕은 성품이 사나운 공주가 따라 오자 언짢아졌다. 공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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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 떠올리면 울분이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세계를 정복하고
중국을 통일한 원나라의 공주니 어쩌겠는가. 공주를 박대했다가
쿠빌라이 칸의 문책을 받고 싶지 않았다.
‘원나라 공주가 또 행패를 부리는구나.’
충렬왕을 수행하던 이조년은 얼굴을 찌푸렸다. 고려가 원나라
의 속국이었기에 그녀의 행패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충렬왕의 행렬이 마침내 천효사의 산문 아래에 이르렀다. 충렬
왕은 보련寶輦(임금이 타는 가마)에서 내렸다.
“전하, 공주께서 환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때 산원散員(고려시대 왕실 호위대인 견룡군의 하급 장교) 하나가 황
급히 달려와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다.
“환궁을 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충렬왕은 공주가 또다시 말썽을 부린다고 생각하면서 눈살을
찌푸렸다. 몸이 아파 천효사에 불공을 드리러 가는데도 공주가 강
짜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공주께서 환궁하시겠다고 펄펄 뛰고 계십니다.”
“공주께서 왜 환궁을 한다는 것이냐?”
“왕은 수행원이 많은데 공주는 적다고 불쾌해 하십니다.”
충렬왕은 산원의 보고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공주가 자신의 수
행원이 적다고 불평을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트집이었다. 충렬
왕은 망연자실하여 서 있다가 공주의 가마로 달려갔다. 공주는 가
마에서 내려 표독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공주, 어찌 환궁을 하려는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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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렬왕이 사색이 되어 물었다.
“왕은 수행원이 많고 나는 적으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는
왕이 황제 폐하를 멸시하는 거예요.”
“황제를 멸시하다니 당치 않소. 그게 무슨 억지요?”
“닥쳐요.”
그때 공주가 지팡이로 충렬왕을 후려쳤다. 충렬왕이 재빨리 피
하여 지팡이는 얼굴 대신 어깨를 때렸다. 충렬왕을 호종하던 대신
들이 깜짝 놀라 일제히 웅성거렸다. 충렬왕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런 악독한 계집이 있는가? 왕비의 몸으로 감히 왕을 지팡이
로 때려?’
충렬왕은 싸늘한 눈빛으로 공주를 노려보았다. 공주가 고려인
이었다면 당장에 팔다리를 찢어 죽이는 거열형에 처했을 것이다.
“공주, 진정하시오.”
충렬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공주를 달래기 시작했다. 공
주를 핍박하면 원나라로부터 즉각적인 군사적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들이 경악하여 공주와 충렬왕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웅성거렸다.
“왕은 나를 멸시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공주는 종을 때리듯이 충렬왕에게 지팡이를 휘둘렀다.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던 충렬왕의 눈에 핏발이 섰다. 대신들과 수많은 군
사들도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때 충렬왕의 눈길
이 공주의 시중을 드는 훌라타이에게 멎었다. 그가 히쭉히쭉 웃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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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 공주께서 화를 내시는 것은 네놈 탓이 분명하다. 내가 반
드시 네놈을 매를 때려 죽이겠다.”
충렬왕은 왕관을 벗어 던지고 훌라타이를 쫓아갔다. 훌라타이
가 깜짝 놀라 뒤뚱뒤뚱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 기괴한 꼴이 우스워
서 공주가 웃음을 터트렸다.
‘나라가 망하여 공주에게 왕이 모욕을 당하는구나.’
이조년은 충렬왕이 공주에게 지팡이로 얻어맞는 것을 보고 분
노가 치밀었다.
“공주께서는 원나라 황제의 따님이지만 고려왕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부인께서 어찌 남편을 지팡이로 때릴 수 있겠습니까?”
이조년은 공주에게 직언을 올렸다.
“그대의 부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는가?”
공주가 쌀쌀맞은 표정으로 말했다.
“소신의 부인이 어찌 그러하겠습니까? 남편과 부인은 서로 예
로 대해야 합니다.”
“왕이 나를 예로 대하지 않는다.”
“공주께서 먼저 예로 대하시면 대왕께서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공주는 이조년의 말을 받아들였다.
충렬왕이 원나라에 입조하게 되었다. 이조년은 충렬왕을 호종
하여 원나라로 갔다. 그때 간신 왕유소와 송방영이 충렬왕과 세자
사이를 이간질했다. 왕을 호종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달아났으
나 이조년은 올곧게 왕을 지켰다. 충렬왕은 고려로 돌아오자 달아
났던 대신들을 모두 유배 보냈다. 이조년도 고향으로 돌아와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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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그는 고향에서 13년 동안 은거하면서 단 한 번도 자신
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다.
1330년 충혜왕이 즉위했다.
충혜왕은 패악한 인물이었다. 그는 수많은 여자들과 음란한 짓
을 되풀이했는데 원나라에 갔을 때도 그와 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
러자 원나라 사람들이 그를 발피潑皮(난봉꾼)라고 부르면서 멸시했다.
“전하께서 황제를 섬기면서 날마다 삼가고 조심해야 하는데 어
찌하여 예의를 버리고 마음을 방종하게 하여 화를 불러들이시옵니
까? 전하께서는 아첨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유학하는 선비를 가까
이 하시어 행동을 고치고 스스로를 경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하실 것이옵니다.”
이조년이 간곡하게 충언을 올렸으나 충혜왕은 그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담을 넘어 달아났다.
원나라 승상은 충혜왕을 짐승처럼 여겼다. 그를 폐위시키려고
했으나 이제현과 이조년이 간곡하게 청하여 폐위를 막았다. 충혜
왕은 고려로 돌아왔다.
“이조년은 늙었으나 충심이 있다.”
충혜왕은 이조년을 정당문학과 예문대제학으로 임명하고 성산
후에 봉했다. 이조년은 걸어서 충혜왕 앞에 나아갔다.
“전하께서는 원나라에서 수모를 당하신 일을 잊으셨사옵니까?
간악한 소인배들과 어울려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재물을 빼앗으니
백성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부디 개과천선
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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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년은 목숨을 걸고 간언을 올렸
다. 그러나 충혜왕은 그의 말을 듣지 않
았다.
“임금의 보령이 한창 때라 직언을 해
도 듣지 않으시고 내가 늙었으니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화가 미칠 것이다. 지금
임금 옆에 있으면 악행만 돕는 것이다.”
이조년은 이튿날 말을 타고 개경을
떠나 귀향길에 올랐다. 그는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게 되자 옛날에 금덩어리를

´⊸ầ⋴⌼Ṅ␌ⅅ

주웠다가 강물에 던진 일이 떠올랐다.
‘그때 재물에 욕심을 부렸으면 오늘의 내가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조년은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진 일을 떠올리고 잘했다고 생
각했다.
이조년은 공암나루에서 며칠을 보냈다. 공암나루는 명승절경이
많아 쉽사리 걸음을 떼기가 어려웠다. 교하를 오가는 사람들도 많
았지만 서해에서 올라오는 각종 물자를 실은 배와 한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자를 실은 배가 강을 오가고 있었다. 소금을 가득 실은
황포 돛배의 행렬도 장관이었다.
‘한강에 이렇게 많은 배가 오가는 것을 보니 개경은 도읍으로서
의 운세가 다한 것 같구나.’
이조년은 한강을 오가는 수많은 배를 보면서 탄복했다. 그는 여
러 날을 공암나루에서 지낸 뒤에 고향 경산부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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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년의 아우 이연경이 왕을 알현했다.
“너의 형이 나를 욕보였다.”
왕은 불쾌한 표정으로 이연경에게 말했다. 이조년이 충언을 올
린 것을 비난한 것이다.
“소신의 형은 미치광입니다.”
이연경이 얼굴을 찌푸리고 아뢰었다.
“네 말이 맞다.”
왕은 기뻐하면서 이연경에게 쌀과 콩 50석, 베 5백 필을 하사했
다.
이조년은 많은 시문을 지었으나 남아 있는 것은 <다정가>와 성
주 동헌에 남긴 시 뿐이다.

⪀⼗ଷಇं℃ഓ⼗ᾫᲫ⍿ᎏ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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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복의 《동사강목》에 의하면 이조년은 젊어서부터 지조와 절
개를 품고 학문에 힘썼고 문장에 능했다. 악한 것을 원수처럼 미워
하였고, 남을 구원할 적에는 마치 물이 아래로 빠르게 흐르는 듯 신
속하게 하였다. 몸집이 작았으나 사람됨이 매섭고도 날카로우며
뜻이 확고하여 임금에게도 과감하게 직언을 올렸다.
충렬왕도 이조년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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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년이 온다.”
하고, 좌우를 물리친 후 용모를 단정히 하고 기다렸다. 75세에
졸하였으며 어지러운 세상에 태어나 혼암한 임금을 섬기는 동안 많
은 난리와 험난함을 겪으면서도 뜻이 금석金石처럼 굳어, 충직한 인
품이 당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후세에도 널리 전해졌다고 한다.
이조년 형제가 금덩어리를 주워 한강에 버렸다는 투금탄은 공
암나루 앞 한강이다. 고려 때의 역사 유적이나 전설이 흔치 않은데
고려 말의 대학자 이조년 형제의 우애에 대한 이야기는 유유하게
흐르는 한강에 남아 후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고려 말기가 되자 우왕은 대신들과 한양漢陽으로 도읍을 옮기는
것을 의논했다. 대신들이 일제히 반대했으나 우왕은 우왕 8년(1382
년) 9월에 한양 천도를 단행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극

심했다. 우왕을 따라 한양으로 간 이임ื이인임ื임견미ื염흥방 등
은 사병들에게 명하여 수많은 백성의 토지와 집을 빼앗았다. 이에
민심마저 등을 돌려 천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1390년 9월, 고려왕조 마지막 왕인 공양왕 때 다시 한양 천도
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6개월 만에 개경으로 돌아왔다. 9월이 지났
는데도 천둥 번개가 몰아쳤고 가축과 사람이 얼어 죽었으며 문화
부에 큰 호랑이가 뛰어들어 사람을 물어가는 등 민심이 뒤숭숭해
졌기 때문이었다.
결국 한양 천도는 조선시대가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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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가장 큰 강이고 유역에 비옥한 농
토가 있는데도 한강은 고려시대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
러나 조선이 건국되고 한양이 도읍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한
강은 교통로와 삶의 터전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경복궁을 비롯한 대궐과 육조 관청, 민가들이 들어서면서 목재
가 필요하게 되었다. 목재는 대부분 강원도에서 뗏목으로 운반했
는데 남한강과 북한강 곳곳에서 도읍 건설에 필요한 목재가 운반
되어 나루가 발전하게 되었다.
한양이 도읍이 되면서 뗏목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관리들
에게 녹봉으로 지급되어야 할 세미稅米(쌀)가 서해안으로 운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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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으로 들어오고, 각종 해산물들을 비롯하여 소금이 들어와 염
흥창과 광흥창이 건설되고, 내륙에서 생산되는 물자들이 한강 나
루를 통해 공급되었다.
고려시대에는 한양이 시인ื묵객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조
선의 건국 이후 시인ื묵객들이 한강 유역의 절경들을 즐겨 찾았다.
태종 이방원은 광나루에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고 삼개나루는
새우젓으로 유명해졌다.
조선의 제3대 국왕 태종 이방원이 즉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한양의 흥인문興仁門(동대문) 바깥 동쪽인 한강 연안에
수많은 기치창검이 빽빽한 가운데 군사들이 삼엄하게 늘어서 있었
다. 냇가에는 황금빛의 웅장한 차일遮日(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치는 포
장)이 세워져 있고 그 안에는 태종이 용상에 앉아 내 건너편을 초조

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용상 바로 옆에는 알 수 없
는 커다란 기둥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
“태상왕께서는 아직 오고 계시지 않는가?”
태종이 재상인 하륜에게 물었다.
“곧 도착하실 것이옵니다.”
하륜이 머리를 조아리고 대답했다. 하륜은 태종이 신임하는 대
신으로 정도전을 죽이고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킬 때 결정적인 책
략을 세운 인물이다.
날씨는 쾌청했다. 드넓은 들판에는 풀숲이 허리까지 자라 있었
고 냇물은 5월의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다.
풀숲에서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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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흥 차사 박순의 공이 크다.”
태종이 하륜에게 말했다.
“옳으신 말씀이옵니다. 헌데 차일 안에 기둥을 세우신 연유는
무엇이옵니까?”
“태상왕께서 진정으로 나를 용서하셨는지 알 수가 없다. 불의에
닥칠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륜은 태종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서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
때 내 건너편에서 태조 이성계의 행렬이 보였다. 조선왕조의 국성
인 이씨를 상징하는 오얏꽃 문양이 선명한 깃발과 임금을 상징하
는 청룡, 황룡 의장기가 하늘 높이 펄럭이며 오고 있었다. 뒤를 이
어 태조 이성계가 말을 타고 오는 모습이 보였다. 맨앞에서 행렬을
인도하는 취타대의 경쾌한 연주 소리도 들려왔다.
“태상왕께서 오십니다.”
하륜이 소리를 질렀다.
“그대가 나서서 영접하라.”
태종이 영을 내렸다. 이성계가 말에서 내려 배로 다가오는 모습
이 보였다. 태종은 등에서 땀을 흘릴 정도로 긴장했다.
이성계는 배를 향해 오면서 내 건너편을 쏘아보았다. 그의 눈에
태종이 내 건너편의 언덕 차일 안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형제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은 놈이다.’
태조 이성계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태종은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로 풍운이 몰아치던 고려 말에 함
경도 군벌인 아버지 휘하에서 신진정객新進政客들을 포섭하여 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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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제거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성계는 고려 의종 때 무신의 난을
일으켰던 이의방의 동생 이린의 후손으로 그의 가문은 대대로 무
인 가문이었다. 그들 부자가 활약한 시기의 고려는 왕들의 폭정으
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고 외침이 잦았다. 이성계는 최영과 정
몽주 등을 죽이고 고려를 멸망시킨 뒤에 조선을 건국했다.
이방원은 무인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학문이 높아 고려 말에 과
거에 급제하고 제학에 임명되기도 했다.
“방원이가 제학이 되었다고?”
이성계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예.”
태종의 큰아들 이방우가 대답했다.
“제학이나 대제학은 학문이 가장 뛰어난 대신들이 임명되는 것
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무인 가문에서 학자가 나왔으니 이는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잔치를 벌여 축하하자.”
이방원이 고려의 제학에 임명되자 이성계는 감격의 눈물을 흘
렸다.
조선이 건국되고 이성계가 시조왕으로 등극했다. 사람들은 조
선을 건국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이방원이 왕세자가 될 것이라
고 생각했다. 그러나 태조 이성계는 후비인 신덕왕후 강씨를 총애
하여 그녀가 낳은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했다.
“조선을 세우는 데 누가 제일 큰 공을 세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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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원이 실망하여 소리를 질렀다.
“그야 정도전이지.”
이성계의 장남인 이방우가 술을 마시면서 껄껄대고 웃었다.
“형님, 지금 농담하실 때입니까?”
“사실이 아니냐?”
“우리 왕자들 중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제가 아닙니까?”
이방원이 펄펄 뛰었으나 이방우는 웃기만 했다. 이방석 일파는
왕세자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고 사병을 혁파하는 등 이방원의 목
을 조여 왔다. 이방원은 마침내 사병을 동원하여 정도전을 죽이고
이성계와 이방석이 있는 대궐을 포위했다. 아들이 군사들을 모아
아버지를 포위한 것이다.
“방원이 어찌 이런 짓을 하느냐?”
이성계는 격노했으나 이방원의 군사들이 대궐의 군사들을 닥치
는 대로 베어 죽이고 있었다.
“방석을 내놓으십시오.”
군사들이 이성계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 저를 내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방석이 울면서 이성계에게 호소했다.
“너희는 형제인데 죽이기야 하겠느냐?”
이성계는 방석을 달래서 내보냈다. 그러자 이방원의 군사들이
방석을 끌고 가 죽여버렸다.
‘형제를 죽인 잔인한 놈⋯.’
이성계는 왕위를 이방과(정종)에게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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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실권은 이방원이 쥐고 있었다.
이방원의 친형인 이방간은 이방원이 실권을 휘두르자 군사를
일으켜 이방원을 공격했다.
‘친형이 어찌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방원은 군사를 동원하여 이방간과 맞섰다. 형제 간에 벌어진
골육상쟁은 개경을 피로 물들였다. 결국 이방원이 승리하여 세자
가 되자 정종은 상왕으로 물러나고 이방원이 왕위에 등극했다. 그
러나 1차에 이은 2차 왕자의 난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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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서로 죽이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
이성계는 태상왕이 되었으나 태종이 보기 싫어 함흥 별궁으로
가버렸다. 그러자 태상왕을 모셔 오라는 여론이 빗발쳤다.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를 축출했다는 말을 듣게 된 태종은 함흥으로 차사
를 보내 이성계에게 한양으로 돌아올 것을 간곡하게 청했다.
“차사를 보내지 마라. 차사를 모두 죽일 것이다.”
이성계는 태종의 밀사를 가차 없이 죽였다. 이에 한 번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함흥 차사’로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박순
이 찾아가 간곡하게 청하자 이성계가 한양으로 돌아온 것이다.
태종은 긴장 속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배를 응시했다. 그때 이성
계가 갑자기 활을 들고 태종을 겨누었다. 이성계는 신궁으로 불릴
정도로 활을 잘 쏘았다. 그는 백발백중의 명사수로 단 한 번도 실수
한 적이 없었다.
‘앗!’
태종은 깜짝 놀라 재빨리 기둥 뒤로 피했다. 이성계가 쏜 화살은
바람을 가르고 날아와 기둥에 꽂혔다. 태종은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하늘의 뜻이로구나.”
이성계는 백발백중의 신궁인 그의 화살이 태종을 맞히지 못하
자 탄식했다. 그는 태종을 인정하고 차일에 이르러 태종의 절을 받
았다. 태종은 태상왕 이성계, 상왕 정종 이방과와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었다. 왕자의 난으로 서로 등을 돌렸던 부자 관계가 이로써
회복된 것이다. 이후 이 지역을 화살이 꽂힌 곳이라는 뜻으로 살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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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연려실기술》에 실린 야사일 뿐이고 실제
로는 지형이 화살 모양이라고 하여 이런 이름이 지어진 것이다. 바
닷가 마을에는 달 모양이라는 뜻의 월곶月串이라는 지명이 많고 갑
곶甲串, 호미곶 등 많은 곶이 있다. 만灣은 바다가 우묵하게 들어간
곳이고, 곶은 튀어나온 곳으로 배를 대기가 좋아 선착장이 많다.
살곶이에 이런 이야기가 생긴 것은 왕자의 난에 반감을 가진 민
심이 만들어낸 것이다.
태종은 즉위한 뒤에 살곶이 냇가로 매사냥을 자주 나갔다. 살곶
이 일대에 매가 유난히 많이 서식했기 때문이다.
태종 12년(1412년) 3월 4일에도 살곶이 냇가에서 왕자들을 거
느리고 대신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태종은 술이 취하자 칠성군 윤저에게 일어나 춤추게 한 후 영을
내렸다.
“경은 마땅히 나의 과실을 바른대로 말하여라.”
태종의 말에 대신들이 긴장했다. 태종이 임금의 잘못을 말하라
고 영을 내린 것이다.
“전하께서 신하와 백성의 위에 계시어 모든 일을 반드시 바른
대로 하시는데, 전하의 일이 만일 그르다면 신이 어찌 감히 따르겠
사옵니까? 신은 생각하건대 빈잉嬪媵(부인과 첩)이 이미 족하니, 반드
시 많이 둘 것이 아닙니다.”
윤저가 무릎을 꿇고 아뢰었다. 태종이 후궁이 많으니 이를 삼가
라는 것이다. 대신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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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대신의 도리는 먼저 임금의 나쁜 마음을 꾸짖어 바른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윤저가 비록 배우지 않았으나 학문이 여기에 이
르렀으니 훌륭하다.”
태종이 웃으며 김여지에게 말했다. 이어 태종은 왕세자 양녕대
군을 가까이 오게 한 후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태상왕을 따르면서부터 오늘에 이르렀고, 또 내가
잠저에 있을 때에 서로 보호한 사람이다. 정직하고 의를 좋아하는
일에 누가 이 사람을 따르겠느냐? 너는 나이가 어리니 마땅히 독실
하게 믿고 공경하여 무겁게 여겨야 한다.”
“삼가 명심하겠습니다.”
양녕대군이 머리를 조아렸다.
“신이 이미 늙었으니 주상의 은덕을 입을 뿐입니다. 어찌 세자
저하의 치세까지 조정에 남아 있겠사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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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저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태종은 윤저에게 자신의 말안
장을 하사했다. 윤저가 황공하여 사양하자 태종이 말했다.
“경이 사양하는 것은 잘못이다. 내가 주는 것이니, 오늘 받았다
가 후에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상관없다.”
살곶이는 태종의 놀이터이기도 했다. 그는 걸핏하면 살곶이로
매사냥을 다니다가 세종에게 양위하고 상왕으로 물러났다. 그는
자신의 무덤을 미리 만들어놓고 살곶이 내를 건너 자주 행차했다.
광나루에서 매사냥을 즐기고, 살곶이에 있는 낙천정과 풍양이궁에
서 지내는 날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물이 깊은 살곶이 내를 건너는
것이 번거로웠다.
“수행원들이 많아서 내를 건너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돌다
리를 놓도록 하라.”
세종 2년(1420년) 5월 태종은 영의정 유정현과 박자청에게 지시
하여 살곶이 내에 돌다리를 놓게 했다. 이에 유정현과 박자청이 돌
다리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돌다리가 완공되기도 전에 태종이
승하했다.
세종은 학문을 좋아하는 임금이었다. 그는 살곶이 내에 행차를
하지 않았기에 다리 공사는 중단되었다.
살곶이는 강원도와 충주에서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여
다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성종이 양주목에 명을 내려 살곶이
에 돌다리를 다시 놓도록 하였다. 물이 깊어 돌다리를 놓는 일이 몹
시 어려웠으나 한 승려가 방법을 고안하여 다리를 완공했다.
“임금이 살곶이에 있는 다리를 제반교, 왕심평에 있는 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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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교永渡橋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 두 다리는 모두 돌로 쌓은 것으
로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이 다리를 밟아 건너다니는 자가
줄을 잇지만 어느 누구도 임금이 이름을 지은 다리라는 것을 모른
다. 옛일이 잊혀지는 것이 많아 이 사실을 기록한다.”
이규경이 자신의 문집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에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돌다리를 놓은 승려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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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문장가인 서거정이 살곶이에 대해 쓴 시다. 어느 날 조
선의 선비가 외지에 나가있다가 돌아오는데 아들들이 마중을 나와
술을 권하고, 선비는 흡족하여 술에 취한다. 선비는 무슨 일로 외지
에 있다가 돌아오는 것일까? 아마 외지의 수령으로 부임했다가 임
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일 것이다. 가족들의 환영을 받은 선비는
행복하다. 가족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즐겁게 술을 마신다. 그러
나 때아닌 비바람이 불어 귀갓길을 재촉한다. 시인은 선비 가족의
즐거운 저녁 한때를 서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살곶이는 한강에 놓인 돌다리로 한문으로는 전곶箭串으로 쓴다.
살곶이는 청계천이 중랑천과 만나 한강으로 흘러드는 지역이다.
이곳은 평야가 넓고 풀과 버드나무가 무성하여 조선 초부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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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말을 먹이는 마장馬場(목장), 또는 군대의 열무장閱武場(훈련장)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경치가 좋아 시인ื묵객들이 즐겨 찾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
람이 한양을 오가는 길목이기도 했다.
현재 지하철 한양대역 성동교 쪽에 복원한 살곶이다리가 있다.
살곶이는 서거정 등이 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은 <한도
십영漢都十詠> 중 광나루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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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는 유난히 정자가 많았다. 시골 어느 마을에 가도 정자 하
나쯤은 있기 마련이고 강이나 내川가 있는 곳에는 대부분 정자가
있었다. 정자는 선비들이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던 곳이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한강 강변에도 수많은 정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세종 때 어느 해 여름의 일이다.
날씨가 푹푹 찌고 있었다. 가뭄이 여러 날 계속되어 백성들이 고
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세종에게 들려왔다.
‘비가 오지 않느니 큰일이구나.’
세종은 집현전에서 책을 읽다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을
쳐다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천천히 집현전을 나와 희정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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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갔다. 비가 오지 않아 희정당에서 열린 경연에서도 가뭄 대책이
논의되었다.
“전하, 기우제를 지내야 하옵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아뢰었다.
“기우제를 지낸다고 비가 오겠는가? 내가 직접 들판을 살펴야
하겠다.”
세종은 경연을 파하고 변복을 한 뒤에 대궐을 나섰다. 내시들이
부랴부랴 뒤를 따르고 호위 군사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왔
다. 세종은 양화진 쪽으로 말을 달렸다. 들판은 비가 오지 않아 흙
먼지가 풀풀 일어나고 밭곡식이 말라죽고 있었다. 논에도 물이 없
어서 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었다.
‘가뭄이 심해 가을이 되어도 추수할 것이 없겠구나.’
세종은 들판의 풍경을 보고 가슴이 답답했다. 농부들이 한강에
서 물을 져 나르고 있었다. 그러나 물을 퍼다가 드넓은 들에 물을
대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한참을 가자 사람들이 불볕 속에서 우물
을 파는 것이 보였다. 사람들은 세종이 평복 차림이었기 때문에 임
금인지 모르고 있었다. 세종은 대신들과 군사들을 멀리 떨어져 있
게 하고 농부들에게 가까이 갔다.
“무엇들을 하고 있소?”
세종이 농부들에게 물었다.
“보면 모르오? 우물을 파고 있소.”
“그런데 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요?”
“지쳐서 그렇소. 시원한 탁주라도 한 사발 마시면 기운이 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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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럼 내가 대접하리다.”
세종은 군사를 시켜 탁주와 안주를 사오게 한 후 농부들에게 먹
게 했다.
“가뭄 때문에 보리와 밀을 거두지 못했는데 무엇으로 연명하오?”
“풀죽을 쑤어 먹고 있소.”
“이 마을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소?”
“굶주리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소?”
“중국의 요 임금은 백성들이 굶주리면 자신의 탓이라고 했었는
데⋯.”
세종은 명을 내려 굶주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식량을 보내주도
록 했다. 농부들과 헤어져 한강 가까이 이르자 새로 지은 정자 하나
가 보였다.
“날씨가 몹시 덥다. 저 정자에 올라가서 쉬자.”
세종이 대신들에게 말했다. 대신들이 세종을 모시고 정자로 올
라갔다.
“이 정자는 누구의 것이냐?”
세종이 한강을 살피면서 물었다.
“효령대군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 둘째 형님의 것이 아니냐? 속히 모시고 오라.”
세종이 영을 내리자 대신들이 효령대군을 불러왔다.
“전하, 어찌하여 이런 누추한 곳에 납시었습니까?”
“가뭄이 심해 백성들의 삶을 살피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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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형제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때 서쪽 하늘에서 검은 구
름이 몰려오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전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효령대군이 기뻐하면서 말했다.
“그렇습니다. 형님의 정자에 오니 비가 옵니다.”
세종도 하늘을 보면서 흐뭇해했다.
“전하께서 가난한 백성들을 살펴주시니 하늘이 감동하여 비를
내리는 것입니다.”
“두보의 시에 좋은 비는 때를 알고 내린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
니 제 마음이 기쁩니다.”
세종이 말한 두보의 시는 <춘야희우春夜喜雨>(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다.



Ử⋯ᳵ⋴▉Ḍᳩụẙ

≊᠃Მ⇇℃⅗Ἃἃ



ླ䴞⸛ᱸㇶ

ᛃℳ⅏་❯ੳ፯ಣ



⮬ᱛѹⲲ⭕

ᗣᾏᑯᅗᗓᅋᄻᱣᐯຣέ 

䳞仞░ޛདྷ

ᭋ፫ᾅℳ⛈⛈ㅇᎋᓻ℃⇀Ჟಣ

▚⢟㍦❗㚨

세종은 두보의 시를 인용하여 가뭄에 때맞춰 내린 비를 기쁜 비
라고 말한 것이다.
“형님은 이 정자 이름을 지으셨습니까?”
“아직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비가 와서 기쁘다는 뜻으로 기쁠 희喜자와 비 우雨자
를 써서 희우정喜雨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세종은 효령대군과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비는 하루종일 쉬지
않고 내려 가뭄에 목말라하던 땅을 흡족하게 적셨다.
효령대군은 세종이 이름을 지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여 글씨
로 이름을 날리던 부제학 신장에게 글씨를 쓰게 하고 문장을 잘 짓
는 변계량에게 내용을 기록하게 했다.
세종은 이후 자주 희우정에 들러 백성들이 농사 짓는 모습이나
군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살피기도 했다.
효령대군이 나이가 들자 희우정을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잡초
가 무성하고 정자가 기울기 시작했다. 성종의 형 월산대군이 퇴락
한 희우정을 효령대군에게 물려받아 새로 수리했다.
월산대군은 병약한 인물이었다. 인수대비의 음모로 왕위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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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못하고 동생 자을산군(성종)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눈물을 삼
키면서 지켜보아야 했다. 성종은 형인 월산대군에게 그 점이 항상
미안했다.
“형님이 임금이 되셔야 했으나 아우가 되었습니다. 형님께 송구
스럽습니다.”
하루는 성종이 월산대군에게 조용히 말했다.
“하늘의 뜻이 그런데 어찌하겠습니까? 저는 아무런 욕심이 없
습니다.”
월산대군이 의아한 표정으로 성종의 눈치를 살폈다.
“새로 얻은 정자는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듭니다.”
“경치가 좋습니까?”
“여름 경치도 좋지만 겨울에 눈이 내리고 나면 지극히 아름답습
니다. 한성 십경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름을 하나 지어 드리겠습니다.”
성종은 멀리 바라본다는 뜻으로 희우정을 망원정望遠亭이라고
지어주었다. 월산대군은 성종이 대신들에게 형제애를 과시하는 것
이라고 생각했다.
‘형님은 정자에서 경치나 구경하면서 지내십시오.’
성종이 망원정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속내였다.
월산대군은 부인 박씨와 함께 망원정에 올라 눈 오는 벌판을 구
경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눈이 오는 벌판을 정자에서 내다보고 있으니 세상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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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소.”
어느 해 눈 오는 날 월산대군이 망원정에서 박씨의 손을 잡고
말했다. 월산대군의 부인 박씨는 박원종의 누이로 한양에서 첫손
가락에 꼽히는 미인이었다.
“사랑하는 대군 나리와 눈 구경을 하고 있으니 소첩도 좋습니다.”
박씨가 다소곳이 대답했다. 망원정 앞의 설경은 누가 보아도 황
홀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사방이 하얗게 눈으로 덮여 신세계가 펼
쳐진 것 같았다.
“나는 병이 있어서 곧 죽을 것이오.”
“나리께서 죽으면 저도 따라 죽을 것입니다.”
“약속할 수 있소?”
“어찌 제가 거짓을 말씀드리겠습니까?”
“핫핫! 농이오. 내가 왜 부인이 죽는 것을 바라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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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은 더욱 자욱하게 내리고 있었다. 갈대숲이며 한강변의 수양
버들에도 눈꽃이 하얗게 피었다.
“나리를 따라 죽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절개를 지킬 것입니다.”
박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농이라고 하지 않았소? 우리 눈 속으로 나갑시다. 우리 함께 눈
위를 뛰어봅시다.”
“누가 보면 어찌합니까?”
“누가 보면 어떻소? 젊은 남편과 부인이 눈 속에서 뛰어노는데⋯.”
월산대군이 유쾌하게 웃으면서 박씨의 손을 잡고 눈밭으로 뛰
어나갔다. 박씨도 깔깔대면서 즐거워했다.
월산대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 박씨는 월산대군을 따라
죽지는 않았으나 종실 집안의 부인으로 법도를 잘 지키면서 살았
다.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새 임금이 되었다. 그는 조선시대에 가장
잔인했던 폭군으로 음란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 오죽하면 연산군
과 관련하여 이런 이야기도 전해진다. 어느 날 연산군은 월산대군
의 부인 박씨를 대궐로 불러들여 강제로 정을 통했다. 박씨는 그 일
로 임신을 하게 되자 수치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했다는 이
야기다.
월산대군은 눈 덮인 양화벌의 겨울 경치를 좋아했다. 양화는 한
강 하류 양화대교 일대를 일컫는 것으로 봄 경치도 아름답지만 겨
울에 눈이 하얗게 내렸을 때 눈을 밟으면서 걷는 경치가 일품이다.
그래서 강희맹이나 서거정 등이 양화진의 겨울 풍경을 <한도십영>
으로 꼽으면서 시로 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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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정은 그 이후 수백 년 동안 비바람을 맞으면서 서 있었으나
을축년 대홍수 때 유실되었다. 강변북로에 있는 지금의 망원정은
복원된 것이다.
옛사람들이 눈 오는 날 걸었던 망원정 앞 양화 들판은 오늘날
한강 공원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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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들은 한강에서 뱃놀이 하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 선비들
은 술과 안주를 푸짐하게 준비하여 기생들까지 태우고 뱃놀이를
즐겼다. 선비들은 기생들의 노래를 듣고 시를 주고받는 수창酬唱을
하면서 풍류를 즐겼는데 이러한 까닭에 기생 문화도 더불어 발달
했다. 선비들은 시골이라도 두셋만 모이면 시회詩會를 연 후 기생을
불러 경치 좋은 산이나 냇가의 정자에서 시를 읊었다.
한양에서는 북한산 골짜기나 경치 좋은 한강의 강변에 있는 정
자에서 시회를 즐기기도 했으나 선유봉 일대를 오가면서 즐기는
뱃놀이도 크게 성행했다.
한강의 뱃놀이는 잠두봉에서 하류를 따라 10리를 오르내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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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루어졌다.
한강의 뱃놀이를 그린 신윤복의 <주유청강>을 보면 놀잇배에
커다란 차일이 처져 있고 그 아래 갓을 쓴 양반 셋과 기생 셋, 사공
한 명과 대금을 불고 있는 악사 한 명이 보인다. 배 뒤쪽의 깎아지
른 듯한 절벽은 잠두봉으로 추정된다. 아니면 지금은 사라져 흔적
을 찾을 수 없는 선유봉일 수도 있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생
한 명은 배의 중앙에서 선비에게 안긴 채 긴 장죽을 피우고, 뱃머리
쪽에 있는 기생은 생황을 불고 있고, 마지막 한 명은 뱃전에 기대어
두 손으로 강물을 희롱하고, 선비 한 사람이 옆에서 턱을 받치고 아
리따운 그 모습을 들여다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비는 강물을 희롱하는 기생을 보면서 무어라고 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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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 풍성한 치맛자락과 화려한 두레머리의 기생이 물을 희롱하
는 모습에서 뱃놀이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다. 그림을 가만히 들
여다보고 있노라면 기생들의 낭랑한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들릴
것만 같다.
바람은 잔잔하고 취흥은 도도하다. 기생들이 노래를 부르고 나
면 창화唱和가 시작된다. 창화는 노래를 부르듯이 소리를 내어 시를
주고받는 것이다.
명종 연간에 성산월이라는 기생이 있었다. 성산월 이야기는 여
러 문집에 전하는데 좌찬성을 지낸 민제인과의 사랑 이야기가 유
명하다.
민제인은 젊은 시절 학문이 뛰어났으나 과거에 낙방했다. 실망하
여 낙향하려고 한강변에 이르러 자신이 지은 <백마강부>를 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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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기생 성산월이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었다.
‘어떤 선비가 이토록 아름다운 부를 읊는가?’
성산월이 언덕을 살피자 수양버들 아래서 선비가 부채를 한가
하게 흔들고 있었다.
“그대가 부를 읊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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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소?”
“어찌하여 부를 읊는 것이오?”
성산월이 민제인에게 혼자서 부를 읊는 까닭을 물었다.
“이 시는 내가 지은 백마강부인데 과거에 낙방을 하여 울적한
심사를 달래기 위해 읊고 있었소.”
민제인이 우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성산월이 <백마강부>를 살
피자 고금에 드문 훌륭한 시였다. 그녀는 민제인에게 <백마강부>
를 치맛자락에 써달라고 하여 고관대작들의 잔치에 나가 읊었다.
“누구의 부賦인가?”
고관들이 성산월에게 물었다.
“이 시가 어떻습니까?”
“고금에 드문 훌륭한 시다.”
“그런데 어찌하여 과거에 낙방시켰습니까?”
“이게 과거에 낙방한 시란 말이냐? 그렇다면 채점이 잘못된 것
이다.”
고관들은 임금에게 아뢰어 특별히 재시험을 치르게 했다. 이에
민제인이 당당히 과거에 급제했다. 민제인은 이후 윤원형에게 아
부하여 높은 벼슬을 지냈고 을사사화 때 많은 선비들의 죽음에 일
조하여 비난을 받았다. 벼슬이 좌찬성에까지 이르렀으나 탄핵을
받아 귀양을 간 뒤에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지내다가
죽었다.
성산월은 미색이 출중하고 노래를 잘 불러 한양 장안 선비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성산월이 어느 날 선비들의 한강 뱃놀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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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받았다. 뱃놀이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술에 취한 선비 한 사람
이 성산월을 희롱했다. 성산월은 분개하여 뱃놀이를 중단하고 배
에서 내려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둑을 따라 걸었다. 그녀가
걷는 동안 어느새 날이 어두워지고 비까지 내렸다.
‘비옷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지?’
성산월은 비 오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인가를 찾아서 쉬어가야 하겠구나.’
성산월은 어둠 속에서 인가를 찾아 헤매다가 길을 잃었다. 한참
을 찾아다니는데 문득 강가에 희미한 불빛이 하나 깜박이는 것이
보였다. 성산월이 불빛을 찾아가자 허름한 초가가 한 채 있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방 안의 선비가 책을 읽는 소리가 낭랑
하게 들려왔다. 성산월은 방에 들어가 비를 피해야겠다 생각하고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젊은 선비가 문을 열었다.
“저는 장안의 기생으로 선비들의 뱃놀이에 불려 왔다가 돌아가
는 길에 비를 만났습니다. 날은 어둡고 길을 찾을 수 없으니 부디
하룻밤 쉬어 가게 해주십시오.”
성산월은 선비에게 공손하게 사정했다. 선비는 비 오는 밤중에
홀연히 나타나 문을 두드린 성산월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장안의 기
생 중에 미인이라고 소문난 성산월이었다. 화려하게 단장을 한 여
인이 비까지 맞자 처연한 요기가 느껴질 정도로 아름다웠다. 선비
는 성산월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요괴가 어디 민가까지 와서 책 읽는 선비를 희롱하느냐?”
선비가 눈을 부릅뜨고 성산월에게 호통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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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괴라니 당치 않습니다. 선유봉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성산월은 당황했으나 다시 사정했다.
“닥쳐라. 선유봉에 아무리 뱃놀이하는 사람이 많기로서니 요괴
가 사람을 흉내 내느냐? 썩 물러가라.”
선비는 문을 쾅 닫고 요괴를 쫓아내는 옥추경을 외기 시작했다.
성산월이 다시 문을 두드리고 사정했으나 끝내 열어주지 않았다.
‘별난 선비로다.’
성산월은 비가 오는데도 밖에서 밤을 새우려니 처량했다. 그러
나 선비가 꽉 막혀 있어서 도무지 방법이 없었다. 성산월은 툇마루
에 앉아 어둠 속에서 흘러가는 한강을 보면서 선잠을 잤다. 이내 날
이 부옇게 밝았다. 성산월은 문을 두드려 선비를 깨운 뒤에 다음과
같이 호통을 친 뒤에 떠났다.
“이 불쌍한 서생아, 너는 장안의 명기 성산월이라는 이름도 들
어본 일이 없느냐?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성산월이다. 평소 같았으
면 너 같은 서생이 감히 나를 만날 수나 있을 것 같으냐? 내가 비를
만나 애걸까지 했는데 거절했으니 너는 복 없는 사내로다!”
선비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성산월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
지도 못했다. 성산월을 알아보지 못한 선비는 첨정 김예종인데 장
안의 명기 성산월을 몰라보았다고 훗날 풍류객들의 조롱을 받았다.
한강의 뱃놀이는 단순한 뱃놀이가 아니다. 시가 있고, 가무가 있
고, 아리따운 여인들이 있다. 강변의 기암절벽이나 수양버들은 세
외선경인 듯 아름다웠다. 그래서 조선의 시인이나 화가들은 한강
의 뱃놀이를 선유仙遊, 즉 신선들의 놀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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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뱃놀이는 중국까지 널리 알려져 조선에 오는 사신들은
반드시 뱃놀이를 하고 싶어 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일본은 동래성을 함락시킨 뒤에
파죽지세로 한양을 거쳐 평양까지 진격했고 선조 임금은 의주까지
몽진을 갔다. 조선은 명나라에 구원을 청하여 해가 바뀌자 명군의
도움으로 평양과 한양을 탈환했다. 이후 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
들자 일본은 명나라에 강화 회담을 제안했다. 명나라는 일본의 제
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관작을 주기
위해 이종성을 책봉일본정사, 양방형을 부사에 임명하여 조선으로
보냈다. 이들은 1595년 4월 28일 한양에 도착했고, 선조는 모화관
에서 이들을 맞이했다. 의례적인 인사가 오간 뒤에 명나라 사신들
은 뱃놀이를 하고 싶다고 청했다.
“비가 오는데 어찌 뱃놀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들이 반대했다.
“조선에 왔는데 어찌 한강에서 뱃놀이를 하지 않겠소?”
명나라 사신들은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어조로
한강 뱃놀이를 청했다.
“그럼 비가 그치면 뱃놀이를 하라.”
선조는 마침내 사신들의 뱃놀이를 윤허했다. 며칠 전까지 큰비
가 내려 한강은 물이 넘치고 있었다. 조선은 접대도감에 황신을 임
명했다.
황신은 1588년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대사헌, 호조판서 등을 역
임하고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일을 여러 차례 맡았다. 그는 명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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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심유경과 함께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오기도 한 외교통이었다.
‘남쪽에서는 전쟁이 한창인데 사신이 뱃놀이라니⋯.’
황신은 썩 내키지 않았으나 비가 그치자 명나라 사신들을 데리
고 한강으로 나갔다. 한강은 며칠 전에 내린 비로 붉은 흙탕물이 콸
콸대고 흐르고 있었다.
“물이 참으로 많소.”
명나라 사신들이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다.
“며칠 전까지 비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경치는 아름답소. 수양버들이 유난히 많아서 아국의 강
남에 온 것 같소.”
명나라 사신들은 양화도에 이르러 강변의 수양버들을 구경했다.
“잠두봉에 오르시겠습니까?”
“아니요. 배를 탑시다.”
사신들은 잠두봉에 오르지 않고 곧장 배를 띄우게 했다. 황신은
명나라 사신들을 배에 오르게 했다. 물결을 따라 내려가 거의 십 리
쯤 지나 강 마을 절벽 아래에 이르렀다.
“오랜 비가 내린 뒤에 날이 개었으나 강물이 조금도 줄지 않고
넘실거려 물살이 몹시 거칩니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기가 어렵
고 도성에 도착하면 야심한 시각이 될 것입니다.”
황신은 역관 남호정을 통해 물길이 너무 멀다고 사신에게 말했
다.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 물결을 거슬러 배로 올라가지 말고 육로
로 가자고 말한 것이다.
“큰 바다에 이르렀다가 올 때 꼭 강변에서 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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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 사신들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들도 장마 때문에 거칠게
흐르는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배를 타고 싶지 않았으나 접대
하는 조선인들을 희롱한 것이다.
“선유봉에 주연을 준비했습니다.”
황신은 명나라 사신들을 데리고 선유봉에 이르러 술을 대접했
다. 기생들은 없었으나 사신들은 강산의 풍경이 좋다는 칭찬을 아
끼지 않았다.
“전에 아국 사신이 왔을 때는 접반사 등이 반드시 사신과 창화
했는데 지금은 어째서 하지 않는가?”
사신들이 황신에게 물었다. 이종성과 양방형은 명나라에 귀국
한 후에 한강에서 창화를 했다고 자랑을 하려 했으나 접대하는 조
선인들이 응하지 않고 있었다. 조선인들은 명나라가 5만 군사를 파
견하여 조선을 구원했기 때문에 극진하게 대접했으나 전시에 시를
짓고 놀 수는 없어서 거절한 것이었다.
“국가가 난리통이라 모든 신하들이 시를 짓는 데 뜻이 없기 때
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황신이 눈살을 찌푸리고 대답했다.
“지금은 비록 이러하나 우리가 귀국할 때는 만조백관이 모두 시
를 지어 전별해야 하며 국왕도 시를 내려주셔야 한다. 한갓 우리 마
음속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으니 이 말을
잊지 마라.”
사신들이 오만하게 말했다. 황신은 불쾌했으나 마음속으로 삭
이고 응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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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가무를 잘하는 동자(어린 소년)를 며칠 내로 빨리 뽑아
서 데려오라.”
명나라 사신은 황신에게 이런 요구까지 했다. 황신은 조정으로
돌아오자 이와 같은 사실을 낱낱이 보고했다. 이종성과 양방형은
일본과의 협상을 위해 조선에 파견되었으나 오히려 놀이에만 몰두
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이다. 그들은 조선에 들어온 지 열흘이
지나자 경회루 연못에서 배를 띄우고 잔치를 열었다. 경회루는 일
본군이 철수하면서 불태웠으나 연못은 그대로 있었다. 명나라 사
신들은 조선인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노래 부르는 어린 소년들을
데려다 배에서 술을 마셨다.
“경회루가 불타기 전에는 어떠했는가?”
사신들이 역관 남호정을 불러 물었다. 남호정이 경회루에 대해
서 자세하게 설명했다.
“일본인들이 한스럽고 밉살스럽다.”
명나라 사신들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옛 무덤에선 슬픈 감정이 일고 종묘에선 공경심이 발한다. 이
는 천고에 불변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경회루 연못에 배를 띄우고
소요하며 환락을 극도로 즐기니 나는 그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선조가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명나라 사신들이 모두
오만한 것만은 아니었다. 인조 4년(1626년) 중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역시 선유봉을 찾았다. 인조는 도승지 이홍주를 보내 여러 가지
선물을 전했다.
“매양 신하들을 보내 선물을 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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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 사신은 겸손하게 사례했다. 그들은 배를 타고 강변의 경
치를 감상했는데 기생도 부르지 않고 조용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유봉에 이르르자 해가 이미 저물었기에 촛불을 밝히고 배를 돌렸
다.
“여러분께서 조선왕의 성의을 받들어 여러 차례 조용한 기회를
만들어 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조선왕은 밝고 거룩하시니, 여
러분은 잘 섬기십시오. 상봉한 지 오래지 않아 헤어질 날이 벌써 다
가오니, 슬픈 마음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명나라 사신은 조선인들에게 깊이 사례했다.
선유봉은 신선들이 노는 봉우리라는 뜻이다. 뱃놀이가 얼마나
성행했으면 이와 같은 이름이 지어졌을까. 뱃놀이에는 기생들이
빠지지 않기에 그녀들의 노랫소리와 낭자한 웃음소리가 출렁이는
강의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올 것만 같다.
선유봉은 주변 경치가 수려하여 많은 시인ื묵객들이 찾았다.
허목의 《미수기언》에 의하면 옹점에서 배를 타고 노를 저어 서
강으로 내려가 잠두봉 아래에 이르러 빗속에 선유봉을 보고 양화
나루를 건너 행주산성에 이르렀다고 한다.
선유도 뱃놀이 경로는 대체로 잠두에서 시작하여 선유봉을 돌
아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선유봉은 한강 하류의 명승지로서 시인ื묵객들의 풍류와 정취
가 어려 있고, 맑고 푸른 강가에 우뚝 솟은, 이제는 볼 수 없는 그 수
려한 봉우리의 모습은 겸재 정선의 화첩 중 <양천팔경>에 남아 지
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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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의 물결에 휩쓸려 그림으로 밖에 남지 않은 선유봉은 그
곳에 정수장이 건설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잃게 되었고, 선유도
를 둘러싼 한강 유역은 수질 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선유도공원을 건설, 옛 정수장의 시설을 활용하고
각종 수생식물과 숲을 조성하여 서울 시민의 휴식과 환경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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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캄한 밤중이었다. 한 사내가 삐거덕거리는 나룻배를 타고 한
강을 건너 노들나루에 이르렀다. 그는 망태 하나를 들고 노들강변
의 야산으로 비틀거리며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의 뒤에는 하인 박
서방이 지게를 지고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캄캄한 어둠 속이라 산
을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게다가 어두운 하늘에서 내리는 빗
발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나리, 비가 옵니다.”
박 서방이 밤중에 산을 올라가는 것이 싫은 듯 투덜거렸다. 그는
걸음을 재촉하다가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도 무심하지 않아 눈물을 흘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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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쳐다보는 사내의 눈에도 이슬이 맺혔다.
“비가 오는데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박 서방이 다시 말했다.
“내가 삯을 후하게 쳐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비가 오니까 오싹합니다.”
“충신을 위한 일이다.”
“충신이요?”
“그래. 우리가 아니면 누가 충신의 시신을 안장시키겠느냐?”
“소인은 귀신이 나올까 봐 무섭습니다.”
박 서방이 부르르 몸을 떠는 시늉을 했다. 그는 풀숲을 헤치고
야산의 정상으로 올라갔다.
‘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구나. 충신들이 누워서 강을 볼 수 있
겠어.’
사내는 한강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한강 너머에
는 대궐이 있고, 대궐에는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이 있었다. 그는
충신들이 대궐을 바라보는 것을 꺼려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
서 한강에 등을 돌린 방향에 터를 잡았다.
“여기가 좋겠구나. 지게를 내려놓고 땅을 파자.”
사내가 사방을 둘러본 뒤에 말했다. 박 서방이 지게를 내려놓고
이마의 땀을 훔쳤다. 사내는 준비해 온 삽으로 남쪽 비탈에 땅을 파
기 시작했다. 6월 장마철이라 비가 자주 내려 땅을 파는 일은 어렵
지 않았다. 그래도 여름철이라 온몸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었다. 박
서방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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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 우는 소리가 음산하게 들렸다. 그는 쉬지 않고 땅을 팠다. 이
내 묘혈이 만들어졌다. 사내는 망태에서 베로 소중하게 감싼 것을
꺼내 묘혈에 묻고 봉분을 만들었다. 사내는 봉분 앞에 일종의 비석
인 목패를 세웠다.
“성씨지묘成氏之墓라⋯.”
사내는 귀신처럼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성씨의 묘라는 뜻이다.
조선시대 비석을 세울 때는 대부분 벼슬과 이름을 넣는다. ‘참판 이
공 아무개묘’, ‘가선대부 김공 아무개묘’라는 식으로 써넣고 생전
에 벼슬을 하지 않았다면 ‘현고학생 아무개묘’라고 써넣는다. ‘성
씨지묘’라고 성만 써넣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내는 옆에 또 묘혈을 팠다. 숨이 차고 힘이 들어 호리병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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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한 술을 마시고 다시 묘혈을 판 뒤에 봉분을 만들었다. 이번에는
‘유씨지묘兪氏之墓.’였다. 이어 그는 ‘박씨지묘’, ‘김씨지묘’, ‘이씨지
묘’, ‘하씨지묘’를 차례로 세웠다.
그가 일을 모두 마친 것은 날이 훤하게 밝아오고 있을 때였다.
그는 밤새도록 무덤을 판 것이다.
봉분에 목패까지 세우자 그는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른 뒤에 절을
했다.
‘충신의 변하지 않는 붉은 마음이 천년만년이 지나도 저 한강에
흐르리.’
사내는 빗발이 흩뿌리는 한강을 내다보면서 슬픔에 잠겼다. 그
의 이름은 김시습, 약관 23세였다.
김시습은 성삼문, 하위지, 김문기, 유응부, 박팽년, 이개 등 사육
신의 시신을 묻었다. 시신이 온전히 남아 있지 못해 일부만 수습하
여 매장한 것이다.
김시습이 이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하지 않았다면 사육신의
무덤은 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설에서는 성삼문의 사위 박임경
이 매장했다고도 한다.
김시습은 생육신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세종 17년(1435년)
에 태어났는데 생후 8개월에 글 뜻을 알고 세 살 때 글을 지을 정도
로 타고난 천재였다.
다섯 살 때에는 《중용》, 《대학》을 읽고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신동
이라 불렸다. 세종대왕이 그 소문을 듣고 김시습을 궁궐로 불렀다.
“네가 시를 지을 줄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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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 김시습에게 물었다.
“예.”
김시습이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삼각산으로 시를 지어 보거라.”
세종이 영을 내리자 김시습은 삼각산 쪽을 한 번 쳐다보더니 순
식간에 시를 지었다.

᩻׀ᩯᛈℳ⸷ጷ⼗℃ၪᾇܫ
Ύᄻֿᝀฏ℃ᚳ፫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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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살 어린아이에 불과한 김시습이 지은 시였다. 세종이 크게
감탄하여 김시습에게 비단 50필을 상으로 하사했다. 어린 김시습
이 무거운 비단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시험해 보려고 한 것이다. 그
러자 김시습이 비단 끝을 묶어서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기재로다.”
세종은 무릎을 치면서 웃었다.
김시습은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즉위했을 때 삼각산 중
흥사에서 학문을 닦고 있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사흘 동안 통곡
한 뒤에 책을 불사르고 하산했다. 그러나 단종은 이미 상왕으로 물
러났고 세조가 즉위해 있었다. 한낱 서생인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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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조가 즉위하고 2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단종복위운동
이 일어났다. 단종복위운동은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모화관에서
사육신이 세조를 암살하려다가 동료인 김질의 배신으로 발각되어
실패로 끝이 났다.
사건은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태평관에서 성승과 유응부가
세조의 운검을 설 때 단칼에 베어버리려는 계획으로 시작되었다.
성삼문 등 사육신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나 당일 뜻밖에 한명
회가 무슨 낌새를 눈치 챘는지 운검을 취소했다.
“거사를 연기해야 합니다.”
성삼문 등은 당황하여 거사를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연기하면 아니되오.”
성승과 유응부 등은 거사를 밀고 나가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
삼문 등이 강력하게 연기를 주장하여 관철시키면서 단종복위운동
은 실패로 돌아갔다. 동료인 김질은 거사를 연기하게 되자 불안하
여 안절부절하다가 장인인 정창손에게 달려가 밀고했다. 이에 정
창손이 한밤중에 대궐로 달려가 세조에게 고했다.
“역모가 일어났다. 그놈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대궐이 발칵 뒤집히고 세조는 성삼문 등 사육신을 잡아들여 잔
인하게 고문했다. 성삼문, 박팽년, 이개, 하위지, 성승, 유응부 등 사
육신은 불로 지지는 낙형을 당하면서도 단종을 위한 절개를 굽히
지 않았다.
“네가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하겠다.”
세조는 사육신의 변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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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의 형벌이 참으로 독합니다.”
성삼문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세조를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리라고 불렀다. 박팽년은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다.
“이개, 하위지, 성삼문, 박중림, 김문기, 유응부, 박쟁, 송석동, 권
자신, 윤영손 등이 결당하여 어린 상왕을 끼고 나라의 정사를 마음
대로 할 것을 꾀하여, 6월 초하루에 거사하려고 하였으니, 그 죄는
능지처사에 처함이 마땅하옵니다. 적몰과 연좌도 아울러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의금부에서 아뢰었다.
“아뢴대로 하라. 역적의 아들들을 모조리 교수형에 처하고, 어미
와 딸, 처와 첩, 형제, 자매와 아들의 처첩은 변방 고을의 노비로 보
내라.”
세조가 영을 내렸다. 세조 2년(1456년) 6월 8일의 일이었다. 군
기감(무교동) 앞에서 사육신을 처형하게 되었다. 군기감 앞으로 수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고 문무백관들이 늘어선 가운데 사육신을 실
은 수레가 끌려오기 시작했다. 사육신의 한 사람인 성삼문도 수레
에 실려 처형장으로 끌려나갔다.

ฤฤฤᝀᭋ፫ℳᑨᯧ℃Ⅻ⛈⼗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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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삼문은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절명시絶命詩(죽을 때 남기는 시) 한
편을 지었다. 김시습은 삼각산에서 하산하여 방랑을 하다가 충신
들이 사형을 당하러 가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아팠다. 거리는 사
육신의 처형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메워지고 있었다. 군중들 속
에는 집현전에서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던 성삼문의 동료들도 있
었다.
“그대들은 새 임금을 도와서 태평성세를 이룩하라. 나 성삼문은
돌아가 옛 임금을 지하에서 뵙겠다.”
성삼문이 동료들에게 웃으면서 말했다. 그의 동료들은 차마 대
답을 하지 못했다. 성삼문이 말한 옛 임금은 세종과 문종을 일컫는
것이었다. 성삼문은 자애로운 세종의 모습을 떠올리자 가슴이 미
어지는 것 같았다.
“경은 이 아이를 잘 돌보겠는가?”
하루는 세종이 어린 단종을 안고 있다가 성삼문에게 물었다. 세
종은 세자인 문종이 병약하고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권력 투쟁을
벌일 조짐을 보이자 단종의 앞날이 걱정되었던 것이다.
“성상께서는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신은 목숨을
바쳐 세손 저하를 보필할 것이옵니다.”
성삼문은 목이 메어 그렇게 대답했다.
“경도 나의 부탁을 들어주어야 한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대들 집현전 학사들뿐이다.”
세종이 신숙주에게 말했다.
“망극하옵니다. 신이 어찌 충성을 바치지 않겠사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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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주도 당연하다는 듯이 머리를 조아렸다.
“그대들이 세손을 잘 보필하겠다고 하니 내 마음이 흡족하다.”
세종은 만족하여 그들에게 술을 하사했다. 세종이 승하한 후 문
종이 즉위했다. 문종의 병환은 갈수록 깊어졌다. 그는 집현전의 여
러 신하를 불러 촛불을 켜고 학문을 토론하다가 밤중이 되자, 무릎
에 세자(단종)을 앉히고 손으로 그 등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세자를 경들에게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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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은 집현전 학사들에게 술을 하사했다.
“망극하옵니다.”
학사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편히 앉아서 술을 마시라.”
문종이 편히 앉아서 먼저 술잔을 들어 권하자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 등이 모두 술에 취하여 임금 앞에서 쓰러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문종의 명을 받은 내시들은 방문 위의 인방(引枋, 출입구나
창 등의 개구부 위에 가로 놓여 벽을 지지하는 나무)을 뜯어다가 들것을 만

들어 그들을 차례로 메고 나가 입직청에 나란히 눕혀 놓았다.
그날 밤에 많은 눈이 내렸다. 이튿날 아침에 학자들이 술에서 깨
자 좋은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고, 온몸에는 담비털 이불이 덮여 있
었다. 문종이 손수 덮어준 것이다.
집현전 학사들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문종의 은혜에 보
답하기로 맹세했다. 그러나 문종이 죽고 단종이 즉위하자 수양대
군 일파는 계유정난을 일으켜 정권을 찬탈했다. 신숙주는 세종에
게 맹세한 것을 저버리고 수양대군 일파에 가담했지만 성삼문과
박팽년 등은 단종복위운동을 하다가 발각되어 처형을 당하게 된
것이다.
성삼문이 수레에 실려 끌려가면서 그 일을 떠올려보니 비통했다.
“아버지.”
성삼문의 딸이 수레를 따라오면서 애처롭게 울었다.
“어미는 어디 가고 네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냐?”
성삼문은 어린 딸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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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아아, 충신이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김시습은 슬픔을 참을 수가 없었다. 수레가 형장에 이르고 마침
내 최후의 순간이 왔다. 성삼문의 종이 울면서 술을 따라 올리자 성
삼문은 몸을 굽혀서 술을 마시고 시 한 수를 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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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ᙇ⊼قℳ❨℗ℷ⋃Ἃ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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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릉은 문종의 능이다. 성삼문은 다른 사육신들과 함께 거열형
(수레에 묶어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에 처해졌다. 그의 머리는 효수되

고 사지는 팔도로 보내져 조리돌림을 당했다.
성삼문 등의 단종복위운동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충신의 시신을 내가 수습하지 않으면 누가 수습하겠는가?’
김시습은 처참한 사형장 광경을 보고 피맺힌 눈물을 흘렸다. 처
형이 모두 끝나자 군기시 앞은 피로 흥건했다. 그러나 시체를 수습
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머리는 장대에 매달려 사흘 동안이나 오가
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이 모든 사
형 절차가 끝나야 가능했다.
김시습은 사육신이 처형되고 여러 날이 지나자 마침내 시신의
일부를 수습하여 노량진 언덕에 묻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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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는 계유정난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후 어느 날, 시를 지어
자신의 정자인 압구정에 걸었다.

⇉έᩫ⎀℃ᚳ⿷⼗ڟ



ౘέ⿷הᾏᓺㅋಣ



한명회의 시에는 야망과 기개가 느껴진다. 젊어서는 나라를 위
하여 일하고 늙어서는 조용히 땅속에 묻히겠다는 뜻이다. 한낱 궁
지기에서 시작하여 수양대군과 함께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잡은
뒤 산천초목을 벌벌 떨게 한 인물의 시로는 자못 운치가 있다.
한명회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시가 절묘하다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김시습이 압구정을 지나다가 그곳에 걸린 한명회
의 시를 보고 조롱하는 시를 지었다.

⇉έᄻጻ⠗ڟ



ౘέ᪀℃ഓᆼㅋಣ





김시습의 해학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배꼽을 잡고 웃었다. 이후
이 시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순식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사육신의 시신은 노량진 사육신공원에 안장되어 있다. 사육신
은 숙종 때에 사면되어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정조 때는 비각이 세워졌다.
사육신묘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불이문不二門이 세워져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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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한명회의 압구정은 한강을 내려다보는 방향으로 세워져 있지만
사육신 묘는 한강에 등을 돌리고 있어 수양대군을 인정하지 않으
려는 김시습의 고결한 충심을 보여주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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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ᶈ⊗⑃▉ᴵ
⊯⇗⋣₌ᾛὯ
ᳵḔᵞ∼ᵞ〉ờ

봄빛이 가득한 화폭의 뒤에는 산들이 아늑하고, 가운데는 유장
하게 강물이 흐르고, 그 앞의 낮은 언덕에 기와집 두 채가 있다. 뒤
에는 정자요, 앞에는 살림집이다. 담장을 따라 왼편에는 소나무가
몇 그루 있고 오른쪽으로는 초가가 아담한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살림집 앞에는 수양버들이 바람에 나부낀다. 강에는 돛배가 한 척
한가롭게 떠 있다.
조선시대의 화가 정선이 그린 <압구정도>라는 그림 속 풍경이
다. 지금은 정자와 초가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진경산수
화의 대가가 실제 경치를 그린 것으로 당시 압구정狎鷗亭의 생생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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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의 주인은 세조 때 영의정을 지냈으며 칠삭둥이로 불리
는 한명회였다.
성종 12년(1481년) 명나라 사신 정동이 한양에 들어왔다. 한명
회는 은근하게 명나라 사신을 압구정으로 초대하여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려고 했다.
“명나라 사신이 신의 압구정을 구경하려 하는데, 이 정자에 잠
깐 모시는 것이 어떠하겠사옵니까?”
한명회가 성종의 눈치를 살피면서 아뢰었다. 한명회는 영의정
을 지내고 영돈녕부사로 있는 원로 대신으로, 세조가 장자방이라
고 부를 정도로 책략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는 김종서와 황보인
을 죽이고 계유정난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뒤에 단종을 몰아내고
수양대군을 왕위에 등극시킨 1등 공신이었다. 게다가 그의 딸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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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에게 시집 보내 임금의 장인이기도 했다. 왕비가 된 그의 딸은 일
찍 죽었으나 한명회는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사신이 압구정을 가려고 하는 것은 정자에서 놀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면 번거로운 일이 많고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칠 것이니
거절하는 것이 옳다.”
성종은 압구정이 작고 보잘 것 없어서 구경할 것이 없다고 거절
하라는 명을 내렸다. 명나라 사신을 압구정에 초청하여 자랑하려
고 했던 한명회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압구정은 좁아서 사신이 구경할 수 없습니다.”
우승지 노공필이 명나라 사신에게 가서 거절하는 뜻을 전했다.
“좁더라도 반드시 가 보겠습니다.”
정동은 압구정에 가보겠다고 억지를 부렸다. 성종은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다음날 경연 때에 신하들에게 이 문제를 거론했다.
“내가 들으니 고관대작 중에 강가에 정자를 지은 사람이 꽤 많
다고 한다. 이제 명나라 사신이 압구정에서 놀고자 하거니와, 뒤에
오는 명나라 사신도 모두 가서 구경을 하겠다고 하면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헐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종은 한강에 있는 정자를 모두 헐어버리려고 했다. 조선의 선
비들은 경치가 좋은 한강에 정자를 지어놓고 시를 짓거나 술을 마
시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별장지대처럼 경치가 좋
은 곳에는 반드시 정자가 들어섰다.
“전하의 분부가 지당하시옵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아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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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헐어 없애도록 하라.”
성종이 영을 내렸다. 명나라 사신이 압구정을 방문하는 일은 뜻
밖의 파장을 불러왔다. 졸지에 정자를 헐어야 하는 대신들이 한명
회를 일제히 비난했다.
성종은 명나라 사신이 강경하게 압구정을 구경하겠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허락하고 말았다. 우여곡절 끝에 한명회의 뜻이 이루
어진 것이다.
“대궐의 차일을 가져다가 압구정에 치게 해주시옵소서.”
한명회가 성종에게 청했다.
“대궐의 차일은 안 됩니다.”
성종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자 이튿날 한명회가 성종에게
아뢰었다.
“신은 사신을 따라 압구정에 나갈 수가 없사옵니다.”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신의 아내가 아파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 수가 없사옵니다.”
“알겠습니다.”
성종이 불쾌하게 내뱉었다. 한명회가 압구정에서 사신을 접대
하는 것을 사양하자 대신들이 일제히 웅성거렸다.
“신이 듣건대 한명회가 명나라 사신이 압구정에서 놀고자 한다
하여 장막을 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 받지 못하자 곧 아내가 앓는
다고 거짓말하며 가지 않으려고 하옵니다. 과연 그렇다면 벌을 내
려주시옵소서.”
노사신이 아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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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가 잘못하였다. 전일 북경에 갈 때에는 아내의 병이 바
야흐로 심하여 거의 죽게 되었어도 부득이 갔는데, 지금은 하루의
일 때문에 아내가 앓는다고 사양하는 것이 옳겠는가? 내가 어진 임
금이 아니라고 해도 신하의 도리가 어찌 이러할 수 있는가? 승정원
에서 말하기를 ‘한명회가 청한 대로 허락받지 못하였으므로, 분한
마음을 품고 이 말을 한 것이다.’ 하였는데,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
나 고약한 일이다.”
성종은 한명회에게 분노하여 말했다.
“한명회는 과연 죄가 있사옵니다.”
노사신이 다시 말했다. 성종은 한명회를 국문하라는 영을 내렸
다. 한명회는 이로 인하여 명나라 사신이 돌아간 뒤에 직첩을 회수
당하였다.
명나라 사신 정동은 왜 임금의 반대를 무릅쓰고 압구정을 구경
하려고 한 것일까. 이는 압구정이 명나라에까지 널리 알려졌기 때문
이었다. 한명회는 압구정을 지어놓고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명
나라의 대문장가인 예겸에게 정자의 이름을 지어줄 것과 기문記文을
써 줄 것을 청했다. 기문은 정자의 이름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조선 왕궁에서 남쪽으로 십여 리를 가면 큰 강이 있는데 이를
한강이라고 한다. 그 근원은 금강산과 오대산 두 산으로부터 나와
서 장강長江이 되고 서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내가 옛날에
황제의 조서를 받들고 조선에 사신으로 갔을 때, 강 위의 정자에 올
라 잔치를 즐기며 시를 읊었었고, 또 배를 강 가운데 띄우고 오르내
리며 즐겼었다. 그 강은 넓고 파도가 아득하여 돛배가 한가하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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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갈매기 오르내리는 것을 보니 마음이 시원하고 경치가 다함
이 없었다. 황홀하여 고향의 강에 있는 것과 같아서, 먼 나라 조선
에 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이별한 후 10년 동안 매양 강 언
덕의 풍치를 그리며, 마음이 달려가지 아니한 적이 없었다.”
예겸은 수려한 문장으로 정자 주위의 풍경을 극찬하고 이름을
압구정이라고 지어주었다. 그러면서 압구정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까닭을 설명했다.
“옛날에 바닷가에 한 노인이 살았는데 아침에 일을 나갈 적이나
돌아올 적에, 갈매기가 달아나지 않았다. 붙들어 구경하고자 하자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공중에서 춤추며 내려오지 않았다. 이것은
기심機心이 있기 때문이다. 오직 기심이 없으면 갈매기가 날아오듯
사람이 따르고 친해질 것이다.”
예겸은 기심을 설명하기도 했다. 기심은 《열자列子》에 나오는 말
이다. 바닷가에 어부와 아들이 살고 있었다. 노인은 갈매기가 아들
에게 날아와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울
려 노는 갈매기를 보고 어부가 아들에게 갈매기를 잡아오라고 말
했다. 이튿날 아들이 갈매기를 잡으러 바닷가로 나가자 갈매기는
어떻게 알았는지 공중에서 한 마리도 내려오지 않았다. 좋은 마음
을 갖고 있으면 갈매기도 인간에게 내려오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
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특하고 간사하
여 남을 해치는 마음을 기심이라고 한다.
예겸은 한명회에게 착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사람을 사귀라
고 권한 것이다. 그러나 한명회는 성종의 영까지 거절하면서 명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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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신 정동을 압구정에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려다가 결국 성종
의 미움을 받게 된 것이다. 그는 명나라 사신에게 압구정을 자랑하
려다가 오히려 곤혹스러운 일을 당했다.
한명회가 과연 예겸이 말한 기심을 이해한 것일까. 그는 기심이
담겨 있는 압구정의 뜻은 알았으나 실천하지 않았던 것이다.
예겸은 한명회의 정자에 너무나 좋은 이름을 지어주었다.
예겸이 압구정에 대한 기문을 짓자 명나라 사람들이 앞다투어
시를 지었다.

⸿ᯱ℗⅐⎐߷ℳ⼛הማ⽤⽇ಇ
ᾃ⅏ፈℳਖ਼Მ⼗ഗίഔܫטڻ"
ಣᎋㄯׇᎣ߯⎜ℳෟᎋ⼗ಇ
⼛ֿማℳἃדಣ࿏ἃΰܫ

명나라 태복시 승 벼슬에 있던 사신 김식의 시다. 그는 압구정의
구를 넣어 시를 지어 명나라 시인들을 감탄시켰다. 얼핏 보면 자연
의 경치를 노래한 것 같지만 갈매기를 통해 기심을 이야기하고 있
는 것이다.

‷ማ⇔⅏⸷ጷᓻֿᾏ
ᑷℳㄯׇᎣ߯ᙖℳૣ"
ᙻᱫᩳℳℳᖷইטڻ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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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부상서 항충의 시다. 이들은 압구정에 와보지 않았으면서도
앞다투어 시를 지었다. 한명회는 명나라 사람들이 지은 시를 가지
고 조선으로 돌아와 자랑했다.
예겸이 지은 기문은 조선의 선비들이 널리 읽게 되었고 조선인
들도 이에 질세라 시를 지었다.

〨ᆈ⼛ᯱᾈ⩧⸿ℳίഔ℃ഭᾇ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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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 기대승이 지은 <압구정>이라는 제목의 시다. 기대승은 한
낱 궁지기에 지나지 않던 한명회가 수양대군을 만나 부귀와 권력
을 누렸으나 백 년이 지나고 나자 덧없음을 한탄한 것이다.
한명회는 젊었을 때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과거에 수차례 낙방
한 후 음보蔭補(조상의 덕으로 벼슬을 얻음)로 겨우 개성에서 한직인 궁
지기를 하다가 상사가 부당하게 핍박을 하자 때려치우고 한양으로
올라왔다. 한명회는 권람의 소개로 수양대군을 만났다.
‘수양대군은 야망이 큰 사람이다.’
한명회는 수양대군과 이야기를 나눠본 후 그의 야망을 간파했다.
한명회는 이후 홍윤성, 권람 등과 손을 잡고 수양대군의 등극을
위하여 조선을 피바람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김종서와 황보인을
척살하는 계유정난을 일으킨 뒤 단종을 몰아내고 수양대군을 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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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이후 세조, 예종, 성종 대까지 영의정을 지내는 등 권력의
정점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러나 연산군이 등극한 후 자신의
생모인 폐비 윤씨가 성종으로부터 사약을 받고 죽은 사실을 알게
되자 정창손, 심회, 한명회를 부관참시하라는 영을 내렸다.
“정창손, 심회, 한명회 등은 처음에는 만류하다가 후에 따랐으
니, 그 죄가 윤필상에 비하여 차이가 있사옵니다.”
대신들이 연산군에게 아뢰었다.
“저들은 죽은 지 벌써 오래라 다 썩은 뼈를 베는 것이 이로울 게
없지만 부관참시하여,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나라를 위하여 불충
하면 죽은 후에 베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하니 징계함
이 마땅하다.”
연산군이 말했다.
“지당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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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들이 마지못해 대답하고 한명회 등을 부관참시했다.
압구정은 아름다운 정자이기도 하지만 주인인 한명회의 파란만
장한 인생 역정 때문에 더더욱 많은 시의 소재가 되었다. 조선시대
의 많은 문장가와 화가들이 압구정을 찾아와 시와 글을 짓고 그림
을 그렸다.
한명회가 지은 압구정은 명나라의 문장가 예겸이 이름과 기문
을 지어주면서 명나라에까지 명성을 떨쳤다. 한명회가 죽고 수백
년이 지나자 압구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부와 위세가 덧없음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정자가 있던 그 마을은 오늘날 강남의 번화가
가 되었으니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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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정은 왕실 소유의 정자다. 초저녁에 동녘의 밝은 하늘에서
떠오른 달이 비춰주는 한강의 강빛이 아름답기로 유명했다.
고려 때에는 한강정으로 불렸는데 세조 때부터는 제천정으로
불렸다. 세종 32년(1450년)에 명나라 사신 예겸이 조선에 왔다. 공
조판서 정인지, 한성 부윤 김하와 함께 제천정으로 가기 위해 숭례
문을 나섰는데 신숙주와 성삼문이 함께 했다.
“난간에 의지하고 둘러보니 강산의 좋은 경치가 모두 자리 사이
로 들어온다.”
예겸은 제천정에 올라 시를 짓고 술을 마신 뒤 배를 타고 한강
을 유람했다. 그리고 아름다운 기문을 남기면서 제천정이 더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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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해졌다.
수양대군은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즐겼다. 그는 왕실 소유인 남
산 동쪽 자락에 있는 제천정을 좋아했다. 제천정은 영남에서 올라
오는 길목으로 근처에 나루터가 있었다. 어느 날 수양대군이 제천
정에 앉아 있는데 대궐의 군사들이 강을 건너는 행인들에게 행패
를 부리는 것이 보였다. 그때 한 선비가 배에 올라탔다.
“이 배는 가지 못합니다.”
군사들이 젊은 선비에게 시비를 걸었다. 선비는 옷차림이 허름
해 한눈에 시골 선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째서 가지 못하는가?”
선비가 군사들을 쏘아보면서 말했다.
“이 배를 타려면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사공에게 뱃삯을 주면 그만이지 어찌 너희들에게 또 준다는 말
이냐? 나는 내지 않겠다.”
“그렇다면 건널 수 없습니다.”
“너희들은 도적이냐? 조그만 권세를 믿고 함부로 행인을 괴롭
히는 너희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선비는 버럭 화를 내고 10명에 이르는 군사들을 모두 강물에 던
지고 스스로 노를 저어 강을 건넜다.
‘저 선비가 참으로 호걸이구나.’
수양대군은 깜짝 놀라 선비를 제천정으로 불렀다.
“선비는 어디로 가는 길이고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나는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고 이름은 홍윤성이라고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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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대군은 크게 기뻐하고 벗으로 사귀었다. 이날 이후 홍윤성
은 수양대군의 사람이 되어 김종서와 황보인을 죽이고, 수양대군
이 왕위에 오를 때 큰 공을 세워 높은 벼슬에 올랐다.
수양대군은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하루
는 종친들과 어울려 제천정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마침 과거
시험이 있어서 먼 지방의 선비들이 몰려들어 나루터가 번잡하기
짝이 없었다.
“저기 나루터에 가서 푸른 옷을 입은 선비를 데리고 오라.”
수양대군이 나루터를 살피다가 갑자기 집사에게 지시했다. 집
사가 어리둥절하여 나루터로 달려가서 푸른 옷을 입은 선비를 데
리고 왔다.
“대군 나리이십니다.”
집사가 말하자 선비가 공손하게 절을 올렸다. 수양대군도 그 선
비에게 공손하게 예를 올렸다.
“공의 이름은 어찌 되고 어디에 살고 있소?”
“현석규라 하오며, 집은 영남에 있습니다.”
수양대군은 그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는 음식을 주
었다. 제천정에 앉아 풍류를 즐기던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수
군거렸다.
“혼인을 하였소?”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 혹시 딸을 가진 사람이 있소?”
수양대군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물었다. 선비는 영남에서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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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걸어오느라 갓이며 옷이며 낡고 더러웠다.
“둘째 아들 서원군이 딸이 있어 지금 신랑감을 찾고 있네.”
효령대군이 눈살을 찌푸리고 말했다.
“숙부님, 좋은 손녀 사윗감을 구하려면 이 사람보다 나은 이가
없겠습니다.”
수양대군이 효령대군에게 말했다.
“두 가문의 격이 서로 맞지 않을 것 같네.”
효령대군이 마땅치 않은 듯이 말했다.
“옛날부터 영웅호걸과 선비들이 초야에서 많이 나왔으니, 만약
이 사람이 선비 집안 출신이면 혼사를 정하십시오.”
수양대군의 말에 효령대군이 뒷조사를 해보니 현석규는 영남의
큰 선비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효령대군은 현석규를 손녀사위
로 삼았고 후일 그는 벼슬이 우참찬에까지 이르렀다.
제천정은 명나라의 사신들을 비롯하여 많은 시인들이 시를 읊
고 잔치를 벌여 풍악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일
어나자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선조는 한양을 떠나기 전에
김명원을 도원수에 임명하여 한양을 방어하게 했다. 김명원은 군
사들을 제천정에 소집했다.
‘이런 군사들로 어떻게 일본군을 막는다는 말인가?’
김명원은 군사들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 군사들은 대부분 노약
자들이었고 무기도 변변치 못했다.
“이런 군사로 적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오.”
이덕형이 달려오자 김명원이 우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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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일본군을 막지 않으면 한양이 함락될 것입니다.”
이덕형이 한숨을 내쉬었다.
“천 명도 되지 않는 오합지졸들로 어떻게 일본군과 싸우겠소?”
“그렇다면 임금이 계신 행재소로 퇴각하시오.”
이덕형과 김명원은 손을 잡고 울었다. 일본군이 가까이 오고 있
는데 한양을 방어할 수 없었다.
“전군은 들으라. 제천정에서 적을 막아야 하나 군사가 부족하여
퇴각한다.”
도원수 김명원은 이덕형이 떠나자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때 일본군이 강 건너편에 이르러 사격을 하기 시작했다. 일본군
이 쏜 탄환이 정자 위에 어지러이 떨어졌다. 조선군은 일본군에 맞
서 싸우지 못하고 군기를 모두 강에다 던져버린 뒤에 행재소로 후
퇴했다. 일본군이 마침내 강을 건너 제천정에 주둔했다.
그때 일본군들이 왁자하게 한 곳으로 몰려들었다.
“무슨 일이냐?”
일본군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가 군사들에게 물었다.
“이상한 물건을 잡아왔습니다.”
군사들이 소리를 질렀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가까이 가서 살피
자 기이했다. 그는 이근이라는 난쟁이였다.
이근은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털이 온 몸을 덮어 마치 돼지
새끼와도 같았다. 부모가 놀라고 괴상하게 여겨 처음에는 키우지
않으려고 포대기에 싸서 동산 가운데 나무 밑에 두었다. 그러자 어
린애의 우는 소리를 듣고 까마귀떼가 모여들었다. 부모는 이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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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히 여겨 다시 데리고 와서 키웠으나 이근은 어른이 되어서도 키
가 석 자밖에 되지 않고 머리털이 땅까지 내려오고 수염이 한 자나
되었다. 걸음걸이는 뒤뚱뒤뚱하고 손발도 모두 털투성이어서 사람
들이 괴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근도 스스로 자신의 모습이 추하다고 생각하여 사람만 보면
숨고 문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재주가 많았다. 집에서 글
을 배우는데 총명함이 남달라서 책을 덮고서도 줄줄 외웠다. 글을
잘 짓고 글씨도 잘 썼는데 그중에서도 시에 가장 능했다. 그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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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다. 이근은 노래를 잘 부르고 휘파람까지 잘 불었다.
“아무개 집의 난쟁이가 기이한 재주를 갖고 있다.”
이근의 친척인 황정욱이 소문을 듣고 가서 보았다. 황정욱은 임
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병조판서를 지낸 인물이었다. 처음에는
몹시 해괴하게 여겨 그를 불러다 시를 짓는 것을 시험해 보았다. 그
는 시를 너무나 잘 지어서 황정욱을 탄복시켰다.
“이런 기이한 재주가 있는데 타고난 형상이 남과 다르니, 어찌
아까운 일이 아니랴?”
황정욱은 이근의 부모에게 권하여 혼인을 시키게 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근은 조상들의 무덤 근처로 피란을 갔
다가 일본군에게 붙잡혔다. 일본군은 그를 보고 크게 놀라 괴상한
짐승이라 생각하여 감히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다. 그러나 오랫동
안 살핀 뒤에 잡아 가지고 서로 웃고 놀리더니 제천정에 주둔한 고
니시 유키나가에게 데리고 갔다. 일본군은 그를 회초리로 때리고
창으로 찌르면서 희롱했으나 이근은 말을 하지 않았다.
“저 물건을 왜 빨리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놈이 바로 조선에서
편전을 쏘는 자입니다.”
일본군 병사 하나가 장수에게 말했다. 편전은 대나무 동아(총통)
에 넣어서 쏘는 화살로 일본군은 조선군과 싸울 때 편전에 의해 많은
군사를 잃었다. 사정거리가 일백 보에서 삼백 보에 이른다는 기록이
있다. 일본군 병사가 화가 나서 칼을 빼어 이근을 죽이려고 했다.
“죽이지 마라.”
고니시 유키나가는 이근을 대나무 상자, 죽롱에 가두고 스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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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점을 치라고 했다.
“사로잡은 것은 곰도 아니요, 범도 아니며 길한 물건입니다. 어
찌 기이한 물건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님이 점을 치고 말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기뻐하여 이근에
게 좋은 음식을 주었다. 이근은 대나무 상자에 갇혀 일본군들의 구
경거리가 되자 비참했다. 이때는 7월 15일이어서 달빛이 대낮과
같았고 강의 물결은 마치 비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잔잔했다. 밤기
운은 쓸쓸하고 벌레 소리가 처량했다.
‘내가 이게 무슨 꼴인가?’
이근은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떠올라 잠이 오지 않자 죽롱
에서 길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의 휘파람 소리가 처량하여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 일본군들이 슬픔에 젖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휘파람 소리가 기이하여 고향 생각이 절로 나는구나.’
고니시 유키나가도 이 소리를 듣고 고향이 그리워 눈물을 흘렸
다.
“무슨 괴물이 이렇게 기이한 재주가 있느냐? 지난번에 스님이
점친 것이 헛말이 아니로구나.”
고니시 유키나가가 말했다.
‘내가 나면서는 이 세상의 이상한 물건이 되었고 죽어서는 적에
게 잡혀가는 혼이 되겠으니, 사람이 이 지경이 되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이곳을 벗어나서 혼자 계신 어머
님을 뵙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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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근이 말을 하지
못하는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일본군들은 그가 말을 하자
더욱 신기하게 생각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그에게 술을 주었다.
이근은 주량이 세서 병을 기울여 마음껏 마시고 술이 취하자 노래
를 불렀다.

ᯗ⛇ᾯ⅍ማ↿ڟ፫⎒ڟ
ᾯं⅍ᑧἃ⠗ᎇጻᎋປಇ
Ἃἃ⊻⍿Ἁἃඃᎋℳέᄻ
⎃Უማੳᎇℋ⽤߯ማᐳ
ੳڿഓ⁰ἃ⍿ڟ
ੳଷ፫ً߷כᾫேᲛً፫

《초사楚辭》에 실린 굴원의 <이소경>이다.
‘아아, 참으로 애절하다.’
이근의 노래에 온 진중의 일본군들이 감동하여 울었다. 노래가
끝나자 이근이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 좌우로 돌면서 머리를 흔들
고 눈망울을 굴리고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 등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자, 모든 일본인들이 또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춤이 끝나
자 이근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목놓아 울었다. 일본군들이 또다
시 함께 울었다.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우느냐?”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근에게 글을 써서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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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가 되신 늙은 어머니와 헤어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생사조차 알 수가 없기에 우는 것이오.”
이근이 글을 써서 대답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이근의 뛰어난
필적을 보고 감탄했다.
“이 물건이 몹시 괴이하고 이상하더니 이제 그가 하는 짓을 보
니 또한 심상치가 않다. 이 물건을 만일 진중에 둔다면 반드시 요망
스러운 일이 생겨서 도리어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다. 잡아 두어봐
야 유익할 것이 없고 죽이자니 차마 그럴 수도 없으니 차라리 놓아
보내는 것이 좋겠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말하자 부하 장수들도 옳다고 말했다.
“네가 지금 집에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으니 그것을 들어주겠다.
어디로 가고 싶은가?”
“강화로 가고 싶소.”
고니시 유키나가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조선 사람 4, 5명을 불
러내어 조그만 배 한 척에 양식을 많이 실은 후 강화로 보내주었다.
이근은 강화에 도착한 후 어머니의 행방을 수소문하여 어머니가
해주 관아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근은 해주 관아로 찾아가 어
머니와 눈물의 상봉을 했다. 이근의 이야기는 난쟁이로 태어나 손
가락질을 받던 사람의 기구한 임진왜란 체험담이다. 이근은 비록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나 학문이 뛰어났고 자손을 많이 두었다.
제천정이 있던 곳은 오늘날 용산구의 한남동과 보광동 사이다.
뒤에는 남산이, 앞에는 한강이 있어 달이 떠오를 때의 모습이 선경
이나 다를 바 없었다.



Ử⋯ᳵ⋴▉Ḍᳩụẙ

⌬⏷〉⋴⋾Ẹᴍῦ⋯▰⌏ ⇎

℻◌ℳ⇃—∯་ΰᓳᲫ℃قᚳയ

ᴴ㿁ࢃᵓつᶄ䗦

ᾳฏᙇ⎷ᛃᾏ⹌ℳᝇඃಣ 



ᶧ仞жॷӂഔᱛ

⼘〓⸛ማ♛ଃᎋᾏඋἃΰಇ



只↮㨥㺞ॹᒪḧ

♬ᩯ℗⼛⋋ㄘ℃ேᓻማ⇀Მഓᄻ



⏏⍈䶇ኧж᧢ຫ

이는 작자를 알 수 없는 시로 제천정에 걸려 있다는 소문이 파
다하게 나돌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천정에 걸려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시였다. 그런데 시의 내용이 기
묘하다. 전 왕조에 오얏나무를 심었다느니, 열두 번째 봄에 동풍이
분다느니, 학이 천 년 만에 돌아온다느니 하여 기묘한 여운을 풍기
고 있다. 학이 천 년 만에 돌아왔다는 것은 요동 사람이 신선이 되
어 하늘로 올라갔다가 천 년 만에 화표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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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옛날로 회귀한다는 것은 조선왕조를 부정하는 말이다.
조선은 정자가 유난히 많은 나라였다. 마을마다 냇가마다 정자
가 없는 곳이 없었고, 강마다 골짜기마다 누각이 들어서 있었다. 정
자의 기둥마다 시가 걸려 있었고 처마 안에도 시가 걸려 있었다. 한
강에도 유난히 정자가 많아 수십 개가 있었고, 정자에는 시인들의
시심과 기생들의 노랫소리, 그리고 웃음소리가 흐르고 있었다.
제천정은 퇴계 이황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할 때 문인과 제자들
이 몰려들어 사흘 동안 술을 마시면서 석별의 정을 나누었던 정자
로도 유명하다.
세월이 흘러 그 일대에는 빌딩과 주택가가 들어서 도심이 형성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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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는 눈이 내릴 것처럼 흐렸고 바람은 아직도 차가웠다. 남한
산성 안에 있는 행궁에서 임금이 나올 때부터 궁녀들은 흐느꼈고
대신들은 소리를 내어 울었다. 소리를 크게 내고 울어야 충성이라
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 어찌 전하의 심기를 어지럽게 하느냐?”
그럴 때마다 최명길이 좌우에 늘어선 궁녀들과 내시들을 꾸짖
었다. 인조는 슬픔을 참을 수 없었다. 청나라에 항복하는 것이 결정
되자 이조판서 정온은 절명시를 남기고 칼로 배를 찔러 자결하려
고 했으나 가족들이 구하여 간신히 살아났다. 예조판서 김상헌은
여러 날을 단식하다가 목을 매어 자살하려고 했으나 가족들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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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여 목숨을 건졌다. 그 소식을 들은 대신들이 모두 슬피 울었다.
‘오랑캐에게 항복해야 하다니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임금은 다리가 후들거려 좀처럼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난
밤에도 임금은 한숨도 자지 않고 울었다. 오랑캐에게 머리를 조아
리고 목숨을 구걸해야 한다고 생각하자 슬픔을 참을 수 없었다.
임금의 행렬은 행궁에서 나와 남한산성 서문으로 향했다. 임금
을 따르는 자들은 소현세자와 정승 세 명, 판서 다섯 명, 승지 다섯
명, 기사관과 주서, 그리고 내시와 궁녀를 합쳐 모두 50명에 불과
했다. 임금이 행차할 때마다 앞세우는 깃발도 없었다.
인조 15년(1637년) 1월 30일의 일이었다. 임금이 청나라에 항복
하기 위해 남한산성을 나서고 있었다.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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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신들이 남한산성 서문 안에서 소리
를 지르고 울부짖었다. 인조는 기적이라도 바라듯이 뒤를 돌아보
았다. 청나라에 항복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다. 인
조는 서문을 나서자 말을 타고 가파른 산길을 내려가 평지에서 기
다렸다.
잿빛으로 흐린 하늘에서 눈발이 희끗희끗 날렸다. 그들이 성문
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했는지 청나라 기마병 수백 명이 우르르 달
려왔다.
“저들은 무얼 하는 자들인가?”
인조가 불안하여 대신들에게 물었다.
“이들은 전하를 영접하러 온 자들인 듯 하옵니다.”
도승지 이경직이 아뢰었다. 한참을 기다리자 용골대 등이 왔는
데 인조가 그들에게 허리를 숙여 예를 올렸다.
“오늘의 일은 오로지 황제의 말씀과 두 대인의 도움만을 믿을
뿐입니다.”
인조가 비굴하게 말했다. 전쟁에 패하여 항복하는 나라의 임금
은 청나라의 장수들에게도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후로는 두 나라가 한 집안이 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
습니까? 시간이 이미 늦었으니 빨리 갔으면 합니다.”
용골대가 말을 마치고 말을 타고 달려 앞에서 인조의 행렬을 인
도했다. 그들은 한참을 가서 삼전도에 이르렀다. 멀리서 바라보니
청 태종이 크고 둥근 황금빛 천막 아래 앉아 있었고, 갑옷과 투구
차림에 활과 칼을 찬 군사가 좌우에 병풍을 친 것처럼 늘어서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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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조는 말에서 내렸다. 청나라 군사들은 악기를 진열하여 연주
하고 깃발은 하늘 높이 펄럭거렸다.
인조는 청 태종의 천막 앞에서 기다렸다. 용골대가 안에 들어가
보고를 마치고 나왔다.
“대칸께서 ‘지난날의 일을 말하려 하면 길다. 이제 용단을 내려
왔으니 매우 다행스럽고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골대가 청 태종의 말을 전했다.
“천은이 망극합니다.”
인조가 머리를 조아리고 대답했다. 용골대 등이 인조를 인도하
여 천막으로 들어가자 청나라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라
고 차례로 소리를 질렀다. 청 태종은 높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인
조는 청 태종 앞으로 나아가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올렸다. 이는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라고 하여 항복을 할 때
올리는 예다.
“조선의 왕은 어찌 이제야 왔는가?”
청 태종이 인조에게 말했다.
“망극합니다.”
인조가 머리를 잔뜩 조아렸다.
“이제는 두 나라가 한 집안이 되었다. 오늘을 잊지 말고 충성을
다하라.”
청 태종이 항복한 조선의 국왕과 대신들에게 말했다. 인조와 대
신들은 청나라 대신들처럼 아래에 앉았다. 청 태종이 인조와 대신
들에게 차를 내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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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쏘는 솜씨를 보고 싶으니 각기 재주를 다하도록 하라.”
한참이 지나자 청 태종이 조선인들에게 말했다.
“이곳에 온 자들은 모두 문관이기 때문에 활을 잘 쏘지 못하옵
니다.”
조선의 대신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용골대가 억지로 활
을 쏘게 하자 인조는 호위무사 정이중으로 하여금 나가서 쏘도록
했는데, 활과 화살이 조선의 것과 달라서 다섯 번 쏘았으나 모두 맞
지 않았다.
‘차라리 맞히지 못하는 것이 낫다.’
인조는 정이중이 과녁을 맞히지 못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
다. 청나라 황자들과 장수들은 떠들썩하게 어울려 활을 쏘면서 놀
았다. 조금 후 청 태종이 음식을 하사하고 술을 마시게 했다. 또한
술잔을 세 차례 돌린 뒤 술잔과 그릇을 치우도록 명했다.
“우리는 언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인조가 최명길에게 물었다.
“저들이 잔치를 하고 있으니 기다려야 하옵니다.”
최명길이 대답했다.
“조선의 국왕을 도성으로 돌아가게 하라.”
해가 질 무렵에야 청 태종이 영을 내렸다.
“전하.”
인조가 청 태종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나오려 하자 강화도에서
포로가 되어 끌려온 세자빈을 비롯하여 사대부의 부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인조는 그들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강화도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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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내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포로가 된 것이다.
“세자빈과 대군 부인은 국왕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시오.”
용골대가 세자빈과 봉림대군 부인에게 나와서 인조에게 절을
올릴 것을 청했다.
“전하, 만수무강하십시오.”
세자빈과 봉림대군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인조에게 절을 올
렸다.
“그대들도 몸조심하라.”
인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세자빈과 봉림대군 부인은 며
느리들이다. 청나라군이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청나라에
인질로 끌고 가기 위해서였다.
“전하.”
세자빈과 봉림대군 부인이 울음을 터트렸다. 강화도에서 포로
가 된 대신들의 부인들도 흐느껴 울었다. 인조도 흐르는 눈물을 주
체하지 못했다.
인조는 도승지 이경직에게 옥새를 바치게 했다. 청 태종은 부하
장수를 시켜 인조와 대신들에게 청나라 옷을 나누어주었다. 이에
세 정승과 다섯 판서, 다섯 승지가 모두 청나라 옷을 입었다.
“너희가 임금을 모시고 산성에서 수고했기 때문에 이것을 주는
것이다.”
청 태종이 말했다. 대신들은 모두 뜰에 엎드려 사례했다. 홍서봉
과 장유가 뜰에 들어가 엎드려 노모를 찾아보도록 해 줄 것을 용골
대에게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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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항복을 하는데 이게 무슨 짓이오?”
김석을시金石乙屎가 화를 내며 꾸짖었다.
청 태종은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도성으로의 귀환을 허락했
다. 왕세자와 세자빈 및 봉림대군 부부는 청나라 군영에 남아 있게
했다.
‘아아, 이제야 모든 일이 끝났구나.’
인조는 대신들과 함께 나루로 가기 시작했다. 나루를 지키는 군
사들은 대부분 죽고 빈 배 두 척만이 남아 있었다. 대신들이 앞다
투어 건너려고 임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기까지 하면서 배에 올랐
다. 인조가 강을 건너기 시작하자 사로잡힌 부녀자들이 강가로 나
와 바라보고 울부짖었다.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 임금이시여, 어찌 우리를 버리고 가시
옵니까?”
길에서 울며 부르짖는 자가 만 명을 헤아렸다. 인조는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인조는 그들의 통곡소리에 귀를 막고 싶었
다. 밤이 되자 눈발이 더욱 자욱하게 날리기 시작했다. 인조는 캄캄
한 밤중이 되어서야 한양으로 돌아와 창경궁으로 들어갔다.
1637년 1월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하던 날의 풍경이다. 청나라
는 조선과 명나라가 임진왜란 이후 어수선할 때 여진족이 일으킨
나라 후금의 후신이다. 선조가 승하하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청나
라의 전신인 후금은 조선에 사신을 보내 형제관계를 맺자고 요구
해왔다.
조정 대신들은 명나라를 배신할 수 없다는 명분론을 내세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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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했으나 광해군은 강한 나라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실리 외교를
전개했다.
“명나라로 가되 후금이 강하면 싸우는 체하다가 투항하라.”
광해군은 명나라를 구원하러 가는 도원수 강홍립에게 밀명을
내렸다. 이에 강홍립은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여 후금과 싸우는 체
하다가 투항해버렸다.
“강홍립이 오랑캐에게 투항했으니 그 일가를 죽여야 하옵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아뢰었다.
“아직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광해군은 대신들의 청을 거절하고 후금과 가까이 지냈다. 인조
반정이 일어나자 대신들은 후금과의 관계를 끊고 명나라와 가까이
지낼 것을 주청했다. 인조는 대신들의 주장을 따랐다.
“조선이 우리를 배신했다.”
청나라는 대군을 일으켜 조선을 침략했다. 조선이 방어에 나섰
으나 청군은 순식간에 개성까지 들이닥쳤다.
“비빈들을 강화도로 피난시키고 남한산성에 들어가 싸워야 하
옵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아뢰었다. 인조는 예방 승지 한흥일에게 명을
내려 소현세자빈과 봉림대군의 부인 등 비빈을 모시고 강화도로
들어가게 했다.
인조 14년(1636년) 12월 14일의 일이었다.
인조는 해가 질 무렵에야 대궐을 나서 강화도로 가기 위해 숭례
문에 도착했다. 그러나 적이 양철평까지 왔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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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하여 남한산성으로 길을 바꾸었다. 이처럼 상황이 다급해지자
대신들은 걸어서 행차를 따랐고 성 안 백성은 부자, 형제, 부부가
서로 흩어져 그들의 통곡소리가 하늘을 뒤흔들었다.
임금의 행차는 눈보라 속에서 새벽이 되어서야 남한산성에 도
착했다. 그러나 남한산성에 도착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김류가 임
금에게 강화도로 피란할 것을 권했다.
“강화도로 가다가는 적에게 포위될 것이옵니다.”
우의정 이홍주가 반대했다.
“고립된 성에 계시면 외부의 구원도 없게 되고 마초와 양식도
부족할 것입니다. 강화도는 우리에게 편리하고 저들에게는 침범하
기 어려운 곳입니다.”
김류가 아뢰었다. 인조는 김류의 말에 귀가 솔깃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인조가 김류에게 물었다.
“금천과 과천을 경유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강화도는 이곳에서 무척 먼데 오늘 안에 도착할 수 있겠는가?”
“말을 타고 금천과 과천의 들을 가로질러 가면 하루 만에 충분
히 도착할 수 있사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위험하옵니다.”
김류의 말에 대신들이 반대했다. 인조는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
구하고 강화도로 가겠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남한산성으로 피란을
온 백성들이 다시 피란을 가기 위해 야단법석이었다.
인조는 새벽에 남한산성을 출발하여 강화도로 향했다. 이때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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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가 세차게 몰아쳐 산길이 얼어붙어 미끄러워진 탓에 말이 발
을 디디지 못했다. 인조는 말에서 내려 걸었다.
‘아아, 눈보라 속에서 어떻게 강화도까지 가는가?’
인조는 눈내린 산길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졌고, 결국 남한산성
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강화도를 방어하는 검찰사에는 영의정 김류의 아들 김경징이
임명되었다.
“오랑캐가 도성까지 쳐들어오면 재물을 모두 약탈당할 것이다.
우리 재물을 모두 강화도로 운반하라.”
김경징은 자신의 집 재물부터 강화도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와 부인, 첩은 각각 덮개 있는 가마에 태웠으며 심지어는 계
집종까지 말에 태우고 피란길에 나섰다. 피난 짐이 50여 바리나 되
었기 때문에 그는 경기도 일대의 인부들과 말들을 대대적으로 동
원했다. 그 바람에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
“길을 비켜라. 검찰사가 강화도를 방어하기 위해 행차한다. 길을
막는 자는 모두 목을 벨 것이다.”
김경징은 강화도로 피난을 가면서 백성들을 채찍으로 마구 때
렸다.
“계집종까지 말에 태우고 피란을 가니 나라 꼴이 어찌 되겠는
가?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기이할 뿐이다.”
피란을 가던 백성들이 이를 갈면서 김경징을 비난했다. 김경징
이 부녀자들을 이끌고 강화도를 향해 가자 인근의 백성들이 다투
어 뒤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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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는 어디 있느냐?”
김경징은 강화 앞바다에 도착하자 자신의 가족과 절친한 친구
를 먼저 건너가게 했다. 양반들의 피란 행렬이 수십 리나 이어지고,
세자빈과 봉림대군 등이 나루에 도착했는데도 배가 없어서 건너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세자빈 일행은 이틀 동안이나 밤낮을 추
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공포에 떨었다. 그러는 동안 강화도로 피
란을 가려는 백성들이 통진의 월곶나루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경징아, 경징아,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런 짓을 하느냐? 네가 왕
실이 두렵지 않은 모양이로구나.”
소현세자빈 강씨가 대노하여 김경징을 비난했다. 김경징이 비
로소 배로 세자빈과 두 대군(봉림, 인평대군) 부부, 궁녀들을 건너도록
조치했다. 그때 양반가의 부녀자들이 월곶나루의 언덕과 들에 하얗
게 몰려들어 구해 달라고 울부짖었다. 청나라군이 가까이 오고 있
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월곶나루에
서 강화 갑곶나루까지는 염하강이라는 좁은 해협이 길게 뻗어 있었
고 섬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배를 타지 않으면 건널 수 없었다.
“물러서라. 강화도가 너희들이 피란을 가는 곳이냐?”
김경징은 양반가의 부녀자들에게 배를 건네줄 생각을 하지 않
고 자신의 인척이나 친구들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했다.
“검찰사님, 우리를 건너게 해주십시오. 청군이 들이닥치면 우리
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강화로 건너가는 월곶나루는 울부짖는 부녀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 천지를 뒤흔드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청나라의 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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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갑자기 들이닥쳤다.
“조선의 계집들이다!”
김경징이 혼비백산하여 배를 타고 건너자 미처 배를 타지 못한
조선인들은 청나라 군사들의 사나운 말발굽에 차이고 밟혀 죽었
다. 조선인들이 청나라 군사를 피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으나 기마
병들을 피할 수가 없었다. 남자들은 청군의 창에 찔리고 여자들은
사냥을 당하듯이 사로잡혔다. 청나라군에게 끌려가 몸을 더럽힐까
봐 바닷물에 뛰어들어 죽는 여자들이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처럼
많았다.
인조가 남한산성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청군이 그곳을 향해 달
려가기 시작했다. 청군은 남한산성으로 향하면서 수많은 조선인을
죽였다. 눈 위에 기어 다니다가 죽은 갓난아이, 죽은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는 아이도 볼 수 있었다. 길에 널린 시체는 그 수효를 헤아
릴 수 없을 정도였다.
청군은 강화도에 상륙하여 소현세자빈과 봉림대군 부부 등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강화도에 피란을 와 있던 양반가의 수많은 부
인들이 정조를 더럽힐 것을 염려하여 자살했다. 김경징의 아들 김
진표는 자신의 부인, 첩, 어머니, 할머니까지 협박하여 자살하게 한
뒤에 자신은 강화도를 탈출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40여 일 동안 투쟁을 하다가 이들이 포로
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청나라에 투항했다. 김경징 같은 위인이 강
화도 검찰사를 맡았으니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인조가 청 태종에게 투항한 삼전도는 삼밭나루라고 불렸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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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 부리도를 연결하는 나루터였다. 한양에서 광주의 남한산성에
이르는 길목에 있어 영남로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중 상인들이 주
로 이용했다.
삼밭나루는 소와 말의 집결지이기도 했다.
삼전도비는 조선을 항복시키고 인조의 절을 받았다는 청나라
황제의 전승비다.

정묘화약(1627년) 이후 우리(조선)가 화친을 먼저 깨어 대방(청나
라)이 노하여 군사를 이끌고 왔다. 우리 임금(인조)이 남한산성에 거

한 지가 50여 일이 되어 위태로움에 처했다. 이에 관온인성황제(청
태종)가 위엄과 법을 베풀었도다.

황제의 공덕이 조화와 함께 흐름을 밝히니 우리 소방(조선)이 대
대로 힘입을 뿐이로다. 처음에는 어리석어 이를 알지 못하다가 황
제의 명命이 있으니 비로소 잠을 깨었도다. 이에 오로지 황제의 덕
에 의지하노라. 황제가 군사를 돌리며 우리에게 농사를 권하니 삼
한三韓 말년에 황제의 아름다움이 지극하도다.

삼전도비의 앞면은 한문, 뒷면은 만주어와 몽골어로 기록되어
있다. 삼전도비는 아직까지 송파구 석촌동에 남아 굴욕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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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이 쓴 시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연산군은
조선왕조 5백 년 역사상 가장 포악한 임금이다. 그는 어머니인 폐
비 윤씨가 궁중 암투 끝에 사약을 받고 죽은 뒤 적들(후궁들과 조정
대신들)에 둘러싸여 고독하고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면서

도 감수성이 예민한 연산군은 시작詩作을 계속하여 보위에 오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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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90여 편의 주옥처럼 아름다운 어제시를 남길 정도로 서정성
이 뛰어났다. 그러나 그는 광인이었다.
연산군은 재위 기간 동안 두 차례나 사화를 일으켜서 많은 선비
들을 죽였다. 말년에 이르러서는 내시 김처선을 비롯하여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고문하여 죽였다. 또한 대신들의 부녀자들을 겁탈
하고 전국에서 뽑아올린 기생들에게 수청을 들게 했다. 그런가 하
면 연산군은 생모인 폐비 윤씨가 성종에게 사약을 받고 죽은 사실
을 알게 된 후 성격 파탄자가 되었다.
그는 청계산으로 사냥을 자주 다녔다.
“청계산에서 사냥하실 때에는 그곳의 벼를 대부분 수확하지 못
할 것인데, 사람과 말이 밟아 손상될까 염려되옵니다.”
연산군 6년(1500년) 10월에 영의정 한치형이 아뢰었다.
“10월은 바로 사냥할 시기이다. 밭을 수확하지 않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과실이니, 이 때문에 사냥을 폐할 수는 없다.”
연산군은 민폐도 상관하지 않고 사냥을 나가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일까. 갑자기 하늘이 캄캄하게 어두워
지고 천둥 번개가 몰아쳤다.
“지금 10월에 천둥소리가 나니 혹시 사냥하기 위하여 군사를
동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연산군이 승정원에 물었다.
“하늘이 도道가 현묘玄妙하고 심원深遠하여 진실로 쉽사리 헤아릴
수 없는 것이나, 단 8월이 되면 천둥소리가 걷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경》에도 ‘10월 계절이 바뀔 때에 뻔쩍뻔쩍 뇌성과 번개가 몰아



Ử⋯ᳵ⋴▉Ḍᳩụẙ

치는 것은 좋지 않으며 편안하지 않아서이다.’ 하였으니, 지금 이
천둥소리는 과연 정상이 아니옵니다.”
승지 권주가 아뢰었다.
“사냥하는 일을 중단하도록 하고 직언을 구하는 전지를 의정부
에 내려라.”
연산군이 영을 내렸다. 연산군도 천둥 번개는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천둥 번개가 그쳤다.
“천둥 번개가 그쳤으니 다시 사냥을 나갈 것이다.”
청계산은 한강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사냥을 나갈 때마다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야 했다. 그러나 배를 타는 일이 번거롭게 되자 그
는 부교浮橋(물위에 떠있는 다리)를 건설하라는 영을 내렸다.
물 위에 뜨는 다리는 배를 이용하여 건설하였기 때문에 주교舟橋
(배다리)로 불렸다. 배다리는 한 번 건설될 때마다 배가 약 8백 척씩

동원되었다.
“한강에 있는 배를 모두 끌고 오너라.”
관리들이 나루터를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다.
“나리, 배를 끌고 가면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삽니까?”
선주와 나룻꾼들은 관리들이 배를 강제로 끌고 가자 당혹스러
웠다.
“나라에서 명한 일을 거역할 셈이냐? 거역하는 자들은 모조리
잡아들일 것이다.”
포졸들은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지르면서 배를 끌고 갔다. 거역
하는 자나 배를 가지고 멀리 떠난 자들은 잡아들여 곤장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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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용산과 노량진 한강변 일대에 약 8백 척의 배가 모여 들어
장관을 이루었다.
배다리 건설은 배만 있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배와 배를 묶
고, 그 위에 커다란 목재를 엮고 다시 판자를 깐 뒤에 떼를 놓는다.
목재를 운반하는 일도 엄청난 공사였고, 떼를 실어 나르는 일도 그
리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다. 한강에 배다리를 건설할 때마다 수천
명의 역부가 동원되고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배다리가 완성되면 마침내 연산군이 사냥을 나갔다.
“청계산에서 사냥할 때에는 징집해 온 군사 3만 명 외에 2만 명
을 더 뽑아서 5만 명을 채워라. 또 가선대부 이상은 품종品從 10인
을, 통정대부 이하는 5인을 내게 하라. 대저 사천私賤은 비록 고조나
증조 때부터 전해 왔다지마는 온 나라 백성은 왕의 신하 아닌 자가
없는 즉, 이것도 또한 공가公家의 물건이다. 만약 싫어한다거나 꺼
리는 자가 있으면 사헌부는 규찰하여 죄로 다스려라.”
연산군이 살벌한 영을 내렸다. 연산군의 사냥에 동원되는 군사
는 약 5만 명, 일부가 한강 남쪽에 있는 군사들이라고 해도 한양 쪽
에서 대부분의 군사가 동원되었다. 게다가 5만 명의 군사들 외에
대신들의 노비들까지 동원하여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연산군이 직접 사냥을 다닐 때도 있었으나 때때로 대신들을 보내
사냥해 오게 하기도 했다.
박숭질은 5만 군사를 동원해 청계산에 갔지만 사냥에서 돌아와
꿩 한 마리만을 연산군에게 바쳤다. 군사들을 이끌고 청계산을 누
볐으나 짐승들이 잡히지 않은 것이다. 연산군은 겨우 꿩 한 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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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쳤다고 비웃었다.
“한강 부교의 배는 비록 해빙이 되더라도 철거해서는 안 되니,
선박을 많이 준비하여 훼손되는 대로 보완하여 견고하게 하라.”
연산군은 백성들의 배를 동원하여 부교를 만들고도 철거하지
못하게 했다.
“배를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삽니까?”
선주들과 나룻꾼들이 관리들에게 항의했다.
“부교를 빨리 철거해 주십시오.”
선주들이 관리들에게 간곡하게 청했다.
“부교는 철거하지 못한다.”
“부교를 철거하지 않으면 배를 어떻게 합니까?”
“임금님께서 철거하지 말라고 하셨다.”
“임금님이 어찌 그런 영을 내렸다는 말입니까?”
선주와 나룻꾼들은 통곡했으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나
라에 배를 빼앗겨 생업에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הඃྎᑨⅤᯗྎᑨᡎ߯ڟ⁷ڟ
⇃ᄻඃἋڠⅤᯗᗯᡎ߯ڟ⁷ֿڟᐳ
᩻⊻לכᗛᢖڟಣૣ
ଷຣኧ᪈⊻ֿᾫℷ፫⅗ᄻⳋܫ

<한강 원가>라는 노래다. 강원도 뗏목 장수는 배다리 때문에 뗏
목을 뺏기고 전라도에서 곡식을 싣고 올라온 쌀 장수는 배까지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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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겼다. 배들이 배다리에 묶여 있자 나루를 건너는 사람들이 없어
삼개 객주는 발 뻗고 울고 술집도 문을 닫아 주모가 머리카락을 잘
라 팔아 연명한다는 노래다.
연산군은 배다리를 만들어 한강을 가로질러 놓고 매양 수십 명
의 내시와 함께 청계산을 왕래하면서 활 쏘고 사냥하는 것을 낙으
로 삼았다.
한강 일대에서 배로 생업을 이어가던 사람들은 이 때문에 큰 고
통을 당해야 했다. 연산군이 중종반정으로 쫓겨나자 더 이상 청계
산 사냥 때문에 배다리를 건설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정조 때가
되자 다시 배다리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에 마련하고 1년에 한 번씩 행차
했다. 한강을 건널 때 용주龍舟(임금이 타는 배)를 사용했으나 불편한
점이 많아 배다리를 건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산군의 배다리 건
설과 정조의 배다리 건설은 전혀 달랐다. 연산군은 배다리를 강제
로 건설했으나 정조는 배다리 건설에 동원된 선주들이나 역부들에
게 일일이 임금을 지급했다. 또한 배다리를 빠르고 견고하게 짓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한 뒤 《주교지남》이라는 책을 저술하기까지 했
다.
정조의 배다리 건설은 정약용이 참가하여 많은 비용을 절감했다.
“배다리를 놓을 만한 지형은 동호東湖(동호대교 일대) 이하에서부
터 노량露梁이 가장 적합하다. 왜냐하면 동호는 물살이 느리고 강
언덕이 높은 것은 취할 만하나 강폭이 넓고 길을 돌게 되는 것이 불
편하다. 빙호 冰湖(서빙고)는 강폭이 좁아 취할 만하나 남쪽 언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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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평하고 멀어서 물이 겨우 1척만 불어도
언덕은 10척이나 물러 나가게 된다. 또 강
물의 성질이 여울목의 흐름과 달라서 달리
는 힘이 매우 세차고 새 물결에 충격을 받
은 파도가 연결한 배에 미치게 되므로 빙호
는 더욱 쓸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 몇 가지
좋은 점을 갖추고 있으면서 이들 몇 가지
결함이 없는 노량이 가장 좋다.”
정조는 《주교지남》에서 배다리를 건설
하는 데 가장 좋은 위치가 노량진이라고 주
장했다.
“배다리를 건설할 때 중요한 것이 강물
의 너비다. 선척의 수용을 알려면 반드시 먼
저 강물의 너비가 얼마인가를 정해야 한다.
◅Ⅺ▚▚ồ┤⏺₨ᡈṍᾈ⍜ᵙồⅧồ!

노량의 강물 너비가 약 2백 수십 발(한 발은 6
자)이 되나 강물이란 진퇴가 있으므로 여유

를 두어야 하니 대략 3백 발로 기준을 삼아야 한다. 배를 수용하는
숫자를 논하는 데는 그 강물의 진퇴에 따라 적당히 늘리고 줄이는
것이 실로 무방할 것이다.”
정조는 《주교지남》에서 강폭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
다. 물이 불어날 것까지 예상하여 배다리를 건설하라는 뜻이다.
“다음으로 어떤 배를 사용해야 할지 선택하는 일이다. 지금의
의견에 의하면 앞으로 아산牙山의 조세 운반선과 훈련도감의 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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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척을 가져다가 강복판에 쓰고 5개 강의 배를 통괄하여 그 수용
할 숫자를 헤아리고, 배의 높낮이의 순서를 정한 후 그 완전하고 좋
은 배를 골라 일정한 기호를 정해놓고 훼손될 때마다 보충하며 편
리한 대로 헤아려, 대처하는 것이 좋다.”
정조는 배다리를 건설할 때 수백 석의 쌀을 실어나르는 조세 운
반선과 훈련도감의 병선을 동원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강물의 넓이가 약 3백 발이니 큰 배 60척이 들어갈 수 있을 것
이다.”
연산군 때는 닥치는 대로 크고 작은 배를 동원하여 그 수가 무
려 8백 척에 달하였으나 정조는 큰 배 위주로 60척을 동원하고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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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는 배다리를 건설하면서 세금의 낭비, 백성들의 민폐까지
걱정했다. 다산 정약용이 총감독을 맡아 역대 어느 임금 때보다도
훌륭한 배다리를 건설하여 정조로부터 상까지 받았다.
<화성의궤>에 남아 있는 배다리의 모습을 보면 화려하면서도
지극히 아름답다. 배다리 양쪽과 중앙에 거대한 홍살문이 세워져
있고 노가 양쪽으로 뻗어 있다. 또한 말을 탄 군사가 5열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너비였다.
배다리는 한강의 또 다른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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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은 인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음식을 만드는 수
많은 조미료 중에서도 소금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이다. 소
금으로 모든 음식의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소금이 부족하면 인간은
죽게 된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바다의 영양염營養鹽에서 탄생했
기 때문에 소금은 생명체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른 생명체,
특히 동물들은 나뭇잎이나 풀잎, 먹이사슬 아래에 있는 동물에게서
자연 상태의 소금을 섭취하지만 인간은 바닷물을 가공한 소금을 섭
취한다.
소금은 인류의 문명과 거의 함께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소금
에 대한 기록이 《삼국사기》에 언급되어 있고, 고려와 조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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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마다 염창을 두어 관리했다.
강서구 염창동은 조선시대 가장 큰 소금 창고가 있었던 곳이다.
한양과 한양에서 가까운 경기도 일대에 주로 소금을 공급했는데
소금을 사고파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염창동은 조선시대에는 양천현 관할이었는데 막대한 양의 소금
을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아 역대 양천 현감들이 골치를 앓았다. 소
금이 비에 녹기도 했고 소금을 둘러싼 비리도 많아 걸핏하면 문책
을 당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염창동은 염창골로 불리면서 많은 소
금 장수들이 드나들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을 상대로 한 주막이나
여관도 많고 소금을 팔아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았다. 주모와 소금
장수에 대한 설화도 많다.
조선의 소금 장수 중 대규모의 염상은 소수였고 지게에 지고 다
니면서 파는 행상들이 대부분이었다. 소금은 누구나 필요했기 때
문에 막대한 이권이 걸려 있었으나 조선에서는 이를 전문으로 다
루는 관청조차 없었다. 조선인들 중에 소금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인물은 암행어사 박문수와 영의정을 지낸 조현명이었다.
“신이 소금을 굽는 일로 박문수와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사옵니
다. 그런데 옛적에 제齊나라는 일면一面이 바다를 접한 나라로 그 이
익을 다 거두어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 조선은 삼면이 바다
를 접해 있는데도 오히려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것은 소금으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옵니다. 일찍이 영의정을 지낸 류성룡
과 토정 이지함도 또한 이 일을 말한 바 있사옵니다.”
서명균이 영조에게 아뢰었으나 영조는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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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
영조 7년(1731년) 형조참판 박문
수는 영남 암행어사에 제수되었다.
이때 조선은 전국적으로 흉년이 극
심하여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
었으나 나라의 창고가 비어 제대로
구휼할 수 없었다. 박문수는 자신이
왜 암행어사에 제수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영조가 자신을 암행
어사에 임명한 이유를 흉년을 해결
ᶈ⋢⁰⁄↦␌ⅅ

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
“신이 어사의 직책을 맡은 것은

굶주린 백성을 위로하고 영남의 소금 굽는 일을 처리하기 위한 것
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박문수가 입궐하여 영조에게 아뢰었다. 음력 12월이었다. 살을
에는 듯한 삭풍이 불고 대궐이 꽁꽁 얼어붙었다.
“그렇다. 나는 경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영조가 박문수를 살피면서 대답했다.
영조는 효장세자가 죽은 뒤에 아들이 없었다.
“내 나이 40인데 종사가 외롭고 위태하며 백성들의 기곤飢困(굶
주림으로 인한 곤란)이 또 이와 같다. 이제 경을 보내노니, 만일 억조

의 백성들을 구제하여 살리게 된다면 하늘이 감동할 것이다.”
영조는 임금으로서 백성들의 굶주림을 걱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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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의 이 말씀은 종사의 한없는 복이옵니다.”
박문수는 감격하여 절하고 엎드려 아뢰었다.
“고 지평 이정박은 그의 절친한 벗인 이익환으로 하여금 옥토沃土
를 사들이게 하였는데 소금값으로 상한常漢(보통 서민) 윤명의 전답
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가 정소呈訴(억울한 일을 진정)함에 미쳐서
이정박이 형관을 사주하여 윤명이 사대부를 능욕했다고 일컫고는
윤명과 그 아우, 조카 세 사람을 가두어 형벌을 가하게 하였사옵니
다. 끝내는 윤명이 옥중에서 죽게 하였으며, 또 그 아우를 유배시키
고도 도리어 그 돈을 윤명의 일족에게서 징수하였사옵니다. 그 조카
윤필이 울면서 신에게 하소연하였는데, 매우 애처로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반드시 엄중히 조사하고 무겁게 추궁해야 하옵니다.”
박문수는 형조참판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보고한 것이다.
“엄중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영조가 대답했다. 박문수는 암행어사가 되어 해가 바뀐 1월 영
남으로 갔다. 그는 경상도 일대를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소금에 대
해 조사했다. 그 결과 영남에 구운 소금 1만 8천여 석石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영남에서 구운 소금이 1만 8천여 석이라고 하옵니다. 청컨대 1
만 석을 한양의 염창으로 수송하여 한양과 경기의 백성을 구휼하
게 하소서.”
박문수는 소금으로 백성들을 구휼하자고 청했다. 소금 1만 석
을 팔면 쌀 1만 석을 능가한다. 영조가 즉시 윤허했다. 이에 영남에
서 1만 석의 소금이 경기도 양천현의 염창으로 수송되었다. 영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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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은 문경새재를 넘어 충주 목계나루에서 배로 염창까지 운반되
었다.
박문수는 소금 운반 경로를 따라 한양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문경새재를 넘을 때는 수많은 장정들이 동원되고 목계나루에서 배
로 운반할 때는 수백 척이 동원되었다. 소금을 가득 실은 황포 돛배
수백 척이 목계나루에서 남한강 물줄기를 따라 양천의 염창으로
향했다.
박문수는 소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았다. 영조 7년
(1731년)과 8년(1732년)에 가뭄이 계속되자 소금으로 위기를 타개

하자고 주장했다.
“지금 전국에 흉년이 거듭 들어 많은 백성들이 거의 죽게 되었
는데, 구휼미는 이미 바닥나 그들을 구제하여 살릴 대책이 없사옵
니다. 올해는 사람이 서로 잡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다시
한 해 거듭 흉년이 든다면 백성이 하난들 남아나겠사옵니까? 온 나
라 안에 많은 사람이 다 굶주리고 있으니, 부황이 들어 다 죽게 되
면 어떻게 수습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그것은 통곡을 해도 시원치
가 않을 것이옵니다. 소금을 굽는 계책은 사실상 천만번 부득이한
형편에서 나온 것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관계는 자세히 살펴
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이론異論만을 제시하여 소금을 굽지도 않고
폐단만을 입이 닳도록 얘기하면서 다툽니다. 소금 굽는 일을 버려
두고서 또다시 장차 무슨 계책이 있는지 모르겠사옵니다.”
영조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조선의 소금은 햇볕에서 말리지
않고 불을 때서 굽는 방식으로 생산했기 때문에 많은 소나무를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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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했다. 그렇기에 산들이 민둥산이 될까봐 반대가 심했다.
“전에 소금을 굽는 일을 아뢴 바가 있었으나, 아직 거행하지 못
하고 있사옵니다. 지금은 경외京外에 재정 바닥이 났으니, 만약 또
흉년을 만나거나 혹 사변이라도 있게 되면 실로 손을 쓸 곳이 없을
것이옵니다. 수만 석의 소금을 굽는다면 10만 석의 곡식을 충분히
장만할 수 있사옵니다.”
박문수가 간곡하게 청하자 영조는 윤허했다.
조선의 소금은 바닷물을 졸여서 만든 자염煮鹽이다. 서해안과 남
해안에서 바닷물을 커다란 솥에 넣고 삶아서 만든 소금인데 이를
구운 소금이라고 부른다. 박문수가 영남에서 가져온 소금은 양천
현의 염창에 저장되었다. 1만 석의 소금이니 염창 하나로는 부족하
여 세 곳에 적재했다. 이를 상上염창, 중中염창, 하下염창이라고 불렀
는데 웃마을, 가운데 마을, 아랫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소금 1만 석은 막대한 양이다. 1만 석의 소금이 수백 척의 배에
실려 한강을 거슬러 오자 염창골이 발칵 뒤집혔다.
“염창에 소금이 1만 석이나 들어왔대.”
“엥? 어디서 소금이 그렇게나 많이 들어왔는가?”
소문을 들은 소금 장수들이 염창골로 몰려들어 흥청댔다.
“영남에서 온 소금이래.”
“영남에서? 서해나 남해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영남에서 올
라왔다고?”
“암행어사 박문수가 가지고 왔대.”
소금 장수들은 왁자하게 염창골로 몰려들었다. 소금 장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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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려들자 주막이나 여각이 만원을 이루었다.
염창에서는 이를 팔아 쌀로 바꾸어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했다.
염창의 소금은 국가에서 관리했다. 국가나 왕실용, 군사용, 그리
고 일반 백성들에게 판매하는 소금으로 나뉘어졌다. 그러나 소금
의 보관과 운반은 쉽지 않았다. 소금은 운반 중에 물에 젖으면 녹아
버리고 중간에서 착복하는 자들까지 있어서 염전에서 출발한 소금
이 염창에 이르를 때면 10분의 1도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염창의 소금은 대부분 남해안이나 서해안에서 만들어진 것이었
다. 영남에서 소금이 올라온 것은 드문 일이었고 대부분 서해안에
서 배로 올라왔다. 그러다 보니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는 일도 있
었고 오는 도중에 소금이 녹아버리는 일도 있었다.
염창 앞의 한강은 폭이 좁고 물살이 거칠어 세곡선이나 소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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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하는 배가 자주 침몰했다. 세곡선이 자주 침몰하였기에 염창
일대의 백성들이 강물에 빠진 곡식을 건져서 먹는 경우가 많아 그
일대의 산을 증미산拯米山이라고 불렀다. 증미는 건진 쌀이라는 뜻
이다.
소금은 생산도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운반과 보관이 어려워 소
금이 산처럼 쌓여 있는 염창을 보는 일이 쉽지 않았다. 때문에 염창
골에는 이러한 말도 있었다.
‘소금더미 보는 것을 임금님 용안 보듯 한다.’
염창은 조선시대 내내 소금 저장과 공급을 맡았으나 일제강점
기가 되면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염창이라는 이름을 따서 염창동
이라는 동명이 만들어져 옛 영화를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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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 중에 《토정비결》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토정
비결》의 저자인 이지함은 조선 중기에 유력한 명문가에서 태어나,
문명을 떨치고 있던 형 이지번에게 글을 배웠고 화담 서경덕을 사
사했다. 그는 학문이 일가를 이루자 전국을 유람하며 민초들이 곤
궁하게 사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지함이 활동을 하던 시기는 명종 때로 문정왕후와 윤원형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중종 때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 김정
같은 사림파들이 대거 죽거나 유배를 가게 되어 선비들이 벼슬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게다가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임꺽정 같은 도
적이 들끓었다.



Ử⋯ᳵ⋴▉Ḍᳩụẙ

이지함은 전국 유람을 마치자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마포나루
동막에 흙집을 지었다. 새우젓으로 유명한 마포 지역에 옹기를 제
조, 판매하던 곳이 많았기 때문에 옹리ื독막이라 하던 것을 잘못된
한자명인 동막으로 표기한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이지함
의 흙집은 강둑을 파서 방과 부엌을 만들고 강둑에 처마를 얹어 지
었기에 토굴이나 다를 바 없는 초라한 집이었다.
《어우야담》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우묵한 길에 흙을 쌓아 가운데 높이가 백 척이나 되는 흙집을
짓고 이름을 토정土亭이라 하였다. 밤에는 집 아래서 자고 낮에는 지
붕 위에 올라가 거처하였다.”
“세상에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명문가의 딸인 부인 이씨가 얼굴을 찌푸리고 불만을 토로했다.
“허허. 한양에서 이보다 더 좋은 집이 어디 있다고 그러시오? 문
을 나서면 바로 한강이니 물고기를 잡아 배를 채울 수 있고 수양버
들이며 한강의 절경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볼 수 있으니 나는 신선
이 부럽지 않소.”
이지함은 껄껄대고 웃으면서 부인의 불만을 일축했다. 그는 자
신의 토굴을 토정이라고 부르면서 호를 삼았다. 그는 강가에 앉아
서 낚싯대를 드리우고 책을 읽는 일로 소일했다. 별다른 생업이 없
으니 집안은 자주 끼닛거리가 떨어질 정도로 가난했다.
이지함은 주위 사람들의 길흉을 봐주면서 끼닛거리를 해결했
다. 이지함은 경서는 물론 의약, 복서, 음양, 술서에 뛰어나 인근 사
람들이 종종 길흉을 봐달라고 청한 뒤에 보리쌀 몇 됫박을 놓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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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한강에서 잡은 물고기, 서해안을 통해 마포로 올라온 해산물
등을 놓고 가기도 했다. 마포나루 사람들은 이 기이한 선비를 토정
선생이라고 불렀다.
“선생님, 배가 아픈데 어찌해야 합니까?”
마포나루에서 병을 앓는 사람이 찾아왔다.
“배가 아프면 의원에게 가야지.”
“선생님도 의술에 정통하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병을 고쳐 주십
시오.”
“아픈 곳이 어디오?”
이지함은 인근 주민들의 병을 치료해 주었다. 세상이 어지러우
니 미신이 횡행했다. 점술가와 무당이 판을 치고 민심은 흉흉했다.
이지함은 한강에서 책을 읽지 않으면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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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은 낡아 해어지고 갓은 찢어졌다.
‘이 일을 어쩐다?’
이지함은 갓이 찢어져 쓸 수 없게 되자 난감했다. 명색이 선비라
갓을 쓰지 않고 다닐 수가 없었다.
‘비를 맞지 않으려면 쇠갓이 있으면 좋겠구나.’
이지함은 궁리를 하다가 철립(쇠갓)을 만들기로 했다. 그는 대장
간에 가서 철립을 주문했다.
“숙부님, 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형 이지번의 아들인 이산해가 물었다. 이산해는 신동으로 이름
을 날렸고 선조 때는 영의정을 지내는 인물이다.
“너는 눈이 없느냐? 이게 갓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지함이 유쾌하게 웃음을 터트렸다.
“그게 어디 갓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솥뚜껑 같습니다.”
“솥뚜껑 같다고?”
“예.”
“네 말도 옳구나. 내가 유람을 다닐 때 요긴하게 쓰이겠다.”
“예?”
“머리에 쓰면 갓이요. 밥을 지으면 솥이 되지 않겠느냐?”
“무겁지는 않습니까?”
“무거운들 어쩌겠느냐? 누구나 무거운 것을 머리에 쓰고 살지
않느냐?”
이산해는 어처구니가 없어 했으나 이지함은 쇠갓을 쓰고 전국
곳곳을 돌아다녔다. 《어우야담》에는 이지함이 솥을 지고 다니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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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 쇠로 관鐵冠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밥을 지어 먹고 씻어서 갓
으로 쓰고 다니고, 팔도를 두루 유람하면서도 탈 것을 빌리는 일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지함은 전국을 여행하면서 천민들과 어울렸다. 스스로 천한
사람의 일을 몸소 겪어 보지 않은 것이 없었노라고 여겼는데, 심지
어 남에게 매 맞기를 자청해 시험해 보려고까지 했다.
이지함에게는 많은 일화가 있다.
하루는 이지함이 한 소년을 만났다.
“어디서 이렇게 뛰어난 아이가 왔습니까? 후일 반드시 세상에
이름을 떨칠 관리가 될 것입니다.”
이지함이 소년을 보고 놀라서 말했다. 소년의 이름은 오윤겸으
로 훗날 명재상이 된다.
“제가 마누라 집안을 보니 길한 기운이 없습니다. 떠나지 않으
면 앞으로 저에게도 재앙이 미칠 겁니다.”
하루는 이지함이 형 이지번에게 그렇게 말하고는 처자를 거느
리고 서쪽으로 떠났다. 그 이듬해 과연 이지함의 처가가 화를 당했
으나 이지함은 화를 피할 수 있었다.
하루는 이지함이 조카인 이산해를 불러 어디를 함께 가자고 했
다. 이산해는 숙부의 말씀인지라 마다할 수 없어서 따라가게 되었
다. 이지함은 서강에서 손수 노를 저어서 한강 하류로 내려갔다. 때
는 음력 7월이라 바람이 약간 서늘하면서도 상쾌한 밤이었다.
합수合水(합정동)를 벗어나자 이지함이 돛을 올리더니 힘을 내어
노를 젓기 시작했다. 배는 물살을 쏜살같이 가르더니 어떤 강 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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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슬러 올라갔다.
“숙부님, 여기가 어딥니까?”
이산해가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다가 물었다.
“양자강일세.”
이지함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이산해는 크게 놀랐다. 글로
만 읽던 양자강을 실제로 온 것이었다. 배는 다시 달려서 어떤 호수
로 접어들었다.
“숙부님, 여기는 호수가 아닙니까?”
이산해가 주위를 살피면서 물었다.
“동정호(중국 후난성 북부에 있는 중국 제2의 담수호)일세.”
이지함은 껄껄대고 웃으면서 노를 저었다. 갈대밭 사이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더니 강가에 배를 댔다.
“저기로 올라가세!”
이산해가 이지함을 따라 올라가자 커다란 누각이 달빛에 보였
다. 가까이 가서 현판을 보자 악양루라고 씌어 있었다. 이지함은 중
국의 명승을 이산해에게 보여주고 마포로 돌아왔다. 이산해는 마
치 꿈을 꾼 듯한 기분이었다.
이지함은 축지법을 사용하고 배를 잘 다룬다는 일화도 있다. 그
는 제주도에서 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벌어 도민들에게 모두 나누
어 주고 마포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책을 읽으면서 소일했다.
이지함은 고려 말 유학자로 유명한 이곡과 이색의 후손으로 학
문이 쟁쟁한 집안에서 자랐다. 이지번과 이산해가 관직에 진출하
면서 그도 관직에 나아갔다. 포천 현감에 제수되자 베옷에 짚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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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으로 부임했다. 관리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동헌으로 안내하여
밥상을 들였다. 이지함은 한참 동안이나 밥상을 들여다보았으나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음식이 마땅치 않구나.”
이지함이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탄식했다.
“관비들이 음식을 준비했으나 사또께서 좋아하시지 않으니 다
시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아전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이지함이 기다리자 아전이 진수
성찬을 차려 왔다.
“이게 무슨 음식이냐?”
이지함을 상을 들여다보고 혀를 찼다.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이 곤궁한 것은 모두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차
리기 때문이다. 나는 밥 먹을 때 소반을 쓰는 것을 가장 싫어하네.”
이지함은 아전에게 명하여 잡곡밥 한 그릇과 미역국 한 그릇을
차리게 하여 맛있게 먹었다. 다음날 읍의 유지들이 인사를 드리러
오자 시래기죽을 끓여 상을 차리게 했다. 유지들은 얼굴을 찌푸리
며 시래기죽을 먹지 못했으나 이지함은 맛있게 먹었다.
‘신임 사또는 청렴한 사람이구나.’
고을 아전과 유지들이 마음속 깊이 탄복했다. 이지함은 포천 현
감으로 있는 동안 선정을 베풀어 그곳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
이지함은 재물을 탐하지 않아 항상 가난했다.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이인異人(재주가 신통하고 비범한 사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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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들 하는데 어찌 저를 위해서는 조금의 이적異蹟도 보여주지 않습
니까?”
부인이 이지함을 원망하면서 말했다.
“그런가? 그럼 내가 나비를 만들어 볼 테니 보겠소?”
이지함이 빙그레 웃었다.
“지금이 한겨울인데, 무슨 나비가 있단 말입니까? 당신 말씀이
참 망녕되오.”
부인이 퉁명스럽게 말했으나 이지함은 반짇고리에서 여러 가지
색의 옷감을 꺼내 작은 소리로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그의 손에 있
던 헝겊이 나비로 변해 일제히 날아올랐다. 나비들이 날면서 춤을
추는데 현란하여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였다.
“지금 우리 형편은 양식이 떨어져 아궁이에 불도 때지 못하게 생
겼는데 어찌 그 신기한 술법으로 끼닛거리를 마련하지 않으십니까?”
“걱정마시오.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라오.”
이지함은 여종을 불러 놋그릇 하나를 주며 말했다.
“네가 이 그릇을 갖고 저기 다리 앞에 가면 웬 노파가 백 전을 주
고 살려고 할 테니 팔아오너라.”
여종이 명을 받고 가보니 과연 이지함이 일러준 바와 같이 노파
가 샀다.
“이 돈을 가지고 서소문 밖 저자거리에 가보면 삿갓 쓴 사람이
수저를 급히 팔려 할 게다. 그걸 사 가지고 오너라.”
이지함이 다시 명했다. 여종이 명을 받고 가보니 과연 이지함이
말한 바와 같았다. 여종이 수저를 사 가지고 와 이지함에게 주니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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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저였다.
“네가 이 수저를 갖고 경기 감영 앞에 가면 감영의 종이 은수저
를 잃어버리고서 같은 모양의 물건을 사고자 할 것이다. 이것을 보
여주면 열다섯 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팔아 오너라.”
이지함의 명에 따라 여종이 가보니 과연 그가 일러준 바와 같았
다. 여종이 열다섯 냥을 가지고 와서 돈을 바치니 이지함이 부인에
게 주어 끼닛거리를 장만하게 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한 번 더 해 보세요.”
“이 정도면 족하오. 재물이 많아지면 반드시 재앙이 따르는 법
이니 더 할 필요가 없소.”
이지함이 웃으면서 거절했다.
하루는 남명 조식이 이지함의 흙집으로 찾아왔다.
“선생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곳을 찾아오셨습니까?”
이지함이 깜짝 놀라 조식을 맞아들였다. 조식은 영남 일대에서
쟁쟁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학자였다.
“초야에 큰 선비가 있다고 하여 이야기나 나눌까 하여 왔소.”
조식이 호탕하게 웃으면서 자신이 가져온 술병으로 상을 차리
게 했다. 이지함과 조식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눈 뒤 의기투합하여
학문과 시에 대해서 밤새워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연명의 시에 동방에 한 선비가 있다고 하더니 그대를 말하는
것 같소.”
조식은 이지함을 도연명의 시에 나오는 선비에 비유했다.
이지함은 사람들이 길흉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을 보고 《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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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결》을 집필했다. 《토정비결》은 점을 보는 책이 아니라 불행한 일
이 닥치지 않게 조심하고 삼가해야 함을 일러주는 책이었다. 그러
나 세월이 흐르면서 《토정비결》은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일 년 자신의 운수를 풀어보는 책이 되었다.
토정 이지함은 기행과 학문으로 일세를 풍미하다가 아산 현감
을 지낼 때 세상을 떠났다. 이지함은 생애의 상당 기간을 한강의 흙
집에서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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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은 근대화와 현대화로 빠르게 변화가 이루어졌다. 강변의
아름다운 풍경은 아파트와 빌딩이 대신하고 강둑은 도로로 바뀌었
다. 이제 우리는 불과 2백 년 전의 한강 모습을 기억할 수 없게 되
었다. 그러나 18세기 화가 정선이 <경교명습첩>과 <양천팔경>을
남기면서 여러 정자와 옛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정선은 한
강의 풍경을 담은 그림을 가장 많이 남긴 화가이기도 하다. 이는 그
가 한강 유역인 양천陽川(서울시 강서 지역의 옛지명)에서 현감을 지낸
까닭도 있으나 민족의 젖줄인 한강을 그만치 사랑했기 때문이다.
1740년대 영조 치세에서 양천 현감을 지낸 겸재 정선은 한강의
하류인 양천 일대의 아름다운 풍광을 여덟 폭의 화폭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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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팔경>의 첫 작품은 <개화사>다. 주룡산(개화산, 서울시 강서구
소재) 산속의 사찰이 담백한 필치로 고즈넉하게 그려져 있다.

“참 아름답소. 어디를 그린 그림이오?”
어느날 절친한 벗인 이병연이 그의 집에 놀러왔다가 그림을 보
고 물었다.
“양천의 개화사입니다.”
정선이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양천이라⋯. 그럼 그대가 현감을 지낸 곳이구려.”
“그렇습니다. 양천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장차 팔경
을 정하여 그림으로 그릴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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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어디 어디를 팔경으로 꼽았소?”
“개화사, 귀래정, 낙건정, 선유봉, 소악루, 소요정, 양화진, 이수
정이 팔경이라고 불릴만합니다.”
“그렇소. 나도 선유봉을 본 일이 있소만 양천의 강변 풍경이 참
으로 절묘하였소. 이것은 실경實景이구려.”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 한도십영漢都十詠 또한 절경이라고 할만 했소.”
“저도 한도십영을 읽었습니다. 양화답설楊花踏雪, 제천완월濟川翫月,
마포범주麻布泛舟, 입석조어立石釣魚, 전교심방箭郊尋芳은 한강의 아름다
운 절경을 시로 표현했지요.”
서거정은 한강을 유난히 사랑했던 인물이다. 한강을 주제로 많
은 시를 남겨 후인들이 암송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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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정이 <양화답설>이라는 제목으로 양화진에 눈 내리는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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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린 시다. 양화진은 시인이나 화가가 모두 그리고 싶어 하는 명
승이었다.
정선은 개화사를 그린 뒤에 나룻배를 타고 다니면서 양천팔경
을 모두 그림에 담았다. 이병연이 그림을 보고 감탄해 마지않았다.
이병연은 꽃과 동산을 묘사하여 조선 제일로 평가받는 화원시를
쓴 인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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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연이 지은 <추우秋雨> 즉, 가을비라는 제목의 시다. 이병연
은 화가 정선과 백악산 아래서 같이 살면서 평생을 지기로 지냈다.
양천팔경을 그린 정선은 <경교명승첩도>도 그렸는데 <압구정>,
<광진>, <송파진>, <독백탄>, <녹운탄> 등을 그려 한강의 상류까지
화폭에 아름답게 담았다.
녹운탄은 양평 양수리 일대의 아름다운 풍광을 일컫는데 한강
본류가 시작되는 곳이다. 그는 압구정과 광진, 그리고 송파진과 녹
운탄 등을 화폭에 담아 한강 하류에서 상류까지의 절경을 모두 그
린 것이다.
이들 그림은 모두 종이 바탕에 수묵담채로 그린 진경산수화다.
진경산수화는 실제 경치를 그린 산수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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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본관이 광산光山으로 자는 원백元伯, 호는 난곡蘭谷, 겸재謙齋
등을 사용했으나 겸재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한성 북부 순화방
에서 태어났으나 3대가 연이어 벼슬을 하지 못해 집안이 몹시 가난
했다. 정선은 성품이 온화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여 점잖은 선비
의 풍모를 지녔다. 어려서부터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어려운 생
계에도 이웃에 살던 노론 대신 김창집의 추천으로 도화서에 들어
가 화공이 될 수 있었다. 이후 한성부 주부를 비롯하여 하양 현감,
훈련도감 낭청, 양천 현령 등 여러 관직을 역임했다.
정선은 관료보다 화가로서의 명성이 높았다. 그의 그림을 본 사
람들 중에 감탄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백 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화가로 칭송을 받았다. 그리하여 이병연, 조영석, 유척기 등과
평생지기로 절친하게 지냈다.
그의 그림은 남종화풍南宗畵風을 띠고 있는데 그는 현실감 넘치는
독창적인 화풍을 완성하여 대한민국 회화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
다.
그의 <양천팔경> 중 <귀래정>은 행주 덕양산 기슭 행호강(창릉
천)에 있는 정자를 그린 것이다. 수양버들이 휘휘 늘어서 있고 나룻

배 한 척이 떠있는 한강 하류 모습과 귀래정 뒤편의 높은 봉우리와
소나무들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
<양천팔경> 중 <선유봉>은 신선이 놀던 산이라는 이름에 걸맞
게 아름다운 봉우리와 산밑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강촌 사람들의
초가집까지 정겹게 묘사되어 있다.
정선이 한강을 사랑한 화가라면 서거정은 한강을 사랑한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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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는 한강 일대를 묘사한 무수한 시를 남겼는데 그중 〈한도
십영〉이 후세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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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완월>은 동호대교 근방에 있는 제천정에서 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지은 시다. 밤이 깊어갈수록 달빛은 더욱 밝아져 머
리카락까지 헤아릴 정도가 되고 달을 따라 난간을 돌면서 경치를
감상하는 시인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오른다.
서거정은 <한도십영> 중에서 살곶이다리에 대한 시도 남겼다.
살곶이다리는 전관교로도 불렸는데 <전교심방>은 살곶이다리를
찾아가서 쓴 시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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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곶이다리 건너에서 봄을 맞이하는 풍경이다. 살구꽃은 붉게
피어 있고 강물은 굽이쳐 흐른다. 하루종일 봄 경치를 구경하다 보
면 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밤이 되어 누군가 옥적을 불고
바람이 일어 살구꽃이 분분이 떨어진다.
살곶이다리의 봄 풍경이 그림처럼 눈앞에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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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유역이 비옥했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는 오랜 세월
치열한 쟁투를 벌였다. 이는 삼국이 수렵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바
뀌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강이 중국과 왕래할 수 있는 요충지
였기 때문이다. 이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여 치열한 전쟁이 멎었
고 이후 후삼국시대를 거쳐 고려가 건국되었다.
고려는 개경에 도읍을 정한 뒤에 한강 유역 일대를 남경이라고
부르면서 요지要地로 삼았다. 여러 차례 도읍을 한강에 옮기려고 계
획을 세우고 궁궐을 건설하기까지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태
조 이성계에게 무너졌다.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을 도읍으로 삼았다. 한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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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도읍이 되면서 경복궁을 건설하고 세종로 일대에 6조 관청
을 건축했다. 대궐과 종묘를 비롯하여 관청과 민간 주택이 속속 건
설되면서 한양에는 많은 목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재는 강
원도와 충청도산으로 대부분 북한강과 남한강을 이용해 뗏목으로
운반했다. 목재는 나루가 크고 넓은 한강 상류의 나루에서 하역 작
업이 이루어졌다. 이 나루는 주로 경기도 광주로 가는 배가 드나들
어 광나루廣津로 불렸다.
강원도에서 뗏목이 운반되어 오면서 광나루에 많은 돈이 풀렸
다. 뗏목을 운반해 온 떼꾼들은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를 ‘떼돈’이라
고 불렀다. 떼꾼들은 광나루에서 옷감이며 필요한 생활용품을 사 가
지고 강원도로 돌아갔기에 광나루 일대에 저잣거리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광나루는 아차산을 비롯하여 주위 산세가 수려하고 강 주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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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이 절경을 이루어 많은 시인ื묵객들이 찾아왔다. 조선왕조 5
백 년 내내 선비들의 숨결이 살아 있던 지역이기도 하다.

ᩫⳓಫማᢖέ׃ᯗጘ℗߷ᑨ



㑧₡ᐓ䲮䚉

ඃᓷᾏᯗὐᙃຣℳᾯℳᾇಣૣ



ዮ蛢䜳䮶

ᎏڻᭋֿಣ⯫قᗯֿ⅐⪒



⢑俢⡣㡯ቅ

ᓻ߯ڟຣℳἻᲛਃᆫ᪀ℳᲪٟ⍿ 

冐嗃ৣ≪➟

ֿᱳℳ⪀ⱷℳ⼛〛ېຣⳏ 



ᴖᗹᯯཝ䠄

ἃፃಣᩯᾏேℳ⨫ًყℳૣ



倣⸐ⴗൈ

↿፫έጷد፫ᝈ ׀



㍡䯙❬ד㿁

ཟຣᴨ⼛↿Ⅲᭋ፫ຣ፫ຮ 



ྸ㚔ᐸ䲂

다산 정약용의 <차광진次廣津>이라는 제목의 시다. 그의 시가 광
나루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다.
광나루는 나루 자체가 크고 넓었기 때문에 조운과 교통의 중심
지 역할을 하기도 했다. 강원도에서 올라오는 뗏목이 광나루에서
하역되고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등의 내륙지방 물산이 한양으로
들어오는 길목이기도 했다. 여러 도의 세곡稅穀도 광나루를 통해 한
양으로 들어왔다. 과거를 보러 올라오는 선비들의 길이고, 수많은
장사치들이나 서민들이 오가고 사람 간의 이별이 이루어진, 한양
의 관문이었다.
광나루는 조선인들의 수많은 발자국이 남아 있는 곳이다.
태종 18년(1418년) 6월 3일 광나루 앞에 수많은 깃발을 앞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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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이 나타났다. 갑옷을 입은 군사들의 삼엄한 호위를 받으면서
나타난 행렬은 양녕대군 이제의 일행이었다. 그는 아침에 세자의
자리에서 폐위되어 즉시 떠나라는 영을 받고 경복궁을 출발하여
광나루에 이른 것이다.
이때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면서 또 다른 군사들이 달려
왔다. 첨총제 원윤과 군사들이었다.
“경이 무슨 일인가?”
양녕대군이 원윤에게 물었다.
“호송입니다.”
원윤이 공손하게 아뢰었다. 첨총관 원윤은 폐세자 양녕대군을
경기도 광주로 호송하는 배치관에 임명되어 뒤따라 온 것이다. 양
녕대군 일행은 세자빈인 숙빈 김씨와 세자에서 대군으로 전락한
양녕대군의 시중을 들 근수비根隨婢(여자 노비) 13명, 종從(남자 노비) 6
명, 화자火者(어린 내시) 4명이었다.
양녕대군은 눈앞에 거칠게 흘러가는 한강을 보고 가슴이 타는
것 같았다. 날씨는 좋지 않았다. 지난밤까지 세차게 쏟아지던 빗줄
기가 가늘어지기는 했으나 한강은 붉은 흙탕물이 거칠게 소용돌이
치며 흐르고 있었다.
‘이제 이 나루를 건너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지.’
양녕대군은 차마 배에 오르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숙빈 김
씨도 숙연한 표정이었다. 지금은 자신들이 한양에서 추방을 당하
지만 조만간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권력의 속성
으로 볼 때 폐세자된 이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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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 배에 오르십시오.”
원윤이 공손하게 아뢰었다.
“아직도 나를 저하라고 부르는가? 나는 이제 세자가 아니다.”
양녕대군은 착잡한 표정으로 말했다.
“전하께서 속히 떠나라는 영을 내리셨습니다.”
“재촉하지 마라. 이 나루를 건너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아닌가?”
양녕대군은 슬픔이 치밀어 올라와 배에 오르지 못했다.
“물이 이렇게 거칠게 흐르는데 건너야 하는가?”
양녕대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저하, 배는 띄울 수 있습니다. 배와 장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유가 아뢰었다. 나루에 커다란 배가 한 척 묶여 있고 장정들이
줄을 풀고 있었다.
“기어이 건너라고 하는 것이군.”
양녕대군의 말을 들은 숙빈 김씨가 흐느껴 울었다. 김씨가 울자
근수비들이 따라 울고 종들도 흐느껴 장내가 숙연해졌다. 하루아침
에 폐세자가 되어 한양을 떠나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폐세자를 춘천으로 보내시옵소서.”
영의정 유정현은 양녕대군을 먼 외방으로 보낼 것을 주청했다.
“비록 폐세자라고 하나 나의 큰아들이다. 부자의 정이 그렇지
않은데 어찌 춘천으로 쫓아 보내라고 하는가?”
태종은 양녕대군을 머나먼 강원도로 보내고 싶지 않았다. 폐세
자를 했어도 아들이었다.
“폐세자를 한양에 가까이 둘 수는 없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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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궁이 성녕대군(태종의 넷째 아들)이 갑자기 죽으면서 하루도 눈
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다. 이제 큰아들을 가까운 고을에 두고 소
식이라도 자주 듣기를 바란다. 또 물이 깊어서 떠나 보내기가 어려
우니, 그를 사저에 내보내어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려서 곧 보내라.”
태종은 양녕대군을 대궐에서 추방해도 사저에 머물게 하고 싶
었다.
“한양에 머물게 할 수는 없사옵니다.”
유정현이 다시 아뢰었다.
“영의정의 말이 옳사옵니다.”
대신들도 일제히 아뢰었다.
“어째서 그러한가?”
태종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뱉었다.
“폐세자가 도성에 있으면 간사한 무리들이 음모를 꾸밀 염려가
있사옵니다.”
“간사한 자들의 음모란 무슨 뜻인가?”
“폐세자를 다시 세우려고 할지도 모르옵니다.”
태종은 어쩔 수 없이 양녕대군을 광주로 보내라고 영을 내렸다.
이에 양녕대군 이제는 경복궁을 떠나 광나루에 이른 것이다.
양녕대군 이제는 태조 이성계의 혈통을 이어 받아 무인 기질을
갖고 있었다. 그는 불과 9세에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나 학문에 전념
하지 않고 시정 잡배들과 어울려 방탕하게 지냈다. 몰래 대궐을 나
가 기생집에 출입하고 악공들과 어울렸다. 그러다가 여승과 간통
하고 유부녀인 어리를 납치하여 첩으로 삼았다. 이 일이 발각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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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은 양녕대군을 엄하게 꾸짖고 어리를 대궐에서 추방했다.
‘나는 어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양녕대군은 어리를 잊을 수 없었다.
“어리의 아름다움을 들은 지 오래되었으나 그가 성 밖에 있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다. 그 뒤 서울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친
히 그 집에 가서 나오라고 했으나 그 집에서 숨기고 내보내지 않았
다. 내가 강요했더니 어리가 마지못해 나왔다. 나는 그 집 사람더러
말을 대령하여 태우라고 했으나 그 집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태도
였다. 그래서 나는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탄 말에 태우고 나는
걸어가겠다.’라고 했더니, 그 집 사람이 마지못해 말을 대령했다.
그래서 나는 어리의 옷소매를 끌어 말을 타게 하니 어리는 말하기
를, ‘비록 나를 붙들어 올리지 않더라도 나는 탈 작정이다.’ 하고 곧
말을 탔다. 그때 온 마을 사람들이 삼대麻 같이 모여 구경했다. 그날
밤에 광통교 가에 있는 오두막집에 와서 자고 이튿날에 어리는 머
리를 감고 연지와 분을 바르고 저물녘에 말을 타고 내 뒤를 따라 함
께 궁으로 들어왔다. 어렴풋이 비치는 불빛 아래 그 얼굴을 바라보
니 잊으려해도 잊을 수 없이 아름다웠다.”
양녕대군이 동생인 충녕대군(세종)에게 고백한 내용이다. 그는
오로지 어리에 대한 생각에만 몰두하여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세자께서 학문을 하지 않고 오로지 어리 생각만 하고 있으니
어찌합니까?”
오죽하면 세자빈 김씨가 친정아버지 김한구에게 답답함을 호소
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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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날, 양녕대군이 말했다.
“아무래도 어리를 동궁전으로 불러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일을 하면 전하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자빈 김씨는 펄쩍 뛰면서 반대했다.
“나는 어리를 만나기 위해 대궐을 나가야 하겠소.”
“부왕께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어리를 보지 못하면 나는 죽을 것 같소.”
“아아, 이 일을 어찌합니까?”
세자빈 김씨는 결국 양녕대군의 뜻을 받들어 어리를 동궁전으
로 데리고 왔다. 양녕대군은 어리를 깊이 사랑하였고 결국 그녀는
아들을 낳았다. 이 사실은 다시 태종에게 보고되었다.
“내 아들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부모인 나의 잘못이다.”
태종은 조말생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잘못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스스로를 탓한 뒤에 어리와 양녕대군의 첩을 모두 대궐
에서 내쫓았다. 그러자 양녕대군이 원망이 가득한 상서를 올렸다.
“신의 여러 첩을 내보내 곡성이 사방에 이르고 원망이 나라 안
에 가득 차니 어찌 여러 사람을 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한나라 고
조가 산동에 있을 때에 재물을 탐내고 색을 좋아하였으나 마침내
천하를 평정하였고, 진왕 광이 비록 어질다고 칭하였으나 그가 즉
위하자 몸이 위태롭고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전하는 어찌 신이 끝
내 크게 효도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 첩 하나를 금하다
가 잃는 것이 많을 것이요, 얻는 것이 적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잃
는 것이 많다고 하느냐 하면, 능히 천만세 자손의 첩을 금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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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니, 이것이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이요, 첩 하나를 내보내는 것이
얻는 것이 적다는 것입니다.”
양녕대군의 상서는 아버지이자 임금에게 극렬하게 반발한 것이
었다. 중국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 유방의 고사를 빌려 자신도 훌륭
한 임금이 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친 것이다.
“망발이로다!”
태종은 양녕대군의 상서를 읽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때 영
의정 유정현과 좌의정 박은이 밀계를 올렸다. 그들은 충녕대군을
지지하고 있었다.
어리가 아무리 미인이라고 해도 유부녀였다. 유부녀와 사랑을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였다. 게다가 충녕대군을 지지하는 세
력은 성격이 거칠고 호방한 양녕대군을 두려워했다.
“양녕대군이 임금이 되면 폭군이 될 것이고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양녕대군을 왕세자 자리에서 몰아내고 충녕대군을 세
워야 합니다.”
대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양녕대군과 같은 사람이 국왕이
되면 신하들이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그들은 양녕대군의 비
행을 태종에게 낱낱이 고했다.
태종의 왕자들을 둘러싼 권력 쟁탈전은 뿌리가 깊고 치열했다.
원경왕후의 동생들인 민무구 형제는 양녕대군을 지지하면서 전제
론剪除論(가지 하나를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버려야 한다는 주장, 양녕대군 외에
다른 왕자를 죽여야 한다는 뜻이다)을 내세워 태종의 다른 왕자들을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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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공작을 펼쳤고, 충녕대군을 지지하는 세력은 택현론擇賢論(어
진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결국 민무구 형제가 패하여

귀양을 갔다가 사약을 받아 죽고 양녕대군이 폐세자를 당하게 된
것이다.
세종은 양녕대군을 한양에서 추방하면서 가슴이 아팠다. 국왕
이라고 해도 그는 아버지였다.
“비자婢子(여종)는 13명을 거느리되, 네가 사랑하던 자들을 모두
거느리고 살라. 노자奴子(남종)는 장차 적당히 헤아려서 다시 보내겠
다. 동궁전의 잡물을 모조리 다 가지고 가도 좋다. 그러나 활이나
칼은 그냥 두라. 너의 생활은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해주겠다. 부
모가 살아 있을 때까지는 좋은 이름이 들리면 좋겠다.”
태종이 영을 내렸다. 그는 양녕대군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는 어
의를 보내주고 소합원, 청심원과 같은 귀한 약을 보내주기도 했다.
“이 땅을 다시 볼 길이 없을 것이다. 아아!”
양녕대군은 슬픔에 잠겨 광나루에서 배에 올라 눈물을 흘렸다.
양녕대군이 배에 오르자 숙빈을 비롯하여 노비들이 배에 오르고
이들을 호송하는 원유와 군사들도 배에 올랐다.
강물은 거칠게 흐르고 있었다. 한강이 범람할 정도로 큰비가 내
린 탓에 강물은 마치 소용돌이를 치는 것 같았다. 모두 공포에 질려
불안에 떨었으나 양녕대군은 홀로 뱃전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
었다.
“전하께 올릴 말씀이 없으십니까?”
원유가 여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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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성질이 본래 거칠고 사나워 보통 때에 나아가 부왕을 뵈
올 적에 말씀이 반드시 공손하지 못했다. 죄가 심하였으나 죽지 않
은 것은 부왕의 보살핌 덕택이다. 내 성질이 사나워 자주 불효를 범
하였으니, 장차 어찌 부왕을 뵙겠는가?”
“어찌 눈물을 흘리십니까?”
“광나루를 건너면 내가 사랑하는 이를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
아서다.”
양녕대군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폐세자의 교지를 받았을 때
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양녕대군이었다. 그러나 광나루 앞의 강
을 건너면 다시는 어리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한강에 눈물
을 뿌린 것이다.
양녕대군은 광나루를 건너 경기도 광주로 끌려갔다.
‘세자께서 나 때문에 끌려가시는구나.’
광나루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이었다. 어리가 점점 멀어
지는 양녕대군의 행렬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다. 그녀는 유부녀였고 양녕대군은
왕세자였다.
“나 때문에 세자 저하께서 저리되셨으니 어떻게 하니?”
어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아씨 탓이 아닙니다.”
여종이 새침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내 탓이다.”
“아씨도 납치된 것입니다.”

  ▋ᳵ⋴ῳᴑẙ

“그래도 나는 그 분을 사랑한다.”
어리는 홀린 듯이 말했다.
“양녕대군이 슬퍼하던가?”
문귀가 돌아오자 태종이 물었다. 당시에 태종은 개경에 있었고
양녕대군은 한양에 있었다. 문귀는 양녕대군을 폐세자한다는 교지
를 받들고 한양을 다녀온 인물이다.
“교지를 전할 때에 신은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지 못하였으나,
대군께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금도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사옵니다.”
문귀가 대답했다.
“양녕이 어찌 허물을 뉘우치겠는가?”
태종은 아들의 모습에 실망했다.
“양녕이 말한 것이 있는가?”
태종이 배치관인 원유가 돌아오자 물었다.
“눈물을 흘렸사옵니다.”
“양녕이 반성을 한 것인가?”
“사랑하는 이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눈물을 뿌
린다고 하셨사옵니다.”
“어리도 광주에 보내주겠다.”
태종은 불같이 역정을 냈다.
양녕대군 일행은 붉은 흙탕물이 콸콸대고 흐르는 한강을 건너
광주에 안치되었다. 양녕대군은 이후 한동안 한강을 건너오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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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녕대군은 광주 배소에서 우울한 날을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
기 행방불명이 되었다. 조정이 발칵 뒤집히고 경기도 일대에 비상
이 걸렸다.
“이는 모두 어리 때문이다.”
사람들이 모두 어리를 비난했다. 어리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자
억울함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양녕대군은 광주 배소를 탈출하여 한강을 건너 광나루에 이르
렀다. 그는 아차산에 올라가 하루를 보내고 밤에 종 이견의 집을 찾
아갔는데 신이 해어져 발이 나와 있었다. 이로써 그가 얼마나 오랫
동안 걸어서 한양에 이르렀는지 알 수 있다. 깜짝 놀란 이견은 태종
에게 한양에 양녕대균이 돌아와 있다는 사실을 고했다.
“양녕이 어찌 한양에 돌아왔느냐?”
“대답을 하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행색이 어떠하더냐?”
“옷이 찢어지고 신발이 떨어져 있었사옵니다.”
태종이 술과 안주를 보내 양녕대군을 데려오게 했다. 폐인처럼
변한 양녕대군을 보자 태종은 가슴이 아팠다.
“어리의 죽음은 진실로 슬프고 민망하다.”
태종이 양녕대군에게 말했다. 태종은 양녕대군의 사랑을 이해
한 것이다.
태종은 양녕대군에게 매사냥이나 하면서 일생을 보내라고 이르
고 다시 광주로 돌려보냈다. 양녕대군은 광주로 돌아가기 위해 광
나루에 이르렀다. 이제는 어리가 죽고 없다고 생각하자 눈물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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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로 흘러내렸다. 양녕대군은 한강을 건너면서 눈물을 뿌렸다.
태종은 충녕대군을 왕세자로 책봉한 뒤에 몇 달 되지 않아 양위
를 하고 상왕으로 물러났다. 몇 년 뒤 그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세
종에게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는 유언을 남겼다. 세종은 태
종의 유언을 받들어 대신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양녕대군에게 벌
을 내려야 한다고 진언한 것을 물리쳤다.
양녕대군은 시를 잘 짓고, 글씨를 잘 써서 숭례문과 경회루 등의
현판에 이름을 썼다. 태종은 양녕대군에게 논어와 대학만 읽게 하
고 이외의 책은 독서를 금지시켰다.
사랑은 움직인다고 한다. 어리가 죽은 후 양녕대군은 팔도를 돌
아다니면서 선비들과 풍류객, 기녀들과 사귀면서 일생을 마쳤다.
세조 8년(1462년)에 69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본부인에게서 3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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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녀, 첩에게서 7남 12녀를 두어 자녀가 모두 26명이나 되었다.
한강에서 가까운 동작구 상도동에 사당과 무덤이 남아 있다.

ंᓳڟטᓻ⼗טڻ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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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 윤휴가 지은 <광나루 새벽>이라는 제목의 시다. 꼿꼿한 선
비인 윤휴가 광나루의 아름다운 새벽을 묘사한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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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5년(1781년) 음력 12월이었다.
살을 엘 듯한 강추위로 한강이 꽁꽁 얼어붙었다. 한겨울의 맹추
위가 기승을 부리면 서민들은 바깥출입을 하지 않는다. 방에 군불
을 때고 새끼를 꼬는 작업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한강 주변
에 살고 있는 강촌 사람들의 겨울은 그렇지 못했다. 강촌 사람들은
날씨가 혹독하게 추우면 강제로 동원되어 일을 해야 했다.
“어이,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움직여! 움직이지 않으면 동상에 걸
려.”
강경환이 느릿느릿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서빙고 앞 한강이었다. 한양 사람들이 용산강이라고 부르는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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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얼음이 네 치가 넘게 두껍게 얼자 수많은 장정들이 몰려와 얼음
을 캐기 시작했다. 얼음을 일정한 규격으로 캐어 저장고로 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한강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의 맹렬한 추위니 얼음을 채취하는
장정들에게는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솜으로 누빈 옷을
겹겹이 껴입고 머리에는 방한 모자를 잔뜩 눌러 쓰고 눈만 남겨 놓
고 천을 얼굴에 감았다. 얼음 위 곳곳에 모닥불을 피웠으나 추위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다.
한강의 얼음은 어떻게 채취할까? 10㎝가 넘는 두꺼운 얼음이니
사각형으로 선을 그리고 선을 따라 징으로 깨야 한다. 사각형의 크
기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길이가 2자에서 3
자, 폭이 2자 이내여야 한다. 징으로 얼음을 깬 뒤에는 갈고리로 걷
어 올려 달구지에 싣고 둔지산 얼음창고로 옮긴다. 달구지도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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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동원되어야 한다.
“얼음을 깨끗하게 다뤄. 그게 다 돈이야.”
장정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정조시대 얼음업자로 유명한
강경환이었다. 얼음을 채취하는 일은 기껏해야 한 달이나 두 달밖
에 되지 않는다. 한겨울이 지나면 얼음이 녹기 시작하기 때문에 서
둘러 채취한다. 그리하여 한강이 얼면 수백 명의 장정들이 동원되
는 것이다.
“올해에는 얼음을 많이 채취할 것 같습니다.”
최석우가 옆에서 강경환에게 말했다. 최석우는 임금을 호위하
는 금군으로 활을 잘 쏘아 정조에게 여러 차례 상을 받았다.
“이런 날씨가 오래 계속되어야 해.”
강경환이 일을 하는 빙정들을 살피면서 대답했다. 작년에는 날
씨가 너무 따뜻했다. 겨울인데도 비가 자주 내리고 날씨가 포근하
여 얼음을 채취할 수 없었다.
“아이고,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 촌민들이 얼어 죽습니다. 지난밤
에도 얼어 죽은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까치도 얼어 죽고요.”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면 걸인과 가난한 백성들이 얼어 죽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잖아? 이때 얼음을 채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뭘 먹고 살아?”
강경환이 어두운 표정으로 대꾸했다.
“그야 그렇지요.”
“그런데 자네 빙계氷計(얼음을 다루는 조직)를 만든다는 말을 들어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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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조정에서 얼음 채취하는 것을 빙계에 맡긴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빈털터리가 되는 거지요.”
“이 사람아, 지금 농담이 나오는가?”
최석구가 웃자 강경환이 눈을 흘겼다. 강경환은 조상 대대로 얼
음 캐는 일을 해왔다. 그런데 조정에서 그 일을 상인 조직인 빙계에
맡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한강은 봄에는 꽃이 피어 절경을 이루고 여름에는 장마로 물이
범람한다. 가을에는 수양버들이 노랗게 물들고 겨울에는 눈이 하
얗게 쌓인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정겹고 아름답
다. 그러나 강경환에게 한강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돈을 벌게 해
주는 겨울일 수밖에 없었다.
한강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이 물에서 빨래도 하고 물고기도 잡
았다. 한강은 또한 중요한 교통로여서 마포나루에는 소금과 풍성
한 해산물이 올라오고, 송파나루에는 북한강과 남한강을 통해 내
륙지방의 물산이 집결되었다. 전라도의 세미가 올라오는 곳도 한
강이어서 나루를 따라 마을이 번성했다.
한강의 겨울은 아름답다. 강변 언덕에는 눈이 하얗게 쌓이고, 눈
이 그치고 나면 얼음이 꽁꽁 언다.
한강이 얼면 특이한 풍경이 펼쳐진다. 수많은 노역자들, 소위 빙
정들이 나타나 얼음을 채취한다. 음력 12월 1일 한강이 4치(12㎝)
이상 얼면 얼음을 사각형으로 잘라서 동빙고와 서빙고, 내빙고로
운반한다. 동빙고의 얼음은 왕실의 제사에 쓰이고, 내빙고는 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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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빙고의 얼음은 정2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공급된다.
이미 신라시대에도 겨울에 얼음을 저장하여 여름에 사용했던
것으로 역사 기록에 나와 있다. 그러나 얼음이 폭넓게 사용된 것은
조선시대였다. 조선시대에는 국가가 얼음을 채취하거나 저장, 공급
하는 일을 전담했으나 채취 작업은 빙정의 부역으로 충당했다. 국
가에서 부역으로 동원된 사람들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급했으나 한
집에 일 전도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적은 돈이라 빙정 일을 하는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다.
얼음은 조선에서 고위 관리들이나 부유층이 사용했다. 그러나
돈이 있어도 얼음을 살 수 없었다. 이에 왕십리 일대의 주민들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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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이 미나리꽝이나 도랑에서 얼음을 채취하여 저장했다가 여름
에 파는 일도 많았다.
“왕십리 사람들이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니 엄금하라.”
조정에서 민간인들의 얼음 채취와 저장을 금지했다.
“우리가 부자들에게 얼음을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처
사다.”
왕십리 주민들은 흥분했다. 그들은 밤에 서빙고로 달려가 불을
질렀다.
“강가의 주민들은 광해군 때부터 얼음 저장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을 핑계로 이득을 취하며 국고의 곡식을 훔쳐 먹고 있다. 이제 간
사하게 외람된 짓을 금지하자, 이득을 놓치게 된 것을 원망하여 밤
에 불을 지른 것이다. 철저하게 조사하라.”
조정에서 엄중한 영을 내렸다. 그러나 민간인들의 얼음 채취는
계속되었다. 그들은 육계를 조직하여 창고를 만들어 얼음을 저장
하여 여름에 팔았다. 조정과 민간인 얼음 장사들이 대립을 하게 되
자 조정은 그 일을 빙계라는 조직에 맡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빙계
는 상인들과 나루터의 무뢰배들이 결탁하여 조직했다.
“저의 선조 진산군 강희맹이 본동에서 살면서부터 여기에 얼음
창고를 두고 생업을 삼은 지 이제 3백여 년이 되었는데⋯.”
강경환이 스스로 한 말이다. 이로 미루어보면 강경환의 얼음 장
사는 연산군 때 시작한 가업이었다. 그런데 정조가 얼음 사업권을
한강 일대의 상인들에게 주면서 가업을 잃게 되었다. 빙계 상인들은
무뢰배를 등에 업고 민간 얼음업자의 얼음 사업을 철저하게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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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계가 얼음 사업을 독점하자 얼음업자인 강경환이 반발했다.
“지금 나라의 폐단 중 하나는 빙계에서 얼음을 독점하는 것입니
다. 빙고(얼음창고)가 많으면 얼음값이 싸지고 빙고가 적으면 얼음
값이 비싸집니다. 옛날에는 강 상류와 하류에 설치한 빙고가 거의
30곳에 달했는데도 부족할까 염려하였는데, 이번에 여러 빙고를
일체 금지하고 빙계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 단지 여덟 곳의 빙고
만을 남겼으니 전에 비하면 5분의 1이라 할 만합니다. 5분의 1로
줄어든 빙고에 저장한 양으로 5배의 수요를 대다 보니 얼음값은 자
연 크게 뛸 것인데, 얼음값이 비싸지면 뱃사람들이 틀림없이 얼음
을 많이 싣고 다닐 수 없어 생선이 문드러질 것이고 육의전 상인 또
한 항상 얼음에 재어 놓을 수 없어서 고기가 부패할 것입니다. 그렇
다면 도성 안의 사람들은 장차 생선과 고기를 맛보지 못할 것이고
강 주변의 백성들 또한 모두 생계를 꾸려 갈 직업을 잃게 될 것이옵
니다.”
강경환의 사주를 받은 금군 최석우가 정조에게 아뢰었다.
“앞으로 빙계가 이익을 독점하는 폐단이 있을 경우에는 혁파할
것이다.”
정조가 영을 내렸다. 얼음은 막대한 이권이 걸린 사업이었다. 빙
계는 얼음 사업을 독점하면서 많은 폐단을 일으켰다.
“사옹원은 400냥을 얼음 창고에 먼저 지급하고 한 해 내내 얼음
을 공급해 주도록 하고 있사옵니다. 그런데 여름과 가을에 얼음이
귀해질 때가 되면 빙계 사람들이 얼음을 사사로이 팔아먹는 이익
을 탐하여 계속 공급해 주지 않아 매번 꿩고기와 생선이 부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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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봉공할 때 번번이 대부분 퇴짜를 맞습니다.”
사옹원에서 정조에게 아뢰었다. 빙계는 국가 기관에도 얼음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육의전이나 어물전에도 비싸게 공급하여 폭
리를 취했다.
“도제조에게 가서 의논하라.”
정조가 영을 내렸다.
“응사계와 어부계는 사옹원에서 얼음값으로 지급한 돈 500냥으
로 사서 쓰도록 했사옵니다. 이는 날마다 얼음을 채우는 데는 사사
로이 사서 쓰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빙계가 설치되
고 나서부터는 계인(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독점하고자 일
마다 농간을 부리니, 작년으로 말하더라도 마련한 꿩고기와 생선이
대부분 부패하여 막중한 공상이 거의 중단될 뻔하였사옵니다.”
이들이 정조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얼음이 수요가 많아지는
여름 빙계가 사사로이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빙계를 혁파해 달
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하루는 정조가 대궐을 나와 행차를 하는데 길을 막고 징을 치는
자가 있었다.
“누가 격쟁擊錚을 하는 것이냐?”
정조가 행차를 멈추고 물었다. 격쟁은 조선시대 억울한 일을 당
한 백성들이 임금이 행차할 때 징을 쳐서 호소하는 것이었다.
“신석영이라는 자이옵니다.”
“불러오라.”
정조가 영을 내리자 신석영이 불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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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어찌 격쟁을 하였느냐?”
“소인은 용산에 사는 촌사람으로 빙계의 폐단을 아뢰고자 합니
다.”
신석영은 빙계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강촌의 백성들이 얼음을 채취하도록 허락하라.”
정조가 영을 내렸다. 이에 얼음업자들이 다시 장사를 하게 되었
다. 빙계는 어쩔 수 없이 얼음업자인 강경환과 협정을 맺었다. 그러
나 이번에는 강경환이 협정을 지키지 않고 얼음 사업권을 독점했다.
“강경환이 옳지 않다.”
정조가 다시 영을 내렸다. 조정에서는 민간업자의 영업을 금지
하고 빙계에 다시 영업독점권을 주었다. 강경환과 빙계는 치열하
게 대립했다.
“한강의 합정동 이하는 민간에서 하고 합정동 이상 상류는 빙계
에서 영업을 하라.”
비변사에서 얼음 영업권을 나누어주었다. 그러나 얼음업을 둘
러싼 이권 투쟁은 더욱 치열해져 김재심 등이 격쟁을 하여 빙계를
혁파해 달라고 청했다.
“팔강의 백성 김재심 등이 격쟁하였으므로 그 원정怨情을 살펴보
았더니, 빙계를 영구히 혁파하여 백성들의 고질적인 폐단을 제거
해 달라고 하였사옵니다.”
“빙계라고 이름하는 것은 원래 팔강의 백성들이 원한 바가 아니
고, 바로 한양의 모리배들이 도맡아서 이익을 독점하려고 한 것이
옵니다. 그리하여 팔강의 백성들이 얼음을 뜨고 얼음을 져 나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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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빙역(얼음 다루는 부역)을 면하고 다른 잡역을 하게 되었다고 한결
같은 목소리로 억울함을 하소연하다가 격쟁을 하기까지 하였사옵
니다. 지금 만약 빙계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빙역의 법을 회복하
여 백성들의 소원에 부응한다면 올바를 것 같으니 상께서 재결해
주시옵소서.”
대신들이 아뢰었다
“폐단이 이와 같다면, 빙계를 금방 만들었다가 금방 없애버린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초기草記를 올린 바 대로 시행하라.”
정조가 영을 내렸다. 이에 빙계는 사라지고 한강 유역에는 강경
환을 비롯하여 많은 업자들이 난립하게 되었다.
서빙고는 거대한 얼음창고였다. 서빙고에 저장되는 얼음은 약
13만 개에서 15만 개로 한양의 얼음을 충당했다. 민간업자들도 수
많은 창고에 얼음을 저장하여 육의전과 시장, 심지어 생선을 파는
사람들까지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서빙고는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라졌으나 한강에서 얼음을
채취하여 저장한 것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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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진에는 군사들이 삼엄하게 늘어서고 인근의 군중까지 잔뜩
몰려와 있었다. 날씨는 쾌청했다. 가을이라 양화진의 울창한 버드
나무는 노랗게 물든 잎사귀들이 바람이 일지 않는데도 하늘거리면
서 떨어지고 있었다. 그곳에 흰옷을 입은 여인이 차꼬를 차고 수레
에 실린 채 호송되어 왔다.
“죄인들 중에 여자가 있네.”
“저렇게 얌전한 여자가 어떻게 사학邪學 죄인이 되었을까?”
군중들이 호송되어 온 죄수들을 살피면서 수군거렸다.
여인은 수레에서 끌어내려지자 넓은 백사장 뒤에 있는 봉우리
를 응시했다. 양화나루 위쪽으로 모양이 누에가 머리를 쳐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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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같다고 하여 잠두봉, 또는 용두봉이라고 불리는 절벽이 눈에
들어왔다. 선비들이 뱃놀이를 즐길 때 찾아오는 선유봉도 보였다.
‘나도 이제 남편을 따라가는구나.’
여인이 기도를 하듯이 고요히 생각에 잠겼다. 여인의 이름은 김
큰아기(세례명 마리아)로 평양 출신이었다.
“죄수들을 꿇어 앉혀라.”
누군가 영을 내렸다. 죄수들은 잠두봉 아래 백사장에 꿇어 앉혀
졌다. 김큰아기는 여전히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양화진 백사
장에서는 지난 10월 5일 그녀의 남편 김진도 처형되었다. 남편이
처형당한 백사장에 핏자국이 마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자 억
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1866년 10월 10일의 일이었다. 조선에 병인박해의 피바람이
몰아쳐 수많은 교인들이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고, 형장의 이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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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고 있었다.
백사장에는 처형을 집행할 총융청 중군이 좌우에 비장들을 거
느리고 앉아 있었다. 김큰아기는 강명흠, 황기원, 이기주 등과 함께
목에 사학 죄인이라는 목패를 걸고 처형을 기다렸다.
“오시가 되었느냐?”
중군이 군사들에게 물었다.
“일각(15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시에 사형을 집행한다. 오시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김큰아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얼
굴에는 조금도 두려운 빛이 없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눈을 감
은 채 조용히 입술을 달싹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저 여인네는 뭐라고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 죽지 않나?”
군중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김큰아기의 귓전에 뚜렷이 들렸다.
김큰아기는 평양 이문동에 살다가 17세가 되었을 때 평안도 안
주 사람 김진과 혼인했다.
“내가 믿는 교가 있는데 당신도 믿어야 하오.”
혼인하던 날밤 김진이 그녀에게 말했다.
“그 교가 무슨 교입니까?”
“천주님이 주인이신 교인데⋯.”
김진은 김큰아기에게 천주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
었다.



∲⊶Ὧ⍼≫⅝▋ᳵ⋣▜▒ẞῦẙ

‘이 교는 진실로 훌륭한 교다.’
김큰아기는 김진의 설명을 듣고 천주교에 마음이 끌렸다. 그때
부터 천주교 교리를 열심히 배우고 교인이 되었다. 김큰아기는 일
주일에 한 번씩 금육하여 고기와 생선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다. 사
순절(예수 수난절)에는 하루 한 끼밖에 먹지 않았다. 그녀는 긴 기도
서를 모두 외워 항상 기도를 하고 인내하면서 절제하는 생활을 했
다. 날씨가 덥거나 추워도 불평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아이 추워
라’, ‘아이 더워라’, ‘바람이 사납게도 분다’, ‘비가 이렇게 와서 어떻
게 견디지’ 하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탄사였
으나 천주님이 주신 은총이라고 말했다.
하루의 일이 끝나면 밭이나 냇가에서 조용히 기도했다.
김큰아기는 1863년 남편과 함께 한양 청석동으로 이사했다. 한
양은 새 임금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여 어수선했다.
김큰아기는 1864년 9월에는 최형(베드로)의 집에서 베르뇌 주
교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 무렵 조선에는 프랑스 외방전교회 소속
의 신부 12명이 들어와 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다.
조선은 안동 김씨 가문의 60년 세도 정치와 관리들의 부패와 탐
학으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었다. 농토를 잃고 유리걸식하는
백성들은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으며, 또 일부는 도적이 되거나 각
지에서 민란을 일으켰다. 현실에서 도피처를 찾지 못한 백성들은
종교에서 희망을 찾아 동학이나 천주교에 귀의했다. 천주교는 사
학이라고 하여 나라에서 금하고 여러 차례 박해를 받았는데도 교
인들이 늘어나 그 수가 수만 명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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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선의 정국에는 개혁의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었다.
1863년 고종이 불과 12세의 나이로 등극하자 그의 생부인 흥선대
원군 이하응이 섭정을 맡아 서원을 철폐하고 경복궁을 중건하는
등 위기에 빠진 조선을 구하려고 했다. 청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등
서양 국가들의 침략과 이권 쟁탈로 황제가 열하로 피난을 가는 등
나라가 위태로웠다. 조선은 청나라의 위기를 보고 서양인들이 들
어오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이 무렵 두만강 상류에 러시아 기병들이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
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조선인들에게 강대한 나라로 인식되어 있
었다. 러시아 기병들이 두만강 일대에 나타났다는 보고가 올라오
자 한양에서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여 백성
들이 울부짖으면서 산으로 달아나기까지 했다.
러시아는 잠재적인 조선 최대의 적이었다. 조선에서는 러시아
기병이 출몰하는 것이 천주교 때문이라고 보고 이들을 발본색원해
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이때 승지를 지낸 남종삼이 흥선대원군을 찾아와 프랑스와 조
선이 힘을 합쳐 러시아를 견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프랑스가 우리를 돕겠소?”
“조선에 있는 주교들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프랑스에서
는 황제도 주교를 존경합니다.”
흥선대원군은 크게 기뻐하면서 남종삼에게 프랑스 주교를 불러
오라고 지시했다. 천주교 주교들은 때마침 한양에 없었다. 며칠이 지
나도 프랑스 주교들이 찾아오지 않자 흥선대원군은 크게 실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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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의 여론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이자들은 나라의 위기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흥선대원군은 여론에 밀려 천주교인
들을 모두 잡아들여 처형하라는 영을 내
렸다. 흥선대원군의 영이 떨어지자 전국
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조선에 들어
와 있던 프랑스인 천주교 신부 9명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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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되어 형장의 이슬이 되었다. 이러한 사
실이 프랑스 외방전교회에 알려지자 마
침 소풍을 갔다가 돌아와 그 소식을 들은 신학생 수백 명은 감격하
여 눈물을 흘리며 성당을 돌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이들이 감
사의 기도를 올린 것은 신부들이 순교를 했기 때문에 장차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박해의 피바람은 평안도까지 휘몰아쳐 왔다. 김큰아기는 남편
과 함께 친정이 있는 안주로 일단 피했다.
“벌써 여러 명의 신부님들이 순교하셨어요.”
김큰아기는 박해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불안했다.
“박해는 천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이오.”
남편 김진이 말했다.
“우리에게도 박해가 닥치면 어떻게 해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박해가 닥칠까 봐 두렵소. 많이 생각도 하
고 번민하기도 했소. 그러나 만약에 박해가 닥치면 기꺼이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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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오. 다만 당신이 어찌 생각할지 몰라 그것이 가슴이 아프오.”
“당신이 순교한다면 저도 당신을 따라 순교할 거예요. 제 믿음
을 의심하지 마세요.”
김큰아기는 남편 김진의 손을 잡았다. 김진은 의원이었다. 그는
병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평양에 갔다가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된
후 처형당했다.
‘아아, 남편이 기어이 순교했구나.’
김큰아기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남편과 약속했으니 나도 순교하자.’
김큰아기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는 한양으로 올라가 포도청
에 자수했다. 포도청은 병인박해가 시작된 이후에 수많은 교인들
을 체포하여 처형했다. 천주교 교인들 중에는 때때로 자수하는 사
람들이 많아 포도청을 곤혹스럽게 했다.
“너는 어찌하여 자수를 했느냐?”
포도청에서 김큰아기를 심리했다.
“남편과 함께 순교하여 천주의 가르침에 따라 좋은 곳으로 가야
하겠다고 생각하여 자수했습니다.”
김큰아기가 조용히 대답했다.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간다고? 대체 어디로 간다는 것이냐?”
“천주께서 계신 곳입니다.”
“망령된 말이로다. 배교하라. 배교하면 용서하고 살려줄 것이다.”
“배교는 천주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사학은 나라에 죄를 짓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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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죄를 지을지언정 천주께 죄를 짓지는 않겠습니다.”
“기이한 일이다. 어찌 스스로 죽겠다고 자수를 한다는 말인가?”
포도대장은 탄식을 한 뒤에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양화진
에서 처형을 당하게 된 것이다.
조선시대 사형은 일반적으로 오시에 집행되었다. 오시가 되자
중군이 일어나서 사형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죄수들은 들으라. 너희들은 나라의 금법에도 불구하고 사학을
따르고 서양인들을 조선에 끌어들였다. 서양의 배가 강화도에 들
어와 분탕질을 하고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 빠트렸다. 임금께서는
너희를 불쌍히 여겨 배교를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셨으나 이를 거
절했다. 이는 스스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 간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형을 집행하라.”
중군이 영을 내렸다. 이에 죄수들의 차꼬를 풀고 머리카락을 잡
아당겨 장대에 묶었다. 망나니들이 칼로 내리치기 쉽게 하기 위해
서였다.
“죄수들은 남길 말이 있는가?”
중군이 죄수들에게 물었다.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강명흠이 조용히 대답했다. 강명흠, 황기주, 이기원 등이 차례대
로 처형되었다.
‘주여 오늘 이 세상 떠나는 이 영혼 받아주소서. 주님을 믿고 살
아온 그 보람 주소서. 영원한 안식 주시어 주님을 받들게 하소서.’
김큰아기는 이상하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포졸이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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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횟가루를 뿌렸다.
‘이 세상 살 때 주께 애원하였으니 주여 그 애원 들어주소서.’
김큰아기는 기도를 계속했고 33세의 젊은 나이로 1866년 10
월 10일 양화진에서 순교했다.
병인박해 때 천주교인들이 주로 사형을 당한 곳은 양화진, 새남터,
서소문, 노들나루 등이다. 양화진은 군대 주둔지였고, 새남터는 한강
백사장으로 군사 훈련을 하던 곳이었다. 서소문은 사형이 집행되고
시체가 나가던 곳이었다. 노들나루에서도 군사 훈련을 자주 했다.
1866년 천주교 박해의 피바람이 불어올 때 전국에서 죽음을 당
하여 기록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2백 명 안팎이다. 그러나 1866년
부터 1872년까지 천주교인으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8천 명에서
2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 수많은 이들이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죽
음을 당한 것이다.
절두산과 양화진은 많은 천주교인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1956
년 천주교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1966년 절두산 성당과 순교기념
관 기공식을 하고 1967년 성당과 기념관이 완공되었다. 천주교의
성지로 해마다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한강에서 뱃놀이를 하던 명소가 사형장으로 바뀌고 다시 성지
로 바뀌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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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발의 노신사는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이르자 깊은 회한에 잠
겼다. 그는 수십 년 만에 대한민국 땅에 돌아온 감격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조선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받을 때 선교사로 복음
을 전파하고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물론 그 혼자
만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 언더우드, 아펜 젤러, 무어 등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에서 활동했다. 그들도 대부분 양화진의 양지바른
언덕에 묻혀 있었다.
“이곳에 아드님도 묻혀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신사를 안내하던 사내가 말했다.
“예. 두 살 때 죽은 첫째 아들이 묻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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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님이 기뻐하시겠군요. 몇 년 만에 돌아오신 셈입니까?”
노신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지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다.
“42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이 흘렀군요.”
노신사는 아들 쉘던의 무덤에 꽃 한 송이를 내려놓고 기도했다.
1907년에 대한민국을 떠났으니 42년 만에 돌아온 셈이다.
그동안 세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조선은 일본에 합병되었
고 세계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전쟁이 끝나면서 35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아오던
대한민국은 독립했다.
1949년 7월 29일 호머 베잘렐 헐버트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
령 이승만 박사의 초대를 받고 대한민국에 돌아왔다. 8월 15일 광
복절 기념행사에 국빈으로 초대를 받은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에
귀국하자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던 동대문교회와 덕수궁 등을 돌아
본 후 양화진의 외국인 묘지를 방문한 것이다. 대한민국에 다시 오
는 일은 쉽지 않았다. 헐버트의 나이는 어느덧 86세가 되었고 장거
리 여행은 무척 위험했다.
“지금 여행을 하면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그가 여행하는 것을 만류했다.
“내 마지막 소원이 대한민국에 다시 가는 것이오.”
헐버트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대한민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헐버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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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에 왔다. 아내 메이 한나에게는 미안했다. 그 아내도 대한민국
에 오고 싶어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나는 1년 전에 죽었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오.”
헐버트는 아내의 무덤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대한민국에 온 것
이다.
헐버트는 언더우드, 베델 등 동료들의 무덤에 헌화하고 기도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위기에 처해 있었다. 남한에는 민주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에는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 대립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분명 강한 나라가 될 거야.’
헐버트는 헌화와 기도를 마치고 한강을 내려다보았다. 언젠가
아내와 함께 한강변을 걸은 일이 있었다. 그들이 조선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게 시해되었을 때였다.
“일본이 조선의 왕비를 시해한 것이 틀림없나요?”
명성황후는 일본인들에게 시해되었다. 10월 8일 새벽이었다.
일본은 인천에 있는 수비대와 낭인들을 동원하여 경복궁 옥호루에
있는 왕비를 잔인하게 시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
다.
“그렇소. 틀림없소.”
헐버트는 한나의 손을 잡고 강둑을 걸었다. 왕비의 죽음을 생각
하자 비통했다. 한강은 푸르게 흐르고 있었고 논에는 벼들이 누렇
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조선의 국왕은 괜찮을까요?”

  ▋ᳵ⋴ῳᴑẙ

▻ᾉ⇈ᵽώ┊≜ẵ⊶ἃ ⊨⎮≫⅝Ⅼ₎⎔

한나도 왕비의 죽음으로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선교
사 언더우드 부인과 함께 조선의 왕비를 알현한 적이 있었다.
“물론 나는 왕비에게서 깊은 흥미를 느꼈다. 좀 창백하고 바싹
마른 얼굴에 생김새가 날카로웠고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총명
한 눈을 갖고 있어 첫눈에는 아름답다는 느낌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서 힘과 지성, 그리고 강한 개성을 갖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니까 생기발랄함과 소박함,
재치 같은 것들이 그녀의 용모를 환히 비춰주고 있었고, 단순한 겉
모습의 아름다움보다 훨씬 큰 매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매우 아름답게 보일 때 나는 비로소 그녀가 조선의 왕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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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았다.”
언더우드 부인이 귀국한 후 한 말이다. 한나도 조선의 왕비를 우
아한 여인이라고 말했다.
“괜찮을 거요. 우리가 밤마다 조선 국왕의 침전에서 불침번을
서고 있소. 왕은 때때로 외국인들의 손을 잡고 불쌍하게 울었소.”
헐버트는 우울하게 말했다. 일본인들에게 왕비가 무참하게 살
해된 뒤에 조선 국왕은 공포에 떨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가련
한 모습을 본 헐버트와 외국인 선교사들은 자원하여 침전에서 불
침번을 섰다.
“낮에는 외국 사절들이 알현하였는데 이때에도 왕은 심적으로
몹시 동요되어 있었고, 간간이 울먹이며 그래도 왕후가 도피해 있
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왕은 법도를 어기면서까지 외국 사절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직권을 통해서라도 조선에서 더 이상 불법과 폭
력이 자행되지 않도록 막아 달라고 부탁했다.”
영국 여행가 비숍도 말했다.
헐버트는 한나와 함께 갈대숲이 무성한 강 상류로 올라갔다. 강
가에서 고기를 잡던 조선인들이 깜짝 놀라서 달아나거나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조선인들은 서양인을 싫어하고 있었다. 조선을 침
략한다고 하여 오랑캐로 부르고 있었다.
“일본군들이 당신도 해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해치면 전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일본 공사관에 통
보했소.”
“조선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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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는 고기를 잡는 나룻배와 황포돛배가 한가롭게 떠 있고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헐버트는 자신도 모르게 노래를 따
라 불렀다.
“조선 노래를 배웠어요?”
한나가 웃으면서 물었다.
“그렇소. 아리랑이라는 민요인데 서양 악보로 채보採譜(곡조를 듣
고 그것을 악보로 만듦)하고 있소.”

헐버트는 아리랑을 서양 악보로 최초로 채보했다. 아리랑의 서
정적인 가락이 묘하게 마음을 사로잡았다.
헐버트가 조선에 있던 때는 조선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던 시기
였다. 헐버트는 1895년의 가을을 생각하자 가슴이 타는 것 같았다.
호머 베잘렐 헐버트는 1862년 1월 26일 미국 버몬트 주 뉴헤이
번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대학 총장이자 목사였다. 헐버트
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 신학교에서 2년 동안 공부하고 1886년 조
선에 왔다. 그는 조선 최초의 학교인 육영공원에서 영어를 가르치
는 교사로 부임한 것이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한글
을 공부하고 1888년 미국으로 돌아가 메이 한나와 결혼을 한 후
함께 조선으로 왔다.
1891년 육영공원이 축소되자 헐버트는 미국으로 돌아갔으나
1893년에 감리교회 선교사 자격으로 조선에 입국하여 선교 활동
을 했다. 그는 감리교 출판부인 삼문출판사의 책임을 맡았으며, 배
재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는 출판사를 운영하여
전도지와 종교 서적을 인쇄하고 영문 월간지 〈한국 소식〉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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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하면서 최초의 영문 소설 한국어 번역판인 《텬로력뎡(천로역
정)》을 출판했다. 그 얼마 뒤 일본인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

이 발생했다.
“일본은 야만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남의 나라 왕비를 살해하
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헐버트는 분노하여 일본을 비난했다.
“우리가 살해한 것이 아니라 조선군 훈련대의 짓입니다.”
일본의 미우라 공사는 발뺌을 했다.
“당신을 목격한 사람이 있소. 당신이 범인이오.”
헐버트와 외국 공사들은 일본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결국 미우
라 공사는 일본으로 소환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일본은 증거가 없
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고 한다.’
헐버트는 일본의 위선에 분노했다.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유인석이 이
끄는 의병은 제천성을 거점으로 싸웠으나 일본군의 토벌로 와해되
었다. 일본군은 의병을 토벌하면서 이천에서 충주에 이르는 길목
의 마을들을 초토화시켰다.
헐버트는 이때 충주까지 여행을 하면서 일본군이 소위 삼광작
전을 펼치는 것을 목격했다. 삼광작전은 조선인들을 모조리 죽이
고, 모조리 불태우고, 모조리 약탈한다는 뜻이었다. 이때의 여행 기
록은 《대한제국 멸망사》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헐버트는 1897년 5월 조선 조정과 고용계약을 맺고 학생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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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정도인 한성사범학교의 책임자로 활동하였으며, 관립 영어학
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쳤다. 1900년부터 1905년 고종의 특사로
미국에 방문할 때까지 관립 중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일본의
부당한 간섭을 비판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조선을 돕는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헐버트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선교사 활동도 부지런하게 했다.
동대문교회인 볼드윈 교회를 맡아 담임목회를 하고 관립중학교 제
자 오성근과 함께 《대한역사》라는 한글 역사 교과서를 출판했다.
1905년 11월,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을사
늑약을 강제로 체결했다. 조선인들은 분노했고 이에 항의하는 군
중의 시위가 잇따랐다. 특히 대한문 앞에서 일본을 규탄하고 무효
를 주장하는 조선인들의 모습은 헐버트에게 깊은 감명을 남겼다.
‘이는 조선을 강탈하는 야만적 행위다.’
헐버트는 을사늑약의 불법적이고 무효라는 사실을 서구 열강들
에게 알리기 위해 고종 황제의 친서를 받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헐버트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으로 고종을 설득하였고 그 결과
이준, 이상설, 이위종 등이 밀사로 가게 되었다. 헐버트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 제4의 헤이그 밀사로 불렸다.
밀사들은 우여곡절 끝에 헤이그에 도착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다. 결국 이준 열사는 분사했고 헐버트는
미국을 거쳐 헤이그로 날아가 평화클럽에서 일본의 야만성과 침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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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맹렬하게 규탄했다.
“헐버트가 우리 일본을 망신시키고 있다. 조선에 돌아오지 못하
게 하라.”
일본은 헐버트가 돌아오지 못하게 대한제국에서 추방했다. 헐
버트는 미국에서 서재필, 이승만 등의 미주 독립운동가들을 적극
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미국 각지를 돌면
서 일본의 침략행위를 비난하고 《대한제국 멸망사》 등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저서를 남겼다.
헐버트는 평생을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1949년 이
승만 대통령이 그를 광복절기념식에 국빈 자격으로 초청했다. 헐
버트는 이승만의 초청을 기꺼이 받아들여 배를 타고 한 달간의 긴
여행 끝에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으로 온 것이다. 그러나 그 여행은
86세의 노인에게 무리였다. 그는 대한민국에 돌아오자 곧바로 병
이 들어 8월 5일 별세했다. 정부는 사회장으로 그의 장례를 치르고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안장했다.
양화진에 외국인 묘역이 들어선 것은 1883년이었다. 조선의 외
아문(외무부)은 1883년 11월 조인된 조영수호통상조약 4조 5항에
의거, 사유지였던 양화진 언덕 280평을 매입하여 외국인 묘역으로
조성했다.
이 묘역에는 선교사인 헐버트를 비롯하여 베델, 언더우드, 캠벨
등 개화기 주요 외국인 선교사들과 언론인, 교육가들이 묻혀 있다.
어니스트 베델은 영국의 언론인으로 <대한매일신보>와 <코리
아데일리뉴스>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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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섰다. 그는 영국 브리스톨에서 출생하여 16세까지 그곳에서 지
냈다. 16세가 되었을 때 일본으로 온 그는 32세까지 그곳에 살면
서 무역상을 했다. 1904년 3월 10일 러일전쟁이 발발했다. 런던의
데일리 크로니클은 일본어를 잘하는 그를 특파원으로 임명하여 대
한제국에 파견했다.
베델은 조선에서 러일전쟁을 취재하여 그 기사를 영국으로 보
냈다. 그는 러일전쟁이 일본의 침략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조
선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선인들
은 자신들과 상관도 없는 일본군의 군수물자를 운반하는 일에 강
제로 동원되고 조선의 운명은 풍전등화 같았다.
‘이 아름다운 나라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일본의 침략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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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때문이다.’
베델은 일본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나는 조선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
베델은 조선의 선각자 양기탁과 상의하여 잠들어 있는 조선인
들을 깨우기 위해 신문을 발행하기로 했다. 조선의 신문들은 일본
의 사전 검열을 받아 진실을 보도하지 못했으며, 진실을 보도하면
폐간되었다. 베델은 일본의 사전 검열을 피하기 위해 <대한매일신
보>와 <코리아데일리뉴스>를 창간하여 발행인이 되었다. 양기탁,
박은식, 신채호 등 조선의 선각자들은 <대한매일신보>에서 함께
일하며 일본의 침략행위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일야방
성대곡’이라는 논설을 썼다.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
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 기자 이래 4천 년 국민 정신이 하룻
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
포여!"
장지연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폭로하자 한양 장안은 발칵 뒤
집혔다. 베델은 장지연의 체포와 을사늑약 등에 대해서 대한매일
신보판 호외를 뿌리며 장지연을 칭송하고 일본을 맹렬하게 비판했
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은 1905년 외교권
을, 1907년에는 사법권과 경찰권까지 일본에 빼앗겼다.
베델은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합병될 때까지 다섯 해 동안
을사늑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배일사상을 고취시켜 일본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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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눈엣가시가 되었다. 고종 황제의 친서를 대한매일신보에 공개
하여 일본의 침략 만행을 대중들과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렸다.
일본 통감부는 베델을 추방하기 위해 동맹국인 영국에 압력을
가했다. 베델은 1907년 10월과 1908년 6월 두 차례나 재판을 받
아야 했다. 1908년 서울의 영국 총사령관에 설치된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베델은 3주간의 금고에, 만기 후 6개월간 선행 보증금으
로 피고인 1,000달러, 보증인 1,000달러를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
았다. 베델은 중국 상하이로 호송되어 3주간 금고 생활을 마치고
1908년 7월 서울로 돌아왔다. 베델은 대한매일신보사 사장직을
그의 비서였던 만함에게 맡겼다.
베델은 양기탁 등과 함께 국채보상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
다. 일본은 대한매일신보사 총무인 양기탁을 국채보상금을 횡령하
였다는 누명을 씌워 체포했으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베델은 평소 독한 브랜디와 담배를 즐겼다. 베델은 일본의 위협
과 협박으로 스트레스가 겹쳐 건강이 악화되었다. 1909년 5월 1일
그는 불과 37세의 나이에 결핵으로 운명했다.
“나는 죽을지라도 대한매일신보는 영생케 하여 대한민국 동포
를 구하라.”
베델은 죽을 때 양기탁의 손을 잡고 유언을 남겼다.
합정동 외국인 묘역에 묻힌 캠벨은 미국 텍사스 주에서 출생
했다. 그녀는 27세 때 남편과 사별하고 얼마 되지 않아 두 아이마
저 병으로 잃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의는 큰 슬픔에 잠겨 있던
캠벨은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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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심했다. 그녀는 시카고의 간호학교에 입학해 4년 동안 공부
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33세 때 남감리회 선교사로 중국에 파견
되었다. 상해와 소주 등에서 10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하던 그녀는
1897년 10월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다. 가족이라고는 중국인 양녀
밖에 없었다.
‘이 나라는 여성들을 가르치지 않는구나.’
서울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캠벨은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사회
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들을 교육하기로 했다.
1898년 10월 2일 그녀는 교회 내에 배화학당을 설립했다. 배화학
당은 ‘여성을 아름답게 기르고, 꽃 피워내는 배움의 터전’이라는 뜻
이었다.
여성들을 교육하는 일에 배타적이었던 서울에서 여성들을 가르
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기도와 교육으로 대
한민국 여성들에게 봉사했다. 그녀는 자신을 청교도처럼 엄격하게
다스렸으나 대한민국 여성들에게는 따뜻했다. 가난한 여성들을 보
살피고 거리에서 구걸하는 여성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보살폈
다. 그동안 대한민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04년에 러일전쟁,
1905년에 을사늑약이 있더니 1910년 일본의 국권 침탈로 주권까
지 빼앗겼다.
캠벨은 서울에서 20년 동안 선교사 활동을 한 뒤 안식년을 얻어
65세 때인 1918년 미국을 방문했다가 병에 걸렸다. 주위에서는 그
의 건강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가는 것을 만류했다. 하지만 그는 배
를 타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1920년 11월 12일 67세의 나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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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했다.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는 대한민국 교회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는 대한민국 교회와 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
력했다. 그의 부인과 후손들 모두 대한민국을 위해 선교 활동을 했
고 외국인 묘역의 언더우드가 가족 묘지에 안장되었다. 언더우드
는 1859년 영국에서 태어났으며 1872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
민을 가서 뉴욕대와 신학교를 차례로 졸업한 후 목사가 되었다. 그
는 1885년에 처음으로 조선 땅을 밟았다. 그날은 4월 5일로 부활
절이었다.
‘조선은 아름답지만 깨어 있지 않구나.’
언더우드는 자신이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된 것이 하느님
의 섭리라고 생각했다. 1885년은 조선이 아직 개화되지 않았을 때
였다. 서양인들을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조선인들을 상대로 선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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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선교가 숙명이었다.
언더우드는 광혜원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1886년에는 고아원
을 설립하고 구세학당(현 경신중ื고등학교)을 창설했다. 이어 1차 전
도여행을 한 뒤에 새문안교회를 설립했다. 그는 병상에서 신음하
는 조선인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파했다. 특히 북한 지역을 자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교인들이 세례를 받게 했다.
언더우드는 8세 연상인 릴리아스 호튼과 서울에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도 전도여행으로 대신했다. 안식년이 되었을 때는 미국으
로 돌아가 후배 선교사들을 대한제국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의 영향
으로 에비슨, 무어, 레이놀즈, 테이트, 리 등이 대한제국으로 들어와
헌신적으로 선교 활동을 했고 많은 선교사들이 사후에 외국인 묘역
에 안장되었다.
언더우드의 형은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던 언더우
드 타자기의 소유주였다. 그는 언더우드의 선교 활동을 이해하고
재정적으로 크게 지원해 주었다.
언더우드는 ‘조선기독교대학’을 설립했는데 훗날 세브란스 의
대와 통합되어 연세대학교로 발전했다. 그들의 선교 사업은 대를
이어 계속되었고 대한민국 교회의 선교와 교육에 큰 공을 세웠다.
합정동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은 아름답고 고적하다. 많은
외국인들이 일평생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후 영면을 취하고 있
다. 묘역에 오르면 한국인보다 더 대한민국을 사랑한 헐버트를 비
롯하여 초기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영혼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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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가 덜컹대면서 달리기 시작했다. 차 안을 가득 메운 승객들
은 열차가 기적소리와 함께 달리기 시작하자 일제히 창밖을 내다
보았다. 무거운 쇳덩어리였다. 말이나 소가 끌지 않는데도 승객을
가득 태운 열차가 달리고 있는 것이다. 차창으로 퇴락한 시골집들
과 남루한 마을, 개울과 들판이 휙휙 지나가는 바람에 눈이 어질어
질하여 승객들이 탄성을 내뱉었다. 대부분 생전 처음 열차를 타보
는 사람들이었다. 낮은 언덕에서 아이들이 한 줄로 늘어서서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열차는 빠르게 용산 들판을 달려 한강 철교를 건너기 시작했다.
열차를 탄 사람들의 눈이 다시 한 번 휘둥그레졌다. 열차가 한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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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한강을 건너는 이들은 배를 타는 것밖에 모르던 조선인들이었다.
열차가 철교를 통해 한강 위를 달리자 그들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딱
벌렸다.
열차가 한강 철교를 건너자 한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낮게 기
침을 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그는 짧은 머리
에 콧수염을 기르고 양복을 입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행색을 보
고 눈살을 찌푸렸다. 아직 일본인들이나 서양인들을 쉽게 볼 수 없
었던 시절이었다. 말로만 듣던 개화쟁이 이거나 일본인이라고 생
각했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소생은 인천 제물포에 살고 있는 이경
봉이라는 사람이올시다. 오늘 소생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에
게 득이 되는 말씀 한마디 올리려는 것입니다. 여러 어르신, 이렇게
화륜거를 타고 나들이를 하시니 개명천지를 반대만 할 것이 아니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개화를
하니 인천에서 한양이 백릿길인데 덜컹대는 쇠수레를 타고 가만히
앉아서 한 시간 만에 오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꿈이나
꾸었습니까?”
이경봉이라는 사내는 청산유수로 말을 쏟아놓아 사람들의 호기
심을 끌었다. 차 안 승객의 모습은 각양각색이었다. 하얀 도포를 입
고 갓을 쓴 사람, 길이가 한 자가 넘는 장죽을 입에 물고 있는 노인,
봉두난발에 베수건 하나를 머리에 두른 사람, 중인들로 보이는 장
사치들, 주인과 종으로 보이는 자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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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화차올시다. 불을 때서 달리는 화륜거. 쇠로 만든 바퀴가
있으니 쇠수레라고도 합니다만 기차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떻
습니까? 쇠수레 바깥으로 달리는 풍경을 보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
까? 보리쌀이 아깝겠습니까? 도야지 새끼 한 마리가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것을 보려면 몸이 건강해야지요. 내가 천금을 갖고
있는 부자고, 내 집에 꽃같이 아리따운 첩이 있으면 무얼 합니까?”
이경봉의 말에 사람들이 피식거리고 웃기 시작했다. 점잖지 못
한 말이라고 고개를 돌리는 양반도 있었다. 그러나 귀는 이경봉을
향해 바짝 열어놓고 있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분
들에게 특효약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 약이 무엇이냐?
만병통치약 청심보명단입니다. 그럼 이 약이 어디에 쓰이는 약이
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천근처럼 무거
운 분, 날씨만 흐려도 팔다리가 쑤시는 분, 밥을 먹어도 좀처럼 소화
가 되지 않고 헛배가 부른 분, 마음은 이팔청춘인데 마누라 옆에 가
기가 괴로운 분, 이런 분이 드시면 즉효를 볼 수 있는 약이옵니다.
돈을 받지 않을 테니 우선 하나씩 드시고 마음에 드시면 사십시오.”
이경봉은 인천 출신의 약장수였다. 보리쌀 팔고 돼지 새끼 팔아
서 신기한 열차를 타던 조선인들은 이경봉이 파는 만병통치약 청
심보명단을 샀다. 이경봉은 열차에서 약장사를 하여 큰돈을 벌었
고 한때 갑부 소리를 들었다. 경부선과 경인선이 개통되고 얼마 되
지 않았을 때의 신풍속이다.
조선은 1895년 갑오경장이 시행되어 본격적으로 개화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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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갑오경장은 일본의 강압으로 시행되어 반
감을 불러일으켰고, 1894년의 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 1895년
의 명성황후 시해 사건 등으로 조선은 무너져 가고 있었다. 조선에
서 이권 쟁탈에 혈안이 되어 있던 일본과 서구 열강은 금광 채굴권,
산림 벌채권, 철도 부설권 등을 빼앗아 갔다.
조선 조정은 경인선 부설권을 미국인 모스 Morse, J. R.에게 넘겨주
었다. 모스는 재력이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1897년 3월 22일
인천 우각리(지금의 도원역 부근)의 야트막한 언덕에서 기공식을 갖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자금 부족으로 파산을 하기에 이르렀다. 일본과
의 갈등도 심했다. 이때 일본이 180만 원이라는 거금에 경인선 부
설권을 사겠다고 하자 모스는 이를 팔아버렸다. 일본은 경인철도합
자회사를 설립하여 1899년 9월 18일 완공하여 개통했다.
우리나라에서 열차를 처음 탄 사람은 1875년 일본에 수신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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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되었던 김기수였다. 김기수는 요코하마에서 난생 처음으로 열
차를 타게 되었다. 일본 관리들의 안내를 받아 쇳덩어리에 올라탔
으나 도무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기수는 열차가 달리기 시작
하자 산과 집들이 차창으로 휙휙 지나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칸마다 모두 바퀴가 있어 앞차의 화륜이 먼저 구르면 여러 차
의 바퀴가 일제히 따라 구르는데 소리가 마치 우레와 같았다. 번개
처럼 달리고 바람과 비처럼 날뛰었다. 한 시간에 3, 4백 리를 달린
다고 하는데 차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편안했다. 다만 좌우의
차창으로 산천, 집, 사람이 보이기는 했으나 앞에서 번쩍 뒤에서 번
쩍하여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었다.”
김기수는 그때의 경험을 《일동기유》라는 책에 남겼다.
한강에 철교가 건설된 것은 이보다 훨씬 뒤의 일이다. 일본은 경
인선에 이어 경부선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조선시대에는 한강에 다리가 일절 없었다. 국왕이 선왕의 능에
행차하거나 온천에 가거나, 사냥을 하거나 나들이를 하기 위하여
부교를 세우는 일이 더러 있기는 했어도 민간인들이 건너는 다리
는 아니었다. 정약용은 정조의 화성 행차와 화성 건설에 필요한 물
자 운반을 위해 배다리를 만들어 막대한 비용을 줄이기도 했다.
부교는 큰 배 70여 척을 가로로 이어 서로 묶은 뒤 그 위에 널빤
지를 깔고 도강을 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가마는 물론 5, 6필의 말
이 나란히 건널 수 있는 규모였다. 그러나 한강 철교는 그와 달랐
다. 강에 거대한 시멘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쇳덩어리를 얹어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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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업이었다. 조선은 시멘트 공장도 없었고 철을 제련하는 용광
로도 없었다. 한강 철교와 경부선은 근대화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건설의 주역이 일본인들이었던 탓에 침략의 길이 되기도 했다.
경인선은 길이가 짧아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경부선은 길
이가 천 리가 넘어서 막대한 비용이 들고 공사가 어려웠다. 일본인
들은 조선인 노동자들을 강제로 동원했다. 군마다 수백 명에서 수
천 명이 강제로 동원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였다.
“각 마을에서 장정들을 끌고 와 철도공사를 하게 하라.”
일본군이 조선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마을에 있는 밤나무를 베어 오라.”
철도 근처의 숲은 침목을 만드는 과정에서 훼손되었다. 철도 침
목은 밤나무가 가장 적합했으나 밤나무가 없으면 대추나무를 비롯
해 소나무까지 마구 베었다. 나무를 베면 이를 다듬기 위해 목수가
필요했고, 이를 나르기 위한 목도꾼이 필요했다.
일본군과 일본 토건회사 직원들은 사무소와 숙소로 쓰기 위해
민가를 점령했다. 그들은 집을 차지하고 앉아서 가축을 잡아먹고
수십 명, 혹은 수백 명분의 식사 준비를 조선인들에게 부담시켰다.
부녀자들을 겁탈하거나 민가를 약탈하는 자도 있었다. 철도 건설
을 위해 침목을 다듬는 공사장 근처와 역을 건설하는 주변에는 새
로운 마을이 생기고 사람들이 들끓어 술집이 여기저기 들어섰다.
“힘깨나 쓰는 장정은 철도 역부로 끌려가고 얼굴 반반한 계집은
갈보로 끌려간다.”
마침내 항간에 조선인들의 고달픈 신세를 한탄하는 노래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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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다. 그러나 조선인들을 보호해야 할 조선 조정은 힘이 없었다.
“한강에 화륜거가 다니게 다리를 만든대.”
“한강에 다리를 어떻게 만들어?”
조선인들은 근대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한강 철교는 미국이 제작한 최신 공법으로 건설된다. 이는 실
로 천하에 드문 일이다. 철교가 완공되면 3천 척의 긴 무지개가 하
늘에 걸린 것 같을 것이다.”
일본인들은 한강 철교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한강 철교는 처
음에 노량 철교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한강 철교 공사는 난공사였다. 여름에는 홍수로 공사가 중단되
고 겨울에는 혹한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하지만 러일전쟁을 앞두고 있던 일본은 전쟁 물자와 군인들을
수송하기 위해 공사를 재촉했다.
한강 철교 공사는 교각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되었다.
“이 강에 어떻게 교각을 세운다는 말이오?”
조선인들은 철교 공사를 이해할 수 없었다.
“먼저 설계에 따라 교각이 세워질 곳을 벽돌로 막는다.”
“강에 어떻게 들어가오?”
“배로 들어간다.”
“배가 흘러가지 가만히 있겠소?”
“설계도에 따라 나무 교각을 세워라.”
조선인 노동자들은 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교각을 세우기 시작
했다. 철교를 만드는 데 철강이 1,200톤, 벽돌이 120만 장,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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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천 포, 석재 5만 개가 들어갔다. 상부 구조를 이루는 철재는 61
미터짜리로 미국산이었다. 이 모든 것을 조선인들이 운반해야 했
다.
한강 철교 공사는 1900년 7월 5일 준공되기까지 약 4년이 걸렸
다. 국내 최초의 근대식 토목공사로 수많은 인부가 한강 백사장에
모이게 되면서 용산과 노량진 일대가 크게 발전했다.
한강 철교가 완성되면서 인천에서 숭례문, 부산에서 숭례문까
지 열차가 운행하게 되었다. 한강 철교의 개통은 조선이 봉건시대
에서 근대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했다. 조선인들은 말기까지만 해
도 시간관념이 뚜렷하지 않았다. 조선의 시간은 기껏해야 미시, 축
시, 술시, 오시 등 하루 24시를 12로 나누어 부르는 것이 고작이었
다. 오시라고 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두 시간의 간격이
있었다. 그리하여 오시 초, 오시 정, 오시 말 등으로 구분하여 부르
기도 했다. 그러나 열차는 그보다 더 정확한 시간을 필요로 했다.
한 조선인이 숭례문 역에 열차를 타러 갔다.
“열차는 떠났습니다.”
역무원이 조선인에게 말했다.
“아니 열차가 왜 벌써 떠난 거요?”
조선인이 펄펄 뛰었다.
“열차는 12시 정각에 출발합니다.”
“오시에 출발한다고 했는데 벌써 지금이 오시 아니오?”
“오시는 몇 시를 말하는 것입니까?”
“점심 때를 말하는 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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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는 낮 12시에 정확하게 출발했습니다. 1분만 늦어도 열차
를 탈 수 없습니다.”
조선인은 결국 다음 열차를 탈 수밖에 없었다. 열차가 오시에 출
발한다고 하면 낮 12시에 정확하게 출발했다. 12시에서 1분이나 2
분만 늦어도 열차를 탈 수 없었다. 열차는 조선인들의 시간관념을
바꾸어 놓았다.
열차는 또한 교통의 발달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인천을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고 12시간이면 부산에 도착할 수 있었다.
열차는 수송에도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다. 경상도나 전라도의
쌀이며 생선이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아 한양에 도착하여 근대화를
촉진했다. 자연스럽게 열차 역 주변에는 상권이 발달했다.
한강 철교는 일본에 의해 건설되었으나 근대화의 상징이 되었
다. 철교가 개통되면서 한강의 나루터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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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차갑게 불었다. 날씨는 차디찼다.
그러나 용산역에서 기차를 내린 학생들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
고 왁자하게 떠들면서 여의도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곳곳에서 검
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여의도 비행장을 향해 가고 있었다.
“바람이 이렇게 심하게 부는데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
동덕여학교의 김숙자가 친구인 이영림에게 물었다.
“바람이 분다고 비행기가 안 떠?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여의
도로 몰려가겠어?”
이영림이 들뜬 목소리로 재잘거렸다. 거리는 길이 완전히 메워
져 있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여의도를 향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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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지어 가고 있었다. 경성(서울) 시내 사람들이 모두 쏟아져 나온
것 같았다.
“안창남은 얼마나 멋진 사람일까?”
“우리 조선 민족의 영웅이야. 조선인 최초로 일본 비행학교에서
비행사 자격증을 땄잖아. 게다가 비행사 자격시험에서는 수석 합
격을 했대.”
이영림이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다.
“수석 합격을 했다고?”
“그래. 일본인들을 물리치고 1등을 했대.”
“그런데 날씨는 왜 이렇게 추워?”
“추운 게 문제야? 빨리 가자.”
김숙자와 이영림은 걸음을 서둘렀다. 동아일보가 대대적으로
안창남의 고국 방문 비행을 추진했기 때문에 인파가 구름 같이 몰
려들고 있었다. 동아일보는 ‘나도 가자 너도 가자 여의도로’라는 캐
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동아일보의 홍보 덕분에 경성 시민들 중
에 안창남의 비행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김숙자와 이영림은 여의도 비행장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다.
“중동학교 학생들이다.”
이영림이 소리를 지르자 김숙자는 재빨리 길가의 학생들을 살
폈다. 중동학교 학생 1천 5백 명이 걸어서 여의도 비행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행렬이 3백 미터에 이르러 장관이었다.
“멋있다.”
“중동학교 학생들이 다 나온 것 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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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자는 학생들을 보자 저절로 탄성이 흘러나왔다. 학생들은
손에 손에 깃발을 들고 있었다. 신문사와 잡지사, 사회단체들도 깃
발과 플래카드를 들고 여의도 비행장으로 향했다. 김숙자와 이영림
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행렬을 따라 여의도 비행장에 이르렀다.
“박문학교 학생들이야.”
박문학교는 인천에 있었는데 그들은 열차를 타고 왔다. 박문학
교 학생들도 손에 깃발을 들고 있었다.
“그래. 참 멀리서 왔네.”
김숙자와 전영숙은 학생들에게 배정된 구역에 가서 섰다. 여의
도 비행장은 허허벌판이어서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었다.
“아유 추워.”
학생들이 발을 동동 굴렀다.
1922년 12월 10일 일요일이었다. 여의도 비행장은 학생들 1만
여 명과 일반인 4만여 명이 몰려들었다. 당시 경성 시내 인구가 30
만이었기 때문에 총 인구의 1/6이 여의도로 온 것이다. 비행장에
마련된 단상에는 총독과 총독부 관리들, 그리고 동아일보 사장 송
진우가 앉아 있었다. 부인석과 경찰관석을 비롯하여 사회 저명인
사들의 자리도 단상에 마련되어 있었다.
오전 11시가 되자 안창남이 탄 자동차가 여의도에 도착했다.
“안창남이다.”
이영림이 소리를 질렀다.
“어디?”
“저기 고급 자동차에서 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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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학생들이 열화와 같은 함성을 지르면서 깃발을 흔들었다. 안창
남은 자동차에서 내리자 단상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여의도 비행장에 빽빽이 들어찬 학생들과 군중들에게도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거야.’
김숙자는 안창남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이내 간단한 기념식이
시작되었다. 동아일보 송진우 사장은 민족의 영웅 안창남이 비행
을 하는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환영사를 했다. 총독은 과학 문명
에 대해서 격려하는 말을 했다.
“기다리던 날이 왔다. 조선의 비행사가 조선에서 처음으로 창공
을 나르는 날이 왔다. 여의도의 넓디넓은 마당은 만여 명의 학생과
수만의 군중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러나 불행히 아침부터
바람이 몹시 불어 공중은 고사하고 평지에서도 넓은 벌판에서 몰
아쳐 오는 바람이 얼굴을 때려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동아일보는 이날의 풍경을 이같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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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들으니 바람이 심하면 비행을 할 수 없다는데 괜찮겠소?”
송진우가 안창남에게 물었다. 바람을 살피는 안창남의 표정이
어두웠다.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안창남은 바람이 심해 비행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그러나 바람은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바람 때문에 비행이 어려우니 군중을 해산시키시오.”
낮 12시가 되자 총독이 송진우에게 말했다. 날씨가 춥고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는데도 군중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아닙니다. 비행을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안창남이 벌떡 일어났다.
“바람이 멈추지 않았소. 비행은 위험하오.”
송진우가 안창남을 만류했다.
“오늘처럼 추운 날 수만 군중이 아침부터 여의도에 왔습니다.
그들을 그냥 돌아가게 하는 것은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죽음을 각
오하고 비행을 하겠습니다.”
안창남은 말을 마치자마자 격납고로 달려갔다.
‘안창남에게 영웅의 기개가 있구나.’
송진우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
다. 안창남은 격납고에 가서 비행기 엔진의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엔진이 왜 이럽니까?”
안창남이 정비사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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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너무 추워 엔진이 얼어버린 것 같습니다.”
“녹일 수 있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정비사들은 부랴부랴 기름을 녹이기 시작했다. 20분이 지나자
프로펠러가 웅장한 굉음을 내면서 돌아가기 시작했다.
“와!”
학생들과 군중들이 다시 한 번 함성을 질렀다. 안창남은 비행기
를 활주로로 끌고 나왔다. 활주로는 포장되지 않은 맨흙이었다. 쌍
엽 비행기가 털털거리면서 모습을 드러내자 군중들이 함성을 지르
면서 손을 흔들었다. 안창남의 비행기에는 조선 지도와 금강호라는
이름이 표기되어 있었다. 그것을 본 군중들이 다시 함성을 질렀다.
“비행기다.”
김숙자와 이영림은 발을 구르면서 환호했다. 비행기는 활주로
를 점점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김숙자는 긴장 속에서 비행기를
응시했다.
“떴다!”
비행기는 정확하게 12시 25분에 이륙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서 이륙하자 군중들이 발을 구르고 깃발을 흔들면서 환호했다. 금
강호는 순식간에 일천 미터 상공에 높이 솟아올라 여의도를 한 바
퀴 선회했다. 한없이 맑은 하늘에 장쾌한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다.
비행기는 한강을 지나 남산으로 가서 동대문을 돌아 순종이 있는
창덕궁에 예를 올리고 경성을 한 바퀴 돈 후, 공중에서 가을에 나뭇
잎이 떨어지듯이 낙하하기 시작했다. 김숙자는 감격에 벅차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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뼉을 쳤다.
“비행기가 거꾸로 내리박히다가 다시 두어 번 옆으로 날았다.
관중은 그의 신묘한 재주에 감탄하여 탄성을 내뱉었다. 비행기는
이어 동편으로부터 서편으로 낮게 날아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날아
오다가 부인석으로 향해 오니 부인네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
다. 이어 학생들의 머리 위를 날아 15분간의 비행을 마치고 무사히
착륙하자 갈채가 성대하였다.”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이다.
안창남이 비행기에서 내리자 학생들과 군중이 또다시 열화와
같은 함성을 지르고 손뼉을 쳤다. 안창남은 간단한 점심을 먹고 2
차 비행을 하기로 했다. 원래는 3차에 걸쳐 비행할 예정이었으나
바람 때문에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군중은 그가 2차 비행을
할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오후 2시 20분 웅장한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만세 소리가 다시
진동했다. 금강호는 비행장을 이륙하여 남쪽 하늘을 높이 돌아 8백
미터 상공에서 비행장 주위를 돌면서 공중 곡예를 했다. 이어 공중
에서 오색 종이를 살포했다.
“기차와 기선의 발명으로 세계 인류의 생활이 얼마나 변화하였
습니까? 비행기의 발명과 항공술의 발달은 세계 모든 인류의 생활
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향상시킬 것입니다. 문명의 진운進運, 이
기 발달에 선각하는 자는 흥하고 낙오하는 자는 망합니다. 하늘에서
경성 시민의 건강을 빌고 환영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안창남은 하늘에서 경성 시민의 환영에 감사하는 전단지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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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뿌렸다. 오색 전단지가 하늘에서 날아오자 군중들은 또다시
환호했다. 안창남은 비행을 모두 마치고 착륙하자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군중과 학생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안창남의 비행은 조선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여의도는 안창남이 첫 비행을 한 뒤에 여의도 비행장으로 명성
을 떨쳤다. 광복이 되고 정부가 들어서자 민간 항공과 군사 비행장
으로 사용되었다.
여의도는 한강 중류에 있는 섬으로 너의섬, 너섬이라고 불렸다.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북부 연희방 관할이었다.
“저희들이 사는 땅은 아주 작은 섬인데, 작년에 홍수가 나서 목
숨을 연명할 식량이 없어 다들 서로를 베개 삼아 쓰러져 있는 실정
입니다.”
정조 때에 한연상이 올린 보고서의 내용이다. 정조 때에 이미 여
의도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여의도의 홍수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간다는 이야기다.
1877년 6월 12일 폭우가 내리자 고종이 선전관 구춘서에게 명
을 내려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했다.
“여의도계의 양인 이윤행의 초가집 4칸이 모두 내려앉았고, 최
영백의 초가집 8칸 가운데 3칸 반이 내려앉았고, 안순행의 초가집
3칸이 모두 내려앉았고, 이윤화의 초가집 8칸 가운데 3칸 반이 내
려앉았고⋯.”
고종시대에도 여의도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구춘서가 보
고한 피해 가구는 16호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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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는 1914년 율도(밤섬)와 함께 고양군 용강면 여율리로
개편되었다. 일제강점기 때 비행장이 만들어진 뒤에 군사 비행장
과 민간 비행장으로 활용되었으나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것은
1945년 해방이 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김포공항이 생길 때까지
민간 비행장으로 활용되었으나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지는 않았다.
홍수 때문에 가난한 서민들이 몰려와 초가집과 움막을 짓고 채소
를 가꾸면서 살았다.
여의도의 발전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한다. 1960
년대부터 서울은 인구가 집중되고 눈부시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경제 개발로 빌딩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여의도는 1968년부터 한강 종합개발 공사 계획에 의해 면모가
완전히 바뀌었다. 총 227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도시 현대화
의 모델로 아파트와 빌딩을 건설했다. 방송국과 금융기관이 들어
서면서 여의도는 서울의 맨해튼으로 발전했다.
여의도 비행장에는 5ื16 광장이 들어섰다. 백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의도 광장에서는 각종 대형 집회 및 국군의 날 행사 등이
열렸다. 1975년에는 태평로에 있던 국회의사당이 옮겨오면서 이
곳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다.
여의도 광장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대규모의 선거 유세가 이루
어지고 민주화운동을 위한 시위가 전개되었다.
여의도 광장에서 벌어진 가장 큰 행사는 1984년 교황이 대한민
국을 방문하여 여의도에서 야외 미사를 집전한 일이다. 대한민국
의 천주교 신자 1백만 명이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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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전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1999년 7월에 여의도 광장은 여의도 공원으로 바뀌었다. 한강
시민공원 여의도지구에서는 해마다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린다.
2013년의 불꽃 축제는 이탈리아, 중국, 미국, 대한민국 총 4개국
팀이 참가하여 12만여 발의 불꽃을 쏘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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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 언제나 범람한다. 중국은 황하가 범람하면 수만 명이 목숨
을 잃었다. 대한민국도 장마철이 되면 항상 한강이 범람했다.
근대에 이르러 한강이 가장 크게 범람한 것은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이다.
안창남과 함께 조선인 1세대 비행사로 활동해왔던 신용인은 을
축년 대홍수 때 흑석동의 야산에서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늘에 흡사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물폭탄이 쏟아지듯이 폭우
가 내렸다. 신용인은 망연한 표정으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도대체
이 비는 언제 그칠 것인가. 비는 쉬지 않고 쏟아지는데 열차까지 운
행을 중단하여 한강 이북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다. 강물은 이미 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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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무너트리고 범람하여 온 천지가 시뻘건 흙탕물로 뒤덮여 있었다.
‘강물이 범람하니 어떻게 하지?’
신용인은 콸콸대고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1925년 7월 11일,
이미 태풍과 함께 장마가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가 큰 피해를 보았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아 다시 집중호우가 쏟
아지고 있는 것이었다. 한강 이북은 온통 물난리였고 한강 이남도 물
바다였다. 노량진과 영등포 일대가 물에 잠겨 지붕만 둥둥 떠 있었다.
‘아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신용인은 병을 앓고 있는 아내가 걱정되었다. 그러나 비 때문에
꼼짝할 수 없었다. 세상이 온통 물바다로 변해 있었다.
“장마가 그칠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아일보 기자인 이길용이 신용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그들은 흑석동의 야산에서 범람하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신용인은 결혼한 지 11년이 된 아내를 걱정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수백 명의 사람이 죽고 수만 명의 이재민
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늘이 원망스럽군요. 어찌 가난한 이 나라에 이런 물벼락을
내리는 것입니까?”
신용인이 쓸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1925년 7월 17일의 일이었다. 신용인은 범람하는 강을 건너지
못해 초조했다.
“부인이 병원에 입원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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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 부속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다행이 아닙니까?”
이길용이 신용인을 위로했다. 7월 15일 저녁 때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폭우가 7월 18일까지 계속되었다. 빗줄기가 얼마나 세차게
쏟아지는지 뚝섬, 마포, 동작, 용산, 영등포 일대가 완전히 물에 잠
겼다. 엄청난 빗줄기가 쏟아져 범람하는 강물에서 가재도구를 꺼
내려다가 휩쓸려 떠내려간 사람들도 있었고 잠을 자다가 휩쓸려
떠내려간 사람들도 있었다. 용산에 있는 철도 관사는 1층 천장까지
물이 찼고 수많은 집들이 지붕까지 물에 잠겼다. 홍수로 한강 일대
에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자 각 언론사를 비롯하여 청년 단체와
여성 단체가 구호 활동과 구호금 모으기에 나섰다. 수재민들은 근
처 학교에 수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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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집중호우가 그치고 날이 개기 시작했다.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자 한강 일대의 처참한 모습이 드러났다. 집들이 떠
내려가고 농토는 황폐해졌다.
신용인은 가까스로 한강을 건너 총독부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
러나 그의 아내는 이미 운명하여 수철리 공동묘지에 매장되어 있
었다. 신용인은 임종도 지키지 못한 아내의 무덤 앞에서 통곡했다.
한강의 범람은 조선시대에 흔하게 있던 일이었다.
“큰 비가 내려 인가 75호가 떠내려가고, 통곡하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들렸다. 어떤 자는 지붕에 올라가고, 나무를 잡아 죽음을 면
한 사람도 있으나,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자못 많았다. 임금이 마
음 아프게 생각하여, 죽은 사람의 부모와 처자에게 물자를 보내주
라고 명하였다.”
세종 3년(1421년) 6월 12일의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다.
“큰 비가 내려 도성 안에 물이 불어 넘쳐서 평지도 수심이 4, 5
척이나 되고, 강물도 범람하여 사람이 많이 떠내려갔다.”
세조 5년(1459년) 6월 18일의 기록이다. 한강은 해마다 범람했
으나 조정은 특별한 치수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조선시대 임금이
나 조정 대신들이 하는 일은 수재민들에게 휼전을 베풀어 구제하
는 것이 고작이었다.
1925년의 홍수는 을축년 대홍수라고 불릴 정도로 한강 일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을축년 대홍수 4년 후인 1929년, 신용인은 동아일보 이길용 기
자를 자신의 비행기에 태우고 한강 일대를 날았다. 신용인은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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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사 출신으로 여의도에 비행장을 만들고 비행학교를 설립한 인
물이다. 당시에 비행사들은 민족의 영웅이었고 민중으로부터 열렬
한 환영을 받았다.
“프로펠러가 얇은 날개 쪽은 길마재다. 350미터 상공에서 하늘
을 헤엄친다. 모화관 큰 길거리엔 소달구지가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다. 완연히 게으른 거리이다. 달리는 감옥 자동차에 소걸음은 더
욱 느려 보인다. 철망에 포위된 독립문은 쳐다보는 사람조차 없어
서 고독하게 서 있는데 쪼개진 돌 틈에는 줄기만 남은 잡풀이 끼어
있어 보이고 그 옆 독립관 뜰엔 아이들이 공 한 개를 차고 있다. 골
패짝 세워놓은 듯이 규모 있게 버려놓은 서대문 형무소는 담 하나
를 격하여 사파세계를 이루었으니 저곳이 뭇 비극을 꾸미고 있는
곳인가. 창공에서 내려다보는 나의 눈조차 쓰라려진다.”
이길용 기자는 신용인이 조종하는 비행기를 타고 한강 일대를
돌아본 감상을 남겼다.
“수철리 공동묘지를 방문합니다.”
신용인이 비행기의 창으로 서대문을 내려다보는 이길용에게 말
했다.
“수철리에는 왜요?”
이길용이 의아하여 물었다. 수철리는 고양군에 있다.
“을축년 대홍수 때 죽은 아내가 묻혀 있습니다.”
신용인은 꽃다발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이길용은 그의 말을 듣
고 가슴이 저려왔다. 신용인이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자신의 아내
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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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비행에 성공하세요.”
신용인은 일본에 비행을 배우러 갈 때 아내 임씨가 그와 같이
격려하던 일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공동묘지가 가까워지자
낮게 날았다. 지상에서 1백 미터 상공이었다. 이길용은 마치 추락
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수철리 공동묘지에 이르자 신용인은 준비한 꽃다발을 아내의
무덤을 향해 던졌다. 신용인은 한강을 날아 아내의 무덤에 꽃다발
을 던져 애도를 했으니 독특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을축년의 대홍수는 4차에 걸쳐 발생했다.
첫 번째 홍수는 태풍과 함께 왔다. 1925년 7월 7일 타이완 부근
에서 태풍이 형성되어 11일과 12일 사이에 한반도 중부지방을 통
과했다. 이 태풍은 대량의 구름을 동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강 이
남에 집중적으로 비를 뿌렸다. 이로 인해 한강과 금강, 만경강, 낙
동강 등이 범람했다. 특히 낙동강 일대는 태풍과 호우로 수많은 사
상자가 발생하고 많은 집과 농토가 유실되었다.
두 번째 홍수는 첫 번째 홍수가 지나간 지 불과 사흘 만에 발생
했다. 이번에도 타이완에서 발생한 태풍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7월 15일과 18일 사이에 집중호우가 중부지방을 강타
했다. 한강은 첫 번째 홍수로 만수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또 다시
쏟아진 폭우로 한강의 수위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용산 일대가
완전히 물에 잠기고 숭례문까지 물바다가 되었다.
서울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교통과 통신이 마비되고 제방이
무너졌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자그마치 4백여 명, 홍수로 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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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집이 1만 2천 호나 되었다.
이러한 대홍수에 한강 남쪽의 봉은사도 예외일 수가 없었다. 이
때 봉은사의 주지는 학밀이라는 법명을 갖고 있는 스님이었다. 학
밀 스님은 한강이 범람하기 시작하자 승려들을 데리고 강가로 달
려갔다. 한강 유역은 완전히 물바다로 변해 있었다. 산사태가 일어
나 흙이 마을을 뒤덮고 물에 집이 떠내려갔다. 물에 빠져 판자 조각
하나에 의지하여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있고 물에 잠긴 지붕 위에
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사람도 있었다.
“저⋯저런,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 빨리 배를 내라.”
학밀 스님은 발을 구르면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선뜻 나
서는 사람이 없었다.
“배를 가지고 사람을 구하면 돈 10원을 주겠다.”
학밀 스님은 사람 하나를 구할 때마다 돈을 주겠다고 사람들에
게 말했다. 이에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나가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
하기 시작했다. 그는 승려들과 불자들을 동원하여 떠내려가는 사
람들에게 밧줄을 던지고 물에 뛰어들어 구했다.
비는 억수 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몸도 돌보
지 않고 사력을 다해 사람들을 구했다. 이때 학밀 스님 덕분에 목숨
을 건진 사람들이 자그마치 708명에 이르렀다. 그는 홍수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의복과 음식을 나누어주었다.
1929년 5월 31일 동아일보는 이렇게 보도했다.
“봉은사 주지 나청호 씨는 을축년 대홍수 때 자신이 홍수상에
출장하야 뱃사공에게 명하야 배 한 번 나가서 인명을 구해 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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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10원을 주기로 하여 그때 구제된 자가 708인에 달하였음으
로 구제를 당한 자 중 동부면 신장리 사는 이준식 씨와 여러 사람
의 발기로 2개월 전부터 <나청호 을축 홍수 구제 기념비>를 만들어
오던 중 수일 전에 완성되었으므로 지난 27일에 제막식 겸 피로연
을 대본산 봉은사 경내에서 거행하였다더라.”
학밀 스님의 성은 나씨이고 속명은 청호였다. 학밀 스님은 1875
년 뚝섬에서 출생해 12세에 출가했다. 그가 출가를 한 것은 부처를
받들지 않으면 요절할 것이라는 도인의 말 때문이었다. 그의 부모는
학밀 스님을 오대산의 명주사로 출가시켰다.
학밀 스님은 15세에 득도를 하고 24세 때에 경을 설파했다. 젊
은 나이에 학문과 경전에 밝아 후진 양성을 했다. 그는 34세가 되
던 해인 1909년 오대산에서 하산하여 서울로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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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은 조선이 멸망해 가던 암울한 시기였다. 그러나 속세를
떠난 그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학밀 스님은 1912년 봉
은사의 주지가 되었다. 그는 주지가 되자 봉은사 주위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전답과 임야 20만 평을 봉은사 땅으로 만들었다. 대웅전
과 전각을 수리하고 법회를 열어 불교계의 개혁을 주장했다.
“불교도 산속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대중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
학밀 스님은 불교의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가난한 사람들을 도
왔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숨겨준 일도 많았다. 일경들이 찾
아와 윽박지르면 불공을 드리러 온 사람이라고 시치미를 뗐다. 학
밀 스님은 을축년 대홍수 때 많은 수재민을 구출하여 널리 알려졌
지만 1934년 입적할 때까지 이타행利他行을 계속한 참 승려였다.
을축년 대홍수로 한강 유역의 지형도 크게 바뀌었다. 지형이 바
뀌면서 백제의 풍납토성과 암사동의 선사유적지가 발견되었다.
잠실이 섬에서 육지가 된 것도 을축년 대홍수의 영향이었다. 잠
실은 자양동 쪽에 붙어 있었으나 조선시대의 홍수로 지류가 생겼
다. 이 지류는 사람들이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얕았다.
이 물은 새로 생긴 개울이라고 하여 신천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1925년의 대홍수로 신천의 폭이 넓어지고 수심이 깊어져 배를 타
지 않으면 건널 수 없었다.
한강의 본류는 송파강이었으나 신천강까지 두 개로 나누어져
흘렀다. 잠실은 그야말로 섬이 되었다.
1971년 잠실이 개발되면서 본류인 송파강을 메우고 신천강을
확장했다. 송파강의 매립으로 잠실이 강남으로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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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축년의 세 번째 홍수는 8월에 발생했다. 중국 양자강 유역에
서 발생한 저기압이 북한에 집중호우를 뿌려 대동강 이북과 압록
강 일대가 물에 잠겼다.
네 번째 홍수는 열대성 저기압이 9월 6일 남부 지방을 지나면서
발생하였는데 호우로 인해 낙동강과 영산강, 섬진강 등이 범람했다.
1925년에 발생한 홍수는 전국에서 사망자가 647명에 이르렀
고, 부상자는 수만 명에 이르렀다. 가옥은 6천여 호가 유실되고, 1
만 7천여 호가 붕괴되고, 4만 6천 호가 침수되었다. 홍수로 인한 피
해액이 당시 화폐로 1억 3백만 원에 이르렀다. 이는 조선총독부 연
간 예산의 58%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었다.
한강의 홍수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한강
본류와 안양천, 중랑천, 청계천 등의 지류에 대대적인 제방 공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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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문호월은 만담가 신불출과 함께 다른 친구의 병문안을
다녀오던 길에 노량진 나루터에서 뱃사공의 구성진 노랫소리를 들
으면서 한강의 푸른 물결 위로 드리워진 봄버들을 바라보다가 신
민요 〈노들강변〉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신불출과 문호월의 시심을 불러 일으킨 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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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노들강변의 아름다운 경치였다. 봄 햇살이 난만한 강가
에 수양버들은 휘휘 늘어져 바람에 나부끼고 푸른 강물이 유장하
게 흘러가는 강물에는 사공이 노를 저으면서 한가하게 뱃노래를
부르고 있다. 어쩌면 어제도 본 것 같고, 그제도 본 것 같은 풍경⋯.
무심한 봄 햇살에 수양버들이 나부끼는 노들강변 풍경에 인간
의 희노애락과 부귀영화는 부질없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춘심春心은 봄의 마음이다.
그러나 옛날 시인들은 춘심을 쓸쓸한 마음으로도 표현했다. 만
물이 약동하는 봄에서 죽음의 허망함과 인생의 무정함을 본 것이다.
신불출이 작사한 〈노들강변〉의 가사도 얼핏 보면 지나치게 단
조롭다. 그러나 다시 읽으면 봄날의 노들강변에서 인생의 허무함
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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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래가 불려진 1933년에는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에게 허무주의가 몰아치고 있었다.

ېᎈ⼛〨Ἳጻಫ፫ℷ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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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심덕이 부른 <사의 찬미>는 이바노비치 작
⇓␤ ⋏ ᵂ⋙⇗Ặ ∲ύ

곡의 <도나우 강의 잔물결>에 자신이 직접 가사
를 쓴 것이지만 이 시대 청년들의 심정을 대변한
것이기도 하다.
신불출과 문호월은 노들강변의 풍경을 보고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다. 구전되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노래의 원형
은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충청도 예산에 한 소년 선비가 있었다고
한다. 이 소년 선비는 예산의 유력한 가문 출신으로 공부를 많이 하
여 마침내 과거를 보러 괴나리봇짐을 지고 한양으로 올라오게 되
었다. 그 선비가 누구인지는 이름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당시에 한양으로 들어오는 나루는 여러 곳에 있었으나 그는 충
청도 예산 선비라 노량진의 노들나루를 통해 한강을 건넌 뒤에 용
산을 지나 숭례문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소년 선비가 노들나루에 이르렀을 때 날이 어둑어둑 저물고 말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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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건너도 어차피 주막에서 쉬어야 한다.’
소년 선비는 노들나루에서 쉬기로 했다. 그는 주위를 휘둘러보
다가 노들강변의 아름다운 경치에 취했다. 해는 뉘엿뉘엿 기울고
있는데 강상에는 나룻배가 떠 있고 사공이 구성진 뱃노래를 부르
고 있었다. 소년 선비는 느릿느릿 노들강변을 걸으면서 경치를 감
상했다. 그러는 동안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소년 선비
가 강변에서 내려와 사방을 둘러보니 인가가 늘어서 있는 마을에
청사초롱이 걸려 있는 집이 있었다.
‘저기서 하루를 묵어야겠구나.’
소년 선비는 청사초롱이 걸려 있는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나리, 어서 오세요.”
대문 안으로 들어가자 화려하게 성장盛粧을 한 여인네들이 우르
르 몰려 나왔다.
“하룻밤 묵어 갈 수 있겠소?”
소년 선비가 당황하여 물었다.
“그럼요. 어서 방으로 드세요.”
여인네들이 소년 선비를 안내한 방은 작고 아담했다. 중년 아낙
이 들어와 이것저것 묻고는 저녁상을 차리고 꽃다운 기생을 들여
보냈다. 소년 선비는 기생의 시중을 받으면서 저녁을 먹고 술까지
마시게 되었다. 공부를 하느라고 그제껏 여자를 가까이 해보지 못
한 소년 선비였다. 이팔청춘 꽃다운 미녀가 술을 따르자 얼굴이 붉
어지고 가슴이 설레었다.
기생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Ὧ⍼≫⅝▋ᳵ⋣▜▒ẞῦẙ

소년 선비는 기생과 꿈 같은 하룻밤을 보내자 과거를 보러 한양
으로 들어가기가 싫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한양으로 가야겠소.”
소년 선비는 내키지 않았으나 주섬주섬 떠날 채비를 했다.
“꼭 가셔야 하나요?”
기생이 소년 선비의 품에 얼굴을 묻고 물었다.
“과거를 보아야 하오.”
“과거를 오늘 보는 것도 아닌데 하루 더 쉬었다가 가세요.”
“글쎄⋯.”
“서방님이 지금 떠나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하십니다.”
“그렇기는 하오.”
“오늘은 봄빛도 좋은데 강가로 나가요.”
소년 선비는 못이기는 체하고 기생을 따라 노들강변으로 나갔
다. 수양버들이 휘휘 늘어진 강변의 지극히 아름답고 푸르게 흐르
는 강물에는 배들이 떠 있었다.
“어때요? 아름답지 않나요?”
“과연 강의 풍경이 지극히 아름답소.”
“이런 날이 또 올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소.”
“오늘 같은 날은 한 번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사
랑을 하기에도 너무 짧아요. 젊었을 때 사랑을 하지 않으면 평생 후
회할 거예요.”
소년 선비는 기생과 노들강변을 걷고 백사장을 걸으면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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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속삭였다. 그렇게 기생과 어울려 지내다보니 어느 사이에 과거
날이 임박하고 말았다. 소년 선비는 한양에 들어가 과거를 보았으
나 낙방했다. 소년 선비는 실망하여 낙향하다가 노들나루에 이르
렀다.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기루妓樓로 옮겨졌다. 소년 선비와
깊은 사랑을 나눈 기생이 반갑게 맞이했다.
“과거에 낙방했는데 어찌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냐?”
소년 선비는 기생의 환대가 고마웠다.
“장부로 태어나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를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
요. 과거는 다음에 급제할 수 있지만 청춘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소년 선비는 기생의 환대에 과거 낙방으로 우울했던 마음이 풀
어졌다. 소년 선비는 이튿날부터 과거에 대한 생각을 잊고 기생과
함께 봄버들이 휘휘 늘어진 강변과 백사장을 걸으면서 사랑을 나
누었다.
소년 선비가 기생과 사랑에 빠져 있는 동안 고향에서는 이제나
저제나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여러 달이 지나도 돌
아오지 않자 그의 부모는 사람을 한양으로 올려보냈다.
소년 선비는 몇 달 동안 기생과 함께 지내다가 예산에서 사람이
찾아오자 그를 따라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는 고향의 집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으나 기생의 얼굴이 자주 떠올라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도 여름 한 철 꾹 참고 공부하여 가을이 되자 다시 과거
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갔다. 그가 노들강변에 이르러 살펴보
니 그가 사랑했던 기생이 있던 기루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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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있던 기루는 어디로 갔습니까?”
소년 선비는 밭에서 일을 하는 농부에게 물었다.
“지난 여름에 강물이 범람한 것을 모르십니까?”
농부가 허리를 펴고 소년 선비에게 되물었다.
“저는 한양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알겠습니까?”
“여름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온 마을이 다 떠내려 갔습
니다. 지난 여름의 대홍수는 몇십 년 이래 처음입니다.”
농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럼 기루도 떠내려 갔다는 말입니까?”
“기루뿐이겠습니까? 기생들도 모두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소년 선비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정신없이 노들강변을 걷기
시작했다. 백사장 모래마다 기생이 밟은 자국이 남아 있을 것 같은
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ଷຣ⸷ᙿהጷᓻૣֿᓳᱧᇸማⅫ⅏ֿℷἃࠋᑷᑆᑆℳ
യᇣד

소년 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고 기생이 부르던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다. 소년 선비가 슬픔에 잠겨 부른 노래는 노
들나루에서 뱃사공들이 주로 부르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
들이 부르게 되었다.
노들강변에는 예산의 소년 선비와 기생의 풋풋한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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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4대 문장가로 불리는 계곡谿谷 장유의 노들나루라는 시
다. 노들나루는 봄빛이 밝은 날만 좋은 것이 아니다. 이 시를 보면
비바람 치는 강가의 적막한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장유는 썰매를
타고 동작나루에서 노들나루까지 달리기도 했다.
“썰매雪馬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위는 널평상처럼
되어 있고 아래는 배 모양으로 되어 있다. 사람을 그 위에 태우고
끈으로 묶어 끌면서 얼음 위를 달리는데 속도가 빠르면서도 안온
한 기분이 든다. 이것을 민간에서 썰매라고 한다.”
장유는 한강의 노들나루를 좋아했던 것 같다. 그는 인조 때 우의
정을 지냈고 효종의 비인 인선왕후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젊었을
때는 호탕하여 한강에서 눈썰매를 탄 것이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썰매는 설마에서 유래된 말이다.
노들강변은 그곳을 찾아온 사람들의 흔적과도 같다.
문호월과 신불출은 구전으로 불리던 노래를 다시 작곡하고 가
사를 입힌 것이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른 가수 박부용도 기생이었
다. 박부용은 1901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났다. 서울로 이사하여 살
았으나 부친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기생을 양성하는 권번에 들어



∲⊶Ὧ⍼≫⅝▋ᳵ⋣▜▒ẞῦẙ

가게 되었고 노래와 춤을 배웠는데 전통적인 기생들이 배우던 노래
를 비롯하여 정재무, 춘앵무, 검무, 무산향까지 모두 익혔다고 한다.
박부용은 오케이 레코드사의 이철 사장의 눈에 띄었고 1933년,
서도잡가인 〈영변가〉를 홍소옥과 함께 병창竝唱으로 불렀다. 이후
많은 민요를 불러 신민요 전성시대를 열었다.
신불출은 연극배우지만 만담가로 유명한 인물이다. 보통학교
를 졸업하고 20세가 되던 해 연극배우를 시작했다. 그 후 연극배우
와 극작가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다. 그는 사상을 의
심받으면서 고등계 형사들에게 자주 연행을 당하고 끝내는 사대문
안에서는 연극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문외門外(사
대문 밖이라는 뜻)라는 극단을 조직하여 세태 풍자 연극을 공연하면

서 만담가로 명성을 떨쳤다.
특히 그가 공연한 <망둥이 세 마리>는 히틀러와 무솔리니, 도조
히데키(전 일본 수상, 태평양전쟁 전범)를 신랄하게 풍자한 것으로 민족
주의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해방이 되자 자진 월북하여 북
한의 고위 인사가 되었으나 결국은 숙청되고 말았다.
노들강변은 백로가 노닐던 강변이라는 뜻이다. 옛날에는 백로가
유난히 많았고 강가에 수양버들이 울창했다. 한강에는 백로가 놀고
수양버들이 바람에 한가하게 나부끼는 풍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
상에 젖게 하고 또한 인생의 희노애락을 생각하게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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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겨울답지 않게 포근했다. 오후가 되면서부터 날리기 시
작한 눈발이 저녁이 되어도 그치지 않았다. 두 남녀는 눈발이 날리
는 한강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었다. 뒤에는 화력발전소에서 시
커먼 연기를 뿜어대고 있었다. 남자는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학생
인 손경준, 여자는 원마산 요양원의 간호사 김은숙이었다. 손경준
이 24세, 김은숙이 23세였다. 눈이 자욱하게 내리고 있어서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다. 1957년 1월 2일이었다. 전쟁으로 폐허
가 되었던 서울은 아직 제대로 복구되지 못했고 미국의 원조에 의
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실업자가 거리에 넘쳤고 거지들
과 상이군인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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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니까 괜찮아요.”
추위 때문이었을까. 김은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할 수 있을 거야.”
손경준은 김은숙의 손을 꼭 잡고 위로했다. 당인리는 서울의 변
두리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판잣집을 지어 살고 있었다.
“이야기 해주세요.”
“무슨 이야기?”
“무슨 이야기이든지 상관없어요. 당인리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
졌나요?”
“당인리에는 옛날에 중국 사람이 살았대. 임진왜란 때 이여송이
라는 명나라 장수가 군사 5만 명을 이끌고 왔는데 당인리에 주둔했
어. 그중에 한 사람이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살아 당인이
라고 부른다는 거야. 중국 사람들을 보통 당나라 사람들이라고 부
르거든.”
“그 사람은 전쟁이 끝났는데 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당시 이 마을에 아름다운 조선 처녀가 살고 있었대. 중국 병사
는 그 처녀를 너무나 사랑하여 결혼하고 싶었으나 처녀는 경상도
부자의 첩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런데도 중국 병사는 그 처녀를 잊
지 못해 당인리에 남아서 댕기를 물들이는 일을 하면서 살았대. 경
상도 부자에게 시집을 간 처녀는 부자가 죽자 본처에게 구박을 너
무 심하게 받아 친정이 있는 당인리로 다시 돌아오고⋯ 그 여자를
잊지 못해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병사는 다시 여자에게 청혼을
했었대. 여자도 중국 병사의 진심을 알고 혼인을 하여 아들 딸을 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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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네.”
“그게 전부예요?”
“여러 해가 지나자 중국 병사는 고향의 부모님이 생각나서 여자
에게 이야기를 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대. 부모님께 인사만 드리고
돌아오겠다고 했으나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단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 사람이 한 사람 찾아왔는데 금덩어리를 하나 주면서
중국 병사가 병에 걸려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대. 여자는 몹시
슬퍼하다가 죽었단다. 그후 이 마을은 중국인이 살았다고 하여 당
인리로 불렸대.”
“재미있네요.”
“춥지 않아?”
“괜찮아요.”
눈은 더욱 자욱하게 내리고 있었다.
“우리가 만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어요.”
“그러게.”
손경준과 김은숙은 지난 여름에 우연히 만나서 사랑을 나누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가난했다. 겨울인데도 방에 불을 땔 수가
없었고 쌀도 떨어져 끼니를 해결하기 힘들었다. 손경준은 김은숙
을 열렬하게 사랑했으나 현실은 고달팠다.
“돌아가요.”
손경준과 김은숙은 한강둑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
고 그날 밤 두 발의 총성이 울렸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대학
생 손경준이 간호사 김은숙의 가슴에 권총을 쏜 후 자신의 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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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쏘아 자살한 것이다.
두 사람은 열렬하게 사랑했으나 현실은 그들의 사랑을 감싸주
지 못했다.
당인리 화력발전소는 1930년 경성전기회사에서 건설하여 전
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만㎾를 생산하여 서울 시내에
전기 공급을 했다. 석탄을 때는 화력발전소였기 때문에 언제나 시
커먼 연기가 솟아올랐다.
당인리에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시커먼 연기를 보면서 살았다.

↿፫ಸℷ፫ᾏᗛ⇃ᭋඃ⅟ຟᗣ
⼗ทỨᝇ℃ਃࠉڟέֿᎇⶫ≄⇏

마포 종점이라는 대중가요의 2절 중 일부다. 당인리 화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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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한강가에 있었고 높은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올랐기
때문에 1930년대부터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그러
나 석탄을 때면서 생기는 매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곤혹을 치러
야 했다. 일제강점기는 물론 1960년대까지는 매연을 전혀 단속하
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종일 매연이 하늘을 까맣게 메웠다. 문을 열
어놓을 수도 없고 빨래를 널 수도 없었다.
발전소 앞의 한강은 시커먼 폐수가 흘러내려 악취를 풍겼다. 당
인리 화력발전소는 1936년에 1만 2500㎾의 전기를 생산하는 2호
기, 1956년에 2만 5000㎾의 전기를 생산하는 3호기를 건설하여
서울 시내의 전력 공급에 중요한 몫을 했다.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전기로 서울에는 전차가 다니고 백화점
같은 상가와 주요 관공서에 전기를 켤 수 있게 되었다.
해방이 되고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이 전쟁으로 당인리 화력발
전소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1951년에는 1ื4후퇴도 있었다. 서
울이 다시 수복되자 당인리 화력발전소는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4월부터 시작된 복구는 7월 18일에야 끝나고 7월 20일
부터 5000㎾의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집집마다 반짝반짝, 서울 당인리 발전소 시운전 시작”
당시 동아일보의 기사 제목이다. 그러나 전차를 운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전시였기 때문에 전선이 끊어진 곳도 많았고
굶주리고 있던 시민들이 전선줄을 잘라 고물로 파는 일도 비일비
재했기 때문이다.
당인리 화력발전소는 50년대는 물론 60년대에도 여전히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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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한 전기 공급원이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
여 서울 시내에 공급했다.
연세대학교에 다니던 학생 김진호는 부인을 교회 청년회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돈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인리 화력발전
소 쪽에서 자주 데이트를 했다. 그곳은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아는
사람들도 잘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데이트 장소였다.
김진호는 애인과 나란히 걸으면서 괴테와 톨스토이를 이야기했
다. 5ื16군사정변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대한민국
은 경제 개발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김진호는 애인과 함께
갈대숲이 무성한 한강둑을 걸으면서 데이트를 했다. 마포 종점에
서 전차를 타고 눈이 하얗게 쌓인 설경을 내다보기도 하고 사장沙場
을 걷기도 했다. 사장에는 아이들이 뛰어 놀고 물가에서는 여인들
이 빨래를 하고 있었다. 강물 위에는 고기를 잡는 배들이 떠다녔다.
한강둑이나 사장을 걷다 보면 하루 해가 저물 때도 있었다. 그러
나 강가의 가난한 마을과 시커먼 연기를 뿜어올리는 당인리 화력발
전소의 굴뚝은 그들에게 서럽고 안타까운 풍경이었다. 굴뚝에서 뿜
어대는 검은 매연이 빨래에 묻고 마당에 떨어졌다. 길바닥에 언제나
새카만 그을음이 묻어 있는 이곳에는 주로 서민들이 살았다. 당인리
화력발전소에서 한강에 폐수를 내보냈기 때문에 물고기도 살 수 없
었다.
김진호는 대학을 마치자 군대에 갔다. 그는 전방의 참호에서 당
인리 둑길을 걷던 애인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긴긴 편지를 썼다. 애
인은 김진호의 편지를 받고 긴긴 답장을 보내왔다. 김진호는 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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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 3년 만에 제대했고 애인과 결혼했다.
그들은 당인리에 신혼살림을 차리고 아들과 딸을 낳았다. 당인
리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다. 김진호는 당인리에서 한강이 변
모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강둑을 따라 강변도로가 뚫리고 아파
트 단지가 들어섰다.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는 강 건너편에 올림픽
대로가 뚫렸다.
당인리 화력발전소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김진호는 묵묵히
일을 했다. 그는 당인리를 떠나 강남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세상이
빠르고 눈부시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정년퇴직을 한 뒤에야 깨달
았다.
몇 해 전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 김진호는 부인이 떠난 뒤에야
비로소 당인리 화력발전소가 떠올랐다. 젊은 시절 부인과 함께 그
곳에서 데이트를 하고 아이들이 클 때까지 그 앞에서 살았었다. 아
이들이 크자 당인리를 떠났는데 그로부터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
렀다. 그는 오랜만에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찾아갔다. 예전의 한강
둑길은 강변북로로 변해 차들이 쌩쌩거리며 달리고 있었고 화력발
전소는 하얀 수증기 같은 연기를 뭉게뭉게 내뿜고 있었다.
‘한강 둑길이 사라졌구나.’
김진호는 당인리 주변이 옛 모습과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에 실
망했다. 봄이었다. 발전소 앞은 벚꽃이 만개하여 사람들이 꽃구경
을 하고 있었다.
‘옛날에는 진입로가 진창길이었는데⋯.’
발전소 진입로는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가난한 판자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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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닥다닥 붙어 있던 강촌 마을은 아파트와 쾌적한 주택가로 변해
있었다. 발전소도 변했다. 시커먼 매연을 뿜어 올리던 발전소 굴뚝
은 흰 연기를 뭉게뭉게 뿜어 올리고 연료도 석탄에서 중유로, 중유
에서 천연가스로 바뀌었다. 시커먼 폐수를 배출하던 발전소가 정
화된 물을 내뿜자 죽어가던 한강이 되살아났다. 한강물은 바닥이
들여다보일 정도로 깨끗해졌다. 다시 물고기들이 돌아다니기 시작
하자 철새들도 날아왔다.
당인리 화력발전소와 한강이 바뀌고 있었다.
‘추억의 당인리가 바뀌지 말아야 할 텐데⋯.’
김진호는 당인리 화력발전소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
다. 다행히 당인리 화력발전소는 발전 시설을 지하로 옮기고 이름
도 서울화력발전소로 바뀌어 있었다. 또한, 주민들을 위한 역사문
화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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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국 감찰계장 김종삼은 치안국장 장석윤의 명령을 받고 숨
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장석윤 국장은 그에게 수표를 주고 한
국은행으로 가서 현금으로 바꾸어 남쪽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
린 것이다. 그가 준 수표는 모두 250만 원이나 되었다.
“김 계장, 실수 없이 해야 하네.”
장석윤이 굳은 표정으로 명령을 내렸다.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합니까?”
“트럭 한 대면 되지 않겠나? 당장 실시하게.”
“알겠습니다.”
김종삼은 거수 경례를 바치고 국장실에서 물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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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7일 아침이었다. 6월 25일 새벽 38선을 돌파한 공
산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하여 피란민들이 서울로 밀려오고 있었다.
국군은 38선 전 전선에서 퇴각했고 의정부 방어선도 붕괴되었
다. 대한민국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치안국도 부득이 후퇴해야
했다.
“두 사람은 나를 따라오라.”
김종삼은 무장 경관 2명을 데리고 트럭을 몰고 한국은행으로
가서 수표를 현찰로 바꾸었다. 현금은 트럭에 가득 실렸다.
“이게 전부 돈입니까?”
“와, 이 돈 몇 뭉치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살겠다.”
경찰관들이 트럭에 가득 실은 현금 뭉치를 보고 놀라서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
김종삼은 트럭을 가지고 치안국으로 돌아와 국장에게 보고했다.
“김 계장, 이 돈은 우리 치안국 돈이니까 김 계장의 책임 아래 후
송해.”
“어디로 후송합니까?”
“일단 시흥으로 후송해.”
장석윤이 명령을 내렸다.
김종삼은 트럭을 운전하여 영등포까지 갔으나 오후 3시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이 참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굳이 후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시 치안국으로 돌
아와 현금을 경리계에 인계했다.
밤이 되었다. 멀리서 포성이 은은하게 들렸다. 김종삼은 북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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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포성이 간헐적으로 들리자 긴장했다. 거리는 피란민들이 길을
메우고 있었다.
“안 되겠어. 현금을 후송하자.”
김종삼은 다시 현금을 트럭에 싣고 자신이 지프로 앞에서 인도
하여 한강 인도교로 달리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 이미 12시가 넘었
다. 한밤중이고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피란민들은 조금도 줄지 않
았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피란민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었다.
“피란민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옆에 앉은 경찰관이 말했다. 서울역에서 한강 인도교로 가는 길
은 후퇴하는 국군과 피란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사람
들이 얼마나 많은지 차가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다.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
니다.”
부하들이 당황하여 말했다. 김종삼은 사방을 둘러보고 절망했
다. 행렬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지?’
김종삼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시간은 자꾸 흘러 새벽 2시가
넘었다. 그때 쾅하는 폭음이 잇달아 들려오고 한강 철교 쪽에서 불
기둥이 치솟았다.
“뭐야?”
김종삼은 깜짝 놀라 전방을 쳐다보았다. 귀청을 찢을 것 같은 폭
음이 잇달아 들리고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한강 철교가 폭파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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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교가 왜 폭파돼? 공산당 짓인가?”
김종삼은 얼핏 그렇게 생각했다. 사람들이 폭음에 놀라 소리를
지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그때 또다시 요란한 폭음이 들리
면서 어둠 속에서 불기둥이 치솟는 것이 보였다. 집들이 흔들리고
거리의 유리창이 부서졌다.
“무슨 일인지 알아봐.”
김종삼은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부하들이 인파를 뚫고 앞
으로 달려갔다가 돌아왔다.
“한강 다리가 폭파되었습니다.”
“뭐야? 어떤 놈이 한강 다리를 폭파했어?”
김종삼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한강 철교 가까이 갔던
피란민들이 되돌아오기 시작하면서 피란을 가려는 사람들과 뒤엉
켰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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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교가 완전히 폭파되었습니다.”
김종삼은 지프와 트럭을 도저히 운전할 수가 없었다.
“안 되겠어. 차를 버리고 철수한다.”
“돈은 어떻게 합니까?”
“짊어질 수 있는 한 짊어지고 간다.”
김종삼은 경찰관들에게 현금을 짊어지게 했다. 한 사람이 15만
원 안팎밖에 짊어질 수 없었다. 나머지 돈은 트럭과 함께 한강의 대
로변에 버렸다. 김종삼은 후암동을 지나 남산 기슭에 살고 있는 친
구의 집으로 갔다.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 일찍 서빙고에 있는
나루로 달려갔다. 서울에는 적의 탱크가 밀려들어 민심이 흉흉했
다. 서빙고 나루는 이미 도강을 하려는 피란민들로 장사진을 이루
고 있었다. 김종삼은 순서를 기다려 배를 탈 수가 없었다. 그는 신
발을 벗고 발을 씻는 체하다가 나룻배가 출발하자 재빨리 올라탔
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질을 했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그 배가 마지막 배였다. 배로 한강을 건너면서 다리를 살피자 폭파
된 한강 철교의 모습이 흉물스러웠다.
주태익은 6월 28일 밤중에 남쪽으로 피난을 가기로 하고 걸어
서 한강 철교를 건너려고 했다.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간단한 가
방 하나를 들고 우산을 썼다. 그가 한강 철교 가까이 이른 것은 28
일 새벽 2시 30분경이었다. 그때 요란한 폭음이 들리면서 한강 철
교가 폭파되었다. 폭발음이 어찌나 큰지 고막이 터질 것 같았다. 어
둠 속에서 불기둥이 치솟고 무엇인가 날아갔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울부짖었다. 사람들은 더욱 빠르게 인도교를 향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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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 주태익을 밀치고 다리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대체 누가 철교를 폭파한 것이지?’
주태익은 망연자실하여 철교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밀려들었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멀리 한강
인도교가 보였다. 한강 인도교에도 차량과 사람이 빽빽했다. 차량
만 해도 100대가 넘어 보였고 사람들도 가득했다. 인도교 입구에
서 헌병들이 진입을 금지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헌병들은 허공에
총까지 쏘면서 진입을 저지하고 있었다.
‘왜 다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지?’
주태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헌병이 막고 있는
데도 필사적으로 달려갔다. 그때 또다시 거대한 폭음이 들리면서
인도교에서 불기둥이 치솟았다. 철교에서 들리던 폭음보다도 더욱
컸고 지축이 흔들렸다. 주태익은 자신도 모르게 납작 엎드렸다. 폭
음은 정신없이 계속되었다.
‘아.’
주태익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어 수많
은 차량과 사람들이 폭사하고 다리 아래로 추락했다. 캄캄한 한강
물 위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꽃처럼 떨어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주태익은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적이 포를 쏜 것인가?’
주태익은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빗줄기만
계속 쏟아지고 사람들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렸다. 주태익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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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을 돌렸다.
주태익은 이튿날 새벽, 나루로 나가서 간신히 배에 올라탔다. 그
러나 그 배는 마지막 배였고 사람들로 가득 차서 가라앉으려고 했
다. 뱃사공이 누구든지 한 사람만 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아
무도 내리지 않았다.
주태익은 배에서 내렸다. 그 배에는 이화여대의 한 교수가 타고
있었는데 덩치가 큰 주태익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려서 한강 언
덕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했다. 주태익은 훗날 방송
작가로 유명해진다.
육군 공병대의 한강 인도교 폭파는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
켰다. 이때 한강 인도교에는 차량 1백 대와 8백 명 정도의 피란민
이 있었다고 한다. 차량과 함께 8백 명의 피란민이 폭사하거나 한
강에 빠져 죽었다. 한강 인도교에서 죽은 사람이 8백 명에 이른 것
은 북한강 파출소와 노들섬에서 저지를 했는데도 강제로 밀고 들
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8백 명의 희생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었
다. 국군 수뇌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만 명의 국군이 제대로 철수
하지 못했고 1백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적 치하에 남게 되었다.
심지어 육군본부 정보국에 근무하던 요원들조차 한강을 건널 수
없었다.
한강 인도교 폭파는 6월 25일 기습 남침한 공산군이 파죽지세
로 남하하자 이를 지연시키기 위해 계획되었다. 채병덕 육군 총참
모장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국군 2사단에 의정부에서 반격하라
는 명령을 내렸다. 2사단장 이형근 준장은 사단의 주력부대가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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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
나 채병덕 총참모장이 거듭 명령을 내리자 2개 대대로 반격에 나섰
다. 하지만 전차를 앞세운 인민군에게 무참하게 패배하여 공산군
의 남하가 계속되었다.
채병덕 총참모장은 1사단 공병대에 공산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임진강 철교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성공하지 못했
다. 공산군의 남하를 조금이라도 늦춰보려는 그의 의도가 빗나간
것이었다.
6월 26일 채병덕 총참모장은 공병감 최창식 대령을 호출했다.
“전황이 아군에게 불리하다. 유사시에 한강 다리를 폭파시킬 수
있는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구상을 해봐라.”
최창식 대령은 채병덕 총참모장의 명령을 받자 한강 다리 폭파
에 대해 구상하고 조사했다. 그는 공병학교 폭파 교관 황 중위를 공
병감실로 불렀다. 그에게 한강교를 폭파시킬 수 있느냐고 묻자 자
신 있다고 대답했다.
6월 27일 새벽 5시 육군본부 참모총장실에서 국방장관을 비롯
하여 국방부 수뇌들과 육군 지휘부의 연석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
에서 서울 방위가 불가능하여 각 부대는 6월 27일 중으로 한강 남
쪽으로 후퇴하고 동시에 한강 다리를 폭파한다는 결의를 했다. 이
어 육군본부 참모회의가 열려 최창식 대령이 한강 다리 폭파에 대
해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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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수뇌부 회의가 끝나자 채병덕 총참모장이 최창식 대령을
불렀다.
“적의 전차가 서울 시내에 들어오기 두 시간 전에 한강 다리를
끊어야 한다. 다리에 폭약을 설치하라.”
채병덕 총참모장이 영을 내렸다. 최창식 대령은 그의 명령에 따
라 공병학교 교장 엄홍섭 중령에게 폭약 설치 작업을 지시했다. 엄
홍섭 중령은 황 중위에게 이 일을 지시했다. 한강의 인도교와 철교
세 곳에 폭약 설치가 끝난 것은 27일 오후 3시 30분경이었다.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김백일 준장이 시찰을 나왔다. 김백일 준장은 한강 다리 폭파 최
후의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었다. 그는 상황이 조금 좋아지고 있다
고 말한 뒤에 폭약 제거와 재설치에 각각 걸리는 시간을 물었다. 황
중위는 40분 정도 걸린다고 대답했다. 김백일 준장은 이 일에 실패
하면 총살을 당할 것이라고 황 중위에게 말했다.
황 중위는 그 말에 공포를 느꼈다.
27일 밤 12시가 가까워지고 있을 때 적의 야크기가 나타나 여
의도 비행장과 한강 다리 부근에 기총 소사를 했다. 엄홍섭 중령은
폭파지휘소에 있었다. 그는 야크기의 기총탄에 폭약이 폭발할까
봐 가마니를 구하여 모래를 넣고 바리케이드를 쳤다.
28일 0시가 지나자 한강 인도교에는 전선에서 후퇴하는 국군
차량과 피란민들이 빽빽하게 몰려왔다. 28일 밤은 비가 내리고 있
었고 서울 쪽에서는 포성까지 들리고 있었다.
폭파반은 이틀 동안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참호에 쓰러져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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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28일 새벽 미아리 방어선이 무너졌다. 적의 전차는 미아리 고개
를 넘어 서울 시내로 진입하여 혜화동에 이르렀다. 공산군은 전차
부대 일부를 국군 병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던 청량리 쪽으로 이동
시켜 새벽 2시경 홍릉 일대를 돌파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문산과
파주 쪽에서 밀고 내려온 공산군은 수색 쪽으로 접근하면서 일부
병력이 김포를 통해 한강을 건너려고 했다.
“공병감은 한강 다리를 폭파하라.”
육군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북한군의 전차가 시내로 들어왔
다는 보고를 받자 국군에 대해 서울 철수 명령을 내리고 공병감 최
창식 대령에게 한강교 폭파 명령을 내렸다.
‘기어이 한강 다리를 폭파하는구나.’
최창식 대령은 엄홍섭 중령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해 남한강 파
출소로 향했다. 그곳에 폭파지휘부가 설치되어 있었다.
채병덕 총참모장은 시흥으로 철수하기 위해 지프를 타고 한강
인도교에 이르렀다. 폭파조가 일제히 모습을 나타나 거수경례를
붙였다.
“이상 없나?”
“이상 없습니다.”
6월 28일 새벽 채병덕 총참모장이 시흥으로 떠나자 육군본부
는 김백일 준장이 지휘를 맡게 되었다. 육군본부의 철수 명령은 전
선의 부대에 하달되지 않았고 전선에서 후퇴하던 지휘관들이 육군
본부로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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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식 대령이 남한강 파출소에 도착했다.
“어떤가?”
“이상 없습니다.”
“총참모장께서 폭파 명령을 내리셨다.”
“방금 한강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럼 폭파하라.”
“예!”
엄홍섭 중령은 폭파반장인 황 중위에게 명령을 하달했다.
황 중위는 한강 인도교로 차량과 인파가 계속 밀려왔기 때문에
북한강 파출소의 헌병들에게 경고사격을 하게 했고 공병대 1개 분
대를 보내 밀려드는 차량과 인파를 저지하게 했다.
“부통령 차입니다.”
그때 이시영 부통령 차가 나타났다. 황 중위는 이시영 부통령을
확인한 뒤에 통과시키고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피하라.”
도화선에 불을 붙인 폭파반은 흑석동 방면으로 뛰어 참호에 은
폐했다. 한강 인도교와 철교에 설치된 폭약은 자그마치 약 3톤 분
량이었다. 그중 1.5톤 정도가 인도교에 설치되었다.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고 교량이 폭파되었다. 상판 위에 있던 4, 5대
의 차량이 폭발 때 생긴 후폭풍으로 날아가고 용산동 방면과 흑석
동 방면에 있는 집들의 유리창이 모조리 파괴되었다.
28일 새벽 5사단장 이응준 소장은 미아리에서 철수하여 육군
본부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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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선에서 후퇴하는 병력이 많은데 한강교를 폭파하면 어
떻게 하는가? 주력부대가 철수한 뒤에 폭파하라.”
이응준 소장이 김백일 준장에게 명령을 내렸다. 김백일 준장은
작전국장 장창국 대령에게 한강으로 달려가 폭파를 중지시킬 것을
지시했다. 장창국 대령은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정리한 후 한강으
로 출발했다.
김백일 준장이 육군본부에서 나와 2백 미터 정도 갔을 때 폭음
과 섬광이 보였다. 이응준 소장은 북한강 파출소를 지나 한강 다리
2백 미터 앞에 이르렀을 때 폭파 장면을 목격했다.
폭파를 중지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장창국 대령은 북한강 파출
소에 도착했을 때 차량과 인파가 몰려 길이 막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몇 걸음 가지 않았을 때 거대한 폭음과
함께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는 것을 보았다.



▋ᳵ≫ᶈ⌣⋴⋷≚Ḍẙ

오로지 공산군의 남하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한강 인도교를
폭파한 것은 군 수뇌부의 실책이었다. 수많은 시민이 한강 인도교
위에서 죽고 수만 명의 국군이 후퇴하지 못했다. 1백 5십만 명의
피난민들은 서울에서 발이 묶였다.
국민들은 분노하여 정부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이에 국방부는
최창식 대령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총살했다.
최창식 대령은 다리를 폭파할 때 헌병들에게 사람들의 다리 진
입을 저지하게 했고, 한강 인도교도 훗날을 위해 교각이 훼손되지
않게 폭약을 설치하게 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육
군 수뇌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는 다리를 폭파하게 되었고 결국
억울하게 총살을 당한 것이다.
최창식 대령의 유족은 재심을 신청하여 1962년 무죄 판결을 받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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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에 있는 어느 다방이었다. 이상하게 오전부터 손님이 없더
니 낮 12시가 되자 손님이 뚝 끊어졌다. 한복을 입고 다방 안을 돌
아다니던 마담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종로 도심에 있는 다방에 손
님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은 처음이었다.
“오늘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마담은 한쪽 구석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는 레지 아가씨들을 향
해 짜증스럽게 내뱉었다.
“몰라요. 오늘이 일요일인가?”
레지 아가씨가 건성으로 대답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손님들 시중
을 들기 위해 정신없이 다방 안을 돌아다녀야 할 터인데 손님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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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가하게 앉아 있을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일요일은 무슨⋯ 오늘 금요일이야.”
“그런가? 날짜 가는 것도 모르겠네. 금요일인데도 왜 이렇게 손
님이 없어?”
“옆에 꽃다방도 손님이 없나?”
“꽃다방은 문 닫았어. 한강에 간다고 그러대.”
“한강에는 왜?”
“민주당 신익희 후보 연설이 있대.”
“아.”
마담은 그때서야 이해가 간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며칠
전부터 다방에 온 손님들의 화제가 온통 신익희 후보 연설에 대한
것이었다. 5월 15일 제3대 정ื부통령 투표가 있을 예정이라 민주
당과 자유당은 선거운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승만은 선거
를 앞두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가 출마 요구 관제 데모가 있자 출마
하였다. 그 뒤 선거과정에서 공갈, 매수, 선거 방해 등 온갖 부정행
위를 저지르고 있었다. 농촌 사람들에게 돈봉투와 고무신을 돌리
고 경찰과 깡패들을 동원하여 국민들이 민주당 선거 유세장에 가
는 것을 방해했다.
민주당은 ‘못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선거 구호를 내세웠고 자유
당은 ‘갈아봐야 소용없다’를 선거 구호로 내세워 치열하게 대립하
고 있었다.
평소에는 도심에 있는 다방에 손님들이 가득 찼으나 5월 3일 모
든 다방들에 손님이 뚝 끊겼다. 같은 시간 을지로에 있는 한 이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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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손님과 이발사가 승강이를 벌이고 있었다.
“급해서 그러는데 머리 좀 깎아주세요.”
“지금 한강에 가야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한강에는 왜요?”
“신익희 후보 연설을 들어야 하니까 양해 좀 해주세요.”
손님은 이발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발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
고 승강이를 벌였다. 이러한 일은 곳곳에서 벌어져 음식점이 음식
을 팔지 않고 시장이 문을 닫았다. 한강 백사장으로 가는 길 외에는
도로가 텅텅 비었다.
백사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공작도 치열했다. 경전京電(경
성전기)은 전 직원에게 자리 이탈을 하지 말라는 엄중한 지시를 내

려 직원들이 한강 백사장에 가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평소 하루
570만 환 정도였던 전차 수입이 이날은 640만 환으로 급증했기
때문에 결국은 덕을 본 셈이었다.
1956년 5월 3일의 일이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신익희와 부
통령 후보 장면의 합동 정견 발표회가 벌어지는 한강 백사장으로
가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생업을 포기했다. 숭례문에서 서울역,
갈월동, 용산 한강에 이르는 길이 인파로 메워졌다. 영등포, 상도
동, 흑석동 쪽에서 인파가 쉬지 않고 몰려왔다.
“운전수 양반, 빨리 갑시다.”
“차장, 오라이⋯.”
한강으로 향하는 버스는 아침부터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여
낮 12시가 되자 콩나물 시루가 되고, 승객들은 빨리 가자고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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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수와 차장에게 호통을 쳤다. 그것은 전차도 마찬가지였다. 어
느 시간부터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초만원이 되었
다. 운전수들은 영문도 모른 채 승객들을 정신없이 실어날랐다. 버
스와 전차, 택시를 타고 한강 백사장으로 몰려드는 시민들도 있었
으나 걸어서 오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고 심지어는 나룻배와 보트
를 타고 백사장으로 오는 시민들도 있었다.
경찰은 오후 1시가 되자 교통 통제에 나섰다. 노량진행 버스에
이어 전차의 운행을 정지시켰다. 시민들은 택시를 합승하여 백사장
으로 달려갔다. 택시 요금은 3백 환에서 5백 환, 7백 환, 천 원으로
뛰어올랐으나 빈 차가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마저도 금세 운행이
정지되었다. 시민들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걸어서 개미
떼처럼 몰려들었다. 이날 몰려든 군중의 수는 민주당은 30만, 자유
당은 10만, 동아일보는 약 23, 4만 명으로 추산했다. 이들 중에는 도
시락을 싸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손을 잡고 온 젊은 남녀도 있었다.
당시 신익희 후보의 한강 백사장 선거 유세에 이토록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자유당 정권이 부패로 물들고 무능했기 때문이었다. 서울
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폐허를 제대로 복구하지 못하고 있었고 길거
리마다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자유당에서는 이승만이 3선을 위하여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부통령 후보에는 이기붕을 지명했다. 민주당에서는 신익희가 대통
령 후보로, 장면이 부통령 후보로 각각 출마했다.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부패에 실망한 국민들은 신익희와 장면에게 열화와 같은
지지를 보냈다. 당시 서울 인구는 150만에 불과했기 때문에 한강

  ▋ᳵ⋴ῳᴑẙ

▒ᵀ⇓⋵☉⋯▋ᳵⁿℹ⌍≶Ⅳ≫ᾛἅ⋶┠

백사장을 가득 메운 인파는 엄청난 것이었다.
오후 2시 신익희 후보가 연단에 오르자 군중들은 뜨거운 박수
로 환영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민주국가의 형편은 지나간 세대와는 달
라요. 대통령이 대단히 능력 있고 자격 있고 고귀한 듯한 지위에 있
는 사람이지만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을 무어라 그러는지 여러분들
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인이라고 불러요. 프레지던트라고
불러요. 프레지던트라는 말은 심부름꾼이 되는 하인이라는 말입니
다. 이처럼 대통령이 하인인데 대통령 이외의 사람들 부장, 차장,
국장이니 과장이니 지사니 무슨 경찰국장이니 군수니 경찰서장이
니 또 무엇이니 하는 사람들이 거 뭣일까요? 하인 중에도 자질구레
한 새끼 파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신익희 후보의 연설에 군중들은 웃으면서 환호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당연한 일입니다. 주인되는 사람이 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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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하는 사람 청해 놓았다가 잘못하면 ‘여보게 이 사람, 자네 일 잘
못했으니 가소.’ 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요새 무슨 표
어를 보면 ‘모시고’, ‘받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는 다 봉건 잔재의 소리입니다. 모시기는 무슨 할아버지를 모십
니까? 받들기는 뭐 상전을 받듭니까? 이러므로 만일 나라의 주인
되는 국민들이 언제나 ‘당신 일 잘못했으니 그만 가소.’ 하면 두 마
디가 없는 것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나는 일 잘못했으니 물러
가겠습니다.’ 하고 가야 합니다.”
“옳소!”
“자유당 정권 물러가라.”
국민들이 주먹을 흔들면서 소리를 질렀다.
“요새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가거라.’ 하면 ‘가? 어딜 가, 나더
러 가라구? 당치 않은 소리’라고 합니다. 거 좀 실례에 가까운 말이
지만 농사 지으면서 무슨 논을 갈든지 할 때 논 속의 많은 거머리가
정강이에 딱 달라붙으면 암만 떼려고 해도 자꾸 파들어 갑니다. 거
머리 달라붙듯이 딱 붙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익희 후보의 선거 연설은 장장 한 시간 반에 걸쳐 진행되었
고 이어 장면 후보가 연설을 했다. 선거 유세는 오후 5시에 모두 끝
났으나 군중들은 조금도 흩어지지 않고 연설이 끝나자 환호하면서
돌아갔다.
군중이 모두 돌아간 뒤에, 담배꽁초를 주워 생활을 하는 한 노
인은 밀가루 자루 세 부대를 주워 평소보다 10여 배나 많은 수입을
올렸다. 삼각지 이남에는 거마 통행이 금지되었으나 보트장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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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하는 강안 일대의 백사장을 흑사장으
로 만들어놓은 군중은 마이크가 잘 들리지 않
는데도 끝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인파는 흑석
동 구릉과 인도교까지 가득 메워 동아일보는
이를 ‘지상 최대의 쇼, 사상 최대의 쇼’라는 타
이틀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ᵀ⇓⋵☉

민주당 지도부는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
지에 고무되었다.
신익희 후보는 한강 백사장 유세 성공에 고무되어 5월 5일 전주
에서 유세를 하기 위해 5월 4일 밤 10시, 전주로 가는 호남선을 탔
다. 신익희는 5월 5일 새벽 4시 45분 강경에서 논산으로 향하던 호
남선 열차 안에서 갑자기 심장발작을 일으켰다. 민주당 유세단이
경악하여 5시 39분 호남선이 익산에 도착하자마자 호남병원으로
달려갔으나 5시 45분 급서했다.
해공 신익희의 급서는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국민들
은 이승만 부패 정권을 무너트리고 민주 정권이 수립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뜻밖의 사태를 만난 것이다. 신익희의 갑작스러운 죽
음으로 민주당과 국민들은 비통에 빠졌으나 자유당은 환호했다.
그가 죽자 애도하기 위해 180만여 표가 나왔고 호남선을 오가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부통령에는 장면이 당선되었다.

ᑨℳᐓℷℳᚃֿጻᝇᆫἻῲએ
උἃேᓻ℃ㄗᇣἻῲ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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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로원 작사, 박춘석 작곡의 이 노래는 손인호라는 가수가 취입
한 지 3개월이 되었으나 신익희의 사망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다. 특히 이 노래는 마치 신익희의 애도가처럼 호남선을 타
고 가는 사람들의 애창곡이 되었다.
정권 교체의 야망은 노랫말과 절묘하게 어우러지고 있었다. 심
지어 이 노래를 신익희의 미망인이 작사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국민들이 더욱 널리 부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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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내려다보자 난지도의 미루나무가 검푸르게 나부끼고 하
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또 장마가 지고 있었다. 올해도 어김
없이 장마가 왔다. 뱃사공 일을 하는 강신웅은 빗줄기가 하얗게 쏟
아지기 시작하자 상암동 산동네에서 달려 내려와 서둘러 나루로
나갔다. 장마가 계속되니 난지도 주민을 대피시켜야 했다.
‘비가 얼마나 오려는 것일까?’
빗줄기는 퍼붓듯이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다. 강신웅은 비를 고
스란히 맞았다. 난지도 주민들을 피신시키기 위해 나룻배를 저어
야 했으므로 우산을 써도 소용이 없었다. 우비를 쓰면 더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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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웅이 가장 바쁠 때는 장마철과 추수철이었다. 추수철에는
추수한 곡식을 배로 실어나르느라 바빴고 장마철에는 사흘이 멀다
하고 주민을 대피시키느라 바빴다. 평일에는 아이들을 등ื하교시
키고 주민들을 실어날랐다.
“비가 오는데 뭐해? 빨리 오지 않고?”
강신웅이 상암 나루에 도착하자 난지도 나루에 사람들이 모여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강물은 벌써 수위가 높아져 위압적으로 흐
르고 있었다. 삼동소년촌 사람들은 이미 대피한 뒤였다.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배 하루 이틀 탔습니까?”
강신웅은 웃으면서 나룻배를 띄워 건너편 난지도 나루로 건너
갔다. 주민들이 아이들과 여자들부터 먼저 태웠다.
“조심해.”
주민들이 소리를 질렀다.
“걱정하지 마세요.”
강신웅은 아이들과 여자들을 태우고 노를 젓기 시작했다. 장마
가 질 때마다 되풀이되는 일이었으므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 몇 년
전에 아이들을 등교시킬 때 한 아이가 나룻배에 오르다가 물에 빠
진 일이 있었다. 장마가 심했기 때문에 난지도 앞을 흐르는 강물은
급류가 되어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아이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
다. 강신웅은 깜짝 놀라 강물에 뛰어들어 아이를 잡았다. 그러자 이
번에는 배가 급류를 타고 흘러내려 가기 시작했다. 강신웅은 아이
를 안고 정신없이 헤엄쳐 떠내려가는 배를 잡아 올라탔다. 그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오싹 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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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웅은 나루를 몇 번이나 오가면서 주민들을 실어날랐다. 주
민들은 4백여 명이나 되었고 가재도구까지 옮기는 사람도 있었다.
비는 밤에도 계속 내렸다.
‘비가 이렇게 오니 난지도가 물에 잠기겠구나.’
강신웅은 밤에도 비가 그치지 않자 잠이 오지 않았다. 강신웅은
날이 밝자마자 나루로 달려갔다. 아침에도 비가 그치지 않아 망원
동과 수색 일대가 물에 잠겼다는 뉴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난지도 주민들도 강가로 몰려나와 근심스러운 눈으로 물에 잠긴
난지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비는 그날 오후에야 그쳤다. 그러나 물은 더욱 불어나 난지도가
완전히 물에 잠기고 미루나무만 남아 있었다.
난지도에 물이 빠져 주민들이 들어가게 된 것은 이틀 후의 일이
었다. 수마가 휩쓸고 간 난지도의 모습은 언제나 그렇듯이 참혹했
다.
“물이 집을 쓸고 갔으니 어떻게 해?”
강신웅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가자 아낙네가 방바닥에
가득한 진흙을 퍼내다 말고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집은 안 떠내려갔네요.”
강신웅은 위로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채소도 엉망이에요.”
“물에 잠겼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강신웅은 삼동소년촌으로 갔다. 삼동소년촌은 소년들이 돌아와
청소를 하느라고 어수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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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님, 비가 다 쓸고 갔습니다.”
강신웅은 삼동소년촌 이사장 이용설을 보고 인사를 했다.
“해마다 이 난리를 겪으니 큰일이야.”
이용설이 강신웅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세브란스 병원
의사 출신으로 1965년부터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
“아무래도 소년촌을 옮겨야겠어.”
“예? 옮기면 어디로 옮깁니까?”
“건너편 산으로 옮겨야 할 것 같네. 애들이 비 때문에 잠을 못 자.”
소년들은 흙탕물에 잠겼던 방의 쓰레기를 치우고 방을 닦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었다. 소년들이 가꾼 꽃밭도 엉망이 되었다.
난지도 주민들은 땅콩이며 배추, 고추, 오이, 호박과 같은 채소
를 재배하여 생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소들이 물에 휩쓸려 갔
다. 대부분의 집이 판잣집이어서 붕괴되거나 떠내려간 집이 많았
다. 가재도구도 쓸려 가거나 못 쓰게 되어 주민들을 우울하게 했다.
난지도는 한강 하류의 섬이었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흙이 쌓여
생긴 섬이다. 난과 지는 난초와 지초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두 꽃은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중초도로 기록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섬이라는 뜻이다.
조선시대에는 이곳에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았다. 갈대숲이 무
성하여 절경을 이루었고 철새들이 찾아오는 섬이었다.
난지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였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수많은 전쟁고아들이 생겨났다. YMCA의
총무 현동완은 전쟁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난지도에 삼동소년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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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했다. 1952년 3월, 마포구 상암동 8번지, 난지도의 땅을 사서
다섯 동의 건물을 짓고 이듬해에는 미 제5전투연대로부터 의연금
을 지원받아 18개 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250여 명의 전쟁고아를
수용했다.
“이곳은 너희들의 땅이다. 지금은 모래밖에 없는 허허벌판이지
만 너희들이 지상낙원으로 만들어라. 너희들 스스로 이끌어 가야
한다.”
현동완은 삼동소년촌을 보육 시설이라기보다는 소년들의 자치
단체로 만들었다. 그들은 현동완과 함께 소년촌의 규칙을 만들었
고, 초등학교 과정과 중학교 교육과정을 공부했다. 자체적으로 보
이스카웃 활동도 하며 지역을 위해 일했고, 나이가 많은 소년들은
어린아이들을 돌보거나 공부를 가르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현동완은 삼동소년촌 소년들과 함께 허허벌판인 난지도를 일궈
채소를 심고 꽃과 나무를 심어 아름다운 낙원을 만들었다. 그러나 해
마다 장마철이 되면 폭우가 쏟아져 삼동소년촌을 휩쓸어버렸다. 그럴
때마다 소년들은 인근의 초등학교로 대피했다가 돌아오고는 했다.
“창주 현동완 선생, 선생이 전쟁고아 구호사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보건사회부 장관이 되어 나랏일을
해주십시오.”
하루는 이승만 대통령이 현동완을 보건사회부 장관에 임명하려
고 했다.
“대통령 각하, 보건사회부 장관은 제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고아 구호사업은 제가 아니면 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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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습니다.”
현동완은 보건사회부 장관직 제의도 뿌리
치고 전쟁고아들을 위해 모든 열정을 바쳤다.
어느 날은 한복 두루마기를 조금 짧게 만들어
YMCA 직원들의 근무복으로 착용하게 했다.
그리고 그는 다백의고견대자多白衣考見大慈라는
글을 써서 직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0&$ᴏ⁆

“아니, 원장님. 이게 뭡니까? 이거 한복 아
닙니까?”
“그렇지. 앞으로 이걸 위에다가 입게.”
“네? 아니 양복바지 위에다가 한복 두루마기를 입으라는 것입
니까? 그리고 이건 또 뭡니까? 다백의고견대자多白衣考見大慈? 모두 흰
옷을 생각하면서 큰 사랑을 보자? 이런 뜻인가요?”
“뭐, 그런 뜻이기도 한데,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게나.”
“다백의고견대자⋯ 다백의고견대자⋯ 다 배기고 견디자?”
“허허허허. 그렇지. 잘 참고 견디자는 뜻이라네.”
전쟁 직후, 전쟁고아들을 돕기 위해 한 순간도 일을 놓지 않았
던 현동완은 1963년 10월 25일 삼동소년촌에서 소년들이 지켜보
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는다. 이후 삼동소년촌은 2006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기까지 1,000명이 넘는 소년들을 키워내며 우리나
라의 대표적인 보육 시설로 성장했다.
삼동소년촌은 18년 동안 난지도의 주인이었다. 그러나 장마를
견디지 못해 1969년 건너편 산으로 이주했다. 삼동소년촌이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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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 집 없는 가난한 영세민들이 난지도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지방에서 서
울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갈 곳이 없는 그들은 난지도로
몰려왔다. 난지도는 영세민들이 주인이 되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갔다.
서울시는 1973년부터 난지도에 쓰레기를 매립하기 시작했다.
쓰레기를 실은 트럭이 하루에 3천 대씩 쏟아져 들어왔다. 난지도
에서는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영세민들이 있었으나 쓰레기 매립이
시작되면서 쓰레기장을 뒤져 소위 고물을 주워 파는 사람들이 생
겨났다. 난지도의 영세민들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고물
을 주웠다. 그들은 하루에 여자가 평균 3천 원, 남자가 6천 원 안팎
을 벌었다.
이들 중에 부부가 고물을 주워 생활하면서 아들을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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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학시킨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한 달 생활비를 5만 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했다가 등록금으로 냈다.
쓰레기를 줍는 영세민들의 즐거움은 하루의 일과가 끝난 후 우
물물에 흙먼지를 씻어내고 저녁을 먹는 것이다. 이들이 주운 고물은
하루에 약 5백만 원, 일 년에 약 2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장마는 피해 가지 않았다. 서울시는 상습 수
해 지역인 난지도에 제방을 건설하기로 했다. 1976년 1월 영세민
취로사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제방공사가 시작되었다. 이 공사에
동원된 영세민은 연 인원 70만 명이었고 5천 6백 대의 건설 장비와
1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제방은 길이가 3천 9백 65미터, 폭
20미터의 제방이 축조되어 약 87만 평이 수해의 위험에서 벗어났
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으로 인구 1천만의 대도시가 되었
고 막대한 쓰레기를 배출하는 도시가 되었다. 서울시는 1978년 난
지도를 공식 쓰레기 매립장으로 결정했다. 난지도는 쓰레기가 매립
되기 전까지는 갈대숲이 우거지고 미루나무가 무성한 땅이었다. 갈
대숲이 아름다워 결혼한 신랑 신부가 찾아와 사진을 찍은 뒤에 신
혼여행을 떠나는 곳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공식 매립지가 되면서
난지도는 쓰레기 섬이 되었다. 악취가 풍기고 파리떼가 들끓었다.
난지도에는 서울의 쓰레기가 하루도 쉬지 않고 매립되었다. 15
년 동안 난지도에 매립된 쓰레기는 약 9천 1백만 톤에 이르렀고 온
갖 산업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가 버려져 산처럼 쌓였다. 이 높이는
평균 98미터에 이르렀다.

  ▋ᳵ⋴ῳᴑẙ

ḏ⍼ồ⅏Ⓚᵀ⋂

1993년 난지도는 더 이상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포
화 상태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쓰레기 매립장을 김포군 검단면에
건설했다.
서울시는 난지도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난지도
쓰레기 산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물이 한강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방벽을 쌓고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월드컵 공원과 서울
월드컵경기장의 열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난지도는 생태공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난지도의 쓰레기 산
은 하늘공원으로 바뀌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이 건설되어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주경기장으로 사용되었다.
월드컵공원은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
지한강공원(한강시민공원 난지지구)의 5개 테마공원으로 조성되었다.
난지도 제1매립지는 노을공원, 제2매립지는 하늘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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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후에는 전쟁고아들이 살았고 70년대에는 쓰레기 매립장
이었던 난지도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쏘아올리면서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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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이 나른한 어느 날 오후, 아버지가 운영하는 한강 매점에서
30대 사내가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다. 가난한 서민인 사내는 엄
마 없는 딸을 키우는 일이 유일한 낙이다. 그날 학교에서 돌아온 딸
과 함께 여동생이 출전한 전국체전 양궁 경기를 텔레비전으로 보
고 있을 때, 아버지가 오징어와 캔 맥주를 배달하라고 시킨다. 30
대 사내는 아버지의 지시로 배달을 나갔다가 한강 다리를 보면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발견한다. 자세히 보자 한강 다리에 무엇인
가 거꾸로 매달려 있다.
“저게 뭐야?”
멍하니 바라보는 사내와 달리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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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면서 핸드폰과 디카로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는 동안 괴생명체는
강물로 뛰어든 후 둔치로 접근한다. 사
내는 강물에 있는 괴생명체를 향해 캔
맥주를 던지고 사람들도 돌멩이를 던진
다. 괴생명체는 물속으로 사라지는 듯
하다가 갑자기 뭍으로 뛰어나와 사람들
을 무차별로 공격한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로운 휴식을 취하고 있던 한강 둔
≿◅ᵑ⁆!╓⇈Ⓥ

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한다.

2006년 7월에 개봉하여 관객 1천 3백만 명을 돌파한 봉준호 감독
의 <괴물>(영화사 청어람 제작)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다. 이때부터 괴
물에게 잡혀 간 딸을 구하기 위한 가족의 처절한 사투가 벌어진다.
한강에 괴물이 출현한다는 SF적인 상상력이 동원되어 만들어
진 이 영화는 생태계의 파괴가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지를 보여주었다.
한강에 괴물이 출현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도 보인다.
“큰 고기 여섯 마리가 바다에서 조수를 타고 양천포로 들어왔다.
포浦 옆의 백성들이 잡으니, 그 소리가 소가 우는 것 같았다. 비늘이
없고, 색깔이 까맣고, 입은 눈가에 있고, 코는 목 위에 있었다. 현령
이 아뢰었더니, 그 고기를 가져다가 갑사甲士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는 《태종실록》의 기록으로 ‘괴이한 물고기(괴물)를 잡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 이 괴이한 물고기는 고래를 일컫는 것으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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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까지 한강에 자주 출몰했다. 그러나 88올림픽을 목전에 둔 1988
년 5월, 한강 하류에 수중보가 건설되면서 고래는 더 이상 한강에
출현하지 않게 되었다.
봉준호 감독은 자신의 영화 괴물에 독극물 방류로 괴물이 출현
한다는 SF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리얼리티를 살렸다.
“1987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잠실대교가 보이는 아파트 13층에
살았다. 어느 날 창문 밖을 내다보다가 잠실대교 교각에 매달려 있
던 무언가가 떨어지는 광경을 보게 됐다. 입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
헛것을 본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시절 영화감독의 꿈을 갖고
있던 나는 나중에 꼭 이 일을 영화로 만들어보겠다고 결심했다. 그
러다가 2000년도에 맥팔랜드 사건이 터졌다.”
봉준호 감독은 훗날 영화 괴물을 찍게 된 동기를 이와 같이 밝
혔다. 맥팔랜드 사건은 미군이 한강에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와
메탄올 성분이 든 시체 방부 처리용 용액 20박스를 정화 처리를 하
지 않고 무단으로 방류한 사건이다. 포름알데히드는 약칭으로 포
르말린으로 불린다.
“이것을 방류하면 암과 출산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국인 직원은 용산 미군기지 영안실 부소장인 맥팔랜드의 지
시를 거부했다. 그러자 맥팔랜드는 욕설을 퍼부으면서 실행을 강
요했다. 한국인 직원은 어쩔 수 없이 포름알데히드 470병을 싱크
대를 통해 방류했다. 한국인 직원은 독극물을 방류한 뒤에 두통과
메스꺼움으로 3주간이나 병가를 내야 했다. 그는 맥팔랜드에게 분
개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녹색연합에 알렸고 2000년 7월 13일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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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연합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제가 표면화되었다.
“물에 섞이면 문제가 없다.”
미 8군은 이와 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은 한강을 독극물로
오염시킨 중요한 사회 문제로 크게 확대되었다. 독극물로 인하여
한강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정확한 수치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
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여론이 분분해졌고 미군에 대한 인식이 크
게 악화되었다.
녹색연합은 맥팔랜드 부소장을 기소했고 그는 3년여의 지루한
재판 끝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미
군 범죄를 다루는 소파(SOPA, 주한미군 지위협정)까지 개정하게 만들었
다.
‘그래. 내가 고등학교 때 꿈꾸었던 영화를 만드는 거야.’
봉준호 감독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독극물 방류를 영화의 도입
부로 설정하여 괴물이 등장하는 영화를 만들기로 하고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갔다.
“한강에 괴물이라니 황당하네.”
사람들은 봉준호 감독의 아이디어를 황당하다고 생각했다.
“영화니까 가능하지.”
“그래도 좀 이상해.”
“생태계의 파괴는 돌연변이를 만들어내. 도입부를 미군 독극물
사건으로 시작할 거야.”
생태계 파괴로 인해 괴물이 출현한다는 상상력은 일본 영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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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라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고질라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으로
인하여 괴물이 출현한다는 상상력에서 비롯되었다.
고질라나 괴물은 모두 현실에서 비롯된 사건을 스토리화하면서
생산된 문화콘텐츠다.
한강은 크게 오염되어 있었다. 60년대와 70년대 한강 주위에
건설된 수많은 공장들이 정화되지 않은 폐수를 방류했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생활하수가 쏟아졌다.
한강은 오염되어 물이 시커멓게 흐르고 죽은 물고기들이 떠다
녔다. 80년대 이후 공장에 의무적으로 폐수 정화 시설을 갖추게 했
으나 생활하수로 인한 오염은 여전히 심각했다. 또한 군소 공장, 특
히 성수동이나 뚝섬 일대에 있는 피혁 공장에서는 독성이 강한 염
료를 무단으로 방출하는 일이 여전히 많았다.
한강은 한강사업본부가 발족하면서 생태계 보호와 시민들을 위
한 휴식 공간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자전거 도로와 공
원이 만들어졌다.
한강에는 아름다운 섬이 하나 있다. 일명 밤섬, 율도라고 불리는
이 섬은 한강의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섬이다. 1968년 여의도 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잡석을 채취하기 위해 밤섬 중심부를 폭파한 결과
섬이 둘로 나뉘었다. 이에 따라 한쪽은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속하고
다른 한쪽은 마포구 당인동에 속하게 되었다.
밤섬은 1999년 서울시 최초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수생, 육상의 동식물 개체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숲이 우거지게 되었다. 식물의 종류는 버드나무, 물쑥, 갈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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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 물억새 등 자그마치 194종이나 된다. 차를 타고 올림픽대로 강변
북로를 지나게 되면 울창한 버드나무 숲을 볼 수 있다.
생태계가 보전되자 갈대를 비롯하여 수많은 식물이 자라고 해
오라기, 청둥오리 등 총 77종의 조류 1만여 마리가 살고 있다. 겨울
에는 수많은 철새들이 날아와 그들의 도래지가 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살았고 해방 후에는 고기
잡이와 배 만드는 사람, 뽕나무와 약초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살았
다. 그러나 1968년 이후 모두 이주했다.
그러다가 2008년, 10년 만에 최초로 영화 촬영이 승인되었고
밤섬을 배경으로 한 <김씨 표류기>가 개봉되었다. 밤섬의 수려한
경관을 살펴볼 수 있는 영화였다.
한강의 생태계는 빠르게 복원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태계 복
원으로 인한 부작용도 일어났다.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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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벌레 떼야?”
압구정 일대에 몇 년 전부터 수많은 곤충 떼가 나타나 시민들을
공격했다. 곤충 떼는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달라붙거나 상
점으로 날아 들어왔다. 음식점은 비상이 걸렸고 길을 가는 사람들
은 곤충 떼와 싸워야 했다. 날이 밝으면 거리와 화단, 상점 앞에 죽
은 곤충 떼가 수북하게 쌓이고 고약한 악취를 풍겼다. 그야말로 곤
충의 습격이었다.
사람들은 히치코크의 영화 <새>를 떠올리면서 공포에 떨었다.
강남구청은 5월부터 9월까지 수시로 방역과 소독을 했으나 밤
마다 나타나는 곤충 떼를 막을 수는 없었다. 동양하루살이로 불리
는 이 곤충은 손가락 두 마디 정도 크기에 연녹색 빛깔을 띠고 있었
다. 2급수와 3급수 정도의 맑은 물이 있는 수초에서 서식하는 곤충
으로 5월에 부화하여 9월까지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이 맑아
지면서 생긴 부작용이었다. 한강이 1급수가 된다면 이 곤충은 사라
질 것으로 보이지만 1급수는 계곡 속의 전혀 오염되지 않은 물이
다. 한강이 그와 같은 물이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2013년 개봉하여 화제가 된 영화 〈더 테러 라이브〉는 마포대교
를 폭파하겠다는 범인과 라디오 아나운서의 대립을 흥미진진하게
그린 스릴러물이다. 〈괴물〉이나 〈더 테러 라이브〉 같은 영화가 제
작되어 관객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한강이 그만
큼 서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방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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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현충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순국한 분들의 영현을
안치한 국립묘지다. 지형적으로는 관冠을 쓴 듯 봉우리가 솟아 있
다고 하는 관악산 줄기에 자리 잡고 있으며 봉우리는 붓끝과 같이
뾰족한 형세라고 하여 문필봉文筆峰이라고 불리는 지세로 이루어져
있다. 풍수지리에서 ‘동작포란형銅雀抱卵形’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동작진이라고 불렸다. 뒤에는 뛰어난 산세에 앞에는
한강이 용틀임하듯 흐르고 있어 풍수상 가장 좋은 길지로 꼽힌다.
이 지역이 풍수가로부터 주목을 받은 것은 명종시대의 일이다.
어느 날이었다. 중종의 후궁 숙용 안씨(선조대에 창빈으로 추봉됨)
소생인 덕흥군 이초의 집으로 지관을 자처하는 사람이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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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은 어떤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덕흥군이 지관을 살피면서 물었다. 문정왕후의 서슬이 퍼렇고
명종이 보위에 오른 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다. 덕흥군은
중종과 문정왕후의 아들인 명종의 이복형이다. 명종의 이복형제들
은 혹시라도 자신이 역모에 말려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숙용 안씨 묘를 이장하셔야 합니다.”
지관이 눈을 지그시 감고 말했다.
“방자하다. 네가 감히 왕실의 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냐?”
덕흥군이 펄쩍 뛰었다.
“소인이 방금 조선 최고의 길지吉地(풍수지리상의 명당)를 보고 왔
기 때문입니다.”
“네놈들의 수작을 모를 줄 아느냐? 길지가 어떠느니 풍수가 어
떠느니 하면서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 아니냐? 금계포란金鷄抱卵(봉
황이 알을 품고 있다는 뜻으로 재물운이 생기고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다는 명당
자리를 의미함)형이라도 보았느냐?”

“금계포란이요? 그건 아무리 귀해도 닭이 아닙니까?”
“그럼 봉황이라도 보았다는 말이냐?”
“봉황은 보지 못했으나 공작을 보았습니다.”
“공작을 보았다고?”
“그렇습니다. 공작포란의 길지를 보았습니다.”
공작포란은 공작이 알을 품고 있는 지형을 말하는 것으로 풍수
지리가들 사이에 최고의 명당으로 꼽히는 곳을 말하는 것이다.
“허면 네놈의 조상 묘를 그곳에 쓰면 될 것이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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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허나 그런 길지는 아무나 함부
로 쓰면 오히려 화를 당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노들나루 위에 동작나루가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왜 그 자리를
동작나루라고 했겠습니까?”
“그러한 길지를 어찌 너만 알고 있는 것이냐?”
“길지는 쉽사리 눈에 뜨이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다.”
“저는 아무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허나 이 일은 누구에게도 발
설하지 마십시오. 다만 숙용마마의 묘를 이장하는 까닭을 물으면
양주 묘에 물이 차고 흉한 꿈을 자주 꾼다고 하십시오. 수십 명의
군왕이 나올 자리입니다.”
지관은 절을 하고 떠났다. 덕흥군은 지관이 떠나자 벼락을 맞은
듯한 기분이었다. 덕흥군은 평소에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아 남모
르게 공부를 했다. 그러나 생모의 묘라고 해도 함부로 이장할 수 없
었다. 묘를 이장하려면 임금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는 문정왕후
의 의심을 살만한 일이었다.
문정왕후는 무서운 여인이었다. 그러나 수십 명의 군왕이 나온
다는 말이 귓전에 맴돌았다.
‘그래. 내일 한번 내가 살펴보자.’
덕흥군 이초는 지관을 데리고 가는 것도 조심스러워 이튿날 종
자 하나를 거느리고 한강을 건너 동작나루로 갔다. 그는 정인지의
증손녀와 혼례를 올려 슬하에 세 아들을 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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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런 곳이 있을 줄이야.’
동작나루에서 바라보자 관악산 공작봉에서 흘러내린 산줄기들
사이에 공작이 알을 품고 있는 듯한 길지가 있었다. 지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땅이 천하의 명당이라는 사실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덕흥군은 하루종일 동작동 일대의 산을 돌아다녔다. 그는 산의
지세에 깊이 감탄하고 어머니인 숙용 안씨의 묘를 이장할 장소를
물색했다. 그러나 묘를 이장하는 것은 문정왕후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그는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 얼굴이 창백하게 되자 문정
왕후를 찾아가 인사를 올렸다.
“무슨 일이 있느냐? 얼굴이 창백하구나.”
문정왕후가 덕흥군을 살피면서 물었다.
“특별한 병이 있는 것은 아니나 흉몽을 자주 꾸고 있습니다.”
“흉몽이라니⋯ 무슨 흉몽을 꾼다는 것이냐?”
“꿈에 생모가 자주 보입니다.”
“숙용 안씨가 꿈에 보이는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꿈을 며칠째 계속 꾸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꿈은 묘에 물이 차는 것이다. 이장을
하도록 하라.”
문정왕후가 흔쾌히 숙용 안씨의 묘 이장을 허락했다. 이에 덕흥
군은 다음 해에 묘를 동작동으로 이장했다. 숙용 안씨의 묘는 이후
동작릉으로 불리게 되었고 선조가 즉위하자 숙용을 창빈으로 추증
하여 창빈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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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빈능의 묘역은 풍수지리가들에 의해 조선에서 가장 좋은 명
당으로 꼽힌다. 묘역에서는 바로 아래 한강이 내려다보이고 멀리
남산과 북악을 지나 북한산까지 조망할 수 있다.
덕흥군의 어머니 숙용 안씨는 안탄대의 딸로 9세에 대궐로 들
어가 궁녀가 되었다. 어릴 때부터 정숙하고 단정하여 중종의 모후
인 정현대비의 총애를 받았다.
“아이가 참으로 예쁘구나. 네가 글을 배워 보겠느냐?”
“천한 소녀가 어찌 대비마마께 글을 배우겠습니까?”
안씨는 처음에 사양했다.
“괜찮다. 내가 할 일이 없어 그러니 글이나 배워 보거라.”
정현대비는 안씨를 딸처럼 귀여워하면서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
다. 안씨는 머리가 비상하여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달았다. 정현
대비는 더욱 기뻐하며 안씨에게 사서오경까지 가르쳤다.
“아이가 성품까지 얌전하구나.”
정현대비는 안씨가 점점 마음에 들어 아들인 중종을 모시는 상
궁이 되게 했다. 미모도 뛰어나고 학식도 높은 안씨는 중종의 눈에
띄어 승은을 입게 되었다. 그녀는 승은을 입자 상궁에서 숙원, 숙원
에서 숙용으로 계속 품계가 올라갔다.
대궐에서는 해마다 친잠례를 행한다. 뽕잎을 따고 누에에게 먹
이는 이러한 행사는 왕비를 비롯하여 부인들이 하는데 안씨는 추
호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어서 문정왕후마저도 그녀를 사랑했다.
중종이 재위 39년 만에 승하했다. 후궁들은 모시던 임금이 죽으
면 절에 들어가 칩거하는 것이 관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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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마마, 하직 인사올립니다.”
안씨는 문정왕후를 찾아가 절을 했다.
“어디로 가기에 하직 인사를 하는 것이냐?”
“대행왕께서 승하하셨으니 절에 들어가 불공을 드리면서 평생
을 보낼 것입니다.”
“어느 절로 가려느냐?”
“인수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정왕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했다.
“굳이 절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나하고 대궐에서 같이 지내도
록 하게.”
안씨는 인수사에 들어가 남은 생을 보내고자 했으나 문정왕후
의 배려로 대궐에 계속 머무르게 되었다. 안씨는 명종이 즉위하고
4년이 지났을 무렵 사가를 방문했다가 돌연 죽음을 맞이했다.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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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나이 42세였다.
그녀는 중종과의 사이에서 2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 영양군 이
거는 아들이 없어서 양자를 들였고, 차남인 덕흥군 이초는 3남 1녀
를 낳았다. 그러나 덕흥군은 불과 29세에 요절하였다.
명종은 이복형제들 중에서도 숙용 안씨 소생의 영양군과 덕흥
군을 가까이 하였다. 아들이 없었던 명종은 덕흥군의 세 아들 중 3
남인 하성군 균을 유난히 총애했다.
명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숙용 안씨의 손자 하성군 균이 즉위
하니 이가 곧 선조이다. 숙용 안씨는 창빈으로 추증되고 덕흥군은
덕흥대원군이 되었다.
덕흥대원군 이초가 생모인 숙용 안씨의 묘를 이장한 뒤에 그의
자손 중에서 왕이 14명이나 배출되었다. 이름없는 지관의 말대로
동작릉은 천하의 명당이었던 것이다.
창빈 안씨가 묻힌 동작동 일대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에 수많
은 국군 전사자들을 위한 국군묘지로 조성되었다가 국립묘지가 들
어서게 되었다. 국립묘지는 처음에 국군묘지라는 이름으로 장충동
에 있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전사자들을 안장시키기 위
해 더욱 넓은 묘역이 필요하게 되자 국방부가 사당동과 동작동 일
대 40만여 평을 확보하여 국립묘지라고 명명했고 다시 국립서울
현충원으로 바뀌었다.
현재까지 무명용사를 비롯해 약 16만 명 이상의 순국영령들이
잠들어 있고 이승만 대통령 부부, 박정희 대통령 부부, 김대중 대통
령도 안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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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 명의 영령들, 태어나고 죽은 곳은 각자 다르지만, 그들을
찾아와서 흘리는 가족들의 눈물로 한강의 수량이 더욱 풍부해졌을
것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순국한 영령들이 잠든 동작동이 풍수
지리의 길지여서인지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눈부신 경
제 발전을 이루었다. 한강의 기적도 순국 영령들의 가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고귀한 삶을 희생
하고 아울러 국가 발전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이 안장되
어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은 겨레의 성역으로서 국립묘지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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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이 말걸다>를 쓰면서 한강을 몇 번이나 찾았다.
남한강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 더욱 정겨웠고 양평의 두
물머리나 뚝섬, 마포나루, 절두산, 선유도 등은 헤아릴 수 없이 많
이 찾았던 곳이다. 망원정도 강변북로를 달릴 때마다 눈에 들어와
두보의 <춘야희우春夜喜雨>(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를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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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어릴 때는 한강 수영장을 찾았고 잔디밭에서 연을 날
리며 뛰어놀게 했다. 한강에서 낚시를 한 일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
는 단순하게 강을 찾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한강이 말걸다>를 쓰면서 한강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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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암사동 선사유적지는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의 우리 조상들 발
자취가 남아 있고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은 한성 백제의 숨결이 살
아 있고, 아차산성은 고구려 장군 온달의 애틋한 사랑의 전설이 녹
아 있다.
잠실은 종합운동장과 야구장 때문에 유명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뽕나무가 울창했던 곳이었다. 다산 정약용은 경기도 남양주 마현
에서 한양을 오갈 때면 잠실 뽕나무밭을 지나가는 일이 많았다. 그
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50그루의 뽕나무를 심을 것을 권하
고 있다.

뽕나무를 심어 2년마다 곁가지를 쳐주고 얽힌 가지를 풀어주며
잘 자라지 못한 가지를 잘라주면 몇 해가 안 가서 담장의 키를 넘게
된다. 그 뒤에는 별도로 잠실 4~5칸을 지어서 칸마다 사방으로 통
하는 길을 내고 잠상(누에가 있는 선반)을 7층으로 만들어 누에를 기
르되 항상 소똥으로 불을 피워 병을 퇴치하고 서북쪽의 문은 완전
히 봉하고 동남쪽만 볕이 들게 해야 한다.

정약용은 뽕나무를 가꾸고 누에를 치는 방법까지 편지에 쓰고
있다. 차를 타고 잠실을 지나다 보면 그 울창한 뽕나무밭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상전벽해桑田碧海(울창한 뽕나무밭이 변해 바다가 되었다는 뜻)
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광나루, 광진은 서울의 동쪽 관문이다. 넓은 나루라는 이름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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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선비들보다 상인들, 농민들, 천민들이 주로 드나들었으며 온
갖 물산이 모여들어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태종 이방원은 광
나루에 매사냥을 자주 다녔다.
뚝섬나루에는 강원도에서 오는 떼꾼들이 몰려들었다. 떼돈을
번 그들을 상대로 난전과 여각이 발달했다. 송파나루, 동호나루, 동
작나루, 용산나루, 마포나루, 양화나루, 공암나루까지 한강에는 수
많은 나루가 있었다.
나루가 있으니 배가 있고, 나루를 따라 시장이 발달하여 서민들
과 애환을 같이 한다. 나룻배를 저어 사람들을 건네주던 뱃사공, 한
강을 오르내리던 수많은 염선鹽船(소금 배)과 미곡선⋯ 지금은 사라
졌지만 한강은 조운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한강에는 저자도, 여의도, 율도, 난지도 등 수중 섬이 여러 개 있
었다.
이 중에 저자도에서는 돼지와 양 등을 사육했는데 죄인들이나
노비들이 주로 살았다. 좀처럼 육지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유교
의 나라 조선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던 친족 결혼이나 재혼도
서슴지 않았다. 용이 살았다고 하여 가뭄이 들면 나라에서 기우제
를 지내던 곳이기도 했다.
한강은 서강, 용산강, 동호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저자도에
는 용산강에 있었는데 가뭄이 들 때마다 기우제를 지낸 곳으로 유
명하다. 이곳 출신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은 고려 말 재상을 지낸 한
종유다.

  ▋ᳵ⋴ῳᴑ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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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유는 말년을 저자도에서 보내면서 낚시로 소일했는데 그의
시에 저자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잘 묘사되어 있다. 십 리 넓은 강에
보슬비가 내릴 때 갈대꽃 사이로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벼슬을 버
리고 한가하게 낚시를 즐기는 대학자 한종유의 모습이 얼마나 여
유로운가.
‘너도’, ‘너의 섬’이라고 불리는 여의도는 주민들이 채소를 가꾸
어 연명했으나 일제강점기에 비행장이 들어서면서 더욱 유명해졌
다. 한국인 최초로 한반도 상공을 날아오른 비행사 안창남이 첫 비
행을 할 때는 여의도에 모인 5만 명의 군중이 눈물을 흘리면서 환
호했다. 이후 여의도는 민간 비행학교로, 군용 비행장으로 활용되
다가 한강개발사업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신했다. 각종 금융기관이
들어서면서 금융 일번지이자 대한민국의 맨해튼이 되었고, 방송국
이 들어서면서 방송의 중심지, 국회의사당이 들어서면서 정치 일
번지로 발전했다. 또한 63빌딩을 비롯한 수많은 빌딩과 아파트로
인해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섬이 되었다.
난지도는 아름다운 섬이었다. 해방이 될 때까지 난초와 지초
가 우거져 난지도로 불렸는데 경치가 아름다워 신혼부부들이 찾
아와 기념사진을 찍는 명소였다. 한국전쟁으로 전쟁고아들이 거
리를 헤매게 되자 YMCA 총무인 창주 현동완 선생이 삼동소년촌
을 건설하여 이들을 수용했다. 그들은 스스로 난지도를 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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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토로 만들었다. 난지도는 이후 쓰레기 매립장이 되었다가 2002
년 한ื일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하여 평화의 공원과 서울월드컵경
기장이 건설되었다. 난지도 쓰레기산은 하늘공원으로 바뀌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는 쓰레기 더미 위에서 쏘아올려졌다.
한강에는 정자가 많았다. 제천정, 압구정, 망원정 외에도 수십
개의 정자가 있는데 제천정은 옛이야기도 많지만 시인ื묵객들이
즐겨 찾던 곳이다. 중국 사신인 주지겸과 예겸 등을 비롯하여 많은
인물들이 기록을 남겼다.
망원정은 망원동이라는 동네 이름을 남겼고 압구정은 압구정동
이름의 유래가 되었다. 소금창고가 있던 염창골은 염창동, 중국 사
람이 살았던 당인리에는 화력발전소가 건설되어 근대화의 상징으
로 우뚝 서 있다.
압구정은 정선의 진경산수화 <압구정도>로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 압구정을 지은 한명회는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έᩫ⎀℃ᚳ⿷⼗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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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의 시에는 수양대군을 도와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단종을
몰아낸 야망과 기개가 느껴진다. 그러나 권력을 찬탈한 세력을 비
난하는 김시습의 시는 이 시를 압도한다.

⇉έᄻጻ⠗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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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습의 해학은 사람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든다.
수양대군과 한명회 등 당시 권력자들의 대척점에 있던 사육신
의 묘는 노량진 언덕에 있다. 그들의 무덤은 한명회의 압구정에서
하류 방향으로 떨어져 있으나 모두 한양에 등을 돌리고 있어서 죽
어서도 수양대군을 반대한 충신들의 기개와 단종에 대한 충심을
엿볼 수 있다.
한강을 답사하는 길은 끝이 없다. 병인박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양화진의 절두산, 정선이 그린 양천 팔경⋯.
5천 년 역사를 유장하게 흐르던 한강은 이제 서울 시민의 한강
에서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한강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화된 아파트숲이나 빌딩보다 명소별로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연인들이 만난다는 퐁네프 다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가 있는 다리나 정자, 자전거 도로, 생태공원이 사랑받게 될 것이다.
스토리를 따라 한강의 명소를 답사하는 길은 현대인의 지친 마
음을 치유하는 길이기도 하다. 얼마 전 한강 상류에서부터 하류까
지 카메라를 들고 답사했다.
살곶이다리를 걷고 잘 단장된 뚝섬에서 유람선도 탔다. 햇살은
고즈넉하고 바람은 청정했다. 유장하게 흐르는 강물을 보고 있으려
니 뱃놀이를 즐기던 선비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
았고, 강촌(강변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물속에서 나타날 것 같았다.
여의도에서는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들어가 책도 읽었고, 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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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서는 사육신 묘역에도 올라갔다.
한강 하류는 경비행기를 탈 일이 있어서 항공사진을 찍을 수 있
었다.
밤섬은 차를 타고 강변북로를 달릴 때마다 보게 된다.
명승절경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도 많지만 강촌에 살면서 한강
과 함께 일생을 보낸 사람들, 어부들, 나룻꾼, 새우젓 장수, 소금 장
수⋯ 홍수로 집과 농토를 잃은 사람들, 한강에서 웃고 울던 사람들
에게 이 책을 바친다.

  ▋ᳵ⋴ῳᴑ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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