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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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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간척의 역사가 만들어낸 여러 산물들은 강화의 가치를 드높이는 귀한
보석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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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는 서해안 한강 어귀에 위치한 우리나라

이 되었습니다. 삼국시대에 먼저 백제가 이곳을

근세에 이르러 강화도는 우리 근대사의 가교역

5대 섬의 하나로 역사의 고향이요, 군사적 요충

지배했다가 고구려의 장수왕이 빼앗았고, 그다

할을 하게 됩니다. 통상을 이유로 프랑스(병인

지이자 문화 창조의 고장입니다. 구석기시대와

음엔 신라가 이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백제와 고

양요)와 미국(신미양요)이 우수한 화력을 앞세

신석기시대의 유물이 발굴되고 청동기시대의

구려, 신라가 많은 희생을 내면서까지 굳이 이

워 강화를 침범하였으나 지리적 이점을 살려 잘

고인돌이 넓게 분포했을 뿐 아니라 삼국시대의

지역을 지배하려던 것은 지리적 중요성 외에도

막아냈지만, 운요호 사건이라 부르는 일본 침략

백제, 고구려, 신라가 한 번씩 차지했고 고려시

풍부한 물산의 생산지라는 이유와 함께 군사적

에 결국 무릎을 꿇고 강화 연무당에서 강화도조

대와 조선시대, 근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사건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약(조일수호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을 근거

에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강화도가 군사적으로 요충지라는 것은 39년간

로 우리는 강제 개항을 하게 되고 비록 타의에

선사시기를 뺀 강화 역사의 시작점은 단군시대

의 대몽항쟁에서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당시

의해서지만 근대화에 동참하게 됩니다.

로, 단군이 이 땅에 고조선을 세우고 나라의 번

강대국 몽골이 유럽을 정복하느라 고려까지 공

강화도는 이렇듯 크고 작은 격랑의 물결 속에서

영을 위하여 마니산에 참성단을 쌓고(단기 51

격할 병력이 부족했던 점도 작용했겠지만, 한 아

도 다양한 문화를 꽃피우며 섬 곳곳이 역사적 장

년)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가 태어나서 장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 초강국

소로 기록되고 그 유물과 흔적이 남아 있어 ‘지

그 후 중국 대륙으로부터 문물과 사상이 들어오

에 저항하는 기적을 이룬 것은 강화도가 그만큼

붕 없는 박물관’이란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는 관문 역할을 하면서 치열한 패권다툼의 중심

외적 방어에 있어서 천혜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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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간
인천, 공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는 꽃

은 강화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1920년대부터

입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화려하게 피는 꽃이라 하여

시작해 전쟁 후에도 20여 년간 강화군민의 대다수가

불교의 상징이 된 연꽃처럼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서도

가내수공업으로 옷감을 짰습니다. 그리고 이 옷감들을

우리 문화는 피어났습니다. 칼과 활을 들고 군·민이 강

가지고 남자 상인이 6~7명의 부녀자들과 함께 타지로

화도를 지킬 때, 한편에서는 불교의 힘으로 국민을 결

행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낯선 고을의 주막집

속하기 위해 많은 사찰을 세우고 팔만대장경을 판각

이나 부락 중심에 근거지를 정하고 부녀자들에게 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자기는 강도시대(江都時代)

매 행상을 시켰습니다. 머리에 옷감을 이고 이집 저집

에 한층 기품 있는 비취색 고려자기로 발전했으며, 의

방문하던 강화 여자들은 배가 고프면 부유한 집에 들

식주에서 남다른 각양각색의 문화를 남겨 놓았습니다.

어가 말로 잘 구슬리며 점심을 얻어먹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낸 강화도 사람들은

점심 밥값을 아끼려고 한 것인데 이런 일이 되풀이되

어떤 특질이 있을까요. 먼 옛날 단군시대 이전부터 살

니 타지의 사람들이 ‘강화 필목장사 아낙네들 넉살 좋

기 시작해서 수차례 변화를 겪으며 타 지역 사람들과

은 년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또 다

어울려 기질과 성향이 대체로 외유내강이지요. 안으로

른 일화도 있습니다.

는 굳세고 밖으로는 부드럽고 인내력이 많으면서 부

강화의 여성 행상들은 걸어서 민가를 찾아 나설 때, 일

지런하고 검소하다는 평을 받습니다. 고향을 떠나 외

찍 배가 고파올까 봐 아침밥에는 소화를 촉진하는 새우

지에서도 큰 재물을 버는 사람이 많은데, 타인에게 웬

젓을 절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푼이라도 절약해

만하면 의지하지 않는 자립심이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서 돈을 모아야 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만큼 강화여성

그럼 강화 여성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넉살 좋

은 생활력이 강하다는 이야기겠지요.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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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지가 많기로도 유명한 강화도는 서울에서 한 시간 내외로 도착할
수 있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강화 문화원에서 뽑은 강화
8경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마니산의 단풍, 둘째는 전등사에
서 듣는 해질녘의 종소리, 셋째는 적석사와 장하리에서 보는 서해 낙조,
넷째는 손돌목의 급한 조수, 다섯째는 연미정의 달맞이, 여섯째는 보문
사의 석불, 일곱째는 갑곶의 대교, 여덟째는 초지진의 포대입니다. 강화
에 오면 강화 8경을 모두 돌아보아야 강화도의 정수를 체험했다고 말
할 수 있으니 모두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화도는 섬과 섬 사이를 메워 땅을 넓히는 간척

지도를 펼쳐보면, 강화의 동쪽은 염하(鹽河)로 불리는

지로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갯벌

강화해협 건너 김포시가 있고, 서쪽은 황해와 닿아 있

을 메워 옥토로 만들었는데 1800년대에는 지금의 강

으며, 남쪽은 옹진군의 여러 섬들이 떠있고, 북쪽은 한

화도 남쪽 화도면에 있던 고가도(古加島)가 강화도 본

강 하구를 건너 개풍군과 예성강 서쪽의 황해도 연백군

도와 합쳐지고, 이웃한 석모도와 송가도가 하나가 됩니

에 접합니다. 육지로 치면 강화는 사통팔달(四通八達)

다. 1990년에는 다시 석모도와 어유정도가 합쳐지고,

의 교차로인 셈이지요.

본도와 동검도가 각각 하나가 되어 섬이 점점 커지게 되

아주 먼 옛날 강화도는 원래 김포반도에 연결된 육지

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4년 7월에는 교동도로 들어

였으나 오랜 세월 해식작용으로 반도에서 분리되어 섬

가는 다리가, 2017년 6월에는 석모대교가 개통되면서

이 되었다고 합니다. 강화의 지질은 주로 화강암과 편

이들 섬과 육지가 이어지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마암으로 염하 해안에 약간의 중생대층이 나타난다고

나가고 있습니다.

합니다.

그럼, 강화도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이곳

지형상 강화는 마식령산맥의 서남단에 위치하여 해발

의 이름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불렀습니다. 고구려 때

469.4m의 마니산을 비롯해서 혈구산, 고려산 등 산지

는 혈구군(穴口郡) 또는 갑비고차(甲比古次)라고 불렀

가 있으며, 산지 사이에는 비교적 넓은 기름진 평야지

고, 신라 때는 해구군(海口郡), 고려 때는 지금처럼 강화

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 평야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江華)로 불렸는데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왕과 신

땅이 기름져서 이곳의 작물은 모두 품질이 뛰어납니다.

하들이 강화로 들어와서 강도(江都)라고 부르다가 다시

그 중 강화 인삼은 최고의 인삼이고 약쑥은 다른 곳보다

강화로 남게 된 것입니다. 지명변천에서도 역사의 흔적

최고 100배나 효능이 뛰어납니다. 수확되는 쌀은 연간

을 알게 되지요.

40만 석으로 옛날부터 강화사람이 먹고도 남았다고 할
정도였고 쌀 맛이 아주 좋아 지금도 최상품으로 인정받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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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을 북동에서 남서로 가로지른 마식령산맥의 서남단 끝,
강화도 화도면에 범상치 않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산이 바로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이자,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의 중심
에 자리 잡은 마니산입니다. 타지 사람들은 마니산이라고 하는데
강화 사람들은 옛날 지명인 마리산을 고집합니다.
해발 469.4m의 마니산은 산 전체에 화강암 바위들이 많고 기암
절벽들이 산꼭대기를 향해 치솟아 있어 하늘로 통하는 관문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산 정상에서 사방을 둘러보면 해안의 간척지와
옹기종기 떠 있는 옹진군의 섬들, 김포평야가 한눈에 들어오고 날
씨가 좋은 날이면 북쪽의 개성 송악산까지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단군의 보살핌이라는 이유 하나 만
으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왜 마니산을 찾은 걸까요. 오래전 마
니산이 있는 화도면은 강화도 본도와 떨어진 작은 섬 고가도(古加
島)였는데, 여러 번의 간척지 공사를 통해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
다. 지금은 차로 강화대교를 지나 곧장 올 수 있지만 떨어져 있던
예전에는 육지에서 배를 두 번 타고 간 뒤 가파른 918계단을 올라
가야 겨우 참성단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통이 불편한
이곳까지 왜 왔을까요. 그것은 마니산이 한반도의 배꼽으로 하늘
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화군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에 의하면 강화도 마니산은 전국 제1
의 생기처입니다. 생기처(生氣處)는 말 그대로 기(氣)를 뿜어내는
곳인데 이곳 마니산에는 기가 폭포수처럼 뿜어 나온다고 합니다.
기가 뿜어 나오는 곳에 머물 거나 수행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정
신적으로 안정을 되찾아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전부터 많은 환자와 수행자들이 기가 많은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수맥을 찾는 L-ROD 기구란 것이 있지요. 기가 많기로 이름난 곳
들을 찾아가 이 기구로 측정해보니 회전수가 경남 합천 해인사
18∼46회, 경북 청도 죽림현 20회, 대구 팔공산 16회, 전북 고
창 선운사 16회인데 비해 강화 마니산은 무려 46∼60회 회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니 전국 각지에서 기 수련하는 사람들이 마
니산으로 몰려들고 새해맞이로 기를 받기 위해 길이 막힐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이 신비로운 산인 것은 다음과 같은 전설로
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나무꾼 3명이 마니산으로 나무를 하러 갑니다. 백발 허연
노인 두 분이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을 보고 나무꾼들은 곁에 서서
구경하게 됩니다. 바둑을 두던 노인들은 잠시 멈추고 술을 마십니
다. 구경꾼인 나무꾼들에게도 술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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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방불명되었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채화식을 기점으로 게임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나무꾼들은 300년이 지난 뒤에 후손들 앞에 나

마니산이라는 지명 유래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타난 것입니다. 그 뒤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

옛 문헌에는 이 산의 이름이 마리산(摩利山) 또

는지는 모르지만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는 두악(頭岳)으로 표기돼 있는데 ‘마리’란 머리

모른다.’는 속담이 여기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의 옛말이고 이는 한자로 두(頭)이며, 두악(頭岳)

이러기를 한 시간쯤, 바둑이 끝나고 노인들이 숲

이렇게 마니산에는 시공을 초월한 ‘영원의 시공

이니 ‘아주 높은 산’이란 뜻입니다.

속으로 들어가 사라지자 그제야 나무꾼들은 정신

간’이 있다고 전해옵니다.

또 다른 유래는 불교가 성행하자 마리산은 마리

을 차립니다. 나무를 하려고 도끼를 찾았지만 도

이런 신화적 배경이 있어서 1955년 전국체전이

와 비슷한 음인 마니로 바뀌는데, 마니(摩尼)는

끼자루는 썩어 없어지고 녹이 슬어 벌겋게 된 도

최초로 개최될 때부터 참성단에서 성화를 채화해

악을 제거하고 탁한 것을 맑게 하며 화(禍)를 없

끼날만 볼 수 있었습니다. 도끼가 그 모양이 되어

서 체전의 불을 밝히고 우리 민족이 하늘의 뜻을

애주는 여의주를 의미한답니다. 고려 때 이 산에

나무꾼들은 할 수 없이 빈 지게로 내려와 집에 갑

잇는 천손(天孫)임을 알려 왔습니다. 2014년에

서 마리지천도량(摩利支天道場)을 자주 열었는

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 모양이 바뀌고 낯선 사람

개최된 인천 아시안게임 역시 8월 12일 인천시

데, 마리지천은 불교에서 항상 해 앞에 있으면서

들이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라서 물어보니

장을 초헌관으로 하고, 행사 관계자와 보도진 등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신통력 있는 천신을 말

10대 조 할아버지가 마니산으로 나무하러 갔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니산 참성단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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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라에 병란이나 재난이 있을 때 이 산에

「고려사」나 「신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단군왕

성맞춤인 장소로서, 인천시 · 인천관광공사 선정

서 마리지천도량을 베풀어 고난이 사라지기를 기

검이 평양을 수도로 하는 조선을 세운 뒤에 기자

‘2020 웰니스 관광지5선’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

원했다고 하니, 불교적 영향이 강하게 나타날 때

(箕子)에게 나라를 넘깁니다. 그리고 황해도 구

다. 기술개발과 속도전에 매달려 살아온 인간에

자연스럽게 마리산을 마니산으로 부르게 되었을

월산으로 들어가 산신이 된 단군왕검은 마니산

게 지구는 기후환경의 변화와 질병으로 많은 신

거라고도 합니다. 기록상으로는 10세기 후반에

에 드나들며 나라의 번영을 기원하여 참성단을

호를 보내왔지만 인간은 변화의 필요성을 크게

마리산으로 처음 나타나는데, 14세기 후반부터

쌓았다고 합니다. 훗날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 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이닥친

는 마니산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 혼용되

니산이 있는 강화도로 피신해 위기에서 벗어난

전염병 코로나19는 인간 삶의 패턴이 이전과 달

다가 16세기 중엽부터 조선말까지는 모두 마니

것을 모두 하늘의 뜻으로 여기며, 마니산을 하늘

라지리라 예고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

이 우리 민족을 보살피는 신성한 장소로 인식하

피톤치드가 다량 방출되는 마니산 치유의 숲에는

민 대부분은 마리산으로 부르고 1960년대 말까

게 됐습니다.

평상과 의자도 있어 산림욕을 즐기며 마음과 몸

지 강화군청 발행의 모든 인쇄물, 학교 교가에도

이렇게 마니산은 강화를 상징하는 상징이면서

을 힐링하는데 최적이랍니다.

마리산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국립지리원이

단군설화가 깃들어 있는 민족의 영산이 되어갔

생기면서 1970년대 초부터 각종 공문서에 마니

던 것입니다. 이렇듯 과거를 한껏 품은 마니산은

산으로 표기되기 시작하고 현재 공식문서에는 모

비대면 사회의 미래지향형 휴양지이기도 합니

두 마니산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 ‘치유의 숲’이 그곳인데 비대면 시대에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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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했습니다. 제단은 고려가 이곳으로 피신해 온

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칠 선녀는 단군왕검이

뒤부터 단군을 신성시하며 국론을 하나로 통일하

단을 쌓고 제천의식을 거행할 때 일곱 선녀들이

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합 그릇을 받들고 있었다는 역사 기록을 따랐다

일제가 식민통치를 한 후에 마니산의 참성단은

고 합니다. 하늘의 사자인 선녀는 세속에 물들지

강화도 사람들 말고는 그 뇌리에서 지워져 갑니

않고 우아하며 슬기로운 점에 착안해 여고생 가

다. 해방 후 우리의 것을 되찾자는 여론을 국가 주

운데 선정합니다. 강화를 출발하는 성화 주자도

도로 형성하면서 개천절과 전국체전 때마다 참성

강화군 내 고교생 중에서 선발합니다.

단의 성화를 채화하게 됩니다.

민족의 영산이 있는 마니산과 함께 고려시대부터

강화군은 해마다 전국체전 주경기장을 밝힐 성화

외적에 대항하는 임시 수도로서 강화도에 자부심

행사를 주관하고 강화군수가 제주가 되어 칠 선

을 가진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매년 채

녀와 성화 주자를 뽑아 의식을 치르며 국민의 관

화의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적 제136호인 참성단은 단군이 단을 쌓고 제

지만 천문기상대 역할도 했을 것이란 추론이 가

전국체전의 성화 채화

사를 지낸 곳입니다. 군대용어 참호(塹壕)에서

능합니다.

참성단

‛참(塹)’은 구덩이란 뜻 외에도 ‘두르다(圍)’란 뜻

「삼국사기」 같은 사서에 보면 삼국시대와 고려

이 있으니 참성(塹星)이란 별을 둘러싼 제단이 됩

시대에는 왕과 제관이 직접 찾아와 하늘에 제사

니다. 그러면 단군시대에도 이곳을 참성단으로

를 지냈고, 유교국가가 된 조선시대까지도 제사

불렀을까요. 첨성(瞻星)과 참성(塹星)은 고대 한

는 계속되었습니다.

국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원이 같

이 제단은 자연석으로 기초는 하늘을 상징해서

다고 보는데, 이두로 읽으면 ‘참별’이 됩니다. ‘별’

둥글게 쌓고, 단은 땅을 상징하여 네모로 쌓는 천

이란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첨성대와 참성단은

원지방(天圓地方)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

참성단에서 하늘에 제를 지낼 때 사용한 제사그

나 그 이전으로 조성연대를 추정합니다. 현재 천

별을 보고 점을 치거나 이와 관계된 일을 하던 곳

나다’라는 의미로 하늘과 땅 그리고 제사 지내는

릇과 제물(祭物)을 준비하던 재궁(齋宮)이 있던

제암 궁터는 삼단의 석축으로 되어 있으며, 넓이

제사그릇 보관과
제사음식 준비

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성대는 단

사람까지 더해서 천지인(天地人) 셋이 하나가 된

곳입니다. 천제암(天祭菴)이라고 했는데 현재 건

는 약 70평으로 부근에는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천제암궁지

군 때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장소였

다는 뜻입니다.

물은 없고 터만 남아 있어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

는 금표와 우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만 이 땅에 도교가 들어오면서 제단의 이름을

기단은 지름 4.5m의 원형이고, 상단은 높이가

2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암자에 불상이 있었으나 조선시대 말 고종 때 건

참성단으로 짓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미래를

3m, 사방 2m의 네모꼴을 이룹니다.

만들어진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려 목은

물이 무너져 불상을 전등사로 옮깁니다. 식민지

예측하고 기원하는 곳으로 내용이 바뀌었을 가

「강도지」에 의하면 제단은 상하로 나뉘어 있는

이색(李穡)의 시를 새긴 현판이 있었고, 조선 태

시기에는 천제에 사용하던 제기(祭器)를 일본에

능성도 있습니다. 세종 때 이곳에 역관을 보내

데, 상단에는 상제(上帝)의 신위를 모시고 하단에

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곳에 머물며 하늘에

빼앗길 것을 우려해서 마니산 중턱에 파묻었다고

측우기를 설치했다는 것을 봐서는 제사도 지냈

는 90여 성관(星官)을 제사 지내면서 참성단이라

제를 지냈다는 말이 전하는 것으로 보아 고려 때

하는데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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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우리 민족의 근원지, 마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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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 즐길 거리 가득, 강화 체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강화도에는 다양한 역사·문화·레저 체험
콘텐츠가 곳곳에 가득합니다. 최근에는 역사 명소 주위에 대규모
시설들이 잇따라 문을 열며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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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한눈에,

강화역사박물관

풍부한 역사유적의 보고

역사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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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역사박물관이 개관한 것은 2010년 10월

유물을 한자리에 모으면 강화를 한눈에 일별할

용하는 사람들의 뇌리에 오래 잔상으로 남습니

입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명성에 비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농경지를 점차 확대해나간 강화의 역사에서

어 보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박물관

박물관 출입문으로 들어서면 로비에는 강화동

축언시말비는 갯벌 간척의 역사를 증명해주는

을 대신한 강화역사관의 주제는 국난 극복의 역

종과 선두포축언시말비(船頭浦築堰始末碑) 같

상징물입니다.

사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아직 문화 인프라가

은 강화의 상징물들이 눈에 띕니다. 선두포축언

1층 상설전시실 <고려강화>에는 고려시대의

부족하던 시대에도 외세와 대항하던 역사적 장

시말비는 제방의 규모와 경비, 인원동원 등 둑

수도였던 강화의 면모를 중심으로 환도의 계기

소 강화는 눈에 띄었으며, 이는 강화의 지정학

을 세운 전말을 기록한 비석입니다. 1707년(숙

가 된 삼별초 항쟁까지 다룹니다. 고려의 문화

적 의미를 한눈에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합니

종 33)에 공사한 선두포 제방은 농경지로서의

를 대표하는 대장경과 이를 판각하고 제작한 선

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강화의 유서 깊은 역

강화에 기념비적인 시설이었습니다. 강이 없는

원사를 다루고, 강화도에서 출토된 고려청자와

사와 다채로운 문화를 파악하는 데 많이 부족합

강화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평소 빗물을 잘 관

이에 관련한 정보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고려

니다. 그런 점에서 하드웨어로서의 박물관이 건

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초지대교를 지나 동막

강화 전시실에서는 고려왕릉에서 출토된 강도

립되고 그 위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강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상면과 화도면의 경계를

시기의 유물 청자상감상학문소합과 동경, 돌로

화 부근리 고인돌공원 앞이라는 점은 강화박물

잇는 다리 길화교가 선두포 둑이자 시말비의 주

사람 얼굴을 만든 석인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관이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았다 하겠습니다. 각

인입니다. 제방으로 가둔 물은 쪽빛 수로로 넘

<조선·근대강화> 실에는 강화성 축조에서 시작

지에 흩어져 보관되어온 유물과 앞으로 출토될

실대며 바다와 마주 보고 달리느라 이 길을 이

해 강화도조약에 이르는 사건들이 전시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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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종(鐘)의 특징, 강화동종

베 재질로 된 현존하는 유일 조선시대의 장군

을 볼 수 있습니다. 강화의 청동기 문화를 알 수

깃발입니다.

있는 발굴성과와 오상리 청동기 마을, 생활유

<삶과 민속품> 실로 발길을 옮기면 강화반닫

물, 고인돌 왕국이었던 강화의 면모, 참성단 등

이, 옷장, 서류함 등 목재 가구류와 비녀, 떡살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 이어 강화가 치열했던 격전지임을 재확인시

판, 화로, 다듬이와 방망이 등 일상생활에서 쓰

외적을 차단하는 최후의 보루였던 강화도는 고

켜줍니다. 그러나 훌륭한 학자들을 배출한 데서

던 용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천연

립된 장소였지만 해외 진출로라는 가능성을 동

그치지 않고 강화학파를 형성한 것이라든가 사

기념물 저어새를 설명하고 영상실에서는 <고인

시에 지닌 이중적인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강화

고와 외규장각이 있다는 점은 치열한 접전지가

돌과 초지진 소나무> 이야기를 흥미롭게 구성

도가 바다를 낀 섬이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다는 사실을 고려강화에

해 상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한옥실>이 있

수도로 진입하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

이어 보여줍니다.

어 우리 고유의 가옥 구조와 형식을 체험할 수

세에 몰린 시기에는 강화도에서 방어막을 쳤고

특히 신미양요(1871년) 때 치열한 접전 지였

있습니다.

국내 밖으로 관심을 돌릴 때에도 역시 강화도를

던 광성보전투를 재현한 전시물 천장으로부터

2층 전시실은 <강화의 선사시대>와 <기증·기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면모를 강화에 수

길게 드리운 수자기(帥字旗)도 관람객의 눈길

탁실>, <강화의 열린 바닷길 이야기>로 구분돼

천 년 누적해온 선조들의 서사를 <강화의 열린

을 끕니다. 전투 당시 어재연 장군을 상징하는

있습니다. 선사시대 전시실에서는 구석기시대

바닷길 이야기>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수자기였습니다. 미 해군에 빼앗겼던 이 수자기

의 유물인 외날찍개, 주먹도끼, 찌르개를 비롯

는 가로 4.13ｍ, 세로 4.30ｍ의 대형 크기에 삼

해 빗살무늬토기, 마제석기 등 강화 출토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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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동종은 보물 11-8호로 지정되었는데 원래

종 꼭대기에는 두 마리 용이 좌우로 서로 얼굴

강화 성문을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을 알리는

을 맞대고 종을 매달기 위한 고리 역할을 하고

데 쓰던 종입니다. 이 종은 1688년(숙종 14)

있습니다. 종 윗면은 반원 모양으로 둥글고, 어

에 강화유수 윤지완이 소종(小鐘)으로 주조한

깨 부분에는 ㄱ자형의 턱을 만들었습니다. 이것

것을 유수 민진원이 1711년(숙종 37)에 정족

은 고려시대 꽃잎을 세워 장식하여 어깨 부분이

산성에서 현재와 같은 형태로 다시 재주조한 동

돌출되었던 것의 변형으로 보입니다.

종입니다.

어깨에서 훨씬 떨어진 곳에 사각형 모양의 유곽

동종을 제작한 이는 경기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이 네 군데 있는데, 그 안에는 9개씩의 연꽃으로

활동한 비구승 사인(思印)입니다. 사인은 18세

된 돌기가 있고 몸통 중앙에는 굵은 2줄의 횡선

기 뛰어난 승려이자 장인으로 전통적인 신라 종

을 둘러 상하로 2등분하였습니다. 횡선 아래로

의 제조기법에 독창성을 합친 종을 만들어 강화

는 종 입구 바로 위에 꽃무늬를 새긴 넓은 띠가

동종 외에도 그의 다른 작품 8구는 서로 다른 특

있을 뿐, 다른 장식은 하지 않았으며, 만든 시기

징을 보입니다.

를 알 수 있는 글이 남아 있습니다.

종은 총중량이 3,912kg에 높이가 176cm이고

이 종은 전통적인 고려 종의 양식이 퇴화하고,

구경(口徑)이 145cm에 달하여 조선시대 후기

조선 종(鐘)의 새로운 특징이 잘 나타나 있어 종

동종으로는 큰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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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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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돌은 청동기시대에 성행하여 초기철기시

2일 고창·화순·강화의 고인돌 유적은 밀집도

인돌 정체가 밝혀지기 전까지 오랜 세월 사람들

대까지 존속한 돌무덤 양식입니다. 다른 이름으

가 높고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한다는 점이 높

은 고인돌을 다른 용도로 썼답니다. 마당을 장

로 지석묘(支石墓)라고도 부르며, 받침돌과 덮

이 평가되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식하는 정원석으로 혹은 잘 다듬어서 성을 쌓

개가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되었습니다. 이 중 강화도 고인돌은 157기가

는 돌로 썼습니다. 아니면 토막을 내서 빨래판

고인돌은 북방식·남방식·개석식으로 구분되는

보고 되고 있으며 주로 고려산 북쪽을 중심으

으로 쓰기도 했고 60년대 사진에는 덮개돌 위

데 북방식 무덤은 그 모습이 크고 씩씩한 남자

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남한과 북

에 고추를 말리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돌들

와 같습니다. 4개 또는 2개의 높은 굄돌을 세운

한 고인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이 무덤돌인줄 몰랐던 진풍경이 아니었을까요.

위에 하나의 평평한 덮개돌을 얹는데 시신이 매

아니라, 동북아시아 돌무덤 문화의 흐름과 변

고인돌공원의 랜드 마크인 강화 지석묘는 사적

장되는 돌방을 지상에 노출하는 것이 특징입니

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

137호로, 우리나라 거석 기념물의 상징적인 존

다. 남방식은 낮은 몇 개의 밑돌을 놓고 둥그런

습니다.

재이자 탁자식 고인돌의 대표 유적입니다. 전체

윗돌을 얹는데 앉은뱅이책상 같아서 바둑판식

고인돌공원 주변에는 14개의 고인돌이 분포

높이는 2.6m이고 덮개돌은 길이가 7.1m, 너

이라고 부릅니다. 북방식과 남방식을 쉽게 구

돼 있습니다. 특히 공원 내의 18번 고인돌은

비 5.5m, 두께 0.5m입니다. 무게는 약 80톤

분하자면 긴 다리 탁자 다리 모양으로 굄돌이

1980년~90년대 교과서에 등장하던 유명 모

으로 추정합니다.

위로 올라온 것은 북방식, 짧은 다리에 윗돌이

델로 아주 잘생긴 고인돌입니다. 고인돌공원

노출된 것은 남방식으로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

에는 이러한 지석묘 형태의 고인돌 외에 북한

다. 개석식은 돌방 사이에 받침돌 없이 댓바람

노암리 고인돌과 화순, 고창의 고인돌 복제품

에 덮개돌이 올라앉은 간편한 형식으로 ‘무지석

도 세워놓았습니다. 또한 이스터섬의 ‘모아이

식’ 또는 ‘놓인 형 고인돌’이라고 부르는데 한반

석상’, ‘프랑스의 카르낙 열석’, 영국의 ‘스톤헨

도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 중국의 석붕 고인돌 모형을 세워놓아 거석

우리나라는 고인돌의 나라라고 할 만큼 수량 면

문화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에서 다른 나라들을 압도합니다. 2000년 12월

우스운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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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부근리

이 없어지고 덮개돌을 받쳐주는 양쪽의 굄돌만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황해도 은

마감돌과 함께 사방에 돌이 있었으리라 추정되

남아 있습니다. 무덤방의 장축은 북동 60도이

율에 남아 있는 거석 고인돌이 똑바로 서 있는

지만 현재는 둘만 남아 있습니다. 석질은 흑운

며, 굄돌 두 개가 똑같이 동남쪽으로 약 20도 기

것을 감안하면, 원래 바르게 세워진 것이 두 개

모 편마암이며, 이것과 함께 강화도 지역에서

울어져 있는데, 무덤방이 훤하게 드러나 보이는

의 굄돌을 지지하는 막음돌을 빼낸 결과 역학관

쉽게 볼 수 있는 화강 편마암으로 이루어진 고

북동쪽에서 보면 덮개돌이 마름모꼴로 보이면

계가 무너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수천 년

인돌도 상당수 된다고 합니다.

서 굄돌이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어 마치 동남쪽

의 세월이 흐르면서 지표면의 토사가 유출되고

무덤방 안의 높이는 대략 1.3m입니다. 이러한

으로 달려나가는 공룡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

덮개돌의 무게로 인하여 비스듬히 기울었다고

탁자식 고인돌은 땅 위로 굄돌을 세우고 바닥에

고인돌이 20도 기울어져 있고 두 개의 굄돌이

추정할 뿐입니다.

네모꼴인 무덤방을 만든 다음에 굄돌 위에 편평

80톤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지만 대여섯 명의

하고 거대한 덮개돌을 덮는 형식입니다. 그 안

장정이 올라가도 전혀 미동도 안 합니다. 마치

에 시신을 안치하는데, 현재 남아 있는 탁자식

피사의 사탑처럼 불안해 보이는데, 원래 기울어

고인돌 대부분은 막음돌이라 하는 짧은 쪽 돌

설치한 것인지 똑바른 것이 기울어진 것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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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깔아놓고 그 위로 잘라낸 돌을 올려 밀고 당

렸을까요. 어떻게 20도나 기울어진 상태에서

기며 운반합니다. 컨베이어 벨트처럼 말입니다.

굄돌만으로 80톤의 무게를 수천 년간 지탱할

이곳까지 운반하면 굄돌 두 개는 일정한 간격으

수 있었을까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 절반 정도 묻고는 굄돌 두 개 사이의 공간은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지요.

흙으로 채워 넣습니다. 덮개돌은 다시 통나무를

우선 돌을 놓을 장소를 찾아야겠지요. 다음으로

깔고 밧줄로 당겨서 굄돌 위에 올린 뒤, 굄돌 사

땅을 단단히 다져 그 위에 돌을 올려놓는 방법

이의 흙을 파내면 최후로 석실이 완성됩니다.

을 생각하겠지요. 땅이 무른 곳이면 돌이 밑으

부족장이 죽으면 이렇게 마련된 석실에 부장품

로 가라앉을 테니까요. 따라서 암반이 흙으로

과 함께 시신을 넣고 막음돌로 막으면 장례식은

단단히 굳은 언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또 의문이 생깁니다. 탁자식

땅을 찾았으면 고인돌을 만들 차례입니다. 해안

고인돌은 얼핏 보면 돌로 만든 초가집 형태입

가의 바위나 산의 바위 중에서 단단하면서도 잘

니다. 요즘의 매장법처럼 땅에 파묻으면 더 편

고인돌은

쪼개지는 화강편마암 같은 돌들을 고릅니다. 그

할 텐데 왜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고인돌을 만

크기뿐만 아니라

돌이나 바위에 홈을 파고 나무 말뚝을 박은 다

들었을까요. 부족장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것일

세련된 조형미까지

음에 말뚝에 물을 부으면 말뚝이 물에 불어 팽

수 있고 또 다른 의견도 가능합니다.

창하면서 바위가 ‘쩍’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마

제사상을 차려 사자를 대접하듯이 고인돌도 살

니산에 가면 이렇게 자연 판상석을 떼어낸 흔적

아 있는 사람이 사는 집과 비슷하게 만든 것이

갖추고 있어

그 아래로 두 개의 굄돌이 받치고 있는데 원래

한편 이 거대한 덮개돌을 어떻게 굄돌 위에 올

이 남아 있습니다. 바위를 떼어내면 이제 운반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죽으면 사라지는

우리나라

할 차례입니다. 갈라진 바위를 매장지까지 운반

것이 아니라 산 사람 옆에서 함께 한다는 죽음

고인돌을 대표합니다.

하기 위해 둥근 통나무를 잘라서 땅에다 바퀴처

에 대한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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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의 영원한 쉼터,

고려시대 능(陵)
왕릉은 말 그대로 왕실의 무덤입니다. 그러나 왕

강화에 있는 능들은 그 능경이 3.7m ~ 4.2m로

구슬, 동전, 청자, 도자집, 옥골제 장식품 등이며

실의 무덤이며 같은 경내에 있다 할지라도 위계

기존 왕릉의 능경 8m에 훨씬 못 미치고 봉분도

이중에 구슬은 석릉·가릉·곤릉에서 발견되며 모

에 따라 능, 원, 묘로 구분됩니다. 능(陵)은 왕과

1단 장대석만 둘렀는데, 이는 고려가 강화로 천

두 호박제와 유리제입니다.

왕비의 무덤이고, 원(園)은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도한 어려운 시기를 반증한다 하겠습니다. 그럼

목제관함 제작 때 사용된 것으로는 관을 고정시

무덤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묘(墓)는 왕족과 후

에도 입지와 평면 형태는 고려 왕릉의 정형화된

키는 철제, 금동제, 금제, 청동제 등 다양한 재질

궁 등의 무덤이지요.

특징을 나타냅니다. 즉, 왕릉의 주산인 진강산을

의 못이 출토되고, 관을 장식하기 위한 원형청동

강화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능은 7기이고 고려 왕

등지고 구릉의 남사면에 입지하고 있으며, 능역

장식판, 경첩, 관의 모서리를 장식하는 은제 장식

릉의 특징인 석실분(돌방무덤) 형태를 지니고 있

의 평면 형태가 남북이 긴 장방형을 이루고 있어

띠가 발굴되었습니다. 석실이나 정자각에 사용

습니다. 이 중 4기(희종 석릉, 원덕태후 곤릉, 순

서 고려 왕릉의 체계를 일부나마 살펴볼 수 있습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기와와 전돌 기타 석실

경태후 가릉, 고종 홍릉)는 주인을 알 수 있지만,

니다.

바닥과 정자각 내부를 치장한 와전도 상당수 출

나머지 3기는 능내리 석실분, 인산리 석실분, 연

이곳 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은 크게 부장품·목제

토되었습니다.

리 석실분 등 소재지의 지명을 능호로 사용하고

관함 제작에 사용된 물품·석실이나 정자각에 치

있습니다.

장된 물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장품은 대개

귀양으로 점철된 희종, 잠 들다.

능의 주인 희종은 고려 21대 왕(재위기간 7년)

었다고는 하나 왕에 준하는 능제에 따라 매장되

석릉

으로 1211년 최충헌 축출 실패 사건으로 강화도

었다고 합니다. 능호는 석릉(碩陵)으로 당초에는

로 쫓겨납니다. 8년간의 귀양살이 후 최충헌이

고려 후기 왕실 묘제에 따른 문·무인석과 각종 석

다시 개경으로 불러들여 살게 하면서 희종의 딸

조물이 있었다고 하나 오랜 세월이 흐르며 폐허

덕창궁주와 최충헌 아들을 혼인시킵니다. 이는

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시대 현종 때 왕명을

왕권에 대한 최충헌의 유화책이었습니다.

받은 강화유수가 석릉을 비롯한 4개의 고려 왕릉

어찌 되었건 사돈관계로 그럭저럭 잘 지냈으나

을 찾아내고 봉분을 다시 만들지만 일제 때 도굴

최충헌이 사망하고 최우가 통치하는 동안, 1227

을 당하고 폐허가 됩니다. 1974년에 붕괴된 봉

년 희종의 복위 음모가 있다는 무고로 다시 교동

분과 파괴되어 없어진 석조물을 보수 정비하여 3

도를 떠돌다가 1237년 8월 10일 교동도 법천정

단의 석상 위에 봉분을 두고 석축으로 곡장을 두

사에서 눈을 감습니다. 낙진궁에 빈소를 차리고

른 현재의 모습을 갖춥니다.

69일의 장례기간을 두었는데 비록 폐위된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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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릉(坤陵)은 고려 고종의 어머니 원덕태후의 무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11

그러나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었던 탓일까요? 강

일제 때에 두세 차례 도굴되어 있는 상태에서 봉

덤입니다. 원덕태후는 명종이 왕이던 시절 태자

년 희종이 최충헌(崔忠獻)을 죽이려 일을 도모하

종은 2년 뒤 병이 들어 1213년 62세로 눈을 감

분과 석축의 곡장이 붕괴하고 각종 석조물이 없

왕실 수난을 한 몸에,
원덕태후

강종의 태자비로 책봉되어 입궁합니다. 명종은

였고, 이것이 실패하여 폐위된 것입니다. 최충헌

습니다. 원덕태후(元德太后)의 삶은 고려 무신집

어진 채 폐허로 남은 것을 1974년에 정비합니

곤릉

비록 실권이 없는 왕이기는 했지만 장수하여 무

은 강화도에 유배되어 있던 태자를 개경으로 소

권기 왕실의 수난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하겠

다. 봉분 앞에 석단을 마련하였고, 봉분 외곽을 석

려 27년간 재위했고, 태자부부는 오래도록 태자

환하여 강종으로 옹립합니다. 이때 강종의 나이

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고종으로 즉위하였으

축으로 돌려 쌓아 단장한 것입니다. 하계에 있는

지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이가

60세였고, 강화로 유배된 지 무려 14년 만이었

니 그 이 후의 생활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할 수

망주석이 특이한데 본래 하계 좌측의 숲에 흩어

생기지 않다가 혼인한 지 17년 만인 1192년에

습니다. 태자비는 1212년 왕비·연덕궁주(延德

있습니다. 원덕태후(元德太后)는 태후로서의 삶

져 있던 난간석과 비슷한 것을 보수공사 과정에

드디어 아들 고종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1197년

宮主)로 책봉되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을 20여 년 이상 누리다가 1239년에 별세하였

서 망주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아버지 명종이 폐위되고, 태자 역시 명종과 함

왕비 책봉문에 의하면 ‘후비의 덕은 왕화(王化)의

고 능호를 곤릉(坤陵)이라 하였습니다.

께 강화도로 내쫓깁니다. 개경에서는 명종의 뒤

기초가 된다. 왕비는 현숙한 자질과 아름다운 자

태후의 능은 기록이 잘못되어 한 때 고종의 비로

를 이어 동생인 신종이 즉위했고, 신종이 죽자 다

태와 덕행을 가졌다. 태자를 낳았으며 자애와 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고려 후기 왕실 묘제에 따

시 그 아들인 희종이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태

택을 널리 베풀어 공로가 뚜렷하다’고 책봉 이유

라 문인석과 무인석의 석조물이 있었다고 전하는

자부부의 강화도에서의 삶은 ‘간난신고(艱難辛

를 쓰고 있습니다.

데 직경 5m의 원형 봉분 주위에 ㄷ자형 곡장을

苦)’ 그 자체였으며, 어떤 희망도 없는 삶이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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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릉(嘉陵)은 사적 제370호로 지정된 순경태후

에 의하면, ‘경목현비는 태자비로 1237년(고종

막강권력 최우의 외손녀,
순경태후

(?~1236)의 무덤입니다. 순경태후란 시호를 받

24) 7월 29일 병에 걸리어 사당리에서 훙서하였

기 전에는 경목현비라 불렀습니다. 경목현비는

다. 10월 7일 을유에 가릉에서 장사하였으니 예

가릉

경주사람으로 아버지는 장익공 김약선이며, 어

를 따른 것이다. 예는 후비의 의식에 따르니 국격

머니는 무인 집정 최우의 장녀였습니다. 경목현

에 빛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망 시에 왕후

비는 1234년(고종 22) 태자였던 원종과 혼인해

가 아닌 태자비였지만 특별히 능호를 수여 받았

아들과 공주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2

는데, 그 이유는 당시 실권자인 최우의 외손녀로

년밖에 지나지 않은 1236년 병을 얻어 세상을 떠

이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으리라 추측됩니다.

나고 말았는데, 이때의 나이가 겨우 15세로 너무

가릉은 추존 왕후의 능이지만 여타 능과 달리 12

도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렇기에 경목현비는 생

각의 난간석 동자주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난

전에 태후는 물론이고 왕비도 된 적이 없었습니

간석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호랑이로 추정되는

다. 하지만 1262년(원종 3) 정순왕후라는 시호

석수 2기와 문인석, 무인석이 서 있으며 2004년

를 받아 왕비로 추증되었고, 아들인 왕심이 성

발굴 작업을 진행한 뒤로 석실 내부를 볼 수 있도

장해 충렬왕으로 즉위한 1274년에는 순경태후

록 유리벽이 설치되었습니다.

로 추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규보의 동문선

무인시대의 암울했던 왕,
고종

고종(高宗, 1192년 2월 3일 ~ 1259년 7월 21

으로 다사다난한 재위기간을 보낸 임금이라고 할

일)은 고려 제23대 국왕(재위 46년)입니다.

만하겠습니다. 고종은 무신 정권의 횡포와 몽골

홍릉

1212년(강종 1)에 태자에 책봉되고, 이듬해 강

의 침략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에 아무런 대

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재위 기간

처를 하지 못하고 그저 옥좌에 앉아만 있었다는

대부분을 최씨 일가의 무단정치로 인하여 실권

비평을 받습니다. 물론 모든 권력을 빼앗긴 상태

을 잡지 못하였으며, 1213년부터 1219년까지

에서 따로 주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

최충헌(崔忠獻)이 권력을 잡았고, 1219년부터

겠지만, 그가 46년 내내 수동적인 태도만을 보였

1249년까지 최우(崔怡)가 실질적으로 통치하

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겠지요. 그래도 말년에

였습니다. 1249년부터 1257년까지 최항(崔沆)

태자를(후의 원종) 몽골에 입조하게 해 강화 협

에게 실권이 이양되고, 1258년(고종 45) 최의

상을 진행한 것은, 무신 정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崔竩)가 살해됨으로써 4대 60년에 걸친 최씨 무

전쟁을 끝내도록 했다는 점에서 평가받는 행적이

신정권이 종식되었지만 왕정복고는 이루어지지

기는 합니다.

못하고 류경과 김준(金俊)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홍릉은 왕릉이라기에는 다소 초라한 모습으로 남

동안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짧지 않은 재위 46

아 있습니다. 강화 천도 당시 사망하였기에 강화

년이었지만 마음껏 정사를 펼쳐보지 못한 불운

에 능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능을 살펴보면 북

의 왕이었다 하겠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 46년을

쪽 고려산을 주산으로 남쪽 능선에 자리 잡고 있

상징하는 키워드는 무신 정권 외에도 또 있습니

습니다. 능역은 3단 석축으로 조영되었는데, 1단

다. 바로 여몽전쟁이 그것입니다. 고종은 1232

봉분에는 병풍석을 두른 면석과 능 주위에는 난

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9차례나 되는 몽골

간석의 일부 부재가 남아 있고, 봉분 주위 네 모

의 침략을 겪었으며, 집권자들의 안이한 대처 아

서리에는 각각 1마리씩 석수가 배치되어 있습니

래 고려의 영토와 백성들이 적군에게 유린당하고

다. 제2단은 좌우 양쪽에 석인상이 2쌍이며 크기

고통 받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다른 왕들

가 작고 복두를 쓴 채 조복을 입은 모습입니다. 최

이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한 난리를 숱하게 경험

근 연구에 의하면 능 바닥이 넓게 퍼져 있어 왕릉

한 왕이니, 그 자신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참

의 위엄을 안으로 숨긴 듯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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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유일 탑

봉천탑

보물 제10호인 5층 석탑은 봉천탑입니다. 탑 근

봉은사는 원래 개경에 있던 절로 태조 왕건의 영

처에는 봉가지(奉哥池)라는 이름의 작은 연못이

정을 모신 절이었는데 강화도로 옮겨온 뒤에 다

있습니다. 향토유적 25호로 지정된 넓이 10평

시 지은 절입니다. 몽골과 협상을 하고 임금과 신

정도의 연못인데 여기에는 하음 봉씨의 시조인

하들이 모두 개경으로 돌아간 뒤에 폐허가 된 봉

봉우(奉佑)의 탄생 설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은사를 봉천우가 다시 중창한 것으로 추측됩니

때는 1106년 고려 예종이 즉위하던 해 이 부근

다. 낮은 언덕의 중턱에 위치한 절터로 그 규모

에 사는 한 할머니가 이 연못에서 빨래를 하고 있

를 알 수가 없으며, 가람을 배치한 흔적도 찾아

었습니다. 방망이로 빨래를 탕탕 두드리는데 벼

볼 수 없습니다.

락 치는 소리와 함께 무엇인가가 연못에서 떠올

5층 석탑은 이런 구릉진 곳에 있어 탑 자리로

랐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커다란 잉어가 튀어

는 어울리지 않으며 모양새도 뛰어나지 않은 일

올라온 것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반 석탑처럼 보입니다. 원래 무너져 있던 것을

못 가운데에서 돌로 만든 상자가 떠오르더니 오

1960년대에 보수 재건한 것입니다. 부재(副材)

색구름이 연못 위에 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들은 없어져 3층 이상의 옥신과 5층 옥개석 그

할머니는 범상치 않은 돌 상자인 것을 알고 조심

리고 상륜부는 모두 소실된 상태입니다. 전체적

스럽게 뚜껑을 열어봅니다. 그랬더니 잘생긴 사

으로 무거운 느낌을 주며, 각 부분에 두는 장식

내아이가 그 안에서 방긋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

이 많이 생략되었고, 형식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다. 할머니는 아기를 정성껏 거두어 왕에게 바쳤

많은 탑입니다.

고 왕은 아기에게 봉우(奉佑)라는 이름을 지어 주

신라시대 석탑의 양식이 변형된 고려시대 석탑의

었습니다. 하늘이 자기를 도와 나랏일 할 인재를

전형적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고려 후기에

보내주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됩니다. 원형이 많이 훼손

왕이 기대한 대로 아이는 자라서 과거에 급제하

되었는데도 보물로 지정된 것은 이 탑이 강화도

●

고 많은 공을 세웁니다. 훗날 하음백(河陰伯)에

에 있는 유일한 고려시대의 탑이기 때문입니다.

봉천탑은

봉해지고 하음 봉씨의 시조가 되었으며 그 뒤 하
음 봉씨는 크게 번성합니다. 봉우의 5대손인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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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석탑의 양식이

천우(奉天祐)가 높은 벼슬을 하게 되자 이것이 모

변형된

두 빨래하던 할머니의 덕분이라 하여 봉은사라는

고려 석탑의 전형적

절을 짓고 봉천탑도 쌓았다고 합니다.

특징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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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기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

석조여래입상
●
육계와 살찐 얼굴, 간략하게 처리된 옷 주름선이
고려 불상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석상각(石像閣) 안에 모셔진 석조여래입상은 5층 석탑
과 약 300m 떨어져 있습니다. 평장사(지금의 부총리)
벼슬을 한 봉천우가 석탑과 함께 세운 것으로 보물 제
615호입니다.
현재 하음 봉씨의 후손들이 관리하는 이 여래입상은 높
이가 282㎝입니다. 두꺼운 화강암 판석에 여래를 낮은
돋을새김으로 조각했으며 뒷면은 다소 거친 면 그대로
입니다. 얼굴은 큰 편이고 원만하며 윤곽이 뚜렷합니다.
돌판 위에 조각되었고 많은 부분이 단순화되어 11세기
고려 불상인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머리에 나타난
육계라든가 살찐 얼굴, 목이 짧아 어깨가 올라붙다 보니
결과적으로 웅크린 듯한 자세라든지, 간략하게 처리된
옷 주름 선은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또
신체에 비해 머리와 손이 커졌을 뿐 아니라 목이나, 두
귀, 어깨의 세부표현에서도 불균형한 면이 보여 당시의
조각형식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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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만대장경 지킴이,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곳이 옛터로 인정받
으면서 발굴 작업이 끝난 뒤 가람배치를 알 수 있

선원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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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정비해 놓았습니다. 절 중심지는 남쪽 길이가
250m, 동서 폭이 170m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종의 지시로 대장경을 판각합니다. 이렇게 불력

엷게 옻칠했습니다. 한 장씩 포개 놓으면 높이가

에는 선원면 일대가 모두 선원사였던 것으로 여

에 의지해서 철퇴를 기원한 결과 거란의 병사들

3,200m로 백두산 높이보다 높습니다. 중량은

겨지는데 현재의 대문리는 선원사 대문이 있던

이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만든 대장경은

3.4㎏으로 23줄 각줄 14자씩 꽉 차게 새겼는데

터라는 구전이 있으니 절터가 상상 외로 넓었던

대구 팔공산 부인사에서 보관했는데 1232년 몽

총 81,240매이며, 최근 조사로는 81,332매라

것으로 보입니다.

골군이 침입해서 불타버렸기 때문에 대장경을 다

는 보고도 있습니다. 매일 1,000명이 하루도 쉬

실권자 최우의 원찰로 1245년 창건된 선원사는

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지 않고 16년을 작업해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낙성식 때에는 불상이 500기였는데 모두 금칠을

강화도에 천도한 후 1237년 고종은 군신을 이끌

다른 나라의 대장경판은 오자, 탈자가 많은 데

했고, 고종이 직접 방문해서 전국의 이름난 스님

고 불전에 발원한 내용이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

에 비해 팔만대장경판은 거의 오류가 없으며 이

3천 명이 모인 가운데 거창한 의식이 행해졌다고

집」에 남아 있는데, 대장경으로 거란군을 물리쳤

는 글자 한 자를 조각하기 전에 부처님께 삼배

합니다. 당시 규모가 승주 송광사와 함께 고려 2

듯이 속대장경을 만들어 부처님의 가피(加被, 부

(三拜)를 올리며 작업했기 때문입니다. 구양순체

대 사찰이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했고 같은 해 최

처나 보살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어 돕고 지켜줌)

로 한 사람이 한 것처럼 일정하게 쓴 글씨가 돋

고의 고승 진명국사가 스님 200명을 거느리고

로 몽골군이 물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던

보입니다.

초원에서 양떼를 몰며 사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와 주지로 취임한 후 선원사에 대장경판을 보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장경을 만드는 관청인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의 촛불 같은데 왜 대장경

한가롭게 양을 치는 평화로운 곳이 아니라 바람

했습니다. 선원사는 최씨 무인정권을 몰아낸 원

대장도감을 강화도에 두고 진주와 남해에 분소를

을 팠을까요. 그런 비용으로 무기를 만들고 굶주

낙성식 때 불상 500여 기를

불고 추운 초원지대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

종이 몽골과 협약을 맺고 강화도에서 나와 개경

두었습니다. 남해 섬이 적지로 지정된 것은 남쪽

린 백성들의 배를 채워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

안치하고, 고종과 전국의 유명 스님

하던 부족들을 칭기즈칸이라는 영웅이 통합합니

으로 돌아가면서 쇠퇴했습니다. 그러다가 충렬

이라 몽골군이 없고 경판용 목재가 풍부한 고장

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세계 최강국 몽골과 전

3천여 명이 모여 거창한 의식을

다. 순식간에 서쪽으로는 유럽, 남쪽으로는 송나

왕 때에는 거란족에 속하는 합단족이 쳐들어오

인데다 배로 운반하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쟁을 치르려면 싸워 이기겠다는 사기(士氣)가 필

라를 함락해 세계 최강의 제국을 건설해 나아갔

자 왕이 사적들을 들고 강화로 피신해 선원사를

경판용 목재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잘 자라는 산

요했습니다. 거란군이 쳐들어왔을 때 팔만대장

습니다.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동쪽으로 향하던

임시 행궁으로 삼고는 2년을 머물다가 개경으로

벚나무, 돌배나무 등 10여 종으로 여겨지며 부패

경을 만들어 한데 모은 백성들 힘으로 외적을 물

몽골족의 말발굽은 대륙 한 귀퉁이에 있는 나라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를 막기 위해 적어도 3년 이상 바닷물에 담갔다

리쳤듯이 몽골군 침입 때에도 백성들의 단결이

까지 도달했습니다. 당시 고려는 정중부를 시작

팔만대장경판은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들어선

가 다시 소금물에 쪄서 진액을 뺀 다음, 3년 이상

필요했던 것입니다.

으로 경대승, 이의민을 거쳐 최충헌의 아들 최우

뒤 태조 때 서울 지천사(支天寺)를 거쳐 합천 해

그늘에서 말려 판목으로 다듬어 썼다고 합니다.

천년 고찰은 예전에 사라졌지만 보상화문전, 막

가 정권을 잡은 무인시대였습니다.

인사로 옮겨갑니다. 이유는 잦은 왜구의 침범 때

목재의 양은 대략 1만 5천 그루가 들었고 이는 4

새기와, 치미 등을 발굴 전시하는 유물전시관이

최우는 몽골이 항복을 요구하자 1234년에 허수

문이었습니다. 팔만대장경이 없는 선원사는 점

톤 트럭으로 800대 분량입니다.

있으며, 전시관 벽면에는 고려대장경의 판각과

아비 왕인 고종과 함께 강화도로 들어갑니다. 당

점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지면서 이제는 흔적만

대장경 각판을 불전에 기원하고 완성해서 1251

정과 인출장면 등이 사진과 글로 전시되어 있습

시 최우는 백성들의 안위를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팔만대장경은 무엇이

년 9월 판각된 모든 경판을 강화읍 서문 밖에 있

니다.

권력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도로 천도했습

고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을까요. 대장경은

는 판당에 안치한 뒤, 고종은 신하들을 이끌고 대

선원사 연꽃에 소재로 한 ‘논두렁 연꽃축전’도 매

니다. 이후 세운 선원사 역시 왕실이 아니라 자신

불교경전의 경(經)·율(律)·논(論)의 일체를 모아

업을 이룬 감사제를 올렸습니다. 대장경판은 그

년 8월 초에 개최되고 있는데 깨끗하고 아름다

의 안녕을 비는 원찰(願刹)이었습니다.

놓은 것입니다. 대장경은 송나라에서 13만 매를

후 선원사에 보존되었는데 전술한 것처럼 조선

운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강화군의 전통문화와

선원사(禪源寺)는 1976년 동국대학교 강화도

조각한 것이 최초고 그 뒤를 이어 고려와 일본이

초에 해인사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국보 제

종교문화, 공연 등의 볼거리와 연을 이용한 다양

학술조사단에 의해 터가 발견되었고 그 이듬해

조각했습니다.

3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한 먹거리가 있어 종교를 초월한 지역화합의 문

인 1977년 사적 제25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팔

고려는 대장경을 두 번 조각했습니다. 처음은

대장경판은 가로 70㎝, 세로 24㎝, 두께 2.8㎝의

화축전으로 강화를 전국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만대장경과 관련 있는 선원사 절터는 다른 곳이

1011년 거란의 대군이 개경을 점령했을 때 현

판목으로 모서리마다 견고하게 구리쇠를 붙이고

있습니다.

●
1245년 창건된 선원사는

행했다고 전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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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江都)시기의
고려 궁궐

고려궁지

고려의 원래 궁궐은 개성 송악산 중턱에 자리 잡

을 동원하고 각 도의 백성을 징발하여 축성합니

고 있었으나, 몽골군의 침략으로 고려 왕실이 강

다. 내성·중성·외성으로 세 겹을 쌓고 궁궐과 관

화로 천도하며 궁궐을 조성합니다. 1232년(고종  

청 건물을 세우기 시작해서 1234년(고종 21)에

19)부터 1270년(원종 11)까지 39년간 사용했

완성합니다. 궁터는 대략 강화여고에서 견자산

으며, 〈고려사절요 高麗史節要〉에 의하면 최우가

기슭까지로 추정되니 지금 관리되는 땅은 전체

1232년 6월 이령군을 동원하여 건립했다고 되

궁궐의 1/7 정도입니다.

어 있으나 실제로는 1234년 본격적인 궁궐 건립

고려궁궐 성문으로는 승평문·광화문·장령문이

이 이루어졌습니다.

있었는데, 승평문(昇平門)은 왕궁의 정문이었습

설립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최우

니다. 지금의 선원비각 주위에 있었다 하며 왕이

의 무신정권은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군

거둥(임금의 행차)할 때에 왕만이 드나들 수 있
었고, 환궁할 때에는 조정대신 이하가 문밖에서
말에서 내려 영입하도록 했습니다. 오직 임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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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입하는 삼문(三門) 구조의 가장 큰 문이었

것입니다. 몽골과의 협약에 따라 쌓았던 성을 허

습니다. 외국사신도 예외 없이 옆문으로 드나들

물 때 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고려의 신하

게 했습니다. 그러나 고종이 죽고 다음 해 태자 전

들과 백성은 통곡했다고 합니다. 목숨과 자주권

(傳)이 몽골에서 귀환할 때 승려 대강 화상과 함

을 교환하는 치욕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몽

께 승평문으로 들어가 전례에 없는 일을 저질렀

골과의 강화를 반대하고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

다고 「고려사」는 기록합니다. 광화문(光化門)은

한 삼별초(三別抄)가 들고 일어나 항쟁으로 발

궁전의 옆문으로 동쪽에 위치하며 성마루 고개

전했지만 결국 여몽 연합군에 의해 평정되고 버

동문터로 봅니다.

려진 고려궁터는 수백 년간 폐허로 남게 되었습

궁궐의 규모는 작으나 주위 환경을 개경과 맞추

니다.

기 위해 뒷산을 송악이라고 부르고 본궁인 연경

그러던 중 조선의 인조는 청나라 외침에 대비

궁(延慶宮)을 비롯하여 14개의 부속 건물들을 지

하여 인조 9년에 고려궁터에 행궁(임금이 임시

당시 이곳 궁궐의 왕들은

었습니다. 전등사 안에도 별궁인 이궁(異宮)과 가

로 머무는 곳)을 건립했으며, 왕의 초상화를 모

최씨 무인정권의 압력과

궐(假闕)을 세웠습니다. 풍수술사 백승현(白承

셔두는 봉선전, 장령전과 병영으로 사용하던 내

몽골의 침략을

賢)이 명당자리를 골라 세운 가궐에 왕의 옷과 침

수사와 지방 관리의 관아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구를 가져다 놓아 늘 거처하는 것처럼 꾸미고는

1637년 병자호란 때에 강화성이 청국의 군대에

‘대불정오성도량’을 베풀었습니다. 천신(天神)에

함락되어 행궁도 거의 전소되다시피 했는데, 이

게 기도해서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려 한 것입니

같은 일은 이백여 년 뒤에 다시 반복되어 병인양

다. 이렇게 세계 최강국 몽골에 항복하지 않고 근

요 때 프랑스군에 의하여 장녕전과 외규장각은

40년을 저항한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한편으론

불타버렸고 현재에는 강화유수부, 이방청만이

강화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땅이 몽골의 수중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려궁지는 확인

있음에도 고립된 섬에 궁궐을 세워 백성을 외면

된 옛터의 일부이며, 외규장각과 고려궁의 정문

했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우

인 승평문(昇平門)만을 복원해 놓았습니다.

외환의 시대에 불교의 정수인 팔만대장경을 조

이방청 앞의 종각에는 범종이 걸려 있는데, 본래

성하고, 금속활자도 발달시킨 것은 반드시 태평

조선 숙종 때 주조된 보물 11호인 범종이었지만

성대에만 문화가 만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탈취해 가려고 갑곶으로

을 보여줍니다.

운반하다가 조선군의 추격에 종을 버려두고 도주

고려궁궐은 안타깝게도 현재 남아 있지 않습니

하였다고 합니다. 그 범종은 강화역사관에서 보

다. 1270년(원종 11) 5월 최씨 무인정권이 무너

관하다가 강화역사박물관이 개관하면서 박물관

지고 몽골과 강화를 맺으며 개경으로 환도할 때

으로 이전하였으며 여기 걸린 종은 강화 사람들

궁궐과 성의 대부분이 무너지거나 불타 없어진

의 성금으로 본떠 만든 범종입니다.

●

감내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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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유수부와

외규장각
1638년에 건립된 조선시대 관아, 동헌
강화유수부 동헌은 1638년 인조 16년에 건립된

1769년 영조 때부터 집무실 문 위에 명위헌(明

조선시대 관아로 현재의 건물은 식민지 시기부터

威軒)이란 현판을 달았습니다. 글씨는 조선의 명

해방 뒤까지 군청으로 사용하다가 1977년 복원

필 백하 유순이 쓴 것입니다. 정면 8칸 측면 3칸

수리한 것입니다.

의 겹처마 단층 팔작 기와지붕에 바닥 중앙에는
대청마루가 깔려 있고 동쪽 한 칸에는 바닥을 높
인 마루가 있습니다. 동헌의 서쪽에는 높은 석축
으로 단을 조성한 고려 궁궐터로 전하는 건물터
가 있고 그 앞 낮은 곳에 이방청 건물이 있습니다.

조선 향리의 행정 업무 장소, 이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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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은 육방 중에서 으뜸가는 향리로 이방청(吏

집으로 온돌방이 8칸이고 우물마루로 된 청마루

房廳)은 건평 52평이며 유형문화재 제25호로 지

가 12칸이며 부엌 1칸까지 모두 21칸의 팔작지

정되었습니다. 조선 효종 때 강화유수 정세규가

붕에 민도리 홑처마로 된 건물입니다.

세웠는데 정조 때 유수 김노진이 내부를 수리하

이방청에서는 법전을 제외한 모든 크고 작은 사

고 주홀당(拄笏堂)이라는 이름을 내걸어 지금에

무를 담당했는데 일제 식민지 때부터 강화등기소

이르고 있습니다. ㄷ자형의 한식 목조단층 기와

로 사용하다가 1975년에 수리복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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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70년대 재불 역사학자에 의해서였습니다. 박병
선 박사는 프랑스 국립박물관 사서로 일하면서 외규장
각 의궤를 찾아다닙니다. 의궤(儀軌)란 왕실이나 국가
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일의 모든 것을 기록한 책으
로 지금으로 치면 국가 행사를 사진과 책자로 만들어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던 의궤는
임금님이 친히 보는 어람용 의궤인데 녹색 비단 표지
에 다섯 개의 놋쇠로 제책하고 종이도 초주지라는 특수
한 종이에다 그림도 하나하나 사람이 직접 그린 것입니
다. 이런 의궤들은 단순한 행사보고서를 넘어 붕당정치
로 신권을 주장하는 양반관료에 대해 왕과 왕실의 권위
를 지키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프
랑스 정부에 여러 차례 의궤 반환을 요청합니다. 그러
나 프랑스가 이를 긍정 검토한 것은 1992년 한국의 고
속철도사업이 시작되고 프랑스의 TGV 수입을 검토하
면서였습니다. 그 결과 ‘대여’ 형식으로 반환 결정이 났
고 이 소식에 양국의 여론은 모두 부정적이었습니다. 총
297책의 의궤는 미테랑 대통령에서 시라크를 거쳐 사
르코지 대통령 시기까지 이어집니다. 오랜 논의를 통과
해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는
영구대여 형식으로 마침내 의궤는 돌아왔습니다. 강화
를 떠난 지 14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를 두고도 비
판적 의견들이 있었지만 제국주의시대에 약탈해간 문
화재를 반환하는 사례가 드문 상황에서 이는 외교 성과
라 할 수 있습니다.

왕실의궤 보관소, 외규장각
조선시대의 왕실도서관으로서 1782년 정조가

당했지만 관리는 매우 부실해서 지키는 사람조

보화 등을 전부 약탈해가고 그밖에 도서와 문적

●

왕위에 오른 지 5년 되는 해 강화도 행궁 동쪽에

차 없었다고 합니다. 정조는 이것을 제도화해서

은 규장각과 함께 불태워 버렸습니다. 불타기 9

역대 왕들의 글과 글씨,

6칸 크기의 규모로 완공합니다. 강화부의 각 관

관리하며 외규장각에도 규장각처럼 제학(提學)

년 전 기록에 의하면 외규장각에서 보관하던 책

아에 보관되어 있던 왕실 관련 물품들을 모두 이

을 총책임자로 하고 20여 명의 이속들에게 실무

은 1,007종 총 5,067책으로 프랑스군대가 약탈

곳으로 모으고 서울 궁성으로부터 역대 왕들의

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창덕궁의 규장각

해서 파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한 359점 외에

친필과 의궤·옥책들을 옮겨와 보관했습니다. 효

을 내각, 이곳 강화도 외규장각을 외각이라고 불

는 모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종 때부터 강화부로 옮기기 시작한 왕실관계 물

렀습니다. 1866년(고종 3)에 프랑스군이 침략하

한편 프랑스로 건너간 뒤 어디 있는지 그 존재

품들은 외규장각이 들어서기 전까지 분량은 상

여 외규장각이 소장한 정부의 국보적인 전적과

조차 잊혔던 의궤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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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람용 의궤 및 주요 서적, 왕실 관련 물품 등을
보관하던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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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의 잠저

용흥궁

용흥궁은 철종이 조선 제25대 임금이 되기 전,

히 서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 조금

●

열네 살에서 열아홉 살까지 살던 집터에 새롭

높은 곳에 비각이 하나 있는데 철종이 이곳에

용흥궁은

게 지은 건물입니다. 이를 잠저라 하는데 정작

살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세운 비석으로 철

철종자신은 왕이 된 후로는 이곳에 머문 적이

종조잠저구기(哲宗朝潛邸舊基)라고 쓰여 있습

없습니다. 철종이 임금 자리에 오르기 전의 이

니다. 용흥궁이라는 뜻은 ‘용이 일어난 궁’이니

름은 이원범이었습니다. 집도 물론 이렇게 훌륭

이곳에서 살던 이원범이 임금 자리에 올랐다는

임금 자리에 올랐다는

한 한옥이 아니라 단출한 초가삼간이었습니다.

말이 되겠지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분은 왕족이었지만 귀양살이를 하는 몸이었

철종이 살던 집 자리에 세운 비각 주변으로 정

기 때문에 평민처럼 살았습니다. 이원범이 왕이

면 7칸 측면 2칸의 안채, 정면 6칸 측면 2칸의

되어 서울 궁궐로 들어간 뒤 강화유수 정기세

바깥채와 행랑채 등을 지었습니다. 좁은 고샅

가 초가 자리를 한옥으로 개축한 후 용흥궁(龍

안에 대문을 세우고 행랑채를 둔 용흥궁은 창

興宮)이라는 현판을 단 것입니다. 정기세는 영

덕궁의 연경당(演慶堂), 낙선재(樂善齋)와 같이

의정 정원용의 아들이었습니다. 용흥궁 문 앞에

살림집의 유형을 따릅니다.

‘용이 승천한 궁’이란 뜻으로,
이곳에 살던 철종이

는 정원용, 정기세 부자의 송덕비 두 기가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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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와 사랑채를 정확히 담장으로 구분한 양반

사랑채에는 마루 앞으로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집입니다. 문간채와 솟을대문이 함께 있는 형식

사랑채 오른쪽에는 조금 더 큰 규모의 정원이

으로 문을 들어서자마자 안채로 들어가는 문을

있었으나 잘 가꾸지 않아 화초가 전혀 없습니

하나 더 두고 다시 이 문이 행랑채와 연결되어

다. 사랑채 주변에 있던 큰 나무들은 거의 베어

있습니다. 대문을 통과하여 왼편으로 돌아 들어

져 밑동만 남아 있습니다. 용흥궁은 1995년 3

가면 다시 문이 나오는데, 이 문을 통과하면 사

월 1일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

랑채가 나옵니다. 사랑채와 안채의 구분이 명확

되었습니다.

하고 지반의 높낮이도 큰 편으로 사랑채와 행

150여 년 전 철종이 왕으로 지목되어 원로대신

랑채가 마주 보는 공간에는 ㄱ자형으로 중정을

들이 그를 모시러 왔을 때, 강화도에는 상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안채의 오른쪽과 사랑의 왼

운 두루미 떼가 날아들었다고 하는데 2000년

쪽에 각각 우물이 1개씩 있으나 사용할 수 없

부터 강화군 지역 축제로 철종의 등극 행렬을

습니다.

재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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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희대의 스캔들

철종 외가

철종의 외가는 한때 철종의 외삼촌뻘인 염보

다. 지금으로 치면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커

길이 살던 곳입니다. 이 집과 관련하여 무엇보

다란 승용차가 들어가기 힘들다고 길목 집들의

다 희대의 사기사건을 먼저 언급해 보도록 하

담을 헐어버린 것과 같은 짓이지요. 그럼에도

겠습니다.

옆에서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 없이 안하무인

철종은 증조부 때부터 파란만장한 가족사를 겪

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으며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며 목숨을 부지했

그러던 철종 12년 10월 25일 강화도 진무영

습니다. 급기야 만인지상의 임금 자리에 올랐

의 북을 요란하게 두드리는 사내가 있었습니

지만 안동 김씨의 허수아비였기 때문에 궁중생

다. 진무영은 지금으로 치면 최전방 사령부에

활은 더없이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강화 시절

해당하는데 그곳에 들어와 북을 치는 사내를

같이 놀던 친구도 불러올려 보았고, 그때 마시

붙잡아 무릎을 꿇린 강화유수(진무사 겸직)는

던 막걸리도 구해 먹었지만 빈 마음을 채우기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족보를 고쳐

에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런 그때 외삼촌

지금 서울에서 임금의 외숙부 행세를 하는 염

철종의 외척을 사칭한 후,

이란 사람이 나타납니다. 파주에 사는 염종수

종수는 가짜이며 자신이 진짜 숙부인 염보길

철종의 배려로

라는 자였는데, 용담 염씨의 족보를 가지고 모

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화유수는 그 사

부와 권력을 누렸지만

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실을 파발에 띄워 철종에게 알렸고 다음 날로

세상에 피붙이라고는 형밖에 없던 철종은 외삼

염종수는 체포되어 취조를 받습니다. 염종수의

촌이 나타나자 반색합니다. 세상에 떠도는 소

자백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파주에 살던

문대로 철종은 술집 작부나 떡집 딸의 소생으

그가 어느 날 장터에 나갔다가 새 임금 철종의

사진은 당시

로 염씨 부인의 친아들이 아닐지도 몰랐습니

외가 집안이 용담(龍潭) 염(廉)씨라는 것을 알

염종수가 살던 집입니다.

다. 그렇더라도 철종은 염씨 성을 가진 외삼촌

게 됩니다. 용담 염씨는 자신의 본관인 파평 염

이 반갑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씨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엄격히 따

언제 만났는지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1853년

지면 철종과 자신은 한 뿌리가 된다는 엉뚱한

(철종 4) 용흥궁을 짓던 시기에 이 집도 지어졌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철종

다고 하니 그때쯤 나타난 것이 아닐까 추측됩

의 고향인 강화도로 달려가 보니 철종의 외가

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철종 9년 염종수가 전

는 자손이 끊어져 아무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

라 우도 수군절도사로 임명된 것으로 나와 있

다. 그 가족의 무덤도 돌보는 사람 하나 없는

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전라도 해군기지 사령

폐허와 같았습니다. 염종수는 한양으로 들어와

관이지요. 그해 염종수는 다시 충청병마절도사

서 곧 용담 염씨의 족보를 구하고 고치는 작업

가 됩니다. 철종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지

에 착수했습니다.

●
염종수는

거짓이 들통나 처형됩니다.

요. 이렇게 든든한 배경을 가지게 된 염종수는
차츰 오만방자해집니다. 그 당시 서소문에 살
았는데 타고 다니는 초헌이 민가의 처마에 걸
린다고 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길가의 집
처마를 모조리 자르는 바람에 원성을 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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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에는 염보길이 철종의 진짜 외삼

원래 안채와 사랑채를 좌우로 두는 H자형 배치

촌이었다고 적혀 있지는 않지만 후에 이 집에

였으나 행랑채 일부가 헐려 지금은 남쪽을 향

서 산 것으로 보아 외삼촌으로 인정받은 것으

해 벌어진 ㄷ자 모양인데 안채 쪽이 두 칸 정도

로 보입니다.

길게 뻗어서 비대칭입니다. 사랑채에는 세 칸

염종수 처형 소식을 들은 강화유수는 사람을

정도 툇마루를 두었으나, 안채에는 두 칸의 대

보내 철종 외가 염성화의 비문에 새겨진 ‘파평’

청을 두고 옆으로 툇마루를 한 칸 더 두었습니

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용담’이라는 원래의 본

다. 원래는 대칭이었으나 후에 안채 쪽에 방 두

관을 새겨 넣었습니다. 지금 강화도에 있는 염

칸을 더 내어 비대칭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성화의 비석을 보면 글자를 깎아낸 오목한 자

채와 대문채 사이에 광을 두어 가사동선을 줄

리에 龍潭(용담)이라고 새로 새긴 글자를 볼 수

이면서도 어느 정도 대문으로부터 안채를 보호

있습니다. 철종은 염보길에게 10정보의 전답

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을 하사했는데 1정보가 3천 평이니까 3만 평

평면 구성은 전체적으로 경기도 사대부 집의

의 넓은 땅을 얻은 것이지요. 철종은 외가의 5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안채와 사랑채를 일자

대까지 거슬러 벼슬을 주었다고 하는데 묘비에

로 곧장 연결해 화장담으로 간단하게 구획한

그것이 적혀 있습니다.

점이 특이합니다. 이를 내외 담이라고도 하는

이제 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옥은 사대부

데 안채가 보이지 않게 한 것으로 사랑채에서

가의 건축법에 맞게 지은 45칸의 집으로 지방

안채의 사람을 부를 때는 설렁줄을 흔들었다고

문화재자료 제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의 넓

합니다. 염씨 후손들이 이 집에 살면서 여러 차

은 전답을 바라보는 완만한 대지 위에 서 있는

례 개보수해서 원형은 훼손되었지만 조선조 말

데 집 뒤는 아주 완만한 경사지여서 산을 등지

사대부 집의 구조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차분하게 앉아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대문은 평대문인데 예전에는
용흥궁처럼 솟을대문이었다고 합니다.

족보를 고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

수 부자를 대궐로 불렀습니다. 철종은 염종수

종수는 갖은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백

습니다. 남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의 이름을 끼

를 외삼촌이라 부르게 되고 이렇게 염종수의

성들로부터 재물을 빼앗고 술과 여자에 파묻

워 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철종의

사기 행각은 시작됩니다. 그는 성격이 교활하

혀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의 이상스런 행동

외할아버지인 염성화의 가계가 파평 염씨인 자

고 허풍이 심한데다 남다른 과시욕이 있었습니

을 유심히 살펴보던 강화도의 용담 염씨인 염

신의 가계에서 갈라져 나가 용담 염씨가 된 것

다. 염종수는 이제 자신의 집안이 된 철종 외

보길이 나서고 얼마 후 그의 가짜 행동을 들춰

처럼 만들고는 철종 임금에게 위조된 족보와

가의 묘역을 단장하기 위해 곧 강화도로 갑니

내기에 이릅니다.

함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자기 아들로 하여금

다. 그리곤 철종의 외할아버지 묘 앞에 비석을

철종은 수치심으로 몸을 떨며 염종수를 친국

끊어진 철종 외갓집의 대를 잇게 해서 제사를

세우고 거기에다 원래의 ‘용담’이라는 글자 대

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날로 염종수를 처

지내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에 자신의 본관인 ‘파평’이라고 새겨 넣었습

형해버렸고 그의 아들 염희영도 제주도의 관노

허공 중에 혼자 떨어진 것 같았던 철종에게 친

니다. 묘비까지 손질해 완벽하게 족보를 위장

로 쫓아냅니다. 이 모든 것이 염보길이 나타난

척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한 것입니다.

지 보름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수 없었습니다. 족보를 확인한 후 철종은 염종

철종의 외삼촌이자 높은 벼슬까지 하게 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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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전쟁박물관,

강화전쟁박물관은 강화의 전쟁 관련 역사를 한눈

4세기 후반 만주 대륙을 호령하던 광개토대왕은

염하가 품은 비밀과
격전지 강화

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천연요새 강화는 고대부

정복 대상을 한강으로 돌립니다. 한반도의 주도권

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전투가 끊이지 않던 격전지

을 잡기로 한 이상 한강 유역을 차지해야 했던 것입

였습니다. 전쟁을 주제로 강화를 살펴보면 한반도

니다. 이때 강화도를 지배하던 세력은 백제인데 고

역사의 큰 줄기가 잡힙니다. 1층의 고대와 고려시

구려와 백제의 전투가 치열했던 관미성을 교동도

대 전시실, 2층의 조선시대와 근대의 전시실에서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강화도는 한강의

격변기 한반도의 운명과 변곡점을 확인할 수 있을

패권을 두고 격돌을 벌인 곳으로 결국 장수왕 때에

것입니다. 이것은 강화가 갖춘 지정학적 요소에서

고구려가 차지합니다.

비롯됩니다.

고려시대에도 강화도는 이 나라 조정의 안전과 통

강화와 김포 사이의 경계수역은 소금 염(鹽), 물 하

치권을 지켜주었습니다. 세계 대제국을 건설한 몽

(河)의 염하입니다. ‘짠물이 많은 민물’이라는 뜻이

골의 침입에 고려가 굴복하지 않고 강화도를 대몽

니 여기에서 서해의 바닷물과 예성강, 임진강, 한

항쟁의 기지로 삼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이곳

강의 물이 합쳐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비

이 육지와 염하를 사이에 둔 섬이었기 때문입니다.

는 5~600m로 그렇게 넓지 않지만 수심이 얕아서

개경이 멀지 않은 데다 한반도의 가운데를 흐르는

썰물 때는 갯벌이 드러납니다.

세 강이 만나는 곳이어서 이 강들을 통해 경기·충

염하는 서남쪽에서 서해를 따라 북상하는 배가 서

청·강원도까지 교통이 가능했습니다. 뿐만 아니

울로 들어가려면 꼭 거쳐야 하는 뱃길입니다. 조수

라 삼별초를 중심으로 한 고려의 무인정권은 39

의 차이가 심하며 물살이 빠르고 거세기 때문에 밀

년 걸쳐 세계의 정복자에 대항하여 고려의 정통성

물 때를 기다려야 오고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중

과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염하의 빠른 물결이 물

에서 가장 험난한 곳은 손돌목입니다. 손돌목은 중

에 익숙하지 않은 몽골의 말발굽을 막아주었기 때

앙이 약간 오목해 조수가 들고 파도가 굽이쳐 흐를

문입니다.

때 여울과 같이 빠릅니다.

그렇지만 이 말에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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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최신의 병기로 무장한 미군들과 격렬한 전투를 벌인 것도 강화도였
습니다. 잦은 교전으로 1875년 일본군함 운요호가 나타났을 때는 개항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일본군은 포격을 유도해서 이를 빌미로 개
항을 요구했습니다. 철통같다는 강화도 요새는 최신 대포의 위력에 맥없이
무너지고 더 이상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요새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일본과
불평등조약을 체결한 후에 줄줄이 들어온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항하기 위
해 고종은 1893년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사관학교인 통제영학당(統制營學
堂)을 설치합니다. 현재 강화대교 구교와 신교 사이의 야트막한 야산 밑이
해군사관학교가 있던 자리입니다. 염하가 보이는 곳에 학교를 세우고 양반
자제들에게 신식 군사학을 가르쳤지만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방해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한강 입구에 위치한 염하는 달라진 국제정세 속에서 국방 요충지로서의 역
할을 이렇게 마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연을 디오라마와 영상, 전시형태로 꾸민 강화전쟁박물관은 강화
갑곶돈(江華 甲串墩, 사적 제306호)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강화 역사관으로 활용되어 오다 2015년 4월 새롭게 단장해 강화전
쟁박물관으로 문을 연 것입니다. 이 박물관은 역사의 고비마다 외세의 침
략을 막아낸 강화의 호국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강화에서 일어났던 전쟁
을 주제로 각종 전쟁 관련 유물을 전시하고 연구, 보존, 수집하기 위해 설립
하였습니다.
염하가 아무리 물살이 빨라도 세계를 제패한 몽골군인데 염하가 아닌 다

보(堡)를 설치하였고 손자인 숙종 때에는 5진 7보 8포대 54돈대로 강화도

연면적 924㎡,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상설전시실은 총 4개실입니다.

른 곳을 통해 섬으로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

를 톱니바퀴처럼 방비합니다. 그중에서도 다섯 개의 진이 모두 섬의 동쪽

제1전시실은 주제관과 선사ㆍ삼국시대, 제2전시실은 고려시대, 제3전시

은 18세기 우리나라 대표적 인문지리서인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

인 염하 방면에 설치되어 외적을 막아낼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실은 조선시대, 제4전시실은 근현대로 강화의 역사를 시대별로 보여 주고

가 말해줍니다. 강화도는 남북의 길이가 100여 리고 동서로는 50리로 북

또다시 외적이 침입하면 요새화된 강화도로 들어와 장기전으로 돌입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항일의병 가상체험 코너와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쪽으로는 승천포와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합니다. 강 언덕은 모두 절벽이

있게끔 돈대를 설치합니다. 돈대는 외적의 침입을 감시하고 방어하는 초

제1전시실은 건국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외세의 침략에 맞서 겨레를 지

고 밑으로 수렁이어서 배를 댈 수 없었습니다. 승천포에만 가능했고 그것

소로서 서쪽은 서해를 따라 약 2㎞ 간격으로 13돈대가 설치되었고, 남쪽

켜온 강화의 호국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주제관과 선사시대부터 삼

도 만조 때 이외에는 안 되어 위험한 나루라고 불렀습니다. 그나마 동쪽의

은 약 1.7㎞의 간격으로 10돈대, 그리고 북쪽은 약 1㎞ 간격으로 13돈대

국시대에 이르는 돌도끼와 돌화살촉, 고리자루칼 등 무기류가 전시되어 있

갑곶진이 배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남쪽의 손돌목은 만조

가 설치되었습니다. 반면에 동쪽은 염하를 따라 약 1㎞ 간격으로 18돈대

습니다.

때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지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돌막에 걸려 파선하

가 설치되었는데 이것만 보아도 염하 쪽에 돈대가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습

고려시대 강화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제2전시실은 몽고의 침략에 대항해

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북쪽의 승천포와 동쪽의 갑

니다. 이렇게 강화도에 국방 태세를 갖춘 조정은 왕실의 위엄과 운명을 유

민족 주체성을 지킨 강화천도를 중심으로 고려시대 강화의 전쟁 역사를 소

곶진을 잘 지키면 외적을 방어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

지, 보존하기 위해 태조의 어진을 모시는 봉선전, 역대 왕의 실록을 보관하

개하는 공간으로 강화중성의 건설 모습을 디오라마로 재현해 놓았고, 고려

화도는 국방의 천연요새가 된 것입니다.

는 사고(史庫), 왕실의 족보를 모시는 선원보각, 역대 임금의 글과 글씨같

시대 철제은입사투구, 철모 등 철제무기류를 전시해 놓았습니다.

인조 때에는 강화부를 유수부(留守府)로 승격시켰는데 유수(留守)란 왕을

이 왕실과 관계있는 서책들을 보관하는 외규장각 같은 시설을 강화도에 마

제3전시실은 정묘호란·병자호란과 병인양요·신미양요 당시 나라의 마지막

대신해서 지킨다는 뜻으로 오늘날 장관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입니다. 또 강

련했습니다. 이처럼 완벽하게 방어 태세를 갖춘 후로 조선은 200년 가까

보루이자 방파제 역할을 수행한 조선시대 강화의 전쟁 역사를 소개합니다.

화유수는 요즘으로 치면 수도 외곽을 지키는 군대의 우두머리로 막강한 군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1871년 신미양요 당시 미군에 약탈되어 미국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서 보

권을 행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강화도 일대의 사정이 바뀐 것은 제국주의 열강이 서해를 정탐하던 근대

관해오다 2007년 한국으로 돌아온 진품 수자기를 비롯해 활, 조총, 환도 등

왕이 임시로 피신해서 거처할 수 있는 행궁도 설치합니다. 만약의 사태에

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배가 왔다 갔다 하더니 머리칼이 노랗고 눈이

무기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한 사실을 보아도 국방요충지로서 강화도의 위상을

파란 서양인들이 신식 총을 들고 육지에 상륙하기 시작했습니다. 1866

조선 말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강화의 근현대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제4

알 수 있습니다. 병자호란 때 청국에 끌려갔던 봉림대군이 귀국 후 왕위에

년 천주교 박해로 프랑스 신부가 처형당하자 프랑스군이 군함을 이끌고

전시실은 초지진의 수비대가 운요호와 교전하는 모습이 디오라마로 연출되

오릅니다. 봉림대군 즉, 효종은 북벌정책을 추진하면서 강화도에 진(鎭)과

나타난 것입니다.

어 있으며, 근현대 소포, 불랑기포, 화승총, 현대 총기류 및 기증품 등을 살
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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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에서 떠나던 천여 척
삼별초의 기개,

‘삼별초 항쟁비’는 1993년 강화군민들이 삼별초

격 규정이 엇갈립니다. 고려 고종 때 최우가 설치

(三別抄)의 대몽항쟁을 기리며 세운 비석입니다.

한 야별초(夜別抄)에서 비롯되었으며 고려의 유

삼별초 항쟁비

「고려사」의 「배중손 열전」에 의하면 삼별초는

력자 권신이 사사로이 부렸다는 점에서 사병으로

‘구포’에서 남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국가 재

‘구포’라는 지명이 지금도 남아 있는 내가면 구하

정으로 양성하고 녹봉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유력

리 일대를 삼별초의 출항지로 보고 구하리 아래

자에 의해 휘둘리던 국가 군인으로 규정합니다.

쪽에 위치한 외포항에 항쟁비를 세운 것입니다.

삼별초가 봉기했을 때 이들은 고려 정부에 대항

삼별초의 난은 고려 원종이 원나라에 항복하자

한 반란군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왕권을 제압

이에 저항하며 1270년(원종 11)에 삼별초군이

하며 사사로이 권력을 취하고 세력을 확대해나간

봉기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삼별초의 항쟁은

무신정권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의

이렇게 간단히 규정할 수 없는 역사적 위상을 가

반란은 몽골이라는 외적에 대항하였다는 점에서

집니다.

의병의 효시로 자주독립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

삼별초는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神義軍)의 3개

다. 시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시도돼 온 삼별초

별초군을 총칭합니다. 이들을 공병(公兵)으로 볼

의 항쟁은 그만큼 매력적인 서사를 내포합니다.

지 사병(私兵)으로 분류할지, 견해에 따라 그 성

쓰레기 버리면 곤장! 강화비석군
전쟁박물관 야외마당에는 강화비석군이 있습니다. 강화비석군은 ‘금속활자발상중흥비’를
맨 앞으로 하여 70여 개의 비석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정을 베푼 유수·판관·군
수 등의 영세 불망비와 선정비가 있고 자연보호의 일환으로 세운 금표, 그리고 병자호란 때
순절한 황선신, 강흥업, 구원일, 3인의 충신을 추모하여 세운 삼충사적비 등이 있습니다. 특
히 금표비(禁標碑)는 특이한데 ‘방생축자장일백 기회자장팔십(放生畜者杖一百 棄灰者杖八
十)’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가축을 함부로 내놓으면 곤장을 백 대 치고, 횟가루를
함부로 버리면 곤장을 팔십 대 때리겠다.’는 말이니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에게는 중
형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철종 때 새겨진 것으로 쓰레기 처리를 통해 환경
을 보호하려는 강화도민의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섭정
이섭정은 갑곶돈대에서 내려다보이는 강화전쟁박물관 야외마당에 있습니다. 고려 때 강화

삼별초군호국항몽유허비(三別抄軍護國抗蒙遺墟碑)

도를 포위한 몽골과의 협상이 진행되던 건물이었습니다. ‘이로울 이, 물 건널 섭’자를 써서

몽골에 대항해 싸운 삼별초군을 기려 옛터에 세

고서 남쪽으로 내려가니, 구포(仇浦)에서 항파강

이섭정(利涉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협상에서 우리 측이 이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운 비석을 뜻합니다. 비석 주위에 있는 진돗개상

까지 고물과 뱃머리가 이어졌으며 무려 1,000여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과 돌하르방은 강화도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 진

척이었다.’는 당시 기록으로 그 규모를 가늠해 볼

여러 번 몽골의 사신들과 접촉이 있었는데 정자의 이름을 잘 지었는지 협상이 잘 이루어졌다

도와 제주도의 상징입니다. 진도와 제주도는 삼

수 있겠습니다.

고 합니다. 개경으로 수도가 돌아간 뒤에 허물어진 것을 조선시대1398년(태조 7) 강화부사

별초가 항쟁하며 세력이 밀릴 때마다 항복하지

이름만큼 한적한 외포리, 그 외포리의 한쪽에 솟

이성(李晟)이 다시 세웠다고 합니다. 그 후 무너져 사라진 것을 1976년 국난 극복 기념으로

않고 옮겨가던 근거지였습니다.

아있는 망양돈대에 올라 붉은 노을을 바라보면서

강화 역사 유적지 복원 사업을 벌이면서 신축하였습니다.

자주를 내세우며 강화를 뒤로할 때, ‘선박과 군함

삼별초의 회포와 다짐, 그 기개를 그려보는 것도

을 모아 공사(公私)의 재물과 자녀들을 모두 싣

뜻깊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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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자들의 넋을 기리다,

충렬사
충렬사는 병자호란 때 강화해협을 건너 침범한 청국 병사들과
맞서 싸우다가 순국하거나 자결로 충절을 보인 분들을 모신 사
당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청 태종이 병사들을 이끌고 이 땅을 침범하자 선원 김상용이
종묘의 위패를 안고 봉림대군을 위시한 왕실 가족들, 대신의
가족들과 함께 이곳 강화도로 피신을 옵니다.
그러나 청군은 우리의 허술한 수비를 뚫고 80여 척의 배로 강
화도로 건너와 노략질과 약탈을 합니다. 이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던 김상용은 적의 손에 잡혀 구차한 목숨을 이어 가기
보다 죽음을 택해 강화 남문에 쌓아둔 화약 더미에 불을 붙이
고 자폭했습니다.
이 자리에 사당이 세워진 유래가 있습니다. 김상용이 순절한
뒤에 육신을 거두려고 했으나 옷자락 하나 찾을 길이 없었다
고 합니다. 그런데 남문에서 10여 리 떨어진 자리에서 김상용
의 신발 한 짝이 발견되자 이것을 기이하게 여긴 후손들이 이
곳에 사당을 세우고 현충사라고 부릅니다. 1641년(인조 19)
에 건립된 이 사당은 효종 9년에 충렬사(忠烈祠)라는 사액이
내려져서 지금에 이릅니다. 매년 10월에 김상용 외 병조판서
이상길 등 26위와 신미양요 때 순국한 어재연, 어재순 형제의
제향을 올립니다.
맞배지붕의 겹처마로 된 14평의 사당과 사당 앞의 내삼문이
있습니다. 경사가 급한 계단을 내려오면 좌우에 전적을 보관
하던 14평의 전사청(典祀廳)과 16평의 수직방(守直房)이 있
고 외삼문과 비각만이 남아 있습니다. 충렬사(忠烈祠)라는 편
액은 누구 글씨인지 모르지만 성취당(成取堂)의 편액은 김상
용의 후손으로 강화유수를 지낸 김진규가 쓴 예서를 양각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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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백성이 하나 된

강화산성

고려와 조선의 역사가 서린

강화산성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성곽의 나라’라고 불렀습

막으려고 성 주변에 쌓은 담입니다. 외국의 경우

니다. 그만큼 성이 많았던 것이지요. 성곽은 특

성주와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성

정한 시기에만 이용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

을 둘러싼 성곽을 쌓았다면, 우리의 성곽은 왕과

시대를 거치며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남한에만

백성이 함께 사는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1,848개의 성곽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곽의 형태에서 그 의미를 알아낼 수 있

영화를 보면 유럽에는 평야에 위치한 성이 대부

으며, 이곳 강화산성에도 백성과 임금이 함께하

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성 주위에 연못을 파 물을

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흐르게 해서 적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이웃한

강화산성은 고려 역사와 조선의 역사가 함께 엮

일본도 그런 성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산악지형

여 있습니다. 몽골의 침입에 대비해서 쌓은 세

을 이용해서 산성을 쌓고 전쟁이 벌어지면 모든

겹의 성이 헐리고 조선시대에 와서 다시 그 자

백성이 산성 안으로 피신해서 군인과 힘을 합쳐

리에 성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싸웠습니다. 산성은 밑에서 기어오르는 적들을

고려 고종 때는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 13년

향해 화살을 날리거나 돌을 굴려 적을 방어하기

의 공사 끝에 내성·중성·외성 이렇게 세 겹으로

쉽게 방어 요충지에 쌓았습니다.

축성하였으나 개경으로 환도한 원종 때는 그 성

그러면 각종 형태의 성을 쌓는 이유는 무엇일까

을 허물어 버립니다.

요. 첫째는 전쟁에 대비해 외적을 막기 위함이
고 둘째는 출입을 통제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함이고 셋째는 도둑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성곽이란 무엇일까요. 성곽은 적의 침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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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썼다면 다음에는 다듬은 장방형 돌을 기본
으로 하면서 사이사이에 잔돌을 섞어 쌓았습니
다. 이런 과정을 거쳐 조선 후기에는 가로 두 자,
지금 남아 있는 내성은 약 1.2㎞로 지금의 강

을 ‘타’라고 합니다. 타에는 세 개의 총구멍이 나

세로 두 자의 석재를 정사각형에 가깝게 규격화

화성이고 중성은 둘레가 약 9㎞의 토성으로 장

와 있는데 가까이 접근하는 적을 총으로 쏘기 위

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석재의 무게는 장정 네

소는 선원면의 토성지로 추정됩니다. 동쪽에

한 근총안과 멀리 있는 적을 총으로 쏘기 위한

명이 귀퉁이를 잡아야 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선인문(宣仁門) · 서쪽에 선기문(宣祺門) · 남

원총안이 있습니다. 타와 타 사이를 타구라고 하

성곽을 쌓을 때도 돌을 그냥 쌓아 올린 것이 아

쪽에 태안문(泰安門) · 북쪽에 북창문(北昌門)

며 이 사이로 뜨거운 물이나 기름 또는 똥 같은

니라 전통 가옥에서 쓰는 것처럼 ‘그래질’로 각

을 두고 8개의 소문이 사방으로 나 있었고, 외

오물을 뿌려 적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을 딴 다음 돌과 돌을 끼워서 받치는 힘을 강하

성은 강화의 동쪽 해협을 따라 23만 225m이

모든 성곽을 돌로 쌓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빈틈에 작은 돌을 끼워

고 수문 21개의 거대한 토성이었다고 합니다.

전통 성은 흙을 다져 쌓은 토성이었습니다. 흙을

넣어 외부에서 주는 충격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1259년 몽골이 화친의 뜻으로 내·외성

다져서 쌓았기 때문에 돌보다 오래 견딜 수 있지

이렇게 잘 만들어진 강화산성은 일제 강점기에

을 모두 헐어야 한다는 단서를 내거는 바람에 모

만 총포가 등장하자 점차 돌로 쌓은 성으로 대체

방치되어 허물어졌습니다. 국권을 회복한 뒤 성

두 헐렸습니다.

되었습니다. 보통 험한 산에는 자연석을 다듬어

문을 복원하는 사업을 벌였는데, 1966년 서문

조선조에 다시 축성한 외성은 병자호란 때 청군

쌓고 평지는 흙을 다져서 쌓았습니다. 돌로 성

을 해체복원했고 1977년에는 북문을, 2003년

에 의해 다시 파괴되고 숙종 36년 내성 자리에

을 쌓을 때 처음에는 큰 메주만 한 크기의 자연

에는 동문을 복원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규모로 돌로 개축되었습니다. 강화
산성은 강화읍을 에워싼 북쪽의 북산, 동쪽의 견
자산, 남쪽의 남산, 서쪽의 진고개로 연결되는
총 길이 7,122m의 석성입니다. 서문의 첨화루,
남문의 안파루, 북문의 진송루, 동문의 망한루
등 4개의 대문과 암문(暗門), 2개의 수문 그리
고 북장대, 남장대, 서장대로 구성된 3개의 장
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선시대의 성에 대해 말씀드리겠
습니다. 성에는 동서남북 네 개의 작은 문외에
비밀문인 암문, 물이 흐르는 수문, 몸을 숨겨 적
을 공격할 수 있게 덧쌓은 여장(낮은 담)이 있습
니다. 옹성(甕城)같이 방어시설과 함께 부속 건
물로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옹성은 성문
을 지키기 위해 성문 밖에 쌓은 작은 문의 역할
을 하며 서울 동대문을 떠올리면 그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성의 높이는 여장을 뺀 높이로 말하는데 성채에
붙은 액세서리인 여장을 ‘성가퀴’라고도 합니
다. 맨 위에는 옥개라는 돌 뚜껑이 놓여 있는데,
이것은 적이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려고 할 때 옥
개를 밀어서 성에 접근하는 적을 방어했습니다.
여장은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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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먹으로 잘게 부수어 깨부수자 세 아들이 이

성의 구조를 살펴볼까요. 성 주위에는 동문, 서문,

돌을 하나하나 쌓아 성을 완성합니다. 단군은 기

남문루, 북문지가 있고 성안에는 13개의 우물이

뻐하며 정족산의 세 봉우리를 하나씩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원래 성문 4개와 705개의 화살터가

조상인 환웅을 모시는 환웅전을 세우게 했습니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 전란 끝에 파괴되고 남문(

다. 환웅전은 고구려의 아도화상이 이곳에 전등

南門)만이 1739년 영조 때 문루를 건립해 종해

사를 세울 때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대웅전

루(宗海樓)라는 현판을 붙여 전등사의 출입문이

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되었다고 합니다. 1976년 강화중요국방유적 복

삼랑성은 사적 130호로, 산 정상에 올라가면 사

원정화사업으로 남문루를 현재와 같이 복원했습

방이 훤히 내려다보이고 성의 주위는 가파른 절

니다. 나머지 동서북문은 문루 없이 돌을 무지개

벽으로 천연의 요새를 이루어 어떠한 적도 쉽게

처럼 쌓은 홍예문으로 만 남아 있습니다.

침범할 수 없는 지형입니다. 삼랑성이 있는 정족

대웅전 왼쪽으로 난 길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가

산은 5개의 산봉우리가 있는데 제일 높은 곳이

면 정족산사고가 있습니다. 원래는 1606(선조

해발 222m이고 가장 낮은 곳은 남문 지점으로

39년)에 마니산 자락에 마니산 사고를 설치하여

해발 75m로 그 차이가 147m입니다. 이 산성

조선왕조실록을 보존했었습니다. 1659(현종 1

은 능선을 따라 길이가 약 2,944m이고 높이는

년) 마니산 사고에 불이 나자 남은 실록을 이곳 정

3~5m로 자연석으로 축조되어 있습니다.

족산사고로 옮겼는데 어려운 시절을 거쳐 허물어

그럼 삼랑성은 전설대로 고조선 단군 때 쌓은 성

진 것을 1998년 강화군에서 그 자리에 복원하였

일까요. 막돌을 맞추어가며 쌓은 것이나 성채 안

습니다. 그 옆의 선원보각(禪源寶閣)은 조선 왕실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는

에 막돌을 견고하게 채워 안팎에 겹축한 축성기

의 족보를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강화 삼랑성
(三郞城)

법으로 볼 때 삼국시대 때 쌓았다고 학계에서는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천연요새에서 어떤 전투

말합니다. 고구려에 정복되기 전에도 400년간

가 있었는지 기록에 남은 것은 없습니다. 백제, 고

백제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추정은 타

구려, 신라가 번갈아 강화도를 차지했으니 여기

당하나 단군시대에 만든 것을 중수했을 가능성도

에서도 분명 치열한 전투가 있었겠지만 이 성이

있으므로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병인양요 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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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고 해서 삼랑성이라고

습니다. 병인양요 때는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

●

합니다. 강화도의 주봉인 마니산의 한 줄기가 북

을 격퇴합니다. 반면 프랑스군의 습격을 받은 강

삼랑성 안에는

동쪽으로 뻗어 길상면 온수리에 이르러 다시 세

화유수부는 외규장각에서 보관하던 왕실의 물품

봉우리를 만드는데 솥의 발과 생김새가 비슷하다

을 빼앗기거나 불태워지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고 해서 정족산(鼎足山)이라고 했으며 그런 까닭

먼저 단군의 아들이 성을 쌓았다는 삼랑성의 전

에 삼랑성은 정족산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성

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조선을 세운 단군은

보관하던

벽 위로 올라가면 마니산이 바로 보입니다.

왕검성을 수도로 했지만 하늘에 드리는 제사는

정족산 사고가

예부터 풍수가들은 마니산이 할아버지 산이면

강화도 마니산에서 지냈습니다. 단군에게는 부

있었습니다.

정족산은 할머니 산으로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

여, 부우, 부소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해

어 전란에도 피해를 입지 않는 복지(福地)라고 했

아들들과 강화도에 제사 지내러 왔다가 정족산의

습니다. 그런 까닭인지 39년간 항쟁하다가 몽골

오묘한 지세를 보고 산성을 쌓으라고 했답니다.

과 화친을 맺은 고려 왕실이 개경으로 돌아갔을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성을 쌓기 시작했는데 어

때 고려궁지는 폐허가 되지만 전등사는 무사했

디선가 힘 센 남자들이 모여들어 산의 큰 바윗돌

한때
<조선왕조실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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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군대가 야포도 없이 경무장을 한 채 동문과 남

양헌수 장군의 치밀한 계략으로 프랑스군을 물

문으로 접근해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도 쉽게 물

리친 조정에서는 강화해협의 덕진 돈대 아래 강

리치리라 생각했겠지만 사격에 능한 포수들이

화해협을 바라보며 비석을 하나 세웁니다. ‘이곳

성 위에서 밑으로 내리 쏘는 총탄으로 프랑스 군

의 해상관문을 굳게 지킬 것이며 어떠한 외국선

대는 막대한 사상자를 내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

박도 이곳을 통과할 수 없다.(海門防守他國船愼

습니다.

勿過)’라는 내용으로 외세에 강력히 맞서려는 의

뜻밖의 기습에 패배한 프랑스군은 충격을 받고

지를 드러냅니다.

강화도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외

근대무기로 무장한 프랑스군을 물리친 것은 다

규장각 도서를 비롯해서 각종 약탈 물건을 배에

행이었으나 이로 인해 쇄국정책을 단단히 한 것

싣고 나머지는 불살라 버립니다. 11일 새벽 만조

은 19세기 세계사의 물결을 거부하는 퇴행이었

가 되자 황급히 강화해협을 빠져나갔는데 뒷날

습니다. 당시 옆 나라 일본은 12년 전에 미국과

패배소식을 들은 나폴레옹 3세가 분에 못 이겨

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해 근대화의 물결에 재

들고 있던 술잔을 내동댕이쳤다고 합니다.

빠르게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천주교도들이 수난을 당하기 시작한 것은 순조

령관 로제에게 박해 소식을 전합니다. 리델이 보

을 쉽게 물리칩니다. 그 당시 우리가 가지고 있던

●

가 즉위한 해로 천주교도는 체포되어 귀양을 가

복원정을 종용하자 로제는 군함 3척을 이끌고 조

화승총은 유효사거리가 백 걸음이었는데 프랑스

이곳은

거나 처형당했습니다. 천주교의 교리가 전통적

선을 향해 출발합니다.

군의 소총은 오백 걸음이었다고 하니 상대가 되

인 유교사회와 대립하는 것도 있었지만 숙청의

그 당시 프랑스군은 조선을 마치 군대가 없는 나

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상이던 남인세력에서 천주교도가 많았기 때문

라로 여겨 보병 6천 명, 기마병 300명, 경포대 1

프랑스군에게 일방적으로 패배하자 조정에서는

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동 김씨가 집

개 중대만 있으면 점령할 수 있다는 정탐보고를

양헌수 장군을 천총(千摠)으로 임명했습니다. 장

병인양요의 승첩지로도

권한 후 점차 박해가 수그러지고 외국의 선교사

이미 10여 년 전에 받아놓고 조선군을 업신여겼

군은 군사를 이끌고 김포의 통진부에 진을 치며,

유명합니다.

들이 밀입국해서 활발하게 선교한 결과 많은 계

습니다. 9월 23일 인천 앞바다에 있는 작약도에

강화도 수복을 계획합니다. 문수산성이 어이없

층에서 천주교에 입교했습니다.

근거지를 마련한 로제 제독은 한강을 거슬러 양

이 점령당했다는 보고를 받고는 양헌수는 화력

고종이 등극하고 대원군이 집권했을 때 러시아

화진, 서강까지 올라와 지세와 수로를 탐사하고

면에서 절대 열세인 조선군이 프랑스군을 이기

는 부동항을 찾아 남진을 꾀합니다. 섭정인 대원

지도 3장을 만들어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에 로

기 위해서는 기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

군은 천주교도를 통해 열강과 접촉하고 러시아를

제는 다시 군함 7척에 대포 10문, 천여 명의 병력

고 11월 7일 달빛 없는 그믐밤을 이용해서 산포

견제하려 합니다. 이에 승지 남종삼이 자기 집에

을 이끌고 다시 조선으로 접근합니다. 10월 14

수 370명을 포함한 500여 명의 군사를 3진으로

숨어 있는 베르뇌 신부와 대원군의 면담을 시도

일 강화도의 갑곶진에 상륙해서 이틀 후에 별다

나누어 강화해협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사 직전에 실패합니다.

른 저항 없이 강화부를 점령하고 포고문을 발표

그 이튿날 새벽 무사히 정족산성에 들어간 군대

천주교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원군은

했습니다. 조선이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죽였으니

는 산성의 험한 지세를 이용해 적을 유인해 섬멸

지금까지의 태도와 정반대로 프랑스 신부 9명

서울로 쳐들어가서 조선인 9천 명을 죽이겠다는

하겠다는 작전을 세웁니다. 산성으로 통하는 네

과 수천 명의 천주교도를 체포해 무자비하게 살

무시무시한 내용이었습니다.

곳의 남문과 동문을 중심으로 병력을 집중 배치

해합니다. 피신해 있던 리델 신부는 조선을 탈출

근대식 무기를 가진 프랑스군은 문수산성의 전투

하는 한편, 나머지 두 문에도 다수의 병력을 배치

해서 청국의 톈진에 머물던 프랑스 극동함대 사

에서 사냥 포수꾼으로 급히 조직된 조선 방어군

해 놓자 11월 9일 예상한 대로 160여 명의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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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년 양헌수 장군이
프랑스군을 물리친

양헌수장군 승전비
승전비는 병인양요가 일어난 지 7년 후에 양헌

양헌수 장군을 정3품의 천총에 임명합니다. 장

수 장군의 전공을 기리며 강화군민들이 세운 것

군은 한강의 양화진에서 흥선대원군의 격려를

입니다. 높이 140㎝, 폭 39㎝, 두께가 21㎝인

받으며 강화도로 떠납니다. 이때 조카가 새 옷

데 여기 새겨진 글에서 치열했던 정족산성 전투

을 보내오자 옷을 던져 버리고 이렇게 대답했습

와 40여 일의 프랑스군 치하에서 공포에 떨던

니다. “말에 올라서면 가정을 잊고, 싸움터에 나

군민들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갈 때는 몸을 잊는 법이다. 오늘 바다를 건너가

1866년 10월 16일 프랑스군의 침입으로 강화

니 맹세코 살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양헌수

부가 점령되자 조정에서는 순무영을 설치하고

장군의 기개가 생생히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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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세와의 대접전지,

진˙보˙돈대

강화 외침의 최첨병

강화의 국방유적은 다른 시, 군과 비교가 안 될 정

지휘부가 주둔한 진영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

갑곶돈대

도로 많습니다. 강화도 지역 몇 군데만 빼고 갯벌

하면 사령부이지요. 돈대는 외적의 침범이 예상

이라 외적의 침범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

되는 접경지역 또는 해안지역에 흙이나 돌로 쌓

면이 바다로 싸여 있어 언제 어느 곳으로 들어올

은 크고 작은 방어 시설물을 말합니다. 또 적의 침

지 모르기 때문에 톱니바퀴처럼 빙 둘러가며 돈

입을 본부에 알리는 지금으로 치면 초소나 관측

대를 쌓았습니다.

소로 적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도발행위를 사전

강화도에는 5진(鎭), 7보(堡), 8포대(砲臺), 54돈

에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합니

대(墩臺)가 설치돼 있습니다. ‘진’이란 지방군의

다. 그 돈대를 지휘하는 곳이 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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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에 따라 주둔하는 군사의 규모가 다른데 ‘진’

樓)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1627년 정묘호란 때

은 지금으로 치면 대대급 병력이, ‘보’는 중대병

피신해 온 인조가 여기서 전략회의를 했다고 하

력이 머물던 곳이고 ‘돈대’는 소대급 병력이 주둔

며 1871년 당시의 사진 한 장을 남겨놓았을 뿐

했던 곳이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취가 없습니다.

접근하는 적을 먼저 발견하는 것은 방어하는 데

고려시대 몽골이 침입했을 때 갑곶은 강도의 외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방어태세와 함께

성과 강화해협을 지키는 중요한 요새였습니다.

격퇴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대 안

‘갑곶’이란 이름은 상고시대에는 갑비고차(甲比

에는 대포가 해안을 향해 놓여 있어 적이 접근하

古次)라고 했는데 그 후 와전되어 ‘갑비고즈’로

면 언제든지 쏘아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변했으며 또다시 ‘갑비고지’로 불리다가 ‘갑고지’

갑곶돈대는 사적 제30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로 굳은 것을 한문으로 갑곶(甲串)이라 불렀다고

곳에 상륙한 프랑스군 600여 명과 치열한 격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월곶 해안의 거센 물살 때

을 치르던 요새로 하부가 암반으로 되어 있어 돈

문에 강을 건널 수 없게 된 몽골 군사(혹은 청국

대 설치에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북쪽은 문수 산

군사라고도 합니다)가 “우리 군사들의 갑옷을 한

성과 통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었습니다.

데 꿰어 다리를 만들어도 강을 건널 수 있으련만”

지금의 돈대는 1977년에 복원한 것입니다. 당시

하고 탄식해서 갑옷 ‘갑(甲)’에 꿸 ‘곳(串)’ 해서 갑

전투에 사용되었을 사정거리 300m인 우리나라

곶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갑곶이라는 글자 풀

재래식 화포 중 가장 발달한 형태의 소포(小砲)

이를 억지로 꿰어 맞추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와 무게가 3톤이나 되는 홍이포(紅夷砲)가 전시

이곳에는 관문인 갑화관(岬華關)이 있었는데 강

되어 있습니다. 홍이포는 사정거리 700m의 대

화대교 아래 측 옛 선창 자리로 추정됩니다.

포로써, 포를 쏘는 원리는 포구에 화약을 장전하

또 갑곶진 위에는 해안경비를 맡은 어변청(禦邊

고 다시 포알을 넣은 다음 포 뒤쪽 윗구멍의 심지

廳)이 있었으나 무너진 지 오래되어 지금은 흔적

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화약이 폭

조차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발하면서 반동으로 포알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

갑곶나루선착장석축로(甲串船着場石築路)는 인

러나 포알은 폭발하지 않는 단순한 쇳덩이로, 살

천광역시 기념물 제25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강

상 능력은 당시 서양대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화군 갑곶리와 김포군 월곶면 성동리 사이를 배

로 낮았습니다.

로 연결했던 곳으로 처음에는 나루터 시설 없이

포신의 길이는 258cm에 무게가 3톤이었습니

이용되다가 세종 원년(1419)에서 14년(1432)

다. 포신을 받치는 수레는 당차라고 부르며, 힘센

사이에 박신(朴信)이 최초로 석축로를 축조하였

소 또는 말이 끌게 했습니다. 이 포는 1636년의

습니다. 이곳에는 평화롭던 시절의 이야기보다

병자호란 때에 사용하였다는 설도 있으며 1866

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가 더 많습니다. 고

년의 병인양요, 1871년의 신미양요와 운요호사

려 때에는 몽골군의 침입에 대비해서 수전훈련

건 때에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을 했고 병자호란 때에는 갑곶진을 사수하려는

강화대교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진해루(鎭海

우리 방어군과 청국군이 대혈전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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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국 장수 용골대는 갑곶이 마주 보이는 강

사가 부족했습니다. 피해가 막심해지자 그는 해

건너에 진을 칩니다. 용골대는 강화도 진입을 시

안의 방어를 포기하고 강화성 안으로 들어가 성

도하지만 급한 물살에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강

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마저 흩어

화도를 지키는 총 책임자는 인조반정의 일등 공

져 성을 지키기 어렵게 되면서 혼자 나룻배로 도

신인 김류의 아들 김경징이었는데 김경징은 혼자

망치고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김경징의 부인은

서 섬 안의 모든 일을 지휘, 명령하며 대군이나 대

청군이 잡아가고 아들은 목이 잘려 꼬챙이에 매

신들의 의사를 무시했습니다. 또 강화도를 금성

달렸다고 전해집니다.

철벽(金城鐵壁)으로만 알고 청나라 군사가 절대

청군에 의해 강화가 함락되자 김상용은 책임을

로 건너오지 못한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다하지 못해 자책합니다. 그는 화약더미에 들어

아무런 대비책도 강구하지 않은 채 무사안일에

가 불을 지르고 손자와 함께 폭사했습니다. 강화

빠졌고 김포와 통진의 곡식으로 피난민을 구제

도의 소식을 들은 인조는 남한산성을 나와 항복

한다는 명목하에 배로 실어 날라 가까운 사람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조는 청 태종 앞으로 나

게만 나눠주었습니다. 김경징은 민심을 크게 잃

아가며 머리를 세 번 찧고 아홉 번 절하는 치욕

고 사기가 떨어진 병사들은 태만해졌습니다.

을 당합니다.

용골대는 갑곶의 경계가 허술한 것을 눈치채고

그럼, 김경징은 어찌 되었을까요. 항복을 한 뒤 나

는 김포의 민가를 헐어 그 재목으로 뗏목을 만들

타난 반정공신의 외아들 김경징을 인조는 살려

어 강화도로 건너옵니다. 그러나 김경징은 청나

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노한 신하들의 거

라 군사가 침입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대

듭된 탄핵으로 사약을 내리게 됩니다. 그 뒤로 조

비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적군이 눈앞

정은 사사건건 청국의 간섭을 받아야 했습니다.

에 이르러서야 서둘러 방어 계책을 세웠지만 군

병인양요 때에는 프랑스군의 함포사격과 상륙작

임진왜란을 통해 전쟁의 끔찍함을 체험한 광해군

계를 군신관계로 바꾸려고 압박을 가하자 그 당

전 때문에 피로 물들였으며 구한말 진위대 해산

은 명나라의 지원 요청을 받아 주는 척하면서 후

시 조정은 군사적 힘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득세

으로 우리 무장병과 일본수비대가 격돌한 장소였

금과의 뒷거래를 통해 나라의 안전을 도모합니

한 척화파가 반청친명(反淸親明)정책을 폅니다.

고 1950년 한국전쟁 때에는 강화특공대의 전적

다. 이런 이중 플레이로 전란에 휩싸이는 것을 막

분노한 청 태종이 친히 20만 군대를 이끌고 조선

지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병자호란 때 청국의 군

던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

을 침략합니다. 청군은 임경업 장군이 굳건히 지

사들이 이곳으로 해서 넘어올 때 치른 전투가 가

납니다. 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인조와 노론세력

키던 백마산성을 피해 전광석화처럼 달려와 순식

장 참혹했습니다. 만주에 흩어져 살던 여진족을

이 공공연히 명나라의 편을 들자 누루하치의 뒤

간에 서울을 포위합니다.

하나로 통일한 누루하치는 나라를 세워 후금(後

를 잇고 후금에서 청(淸)으로 국호를 바꾼 청 태

김상용이 왕실의 가족과 대신들과 함께 강화도에

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전에는 조선을 ‘어버이

종 홍타이지가 군대를 보냅니다. 이것이 정묘호

들어갔지만 청군에 의해 남대문 앞에서 길이 막

의 나라’라고 하면서 해마다 사신을 보내 조공을

란입니다. 급히 강화도로 피신한 인조는 연미정

힌 인조와 소현세자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할 수밖

하고 임진왜란 때에는 원군을 보내려고 할 정도

에서 형제지교(兄弟之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주화파인 최명길이 홍제

였으나 명나라의 문물제도를 받아들여 급속히 국

어제까지만 해도 양아버지처럼 모시던 조선을 하

원에서 청군 진영을 찾아가 시간을 끌었기 때문

력이 신장하자 명나라를 넘보게 됩니다.

루아침에 동생이 되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힘에

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남한산성

밀려 어쩔 수 없이 강화조약을 맺었지만 청국의

을 빠져나와 강화도로 향했지만 폭설에 가로막혀

군사들이 돌아가자 인조는 강화도에 행궁을 짓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남한산성으로

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청국이 형제관

들어가 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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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의 신미양요

돈대는 성곽이나 변방 요지에 세워 적의 움직임

기 두 달 전이었습니다. 마침 장날이라 시장에 나

광성보˙ 초지진

을 살피거나 공격에 대비하고자 마련한 초소로

와 있던 2,0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낯선 괴물을

주변보다 높은 평지를 택합니다. 밖은 언덕을 깎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제너럴셔먼호에는

아 높게 하여 적의 침입을 막고 안은 낮게 하여 포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5명이 서양인이었고 나

를 설치합니다.

머지는 중국인과 말레이시아인이었습니다. 배를

병인양요 이듬해인 1867년, 흥선대원군 이하응

지휘한 사람은 토마스 목사로, 확실한 목적은 밝

은 서울로 들어가는 요충지 인천 강화도의 덕진

혀지지 않았지만 선교와 무역을 위해 이 땅에 들

돈대 남단에 한자로 된 비를 하나 세웁니다. 외

어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통상을 요구했지만 거

국선박의 강화해협 접근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

절당하자 우리나라 장교를 납치한 다음 육지에

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의 희망은 오

상륙해서 약탈합니다. 이때 조선군 12명이 다치

래가지 못했습니다. 1870년 미국이 조선 원정을

거나 죽습니다. 이에 평양감사 박규수가 화공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제너럴셔먼호’ 사건의 책

로 공격해 배를 태우고 승무원 24명은 모두 익사

임을 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거나 피살됩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미국정부

1866년 8월 20일 평양 대동강 포구에 대포 2문

가 제너럴셔먼호 사건에 대한 해명과 보상, 사죄

을 설치한 검은 색 철선 제너럴셔먼호가 연기를

를 요구하자 우리 조정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뿜으며 나타났습니다. 프랑스군이 자국의 신부

불탄 제너럴셔먼호의 주인이 미국인이었지만 선

를 처형한 사건을 보복하기 위해 이 땅에 들어오

적은 영국이었고 죽은 미국인은 선주와 선장,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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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이를

대는 코웃음을 칩니다. 사정거리가 짧은 재래식

보잘 것 없었습니다. 게다가 최신 무기의 총알을

구실 삼아 영국과 프랑스군에게 같이 조선을 치

포에서 발사된 포알은 바로 미국함대 앞에서 바

막는다고 솜을 아홉 겹으로 겹쳐서 만든 갑옷 때

자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피해자인 영국은 관

닷물로 그냥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문에 행동이 둔했습니다.

심이 없었고 병인양요를 일으켰다가 조선군에게

사태가 급박해지자 조선 정부는 6월 3일 어재연

미 해병대의 처음 공격은 강화해협의 제1관문인

크게 당한 프랑스군은 제의를 거절합니다.

장군이 이끄는 강화도 병력 400명과 서울에서

초지진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집중포화를 끝낸

그 뒤 4년이 지나고 미국함대가 이 땅에 모습을

급파한 병력 600명을 광성보에 배치하고는 며칠

미 해병 800여 명이 야포와 소총을 쏘면서 초지

드러낸 것입니다. 1853년에 페리 제독이 함대를

동안 미군과 협상합니다. 그러나 협상은 결렬되

진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넓은 갯벌이 미군을 한

이끌고 일본을 개항시킨 충만한 자신감으로 제너

고 6월 10일 미군은 강화도 상륙작전을 감행했

때 곤경에 빠뜨렸지만 앞선 함포사격으로 우리

럴셔먼호 사건을 들먹였습니다. 이렇게 1867년

습니다. 남북전쟁을 거치며 성능이 향상된 총기

군인은 대부분 전사했습니다. 미군은 전투다운

부터 통상 및 문호 개방을 요구했으나 조선이 이

와 화포, 숙련 병사 1,000여 명을 갖춘 미국 군함

전투도 없이 초지진에 입성해 진지 내의 모든 군

를 거절하자 무력 행동에 나서기로 합니다. 강화

5척의 함포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사시설을 파괴하고 구식대포 40여 문을 강화해

도 앞바다에서 대포 몇 방 쏘면 일본처럼 순순히

그때 광성보는 진무중군 어재연 장군과 600여

협으로 굴려버렸습니다.

개방할 줄 알았을 겁니다.

명의 군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최신

초지진에서 하룻밤을 야영한 미군은 약 2.2㎞ 떨

1871년 5월 16일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국의

무기에 비하면 우리의 대포는 골동품 수준으로

어진 덕진진을 다음 목표로 삼고 행군했습니다.

아시아 함대 5척이 일본 나가사키(長崎)항을 출

대개 16세기, 17세기에 만들어진 것이고 개중

덕진진도 함포사격의 지원으로 쉽게 점령해서 시

발한 뒤 충청도 앞바다를 거쳐 6월 1일 강화해

에는 1313년 제조된 대포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설을 파괴한 다음에 대포 60여 문을 모조리 강화

협 남쪽으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강화도 진지

개인 화기인 총도 화승총으로 한 사람이 목표물

해협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의 조선군은 이를 침입으로 간주해 광성보 등지

을 조준하는 동안에 다른 한 사람은 어깨 위에서

다음 목표는 덕진진에서 약 3.2㎞ 지점에 있는 강

에서 일제히 포격을 가했습니다. 강화도 포대에

총신을 붙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 총이 발사되

화도 요새지의 총사령부인 광성보였습니다. 매

서 쏜 포탄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하고 미국함

면 폭음은 심하지만 명중률은 떨어지고 화력도

복기습을 경계하면서 미군은 삽·도끼·낫으로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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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았더라면 미 해병대는

을 지키는 전략적 요충지였지만 이곳이 역사적으

우리를 얕보고 결코 개항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로 유명해진 것은 신미양요 때 어재연 장군을 비

입니다. 비록 전투에서는 패했지만 어재연 장군

롯한 350여 명의 병사가 1,230여 명의 미국 군

과 그 부하들의 희생으로 미군이 이 땅에 발을 들

대와 사투를 벌였던 격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놓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니 우리의 목적은

지금은 오염으로 자갈이 섞인 혼합갯벌이 됐지

달성한 것입니다. 그 후 미국 측이 부평부사 이기

만 동쪽의 갯벌이 성인 남성의 허벅지까지 빠지

조(李基祖)에게 ‘외국사신을 배척함은 유감스러

는 수렁갯벌이었습니다. 신미양요 때만 해도 미

운 일’이라고 말하고 물러감으로써 막을 내렸지

군이 광성보로 직접 오지 못하고 혼합갯벌에 지

만, 당시의 집권자 대원군은 이런 쓰라린 패배를

대가 낮은 초지진을 공격루트로 잡았다고 할 정

겪고도 미군함대의 철수를 패퇴로 간주하고 쇄국

도로 천혜요새였습니다.

을 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국방력이 이미 제국

미군함대가 초지진과 덕진진을 함락하고 광성보

주의 열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

까지 포위했을 당시 미군은 9인치, 8인치의 대포

니다. 반면 미군도 프랑스군처럼 목적을 이루지

85문으로 맹공격을 해왔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

못합니다. 싸움에는 이겼으나 소득이 없었으니

한 대포는 정조준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거의 골

결국 실패한 원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동품에 가까운 포로 모양만 그럴 듯하고 그저 소

사적 제227호인 광성보는 강화 12진의 하나입

리만 요란했습니다. 광성돈대에는 모형 홍이포

니다. 고려 때 몽골군을 막기 위해 해안가를 따라

가 놓여 있습니다. 사정거리 700m인 이 대포는

외성을 쌓았던 이곳은 광해군 때 보수하고 효종

조준이 안 되는 데다 포탄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때 축조된 해안수비 진지입니다. 용두, 오두, 화

화약의 힘으로 날아간 철탄이 배에 구멍만을 내

도, 광성돈대는 숙종 5년에 축조되었습니다. 영

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운 좋게 날아간 포탄이 배

조 21년 성을 개축했는데 이때 성문을 건립하고

와 수면이 맞닿는 곳에 구멍을 내 배가 침몰하면

안해루(按海樓)라고 불렀습니다. 이 앞 물길을 따

승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라 강화도의 북쪽 월곶면 연미정에 닿으면 서울

없는 포였던 것입니다.

마포와 개성, 중국까지 직항할 수 있어 당시 한양

목을 자르고 웅덩이를 메우며 광성보를 향해 갔

깃발을 매달고 강화해협을 빠져나갑니다.

한 사람도 그다지 자랑할 것이 못 되었다. 따라서

습니다. 우리 측의 포수들은 백병전으로 맞서 총

약탈해 간 수(帥)자 깃발은 미국 메릴랜드주 애나

누구 한 사람도 기억에 남겨두고 싶어 하지 않았

검이 무뎌지면 성벽에 올라가 돌을 던지고 흙을

폴리스의 미국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다.” 처절한 저항을 짓누르고 승리는 했지만 자랑

미군의 눈에 뿌리며 적군과 죽기를 다해 싸우다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최근 수년간의 반환 협

스럽지도 않았고, 전리품도 없이 뒤통수만 툭툭

사살당하거나 물속에 빠져 자결했습니다.

상 끝에 2007년 10월에 10년 간의 장기 임대 형

치고 물러났기 때문이지요.

광성보 지휘 본부에 게양된 수(帥)자 기가 내려지

식으로 수자기를 국내에 들여왔는데 신미양요의

작약도 앞바다로 물러난 로저스 제독은 조선 정

고 성조기가 매달린 것은 전투 시작 30분이 지난

비극이 발발한 지 136년 만의 귀향입니다.

부에 협상대표를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뒤였습니다. 어재연 장군을 비롯해서 350여 명

한미수교 100년사에 오직 한 번뿐이었던 이 전

조선은 여전히 문을 열지 않았고, 협상요구도 거

이 사상당하고 미군도 10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

투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선이 미군에 승리한

절했습니다. 일본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이

니다. 이때 미군에 의해 내려진 깃발은 총지휘관

것이 아니라 처절히 패배한 전투였습니다. 그럼

지요. 로저스 제독은 20일 정도 인천 앞바다에서

이 있는 본영에 내거는 깃발로 누런 삼베 천에 ‘帥

에도 미군은 쫓기듯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미군

조선의 협상대표를 기다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자

(수)’라고 적혀 있어 수자기라 부르는 것입니다.

들은 광성보 전투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7월 3일에 철수하게 됩니다.

6월 12일 아침 미군은 함상의 돛대에다 노획한

“그 전투에서 우리 미군은 승리했다. 그러나 누구

강화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이 모두 전사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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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충비각
쌍충비각은 신미양요 때 돌아가신 어재연, 어재

이 전사한 것입니다. 비문에 유학(幼學)이라고

소에 모아 한 구덩이에 넣고 나무를 베어 시신

순 형제를 기리며 세운 것입니다. 비각 내부에

쓴 것은 어재순이 벼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에다 쌓고 불을 질렀습니다. 때문에 그을리고

는 1873년에 세워진 광성파수순절비(廣城把

1871년에 일어난 신미양요는 세계사의 흐름

살이 타서 모습을 가려낼 수 없었고 자결 못 한

守殉節碑)와 유학어공재순어재연·진무중군어

을 외면하고 쇄국정책을 펴며 미국과 충돌한 비

부상자들은 타는 불 속에 기어들어 자살을 기도

공재연순절비어재순순절비(幼學魚公在淳魚在

극적 사건이었지만, 당시 조선군 350여 명의

했다고 합니다.

淵·鎭撫中軍魚公在淵殉節碑魚在淳殉節碑) 두

전사자를 내며 치열한 전투를 치릅니다. 그 주

어재연 장군은 키가 크고 얼굴이 다른 이에 비

기(基)가 세워졌으며 비각은 정면 2칸, 측면 1

역인 어재연, 어재순 형제와 이곳을 지켰던 무

해 특이했는데, 출정할 때 아내가 상투의 흐트

칸의 겹처마 팔작집입니다.

명의 병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던 용맹한

러짐을 막아주는 조리개를 평소 쓰던 까만색에

이곳에 모셔진 어재연, 어재순 두 분은 어떤 분

외골수들이었습니다.

서 자주색으로 바꿔 매주어 찾아낼 수 있었습니

일까요. 통상을 요구하는 미국상선 제너럴셔먼

전투에서 광성별장 박치성은 어재연 장군의 용

다. 동생 어재순은 버선을 뒤집어 신고 싸움터

호를 불태운 사건으로 우리를 추궁하던 미국이

감한 죽음을 보고 스스로 목을 찔러 전사하였

에 나섰기 때문에 시신의 일부가 확인돼 고향인

함대를 앞세우고 이 땅에 들어오자 조정에서는

습니다. 천총 김현경(金鉉景), 초관 유풍노(柳

충북 음성에 안장되었습니다.

어재연(魚在淵) 장군을 강화영(江華營) 진무중

豊魯), 군관 이현학(李玄鶴) 등 수백 명의 조선

그 후 나라에서는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려고

군(鎭撫中軍)에 임명했습니다. 어재연 장군은

군 장졸도 침입자들을 막다가 장렬하게 전사했

한 어재연 장군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충장공

군인도 아닌 동생 어재순이 합세하려 하자 “군

습니다.

(忠壯公)이란 시호를 내리고 병조판서 겸 지삼

인은 갈 길이 따로 있는 것이니 너는 어서 네 갈

전쟁이 끝난 뒤 전사한 350여 명 중 시신이 수

군부사(知三軍府事)라는 높은 벼슬을 더해 주

길로 가거라.”라는 말로 말렸습니다. 그러나 어

습된 것은 단 53구로 나머지는 포로가 되는 수

었습니다. 1973년에는 생가 언덕 위에 장군의

재순은 “나라가 위급한데 이 때에 어디를 갑니

모를 겪느니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져 죽음을

넋을 기리는 사당을 짓고 충장사(忠壯祠)라는

까.” 하며 형을 도와 군사를 지휘하고 형제가 같

선택했습니다. 미군은 우리 측 사망자를 한 장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광성돈대
광성보 내에는 일명 ‘다리미돈대’라고 불리는

이 전투를 승리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

‘광성돈대’가 있습니다. 돈대 내의 보도블록 모

히려 우리의 승리인 양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양이 다리미 밑판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런 이

안해루 오른쪽에 남쪽 방면으로 난 오르막길은

름이 붙었습니다. 돈대에는 3개의 대포가 전시

숲을 이루며 신미순의총·쌍충비각·손돌목돈대

되어 있습니다.

를 거쳐 용두돈대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 길

이런 보잘 것 없는 무기와 적은 병력으로 최강

이 시작되는 왼쪽 길섶의 나무는 뿌리가 땅 위

의 군대인 미군과 맞선 어재연 장군 휘하 수비

에 드러나 있는 채로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 위

군들은 절대 불리한 싸움에서 포탄이 떨어지자

에 흙을 덮으면 죽을 가능성이 있어서 뿌리를

총과 검, 맨손으로 대적했습니다. 끝까지 항전

흙으로 덮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저항해

했으며 항복을 거부하고 부상자는 바다에 빠져

죽음으로 이 땅을 지키고자 했던 우리 조상님

자살을 택했습니다. 어재연 장군은 손에 10여

들의 꿋꿋한 정신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

발의 포탄을 들고 적에게 던지며 항전하다가 장

는 듯합니다.

렬하게 전사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불사한 결사
항전에 충격받은 미군은 48시간 만에 퇴각했습
니다. 분명한 미군의 승리였지만 그들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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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돌목돈대

신미순의총

손돌목돈대는 강화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돈대로 멀리 용두돈대와

신미순의총(辛未殉義塚)에는 시신 51구를 모셨습니다. 신미양요 당시 적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작은 전적지입니다. 염하 일대가 훤히 보여 감

군이 시신을 모아 불을 지르는 바람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은 시신을 다

시와 방어에 큰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곳에는 3칸의 무기고가 있었고,

시 한 번 화장해 7개 분묘에 나눠 모신 것입니다. 하나의 분묘에 7~8인을

3곳에 포좌가 있었다고 하며 너비는 7.78m이고 성곽의 길이는 108m입

합장하였다고 하는데 이들 병사는 맨손으로 육박전을 벌이며 최후까지 처

니다. 손돌은 뱃사공의 이름입니다. 청국의 침입으로 인조(고려 고종 때 또

절하게 항전하다 전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용감한 병사들이었

는 공민왕 때라는 말도 있습니다)가 강화도로 급히 피신할 때 손돌은 뱃길

습니다. 신미순의총을 지나면 손돌목돈대와 용두돈대를 볼 수 있습니다.

덕진진

초지진

강화도 동쪽의 요새인 덕진진의 돈대와 포대들은 건너편의 김포반도에 있

초지진은 덕진진에서 2㎞의 거리에 위치합니다. 강화외성 최남단에 자리

는 덕포진이라는 요새와 함께 급류가 흐르는 염하 하구를 지키는 중요한

한 진으로 해상으로 침입하는 외적을 막기 위해 조선 효종 때 구축한 요새

요새 중의 요새입니다. 덕진진은 사적 제226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숙종

입니다. 1866년(고종 3)에는 천주교 탄압을 구실로 침입한 프랑스함대와

때 축조된 용두돈대, 강화도 제1의 포대였던 남장포대, 대포 10문이 설치

공방전이 있었고(병인양요), 1871년(고종 8)에는 통상을 강요하며 내침

된 덕진포대가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왼쪽으로 광성보, 오른

(신미양요)한 미국 로저스의 아세아 함대, 그리고 1875년에는 일본군함

쪽으로 초지진을 두고 그 가운데 있어 상호 연락이 수월했던 것으로 생각

운요호(雲揚號)와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됩니다.

초지진에는 초지돈, 장자평돈, 섬암돈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 돈대들은

병인양요 때는 양헌수 부대가 밤의 어둠을 타고 이 진을 거쳐 삼랑성으로

숙종 5년에 함경도, 강원도, 황해도의 승군 8천 명과 어영군 4천3백 명을

들어가 프랑스군을 격파하였습니다. 신미양요 때는 미국함대와 치열한 포

동원하여 40일에 걸쳐 49개의 돈대를 축성할 때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격전을 벌였으나 화력의 열세로 남장포대와 덕진돈대는 파괴되었습니다.

이때 9개의 포대도 축조되고 초지진의 남쪽 진남포대에는 대포 12문이,

미군이 점령하고 보니 60좌의 대포가 포좌에 그대로 있었고, 수비군은 한

초지진 앞의 대황산 황산포대에도 대포 6문이 설치되었으나, 현재는 초지

명도 도망하지 않고 장렬히 전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성곽과 문

진만이 남아 있습니다.

루는 1976년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의 초지진은 1976년에 복원된 것으로 사적 제255호로 지정되었습니

성문인 공조루(控潮樓)를 지나면 강화 최대의 포대인 남장포대가 왼쪽에

다. 내부에는 높이 약 4m에 장축이 100m쯤 되는 타원형 돈대입니다. 대

강화해협을 두고 도열해 있는데 남장포대를 지나 계단에 올라서면 탁 트인

포 1문이 포각 속에 전시되어 있고, 3개의 포좌와 100여 개의 총좌가 있

덕진돈대가 보이고 그 아래 계단으로 내려가면 바다를 향해 경고비가 세워

습니다. 1973년에 복원한 이곳의 석축 한편과 노송 중간에는 당시의 포

져 있습니다. 1867년 대원군의 쇄국정책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 바다의 척

탄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으며, 초지진 내에는 당시 일본 함대에 포격을 가

화비라고도 부르는 이 비석에는 ‘海門防守他國船愼勿過(해문방수타국선

한 대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대포는 길이 2.32m, 입지름 40cm의 거

신물과)’ 즉, ‘타국선은 어떠한 경우라도 함부로 이곳을 통과할 수 없다’는

포로 식민지 때에 일본 고관이 뜯어다 자기 별장에 기둥 밑받침으로 썼습

내용의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니다. 해방 직후 수도경찰청장을 지낸 장택상이 되찾아서 현관 기둥으로
보관하다가 그의 아들이 초지진 복원소식을 듣고 기증해서 오늘까지 남
게 된 유물입니다.

을 안내했습니다. 광성보를 지날 때 거센 물결로 뱃길이 막혔고 왕이 손돌
을 첩자로 의심하여 처형하라 명했습니다.

용두돈대

손돌은 이곳 지형이 원래 그러하며 바가지를 띄워 바가지가 떠가는 대로

광성보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용두돈대는 그 모양이 용머리처럼 길게 쑥

가면 뱃길이 트일 것이라고 일러준 후 처형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고요한

내민 형상이라 붙여진 이름입니다. 부드러운 암반의 곡선을 따라 세워져

물길에서 배가 나가지 못하고 제 자리에서 뱅뱅 돌며 침몰하려고 하자 왕

마치 서양의 성벽을 연상시키는 천연교두보로 물이 빠지고 나면 건너뛰어

은 별수 없이 손돌이 일러준 대로 하고 나서야 무사히 강화에 도착할 수 있

도 될 듯한 좁은 강폭이 됩니다. 용두돈대 앞의 염하 건너 동남쪽으로 보이

었다고 합니다.

는 것이 덕포진이며 그 언덕 위에 손돌의 묘가 있습니다.

침몰위기에서 손돌의 지시대로 위험을 넘긴 왕은 뒤늦게 후회하고 나중에
손돌의 제사를 크게 지냈다 하며 그 뒤부터 사람들은 덕진진 앞의 좁은 물
길을 손돌목이라 불렀습니다. 지금도 김포시에서는 음력 10월 20일 손돌
의 제사를 지냅니다. 해마다 손돌이 죽은 날쯤에는 큰바람이 불어 손돌의
넋이 아직도 그곳에 있음을 암시한다고 해서 그 바람을 ‘손돌바람’이라고
부릅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손돌의 제사 이틀 전엔 억울하게 죽은 한 때
문인지 항상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는데 입시한파와 맞아떨어져 강화도 사
람들은 이맘때 추위를 ‘손돌의 입시한파’라고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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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기

조선의 국방

군사들의 무술연마장

연무당

연무당(鍊武堂)은 이름 그대로 무술을 닦는 연병

축을 핑계로 예포를 발사해서 우리 사절단의 기

장입니다. 진무영(鎭撫營)이라고 부른 열무당(閱

세를 꺾으려고 하는 등 잔꾀를 부립니다. 이후 몇

武堂)이 비좁아 훈련하기 힘들게 되자 1870년

번의 교섭회의 끝에 2월 16일 이곳 연무당에서

(고종 7)에 연무당을 설립합니다. 연무당은 이곳

조인식이 이뤄집니다. 그날도 8척의 군함이 갑

저곳 옮겼는데 이곳 연무당에서 1876년 일본과

곶 앞바다에서 무력시위를 했고 연무당 앞에서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병자수호조약)을 체결

는 공포(空砲)를 쏘아 공포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하고 부산, 인천, 원산을 개항해야 했습니다.

합니다. 이 조약이 이뤄진 후에는 미국을 비롯해

우리나라가 쇄국정책으로 빗장을 단단히 걸어 닫

서 독일, 영국과도 조약을 맺으며 통상을 시작했

고 있을 때 일본은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끌고 온

습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개화를 꿈꾸었으나 결

함대에 굴복해서 강제 개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국 한반도를 침략할 속셈이었던 일본에 의해 합

러나 적극적으로 서양문물을 받아들여 우리를 넘

병되고 맙니다.

볼 힘을 키웁니다.

연무당의 건물은 없어지고 그 터전만 남은 이곳

미국과 일본이 다른 점은 미국은 일본과 교역을

에 1977년 비문을 세워, 민족의 암울했던 과거

하려는 목적이었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

사를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을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개항을 하고 제
국주의 국가에 속았던 경험을 조선에 적용해 조
약을 맺었습니다. 조선의 자주권을 인정한다는
구절을 앞세워 부산을 포함한 세 곳의 항구를 개
항하라는 것, 해안의 측량권과 일본인이 거주하
는 조계지 확보가 조약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조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제 침탈할 목적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당장 불리한 내용은 7년 동안 일본 상인들에게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쌀이
값싸게 반출되고 석유 같은 물품이 비싸게 들어
와도 두 손 놓고 있어야 했습니다.
조약의 예비회담은 해군사령부에 해당하는 진무
영에서 진행됩니다. 1차 교섭회의를 할 때는 황
산도 앞에 정박했던 일본군함이 일본의 명절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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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최전방 사령부

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유수가 겸임하는 진무사 밑에 정3품의 중군 1

진무영

나중에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명과 군관을 두었고 병력은 포군(砲軍)을 중심으

동북아의 어지러운 정치 질서에서 나라를 지키

로 3,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기 위해서 강화도의 진무영은 한시도 긴장을 늦

이들을 운영하는 경비로는 사복시의 세납전을 비

출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청국과 몇 번 갈등

롯하여 많은 재원이 할당되었습니다. 특히 1871

이 있었지만 노련한 정치가였던 숙종에 의해 무

년 김병학의 건의로 심도포량미(沁都砲糧米)라

사히 넘어갑니다.

는 특별세를 제정하여 경비에 충당하게 했습니

외적의 침입 가능성이 줄어들자 1728년(영조 4)

다. 이 같은 진무영의 강화는 일종의 상비방어군

이인좌의 난 이후 강화의 방어 전략이 왕실의 피

을 마련하여 연해지방 수륙군의 병력을 통일된

난처에서 도성을 수비하는 외곽방어 형태로 바뀝

명령체계 하에 조직하고 훈련시키는 동시에 기

니다. 이에 따라 영·정조 때에 진무영은 수도 방

타 방어시설의 구축과 설치에도 중심적 구실을

어역할을 하게 되나 큰 활동은 없었습니다.

하게 하여 수도방비에 만전을 다하려던 데서 나

그러나 고종 3년 병인양요 이후 외국선박의 침

온 것입니다.

입이 잦아지자 진무영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됩니

이렇게 우리 국방에 큰 역할을 한 진무영은 터만

다. 조정에서는 진무사의 지위를 정2품 아문(衙

알려진 채, 사진 몇 장만 남아 있을 뿐 건물은 사

門)으로 승격시키고 기구를 대폭 강화합니다. 강

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진무영(鎭撫營)은 맨 처음 강화도조약이 협상되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자리이기 때문에

다. 국내에서는 우리에게 수치를 주었던 청나라

●

던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

왕이 신임하는 사람만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

가 내란에 휩싸이자 집권 세력이던 남인들이 북

<천주교 인천교구

서 1678년(숙종 6)에 창설된 전방사령부입니다.

습니다. 때문에 가장 큰 세력이던 노론 측 인사

벌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일찍이 효종의 북벌

진무영은 지금까지의 군사체계를 바꾸어 진무영

중에서 발탁되어 유수를 역임한 뒤에는 군의 고

정책을 알고 질책했던 청나라는 조선에 의심을

의 우두머리인 진무사를 강화유수가 겸임하고 왕

위직을 거쳐 정승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노른자

품고 압록강 근처에 군대를 보내는 등 또 한 번

이 직접 관할합니다. 강화유수는 강화도를 다스

위 벼슬자리였습니다. 다른 마음을 먹으면 왕권

침략할 뜻을 보입니다. 이에 다급해진 숙종이 자

병인박해 때

리는 행정직책뿐만이 아니라 진무영과 통어영을

에 도전할 수도 있는 막강한 강화유수에게 왜 최

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진무영을 설치하게

4명의 천주교 신자가

겸하는 지위였습니다. 오직 왕의 명령만 받을 뿐

전방 사령부의 우두머리인 진무사라는 자리까지

된 것입니다.

직속상관인 총융청이나 경기관찰사의 명령 없이

겸하게 했을까요.

안팎으로 위기에 처했던 숙종은 청나라 황제 강

군령권을 장악하여 단독으로 수륙 통합작전을 펼

왜란과 호란을 겪은 뒤에 효율적으로 국방을 강

희제에 의해 삼번의 난이 진압되자 경신대출척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자리가 된 것입니다.

화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삼번

(庚申大黜陟)으로 북벌을 주장하던 남인들을 쫓

이 순교를 기리고자

원래부터 강화유수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위상

(三藩)의 난’이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삼번

아냅니다. 또한 이 사실을 사신을 통해 청나라에

2004년 강화성당 내에

을 가진 관직으로 지방행정관이 아닌 경직(京職)

의 난은 명나라 장수 출신으로 청나라에 투항한

알려 북벌 의심을 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마

성지를 조성하고

으로 전환되었고 국가의 외교·군사·안보를 의논

오삼계를 비롯한 번왕들이 청나라에 반항해서

도주가 알려온 첩보에 조정은 또다시 충격을 받

9월15일에

하는 비변사(備邊司)에 강화유수가 불참하면 회

일으킨 난입니다. 또한 타이완을 중심으로 반청

게 되는데 반청복명을 주장하며 타이완에서 활

의가 열리지 않을 정도로 강화유수의 위치는 상

복명 활동을 하던 정성공(鄭成功)의 후손들 배

동하는 명나라 유민세력이 조선을 침범할 계획

당했습니다.

가 우리 바다에 자주 출몰했던 것도 이유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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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무영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첫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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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무선 경보망,

봉천대

봉천대에는 구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려

돌에는 지름 10cm 정도의 술잔같이 파인 홈에

때 평장사(平章事)를 지낸 봉천우(奉天祐)가 선

물이 고여 아무리 가물어도 그 물이 마르지 않

조를 태어나게 한 강화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

더니 봉천대가 훼손되자 물이 말랐다고 합니다.

해 대(臺)를 쌓고 하늘에 제를 올렸는데 쇠붙이

조선 인조 때(1633년) 봉수대로 활용하기 시작

로 양·돼지·소·말을 만들어 돌함에 넣고 쌓았

해 전국에 662여 개소의 봉수대 중에 봉천대처

습니다.

럼 크게 쌓은 것은 하나도 없었고 축성 방식 또

봉천대에 신명이 깃들어 있어 등정하려면 기와

한 독특한 것으로 보존 가치가 있습니다. 세월

파편 조각을 단혈에 놓고 절을 한 다음에 올라

이 흘러 한쪽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수하여 오

가야 무사했다고 합니다. 어떤 자매는 대 위에

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봉천대가 있는 산의 이름은 봉천산(奉川山)으

서 부정한 말을 했다가 갑자기 천둥 번개 치는

그럼, 봉수대란 무엇일까요. 봉수라는 것은 밤

로 해발 291m의 높지 않은 산이지만 멀리 북

소리에 놀라 뛰어내리다 죽었으며 그 자매의 묘

에는 횃불, 대낮에는 연기를 피워 신호를 보내

한 땅이 보일 정도로 탁 트였습니다. 하늘을 받

가 북쪽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는 것을 합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전국에 깔린

든다는 뜻으로 보아 마니산 참성대와 마찬가지

봉천대는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8호로 지정되

봉수대는 다섯 개의 라인을 거쳐 보고합니다.

로 봉천대에서도 하늘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을

었는데 높이 5.5m, 밑넓이 72㎡로 하음 봉씨

봉수대는 태종 6년에 세워져 1894년 갑오개

까 생각하겠지만 그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봉

들이 모여 조상을 기리는 제사를 지냈고 조선

혁 때 봉수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약 오백 년

천대는 하음 봉씨 가문에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

시대 중엽에는 봉수대로도 썼다고 합니다. 봉천

동안 전국의 비상사태를 가장 빨리 알리는 무선

는 자리였습니다.

대 바로 앞에 봉천대의 네 귀 밑돌 중 동남방 밑

경보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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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봉수대가 국방요충지 산봉우리에 배치되

지 확실히 모르지만 적군이 국경 근처로 몰려오

을 때는 봉군 연락병이 다음 연락처까지 달려

어 있었는데 봉화를 직접 올려보고 봉수대 자

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봉화가 네 개가 올

가 직접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만약 봉화가 끊

리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통신 전문가에 의하

라가면 북쪽의 오랑캐나 남쪽의 왜적이 우리 땅

긴 봉수대가 발생하면 그곳 봉졸은 변경으로 쫓

면 봉수대가 있던 자리는 하나하나가 레이더

을 침략했다는 것입니다. 봉화가 다섯 개 올라

겨나고, 적이 나타나도록 봉화를 올리지 못하면

를 설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치밀하

가면 군인들은 창검을 들고 싸울 채비를 하고

목을 베었습니다. 거짓으로 봉화를 올리는 경우

게 계산되어서 만든 거지요. 이렇게 전국 다섯

백성들은 피란 갈 준비를 합니다. 적과 아군 사

에도 물론 사형이었습니다. 봉홧불에 나라의 안

방향에서 올라온 연락을 서울 남산 경봉수대에

이에 전투가 벌어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보가 달려 있으니까요.

서 마지막으로 받는데 별일이 없어도 매일 봉

이곳 봉천대 봉수를 예로 들겠습니다. 멀리 교

적군이 침입하면 봉화를 올리고는 뒤이어 봉군

화를 한 차례씩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

동도 화개산 정상에 있는 봉수대에서 횃불이 올

의 대장이 가까운 역참을 직접 찾아가서 자세한

과를 매일 저녁 지금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병

라오면 그 숫자를 세어 봅니다. 하나면 봉천대

상황을 보고해 다음 역참으로 알렸습니다. 그러

조에 보고하면 다음 날 아침 임금에게 아뢰었

에서도 하나의 횃불을 피우고, 강화 남산 정상

면 역졸들은 말을 타고 다음 역, 또 다음 역으

다고 합니다.

에 있는 봉수대에서는 그 횃불을 보고 하나의

로 릴레이식으로 서울에까지 자세한 상황을 전

어떤 상황인가 알리는 신호는 봉화를 몇 번 올

횃불을 피웁니다. 만약 교동도에서 두 개를 올

달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12시간이면 정

리는가에 있습니다. 다섯 개의 봉수대에서 횃불

렸다면 봉천대, 남산에서도 두 개가 올라가게

황을 전달할 수 있었다고 하니 강화 앞바다에서

이 한 개만 오르면 ‘오늘 아무 일 없습니다.’라고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임금이 있는

일이 벌어지면 서울에서 한 시간도 못 되어서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개가 올라가면 머리

서울로 상황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상황을 알 수 있던 것입니다.

털이 바짝 섭니다. 적에게서 이상한 동태를 발

비가 무지하게 쏟아지거나 해서 봉화가 보이지

견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군

않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봉수대에는 봉수를

비상사태죠. 봉화가 세 개 오르면 훈련인지 뭔

지키는 봉군이 있었습니다. 봉화를 올릴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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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세월을
넘어서

강물이 어울려 제비꼬리로,

연미정(燕尾亭)이라는 정자 이름은 이곳 지형과

이는 이 정자를 목표로 배를 저었습니다. 정자 아

연미정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

래 선착장에 모인 뒤에는 만조(滿潮)가 되기를 기

여 그 한 줄기는 서해로, 또 한줄기는 강화해협으

다렸다가 한강으로 올라갔습니다. 썰물 때는 물이

로 흘러 그 모양이 마치 제비꼬리 같다 하여 제비

빠져나가는 흐름이 눈에 보일 정도로 물살이 거

‘연(燕)’, 꼬리 ‘미(尾)’ 해서 연미정이라 이름 지은

세 뱃길에 조심해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것입니다.

정자에 오르면 북으로는 개풍군, 파주, 동으로는

강화8경 중 3경에 해당하는 곳이지만 정묘호란

김포 일대가 한눈에 들어와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인 1627년(인조 5) 청국과 강화조약을 체결한

수 있습니다. 교통지일 뿐 아니라 국방에서도 꼭

치욕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장소입니다. 이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

연미정은 물길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예

이기 때문에 여러 물길을 통해 들어오는 외적을

전에는 서해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선박이 멀리 보

감시하는 초소로 가장 좋은 위치이기 때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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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미정의 최초 건립 연대는 확실치 않습니다.

조선 후기 인조 때 청국이 두 번 쳐들어와 왕실이

다만 고려 고종 때 이곳에서 구재(九齋)의 생도들

피신한 것도 바로 이곳 강화도였습니다. 1차 침입

을 모으게 해서 여름 강습회를 열었다는 기록으

인 정묘호란 때는 인조가 이곳 연미정에서 형제

로 보아 몽골의 침입으로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

의 맹약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지만, 병자호란 때

을 때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는 천혜의 요새를 믿고 방심한 나머지 뗏목을

연미정은 조선시대 삼포왜란 당시 왜적을 무찌르

타고 갑곶나루를 건너온 청국 군대에게 패배합니

고 1512년 함경도 지방 야인(野人)들의 반란을

다. 그 결과 남한산성에서 농성하던 인조가 치욕

진압하는 등 국가에 공로가 많은 황형(黃衡) 장군

스러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에게 조정에서 하사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임진

이런 고난의 역사를 함께한 연미정의 구조는 정

왜란과 병자호란 때 대부분 파손된 것을 1744년

자 주위로 석축이 둘러쳐 있고 팔작지붕 겹처마

강화유수 김시혁이 중건했습니다. 여러 차례 보

로 10개의 기둥에 지붕을 얹은 민도리집입니다.

수했다가 6·25전쟁 때에 또 파손된 것을 중수했

정면 3칸, 측면 2칸에 면적은 사방 8m이고 바닥

고, 1976년 강화 중요 국방유적 복원 정화사업으

은 보통 정자에서 보이는 나무가 아니라 평평한

로 현재와 같이 복원합니다. 서남쪽 모서리의 기

돌을 깔았습니다. 이곳이 시조나 읊는 문사들의

둥은 6·25전쟁 때 포탄에 맞아 세 동강 난 것을

한가로운 정자가 아니라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붙여 다시 세운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유형문화

없는 군사시설임을 보여줍니다. 정자 앞의 느티

재 제24호로 지정되었는데 현재 소유주는 황형

나무는 수령이 500년 된 것으로 멀리서 보면 정

장군의 후손인 황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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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힐 듯 가까운 북한,

강화평화전망대

황형 장군의 비석
비석에는 고공신장무공황형택(故功臣莊武公黃衡宅)이라고 새겨져 있습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곤 했답니다. 그러다 어떤 날 하인을 시켜 동네 아이

니다. 중종 때 공신인 장무공 황형 장군의 집이라는 뜻이지요. 황형 장군

들을 불러 모으고는 볶은 콩을 나누어 주면서 어린 소나무 묘목을 바닷가

은 병마절도사, 오위도총관 같은 무관 고위직을 맡으면서 북쪽의 여진족과

에 옮겨 심게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싫증을 느끼면 편을 갈라 전쟁

남쪽의 삼포왜란을 진압하는 등 30여 년 동안 국방에 헌신한 공으로 장무

놀이를 해가며 소나무 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의아해서

경기도와 강화도가 같이 있는 지도를 보면 경기도 전체의 모습과 강화

공(莊武公)이라는 시호를 받고 이 근처 전답과 연미정을 하사받았습니다.

물으면 소나무가 자라면 나랏일에 쓰일 것이라고만 대답했다고 합니다.

도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경기도 북

가까운 곳에 황장군의 사당이 있어 매년 추모제를 지내는데 나라에서 불천

그 후에도 황 장군의 소나무 심기는 계속되어 몇 년 뒤 장군이 세상을 떠날

쪽이 휴전선으로 민간인 통제구역이듯이 강화도 최북단인 제적봉도

지위신위(不遷之位神位)로 봉안 받아 장소와 시간을 옮기지 않고 대대로

때쯤 솔밭이 수십 리에 이르게 되었고 70여 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

우리 해병대가 주둔한 최전선입니다.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유교 학자 중에 불천위가 많이 있으나 무

다. 선조 임금이 의주로 피난을 가고 온 백성이 군의 침략으로 많은 고통을

강화평화전망대에 들어서면 분쟁과 평화의 팽팽한 기 싸움을 보는 기

인 중에는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서 몇 분만이 이런 명예를 갖고 있으니 황

당합니다. 이때 의병장 김천일이 왜군에게 점령된 서울을 되찾으려는 준비

분에 휩싸입니다. 전쟁 참상과 흔적을 확인하면서 강화 국방체험을 하

장군의 공로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를 시도합니다. 강화도에 들어와서 병력을 이동시키기 위한 배를 만들려고

고, 남북한의 군사력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따금 발생하는 북한의

황장군의 위용에 대해 전설처럼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낙향한 후에 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난리 중이어서 나무를 찾지 못하고 애만 태웠는데 고

군사도발이나 남북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을 실감하게 합니다. 그런

곳 연미정에서 바둑을 즐겼는데 바둑돌 놓은 소리가 갑곶진까지 들렸다는

을의 한 노인이 김 장군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황 장군이 심어 놓은, 이

가 하면 전망시설에서는 전방으로 해안가를 건너 흐르는 예성강, 우측

것입니다. 정자 난간에 기대어 기침하는 소리에 강 건너 보습구지 마을 개

제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숲을 이룬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의 개성공단을 볼 수 있습니다.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하는 지역을 경

도 놀라 짖었다고 합니다. 장군의 호기로움을 알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김 장군은 소나무 숲의 유래를 듣고는 크게 기뻐하고, 황형 장군을 칭송하

계로 이어지는 김포 애기봉 전망대와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있습

또 오랜 세월 남과 북의 외적과 싸운 경험이 풍부한 장군의 선견지명을 알

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황 장군의 선견지명은 조선의 큰 학

니다. 좌측으론 중립지역인 나들섬 예정지와 연백군이 있어, 북한주민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장군은 나이 60세가 넘어 이 근처에 집을 짓고

자 율곡 이이 선생이 왜구의 침입을 미리 내다보고 십만양병설을 주장했던

의 생활모습과 선전용 위장마을, 개성공단 탑, 송악산, 각종 장애물 등

살 때 자신의 정자인 연미정에 와서 유유히 흐르는 강을 내려다보며 항상

것보다 수십 년이나 앞서 있었습니다.

을 두루두루 조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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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봉은 제압한다는 뜻인 제(制)와 붉을 적(赤)

로 몰아넣었습니다. 일제의 통치에서 풀려나 이

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산군을 제압하는 봉우리

제 살았나 했는데 국토가 반으로 갈라져 70년

라는 뜻이었습니다. 1970년대 김종필이 국무

가까이 남 아닌 남으로 살아왔고 부모형제가 헤

총리 시절에 와서 제적봉이라고 이름 붙인 것

어져 그리워하는 세월이 이어졌습니다.

입니다. 제적봉에서는 북한이 아주 가깝게 보입

그러나 긴장은 팽팽할수록 새로운 국면과 현상

니다. 북한까지 2~3㎞밖에 되지 않아서인데 강

을 낳습니다. 북녘땅이 바라다보이는 곳에 ‘彼

원도에 있는 통일전망대에서는 금강산에 가로

恨(피한)’이란 두 자를 쓴 입석이 있습니다. ‘彼’

막혀 일반인들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과 대조

는 저 ‘피’자이니 저 북한 땅을 가리키는 말이

적입니다.

고, ‘恨’은 그곳을 바라보는 마음 속의 한(恨)이

제적봉은 같은 핏줄을 나눈 우리의 형제가 서로

니 가족을 두고 온 어느 실향민이 천추의 한(恨)

의심하고 증오하며 붙인 슬픈 이름입니다. 한국

을 두 자로 새겨놓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피

전쟁은 남과 북을 지나친 체제경쟁의 소모전으

눈물의 세월을 삭이며 상봉의 그날을 기다리다

이제는 만남의 장도 마련되고 살벌하게만 대치
하던 이곳에서도 북쪽을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
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북한을 적대시해서 제적봉이라고 이름 지은 이
곳에 평화전망대를 세운 것은 북쪽에 고향과 부
모형제를 둔 이산가족에게는 아쉬움을 달래는
위안소입니다. 또한 반 동강 난 민족과 영토를
하나로 통일하라는 의지를 북돋우는 뜻 있는 학
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긴장과 분쟁
의 소모전을 넘어 이제 한반도는 이완과 평화의
시대로 넘어가는 대전환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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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강화자연사박물관
강화자연사박물관의 많은 유물은 금속 공예가이

석, 광물을 합친 전시물 총 20만 점 가운데 절반

자 조각가인 이종옥 선생의 은암자연사박물관에

이 조개를 중심으로 한 바다 동물이었습니다. 이

신세 지고 있습니다. 그는 50년 가까이 세계 60

러한 은암자연사박물관의 전시물들은 현재, 강화

여 개 나라를 돌며 수집한 10만여 점의 표본과 자

도의 자연과 지형적 특색을 살린 자연사박물관에

료를 모아 2001년 강화에 국내 최초의 사설 자연

녹아들어 재구성돼 있습니다.

사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꼽은 은암

자연사박물관을 관람하고 갯벌을 둘러보거나 갯

자연사박물관의 중요한 특징은 전시물 모두가 모

벌체험 후 이곳에 들러 전시물들을 보는 테마 여

형이 아닌 살아 움직이던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행을 계획해도 좋을 것입니다. 박물관 관람 후 야

인도양 앞바다에 분포한 닭 벼슬 모양의 굴, 남미

외로 나오면 고인돌을 감상할 수 있으며 역사박

의 울창한 산에 사는 헤라클레스 투구벌레, 중국

물관이 건너편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등지에서 생활하는 백올빼미 등 세계 각국에 서

로 지정된 갯벌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

식하는 희귀한 패류를 비롯해 곤충·나비류·조류·

돌이 분포한 강화도는 섬 자체가 ‘살아 있는’ 자연

동물류 그리고 화석류 등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

사박물관이며 지붕 없는 역사박물관이기도 해서

어 신비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던 곳이었습니다.

몇 번을 방문하더라도 늘 새로운 이벤트가 기다

이밖에도 뼈고둥이나 트럼펫고둥, 국화조개 등 수

리고 있습니다.

많은 어패류가 전시관을 채워 동식물 표본과 화

●

박물관은 오래된 유물을 전시하는 곳이라는 생각

박물관, 태백의 고생대자연사박물관, 부산의 해

관이 인류사에 기여하는 최소한의 이유는 될 것

에서 벗어나 각종 문화나 생태계를 체험하는 장소

양자연사박물관 등 자연사박물관으로 유명한 곳

입니다.

라는 인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스미스

들이 있지만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아직 없습니다.

박물관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소니언 자연사박물관, 영국 런던자연사박물관 등

강화자연사박물관은 산업화, 도시화로 오염되어

들어오는 것이 로비에 전시된 향유고래 골격입니

세계의 유명한 자연사박물관은 아주 오래전에 설

가는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일상에서 자연과

다. 2009년 1월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에서 좌초

다양한 지질광물,

립되어, 관람객에게 생물의 다양성을 관찰하고 환

생명을 생각해볼 공간으로 2015년 문을 열었습

된 고래로 발견 당시 전체 길이 14.5m, 무게 20

각양각색의 생물들은

경보전 의식을 키울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이렇

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속한 태양계의 탄생, 지

톤이었으며, 해체와 건조 과정을 거쳐 제작한 골

특별한 주제로 나누어

듯 자연사박물관은 이러한 교육적 기능 외에 각종

구를 구성하는 다양한 광물, 생물 등으로 나누어

격입니다. 1층 전시실은 태양계의 탄생부터 시작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유치로 관광객 유도 효과를 가져와 효자

전시하고 있으면서도 강화의 환경적 특성을 살려

해 생명이 생겨나고 환경에 적응하는 가운데 인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서

놓았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넘어 지구의 역사, 우

류가 진화해온 과정을 보여줍니다. 2층은 <생태

울의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공주의 계룡산자연사

주의 역사로 시야를 확장해 나가다 보면 한없이

계와 먹이그물>, <종과 집단을 유지하는 번식>,

왜소해지는 인간의 실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위장과 모방>, <강화갯벌>, <생물의 이동>이라는

럴 때면 인간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5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화갯벌에서 서

가.’라는 폴 고갱의 그림 제목처럼 근원적 물음을

식하는 철새를 비롯하여 다양한 동식물이 전시되

던지며 겸허해집니다. 이것만으로도 자연사박물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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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에서 갯벌은 자연환경이면서 국방과도

화도 남부지역에서 석모도(席毛島)·볼음도(乶

관계가 있습니다. 갯벌이란 조수간만의 차이에

音島) 등의 주변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갯벌이지

따라 하루에 두 번 주기적으로 밀물 때에는 바

요. 썰물 때면 해안선으로부터 바다를 향하여 갯

닷물로 열렸다가 썰물 때에는 육지로 드러나는

벌이 열리는데 조석간만의 차이가 7.3m입니다.

연안을 말합니다. 바닥이 모래와 뻘(펄)로 이루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뭍

어진 평평한 지역이지요. 그 갯벌이 뻘이 많으

의 기름진 물질을 싣고 내려가는데 썰물 때가 되

면 뻘갯벌, 모래가 많으면 모래갯벌이라고 하고

면 파도가 가는 모래나 흙을 강화 바다로 실어와

모래와 뻘이 섞여 있으면 모래뻘 갯벌이라고 부

퇴적되고, 밀물 때에는 그 좋은 물질을 파도가

릅니다.

잔잔한 섬 주위로 실어가 쌓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곳은 무인도를 아울러 강화 해안 갯벌이 총 4

쌓인 것이 강화도 면적의 25%가 됩니다.

저어새 같은 천연기념물 12종과 보호종 160여 종 등

억 4,816만 2,215㎡에 이르는 구역입니다. 강

저어새 같은 천연기념물 12종과 함께 보호종

6만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
강화 갯벌은 생물자원의 보고로,

저어새가 노는

세계 5대
강화갯벌

110종 등 6만여 마리가 이 지역에 서식하고 있
습니다. 이렇게 강화도 갯벌은 생물자원의 보고
입니다. 철새들이 찾는 시기는 대개 4월에서 6
월 사이, 8월에서 11월쯤입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인도네시아, 호주로 긴 여행을 떠나기에 앞
서 이곳에 보름 정도 머물며 긴 부리로 게와 조개
를 먹어 충분히 영양을 보충합니다.
천연기념물 ‘저어새’는 숟가락처럼 생긴 부리를
좌우로 저어가며 먹이를 찾는데 부리가 밭을 가
는 쟁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가리새’라고도 합
니다. 몸 길이는 73.5㎝이고 부리는 14.5㎝에
서 19.3㎝ 사이입니다. 부리에서 눈앞까지는 검
은색이며 뒷머리에는 황갈색의 긴 댕기 같은 장
식깃이 있으며 여름에는 깃이 흰색을 띱니다.
저어새는 2000년 현재 한국과 대만 등 동남아
시아 6개국에서 동시에 조사한 결과 전 세계에
660마리가 생존하는 희귀 새입니다. 강화갯
벌 지역이 이 희귀 새의 번식처로 밝혀졌습니
다. 1999년 1월 홍콩과 대만에서 저어새 4마
리를 포획해 인공위성 추적 장치를 부착해서 이
동경로를 추적해보니 강화군 서도면(西島面) 소
재 무인도인 석도가 이들의 집단 번식지로 드러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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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새’는 1968년 천연기념물 제205호로 지

보호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한국에서 갯벌이 천

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어새 번식지인 강화갯

연기념물로 지정된 첫 번째 경우이고, 이렇게 넓

벌은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

은 구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처음 있는 일입

다. 저어새의 번식지이자 각종 철새의 이동경로

니다. 갯벌 보전의 시발점으로서, 환경 측면에서

에 위치한 강화갯벌은 철새의 먹이 취득과 휴식

도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장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므로 적극적

갯벌 생물을 한 눈에

갯벌이 관광지로 각광을 받게 되어 사람들의 발

또 갯벌센터는 센터 건물뿐 아니라 그 주변 갯벌

강화갯벌센터

길이 잦아졌습니다. 생태환경의 변화로 갯벌은

을 포함하여 철새 도래지의 탐조대는 물론, 갯벌

점점 오염되거나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인천광

주변에 학습장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환경친화

역시는 이를 염려하여 마니산 남쪽 강화군 화도

적 갯벌 연구교육문화센터라는 개념을 적용해

면 여차리에 강화갯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

갯벌에 대한 모든 자료를 홍보하고 있으며 갯벌

고 있습니다. 갯벌센터로 가는 길가에는 희귀한

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갯

새들의 모형을 만들어 놓아 자연학습장의 역할

벌센터는 갯벌의 희소가치와 생태적 가치를 살

도 하고 있습니다.

려 국내외 관광객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갯

갯벌센터 입구는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가족 상’

벌 인근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경제적 안정에 기

이 있습니다. 갯벌의 대표 새라고 할 수 있지요.

여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지하와 지상 2층 건물로 구성되었습니
다. 지하 다목적 영상실에서 영상물을 상영하
고, 그 앞에 망원경을 구비한 전망대가 있어 자
연의 실태를 직접 볼 수 있게 했습니다. 1, 2층에
는 갯벌과 철새 관련 각종 자료를 전시하여 생
물자원의 보고인 강화도 갯벌에 대한 이해를 돕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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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디 붉은

해마다 정월 초하루가 되면 동해안으로 해돋이
구경을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열차에 사람

장화리
노을

들이 꽉꽉 차서 밤새 동해안으로 가서는 새벽에
덜덜 떨면서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립니다. 어제
의 아침 해와 오늘 해가 다를 것이 없는데 신년
초하루에 뜨는 해는 더 특별한 모양입니다. 동
해에 이런 해돋이가 있다면 서해에는 해넘이가
있습니다. 해돋이가 탄생의 기쁨을 나타낸다면
해넘이는 무르익은 노년을 닮았습니다.
강화도 장하리 낙조마을은 한때 버드나무들이
빼곡했다 해서 버드러지 마을이라고도 합니다.
낙조가 밀물 때는 바다를, 썰물 때면 갯벌 전체
를 물들입니다. 어떤 이는 이 장하리의 해넘이
가 아름답지만 슬프다고 하는데 사실 일출과 일
몰은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밤을 두고 매일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장하리의 낙조는 처절한 아름다움으로
머지않아 어둠이 있을 것을 알고 지나온 인생을
되새겨보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
장화리 해변에서 바라보는 낙조는 밀물 때 바다를,
썰물 때 갯벌 전체를 붉게 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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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수도권 해수욕장 1번지

함허동천

동막해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 가족 단위

니다. 검은 개흙을 뒤집어쓰고 기어가

의 여름 휴가지로 소문나 있으며 갯벌

는 칠게, 가무락, 쌀무늬고둥, 갯지렁

이 발달해 있으면서도 백사장이 넓게

이가 사는 갯벌은 또 다른 세상을 펼

펼쳐진 해수욕장입니다. 해변을 둘러

쳐 보입니다.

싼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어 주변경관

가까이 있는 분오리 돈대에 오르면,

도 뛰어납니다. 밀물 때에는 해수욕을

강화의 남단갯벌이 한눈에 보이고 멀

즐기고 썰물 때는 갯벌 생물을 관찰할

리 인천국제공항도 조망권으로 들어

수 있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곳입니

옵니다.

다. 강화남단에 펼쳐진 갯벌은 무려 1
천8백만 평이며 물이 빠지면 직선 4㎞
까지 갯벌로 변해 동막해변과 이어집
함허대사는 유학자 출신으로 유교·불교·도
교가 따로 떨어진 셋이 아닌 하나라는 인식
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선 건국 주체세
함허동천은 빼어난 산세에 거대한 너럭바위

력인 유학자와 조정 관료들은 고려 멸망 원

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위들을 넘

인을 불교로 지목하고 불교를 탄압합니다.

나들며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장관을 이루

그는 불교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현정론(顯

어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계곡 한켠

正論)」을 집필해 유학자들을 감동시키고 마

200m에 달하는 암반 위에 함허대사가 썼

침내 억불정책을 약화시켰습니다.

다는 함허동천(涵虛洞天) 네 글자가 남아 있

유불선(儒佛仙)이 하나라는 함허대사의 사

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 잠겨

상은 원효의 화쟁사상이나 보조국사 지눌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함허대사의 고결한

의 조화사상과 맥을 같이 하는 이론이었습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니다. 훗날 서산대사에게 이어져 서산이 승

함허대사가 정수사(精修寺)를 중수하고 이

병을 일으키고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 나

곳에서 수도했다고 해서 그의 당호(堂號)

서게 했습니다. 함허대사는 왕조가 바뀌는

인 함허를 따서 함허동천이라는 이름이 붙

어지러운 세상에서 불교를 지키기 위해 억

었습니다. 계곡 아래에는 한국 최고의 야영

불론자들과 일대 대결을 벌였습니다. 이렇

장으로 꼽히는 함허동천 야영장이 자리 잡

게 조선 불교계를 지키다가 1433년 4월에

아 여름철이면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

“죽음에 이르러 눈을 들어보니 시방(十方)

적입니다. 5개의 야영장 외에 체력단련장·

이 벽락(碧落) 하나 없는데도 길이 있으니

극기훈련장·팔각정·샤워장 등 각종 부대시

서방극락이다.”라는 임종게를 남기고 입적

설을 갖추었습니다. 돌담을 두른 주변의 초

했습니다. 함허대사는 유교 속에서 불교신

가에서 민박도 할 수 있어 사계절 관광지로

앙을 지킨 백성의 스승으로 오랫동안 기억

이름이 높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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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직물의 본산

소창 체험관

강화가 지닌 다채로운 색

문화 체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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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으로 찾아오던 복고가 우리 곁에 상주하기 시작했

왕실에 진상할 직물과 화문석을 밤낮없이 짜야 했고 이러

습니다. 패션, 뮤직, 인테리어뿐 아니라 취미나 레저 같은

한 명성과 전통은 근대로 이어졌습니다. 1910년 김기수

여가생활에서도 옛것은 첨단에 재활용되고 삶의 곳곳에

가 직기를 개량하면서 강화의 전통직물은 대량생산 단계

서 발견됩니다. 이렇듯 레트로(복고풍)를 주제로 하고 빈

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티지를 소재로 삼은 생활이 주목받는 것은 새롭기만 해서

소창 체험관은 1938년에 지은 한옥과 염색공장이 있던

는 더 이상 미덕이 될 수 없게 된 세태를 반영합니다. 소창

옛 평화직물을 2016년에 매입해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체험관은 낡았다고 쉽게 버리지 않는 지속가능 가치가 문

1956년 평화직물을 세운 마진수는 일본 최고의 직물 생

화현상에 반영된 의류 생활사박물관입니다.

산지이던 후쿠이의 공업학교를 졸업하고, 7년 정도 일본

소창은 강화의 전통직물이면서 근대적 직물로 재탄생한

직물공장에서 기술을 연마한 이력이 있습니다. 해방을 전

옷감이었습니다. 면사를 투박하게 짠 소창은 기저귀, 행

후해 공장형 직물산업이 확산되고 강화는 우리나라 소창

주, 이불솜 싸개 등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강화의 소창 직

의 본산으로 자리 잡습니다. 가장 번성하던 1960~1970

조술은 짧게 잡아 400년, 길게는 800년 전으로 거슬러

년대에는 강화의 인구가 현재의 두 배에 이른 적도 있어,

올라갑니다. 강화가 고려 수도이던 시대에 강화사람들은

강화는 갑부의 고장으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Part. 3
볼거리 즐길 거리 가득, 강화 체험

105

Part. 3 Ⅳ. 문화 체험

106

인천, 시간
인천, 공간

이후 합성섬유가 대세로 자리하면서 섬유산업

기’처럼 조금씩 개조되는 미세한 과정을 발견하

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돼 나간 것은 근대의 일입

도시의 명성은 대구로 옮겨갑니다.

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니다. 그러한 과거를 낯설지 않은 일상으로 재

소창 체험관은 한 알의 목화씨가 자라 면직물

동서양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직녀’는 옷감

구성해놓아 오히려 더 낯설게 다가오는 소창 체

로 직조되는 과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스토리텔

짜는 일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험관에서 한 세대 이전의 문화를 체험하며 미

링 해놓았습니다. 씨아와 물레, 베틀 등 전통 도

우리 민요 <베틀가>에 등장하는 신세 한탄 가사

래를 예측해보는 것도 괜찮은 시간이 될 것입

구와 수동직조기, 자동직조기를 전시하고 있습

에서 직물 노동의 고단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니다.

니다. 자동직조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볼

직물 생산은 여성의 몫이었고 한낮의 일이 끝나

수 있으며 소창 손수건 만들기 체험 코너도 있습

면 시작되는 밤의 노동이자 가사노동이었으며

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쓰던 재

가계의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봉틀이 나란히 진열돼 ‘같은 그림, 다른 부분 찾

인간의 3대 과제인 의식주 가운데 ‘의’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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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무늬 왕골,

화문석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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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강화도의 화문석은 품질이 좋기로 인정

다. 그러나 가격 면에서 기계로 짜는 화문석에 밀

받으며,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문양의 공예품으

리는 형편이지만 품질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취향

로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큰 돗자리 외에 꽃삼합 바

화문석은 원래 순백색의 왕골로 만든 무늬 없는

구니세트와 화방석 등이 외국 관광객에게 특히 인

백자리가 효시였는데 그 후 고운 무늬를 놓아 직

기 있습니다.

조하는 화문석(花紋席)을 개발하면서부터 사람들

본래 완초 공예의 정수인 화방석은 오랜 수련과

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도의 기능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공정이 간편하

언제부터 강화도에서 화문석을 짰는지 특정돼 있

고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화방석이 개발된 것으

지는 않습니다. 고려 중기부터 짜기 시작했다고

로 보입니다. 원래 화방석은 꽃돗자리와 등매 두

추측하는데 고려 현종 때 대식국, 지금의 사우디

종류가 있습니다. 꽃돗자리는 하점면을 중심으로

아라비아로 수출하는 품목에 금·은·유리·인삼·

왕골을 재료로 제작하고 등매는 교동면에서 참꼴

합죽선과 함께 화문석이 들어 있었습니다. 송나

풀을 재료로 제작합니다. 모양은 서로 비슷하지만

라 서긍의 「고려도경」에 화문석에 대한 설명이 나

재료에서부터 제작과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다른

와 있고,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특별주문을 받아

과정을 밟습니다.

호랑이 무늬의 화문석을 만들어 진상했다는 기록

꽃돗자리는 백의와 왕골로 엮어가며 무늬를 놓습

이 있습니다.

니다. 또한 등매는 참꼴풀로 가마니를 치듯 다져

화문석문화관은 화문석의 문화적 위상과 예술적

1800년대에 화문석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도안

서 만든 백색 바탕에 물들인 꼴풀로 수를 놓듯이

가치를 재조명하고, 강화 왕골 공예 기술을 보존·

을 삽입하라는 왕실 특명이 내립니다. 명령에 따

무늬를 놓게 됩니다. 이 등매는 고도의 기능과 수

전승·연구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 양오리 사는 한충교가 연구한 도안으로 화문

련이 필요한 작업으로 나라에 진상해왔으나 해방

화문석은 강화도에서만 생산되는 순백색의 왕골

석 제작에 성공합니다. 일제 식민지 시기에는 수

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 뒤 황원식에 의해 등매

로 직조한 꽃무늬 돗자리를 지칭합니다. 여름철에

공예품으로 인정받아 총독부에서 기사를 파견하

대신 꼴풀을 재료로 한 화방석이 제작되었으나 참

왕골 돗자리 하나 깔고 누우면 아무리 더워도 등

고 염색방법 및 기술을 개량 지도하기도 했으며

꼴풀마저 교동에서 없어지자 비교적 구하기 쉽고

에 땀 차는 일이 없는데 열을 차단하고 땀을 흡수

그 후 화연조합이 창설되어 품질 개량과 판매에

다루기도 쉬운 왕골로 화방석을 만들고 무늬를 개

해주기 때문입니다.

주력했습니다.

선해 발전시킵니다.

왕골은 완초(莞草)라고도 부릅니다. 논 또는 습지

3인 1조가 순백색 왕골이나 염색한 왕골을 재료

화문석문화관에는 이러한 화문석, 왕골공예품의

에서 자라는 1, 2년생의 풀로써 키는 60~200㎝

로 나흘 동안 고드랫돌을 10만 번 이상 돌려 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다양한 변천과정을 한

에 이릅니다. 단면은 삼각형이며 표피는 매끄럽고

가로 6자, 세로 8자의 화문석을 짤 수 있습니다.

눈에 볼 수 있는 상설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습니

광택이 있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재배됩니

‘딸 셋만 있으면 크게 돈을 모을 수 있다.’, ‘한 해

다. 현지 공예인들과 왕골소품을 직접 만들어 보

다. 품질 좋은 왕골은 길고 흰 것이 특징인데 강화

벌어 3년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강화도에

는 체험시간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도처럼 습하면서도 따스한 기후조건에서만 생산

서 화문석은 고수익을 내는 가내 수공업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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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유적과 유물의 서사화

고려천도공원

고려천도공원은 진해루, 6·25참전 유공자비 공

2019년 11월 20일, 강화 송해면에 고려천도공

원, 철책체험길, 연미정에서 이어져 산이포를 거

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공원 개장은 두 가지의

치고 평화전망대로 가는 코스에 있습니다. 강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대몽항쟁의 정신

는 국방 요충지로서 고대부터 근대까지 시대의

을 되살리는 것이고, 둘째로 고려의 천도역사를

변곡점마다 격전지로 등장하지만 강화가 가장

바르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융성하고 빛났던 문화시대는 강도시기였습니

공원이 시작되는 천도문은 단순한 출입문 이상

다. 이 시기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 위기에 처했

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천도문은 만월대를

던 고려의 수난기였지만 금속활자와 팔만대장

모티프로 하는데 개풍군 송악산에 있던 만월대

경이라는 문화예술이 만개한 시대이기도 했습

는 고려 태조가 세운 궁궐터였습니다. 또한 공원

니다.

은 고려 고종이 강화 천도 시 처음 발을 디딘 승

이러한 위상과 비중에 비추어 볼 때, 강화와 고

천포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과 마주

려의 관계를 가시화한 장소는 강화에 많이 부족

보는 곳이라 승천포 일대는 철책으로 차단된 민

한 형편입니다. 내실 없이 화려하기만 한 유적지

간인 통제구역이기도 합니다.

도 문제지만 고려시대의 역사적 사건이나 문화

고려 고종은 몽골의 침입에 항복하지 않고 12

와 연계된 보다 적극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방문

32년 강화도를 수도로 천명하고 왕실과 귀족을

객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이해를 돕는 장소가 필

거느리고 건너옵니다. 승천포는 이때 고종이 강

요합니다. 고려천도공원은 그런 점에서 강화 여

화도로 건너오면서 첫발을 내디딘 곳입니다.

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고려 유적과 유물의 서사
화를 시도한 테마파크로서 섬세하고 쾌적한 역
사적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 공원입니다.

110

인천, 시간
인천, 공간

Part. 3
볼거리 즐길 거리 가득, 강화 체험

111

Part. 3 Ⅳ. 문화 체험

강화도는 조석간만의 차가 심해 지리에 밝지 않

천도 직후인 1234년 경에 인쇄된 것으로 알려

은 외부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과 수도 개경

진 「상정고금예문」은,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이 가깝다는 점, 조운선이 닿을 수 있다는 점 등

간행했으며 현재까지 전해지는 「직지심체요절」

의 이점이 작용해 수도로 낙점되었습니다.

보다 적어도 130년은 앞선 것으로 회자됩니다.

강도(江都)시대는 고종 19년 강화도에 들어온

인쇄술 전통에 더해 청동주조술이 발달한 고려

이래 원종 11년까지, 39년 동안 원나라에 대항

는 국난극복의 염원을 모아 팔만대장경을 제작

하느라 국운이 쇠퇴하는 시기였지만 문화적으

하기에 이릅니다. 고려시대의 강화는 고려청자

로는 상승한 시기였습니다. 이를 기려 공원 안에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려청자의 전성기는

있는 ‘고려 고종 사적비’는 고종의 강화 통치 시

12세기였지만, 강화 고려 왕릉에서 출토된 고려

기의 문화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자는 장식문양과 기법 면에서 앞선 시기에 뒤

지지 않는 세련미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실들

손인 오늘날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

가치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음을 증명해줍니다.

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이를 설명하는

실은 민간인 제한구역이 공원으로 전환돼 그 장

보이는 역사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건

안내문과 국난극복-팔만대장경 탑을 세우고 강

소를 즐기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강화는 한때 안

져 올릴 수 있는 강화! 그만큼 오랜 세월을 거치

화지도 퍼즐 맞추기 코너, 천도 당시의 어가 행

보체험의 장소로 강조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며 복잡하고 깊은 세계를 품고 있기 때문일 것

렬을 재연한 천도광장 등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때문에 관람객에게 강화도는 금단의 구역도 많

입니다.

한편 강도시대를 마감하며 개경으로 환도한 왕

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

조의 길과 달리 끝까지 몽골에 저항하며 대몽항

라지기 마련이며, 이제 어떤 ‘안보’는 문화적 향

쟁에 나선 삼별초의 자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 대상으로 전환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려천도공원에서 고려 후

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 분쟁보다 평화의

●
고려천도공원은 대몽항쟁의
정신을 기리고,
강화에서의 고려 역사를 바르게
알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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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를 극복한 터

금화당과
서해안
풍어제

세기 말부터 유입된 기독교와 서구문명이 그 위

절대적 합의로 채택되기에 신을 모신 곳은 신성

를 감싸며 껍질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무당의 존

한 공간으로 간주됩니다. 그를 위해 부정(不淨)을

재는 거의 사라졌지만 무교는 한국문화의 심층에

가리고 엄격한 금기를 지키면서 치병소복 등 신

서 여전히 그 에너지를 발휘하며 한국인의 행동

덕을 바라게 되며, 자신과 마을을 지켜주는 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험을 믿음으로써 제의를 지속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김금화 선생이 보유한 서해안 풍어제가

배연신굿은 선주가 배와 뱃사람들의 안전을, 그

어떤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옹

리고 풍어를 기원하는 뱃굿으로 서해안 일대에

진, 연평도 지방에서 성행했던 굿이지만 굿의 기

서 벌여왔습니다. 이 굿은 음력 정월이나 이삼월

본 구조나 형식은 서해안 일대의 다른 풍어제와

에 주로 하는데, 정월에 하는 굿은 대개 재수굿의

비슷합니다.

성격을 띠고, 이삼월에 하는 굿은 불의의 사고나

서해안 배연신굿과 대동굿이 한 종목으로 묶여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하게 됩니다. 서해안 일대

중요 무형문화재 82-2호로 지정되었지만 사실

에서 행해지는 배연신굿에는 다음과 같은 유래가

배연신굿은 선주의 개인 뱃굿이고, 대동굿은 마

전해집니다.

을의 공동 제사입니다. 배연신굿은 개인 뱃굿이

하나는 조선시대의 임경업 장군에 얽힌 이야기입

면서도 내용이나 형식 규모 등이 대동굿에 버금

니다. 임장군이 전투에 참패하고 병사들을 거느

가는 굿인데 배연신굿은 바다 가운데로 나가 배

리어 연평도로 건너갈 때 병사들이 굶주리고 지

위에서 벌이며 연극적 요소도 많고 아기자기합

쳐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임장군은

니다.

무도의 ‘땜슴’이라는 곳에서 병사들에게 산에 올

대동굿은 마을 사람들을 단합시키는 하나의 상징

라가 가시나무를 꺾어 오게 합니다. 이를 썰물 때

으로서 마을의 큰 축제입니다. 마을의 신을 모시

물골에다 세워놓고 손수 축문을 외우니 조기 떼

는 의례를 행할 때 당산·당목·산신각·탑·장승·

가 여기에 하얗게 걸려들었습니다. 임장군은 병

서낭당 등 마을에 있는 모든 신격이 포함됩니다.

사들에게 이 조기를 배불리 먹이고서 땜슴을 무

마을 입구에는 서낭당이나 장승·솟대·수구막이

사히 건너갑니다.

가 있고 중심에는 당집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의

금화당(金花堂)은 황해도 출신 만신으로 서해안

옹진군, 해주, 연백 등지에서 큰 굿을 많이 했다

세계에 알렸다는 긍정적 가치 평가에도 불구하

이것을 지켜본 사공들이 임장군을 숭배하

풍어제 전수자이며 중요 무형문화재인 김금화 선

고 합니다.

고 종교, 문화적으로 편견이 남아 있는 국내의 사

여 서해안 일대의 섬마다 당을 짓고 임장

생이 2003년에 지은 건물입니다. 금화당이라는

북한에 공산정권이 수립되자 월남해서 인천을 중

회 현실 때문에 김금화의 문화예술적 콘텐츠를

군을 신(神)으로 섬깁니다. 그 후 모든 배

이름은 선생의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 현판은 도

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1965년 서울로 옮겨 활

전승시킬 여건이 부족했습니다. 선생은 이에 뜻

가 따라서 임장군을 신으로 섬기게 되면

올 김용옥의 글씨이고 당내의 편액은 박세정의

동하고 1974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해

을 함께하는 이들의 지원으로 사비를 털어 금화

서 배연신굿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글씨입니다.

주장군 굿놀이’로 개인연기상을 수상한 이래 공

당을 짓습니다. 평생 숙원사업인 굿을 중심으로

다른 유래로는 백령도 앞바다의 장산곶

이름 앞에 국무(國巫)라는 명칭이 붙는 김금화는

연이나 매스컴을 통해 무속예술가로 지위를 굳

전통예술문화의 체계적 전수교육을 실현하기 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산곶은 바닷물이

황해도 옹진군 출신으로 열한 살부터 신병을 앓

혔습니다. 특히 1982년 한미수교 100주년 문화

해서였습니다.

멍석마루같이 빙빙 돌아 소용돌이치는 곳

았습니다. 옹진군의 큰 만신이던 외할머니에게

사절단으로 미국에 가서 2개월 동안 순회공연을

무교(巫敎)는 한국문화의 원형질이라 할 수 있습

이라 배들이 지날 때 돼지 한 마리씩을 물

서 열일곱 살 때 내림굿을 받고 무업을 시작했으

하며 이름을 날립니다. 1985년 2월 중요 무형문

니다. 원초적이고 강렬한 열기(熱氣)를 내뿜는 무

속에 넣고 배의 안전을 기원했다는 것입

나 노쇠한 외할머니가 가르치지 못하자 여러 선

화재 82-2호 서해안풍어제 기능 보유자로 지정

교 위에 천 년 전에 들어온 중국의 문물제도와 불

니다. 이로부터 배연신굿이 비롯되었다고

생을 모시고 굿을 배웠습니다. 열아홉 살 때는 독

되었습니다.

교가 더해졌습니다. 오백 년 전에는 중국에서 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립하여 대동굿을 주재할 만큼 기능이 뛰어나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로서 우리의 무속문화를

교가 들어와 표면을 감싸며 껍질을 이루었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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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양수기 용두레,

용두레마을
용두레마을은 남쪽과 동쪽으로는 봉화산과 국수

로 필요합니다. 본래 열대성 식물인 벼는 따가운

산이 포근하게 둘러싸고 있고, 서쪽으로는 석모

햇볕을 받으며 흠뻑 물을 먹어야만 제대로 자랄

도와 서해가 펼쳐져 낙조를 관망할 수 있는 전형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늘 오는 것이 아니라

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비가 왔을 때 물을 가두는 저수지와 웅덩이가 있

쌀을 한문으로 쓰면 미(米)자가 되는데 그 모양

어야 하고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물

에 따라 우리가 늘 먹는 밥은 농부의 손이 88번

을 푸는 특별한 기구가 필요했으니 이것이 바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쌀농사는 농부의 땀

용두레입니다.

이 필요한데 그것과 함께 햇볕과 물이 절대적으

116

인천, 시간
인천, 공간

용두레는 깊은 곳에 고인 물을 높은 곳에 있는 천

는 고단함을 달래던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농부

수답에 퍼 올리기 위해 고안된 물푸기 도구입니

들은 농번기에 윗동네(양촌 마을)와 아랫동네(음

다. 물을 푸는 과정에서 생겨난 용두레질 노래가

촌 마을)로 편을 갈라 모찌기·모심기·두렁 밟기·

대대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김매기·물푸기 등의 영농과정을 경쟁적 협력 관

용두레를 만들려면 지름 40cm, 길이 80cm 정도

계로 설정하여 가락과 율동에 담았습니다.

의 통나무가 필요합니다. 이를 우선 배 모양으로

전문 소리꾼이나 놀이꾼에 의해 전래된 것이 아

길게 파냅니다. 그다음 중앙부 양쪽으로 가는 구

니라 일반인의 생활 속에서 대중문화로 전통을

멍을 뚫어 막대를 가로질러 끼우고 끈을 묶어 만

살려온 향토문화입니다. 가락은 작업 성질에 따

드는 것입니다. 통나무가 귀한 곳에서는 쪽 나무

라 다소의 차이가 있고 풍물이 곁들여집니다.

로 직사각형의 통을 짜고 바닥에 긴 자루를 달아

1986년 용두레질 노래로 전국민속예술경연대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용할 때는 기둥 3개를 원

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뒤 강화전통풍물전승

뿔형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용두레 끈을 매어

보존회를 만들었고 2003년 인천광역시 무형문

앞뒤로 움직이면서 물을 풉니다. 나무통 윗부분

화재1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에는 담은 물이 넘치지 않도록 가로로 군데군데

용두레 마을에서는 용두레를 돌리며 힘든 노동

나뭇조각을 댑니다. 처음에는 용두레로 물을 푸

을 놀이로 승화시킨 조상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

다가 물이 깊어지면 두 사람이 마주 서서 두 줄씩

니다. 용두레질 할 때 부르는 용두레 가락을 배

쥐고 물을 푸는 맞두레질을 합니다. 물을 푸는 것

울 수도 있으며 전통놀이 체험으로 연을 만들어

은 매우 힘든 일이므로 노동요를 부르면서 작업

볼 수도 있고 경운기를 타고 드라이브도 할 수 있

능률을 올린 것입니다.

습니다. 사물놀이를 하고 갯벌에서 망둥어도 잡

강화군에 전승되는 ‘용두레질 놀이’는 이앙기를

을 수도 있습니다. 찹쌀떡을 만들고 순무김치와

앞두고 자연부락 단위로 15명에서 20명으로 작

장아찌를 만드는 음식문화 체험도 할 수 있는 마

업반을 조직해서 풍물놀이로 흥을 돋우며 물 푸

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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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에 겨운 한마당,

외포리
곶창굿

에 3일간 하는 것이 전례지만, 마을 사정에 따라

굿을 할 때는 선발된 남녀 각 3인의 제관들 주재

더 자주 하거나 늦춰지기도 했습니다. 마을에 사

아래 제물을 아끼지 않으며 관습 절차를 엄격히

는 당주(堂主, 당지기)가 마을 대표들과 만나서

따릅니다. 제사가 끝나면 만신들이 모여 산신·

생기복덕(굿하기 좋은날)을 가려서 ‘화장’이라고

제석·임경업 장군 등을 주인공으로 열두거리 굿

부르는 굿을 준비합니다. 도움 줄 남녀 각 3인을

을 베풀어 풍어와 풍년을 기원하고 가가호호 소

선출하고 굿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렴하는데 외포

지(한지를 태워 부정을 가시게 하는 행위)를 태

리에서는 어느 집 한 곳 싫은 내색 없이 모두 협조

웁니다.

한다고 합니다. 전에는 쌀 석 되씩을 내거나 돈을

굿을 하는 무당은 강신무이면서 세습무의 기능을

내기도 했는데 1997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 무

익혀 볼거리가 화려한데 다른 풍어제에서 볼 수

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고부터 약간의 보조를

없는 작두타기도 있습니다. 굿의 순서가 다른 곳

받아 1년에 한 차례 발표회를 갖습니다.

과 달리 먼저 수살맞이(물의 신인 용왕을 맞이하

굿을 할 때 각 소임과 무당들이 옛 법에 따라 곶

는 의식)를 한 후 우물굿, 당굿으로 이어져 3일간

창굿의 제반과정을 진행하여 사흘간 굿을 펼칩니

벌어집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씩 계속하기도 했

다. 굿은 매일 오후 4시까지 하고 밤에는 마을주

으며 굿이 시작되면 당집 앞에는 국수를 파는 집,

민의 놀이판이 벌어져 향토축제의 모습을 보입니

떡을 파는 사람들, 엿장수 등 수많은 장사꾼이 들

다. 서울·경기 지역의 도당굿이 조선조를 거치면

어와 난장을 벌였습니다. 광대들이 합세해 굿판

서 일정한 틀을 갖추게 된 데 비하여, 곶창굿은 전

에 흥을 더하기도 했으며 수만 명의 군중이 몰려

통 마을굿의 형태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해온 것

들어 장관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무엇보다 큰 특징입니다.

무속은 한국인의 유전자에 새겨진 정신세계의

곶창굿은 마을 당산에 있는 당집에서 행해졌으며

임장군은 강화도의 갑곶리 현충당(옛 만수당) 어

●

일부입니다. 상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당집은 상당(上堂)과 하당의 형태를 갖춘 굿당입

유정(魚遊井), 매음리(煤音里) 등에서 모시고 있

외포리 곶창굿은

불교·유교·기독교 같은 외래종교가 들어왔지만

니다. 상산당을 상당이라 하고 그 아래 산중턱에

습니다. 그럼에도 외포리 상산당에서 먼저 도당

무속을 몰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굿은 무속을 드

청솔문을 세우고 황토(黃土) 깐 곳을 아랫당이라

굿을 해야 딴 곳에서 굿을 할 수 있었다고 전합

러내는 의식입니다. 특히 도당굿은 마을의 재앙

고 불렀습니다.

니다. 이를 보아서 상산당의 당신(堂神)인 득제장

을 몰아내고 풍어와 풍농,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

외포리 곶창굿의 주신(主神)은 득제장군입니다.

군이 임경업 장군보다 신격(神格)이 높았음을 알

며 사람들을 한마음으로 묶는 축제였습니다. 도

역사적 인물이나 특별한 신령이 한 지역과 깊은

수 있습니다.

당굿을 통해 자기 마을에 대한 애정과 긍지를 확

인연을 맺으며 마을의 수호신령으로 모셔져야 마

서해안 중부지역에는 고려 때의 장군과 관련된

인하고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을제단은 성립됩니다. 그렇게 주신과 제당이 갖

제장(祭將)이 많다고 합니다. 고려 때 강화도에

우리나라의 이름난 전통 마을굿은 대개 그 정확

추어져야 마을굿이 열리므로 외포리 곶창굿은 득

왜구의 침입이나 외적과의 항쟁이 유난히 극심

한 유래가 전하지 않습니다. 외포리 곶창굿의 정

제장군을 모시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입니다.

해서 득제장군 역시 이때 외포리와 연고를 맺은

확한 유래도 현재 알 수 없지만 이 마을굿의 역

그런데 득제장군이 누구인지 현재 밝혀져 있지

장군일 것으로도 추정합니다. 정확한 것은 알기

사가 오래되었음은 여러 면으로 넉넉히 짐작됩

않습니다. 득제장군을 일부에서는 바닷가의 당

어렵습니다.

니다.

굿에서 많이 모시는 임경업 장군이라고도 하나,

외포리 곶창굿은 2년이나 3년마다 음력 2월 초

118

인천, 시간
인천, 공간

풍어와 고기잡이 안녕을
기원하는 굿이며,
굿이 시작되면
축제와 같은
난장이 펼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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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꽃의 마지막 절정

고려산 진달래축제

●

우리나라에서 봄꽃이 마지막 절정을 이루는 고려

련사(적석사), 백련사, 청련사, 황련사, 흑련사입

진달래 봄 향기와

산은 진달래축제로 유명합니다. 해발 400m 부

니다. 이러한 사연으로 본래 산 이름도 오련(다섯

근에서 자락을 펼치며 군락을 이뤄, 만개한 시기

가지 색의 연꽃)산이었으나 고려가 천도해 오면

에는 장관을 이룹니다. 강화에서는 진달래가 절

서 고려산으로 개명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정에 이르는 4월 중순 즈음에 고인돌공원에 행

내력이 있어 절에 이르는 길이 만들어지고 등산

사장을 차리고 축제를 열어 고려산 등산을 독려

코스로 이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합니다.

진달래 군락은 북서쪽 능선에 있으며 해발

등산 코스로는 서쪽의 미꾸지고개, 남 적석사, 동

436m의 고려산 정상에 가깝습니다. 개화기면

청련사, 북 백련사, 적석사와 청련사 사이의 고비

차오르고 흐드러지는 꽃은 등산객의 정신도 혼

고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명산엔 절이 있고

미하게 만듭니다. 결코 낮지 않은 산을 오르느라

고려산의 숨결을 느낀다!
고려산 진달래는
4백 고지가 넘는 산에서
꽃이 핍니다.
결코 낮지 않은 산이기에
이를 보기위해

거기 얽힌 일화가 있기 마련이며 고려산의 전설

땀 흘리며 애쓴 사람들의 감동조차 붉게 물들이

애를 쓴 사람들의 감동은

은 고구려 장수왕 시기까지 올라갑니다. 인도의

고, 감동은 울림이 되어 아픈 다리는 물론 마음까

남다르며

천축조사가 부처님 모시는 공간(가람터)을 물색

지 위로합니다.

찌든 도시의 마음을

하며 고려산에 도착했는데, 산 정상의 연못에서

진달래 피는 봄이면 천년의 역사, 그 이상의 내력

발견한 적, 백, 청, 황, 흑색의 다섯 색깔의 연꽃을

이 깃든 고려산 정상에서 탁 트인 시야를 지렛대

날린 후 그 연꽃이 떨어진 자리에 색상에 따라 각

삼아 시공간 어디까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

각의 절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적

을지 확인해봅시다.

치유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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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江都)시대의 국립대학

강화향교는 조선보다 앞선 고려 때 설립된 곳으

문 밖에 있던 비석을 현재의 위치로 옮겨 세웠습

강화향교

로, 19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

니다.

34호로 지정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곳 향

건물 구조를 살펴볼까요. 대성전(大成殿)은 향교

교도 유교의 가르침으로 선비를 만들고, 과거시

에서 가장 격이 높은 건물로 공자를 비롯해 맹자,

험을 목표로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증자, 자사, 안자 같은 중국 5현의 위패와 16명의

향교는 유교문화를 기반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으

있었습니다. 고려 1127년(인종 5) 전국의 고을

유현을 모셨으나 1948년 전국유림대표자 회의

로, 국가가 유교문화이념을 가르치기 위해 중앙

마다 1개의 학교를 개설하라는 명에 따라 강화도

에서 모화사상을 배제하기로 결정하고 5현과 함

의 성균관과 연계시키면서 지방 곳곳에 세운 것

도 향교를 설치해 유생을 받고 성현들의 위패를

께 설총, 안유, 이황, 이이 등 우리나라 18분의 유

입니다. 향교의 연원은 유교가 이 땅에 정착되는

봉안, 배향했습니다.

현을 모시고 있습니다.

시기부터 비롯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설립된

고려산 남쪽에 처음 세워졌던 강화향교는 1232

명륜당(明倫堂)은 교생들이 글을 배우고 익혔던

시기는 억불숭유를 정치이념으로 표방한 조선시

년 고종이 강화로 천도하면서 갑곶리(먹절)로 이

강학공간으로,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전답과 노

대부터입니다. 조선왕조는 유교를 수용하여, 지

전합니다. 이때는 지금의 국립대학에 해당하는

비·전적·책 등을 지원해 제사와 교육 기능을 수

방 사회질서를 유교문화 논리에 접목시키고 과거

국자감 역할을 했습니다. 1259년 몽골과의 협상

행하게 했고 교관이 교생들을 가르치게 했습니

제 운영을 유교 교육과 연계시키려 했습니다. 이

으로 내외성(內外城)을 헐면서 서도면 볼음도로

다. 기숙사로 동서 재실이 있는데 동재(東齋)에서

러한 사회문화의 기초기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한

이전했고 후에 강화읍에 다시 세웁니다. 1624년

는 양반의 자제가, 서재(西齋)에서는 서민의 자제

것이 향교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군현제의 정비

(인조 2)에는 강화유수 심열이 소동문 밖의 송악

가 주로 묵었습니다.

와 함께 지방 수령들에게 향교에 대한 적극적인

산(지금의 북산) 옆에다 향교를 복원합니다. 이어

오늘날 향교는 이곳뿐만 아니라, 교육기능은 사

관심과 보호·육성을 촉구했으며, 이를 위한 재정

1629년에는 유수 이안눌이 명륜당을 세워 완전

라지고 제사의 기능만 남아 있어, 봄·가을에 석

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조선시

한 체제를 갖추고 학궁이라 했습니다. 1731년에

전(옛 성인이나 스승을 추모하기 위하여 지내던

대의 향교는 특히 지방 수령의 책임 하에 그 운영

강화유수 유척기가 현재의 위치로 옮기고 1766

유교의례)을 봉행하고 초하루·보름에는 분향을

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년에는 유수 이은이 중수하였습니다. 이때 소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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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화상을
제일 먼저 모신 곳

교동향교

교동도는 서해의 낙도에 불과한 작은 섬이지만

올 때 제일 먼저 모신 곳이 교동향교로 1886년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수도권의 관문이며 국방

이곳에서 공자의 영정이 발굴되어 학계의 관심

의 요충지입니다. 중간 기착지로도 중요한 곳으

을 끌기도 했습니다.

로 고려시대 최대의 무역항인 벽란도를 이용하

교동향교와 읍성, 연산군의 유배지인 읍내리 3

는 상선들이나 중국을 오가는 사신들이 이곳에

곳은 모두 반경 200m 내에 위치하는데 교동의

서 하루 이틀 쉬고는 개경으로 들어가거나 서

진산인 화개산의 야트막한 구릉지에 교동 읍성

해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동도는 개경의

이 있고 그 안에 부근당, 우물, 연산군 유배지가

위성도시로 많은 조정의 관리들이 생활의 근거

모여 있습니다.

지로 삼았습니다. 이런 까닭에 고려 인종 때인
1127년 나라에서 처음 향교를 설치할 때 이 섬
에 향교를 설치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동도는 많은 사람에게 연산군의 유배지로 알
려 있지만 이곳 사람들은 교동향교를 먼저 내세
웁니다. 공자님의 화상(畵像)을 중국에서 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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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교동향교가 처음 자리 잡은 곳은 당시 현

서쪽이 낮은 지형으로 경사가 급해 향교 내의

향교 건물의 배치가 이렇게 대성전과 명륜당을

소재지였던 고읍리 부근입니다. 지금도 향교골

단(段) 차이가 심한 편입니다. 입구에는 홍살문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향교 건립의 목적이 성

이라고 부르는 이곳의 향교를 500년이 지난 조

과 하마비가 세워져 향교로서의 위엄을 내보입

현에 대한 제향과 교생에 대한 교육이란 것을

선 영조 때에 화개산 남쪽 현재의 읍내리로 이

니다. 첫째 문인 외삼문에 들어서면 명륜당(明

말해줍니다. 교동향교의 왼편에는 서원목(書院

전하게 됩니다. 「강화사」에 의하면 고려 충렬왕

倫堂)이라는 현판이 나오는데 ‘인륜을 밝힌다.’

木)인 거대한 은행나무가 교동향교의 품격과 위

12년인 1286년 문성공 안향(安珦)이 원나라

는 뜻으로 유교 철학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양

용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에 갔다 오는 길에 처음으로 공자와 주자의 화

옆으로는 교생들이 묵으면서 공부하는 동재(東

문 왼쪽으로 담을 끼고 돌아가면 약수터가 있는

상을 그려왔다고 합니다. 그 뒤 제자 김문정이

齋)와 서재(西齋)가 위치합니다. 일반적인 일자

데 옛날 향교에서 공부하던 교생들이 마시던 물

성현들의 화상 10점과 제기(祭器)들을 가지고

형 건물이 아니라 ㄱ자형 구조입니다. 뒤로 나

로 이 물을 마시게 되면 학생들은 머리가 맑아

돌아오면서 교동향교에 임시로 초막을 세우고

있는 내삼문을 들어서면 대성전(大成殿), 그 좌

지고 공부의 능률이 오른다고 합니다.

화상을 봉안했다가 수도인 개경으로 옮기게 됩

우에 동무(東廡)와 서무(西廡)가 자리 잡고, 명

교동향교는 현재 시도 유형문화재 제28호로 지

니다. 그 후 이 화상을 모시던 초막이 공자의 위

륜당이 앞, 대성전이 뒤에 위치하는 전학후묘(

정되어 있는데 유교의 성인들에게 제사를 지내

패를 모시는 사당으로 문묘(文廟)의 효시가 된

前學後廟)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는 석전제를 음력 2월 8일 초순 또는 정일(丁

다고 해서 교동향교를 수묘(首廟) 또는 수교(首

원래 대성전에는 공자를 비롯한 중국의 4성현

日)에 치릅니다.

校)라고 불렀습니다.

인 안자, 증자, 자사, 맹자와 최치원, 안유, 정몽

1741년 영조 때 교동부사 조호신이 화개산 북

주, 이황, 이이를 비롯한 16유현의 위패를 모셨

쪽 기슭에 있던 것을 현재의 위치인 남쪽 기슭

습니다. 매달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는 전교, 유

으로 옮겼는데, 새로 옮긴 이곳은 동쪽이 높고

림이 모여 분향하고 있습니다.

Part. 3
볼거리 즐길 거리 가득, 강화 체험

125

Part. 3 Ⅴ. 종교 체험

서양 문물 속

한국의
미(美)

19세기 말 영국의 성공회 신부들은 이 땅에 복

화도를 영국의 이오니아섬에 비유하며 강화도가

음을 전하기 전에 이 점을 깊이 고려했습니다. 그

한국 선교의 성지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런 까닭에 우리나라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

이오니아섬은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 서안에 있

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

는 신앙의 성지로 영국 성공회의 뿌리가 되는 섬

통과 생활이 깃든 성공회 성당을 건설하려고 계

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외국인의 강화 성내 출

획했습니다.

입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갑곶 나루터에 선

1900년 11월 15일 역사적인 강화성당의 축성

교거점을 마련하고 워너 신부를 파송합니다. 워

식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성공회는 한국 선교

너 신부는 1893년 여름 강화 외성 출입문 근처

에 뿌리를 내리는데 사람들은 이 성당을 한국 성

에 조그만 한옥을 마련하고 선교 사업을 시작했

공회의 ‘못자리 교회’라고 부릅니다. 성공회 강화

습니다. 다음 해 코프 주교는 이 집에 ‘성 니콜라

성당은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1호로 지정

성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자가 늘어 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천주교 성당이나

곳만으로는 강화선교가 벅찰 정도가 되자 더 넓

개신교 교회와는 다른 모양입니다. 뾰족한 탑을

은 성당을 마련하기 위해 바로 지금의 자리에다

생각하고 찾아온 사람들은 이곳에서 불교 냄새를

터를 닦은 것입니다.

풍기는 한옥 건축물을 보고 의아해합니다. 원래

성공회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오해 중

절이었던 건물을 개조한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

하나가 영국 왕 헨리 8세의 이혼에 얽힌 일화입

부터 이렇게 지은 것일까요.

니다.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어 로마교황인 클레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국 성공회 역사에 대해

멘스 7세에게 왕비와의 이혼을 요청했다가 거부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공회가 들

당하고 1534년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독립해 성

어온 것은 1890년 인천이었고 강화는 3년 뒤인

공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893년 코프 주교가 갑곶에 와서 선교활동지를

이런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아들을 낳지 못

탐사했습니다. 왜 선교활동의 거점으로 강화도

하면 로마교황의 지배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한

를 택했을까요.

이유가 더 컸습니다. 그리하여 천주교가 들어오

첫째는 한강 입구에 위치해 남북의 물자와 사람

기 전에 예수의 다른 제자가 세웠던 켈트교회를

의 왕래가 빈번했지만 강화사람들은 아직 기독

부활시켜 종교개혁에 이른 것입니다.

교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 때문입니다. 둘째는 강

서양종교와 토착문화의 조화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입니다. 불교, 개신교, 천

에 낯선 종교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갖습니다. 이

성공회 강화성당

주교 및 각종 신흥종교에 무속신앙을 믿는 신도

땅에 불교가 들어올 때 이차돈(異次頓)은 흰 피를

까지 더한다면 모든 국민이 종교를 하나씩 갖고

뿌려야 했고, 근세에는 많은 천주교도가 순교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종교의 용

피를 흘렸습니다.

광로 속에서 우리나라는 약간의 갈등이 있긴 하
지만 심각한 종교 분쟁은 없습니다. 종교가 달라
국가끼리 전쟁도 하고 내전도 일어나는 것과 달
리 한반도에서는 극심한 종교분쟁은 없었습니
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자신이 믿는 신앙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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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 성공회는 겉모습은 천

의 배를 본 따 건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리수나무입니다. 영국의 선교사가 본국에 갔다

위기를 자아냅니다. 통로 한가운데는 팔각형 기

면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높게 평

주교이지만 내면은 개혁성을 띤 개신교와 같습니

성공회라는 서양종교가 강화도에 들어오면서 서

돌아오는 길에 인도에서 가져와 심은 수령 100

단 위에 성수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소를 향

가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성공회의 세심한 배려

다. 천주교가 로마 교황청의 일사불란한 지휘에

양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표시하던 당시의 정

년이 넘은 나무입니다. 왼편 뒤뜰의 나무는 옛날

한 정면에는 샘물이라는 뜻의 중생지천(重生之

와 자유로운 성격이 주민들을 성당으로 이끄는

따라 움직이는 것과 달리, 성공회는 그 지역의 환

세를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려 한 겸손한 자세가

부터 향교에 심어 선비나무라는 별칭을 가진 회

泉), 맞은편에는 수기·세심·거악·작선(修己·洗

동력이 되었습니다. 타 종교에 배타적인 일부 종

경에 따라 자율권을 주고 있습니다. 성직자도 천

‘서양문화의 한국화’라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입

화나무입니다.

心·去惡·作善)을 새겨 넣어 영세 받을 때의 마음

교와 뚜렷이 비교되는 것으로 다양한 문화가 교

주교 신부와 다르게 결혼을 할 수 있지만 수사와

니다. 대문의 양편 위쪽으로 홍살에 삼지창 무늬

이렇게 강화성당은 불교와 유교의 의미를 포용하

가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류하는 오늘날 이질적인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

수녀는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결혼을 금하고 있다

의 장식을 덧대어 만든 것도 우리나라의 서양식

면서도 기독교의 교리를 여기저기 드러내고 있습

기념비는 1896년 온수리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

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표본입니다.

고 합니다. 이런 자유로운 개혁 정신에 따라 성공

건축물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니다. 지붕 내림마루의 용머리 모양은 상부에 2

하다 1906년 전염병으로 죽은 알마 수녀를 기념

강화성당은 수난도 많았습니다. 1907년 정미조

회는 선교 전에 의료와 복지사업으로 주민들에게

건물의 앞쪽에 툇마루를 만들어 전실의 효과를

개씩 8개, 하단 지붕 사방에 1개씩 4개, 합해서

한 것입니다. 이 땅에 선교 목적으로 온 성공회의

약 당시 의병과 견자산(見子山)에 진을 친 일본

봉사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후에야 비로소

두었고, 안에는 2층으로 이어지는 기둥을 열주로

12사도를 상징하고 아래 내림마루 끝에 물고기

성직자들은 복음전파뿐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수비대와의 전투 와중에 성당이 공격을 받았고,

성당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런 뜻은 인천에서 약

하여 내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앞쪽에는 지성소

모양의 막새기와 8개는 초대 교회 시기의 기독교

모습을 보였는데 1926년 설치한 유치원은 지금

6·25 때는 세실 주교와 신부, 수녀들이 인민군에

대인(藥大人)이라는 칭송을 받은 랜디스 박사의

를 모셨으며, 역시 뒤에 후진의 공간을 만들어 두

인을 상징합니다. 강화성당의 기(旗)는 칼과 열쇠

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게 납치되어 주교는 살았지만 신부와 수녀가 순

한국인에 대한 애정과 헌신적인 의료사업에 잘

었고 내당을 좌우로 지나갈 수 있도록 측랑을 구

로 구성되는데 이것도 성경에 기초해서 만든 것

강화성당이 건축되던 1900년은 19세기의 마지

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굴곡진 역사를 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합니다. 바로 바실리카 양식을 한옥화한 변형

입니다.

막 해이자 새로운 세기의 시작을 목전에 두었던

진 강화성당은 이 땅의 사람들과 융화하면서 복

성당을 지을 때도 유럽식이 아니라 토착 종교를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당은 정면 4칸, 측면 10칸의 장방형이며 겉모

때입니다. 한말 서구열강과 일제 침략의 틈바구

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교세를 늘리고

닮은 건물을 짓게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익숙한

또 이 건물은 정면 기둥에 주련(柱聯)을 달고 있

양은 이층 구조이지만, 안에서 보면 위아래가 터

니에서 대한제국이 탄생한 지 불과 4년밖에는 안

있습니다.

인상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천의 내동 성당

습니다. 주련은 절에 가면 법당에 붙어 있는 것

져 있는 통 층 형태입니다. 또한 사방이 유리창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도 한옥과 사찰 양식에서 빌린 외형을 차용하고

을 볼 수 있습니다. 불교와 전혀 다른 기독교 계

라, 이곳을 통과하는 햇빛이 성당의 성스러운 분

강화성당에서 보는 것처럼 고유의 전통을 간직하

십자가도 불교의 문양인 연꽃을 응용했습니다.

통의 성공회 건물에서 주련을 볼 수 있다니 특이

강화성당은 전통 한옥 구조물로 건축 재료는 압

한 현상입니다. 주련에 천주(天主)와 선교에 대한

록강에서 운반한 목재를 사용하였고, 경복궁 공

성구(聖句)가 적혀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 양

사에 참여한 대궐 목수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내

식은 낯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세한 배려가

부는 바실리카 양식으로 기둥과 지붕으로만 꾸미

우리가 강화성당을 친근하게 여기는 요소가 되

고 텅 비운 단순한 건물입니다. 20개의 기둥이 받

는 것입니다.

치는 대들보와 마루는 트롤로프 신부가 직접 신

정면의 지붕 바로 아래에는 천주성전(天主聖殿)

의주까지 가서 뗏목으로 운반한 백두산 적송으로

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대체로 현판의 내

만들었습니다. 성전 양쪽, 뒤편 문 4개는 영국에

용은 그 건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우리

서 제작하여 운반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모든 건축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당 곳곳에 숨겨져 있는 상징을 말씀드리겠습니

강화성당은 건물에 재래의 양식을 채택하면서도

다. 성당의 터가 전체적으로 배 모양이지 않습니

서양교회의 기능을 살려 동·서양 건축문화의 조

까. 뱃머리에 내·외삼문을 앉히고, 중앙의 배 가

화를 실현합니다. 건물은 장방형의 2층 탑 모양

운데에는 성당을 배치하였으며, 배 뒷머리에는

인데 팔작지붕에 겹처마로 5색 단청을 칠했으며

사제관을 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험한 바다를

크기는 모두 40칸입니다.

헤쳐 나가는 배의 형상을 연상시킵니다. 또 언덕

이곳 사제관 역시 스님들의 생활공간인 요사채

위 높은 곳에 성당을 자리 잡게 해서 세파에 휩쓸

와 비슷하게 지었습니다. 1903년 18칸 한옥이

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方舟)의 역할

불타고 지금의 건물은 1986년 다시 지은 것입니

이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이런 모양의 성당을 만

다. 앞서 말한 외삼문도 불교사찰의 일주문과 같

든 것은 이곳이 강화도 섬이고 교인들 대부분이

고 내삼문도 천왕문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

어민이라는 점에 착안해 갑곶에 드나들던 조선

당에 있는 두 그루의 나무도 불교를 상징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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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교회 그리고 서도중앙교회가 현존

종루에는 아직도 옛 이름인 진촌교회(鎭村敎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통 목조건물의 가구형식

하고 있는 당시의 교회들입니다. 그 중

會) 현판이 걸려 있어 과거 이름을 알려줍니다.

을 바탕으로 서양교회를 지었고 외양은 한옥이

서도중앙교회는 1902년 강화 삼산면

서도중앙교회는 서양의 종교가 우리나라로 전

지만 기독교의 내면이 드러나게 조화를 이룬다

118년의 역사

강화도는 19세기 말 우리나라가 서양에

에 거주하던 감리교 윤정일 전도사가 복

개되는 과정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

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교회 뒤편

서도중앙교회
(진촌교회)

문호를 개방할 때 그 전진적 기지 역할

음을 전하기 위해 주문도에 들어와 작은

니다. 교회 건물 구조는 여덟 팔(八)자 모양의

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 예배나 전반적인 활동

을 했던 곳이고, 서양인들의 선교 활동

가옥을 빌려 목회활동을 하면서 확장되

팔작지붕에 홑처마 집으로 정면 4칸, 측면 7칸

은 신축교회에서 하고 (구)중앙교회는 새벽 기

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입니다. 따라서

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923년 2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탑부로 사용되던 건

도나 소모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이들 선교사에의해 세워졌거나 그들의

월 교인들의 건축 헌금으로 지어지기 시

물의 구조물까지 포함하면 정면 4칸, 측면 8칸

건물은 1997년 인천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 14

영향에 의해 당시에 세워진 교회 중, 지

작해 같은 해 7월에 한옥 예배당으로 완

의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까지 강화도에 남아있는 것만 3곳에

공되었으며, 주문교회 또는 진촌교회로

건물 안은 중세 전기의 서양교회 양식을 하고

이릅니다. 1900년에 세운 성공회 강화

부르다가 1978년 서도중앙교회로 명칭

있으나 매우 단순하여, 예배실로 쓰는 좁은 신

성당, 1906년에 세워진 강화 온수리성

이 변경되었습니다.

랑(身廊)과 측랑(側廊), 중앙의 강단으로 구성

●
서도중앙교회는
정면 4칸, 측면 8칸 건물로
지붕은 팔(八)자 모양의
홑처마 집으로,
건물은 중세 전기의
서양교회 양식으로
종탑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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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에 절이 있는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

●

서 전등사에는 따로 입구를 알리는 일주문(一柱

전등사 대웅전을 짓던

門)이 없고 절을 지키는 사천왕도 없습니다.

도편수는

절의 역사를 기록한 「전등사본말사지」에 따르면

추녀 밑의 해학

전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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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에는 유명한 사찰이 많지만 일반인에게

전등사라는 절 이름은 고구려 소수림왕 11년 아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간

제일 많이 알려진 곳은 전등사(傳燈寺)입니다.

도화상이 진종사(眞宗寺)라고 붙인 것을 고려 충

주모가

관광객도 많이 찾지만 전등사는 단순히 관광지

렬왕 8년 정화궁주가 옥등(玉燈)을 이 절에 바친

영원히 지붕을 이고 사는

만도 아니요, 스님들의 기도 도량만도 아닙니

후에 전등사라고 고쳐 불렀다고 합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다. 우리나라 시조인 단군시대부터 근대에 이르

그렇지만 여기에는 의문점이 있는데 소수림왕

기까지 민족의 영광과 아픔이 함께 서린 역사의

때 강화도는 백제의 땅인데다 전쟁을 치르던 시

현장입니다.

기라 고구려의 스님인 아도화상이 이곳에 들어

벌거벗은 몸을 보이라고

강화도는 석기시대부터 번성한 지역이라 한 지

올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절의 역사를

저주하며

역에 여러 역사가 겹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4세기경으로 기록한 것은 절의 격(格)을 높이려

대웅전 추녀 밑에

등사가 자리 잡은 곳은 단군의 세 아들이 한 봉

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나부상을 올려놓았습니다.

우리씩 맡아 쌓았다는 삼랑성(三郞城) 안쪽으로,

「고려사」에는 고종 46년 ‘삼랑성으로 둘러싸인

대웅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가궐 안에 불교도량을 설치하다’라는 기록이 있

실패하고 많은 병사가 수장된 다음 해인 1282

으니 주위 3㎞의 산성에 고구려시대부터 절이

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또다시 절을 세운다는 것은 믿기 어려

또 다른 전설로는 정화궁주가 인기(印奇) 스님을

운 말로 고려 때 세운 절이 지금의 전등사라고 말

시켜 송나라에서 「전등록」이라는 선종 불교의

할 수 있습니다.

필독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전등록이 있는 절’이

1274년 고려의 세자 왕심(王諶)이 충렬왕으로

라는 뜻에서 절 이름이 유래했다고도 합니다. 아

즉위합니다. 이와 함께 세계제국 원나라의 황

무튼 고려 때 전등사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제 쿠빌라이의 딸인 원나라 제국대장공주가 정

한편, 정화궁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비로 들어앉아 장목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말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정화궁주의 갸

이전의 왕비였고 충렬왕과의 사이에서 1남 2녀

륵한 믿음을 부처님이 알아주셨는지 쿠빌라이

를 둔 정화궁주는 쫓겨나게 됩니다. 새 왕비가 된

의 딸 장목왕후는 39세의 나이로 이승을 하직합

장목왕후는 정화궁주가 무당을 시켜 자신을 저

니다. 그러면서 남편 충렬왕과 다시 살게 되고,

주한다고 참소해서 어려운 처지에 빠뜨리고 큰

그녀가 낳은 아들은 충렬왕에 이어 충선왕이 되

아들마저 충청도 동심사로 보내버려 모자를 생

며 왕대비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별시킵니다.

조선이 들어서며 불교사찰은 탄압을 받게 되지

정화궁주는 시름에 찬 세월을 보내던 중 불교에

만, 임진왜란을 겪으며 강화도에서는 불교사찰

의지하기 위해 옥등을 이 절에 바쳤다고 합니다.

이 다시 주목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외적이 침

그 시기는 여몽연합군이 태풍으로 일본 침공에

입했을 때 강화도가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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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사가 사고(史庫)를 지키는 사찰로서 왕실의 비

문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시에는

전등사의 가람배치는

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1871년에는 승군 50

사방이 판문으로 막혀 있지만 법회 시에는 개방

명과 총섭 1명으로 승장을 겸임시켜 국방임무를

해서 넓게 사용했고, 대조루 밑을 지나 눈을 위로

직접 담당하게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서인

돌리면 바로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이 보이도록

전형적인 산지 가람 배치로,
절 입구의

지 1909년에는 강화진위대가 해산되자 일제에

만들어졌습니다.

대조루와 대웅전,

항거해서 참령 이동휘와 대원 연기우, 김동수 등

대웅전 건물은 한때 화재로 불탔는데, 1621년

그 주위에

이 전등사에서 비밀집회를 열고 의병을 조직했

(광해군 13)에 서까래를 놓았고 철종 6년에 중

다고 합니다.

창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로써 400여 년 전

전등사의 가람은 전형적인 산지가람의 배치를

에도 대웅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면 3

따르고 있습니다. 절 입구의 대조루를 지나면 남

칸, 측면 3칸이며 단층 팔작지붕에 배흘림기둥

향에 대웅전이 있고 그 주위에 약사전·명부전

입니다. 대웅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

·삼성각·향로전·적묵당·강설당·범종각이 산

는 공포 위의 봇머리에 귀면을 새겨 넣고 벌거

의 지형에 맞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배치되

벗은 여자 형상이 추녀의 무게를 받치고 있는 모

어 있습니다.

습입니다.

강화도에는 보물로 지정받은 유물 8점이 있는데

전등사에 관한 여러 전설 중에서 세상에 널리 알

그중 3점이 전등사에 있습니다. 보물 제178호

려진 이야기가 바로 대웅전의 추녀를 받치고 있

인 대웅전과 보물 제179호인 약사전 그리고 보

는 나부상(裸婦像)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 이

것이라는 설렘을 안고 여느 날처럼 퇴근해 주모

진실이야 어쨌든 흥미로운 것은 3곳의 처마 밑

르기까지 조각이 정교합니다.

물 제393호인 범종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기는 대웅전을 지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집에 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모가

에서는 두 손으로 처마를 받치며 벌 받는 모양

명부전은 십대왕을 모셔서 시왕전(十王殿)이라

2층 구조로 꾸며진 대조루(對潮褸)의 명칭은 서

대웅전 건립의 책임을 맡은 도편수가 있었습니

보이지 않고 방 안의 세간살이도 보이지 않는 것

새인 데 비해서 한 귀퉁이 것은 슬쩍 한 손을 내

고도 하고 지장보살을 모셨다고 해서 지장전이

해의 조수가 한눈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겹처

다. 이 도편수는 다른 목수들에게 재목을 다듬게

이었습니다. 얼마 후 도편수는 주모가 그동안 몰

리고 한 손으로만 처마를 받치고 있다는 것입니

라고도 합니다. 지장보살은 사후세계를 관장하

마에 팔작지붕으로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밑

지시하고 자기도 대패를 잡고 일을 시작해서 해

래 사귀었던 동네 총각과 함께 도망쳐 버린 사실

다. 벌을 받으면서도 마치 잔꾀를 부리는 듯한 모

는 분이기 때문에 염라대왕을 비롯한 십대왕이

으로 지나다니는 일종의 문루입니다. 傳燈寺(전

가 지면 끝내고 산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음 날 아

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도편수가 맡겨 둔 돈도

습에서 우리 선조들의 재치와 해학을 엿볼 수 있

여기 모셔진 것입니다. 조성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침 올라오는 일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이런 일을

몽땅 가지고 갔지요. 사랑하는 여자에게 배반당

습니다.

고종 21년에 금을 다시 입힌 기록이 있는 것으로

몇 달, 아니 몇 년씩 해야 하니 홀몸인 도편수가

하고 땀 흘려 번 돈까지 날린 도편수는 낙담했고

대웅전 법당으로 들어가면 정면에 상상의 산인

보아 유물이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단골

분노가 치솟았지만, 작정을 하고 도망친 남녀를

수미산 형태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불상을 모신 것

명부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내부에는 지

로 다니는 주막집에서 술을 따라주는 주모에게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궁리 끝에 도망간 주

이 보이는데 이것을 수미단이라고 부릅니다. 수

장보살을 위시해서 시왕·귀왕·판관·녹사·장군·

푹 빠져버렸습니다.

모가 영원히 대웅전의 지붕을 이고 사는 고통을

미단이라고 한 것은 부처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

동자상이 모셔져 있는데 모든 존상의 모습이 독

대웅전을 지으면서 여자를 가까이해서는 안 된

겪으며, 대웅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벌거벗은 몸

은 곳에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하고 보존이 잘되어 있습니다.

다는 것을 알지만, 남녀 간의 정이란 어쩔 수 없

을 보이라고 저주하며 나부상을 네 귀퉁이에 올

내부의 아름답게 채색된 천개(天蓋) 주위에는 극

보물 제179호인 약사전은 약사여래를 모신 곳

는 것인지 깊이 사랑을 하게 되고, 언젠가 대웅전

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락조와 용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입니다. 약사여래는 인간의 건강을 관장하는 분

이 완성되면 살림을 차리기로 손가락 걸고 약속

나부상과 관련하여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나

천장은 우물천장으로 되어 있는데 비천문, 연꽃

으로 몸이 건강하지 못한 신자들이 여기 와서 기

합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난 도편수는 빨리 대웅

부는 배신자 주모가 아니라 원나라의 공주라는

무늬로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후불탱화에는

도하면 건강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이 약사전의

전을 완성하고 여자와 행복하게 살리라 마음먹

것입니다. 충렬왕에게 시집와서 정화궁주를 내

석가여래·약사여래·아미타여래 세 부처님이 그

건축 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전등사 대웅전과

으며 달마다 받는 월급을 꼬박꼬박 주모에게 맡

쫓고 음탕한 짓을 서슴지 않던 제국대장공주를

려져 있고, 업경대(業鏡臺)는 생전에 지은 선업

함께 조선 1876년(고종 13)에 기와를 바꾸었다

겼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대웅전의 기둥이 세워

발가벗겨 만천하에 창피를 주겠다는 뜻이 있다

과 악업을 그대로 비춘다는 거울로 상상 속의 짐

는 기록이 보입니다. 이 전각의 건축양식은 조선

지고 서까래는 물론 처마를 얹히자 대웅전의 웅

는 것이지요.

승인 해태(또는 해치라고 부르는데 악인을 보면

중기의 다포식 건축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장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일이 끝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여자가 아니라 대웅전을

그냥 외뿔로 받아버린다고 합니다)가 밑받침입

단층 팔작집인데, 다포식 건축물이면서도 창방

날 때가 머지않게 된 것이지요. 며칠이면 완공될

지키는 원숭이인 손오공이라고 말합니다.

니다. 채색이 화려하고 이빨에서 머리, 꼬리에 이

위에 평방이 놓이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약사전·명부전·삼성각·
향로전·적묵당·강설당·
범종각이 지형에 맞춰
위치해 있습니다.

등사)라는 사액(寺額)이 걸려 있어 당시 절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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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사 철종
전등사의 철종은 보물 제393호로 지정되었지만

도 중일전쟁 때 일본군이 빼앗아다 부평병기창

우리나라 종이 아니라 중국 종입니다. 종에 새겨

에 갖다 놓았나 봅니다. 어쨌든 이런 인연으로 오

진 글자를 보면 시주인(종을 바친 사람), 동역인

게 된 중국 종이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받게 된 것

(종 제작 총책임자), 장인 등의 성명이 기록되어

입니다.

있는데, 그 중 하단의 곽 안에, ‘大宋懷州修武縣

우선 종의 밑 부분이 우리나라 종과 다릅니다. 물

百巖山崇明寺 紹聖丁丑歲 丙戌念三日鑄 鐘一顆

결치는 형상으로 팔능파상형이라고 하는데 종의

(대송회주수무현 백암산숭명사 소성정축세 병술

용유에는 두 마리의 용이 등진 형상을 하고 있으

염3일주 종1과)’라는 명문이 있습니다. 이 명문

며, 용두에 소리의 울림을 돕는 음통은 없습니다.

에 따르면 중국 하남성 회경부 수무현에 있는 백

종의 어깨에는 16개 잎의 연꽃잎을 둘렀고, 몸통

암산 숭명사의 종이라는 점과 주종 연대가 북송

에는 8괘를 나열했습니다. 종의 높이는 1.64m

의 철종 소성 4년, 즉 1097년(숙종 2)임을 알 수

이고 구경은 1m입니다. 이 철종은 형태가 장중

있습니다.

하고 조각이 웅경하며 소리도 청아합니다. 전체

그런데 그 종이 왜 여기에 있을까요.

적인 형태에서 개성 연복사종(演福寺鐘)을 연상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달했을 때 무기를 만들

하게 하는 중국 종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

기 위해 전국 사찰의 종들을 공출했는데 해방 후

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중국 철제종이

에 전등사 주지스님이 빼앗긴 종을 찾아 헤매다

보물로 지정되어 철로 만든 종 연구에 귀중한 자

가 전등사 종은 끝내 찾지 못하고 부평 병기창에

료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 이 종을 대신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아마

정족산사고지
사고(史庫)란 조선 왕들과 그 당시 시대상을 알

가 1930년 경성제국대학으로 옮겨진 후, 광복

은행나무

수 있는 역대의 왕실실록을 보관하던 창고입니

과 함께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오고 있

경내에 있는 은행나무 수령은 대략 600년쯤 된

이 열릴 때도 있지만 적게 열릴 때도 있지 않겠습

다. 정족산 사고 건물형태는 왕실의 족보를 보관

습니다. 본래의 정족산 사고 건물은 1660년 현

다 하니 조선 건국 초기에 자라기 시작한 것 같

니까. 그러면 도토리라도 주워서 부족한 것을 보

하는 선원보각(璿源寶閣)과 사고인 장사각(藏史

종이 세웠고, 그 아들인 숙종 때 여기에 실록을

습니다. 이 은행나무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늘날

충해야 하니까 수행에 전념해야 하는 스님들에

閣)의 단층 기와집 2동을 복원한 것이지만, 현재

보관했습니다. 영조 때에는 별관을 지어 왕이 친

까지 회자되고 있는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전등

게는 괴로움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실록과 족보는 이곳에 없습니다.

히 취향당(翠香堂)이라는 제액을 걸게 하고 전등

사가 왕실의 보호를 받는 사찰이지만 이 지역을

어떤 해에 강화유수가 턱도 없이 많은 양의 은행

조선왕조실록은 서울·전주·충주·성주 4곳에 보

사에 땅도 하사했습니다. 1931년 무렵 주춧돌과

다스리는 강화유수의 간섭이 아주 심했다고 합

을 바치라고 하자 기가 막힌 주지 스님이 은행나

관했습니다. 그러던 중 임진왜란 때 전주를 제외

계단석만 남긴 채 파손되어 빈터만 남아 있던 것

니다. 사찰 스님들에게 성 쌓는 일은 물론 고된

무를 향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은행이 열리려면

한 다른 3개 사고의 것은 불타 없어졌고, 전쟁

을 전등사에 보존되어 오던 ‘장사각’과 ‘선원보

잡역을 시켰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경내에서 생

많이 열리든지 아니면 아예 맺지 말아 달라’고 하

이 끝난 후에 전주의 것을 강화 정족산성으로 옮

각’이라는 당시의 현판과 함께 1999년 복원되

산되는 먹거리나 공산품도 툭하면 강탈하기 일

자, 갑자기 엄청난 소낙비가 내리고 벼락이 치면

겨 사본을 만들어, 다시 봉화군 태백산, 영변 묘

어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쑤였습니다.

서 나무에 불이 붙은 후 한 톨의 은행도 열리지

향산, 평창 오대산에 각각 보관하게 했습니다.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외규장각에서 많은 서

은행나무에서 열리는 은행도 예외는 아니었습니

않게 되었다 합니다. 그 뒤로 지금의 모양으로 쭉

1910년 일제에 의해 국토가 강점되면서 정족산

적을 약탈해 갔는데 만약 양헌수 장군이 여기에

다. 이렇게 큰 나무이니 은행이 일 년에 네다섯

서 있다고 전해 옵니다.

사고본은 태백산사고의 실록 및 규장각의 도서

서 프랑스군의 침공을 막지 못했다면 이곳에 보

와 함께 조선총독부 학무과 분실에 이장되었다

관된 귀중한 사료들도 모두 빼앗겼을 것입니다.

섬씩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이란 것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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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을 올라 마애관음좌상으로

보문사
보문사는 석모도에 위치하며 남해 금산의 보리

타락가산(普陀洛迦山)의 준말인 낙가산이라고

직해지자 어부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런데 웬

암, 동해 낙산사의 홍련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이름을 짓고, 절 이름을 보문사(普門寺)라고 했

일입니까. 끌어올린 그물 안에 고기는 한 마리

관음도량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관음도량이 바

습니다.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손을 가진 관세음

도 없고 인형처럼 생긴 돌덩이만 잔뜩 들어 있

닷가에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뱃길이 험해 해상

보살의 보살핌이 많아 어려운 처지에 빠진 중

는 것이었습니다.

사고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관세음보

생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산과 절 이름이 모

실망한 어부는 그물 속에서 돌을 꺼내 하나하나

살이 보살펴주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두 관세음보살을 상징하는 기도도량으로 이름

바다에 집어 던지고는 그물을 다시 바다에 던졌

보문사는 627년 신라 진평왕 때 보덕화상이 창

이 높아 참배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랜

습니다. 잠시 후 다시 그물을 들어 올렸더니 역

건했는데 고려 의종 때 회정선사가 중창했다합

역사만큼이나 유적도 많고 흥미로운 이야기도

시 돌들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화가 난 어

니다. 또 다른 일설로는 선덕여왕 때 금강산에

많습니다. 최근의 인물로는 박정희 대통령과 영

부는 돌을 꺼내 바다에 휙 집어 던지고는 집으

서 수행하던 회정대사가 이곳에 와서 상봉산과

부인 육영수 여사가 자주 찾았다고 알려지기도

로 돌아왔습니다.

해명산 사이에 절의 위치를 잡았다고 합니다.

했습니다. 우선 석굴에 봉안된 부처님 설화부터

그날 밤, 어부의 꿈에 노스님이 나타나서 천축

그렇지만 회정대사는 여러 기록으로 볼 때 신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에서 온 부처님을 두 번이나 바다에 던졌다

때가 아니라 고려시대 스님으로 보입니다. 동명

절이 세워진 지 14년이 지난 어느 날 삼산면에

고 야단을 치면서 내일 다시 건지거든 명산에

이인일지도 모르지요. 어쨌든 회정대사는 절 뒤

살던 어부가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봉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날 바다에 나가

의 산을 관음보살의 상서로운 기운이 머무는 보

얼마 후 고기떼가 잔뜩 잡힌 것처럼 그물이 묵

그물을 던지니 노스님 말씀대로 어부는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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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의 돌덩이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

송자관음이었다고 합니다. 송자관음은 따로 관

세히 보니 돌들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더랍니

음전을 지어 봉안한 다음, 이 절을 낙가산 보문

다. 어부는 비로소 보통 돌멩이가 아니라 돌부

사(洛迦山 普門寺)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처인 것을 알고 돌을 조심스럽게 거둡니다. 노

또 다른 일화로는 동자승이 어느 날 법당에 불

채로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나한이 동자승의

스님이 일러준 대로 낙가산으로 옮기는데 이 석

을 켜려고 기름을 붓다가 그만 실수를 합니다.

어려운 처지를 불쌍히 여겨 쪼개진 옥 등잔을 하

굴 앞에서 갑자기 돌이 무거워지면서 꼼짝을 않

그 바람에 옥 등잔을 떨어뜨려 등잔이 쪼개지

나로 붙이고 불을 밝혔던 것입니다.

더랍니다. ‘아하, 여기가 신령스러운 자리구나.’

고 맙니다. 절의 보물인 옥 등잔을 깨버린 동자

이곳 석상의 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

라고 생각하고는 굴 안에 단을 만들어 놓고 모

승은 놀라 밖으로 뛰쳐나와 절 귀퉁이에서 마냥

고 인도에서만 나는 석재인 것이 최근에 밝혀

셨다고 합니다.

울기만 했답니다. 마당을 질러가던 노스님이 흐

졌습니다. 인도의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용왕을

고려시대 「보문사법당중수기」에 보면 고려시

느끼는 소리에 듣고 물어보니 동자승은 울기만

시켜 이 땅에 불상을 보내왔다는 말이 믿겨질

대 회정대사가 이곳에 와서 보니 가운데 좌상

하다가 결국 옥 등잔 깬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정도인데, 조각이 썩 잘된 것은 아니지만 나한

은 석가모니불이고, 왼쪽은 미륵보살, 오른쪽

렇지만 법당 안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 노스

상 특유의 천진하고 익살스러운 모습을 볼 수

은 제화갈좌보살이었고 나머지는 18나한상과

님이 가보니 옥 등잔은 깨진 흔적 없이 멀쩡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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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언제인가 보문

그 뒤로 이 석굴을 ‘신통굴’이라고 부르기도 한

상을 이 천인대 위에 놓고 날아와 여기 도착했

사 석굴사원에 도둑이 들어 촛대를 비롯한 유기

답니다.

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뒤 이 바위는 법회 때

그릇 일체를 가지고 밤새도록 도망을 쳤는데 어

석굴은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7호로 지

설법하는 장소가 되었는데 천명이 앉을 수 있

디선가 종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어? 이 근처에

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97

다고 해서 천인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보문사 말고 또 절이 있었나?’라고 이상하게 생

평의 큰 석굴사원으로 천연동굴을 이용해 입구

각하며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을 쳤는데, 스님들

에 3개의 홍예문을 만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

이 새벽에 도량으로 나가보니 도둑은 부처님 손

가면 자연암벽에 감실을 마련했는데 감실은 가

바닥 안의 손오공처럼 여전히 보문사 절 마당

로 11.3m, 세로 8m, 높이 4m의 크기이고 반

을 뱅뱅 돌고 있더랍니다. 나한이란 원래 도둑

원형의 좌대와 석주를 설치했습니다. 석실 뒤

출신으로 도둑질에 대해 훤히 알기 때문에 침

에는 천인대(千人臺)라는 널찍한 바위가 있는

입한 도둑을 신통술로 골려 먹었던 것입니다.

데 길이 40m에 폭이 5m로 인도의 스님이 불

마애좌불로 올라가는 계단

배바위

마애좌불은 낙가산 중턱의 눈썹바위 아래에 새겨져 있습니다. 눈썹바위 밑

배바위는 반야용선(般若龍船)이라고도 합니다. 옆에서 보나 위에서 볼 때

에 새겨져 있다고 해서 미암좌불(眉岩坐佛)이라고 하는데 밑에서 약 1㎞

우리나라 전통 한선과 똑같은 모양이어서 ‘참 나를 찾아 떠나는 배’라는 의

정도 올라가야 하므로 계단을 지그재그로 해놓았습니다.

미로 반야용선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승진을 빌기 위

이 계단은 1985년 종진 스님이 주지로 있을 때 놓였는데 총 419개로 중간

해 이곳에 동전을 붙이며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에 쉬지 않고 오르기에는 제법 벅찬 길이입니다.

마애좌불
보문사는 금강산과 인연이 깊은 절입니다. 보문사를 개창한 회정스님도 금
강산에서 내려왔고 마애석불을 만든 스님도 금강산에서 왔습니다. 1928
년 금강산 표훈사의 주지스님인 이화응 스님이 보문사 주지인 배선주 스
님과 함께 직접 정으로 쪼아 조각한 마애불입니다. 높이가 9.2m, 너비가
3.3m에 달하는 거상으로, 척수로 환산하면 32척에 너비가 11척이 되는데
이것은 관음보살의 32응신과 11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상단의 눈썹바위가 지붕처럼 돌출되어서 비바람으로부터 관음좌상을 가
려주고 있습니다. 관음좌상은 네모진 얼굴에 커다란 보관을 쓰고 두 손을
모아 정병(淨甁)을 들고 연화좌대 위에 앉은 모습입니다. 마애좌불은 문화

향나무

맷돌

향나무는 수령이 700여 년이니 고려 말에 심은

이만한 맷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문사의

것입니다. 높이 20m, 둘레가 3.2m로 6·25 후

300명이 넘는 스님들과 이곳을 찾았던 신도

에 죽은 나무가 되었으나 3년이 지난 다음에 다

들을 먹여 살리던 식품가공기계였습니다. 맷돌

시 살아나 지금까지 보문사를 찾는 신도들을 내

은 화강암으로 만들었는데 지름이 60㎝, 두께

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향나무도 지방기념물 제

20㎝로 보통 맷돌의 두 배 정도 됩니다. 이 식

17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용 맷돌을 인천시에서는 민속자료 제1호로 지

재적 가치보다 기도 성지로 더 중요시되는데, 이곳에서 기도하면 이루어지
지 않는 일이 없다 해서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
라보는 보문사 앞바다의 조수를 보문첩도(普門疊濤)라고 하는데 강화도
10경 중 하나입니다.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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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이름을 정수사(精修寺)라고 한 사연은 이렇습

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을 떠올리게 하는 툇마루는 부처의 세계와 바라

니다. 가운데 1칸 문만 꽃장식이 되어 있고 양쪽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바다를 내려다

니다. 낙가산에서 보문사를 세운 회정대사가 마

대웅보전(大雄寶殿)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보는 이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2칸 문이 격자형의 소박한 창호문인 것은 조화

보면, 과거에 염전이던 곳이 지금은 논으로 바뀐

니산의 동쪽 줄기를 따라 내려오다 앞이 훤히 트

전각인데 ‘대웅’이라고 지은 것은 부처님이 법

대웅보전을 받치고 있는 장대석과 주초석도 우

와 균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3칸 모두 꽃

모습과,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영종대교가

인 밝은 땅을 보았더랍니다. “아, 저곳에서 불제

력으로 4마왕을 굴복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리네 전통 미감(美感)을 곱게 간직하고 있습니

장식이었다면 요란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너무

손끝에 걸릴 듯합니다.

자가 수도하면 삼매정수를 얻겠구나!”라고 단정

‘대웅전’과 ‘대웅보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

다. 다듬은 장대석은 중후하며 처음 건립 시기가

나 아름다운 조각품이라 일제강점기 때 어떤 일

봄이면 108계단을 오르며 보는 매화의 운치가

한 회정대사는 절을 세우고 ‘정기 정(精)자에 닦

웅전은 석가모니불을 모시고 협시불로 문수보

조선 이전임을 보여줍니다. 조선시대 사찰 건축

본인이 참나무 한 트럭과 이 문살을 바꾸자고 제

그윽하고, 늦여름에는 절 마당 앞 산자락에 펼쳐

을 수(修)자’즉, 정수사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

살과 보현보살 혹은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를 모

에서는 기단에 다듬은 돌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

의할 정도였습니다.

지는 노랑 상사화(相思花) 군락은 어디에서도 만

니다. 여기서 삼매정수는 깨달음을 말합니다.

신 경우이고, 대웅보전은 삼세불(三世佛)을 모시

된 일이었습니다. 기단하나에서 조차 자연에 깃

대웅보전 안의 탱화가 화려한데, 한가운데 있는

나기 힘든 꽃 마당을 이룹니다. 해마다 8월 말에

사찰 이름에는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세종대

되 현재의 석가모니불과 과거의 연등불인 제화가

들어 사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상하게 보여

것이 아미타불 후불탱화이고 왼쪽 벽면의 것이

서 9월 초까지 일주일 정도만 피어나기 때문에

왕 초기에 함허대사가 낡은 절을 중창할 때 법당

라보살, 미래불인 미륵불을 모신 경우로 대웅전

줍니다.

지장탱화, 오른쪽 벽면에 걸린 것이 칠성탱화입

이때를 즈음해서 사람 발길이 잦습니다. 가을 단

서쪽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고 정수사

보다 격이 높아 대웅보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수사 대웅보전 꽃 문살의 아름다움은 많은 사

니다. 이밖에 현왕탱화와 신중탱화도 걸려 있습

풍의 은근함도 보기 좋습니다. 내장산이나 설악

(淨水寺)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4칸의 겹처마 맞배지붕

람이 첫손을 꼽을 정도로 빼어납니다. 가운데 칸

니다. 대웅보전 오른쪽에서 산기슭으로 몇 계단

산 단풍 같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활엽수가 나름

정수사의 대웅보전은 보물 제161호로 전등사

절 이름이야 어쨌든 정수사는 매우 아름다운 절

건물로 원래 정면 3칸, 측면 4칸이었으나 후대에

네 짝 꽃 문살은 여느 꽃 문살과 달리 화병의 꽃

오르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벼랑 위에 삼층석탑

어우러진 모습은 비범함을 속으로 슬쩍 감춘 고

의 대웅전과 함께 강화도에서 보물로 지정된 귀

입니다. 보물 제161호로 지정된 대웅보전이 처

전면에 툇간을 달아 현재 측면 4칸으로 되어 있습

을 옮겨 놓은 듯한 모양으로 조각되어 있는데 통

이 서 있습니다. 근래에 조성한 불사리 탑인데, 대

승처럼 보입니다.

중한 불교유적입니다. 639년 신라 선덕여왕 때

음 세워진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1957

니다. 이 건물은 앞면의 툇마루가 특이한데 건물

짜 나무를 파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창살

웅보전 앞에 세웠다가 다시 이쪽으로 옮겼습니

회정대사가 설립한 절이니 1200년이 넘는 고찰

년 보수공사 때 조선 초기인 1423년 세종 때 중

의 양식으로 미루어 볼 때, 후대에 고치면서 덧달

문의 목단줄기 조각은 소박하면서도 깊이가 있고

다. 강화도라는 땅이 ‘바다 위에 뜬 연꽃’같은 곳

입니다.

창했다는 기록이 발견되었으니 조선 전기의 건물

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네 옛 시골집

네 개의 꽃병 문양은 청자와 진사 도자기 모양입

이어서 절 마당 가운데를 탑 자리로 하는 것을 피

아름다운 꽃 문살,

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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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서 공부했습니다. 1433년 경상북도 문경시

다. 그 당시는 불교계가 타락해서 승려들이 상업

에 있는 봉암사를 중창하고 그 절에서 입적했고

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첩을 거느리고 간음을 하

다비 후, 재를 정수사 부도에 안치했습니다.

는 등 비도덕적 행위가 말썽이 잦아서 이같이 비

함허대사의 집안은 고려 초기부터 중앙 관계(官

판을 받은 것입니다.

界)에 진출해서 벼슬을 했던 집안으로, 무인정권

이 점에 대해 유학자 출신의 함허대사는 불교비

이 들어서자 개혁적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대

판의 부당성을 공박했습니다. 함허대사는 출가

사의 일생은 성균관 유생으로 유학에 몰입했던

한 스님들이 아침저녁으로 기도하며 왕을 축원

전반기와 출가 이후 승려로 삶을 마쳤던 후반기

하고 효(孝)에 대해서도 부모의 은혜를 강조했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생으로 있던 고려 말에

던 석가모니의 의도를 조목조목 설파하자, 정도

는 불교계의 모순, 특히 살생을 금하는 것을 집

전이 자신의 좁은 소견이었다고 사과하며 존경

중 비판하였고 출가한 후에는 유교의 인(仁)에 대

의 예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함허대사도

한 불합리를 발견하고 깊이 회의했지만 나중에는

타락한 불교 승려는 혹독하게 비난했고, 불교와

부도

불교나 유교나 추구하는 것이 같다는 것을 깨닫

유교의 조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새로 창제된 한

정수사를 중창한 함허대사(涵虛大師)의 부도입

게 됩니다.

글을 통해 불법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공

니다. 함허대사 육신의 재를 모신 곳이지요. 돌은

조선이 건국되기 일 년 전 정도전을 비롯한 유학

헌했다고 합니다.

화강암이고 높이는 164㎝입니다. 함허대사는 고

자들이, 불교는 군주와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것

려 말에 충주에서 태어났는데 속성은 유(劉) 씨입

은 물론이고, 수행을 이유로 부모에게 효도를 다

니다. 21살 때 의상암으로 출가했고 무학대사의

하지 못하는 무위도식하는 무리라고 공박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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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광객이 동해와 황해를 비교할 때 동해

불가에선 불상의 받침대를 연꽃으로 표현합니

의 맑고 푸른 물에 비해 서해는 물이 탁하다고

다. 신통력이 뛰어난 천축조사는 희고, 푸르고,

낮춰봅니다. 그러나 서해의 저녁노을만큼은 관

붉고, 검고, 노란 다섯 가지 색의 연꽃잎을 따서

광객의 눈을 떼어 놓지 못할 정도로 아름답다

산 아래로 뿌려, 각각의 꽃잎이 떨어지는 곳을

고 하지요.

부처님의 인연이 닿는 곳으로 믿고 그곳에 절

강화사람들이 강화의 풍광 좋은 8곳을 골라 강

을 지으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화 8경(江華八景)을 뽑았는데, 그 중 제1경이

에는 붉은 연꽃이 떨어집니다. 지형이 험난한

적석사의 낙조입니다. 산마루에서 바라보는 경

곳에 떨어지긴 했지만 불자들은 부처님의 계

치가 하도 아름다워 적석낙조(積石落照)라는

시로 알고 곧 절을 세우고 적련사(赤蓮寺)라는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적련사가 언제인지 모

이 낙조를 보기 위해서는 품을 많이 팔아야 합

르지만 ‘돌로 쌓은 절’이라는 뜻의 적석사(積石

니다. 적석사를 오르는 길이 가팔라서 거의 8부

寺)로 바뀌게 됩니다.

능선을 따라 올라가야 하는데, 이런 곳에 절을

이곳은 사람들이 쉽게 오르내리기 힘든 곳이

지은 것에는 여하한 사연이 있습니다.

어서 그런지 고려 때는 대장경판을 보관하기도

고구려 장수왕 때 천축조사께서 고려산 꼭대

했고 병자호란 때에는 정명공주가 피신해 오기

기에 올라왔다가 정상 연못에 꽃잎 색깔이 각

도 했습니다. 이런 인연이 있어서인지 이곳에

기 다른 연꽃을 발견하게 되는 것에서 이야기

있는 오래된 우물은 나라의 앞날을 예언해 주

는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대부분 연꽃 위에 앉

는데 보통 때는 물이 차고 맑지만 물이 마르거

아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연꽃은 만물을 탄

나 흐려서 먹지 못하게 되면 나라에 재앙이 닥

생시키는 창조력과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

쳤다고 합니다. 6·25 전쟁 때에도 물이 흐려졌

는데, 연꽃은 맑고 깨끗한 곳에서 피는 꽃들과

다고 합니다.

달리 진흙 속에서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고려산에는 적석사·청련사·백련사의 3

꽃잎이 크고 아름다워서 하늘의 보배로운 꽃으

개 사찰만 남아 있는데 황련사는 강화읍 국화

로 간주됩니다. 연꽃은 피는 동시에 열매를 맺

리 연화동 옛 보만정 자리에 있었고, 흑련사는

기 때문에 인과(因果)의 이치와 맞아떨어져서,

혈구산 서영동에 있었다고 전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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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련사
백련사가 들어선 곳은 후미지고 숲이 울창해서 고려속
장경을 판각했다고 합니다. 광해군 때 학자로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후학을 키운 권필(權鞸)이 자주 방문한 것
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장녕
전에 불을 지르며 퇴각하자 권필은 타버릴 뻔한 숙종
과 영조의 초상화를 구해 이 절에 가져왔다고 합니다.
백련사에는 보물 제994호인 철아미타불좌상(鐵阿彌
陀佛坐像)이 있었습니다. 고려 후기 때 유행했던 단아
한 양식으로 길상좌(吉祥坐: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
를 향하게 하여 배꼽 앞에 올려놓고 엄지를 마주 대는
형식)를 취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변화를 절제한 엄숙
한 얼굴표정과 단정하면서도 부드럽고 균형을 이룬 체
구가 우아한 모습을 보여주는 철불이었습니다만 지금
은 도난당해 볼 수 없습니다.

청련사
청련사는 고구려 416년(장수왕 4)에 천축조사가 강화
읍 서쪽 고려산 기슭에 창건한 조계종 사찰로 강화도에
서 하나밖에 없는 비구니 절입니다. 이곳에서 삼국시대
탄생불 금동불상이 출토되어 이곳이 삼국시대에 지은
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1821년(순조 21)
화주 비구니 포겸이 중건하는 등 여러 차례 중건·중수
하였으나 건물이 워낙 낡고 퇴락해 1979년 4월, 주지
비구니 황법우가 내부 닫집의 고려 건축 양식으로 지금
의 큰 법당을 신축하였습니다.
큰 법당에는 고려 후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목조아미
타불상(木造阿彌陀佛像)이 본존으로 봉안되어 있고, 불
당의 벽면에는 탱화가 걸려 있습니다. 청련사 큰 법당
과 법당의 주련 글씨는 1979년 법당을 신축하면서 석
주(昔珠) 스님이 썼는데 보기 드물게 한글로 양각했고
주련 4점도 한글로 썼습니다. 위쪽에 작은 암자인 원통
암이 있었으나, 1984년 5월 20일 청련사와 합병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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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나를 찾아서

연등국제선원
템플스테이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에게 참선할 공간이 부족하

화 체험기회를 제공하면서 외국인들에게 큰 호

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원명 스님은 10주년 기

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들도 불교와 수

념으로 이곳 강화도에 연등국제선원을 개원합니

행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템플스테이 하는

다. 여기서 잠시 ‘선원’이란 말은 수행자들이 부

외국인과 어울릴 수 있어 글로벌 시대에 알맞은

처님의 법을 터득하는 경건한 수행공간을 말합니

수행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강화 연등국제선원의 규모는 법당·서래선원·

대웅전 건물만 빼고 모두 현대식 건물이라 전통

고경선방(참선하는 방)·요사채(승려의 생활과 관

사찰로서의 정서적 분위기는 부족하나, 명상과

련된 건물)·객실·후원 등 모두 6개동, 4천여 평

수행에 있어서 좋은 공간입니다. 때로는 고즈넉

의 규모이며 그중에는 농지도 많이 포함하고 있

한 숲길을 산책하면서 일상의 집착을 잠시 벗어

습니다. 농지에서는 ‘울력’이라는 노동을 통한 수

나기도 하고 차 한 잔을 음미하면서 서로 소중한

행을 합니다.

인연을 만들기도 합니다. 연등국제선원에서의

강화의 연등국제선원은 서울, 경기 권에서 참여

템플스테이는 이렇듯 일상에서 잊어버린 전통문

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는 참선 수행 도량으로서

화의 향기를 맡으며 자연과 하나 되는 마음 자세

미국·스위스·독일·러시아 같은 유럽 권 스님뿐

에서 본래 내 모습인 ‘참 나’를 찾게 해줍니다. 그

아니라, 아시아 불교 국가 스님들도 상주하면서

래서 마음의 풍요를 되찾아 일상으로 돌아가는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연등국제선원은 내·외국인을 위한 템플스테이
(Temple stay)를 운영하여 한국불교와 한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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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문화가 무엇일까

나 호기심을 만족시킬 뿐 일반인으로서 불교의

●

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류(Han style)라고

진리를 쉽게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연등국제선원

해서 한글·한식·한복·한지·한옥·한국음악을 내

조계종 종정이던 성철 스님을 아시나요. “산은 산

세우고 널리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서양인

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법어로 이름을 널리 알

이 한국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체험을 해보고 싶

린 큰 스님으로 당신을 만나려면 해인사 법당의

어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뿌

부처님께 3천 배를 해야 만나주는 것으로도 이름

한국불교의 체험을 통해

리인 기독교와는 다른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것에

난 분이었지요. 깐깐하지만 이런 엄격함으로 광

보다 깊은 한국문화를

서 새로움을 찾는 것도 있고 수천 년 동안 동양을

복 후 ‘봉암결사’를 통해 일제에 의해 무너진 비

이해시키는데

지배한 정신인 불교의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심

구승의 전통을 다시 세운 분입니다. 그분의 상좌

리도 있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찰에는 스님들의

(사승의 대를 이을 가장 으뜸가는 사람)가 2003

식사법인 발우공양이나 참선을 체험할 수 있는

년 입적한 원명(圓明) 스님인데 서울 종로구 소격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동에 연등 국제 불교 회관을 개관해 10여 년 동안

러나 언어소통의 문제도 있고 일회성 행사로 끝

외국인을 상대로 포교했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내·외국인에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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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예술 영화

동검도
DRFA 365
예술극장

동검도에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극장이 있습

서 가깝습니다. 물론 가깝다고 사람들이 찾는 것

니다. 극장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는 영화 <종려

은 아닙니다. 극장의 유지 비결은 ‘DRFA(Digital

나무숲>(2005년)의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한

Remastering Film Archive) 365’만이 가진 강

유상욱입니다. 그는 유럽에서 한 편의 영화를

력한 콘텐츠와 열정에 있었습니다. <천국에 있는

보고 극장을 짓겠다고 결심합니다. 스웨덴 케

것처럼> 외에도 <보리수>, <들장미>, <안개 낀 밤

이 폴락 감독의 <천국에 있는 것처럼-As it is in

의 데이트>는 DRFA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들입

HEAVEN>(2004)이 그 영화였습니다.

니다. 이렇게 DRFA는 2013년, 갤러리 풍 극장

그는 더 많은 한국인에게 이 영화를 보여주려고

을 개관하여 <거리의 악사>, <느릅나무 아래의

역설적으로 한적한 동검도로 들어옵니다. 장소

욕망>, <그녀의 방문>, <모데라토 칸타빌레> 같

를 물색하며 제주도를 점찍었던 마음을 동검도

은 수많은 고전영화와 예술영화를 상영해왔습

로 선회한 것입니다. 동검도가 점한 위치는 여

니다. 입소문이 퍼져 전국에서 관람객이 끊이지

러 면에서 매력적입니다. 우선 서울과 수도권에

않게 되었습니다.

DRFA는 극장에 앞서 동호회 형식으로 존재해왔

섬 안의 섬 같은 곳입니다. 의자만 뒤로 물리면

습니다. 동호회는 ‘조나단 유 시나리오 스쿨’ 산

하루 종일 일출을 볼 수 있던 어린왕자의 고향,

하단체로서 “분실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

소행성보다는 커서 일출과 일몰을 같은 곳에서

던 전 세계의 고전, 예술, 작가주의 영화를 찾아

감상할 수 있으며 밀물과 썰물 때면 펼쳐지는 또

서 복원하자는 취지”에서 1999년 출발했습니

다른 풍경의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다. 흥행논리와 상업영화가 극장가를 지배하며

영화는 예약제로 운영하며 건강하지만 소박한

예술영화가 설 자리를 잃어가는 21세기에 회원

한 끼 식사를 패키지로도 제공합니다. 관람 전

들의 힘이 이뤄낸 피와 땀이었습니다. 극장 관람

후로는 <조나단의 커피>에서 이제 극장만큼 유

료와 카페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영화 구

명해진 커피 블랜드 ‘하와이안 코나’를 음미해도

입과 번역 등 영화 상영에 필요한 작업에 재투자

좋을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DRFA를 말할 때, 주위 풍경을 빼놓을 수 없습니
다. DRFA가 있는 동검도는 본섬인 강화도와 연
륙교로 이어집니다. 여의도 면적(2.9㎢)보다 적
은 면적(1.61㎢)에 120가구 230명이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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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틱 미(美)의 극치

건물은 회색 시멘트 외관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는 것에 대한 반대) 감각을 보여주며 아우라(예

내부로 들어가면 서까래 위로 높은 천장, 천장 위

술 작품에서, 흉내 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를

로 낸 유리창 지붕, 그 아래 통으로 펼쳐진 공간

뿜어내는 중이며, 침대 옆에 시침 떼고 놓인 좌

이 무질서한 듯 조화롭게 펼쳐집니다. 방직기계

변기는 생뚱맞지만 당당한 위용으로 마르셀 뒤샹

조양방직 카페는 아주 낡은 것과 덜 낡은 것을 병치하고 과거와 현재를

가 있던 기다란 작업대는 테이블로 변신하여 재

을 호출합니다.

합성하여 시공간의 공존을 가능하게 한 갤러리 카페입니다. 카페 이름

활용되고 있습니다. 방치된 듯 손봐서 무심히 벽

그는 전시기간 내내 구석으로 치워져 변기 취급

‘조양방직’에서 보듯이, 원래는 방직공장이었습니다.

에 세워둔 문짝, 하늘색 바니 캐릭터 의자, 군데군

받던 자신의 작품 <샘>(1917)이 왜 부도덕하냐

1933년 홍재묵, 홍재용 형제가 설립했을 당시에 전기와 전화 시설을 끌

데 녹 자국 있는 철마, 소파 위의 봉제인형… 어디

며 미술관에 항의 공개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들일 정도로 그 위세를 무시할 수 없던 곳이었으나, 10년 뒤 경영난으

서 모아다 놓았는지 넓은 실내 구석구석을 장식

“평범한 생활용품을 사용하여 새로운 이름과 새

로 공장은 다른 사람에게 경영권이 넘어갑니다. 1958년 폐업하고 이후

하고 있는 잡지와 액자, 온갖 잡동사니는 ‘앤틱’

로운 관점 아래, 그것이 갖고 있던 실용적 의미가

단무지 공장, 젓갈 공장을 거쳐 방치되던 것을 2017년에 1년 남짓 기간

취향을 애써 감추지 않습니다.

사라지도록 그것을 배치”한 뒤샹의 예술관은 조

을 들여 보수하고 문을 엽니다. 갤러리 카페라기엔 드넓고, 테마파크라

‘기술 복제시대’인 근현대 키치(독일어로 저속,

양방직 같은 갤러리 카페를 이미 백 년 전에 독려

기엔 좀 작은 규모입니다.

또는 질이 낮은 이라는 의미, 고상하고 품위 있

하고 있었습니다.

조양방직 카페
- 신문리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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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날의 설레임

진달래섬
진달래섬의 컨셉은 온라인 사이트(http://jindalrae.kr)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진달래섬은 강화도의 온 산을 뒤덮으며
봄을 알리는 진달래의 번식력처럼, 강화도 이야기가 널리 퍼
지게 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날, 기쁜 날 설렘을 담은 꽃다발
을 선물하듯, 강화도를 가득 담아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진달래섬은 강화도의 특색과 아름다움을 담은 상품과 콘텐츠
를 제작하는 강화 기프트 상점입니다.
동네 작은 공방과 주민들이 함께 강화도의 자원과 이야기를
발굴하고 예술가, 디자이너와 협업하여 새로운 시선으로 재
해석한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진달래섬은 강화도를
새긴 물품을 모아 소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요
즘 뜨는 신개념 문화공간입니다.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된 강화도 지형을 성냥 패키지에 담은
상품, 갯벌로 떨어지는 낙조를 형상화한 초가 있습니다. 순무,
고인돌 등 강화도의 유적이나 특산품을 스케치한 작가의 엽
서, 건강에 좋은 순무 차와 약쑥 차, ‘로컬 과자점 금_방’의 건
강 전병, <잠시, 섬> 색칠 엽서 북, 강화의 상징을 새긴 양말과
뱃지, 특산품 소창으로 만든 가방, 손수건, 스카프, 그리고 강
화 섬쌀, 진달래, 저어새, 순무, 새우, 고려궁지, 목화, 인삼 모
양의 냉장고 자석….
강화읍내 중앙시장에 있으며 규모는 작지만 이처럼 온갖 물건
이 있어 아기자기한 개미집을 연상하게 합니다.

156

인천, 시간
인천, 공간

Part. 3
볼거리 즐길 거리 가득, 강화 체험

157

Part. 3 Ⅵ. 감성 체험

곱게 늙은 카페

남문로7 카페
도로명 주소 ‘남문로7’을 그대로 카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을 이용할 때 번거롭지 않다는 이점이 있어 유행하는 작명이기도 합니다. ‘자기’
보다 주위 거리를 강조하며 조화를 꾀하는 이런 유행은 오래가도 좋을 것입니다.
근대생활문화관 ‘대명헌’(1928년)과 같이 쓰는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카페가 나
타납니다. 방직공장을 개조하여 천장은 높고, 드러난 서까래를 그대로 살려 눈길
을 끕니다. 곳곳에 문살과 창살을 세우고 투명유리를 덧댄 실내 분위기는 아늑하
고 고즈넉합니다. 소창에 수놓은 소품들을 유리창 위에 드리우고 여기저기 튀지
않게 장식해 놓아 주인장의 야무진 안목이 느껴집니다. 실내 구석구석까지 주인
장의 살뜰한 손길이 묻어나 자리를 옮겨가며 앉아보고 싶게도 만듭니다. 무엇보
다도 옛날 구조를 이용하여 발생한 한옥의 빈틈은 스며들어 머물고 싶게 합니다.
밀폐용기에 담겨 진열된 꽃차와 커피 향이 차 맛을 기대하게 만드는 카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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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빛 서점은 주인장의 안목으로 고른 책들을
파는 동네 책방입니다. 정면에 대문이 있고 양옆
으로 ‘그 남자 책방 소금빛 서점’과 ‘그 여자 그
릇 유림상회’가 마주 보고 있습니다. 행랑채를 개
조한 책방과 그릇가게는 향수를 자극하며 사람들
발길을 당깁니다. 드라마 <더킹: 영원의 군주>에
서 배우 이민호가 시집을 읽던 장소로 알려진 곳
이기도 합니다.
황톳빛 천장에 짙은 갈색 서까래, 하얀색 회벽에
초록색 아이비가 넘실거리고 벽에 붙여 놓은 토
분의 식물들, 이 모두가 세 가지 색상으로 통일돼
정갈하고 고졸한 분위기입니다.
강화도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는 함민복 시
인의 시집, 주인장이 두 번째 출판한 책, 이민호
가 뽑았던 소월의 시집 등, 특별히 알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인이 손 글씨를 써서 책이나 책꽂이
에 붙여 놓았습니다. 전면 통유리 맞은편에 빼곡
히 꽂힌 책들은 이곳이 서점이라기보다 누군가의
서재, 아마도 주인장의 서재이며 방문객이 공유
하는 서재라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서점 전경을
담은 엽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얀색 회벽의 지성

소금빛 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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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미술 컬렉션

해든뮤지움
해든뮤지움은 교육, 문화, 예술을 자연 속에 담
은 사립미술관입니다. 피카소, 샤갈, 아르망 같
은 외국 작가의 작품뿐 아니라 백남준, 장욱진,
이응로 같은 한국의 유명 작가들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수준 높은 현대미술 컬렉션은 물
론 교육, 기업연수를 위한 교육관과 세미나실을
제공하는 복합문화시설입니다.
2013년 개관 특별전 <현대미술의 거장>을 시
작으로 2014년에는 기획전으로 <시대와 감
성-한국미술의 내일을 열다>, <근·현대 한국미
술의 흐름>을 열었습니다. 2018년에는 개관 5
주년 기념 특별전 <샤갈-신비로운 색채의 마술

●

사>를 개최하고 2019년 가을부터 2020년 봄

해든뮤지움은 컬렉션 및 전시는 물론

까지 <팝아트>전이 있었습니다.

야외 조각 가든을 함께 갖춘 복합문화시설입니다.

이밖에도 교육관을 운영하여 창작과 전시감상
을 결합한 학생 대상 감상교실을 열고 있으며
<미술관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관
련 직업 탐색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합니
다. 야외에서는 때때로 음악콘서트가 열리고 결
혼식에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위 풍경이
뛰어나고 모던한 건축물이 돋보여 이병헌, 송중
기, 소지섭 등을 모델로 하는 각종 CF 촬영 장소
로도 이용되었습니다.
이처럼 해든뮤지움에서는 강연, 공연, 창작 등
의 활동이 가능하며 문화예술과의 소통을 돕고
저변을 확대하고자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여
지역의 문화거점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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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문석 체험의 장

강화도령 화문석
현장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홈페이

옛날 방식을 유지하되 기술을 개선하고 현대

지를 이용해 상품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지인

적 감각의 상품을 생산, 운영하는 강화도령 화

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열쇠고리부터 누구나 손

문석은 그 고유한 방식을 인정받아 유니크베뉴

쉽게 만들어볼 수 있는 화문석 키트, 가방, 다도

(Unique Venue)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 등 다양한 상품이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화

유니크베뉴란 전시컨벤션센터, 박람회 등 전문

문석 돗자리는 개개인의 조건에 맞춰 크기와 디

적 시설은 아니지만, 지역의 독특한 매력을 느

자인을 골라 맞춤 제작 가능합니다. 친환경 재

낄 수 있으며 행사 개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료로 만든 화문석 돗자리는 습도조절에 뛰어나

장소를 말합니다. 강화도령 화문석은 왕골 재

열대야 현상을 보이는 한여름에도 쾌적한 환경

배부터 제품 생산과 판매는 물론 체험교육 시

을 제공합니다.

설까지 두루 갖춘 농촌 전통 테마 마을입니다.
이렇게 완결된 구조를 갖춘 하나의 세계로, 조
건을 충족시킨 강화도령 화문석은 강화도를 찾
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신선한 추억을 제공하
고 있습니다.

강화도의 화문석은 전국에서 으뜸으로 알아줍

년 시작할 때부터 전통방식을 고집하여 제작해

니다. 비결은 거친 해풍을 맞고 자라 키 크고 강

온 강화도령 화문석은 왕골이 자라는 좀 더 적

한 재료인 왕골과 왕실에 진상하던 전통에서 찾

합한 환경을 연구하며 업그레이드된 재료 얻고

을 수 있습니다. 강화의 화문석은 고려 왕실이

자 한결같이 노력해왔습니다. 이처럼 고급화,

강화도로 천도해 오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해 오

세계화에 힘써온 결과, 현재 20여 개국에 수출

늘까지 전승되고 있습니다.

하는 국제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강화도령 화문석은 화문석 체험장을 운영하며

또한 한 번에 25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왕골 재배부터 화문석 제작, 판매, 체험까지 전

을 두어 개인에서 단체까지 화문석 소품 만드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981

체험시간을 제공합니다. 화문석 공예체험은 섬
세한 작업을 요구하는 만큼 아이들의 집중력 향
상에도 도움을 주며, 창의성과 예술성을 자극하
는 놀이시간이 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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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행복 더하기 건강

도전! 20코스,

웰니스 체험

강화나들길

강화나들길은 도보 여행길로 총 20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방문객에게 정리된 도보
코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게 즐기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나들길에 오르면 선사시대의 고인돌, 고려시대의 왕릉과 건축물, 외세 침략
을 방어한 조선시대의 진보, 돈대 등 역사와 선조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세계적 갯벌과 저어새·두루미 등 철새가 서식하는 자연생태 환경도 보
고 느낄 수 있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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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향과
여건에 따라 ~
계절과
시간에 따라 ~
맞춤 웰빙 2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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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스 <심도역사문화길>은 고려시대의 임시수

의 일상을 가늠해보는 길까지 선택의 폭이 다양

여권은 각종 여행 편의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고

도로서 도서지역의 특성을 간직한 강화산성, 고

합니다.

방문기념 도장 날인 페이지를 마련한 여행수첩

려궁지, 용흥궁, 강화성공회한옥성당과 아늑한

교동도 대룡시장에서 출발해 대룡시장으로 돌아

입니다. 출발지점과 완주지점에서 각 코스를 상

대산마을 벌판을 보며 연미정으로 가는 길입니

오는 <머르메 가는 길>의 경우, 한국전쟁 때 활주

징하는 스탬프를 찍을 수 있습니다.

다. 15코스 <고려궁성곽길>, 17코스 <고인돌탐

로로 사용하던 도로를 따라 교동평야를 가로지르

강화군 홈페이지에서 나들길 지도와 길 안내 어

방길>처럼 역사유적을 주제로 한 길이 있는가 하

게 되고, 난정저수지는 드넓게 펼쳐진 평야에서

플(두루누비)을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강화나들

면, 갑곶돈대에서 초지진에 이르는 <호국돈대길>

거대한 호수를 연상케 하는 저수지로 보는 이의

길 카페가 있어서 더 많은 정보도 교환할 수 있

처럼 안보유적을 둘러보는 길도 있습니다. 초지

가슴을 탁 트이게 합니다. 교동 나들길은 평범했

습니다.

진에서 분오리돈대에 도착하는 8코스 <철새 보

던 선조들의 숨결이 유적으로 남아 있고, 섬을 지

알면 알수록 더 찾게 만드는 강화도 나들길 도전

러 가는 길>, 20코스 <갯벌 보러 가는 길>처럼 생

키려한 역사가 이야기로 전해지는 마을로서, 산

으로 조선 문장가 유한준의 이 말을 확인하는 것

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코스도 있습니다. <낙조 보

과 바다가 어우러지며 옛사람들 일상이 풍경으로

은 어떨까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러 가는 길>, <서해 황금 들녘길>처럼 하루 중의

남아 있는 코스입니다.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시간이나 연중 계절을 타는 코스도 마련돼 있으

강화나들길 20코스 챌린지를 하는 것도 강화도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 유홍준이 그의

며 <강화도령 첫 사랑길>, <해가 지는 마을길>처

를 체계적으로 답사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러려

버전으로 번역한 문장임을 밝혀둡니다.

럼 철종이나 강화학파 학자들 같은 역사적 인물

면 먼저 도보여권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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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녀의 다이어트 비결,

아르미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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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조상 곰은 동굴 생활 백일 수행을 성공하

운 약쑥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또 다른 의

고 환웅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때 환웅은 웅녀

미도 지닙니다.

에게 식이요법이라는 미션을 주는데 ‘쑥과 마늘’

체험공간인 아르미애월드에 들어서면 랜드마크

단 두 가지 음식으로 나날을 견디라는 내용이었

격인 약쑥 웰가가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약쑥한

습니다. 이를 못 견딘 호랑이는 중간에 뛰쳐나가

우 전문식당에서는 약쑥한우, 쑥냉면 같은 쑥과

죽도 밥도 안 됐지만 곰은 인내심을 발휘해 무사

한우를 재료로 한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멀리

히 백일을 넘깁니다.

외포리 바다가 보이는 야외 테라스를 포함하여

사실 웅녀가 수행한 것은 현대에 누구나 한 번쯤

220석 규모입니다. 1층에서는 약쑥제품과 강화

도전했을 다이어트였습니다. 다이어트는 건강을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쑥 족욕, 쑥 좌훈, 쑥 산소

이유로도, 미용을 이유로도 수많은 사람이 도전

찜질 등 약쑥을 이용해 건강 체험을 즐길 수 있습

하지만 미용과 건강은 따로 떼놓고 말할 수 없습

니다. 약쑥웰가 건물 옆에는 농업의 역사와 첨단

니다. 어쨌든 건강이든, 미용이든, 수련이든 식이

농업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농경문화관과 온

요법을 할 때 복용하는 특별식은 몸에 특별히 더

새미로 공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화약쑥가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환웅이 웅녀에게 권한 두

공공장이 있어, 강화약쑥을 원료로 한 와인, 술,

가지 음식 가운데 하나가 다름 아닌 ‘쑥’이었다는

뜸 기구, 엑기스, 환, 빵, 음료 등을 생산하는 가공

점은 그 식물의 뛰어난 효능이 옛날부터 입증되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가공공장 단체견학을 예

었음을 말해줍니다.

약제로 운영합니다.

2009년 3월 개장한 아르미애월드는 불은면 삼

삼랑성, 마니산 참성단 같은 단군과 얽힌 이야기

성리 농업기술센터 일대에 5만 2,976㎡ 규모

가 많은 강화도는 지기로나 지세로나 특별하다는

로 조성된 강화약쑥 테마 공간입니다. 아르미애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런 땅에서 자라는 쑥, 그리고

란 쑥의 학명인 Artemisia의 첫 자와 한자어 애

그 쑥을 이용한 아르미애월드의 각종 체험 효능

(艾)를 조합한 브랜드입니다. 여성에게 특히 이로

역시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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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영재를 만드는

옥토끼우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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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토끼우주센터는 우주, 공룡, 로봇과 과학

주 엘리베이터’, 우주인들이 지구에서 우주

체험을 통해 뇌를 톡톡 두드려 창의적인 영재

로 향해 출발했을 때 우주선 안에서 느끼는

를 만들어가는 과학문화콘텐츠공간입니다.

중력가속도를 경험할 수 ‘지포스’, 자라나는

총 면적 30,000평의 거대한 대지에 크게 우

꿈나무들이 우주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과학박물관과 야외 테마 공원으로 이원화

제작된 꿈의 로켓-코스모프호, 이 밖에 1인

하여 조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승 우주공간 이동장치와 미래도시 꼬마기차

그럼 우주과학박물관부터 세세히 살펴보도

도 시승할 수 있습니다.

록 하겠습니다. 우주과학박물관에서는 미지

3D영화관에서는 신비한 입체 영화 두 편을

의 우주이야기를 온몸으로 체험해 보며 좀 더

감상할 수 있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별

쉽고 활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리 목걸이를 만들어보는 ‘만들기 체험존’

이곳은 전시관· 우주체험기구 6종·3D영화

역시 멋진 추억을 선사합니다.

관·만들기 체험존 등 4개의 섹션으로 구성

이제 야외로 나가 볼까요. 야외테마공원에서

되어 있습니다. 전시관은 다시 거대한 우주

는 신나는 썰매장과 유수풀, 살아 숨 쉬는 공

탄생의 비밀과 신비로운 태양계 행성들을 만

룡의 숲까지 다양한 체험들을 경험할 수 있습

나보는 태양계 여행, 우주를 향한 인간의 끊

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움직이며 소리 내는

임없는 도전과 역사 속 우주개발의 변천사를

대형 공룡 63마리를 직접 만나는 스릴의 공

한눈에 보는 우주개발의 역사, 하늘을 날고

룡의 숲. 여름엔 시원한 물놀이장, 봄, 가을에

싶은 인류의 꿈을 이루게 해준 항공 산업의

는 낭만적인 보트 타기, 겨울엔 꽁꽁 얼음 썰

발전과 로켓 개발의 역사, 달과 화성 탐험존,

매장으로 변신하는 은하수 유수풀. 하늘 높이

우주인들의 생활공간인 국제우주정거장에

솟은 대형로봇과 다양한 캐릭터 로봇들이 전

서는 어떻게 자고 어떻게 화장실을 가는지 궁

시되어 있는 로봇 공원. 그리스 로마 신화의

금증을 풀어주는 우주생활관, 우주에서 활동

조각상들을 살펴보면서, 과거로의 시간여행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주 연필,

을 떠나보는 로고스 가든. 우주왕복선 콜롬

우주 음식, 우주복, 우주를 촬영한 카메라 등

비아호를 지켜라! 시원하게 쏘아 올리는 물

을 스페이스 사이언스 전시관에서 만나보세

대포 체험의 물대포 공원. 이외에도 토끼들

요. 이외에도 선내 우주복을 입어보고, 우주

을 만날 수 있는 토끼의 성과 사계절 썰매장

왕복선 조종실에서 기념촬영도 가능합니다.

이 있으며 모든 관람과 체험을 마쳤다면 전망

우주체험기구 6종으로는 중력 저항 훈련의

쉼터에 앉아 보세요. 그 곳은 공룡의 숲과 로

하나로서 실제 우주인들이 우주선 내에서 느

고스 가든을 이어주는 공간으로, 야외테마공

끼는 각종 멀미나 어지러움 등을 극복하고

원을 둘러본 관람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사이버 인 스페이스’, 마치 창

곳입니다. 또한 전망쉼터는 티라노사우루스

밖으로 운석과 유성우를 바라보며 올라가는

뒤편에 있는데, 이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느낌이 들며, 마지막 순간에 쿵! 하고 떨어질

옥토끼우주센터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때는 순간적인 무중력 체험도 가능한 ‘6인 우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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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로 연이어 배치된 터널과 낙차 구간은 폐

이중 곤돌라 캐빈은 ‘포르쉐 디자인 스튜디오

쇄된 공간을 지나면 바로 바다를 보며 내려오느

(Porsche design studio)’에서 국내에 첫 선을

라 탁 트인 시야를 더욱 강조해 가히 강화씨사이

보이는 제품입니다.

드 리조트의 백미로 꼽힙니다.

선사시대 흔적이 있고 고대의 신화가 숨 쉬는

곤돌라를 타고 풀과 나무, 흙과 공기, 빛과 습기

강화의 원시림 산책로, 초목과 암석원 사이사이

가 어우러진 숲 내음 맡으며 정상에 오를 수도

로 조성된 포레스트 어드벤처는 안전이 보장된

있습니다. 정상에 도달하면 전망대가 있고 사위

시설이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흥미

는 온통 바다입니다. 1시간에 한 바퀴를 회전해

로운 테마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수도권에서 1

천천히 브런치&티타임을 즐기며 시나브로 바

시간이면 달려올 수 있는 접근성과 아이들을 위

뀌는 바깥 풍경을 즐기며 머물러도 좋을 것입니

한 친환경 놀이터, 야외 카페까지 다양한 방문

다. 일몰에 맞춰 전망대에 앉아 있으면 낙조가

객의 다양한 취향에 맞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성큼 다가와 마치 그 한가운데로 들어선 착각을
일으킵니다. 가뜩이나 전망대는 비행접시 모양
이라 우주를 유영하는 기분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곤돌라 안에서도 서해 낙조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곤돌라는 스위스의 8인승 제품으로,

쾌감 100% UP↑

강화씨사이드
리조트

강화씨사이드 리조트는 루지, 곤돌라, 푸드코트, 테마

●

산책로 등을 갖추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환경에서

루지, 곤돌라,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리조트입니다.
루지는 동력장치 없이 땅의 경사와 중력만을 이용해
카트를 타고 내려오는 바퀴썰매입니다. 트랙을 내려

회전전망대,
전망대 레스토랑,

올 때 안전하게 방향조정과 제동이 가능해 보호구만

힐링산책로,

착용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

포레스트 어드벤쳐!

다. 경사도는 완만하지만 곡선 코스가 반복되어 속도
감과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다이나믹 레저 스포츠인
것입니다. 트랙 규모는 연장 1.8㎞/line 총 2코스(오
션코스, 밸리코스)로 코스마다 재미를 더하는 360˚
회전코스가 있습니다.

174

인천, 시간
인천, 공간

Part. 3
볼거리 즐길 거리 가득, 강화 체험

175

Part. 3 Ⅶ. 웰니스 체험

멈춤과 격동의 균형,

강화레포츠파크

강화레포츠파크는 강화도의 중앙부에 위치한 혈구산에 있어 동서남북 어디든
훤히 내려다보입니다. 총 길이 1㎞ 5코스 짚라인과 18개의 어드벤처코스, 클
라이밍 시설 등 다이내믹하고 스릴 넘치는 레포츠를 자연휴양림 티앤림에서
즐기는 종합 레저테마파크입니다.
‘티앤림’이라는 낯선 이름은 중국어로 천상을 뜻하는 티엔(Tien)의 첫 알파벳
‘T’와 수풀을 뜻하는 한자 ‘임(林)’을 합성한 단어로 ‘천상의 숲’을 의미합니다.
채석장이던 건물과 구조물 등을 최대한 살린 약 340,000㎡ 규모로, 이색적인
분위기의 휴양림을 조성하였습니다. 짚라인은 미국과 유럽, 호주 등지에 널리
퍼진 레포츠 시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챌린지 코스와 함께 청소년 단
체나 기업 등의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활용되며 기존의 서바이벌과 레프팅 등
레포츠시설을 대체할 새로운 시설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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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라인은 코스타리카나 하와이 같은 열대우림지역에서 유래했다

또 다른 레포츠 구역인 어드벤처 시설은 숲속의 자연목에 다양한

는 설이 유력합니다. 원주민들이 바닥을 점유한 뱀이나 독충, 독초

높이의 플랫폼과 도구를 부착한 장애물 극복 체험시설입니다. 그

따위를 피할 목적으로 밀림에 로프를 걸어 타고 다니던 교통수단

런가 하면, 클라이밍은 인공암벽 등반 스포츠로서 전신 근력을 이

이었습니다. 제국주의 식민지 때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음식물이

용해, 운동 후 짜릿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

나 담배, 우편물, 기타 공사에 필요한 공구류를 계곡이나 강 건너

나 가능해 바쁜 일상, 절대량의 운동 부족 현대인에게 필요한 스

편처럼, 운송 어려운 곳에서 작업하는 동료에게 전달하는 수단으

포츠입니다.

로도 이용되었습니다. 전쟁 당시에는 전투병에게 탄약을 전달하는

티앤림에는 레포츠 시설 외에 ‘숲속의 집’이라는 총 5동의 숙박시

수단이었습니다. 총 5개의 코스(총 길이 약 1㎞)와 구름다리로 구

설도 조성돼 있습니다. 깊은 숲에 투명한 햇살, 맑은 공기가 있고 레

성되어 코스마다 다른 속도와 재미가 있습니다. 아찔한 진행에 모

포츠 체험을 할 수 있어 지친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완전히 날려

험이 따르지만 간단한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

버릴 솔루션을 주는 곳입니다. 휴식과 격동으로 멈춤과 움직임의

는 스포츠입니다.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신개념의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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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과 긴장 작용,

강화해수랜드

강화해수랜드는 초지대교 옆에 위치한 1천3백 평 규모의 해수탕으로 유
명합니다. 지하 560m에서 끌어올린 해양 심층수는 암반층을 통과하며 자
연 정수됩니다. 미네랄이 고루 함유된 해수는 삼투압 원리로 몸속 노폐물
을 배출시킵니다. 해수 속 광물질은 흡수되어 혈액순환을 도울 뿐더러 살
균, 해독작용으로 신경통, 관절염, 아토피를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해수로
입안을 헹구면 충치나 잇몸질환 같은 구강질병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로만 불을 지핀 전통 재래식 불 한증막이 있으며 식당, 매점, 만화
방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즐기다 보면 잔뜩 긴장됐
던 몸도 이완되고, 얼음땡 놀이를 하듯 냉온 구역을 교차해 다니느라 이
완과 긴장은 적정 지점을 찾고 어느새 몸도 마음도 충분한 활력을 되찾
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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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맛보시겨~

강화도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
강화도는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깊은 역
사와 문화를 간직한 만큼, 먹거리도 특별합니다. 더
욱이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농수산물이 잘 자
라는 청정지역이기도 하지요.
식욕을 자극하는 알싸한 맛의 순무김치, 고려의 역
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젓국갈비,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꽃게탕까지 강화 음식은 지금 이 시
간에도 식도락들의 발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젓국갈비
혼란기에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상상력이 극대화되면서 의도
치 않은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강화도의 젓국갈비가 그러한 음식 가운데 하나
입니다.
고려가 강화로 천도해 왔을 당시 궁중 요리사들은 물자가 부족하던 강화도에서, 강화만의 식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할 수 있는 요리가 무엇일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진상 품목
으로 ‘젓국갈비’를 고안해냅니다. 젓국갈비는 시원한 맛을 내는 배추, 무, 파, 쑥갓, 미나리

강화도도 식후경

등에다 깊은 맛의 호박, 버섯 혹은 특산물인 인삼을 가지고 주재료인 돼지갈비와 함께 뚝배
기에 넣어 푹 끓여 낸 탕국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돼지갈비탕이나 돼지갈비 전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려낸 탕국에 마지막 화룡점정은 간 맞춤으로, 반드시 강
화 새우젓을 넣어야 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맞춤 때문에 ‘젓국갈비’라는 이름

먹거리(특산물)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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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섬약쑥한우

꽃게탕

강화한우의 경쟁력은 한우 자체에서 확인되는 튼튼함과 강

황해는 갯벌이 발달해 각종 어패류가 노는 황금어장입니다.

화도의 특산품인 약쑥의 결합에 있다 하겠습니다. 순혈주의

제철 암게는 산란 전인 5~6월, 수게는 가을에 제 맛을 내며,

보다는 혼종이 적응력도 뛰어나고 우수하다는 사실은 이제

갯벌에서 서식하는 게는 미네랄이 풍부해 맛도 좋습니다. 서

상식이며 대세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퓨전과 콜라보가 시도

해간척사업으로 갯벌은 줄고 어장이 좁아지긴 했어도, 여전

되고 수많은 조합의 결과, 더 새로운 문화로 진화해가고 있

히 철 따라 잡히는 다양한 해산물 맛을 보려고 강화에 방문객

습니다. 강화섬약쑥한우는 이러한 실험정신으로 탄생한 지

이 몰려옵니다. 해산물 요리 중에 봄과 가을에는 강화도 꽃게

역토산브랜드입니다.

탕이 손에 꼽히는 메뉴일 것입니다. 강화 간장게장도 물론 빠

강화섬약쑥한우는 해풍을 맞은 볏짚에 발효약쑥 넣은 사료

뜨릴 수 없는데, 불과 몇 십 년 전만해도 한여름 오후 간장게

를 먹여 풍미가 뛰어나고 붉고 흰 고기의 마블링이 균일합

장 달이는 풍경은 바닷가 여느 집에서든 볼 수 있던 일상이었

니다. 불포화지방산인 올레인산도 다량 함유돼 동맥경화나

습니다. 그 당시엔 불에 졸이는 일명 조선간장 냄새가 부엌을

심장병 예방에 좋으며 고기를 구워놓아도 장시간 부드러움

빠져나와 온 집안을 채우고도 모자라 문밖으로 퍼졌었지요.

이 유지됩니다. 올레인산은 또한 혈중의 나쁜 콜레스테롤은

저녁 밥상에 올라온 게장을 어른들은 반기지만 오후 내내 독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려주는 역할도합니다. 이 뿐만

한 냄새에 시달린 아이들 입에 소태처럼 강한 맛은 맞지 않

이 아닙니다. 섬약쑥한우에는 몸에 유익한 아미노산이 많아

았습니다. 냉장고가 보급되어 저장법이 바뀌고, 양질의 저염

간 해독에 좋고, 근육·뇌기능 향상은 물론 피로회복과 통풍

식 간장도 등장하면서, 간장게장 앞에는 밥도둑이라는 수식

예방 효과에 탁월합니다. 한마디로 인스턴트 음식에 항상 노

어가 붙어 다니며 요즘은 애들이 더 선호하는 음식이 되었지

출돼 있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우수한 식품이

요. 격세지감은 이럴 때 쓰는 말이겠지요.

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랑하자면 한우의 단백질은 몸

강화섬 주변에서 잡히는 꽃게는 지방 함량이 낮고 살이 부드

속 항체나 면역세포를 만드는 주재료로서, 사스나 코로나처

러우며 고소한 맛을 냅니다. 꽃게에서 우러난 시원한 국물과

럼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대비한 미래사회의 무기라 할 수 있

칼칼한 양념의 조합은 그야말로 환상입니다. 강화만의 꽃게

는데, 그 중심에 강화섬약쑥한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탕, 꽃게 무침, 간장게장 역시 강화에 오면 꼭 먹어야 할 음식

이러한 현대인의 식품으로 사랑받는 강화섬약쑥한우는 일찍

이 아니겠습니까.

웅어

밴댕이 회무침

강화도의 어류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웅어가 있습니다.

밴댕이는 인천과 강화도를 비롯한 서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잡히면 웅웅 소리를 내서 웅어라 하는데, 회유성 어류로 4, 5

청어과 바닷물고기입니다. 혹시 ‘밴댕이 소갈딱지’란 말을

월 바다에서 강 하류로 거슬러 올라와 6, 7월 갈대가 있는 곳

들어보셨는지요. 속 좁고 너그럽지 못한 사람을 흉보는 말

에 산란합니다. 갈대 속에서 자라 위어(葦魚, 갈대고기)라고

인데, 밴댕이는 성질이 급해 그물에 걸리면 스트레스를 이

도 했으며, 맛이 좋아 조선시대에는 행주 사옹원(司饔院)에

기지 못해 파르르 떨다 육지에 닿기도 전에 죽기 때문에 생

위어소(葦漁所)를 두고 임금님께 진상했습니다. 6~70년대

긴 말입니다. 반면 ‘오뉴월 밴댕이’란 말도 있는데, 때를 잘

까지만 해도 웅어가 잡히는 철이면, 웅어를 외치며 가가호호

만나 대접받는 것을 빗대는 말로 밴댕이가 작고 볼품없는

팔러 다니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이때가 한참 모내기철

생선이지만 제철인 음력 5~6월에는 후한 대접을 받는 데

이라 논으로 내 가는 점심끼니 광주리 속에도 소금에 절인 웅

서 생긴 비유입니다. 밴댕이가 가장 맛있는 때가 제철인 음

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력 5~6월이기 때문이지요. 제철 밴댕이는 구이도 좋고, 양

웅어는 청어목 멸치과의 바닷물고기로 몸통은 가늘고 길며

배추, 깻잎, 초고추장과 함께 빨갛게 무친 밴댕이 회무침도

금빛이 돌고, 뒷지느러미가 대단히 길어서 몸길이의 반을 차

감칠맛 납니다. 밴댕이는 효자로 소문난 충무공 이순신 장

지합니다. 회로 먹으면 살이 연하면서도 씹는 맛이 독특하고

군이 임진왜란 중에도 밴댕이젓을 챙겨 어머니에게 보냈을

지방질이 풍부하여 고소합니다. 가을의 진미 전어와 비교되

정도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밴댕이였으니 조선시대에 당연

는 봄의 진미였습니다. 밴댕이나 병어처럼 몸의 구조에 여유

히 임금님께도 올리는 진상품이었지요.

가 없는 탓에, 그물에 걸리는 대로 죽어버립니다. 때문에 잡

오늘날 밴댕이 요리 중 밴댕이 회무침은 강화도와 석모도

는 즉시 내장이나 머리를 떼어내어 상하지 않도록 얼음에 쟁

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빠질 수 없는 요리입니다. 칼칼한 양

여 놓아야 합니다.

념에 버무려진 밴댕이 회를 먹는 순간 새콤달콤한 바다향

회유하는 계절이면 전국의 강 하류에서 잡히고 조선시대 풍

이 입안에 가득 퍼질 겁니다. 제철이 아니어도 사계절 밴

속화에도 등장할 정도로 웅어는 장삼이사의 밥상을 채워주

댕이 맛을 즐기시고 싶다면 선수리 밴댕이마을을 찾으면

던 어종이었습니다. 댐을 건설하고 갯벌을 매립하면서 서식

됩니다. 냉동·냉장이 잘되어 신선도가 좋은 밴댕이를 만날

지는 거의 사라져 이제 출몰지가 강화도 일대로 제한되었습

수 있습니다. 밴댕이에는 칼슘과 철분성분이 있어 골다공

니다. 이렇게 웅어는 강화도의 특산물이 맞지만 때때로 인

증 예방과 피부미용에 좋아, 여성과 중년 관광객에게 꼭 권

심 좋은 가게 주인을 만나면 덤으로 받는 행운도 잡을 수 있

하고 싶은 강화 특선 요리입니다.

답니다.

이 연구에 연구를 거쳐 최고등급 한우로 인증 받고 있습니다.
강화도는 현재 한우 농가 45가구가 모여서 약 6천 두의 약쑥
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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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국수

외포리 횟집타운

따끈한 국물의 잔치국수와 새콤달콤한 비빔국수까지 강화 국수는, 그 맛을 인정받아 텔레비전의 맛

예로부터 맛있는 음식은 눈으로 입으로 먹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선비들은 학이 춤추는 것을 보며 술잔을

프로그램에 단골처럼 등장합니다. 강화에는 50년 전통의 명인이 만드는 강화국수집부터 색다른 국

기울이는 풍류를 즐겼다고 합니다. 지금 그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비슷하게 풍류를 즐길 수는 있습니다. 이

수 요리로 강화국수의 명성을 한층 높여주는 국수 맛 집이 관광객의 식욕을 돋우고 있습니다.

곳 외포리 횟집타운은 강화도의 서쪽 해안 석모도 보문사로 향하는 선착장 주변에 있습니다. 선착장에서

성석제 작가는 그의 수필, ‘비빔국수’에서 강화국수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일부를 발췌해 보면, 「강화

배가 뜨고, 도착할 때 관광객이 주는 과자를 받아먹기 위해 배를 따르는 갈매기 떼를 벗 삼아 먹는 활어회 맛

의 비빔국수는 뜨거운 멸치국물과 함께 약간의 양념, 고춧가루, 김치에 사각거리는 느낌이 나도록 설

은 천하일품이며, 바닷바람을 맞으며 거니는 야외 산책도 색다른 추억이 됩니다. 젓갈과 활어회 마을로 유

탕을 치고 입맛을 개운하게 하는 김을 듬뿍 얹어 비벼먹는다. 약간 신맛이 돌면서 담백한 이 비빔국

명한 외포리는 한눈에 보기에도 횟집타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새콤달콤한 초장에 광어·우럭·해삼·멍게·

수는 일견 평범해 보이지만 그 환상적인 맛은 흉내를 낸다고 해서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맛이라는 것

산 오징어 등을 파는 크고 작은 횟집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이곳은 활어회와 더불어 강화도 특산품 밴댕이

은 시기, 색깔, 연륜, 기대, 냄새, 인생관 기타 등등의 수많은 함수를 직감적으로 풀어낸 결정체(손맛

구이, 전어구이, 왕새우소금구이를 함께 맛볼 수 있기도 합니다. 찬바람이 부는 가을에 ‘왕새우소금구이’는

이라는 말이 있듯)이기 때문이다.」

관광객 최고의 인기요리입니다.

강화국수의 맛을 참 멋들어지게 풀어내었네요. 강화의 명물, 강화국수는 어느 가게에 가도 값이 저렴

이 근처에는 볼 것도 꽤 많습니다. 고려시대의 특수 군대인 삼별초의 삼별초군호국항몽유허비(三別抄軍護

하고 양도 푸짐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드시는 ‘소확행’ 추억입니다.

國抗蒙遺墟碑)가 있고, 바닷가 용바위에 촛불을 켜놓고 치성을 드리거나 굿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외포
리 마을에서 3년마다 지내는 동제인 곶창굿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갯벌과 어우러진 낙

강화 더리미 장어마을

조를 보며 회 한 접시에 술잔을 기울이는 즐거움이 으뜸일 것입니다.

장어를 뜻하는 한자 ‘만(鰻)’자에는 매일(日), 네 번(四) 먹어도, 또(又) 먹고 싶은 물고기(魚)라는 의미
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선조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장어의 맛을 알았다는 이야기겠죠. 장어는 특히 더

창후리 황복마을

위에 입안이 까칠해지고 식욕도 기운도 떨어졌을 때 최고의 보양 음식으로 손꼽히며, 그중에서 강화

창후리 포구는 바로 앞에 석모도와 교동도를 마주하고 있으며 주변 앞바다 일대는 비무장 지대(DMZ)입니

갯벌 풍천장어는 전국적으로 이미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 장어를 맛보려면 강화대교나 초지대교를

다. 부근 해안은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 등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바닷물에 영양이 풍부해서 생선살이 찰지

건너 해안도로를 따라가다 만나는 ‘강화 더리미 장어마을’로 들어가면 됩니다. 참고로 ‘더리미’라는

고 맛도 뛰어납니다. 특히 이곳은 구수하고 담백해 맛의 황제로 부르는 황복이 서식하는 곳으로, 창후리 포

지명은 ‘작은 마을들이 하나씩 더해지면서 새로운 마을을 이루게 됐다’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합니다.

구는 1년 내내 황복을 맛볼 수 있는 황복마을로 유명합니다. 황복은 복어 중에서 으뜸으로 칩니다. 오래전

1970년대 작은 어촌마을이던 더리미는 한강 민물과 서해 바닷물이 뒤섞이는 곳입니다. 바닷물이 들

부터 식도락가들은 복 중에서 가장 맛있는 복이 바로 황복이라고 하며 중국 송나라 시인 소동파 역시 ‘죽음

어올 때 육지를 향해 바람을 몰고 온다고 해서, 이곳에 서식하는 장어를 풍천(風川)장어라고 합니다.

과 맞바꿀 만한 맛’이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어부들은 이런 황복을 황금물고기로 여길 정도로 귀하게 여

이 풍천 장어의 효능이 입소문을 타면서 어촌마을이 장어마을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기는데, 잡아 올리는 물고기 중에 이보다 값이 더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오염, 남획 등으로 잡

장어는 바다에서 태어난 뒤 민물로 거슬러 와 수년간 자라고 다시 심해로 돌아가 산란하는 특성이 있

히는 양이 해마다 줄 다 보니 값도 비싸거니와 구하기도 힘들어 어지간한 단골이나 예약손님이 아니면 그

는데, 이곳 강화 더리미는 민물을 찾아 거슬러 올라오는 장어의 치어를 갯벌에 가두어 키웁니다. 가

맛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황복이 아니라 ‘황금 복’인 셈이지요.

장 맛있는 2년 정도 된 중간 장어만 상에 올려놓는데, 흙냄새와 비린내가 없고 육질이 쫄깃하며 지방

황복은 바다에서 살찌우고 살다가 4~5월 봄철 산란기가 되면 민물로 거슬러 올라와 알을 낳은 뒤 바다로

이 적어 소화가 잘된다고 합니다.

돌아가는 회귀성 어종입니다. 연안을 지나 강 하구로 접어들 때 강화도 어부들에게 잡혀 미식가들의 밥상

장어꼬리가 정력에 좋다는 말도 있고 심지어 생식기가 꼬리에 붙었다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물에서

에 오르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는 금강·영산강·섬진강 등에도 올라왔다지만, 하구에 댐이 건설되고 강

헤엄치는 원동력이 꼬리에서 나오고 갯벌로 들어갈 때도 꼬리 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긴 낭설이

물이 오염되면서 지금은 임진강, 한강 하류로만 올라옵니다. 경남 통영 등 일부에서 황복 양식에 성공했지

라고 합니다. 장어를 고를 때 몸에 점액이 많고 미끄러울수록 좋으며, 등의 빛깔이 진하고 광택이 있

만 그 양은 적은 편입니다. 황복은 독이 오르는 봄부터 부화되어 바다로 내려와 어느 정도 먹을 만하게 자라

는 것이 신선하고 맛이 좋답니다. 특히 산란하기 전인 여름에서 초가을까지가 장어 맛이 가장 좋다

는 초겨울에 이르기까지 거의 사계절에 걸쳐 별미를 즐길 수 있지만, 제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은 1년에 단 한

고 하네요.

차례라고 합니다. 옆구리에 노란 줄이 있어 이름 붙여진 황복은 산란기에 제맛을 느낄 수 있는데 산란을 위

장어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굽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장어를 통째로 굽게 되면 기름이 너무 많아

해 몸에 여러 영양소를 잔뜩 모아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독입니다. 산란기 황

서 잘라 구워야 기름이 많이 빠집니다. 장어는 한 번만 뒤집는 것도 중요한데, 처음에는 등이 밑으로

복은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을 잔뜩 품고 있는데, 그 독성은 청산가리의 20배 이상으로 1마리에 들어 있

향하게 하고 불 위에서 핏기가 없어지면 뒤집습니다. 사람에 따라 장어를 구우면 살짝 비린내가 난다

는 독으로 성인 30여 명이 죽을 수 있답니다. 이러한 까닭에 살아 있는 황복을 요리하기 전 흐르는 물에 5시

는데 이럴 때는 생강을 곁들이면 됩니다. 담백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소금구이를, 매콤한 맛을 좋

간 이상 담가놓는 게 필수이며 회로 먹을 때 눈알과 내장, 피를 꼼꼼하게 제거해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하는 사람들은 양념구이를 많이 찾으며, 양념장은 장어 뼈와 머리를 4~5시간 이상 우려낸 물에 마

황복은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 덩어리여서 육질이 찰지고 쫄깃쫄깃한 데다 맛이 담백합니다. 비타민과

늘, 생강, 참기름, 후추, 양파 등 10여 가지의 재료를 배합해 만듭니다. 식후에는 장어 뼈를 갈아 만든

무기질이 풍부하여 간 해독에 좋고 글루타티온 성분이 많아 숙취 해소에 그만입니다. 여타 복보다 연하고

장어죽도 꼭 드셔보기를 권합니다. 더리미 마을에는 다수의 장어집이 위치하고 있어 계절 불문하고

단맛이 배어나와 100가지 맛이 있다는 황복은 요리법에서 만큼은 일반 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

언제든 강화 갯벌 장어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만 값이 워낙 비싸고 귀해서 요즘은 일단 회로 즐긴 다음 남은 살과 뼈로 탕을 끓여 먹거나 튀겨 먹는 게 일
반적입니다. 탕은 양념 맛이 강한 매운탕보다는 보통 ‘지리’라고 부르는 맑은 탕이 더 어울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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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Ⅷ. 먹거리

막강효능

강화인삼,
사자발 약쑥

기록에는 숙종 때 지금의 전남 화순에 사는 최

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수삼을 여러 번 쪄

을 받고 있습니다. 6·25전쟁으로 개성이 북한

씨 여자가 인삼재배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것

서 홍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보관이 쉽

치하가 되자 개성 사람들이 대거 강화도로 피란

을 알게 된 개성상인들이 재배방법을 배워 개

고 사포닌도 증가시켜 품질이 더 우수해졌습니

나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인삼 종자를 가져와

성에 본격적으로 인삼을 재배하였다고 합니다.

다. 인삼에 얽힌 일화로, 에도 막부 때 일본의

이곳에서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강화도가 개성

인삼은 기후, 토양에 지극히 민감해서 기르기가

8대 쇼군 도쿠카와 요시무네(德川吉宗)가 왜관

의 토질, 기후조건과 가장 흡사했기 때문에 강

매우 힘든데 우리나라는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의 일본인들을 시켜 몰래 인삼의 종자와 재배법

화인삼 역시 잘 자랐습니다. 강화인삼은 육질이

최적지라고 합니다. 요즈음 미국이나 캐나다 같

을 빼간 일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지극정성으

탄탄하고 향이 강하며 유효 사포닌의 함량이 높

은 북아메리카와 러시아, 중국에서 인삼을 재배

로 인삼을 가꿔 수확에는 성공했지만 그 효능은

아서 달여도 농도가 진해 상품가치가 그 어느

하면서, 한국인삼은 열(熱)이 많은 사람에게는

형편없더랍니다. 우리 인삼의 씨를 뿌려도 좋은

곳보다 우수하다 합니다.

오히려 해롭다고 허위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

결과를 얻지 못하자 오히려 우리 인삼을 찾는

은 사실이 아님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오

사람이 더 많아지고 값도 훨씬 비싸졌다고 합

히려 홍삼은 열이 많은 사람이 먹으면 열을 내

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삼은 자라는 지역의 토

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혈압조절도 뛰어나

질과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지요.

서 고혈압환자의 혈압은 내리고 저혈압 환자의

지금은 충남 금산을 비롯해서 강원도에서도 인

혈압은 높여준다고 합니다.

삼재배를 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강화

예전에 수삼을 복용하면 열이 오르거나 배앓이

도는 6년 근 인삼을 기르는 최적의 장소로 호평

강화인삼
인삼(人蔘)은 오랜 역사와 더불어 현대에 이르

은 ‘심’입니다. 그래서 산삼을 캐러 다니는 사람

게 하는 것이 한 때 최고의 효도였습니다. 일본

사자발 약쑥

기까지 약 중의 약으로서, 동양 한방의 왕좌를

을 ‘심마니’라고 부르고, 산삼을 보면 ‘심봤다!’

에서는 우리나라 삼을, 더러운 물을 정화시키고

강화에는 인삼과 함께 유명한 약쑥이 있습니다.

다 최고 100배로 세계 제일이라고 한의학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으로도 아직 정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신비한 약초로

강화 쑥은 잎과 뿌리줄기에 각기 다른 효능을 가

서는 말합니다.

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효과와 가치

중국의 문헌에 ‘삼’이 최초로 소개된 것을 근거

인식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으로 가는

진 약액 성분이 함유되어 각종 질병 예방과 치

강화의 쑥이 약효가 뛰어난 것은 강화의 토질

는 약효로서 인정받아 그 신비성은 전설처럼 내

로 중국을 삼의 기원지로 말하는 경우도 있지

사신들 편에 따라간 장사꾼들은 인삼을 고가에

료제, 혹은 쑥뜸과 쑥차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질황토(沙質黃土) 모래가 섞인 황토이므

려옵니다.

만, 분포지가 만주와 한반도인 것을 감안하면

팔았고, 일본 대마도 상인은 인삼을 사가서 일

옛날부터 전해지는 말에 ‘일구(一灸) 이침(二

로, 물이 잘 빠져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삼은 원기를 북돋아 힘을 내게 하고 혈액 생

중국인들이 가져다가 약용으로 썼을 뿐 예로부

본 본토에 구입가의 100배에 되팔았다고 합니

針) 삼약(三藥)’이 있는데 제일 먼저 뜸이고, 그

강화도는 예성강, 임진강, 한강의 물이 모이는

성을 왕성하게 해서 폐 기능을 강화시키는 한

터 삼은 우리의 전통특산품이었습니다. 진시황

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다음에 침, 마지막에 약이라는 말입니다. 강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3개의 강물과 바

편, 체내의 독을 제거하며 당뇨, 혈압을 안정시

이 그리도 찾던 장생불로의 영약도 아마 인삼이

수요는 엄청났지만 공급은 아주 적었습니다.

에서 사자발 약쑥은 잎이 세 갈래인 사자발 모

닷물이 서로 섞이면서 좋은 유기물 성분을 만들

켜주고 항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

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삼은 보통 몇 십 년에서 오래된 것은 몇 백 년이

양으로 본래 토속명은 ‘사라발쑥’이라고도 합

어 내고, 바닷바람은 이 성분들을 강화 땅에 뿌

니다. 인삼의 종류는 가공 방법에 따라 수삼·홍

오래전 소량으로 재배될 당시의 삼은 매우 귀해

나 묵은 귀한 식물이라 좀 더 많이 얻고자 인공

니다. 강화에는 길상산 약쑥, 마니산 약쑥, 해

려놓아 약쑥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

삼·백삼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 지배층들이 주로 찾았고, 외교와 상업의 목

재배를 생각하게 됩니다. 고려 말과 조선 초에

명산 약쑥이 유명한데 「강도지」에 따르면 길상

습니다. 바다에서 형성된 해무(海霧)도 쑥에 영

여타국가에서도 해마다 꾸준히 연구논문이 나

적으로 중국과 일본에 수출되어 그곳에서도 권

는 산삼의 씨를 뿌려 키운 장뇌삼이 등장했고,

면 전등사 경내에 약애고(藥艾庫)를 설치해 궁

향을 미치는데, 염분이 함유된 습기를 쑥이 받

올 정도로 큰 관심을 받는 식물입니다.

력층과 부유층이나 복용할 수 있는 귀한 물품

15세기경부터는 지금의 인삼처럼 재배를 하였

중에 진상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채

아들여 젖었다가 말랐다가 하는 가운데 약효가

한편 인삼을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한자

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전당포에서나 볼 수

다고 추정합니다.

취되는 약쑥은 유기질이 많고 물 빠짐이 좋으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쑥은 최소한 3년은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에서는 ‘삼(蔘)’이라고 하

있었으며 아버지가 죽게 되었을 때 전당포에서

며 햇볕이 잘 드는 바닷가의 해발 100m 내외

그늘진 응달에서 말려야만 효능이 탁월하다고

고 우리는 지금 인삼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이름

삼을 빌려다가 뜨거운 물에 우려낸 물을 마시

산자락에 자생합니다. 효능은 다른 곳의 약쑥보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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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Ⅷ. 먹거리

청정 강화의 맛

강화의 대표
특산물

강화순무
강화 특산물 순무는 예로부터 피부미용에 좋다

김치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

고 해 ‘밭의 화장품’으로 불렸습니다. 미용 효과

에 ‘순무는 오장에 이로우며 이뇨와 소화에 좋

도 좋지만 특유의 매콤한 배추꼬리 맛 덕분에

고 종기를 치료하며 만취 후 갈증해소에 특효이

순무김치는 간장게장 못지않은 ‘밥도둑’입니다.

고 씨는 눈과 귀를 밝게 하며 황달을 치료한다.’

강화 순무는 생김새가 팽이모양으로 둥근형입

고 기록하여 건강채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니다. 회백색 또는 보라색으로 감미롭고 고소하

현대의학에서도 비타민 함량이 높고 소화 촉진

며 겨자향의 독특한 인삼 맛입니다. 다른 지방에

에 특효라 강화순무를 권하고 있습니다.

서도 순무를 재배하고 있으나 재배면적이 적고

순무의 성장 특성을 보면 적당한 해풍을 필요로

품질도 좋지 않습니다.

합니다. 서늘한 기후와 일조시간의 장단이 알맞

순무는 삼국시대부터 재배해왔다는 설이 있습

아야 하는데 강화가 그 조건에 딱 들어맞기 때

니다. 「강화사」에는 순무김치를 임금께 진상하

문에 순무가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일반 가정에서도 순무

강화섬쌀

새우젓

강화섬쌀은 찰지고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영양분이 많은 토질과 맑은 물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연중행사인 김장을 하기 시

어우러져 생산된 강화섬쌀은 그 맛과 영양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가

작되는데, 김장재료에 빠뜨리면 엄청 서운한 게 바로 새우젓입니다. 새우

격으로 판매됩니다. 한마디로 생육조건이 타 지역과 다르다 하겠습니다.

젓은 맛을 내는데도 그만이지만 염증질환과 소화기능개선에 탁월한 효과

사시사철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고 밤낮의 기온 차가 전국 어느 곳보다

가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유익한 새우 중에

뚜렷한 데다 토양에 마그네슘 함량이 많아 곡식이 찰지게 여물며 쌀 맛을

서 흰 새우는 강화도 서해안에서만 잡히는 희귀종입니다. 여느 새우와 달

높여줍니다. 또한 모든 농업용수는 지하수나 강우에 의존해 오염이 안 된

리 전신이 회백색인 이 새우는 정결하고 맛도 다른 새우와는 비교가 안 되

청정수로 재배되기 때문에 쌀의 품질이 뛰어난 것입니다.

는 새우 중의 새우입니다.
강화도 새우젓은 어획 시기에 따라 데뜨기, 자젓, 오젓, 육젓, 추젓, 동백하

속노랑 고구마

로 구분되는데 특히 강화도 추젓은 특별한 감칠맛과 높은 영양가를 가지고

달고 맛있는 속노랑 고구마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일명 밤고구마와

있습니다. 가을철에 담그는 추젓은 또한 위염, 위궤양, 장염, 위암 환자에

달리 염분기 있는 강화도 해변에서 주로 자랍니다. 쪄서 먹어도 목이 메이

있어서 그 효력이 눈부시다고 할 만큼 빠르다는데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은

지 않고 소화가 잘되며, 식감이 부드러운 데다 건강식, 미용식으로 크게 각

모르겠지만 민간요법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광을 받고 있습니다. 강화 속노랑 고구마는 그 크기가 일반 고구마보다 크

강화 새우젓을 만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외포항 젓갈 수산시장’을

고, 조금은 멋대로 생겼지만 가격은 오히려 저렴한 편입니다. 찌거나 구워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면 강화도 연안에서 잡히는 새우부터 낙지,

도 제격이지만, 요즘은 튀김과 맛탕으로 젊은 층 입맛을 돋우고 있습니다.

오징어, 조개, 명란, 창란 등 수많은 젓갈류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
장 내에는 음식점이 많아 출출한 배를 채우는데 제격입니다. 아울러 강화
연안에서 양식하고 있는 대하는 맛 좋기로 이름이 나 있으며 특히 화독에
소금구이로 먹는 대하를 맛보기 위해 가을부터 많은 사람이 즐겨 찾아오
고 있습니다.

188

인천, 시간
인천, 공간

Part. 3
볼거리 즐길 거리 가득, 강화 체험

189

Part. 4

‘난세영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 진가가 드러나는 인물을 이야기하는 사자성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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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시대를 관통하고, 시대를 이끌고자 했던 다양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호국과 정쟁의 자화상, 강화 인물

Part. 4 인 물

민주주의를 위한 외침

죽산 조봉암
●

죽산(竹山) 조봉암은 1899년 음력 9월25일

를 택했다는 말이지요.

결과는 이승만이 두 배의 득표율을 울렸지만 이

한때 독립을 같이 외치던 동지 이승만이 죽산

“나의 죽음이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강

아무튼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일본 경

역시 부정선거였으며 죽산은 이제 이승만에게

을 정적으로 몰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한

화 초등학교를 거쳐 강화 보습학교를 졸업한

찰에 체포되어 7년 옥살이도 하고 수차례 감옥

부동의 정적이 되어버립니다. 사회 기류가 심상

이 사건은 불명예스런 우리나라 사법살인의 효

후,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서울 YMCA

을 집 드나들 듯 했으며 해방조차 형무소에서

치 않는 방향으로 흐르자 이승만 정부는 조봉암

시로 꼽힙니다.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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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부에 입학합니다. 이곳에서 여운형, 박헌

맞았습니다.

을 제거할 계획을 꾸밉니다.

이후 죽산의 복권을 위해 학계 및 정치권에서

도움이 되길

영, 이승만, 김규식, 장면 등을 만나면서 민족

광복이 되고 나서는 인천에서 미강조합장, 실업

1958년 1월 13일, 위원장 조봉암을 비롯한 진

수차례에 걸쳐 구명작업을 펼칩니다. 그의 탄생

바라오.”

독립의 의지를 불태웁니다. 3·1운동에 참여하

대책위원회 대표, 민주주의 민족전선 인천지부

보당의 전 간부들이 북한의 간첩들과 접선하고

100주년과 서거 40주년을 맞아 1999년에는

여 1년간 투옥되었다가 출옥 후 상해로 건너갔

의장을 지내며 정치인으로 민초들의 대변에 앞

북한의 통일방안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념강연회를 열고, 2007년 9월 27일 ‘진실·

지만, 임시정부 요인들의 내부 갈등에 회의를

장섰습니다.

기소됩니다. ‘진보당 사건’으로 기록되는 이 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죽산이 연루

느껴 일본으로 가서 주오대학 전문부 경제학과

1948년 인천에서 제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

로 대법원 판결을 거쳐 조봉암에게 사형을 언

된 진보당 사건은 이승만 정권의 반인권적 정

를 다니다 중퇴합니다. 일본에 유학하면서 박

어 당시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직을 맡습니다. 그

도합니다.

치탄압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52년

열을 만나 무정부주의에 심취하기도 했고, 이

리고 무소속 당선자가 85명을 규합해 사회개혁

1959년 7월 31일 사형집행일 아침, 사형장을

이 지난 2011년 1월 20일에 대법원 전원합의

어 사회주의 계열 단체에 참가하여 사회주의 사

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미군정도 그의 리더십

향해 걸어가던 중 호송 간수를 잠깐 기다리게

체에서 조봉암의 국가변란과 간첩 혐의에 대해

상을 접한 후 공산당 활동을 전개합니다. 조선

을 인정하여 1948년 초대 농림부장관에 임명

한 뒤 서대문형무소 담장 옆에 피어 있는 코스

전원 일치로 무죄를 선고하여 마침내 복권이 이

공산당(조선 노동당 전신) 창당의 산파역을 한

합니다. 장관 재임 당시 그는 고질적 토지수탈

모스에 다가가 한참 동안 꽃향기를 맡은 뒤 담

루어졌습니다.

그는 훗날 이 이력으로 인해 정치탄압은 물론

관행을 바로잡고 농민이 전답을 소유하도록 하

담히 형장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형장에서 집

북한과 내통한다는 구실을 덮어쓰고 끝내 사형

는 토지개혁법과 기득권층의 극심한 반대에도

행관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까지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

무릅쓰고 양곡매입법안을 통과시켜 농민들 사

조봉암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박사

는 안 될 것은 그의 당시 공산당 활동의 본질이

이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승만)는 소수가 잘 살기 위한 정치를 하였고

무엇이었나 하는 점입니다. 이는 해방 후 공산

이러한 정치적 이력을 바탕으로 그는 1952년

나와 나의 동지들은 국민 대다수를 고루 잘 살

당과 결별을 선언하며 한 말로 가늠할 수 있겠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에게

리기 위한 민주주의 투쟁을 했소. 나에게 죄가

습니다. “나를 포함한 당시 많은 한국 청년들이

패배합니다. 그러나 비록 지긴 했지만 이를 계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치 운

3 ·1운동 이후로 사회주의자가 되고 혹은 공산

기로 이승만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로 떠오릅니

동을 한 것 밖에는 없는 것이오. 그런데 나는 이

당을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한

다. 1955년 말 그는 책임 있는 혁신정치, 수탈

박사와 싸우다가 졌으니 승자로부터 패자가 이

국독립을 위한 사회주의고 한국 독립을 위한 공

없는 계획경제, 민주적 평화통일의 정강을 내걸

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산주의였습니다. 한국독립을 배제한 사회주의

고 진보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합니다. 그리

이오. 다만,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나 공산주의를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

고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신익희

민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그 희생물로

다.” 요약하면 독립을 위한 수단으로 공산주의

후보의 서거로 야당의 단일후보가 됩니다. 선거

는 내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랄 뿐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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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들의 세종대왕

프랑스 군대를 무찌르다.

박두성

양헌수 장군

세종대왕이 백성의 눈을 뜨게 한 훈민정음을 창

그는 우리말에 적합한 점자를 고민하면서

양헌수 장군은 본래 무인이 아니라 화서 이항로

은 프랑스군들이 피를 뿌리며 쓰러졌습니다. 프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났습니다. 분노한 군인

제했다면, 박두성은 맹인들의 눈을 밝혀준 한글

1920년부터 평양맹아학교에서 사용하던 4점

의 문하에서 면암 최익현 같은 분과 함께 유학을

랑스군이 접근했던 동문에서부터 그 아래 도로까

들이 닥치는 대로 고관들의 집을 습격하고 방화

점자, 훈맹정음을 창안해 낸 분입니다. 그의 한

형 점자를 대체할 6점식 점자 연구에 몰입합니

공부한 문인이었습니다. 이항로 선생은 조선 말

지 소 잡은 자리같이 피가 흥건하게 괴었고 부상

할 때 한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여기는 양 장군

글 점자는 오늘날까지 맹인들을 인도하는 길잡

다. 이를 위해 한글의 원리와 창제과정을 파고

기 주자학을 지키고 천주교와 외국통상을 반대하

병들의 피를 닦은 종이가 길가에 널렸다고 합니

의 집이다. 절대 불을 지르면 안 된다.” 이 말에 모

이가 되고 있습니다.

들었으며 시행착오를 거쳐 1926년 그의 나이

던 위정척사파의 거두였습니다. 양헌수 장군이

다. 조선군은 1명이 전사하고 4명이 부상했을 뿐

든 군인이 조용히 그 집 앞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박두성은 고종 25년이던 1888년 교동면 상룡

39세에 마침내 한글 점자를 완성합니다. 반포

유학을 공부했으면서도 33세 때 무과에 급제해

이지만 프랑스군은 60~70여 명의 사상자가 발

훗날 일본이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 강화도조약

리에서 9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두성

날짜는 훈민정음 반포시기를 양력으로 환산한

서 군인의 길로 들어선 것은 집안 내력입니다. 13

생합니다. 절대 열세의 화력이었지만 산성의 지

을 체결할 때 적극 반대했으며 기울어가는 나라

이 8세 되던 해에 소학교령이 공포되고 성제 이

11월 4일로 잡았고, 한글점자를 ‘훈맹정음’으

대 할아버지인 양성지는 세종 때 유능한 행정가

형을 이용해 불리한 지역으로 유인한 장군의 계

의 운명을 걱정하다가 1888년 73세를 일기로

동휘가 강화도에 세운 보창학교에 입학하여 4

로 이름 지었습니다. 이후 다시 과학 부호, 수학

요 문신으로 이름난 사람이었지만 ‘해동의 제갈

책이 근대 무기를 가진 프랑스군을 여지없이 격

세상을 뜹니다. 묘는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덕수

년간 신교육을 받게 되면서 신학문에 대한 열

기호 등을 첨가하고 음성학적으로 체계화 시켜

량’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군사학에 대해 뛰어

퇴한 것입니다.

리에 있습니다.

정을 갖게 됩니다. 1901년 대흉년이 나던 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1963년 8월 25일 일요일 낮, “음... 점자책...

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와 할

장군의 승리에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10여 명의 대가족을 책임진 박두성은 인천에

박두성은 한글점자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조

쌓지 말고 꽂아...” 이 한마디를 끝으로 평생 점

아버지, 아버지도 모두 이름난 장군이었습니다.

없어졌지만 정족산성 남문 바로 왼쪽에 있던 고

나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만 항상 그의

선어점자연구회’를 조직하여 육화사라 개칭하

역을 도운 부인과 가족, 수많은 친지 앞에서 눈

그렇지만 양 장군은 병인양요 전까지만 해도 군

목을 사람들은 ‘울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울나무

마음속에는 신학문에 대한 갈증이 가시지 않았

고, 전국 맹인들에게 통신 교육을 실시합니다.

을 감으니 평생 맹인 세계를 밝히다가 하느님

인으로서보다 목민관으로 백성들의 신망을 받았

는 나라에 위험이 닥칠 때마다 울었다고 합니다.

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이동휘는 서울에

그러다 뜻밖에 맹인들로부터 성경을 점역화 해

나라로 가셨습니다.

습니다. 지방의 수령으로 부임해서는 선정을 베

프랑스군의 침공이 있던 10월의 밤에도 이 나무

있는 한성사범학교의 입학을 주선해 줍니다. 졸

달라는 호소를 듣게 됩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

1965년 11월 4일, 국립서울맹아학교 교정에

풀어 농토를 버리고 도망간 백성들이 제 발로 돌

가 밤새워 울어 양헌수 부대는 프랑스군의 침공

업 후 박두성은 어의동 보통학교에서 8년간 교

자였던 박두성은 초인적인 노력으로 1932년

‘박두성 선생 한글 점자 창안 기념비’가 제막되

아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을 미리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무의 울음소

편생활을 합니다.

드디어 무려 88장이나 되는 마테복음 점역판

었고 이듬해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

양 장군은 병자호란이 발생하자 정3품 천총에 임

리를 듣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완승을

그러던 1912년 제생원에 관립맹아학원을 설

을 완성합니다.

장은 박두성의 공적을 찬양하며 국민포장 훈장

명되어 죽기를 각오하고 강화해협을 넘어갑니

거뒀다고 전해옵니다.

립하게 되었는데, 이곳에 박두성 선생이 전격

1935년 3월, 나이 48세의 박두성은 22년간의

을 수여합니다.

다. 그리고 산포수 꾼을 포함해서 500여 명을 이

이렇게 프랑스군을 물리친 장군에게 조정은 한성

발탁되어 맹아와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제생원 교직을 사퇴하고 홀가분한 입장에서 맹

76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평생을 불행한 이

끌고 정족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문수산

부 좌윤(지금의 서울 부시장)의 벼슬을 내려 공로

이듬해 그는 일본에서 점자 인쇄기를 들여오고

인교육에 헌신합니다. 재직 시 끝을 맺지 못한

들을 위해 자기의 행복을 버리고 간 그의 이름

성의 승리로 기고만장해진 프랑스군은 올리비에

를 높이 치하합니다. 그러나 장군은 이를 사양하

한국 최초의 점자 교과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

신약성서 점역 작업을 필두로, 해방이 될 때까

은 후손에게 영원히 아름답게 기억될 것입니다.

대령의 지휘 아래 160여 명이 산성의 남문과 동

고 모든 공로를 부하들에게 돌렸습니다. 이같이

러나 점자가 일본식이라 불편한 것도 그러했지

지 ‘명심보감’, ‘3·1운동 비사’, ‘맹인 청년단 규

문으로 공격해옵니다. 다가오는 프랑스군을 향

전쟁터에서는 부하들을 배려하고, 목민관으로서

만, 박두성은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점자를 발

약’, ‘이광수 전집’ 등 2백여 종의 점역서를 발간

해 동문에 매복한 포수 이완보가 총을 쏩니다.

백성들에게 베푼 선정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샀

명해 내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굳게 다짐

합니다. 참고로 신약성서 완전 점역은 1957년

이를 신호로 동문을 지키던 포수들이 일제히 총

고 뒷날 닥친 위기에서 벗어난 비결도 바로 거기

합니다.

에 그 빛을 보게 됩니다.

을 발사해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

있었습니다.

족산성이 총소리로 흔들리고 우리 군의 총에 맞

장군이 형조판서와 공조판서를 지낸 직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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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은 병자호란 때 종묘를 모시고 강화도로

한 곳으로 집중되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을 종사관으로 삼아 부임하였습니다. 당시 강화

피난했으나 청군에 의해 이곳마저 함락당하자

명종 16년에 출생한 김상용은 일찍이 외할아버

섬에는 빈궁과 원손 및 봉림대군, 인평대군을 비

남문 문루 위에서 화약을 쌓아 불을 붙이고 순국

지인 정유길에게서 고문(古文)과 시를 배웠습니

롯해 전·현직 고관 등 많은 사람이 피란해 있었

하신 분입니다. 가끔 의사와 열사의 차이가 무엇

다. 성혼과 이이(李珥)의 문인으로서 당파가 다른

습니다. 김경징은 혼자서 섬 안의 모든 일을 지

인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압하는 세력에 대

선비들과도 도학으로써 사귀었다고 합니다.

휘, 명령해 대군이나 대신들의 의사를 무시하였

해 무력으로 저항한 분을 의사(義士)라고 하고 저

나이 서른에 과거에 급제해서 승문원부정자와 예

습니다. 또한 강화를 금성철벽(金城鐵壁)으로만

항정신을 지키다 희생된 분을 열사(烈士)라고 말

문관검열을 지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강

믿고 청국 군사가 건너오지 못한다고 호언했습니

합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선원 김상용은 강화

화 선원촌(江華仙源村 : 지금의 인천광역시 강화

다. 아무런 대비책도 강구하지 않고 매일 장기만

산성 남문루에 화약을 쌓아두고 불을 붙여 손자

군 선원면 냉정리)으로 피난했다가 양호체찰사

두고 술만 마시는 무사안일에 빠집니다. 피란민

와 함께 순국했으니 열사가 되는 것입니다.

(兩湖體察使) 정철의 종사관이 되어 왜군 토벌과

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김포와 통진에 있는 곡

김상용보다 일반인에게 더 잘 알려진 분이 아우

명나라 군사 접대로 공을 세우고 1598년 승지에

식을 배로 날라 친한 사람에게만 나누어주는 처

김상헌인데, 이분은 척화파로 청국으로 붙잡혀

발탁되었습니다.

사로 민심을 크게 잃었습니다.

갈 때 지은 ‘가노라 삼각산(三角山)아 다시 보자

그 뒤 왕의 측근에서 전란 중 여러 사무를 보필했

그러다가 청국 군사가 침입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한강수(漢江水)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

으며, 성절사(聖節使)로서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

권고합니다. 그 당시에는 높은 관료들이 평민복

강화유수로 부임하여 세웁니다. 죽음으로 의를

아무런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적군이 염

는/ 시절이 하 수상하니 올동말동하여라’ 라는 유

녀옵니다. 이후 대사간이 되었으나 북인의 배척

장을 하고 섞여서 탈출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킨 선생의 위국충절을 본받고 후세에 전하기

하를 건너 눈앞에 이르러서야 김경징은 방어 계

명한 시(詩)를 남겼습니다.

을 받아 정주목사로 좌천한 이후 지방관을 전전

그러나 선생은 단호히 거부하고 옷을 벗어 하인

위하여 건립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남문(南門) 자

책을 세웠지만 때는 늦은 것입니다. 군사가 부족

이분들의 후손들이 바로 순조 비(妃) 순헌왕후의

하다가 잠시 한성우윤과 도승지를 지낸 뒤 계속

에게 주며 자손들에게 전해 허장(虛葬), 무덤에

리에 있었으나 1976년에 현 위치로 옮겨 세우던

해 해안 방어를 포기하고 강화성 안으로 철수합

아버지인 김조순부터 시작해 60년간 세도정치

한직에 머물렀습니다.

시신 대신 파묻으라고 말합니다. 남문으로 가서

중 1700년(숙종 26)에 증손 김창집이 세운 구비

니다. 민심이 동요해 백성들마저 흩어지고 성을

를 폈던 안동 김씨 가문입니다. 그러면 안동 김씨

인조반정 후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에 기용되

화약상자 위에 걸터앉은 김상용은 하인을 시켜

가 발견되어 신비와 구비를 나란히 세워 놓게 됩

지키기 어렵게 되자 그는 나룻배로 도망치고 성

는 어떻게 해서 권력의 핵이 되었을까요.

었고, 이어 병조·예조·이조의 판서를 두루 역임

담배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렇지만 평소 담배를

니다.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자 자폭해서 충

은 함락되었습니다.

정조는 김조순의 조상인 김상용, 김상헌 두 형제

했습니다. 정묘호란 때는 유도대장(留都大將)으

피우지 않는 선생인지라 하인은 그 뜻이 무엇인

절을 보여준 김상용과 정반대의 인물이 있습니

강화도의 함락으로 왕자들과 비빈들이 붙잡히자

가 보여준 기개와 충절이 선비들 사이에 오랫동

로서 서울을 지켰습니다. 병자호란 때 묘사(廟社)

지 알아챕니다. 하인이 가져오지 않자 재촉해서

다. 바로 강화도의 수비를 맡은 총대장 김경징입

남한산성에 들어가 농성하던 인조는 항복을 결정

안 추앙받은 것을 주목했습니다. 해서 지금의 야

의 신주를 받들고 빈궁·원손을 수행해 강화도에

가져오게 한 선생은 주위 사람들을 피신시킨 후

니다. 김경징은 인조반정의 주역인 김유의 아들

합니다. 뒤늦게 모습을 나타낸 김경징은 대간(臺

당세력으로 부를 수 있는 영남사림(士林)을 끌어

피난했다가 이듬해 성이 함락되자, 성의 남문루

에 화약에 불을 던져 자결합니다. 이때 선생의 어

로 반정 때 세운 공으로 정사공신(靖社功臣) 2등

諫)으로부터 강화 수비 실책을 탄핵받습니다. 이

들이고 집권 세력인 노론을 견제하려 합니다. 정

(南門樓)에 있던 화약에 불을 지르고 순절하였습

린 손자 김수전도 할아버지를 따라 죽겠다고 울

이 된 인물입니다. 순흥군(順興君)에 봉해졌고 같

에 인조는 원훈(元勳)의 외아들 김경징을 용서할

조는 이를 위해 김조순과 사돈을 맺습니다. 그러

니다. 김상용의 최후에 대한 기록을 보고 당시의

부짖으며 옷깃을 붙잡아 같이 폭사했습니다. 따

은 해 개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뒤에 도승지

마음이었으나 신하들은 완강했고 김경징은 사사

나 정조가 죽은 뒤 당쟁정치는 안동김씨 세도로

상황을 재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르던 하인, 김장생의 손자 김익겸과 권순장이 선

를 거쳐 한성부판윤이 되었습니다.

(賜死)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적의 침략에 대해 김

바뀝니다. 김조순은 사도세자의 죽음을 동정했

철옹성인 줄로 알았던 강화로 청군이 들어오자

생을 떠나지 않고 있다 함께 죽었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김경징은 강도검찰사에 임

상용, 김경징 두 사람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

으며 온화한 성품으로 평판이 좋았지만 권력이

주위 사람들은 최고 책임자인 김상용에게 피신을

김상용의 순절비는 김상용의 7대손인 김매손이

명되어 부제학 이민구를 부장으로, 수찬 홍명일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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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학파의 선두주자

당대를 풍미한 문인,

정제두

이규보

규성(奎星) 노인이 나타나 이번 시험에는 장원

겠습니다. 이규보가 남긴 문집 「동국이상국집」

급제하리라고 격려했고, 거짓말처럼 급제합니

은 53권으로 전집 41권, 후집 12권으로 구성되

다. 이에 그는 ‘규성에 보답한다.’는 뜻으로 인

어 있습니다. 처음 간행은 1241년으로 추측되

저에서 ‘규보(奎報)’로 개명합니다.

는데 2,000수가 넘는 시 중에서 우리가 잘 들어

이듬해 예부시(禮部試)에 합격해 진사가 되고

알고 있는 「동명왕편(東明王篇)」도 이 책 중에

병마녹사겸수제 같은 벼슬을 했으나 중앙 정치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전에 지은 시는 모두 7,8

무대의 진출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자신의

천 편에 이른다고 하는데 깊이 생각한 끝에 나타

정치적 역량을 펼칠 기회도 없이 가난에 허덕이

낸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

다가 32세 때 겨우 벼슬을 하지만 동료의 중상

상(詩想)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여

으로 1년 반 만에 쫓겨납니다.

러 개의 호 중에서 삼혹호선생(三酷好先生)이

그는 좌절 속에서도 문장으로는 이름을 날렸습

있는데 시(詩), 술, 바둑을 즐겼기 때문이니 풍

조선은 유교의 통치 아래 사농공상의 계급으로

강화에 뿌리를 두고 조선의 양명학을 이어갔던

정제두는 “오늘날 주자의 학문을 말하는 자는 주

고려시대 시인이자 문장가였던 이규보는 무신

니다. 40세 되는 해 실권자 최충헌이 정자를 짓

류 속에서 시가 탄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사대부를 뜻하는 사(士)는

학맥을 강화학파(江華學派)라 부릅니다. 정제두

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자를 핑계 대는 것이

정권이 시작되기 2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무인

고 시를 짓게 했을 때 이규보는 으뜸으로 뽑힙니

이규보의 업적 중에서 두드러지는 저서는 「동명

일정한 재산을 갖춘 유학자로 과거를 통해 벼슬

는 새로운 학풍으로 강화학(江華學)이라는 학문

요, 나아가 주자를 억지로 끌어다 붙여 그 뜻을

정권에 협력했지만 당대의 걸출한 문장가로 ‘고

다. 이때부터 출세의 길에 들어서고 점점 벼슬이

왕편」입니다. 24세 때 부친을 잃고 천마산에 들

길에 나아가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재야에서 정치

을 형성하고는 후손으로 학파를 이어갑니다. 몇

성취시키며, 주자를 끼고 위엄을 지어 사사로운

려의 이태백’이라고 불렸습니다. 문인으로서 순

높아집니다. 그러나 부하의 무고로 다시 좌천됩

어가 백운거사(白雲居士)라는 이름을 짓고 상심

에 관여했습니다. 이 사대부들이 당파로 갈라져

몇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연대했고 전국으로 퍼지

계책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당시 학자들이 성리

탄한 벼슬길을 꿈꾼 이규보는 20년 가까이 여

니다. 이듬해는 최충헌의 뜻을 따르지 않고 원칙

하다가 26세 때 지은 민족의 대서사시입니다.

싸웠지만 사상은 주희(朱憙)에 의해 주창된 성리

며 여러 학자와 문인을 포용하였습니다.

학의 권위주의적 학풍에 안주하는 것을 비판하며

러 번 좌절과 시름에 빠지기도 했지만 결국 문

대로 왕과 백성을 따랐다고 벼슬에서 쫓겨났습

이것이 아니었다면 고구려의 시조가 웅장한 모

학뿐으로 노론이 집권세력이 되었을 때 다른 학

강화학파를 알기 위해서는 양명학을 알아야 하

폭력을 부정하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에 오릅니다. 지

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다가 최충헌의 아들

습을 보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규보는 서문에

문은 사문난적(斯文亂賊)이라고 해서 배척당했

는데, 양명학은 명나라의 왕양명(王陽明)에 의하

강화학파는 국학에서 학문적 성과를 이루었는

금의 부총리급입니다. 이규보는 호부낭중 이윤

최우(崔瑀) 덕분에 중벌을 면하고 오히려 그 연

서 자신은 신화나 전설 같은 황당기괴한 이야기

습니다. 주자학으로 조선은 도덕적으로 안정된

여 주창된 유학의 한 계파입니다. 성리학이 지식

데 정제두는 「중용설」, 「대학설」, 「경학집록」 같

수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릴 때 이름은 ‘인저’

줄로 승승장구합니다. 이때부터 이규보는 일체

는 믿지 않았는데, 그 후 중국의 책들을 읽어보

사회는 만들었지만, 관념론에 치우친 나머지 현

이 앞서고 실천이 이를 따르는 사상이라면 양명

은 책을 씁니다. 「서법예술」에서 이광사는 동국

였습니다. 태어나면서 온몸에 부스럼이 돋아 주

의 주견 없이 문장가로서 권력자 최씨가 요구하

니 동명왕의 탄생설화는 신화가 아닌 사실이었

실상황대처에는 미흡하여 근대화의 싹을 자라지

학은 지식과 실천이 동시에 이뤄지고 적극적 실

진체를 확립하였고, 문학에는 이긍익의 「연려실

위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답니다. 하루

는 모든 것을 따랐습니다. 이걸 두고 후세에 ‘권

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못하게 했으며, 지배층인 양반들의 기득권만 공

천을 유도하는 학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행합일’

기술」, 이건창의 「당의통략」, 황현의 「매천야록」

는 지나는 걸승이 유모의 등에 업힌 인저를 보고

력에 아첨한 어용문장가’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고려가 강화에 천도해 대장경 판각을 시작했을

고히 해나갔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다른 학

즉 앎과 실천이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

등이 있습니다. 강화학파는 당쟁의 폐해를 통렬

‘앞으로 천금보다 더 귀한 아이를 왜 이렇게 내

칼로 강압하는 무신정권 아래에서 목숨을 부지

때 높은 관직에 있었고 대장각판군신기고문도

문을 주장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일이

니다. 이러한 정신이 녹아 있는 강화학은 한편으

하게 비판하고 일본제국주의 침략에 단호히 저항

버려 두는고?’ 한 마디 툭 던지고는 지나갔습니

하면서 가문을 올려세우고 문장으로 이름을 떨

이때 발표합니다. 그러나 대장경이 완성되는 것

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강화도에서 그

로 양반, 노비 구분이 없는 평등한 사회로 모두 잘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한 이가 많았습니

다.

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도, 고려가 개경으로 환도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싹이 움트고 성장했습니다. 그 중심인물에 정제

사는 이상 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의

다. 한편으로는 일찍이 새로운 문명에 눈을 떠서

어떤 이는 이 말이 무신들이 난을 일으킬 것을

이규보는 이권에 개입하지 않은 양심적이고 소

74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두가 있었고 200년간 강화학파라고 부르며 성리

민주주의 이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사상은 실

신교육과 산업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에 주권

암시한 것이라 합니다. 어린 이규보를 보고 천재

심한 사람으로 권력자에게 허리를 굽힘으로써

이규보의 묘역은 1967년 국가의 지원을 받아

학에 맞섰습니다.

학파인 북학파와 이용후생학파의 인물들에게 많

을 빼앗기자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 지사

지만 무인들 아래에서 굴욕당할 그의 미래를 점

자신의 문장을 뒤에 남길 수 있었으며 문하시랑

후손들이 묘역을 정화하고 재실을 복원하여 기

정제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제두는 정몽

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들도 강화학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걸승이 한마디

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에 올라 많은 문신이 자

념물 제1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풍수지리에 대

주의 후손으로 서울에서 출생하여 환갑 후에 강

하고 난 뒤로 부스럼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 묏자리가 명당인 것을

화에 살았습니다. 영조 때까지 살았던 학자로

후로 한 번도 병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다고 합니

이렇게 무신정권과 유착했지만 이규보의 내면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리가 워낙 좋아

20세부터 소론의 거두인 윤증 밑에서 공부했습

다. 9살 때부터 중국의 고전을 두루 읽기 시작

는 국가 관념과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외

서인지 묘는 별로 특징이 없습니다. 봉분 앞에

니다. 그러나 공리공론과 당쟁에 몰두하는 실태

하며 뛰어난 글재주를 보였지만 과거에는 번번

적에 대한 저항정신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몽

있는 것이 상석이고 양옆에 있는 망주석 한 쌍

에 환멸을 느껴 대부분의 벼슬을 마다했고, 노론

이 낙방했습니다. 문학으로 이름을 떨치길 바라

골군의 침입으로 팔만대장경을 만들 때 불교 호

은 잔재주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양쪽에 서 있는

이 이단으로 여기는 양명학에 심취했습니다. 임

과거시험 준비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의

국의 신앙과 민족수호의 충정이 담긴 대장각판

문·무인 석상은 매우 사실적이지만 소박해서 이

금 영조의 비호 속에 사헌부 대사헌(지금의 검찰

시험에 실패한 뒤에 4,5년간 술과 풍류에 빠져

군신기고문(大藏刻板君臣祈告文)을 지었습니

당시 기풍을 알 수 있습니다. 이규보가 대문장가

총장)과 이조참판을 지낸 경력으로, 초지일관 양

서 살다가 22세가 되었을 때 꿈을 꾸었답니다.

다. 또 외교문서로 몽골군을 감동시켜 물러나게

로 이름을 떨쳤지만 몽골에 항전 중이라 화려하

명학에 기초한 강화학파를 확립해 나갔습니다.

28수(宿) 별자리 중에서 문운(文運)을 담당하는

도 했으니 칼을 문장으로 이겼다고 말할 수 있

게 묘를 꾸밀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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꿋꿋 당당 암행어사

이건창

강화도가 낳은 인재 이건창(李建昌)은 어린 나

니다. 정제두의 제자이며 이광명의 후손인 이시

금을 감면하고 농민들을 찾아다니며 구제에 힘

이에 과거에 급제한 암행어사로 유명하지만 조

원은 당파가 소론이기에 출셋길이 오랫동안 막

씁니다. 이러한 그의 공덕을 기려 불망비(不忘

선의 당쟁사를 기술한 「당의통략(黨議通略)」의

혔습니다. 벼슬을 한 뒤에도 강직한 성품으로 세

碑)가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저자로도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도가들과 부딪치다가 파면당한 뒤 고향으로 내

부모상으로 6년간 산소를 지킨 그는 1890년 한

이건창은 철종 3년에 태어나 한참 국운이 기울

려와 있었습니다. 병인양요 때 강화를 지켜야 할

성부 소윤이 되었습니다. 당시 나라 안에 거류하

던 1898년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화유수가 도망치자 그는 굴욕감을 참지 못하

는 청국인과 일본인 들이 백성들의 가옥이나 토

생가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 개성유수 관아에서

고 아우와 함께 독약을 마시고 자살을 합니다. 이

지를 마구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건창은 그 문

태어났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창은 이조판서

를 기리기 위해 강화도에서는 특별히 별시(別試)

제점을 파악하고는 가옥과 토지를 매매하지 못

이시원의 손자로 할아버지가 개성유수를 지낸

를 실시하고 손자를 급제시킨 것입니다.

하게 금했습니다. 이홍장의 부하인 청국공사의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서 태어났건 선대부

이건창은 23세 때 서장관으로 발탁되어 청국에

압력이 심해지자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판 사람

터 이 집에서 살아왔기에 이건창은 강화도를 대

사신으로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곳의 인

에게 다른 죄목으로 죄를 묻고는 가중처벌하는

표하는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사들과 교류해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이듬해 충

편법을 써서 결국 매매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

할아버지 이시원에게 가르침을 받아 5세부터

청감사 조병식의 비행을 낱낱이 들추어내다가

다. 승지가 되었으나 상소사건으로 유배되기도

문장을 만들 만큼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1866

도리어 모함을 받아 벽동으로 유배됩니다. 1년

합니다. 풀려난 뒤 함흥부에서 민란이 일어나자

년 15세 때 별시 문과에 급제했으나 너무 일찍

이 지나서 풀려난 뒤로는 벼슬길에 나가지 않으

안핵사가 되었고 그곳 관찰사의 죄상을 밝혀내

등과하는 바람에 19살에 이르러서야 홍문관 직

려 했으나 임금이 친서로 간곡하게 불러 뜻을 바

고는 파면시켰습니다. 이런 그를 인정해 임금도

책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꿉니다. 1880년 암행어사로 나가서는 관리들의

지방관을 내려보낼 때 “그대가 가서 잘못하면,

어린 나이에 급제한 데에는 색다른 배경이 있습

비행을 파헤치는가 하면 흉년을 당한 지역의 세

이건창을 보낼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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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할 때는 그는 꿋꿋하고 당당했습니다.

장에서 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

이건창은 얼굴이 잘생겼으며 불의와 부정을 보

는 당의통략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당

면 손톱만치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이 있

쟁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기술한 책으로 높이 평

으면 친구나 친척, 직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

가하고 있습니다.

고 처단하는 강직한 성격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이건창의 생가는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30호로

그렇지만 정실에 매이지 않는 냉정한 일 처리로

이건창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이 집에서 태어

세도가들의 미움을 사 벼슬길에 많은 지장을 받

났습니다. 생가의 안채는 자연석 기단 위에 주

기도 했습니다.

춧돌을 놓고 3칸짜리 문간채에 좌측은 방, 우측

갑오개혁 이후에는 벼슬길을 사양하고 고향인

은 광을 내고 가운데를 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

강화도로 내려간 뒤 2년 후에 47세의 나이로 세

다. 안으로 들어가면 명미당(明美堂)이라는 편

상을 떠나게 됩니다. 글씨에도 뛰어났으며 병인

액이 걸려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두 칸짜리 안

양요 때 자결한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개화

방, 좌측으로는 한 칸짜리 건넌방이 있습니다.

를 뿌리치고 철저한 척양척왜주의자로 일관했

안방의 앞으로는 자연석 외벌대 위에 두 칸짜리

습니다. 저서로는 「당의통략」이 있는데 어떤 이

부엌이 있고, 나머지는 자연석 이벌대의 기단을

는 이건창의 집안이 소론이기 때문에 소론의 입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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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손에서
죄인으로 추락한
사람들

만주벌판 호령한

연개소문
연개소문이 군사들을 훈련시켰다는 말도 전해
오고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연개소문 장군이 태어났다는 전설
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삼국사기」
에 실린 연개소문 열전에는 스스로 물 가운데
에서 태어났다고 했으니 부여에서 탄생한 영웅
설화들과 비슷합니다. 「신증여지승람」이나 「강
화부지」에는 연개소문에 대한 전설조차 기록되
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구려군 하면 만주벌판을 달리는
연개소문은 고구려의 명장일 뿐 아니라 당나라

인귀에 패해서 도주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철갑기마병을 떠올리지만 수군의 세력도 대단

와 일본에도 잘 알려진 영웅입니다. 그 당시 당

고구려에 호되게 당해놓고 경극으로나마 복수

했습니다. 서해에서 당나라 수군과 여러 번 싸

나라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생산되는 문물

할 정도로 연개소문은 중국인에게 공포의 대상

워 이긴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연개소문이

도 엄청났지만 군사력도 대단해서 인근의 작은

이었습니다. 만주 일대에 퍼져 있는 이야기로는

이곳 수군사령관의 아들로 강화도 앞바다에서

나라들을 모두 복속시켰습니다. 그러나 오직 고

연개소문이 체구가 크고 다섯 개의 칼을 몸에 두

큰 꿈을 키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려는 달랐습니다.

를 정도로 호쾌한 장수였다 합니다. 일반 병사

연개소문의 자(字)는 김해(金海)였는데 장군의

수나라가 고구려와의 전쟁 때문에 망한 후 당나

들과 침식을 같이할 정도로 자신을 낮춰 부하들

병법이 적힌 「김해병서」가 고려시대까지 내려

라가 세워졌는데, 고구려는 당나라의 위세에 눌

에게 신망받는 무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와서 병마절도사들에게 한 권씩 하사하고 읽

려 화친하려 하자 연개소문은 나라의 주권을 내

절세의 영웅 연개소문은 만주 벌판이나 고구려

혔다 합니다. 어릴 때 이름인 자(字)에 ‘바다 해

세우며 왕과 신하들을 죽입니다. 그리곤 보장왕

의 수도 평양이 아니라 이곳 강화도에서 태어났

(海)’가 있는 것도 어릴 적 연개소문이 바다와

강화군은 예전부터 왕실 사람들의 유배지

까운 곳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멀리 변방

을 세운 뒤에 정치와 병권을 쥐고 침공해 오는

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개금(蓋金)이라

관계가 있다는 단서가 됩니다. 만주벌판에서 태

로 유명합니다. 연산군이 교동도로 유배된

으로 귀양을 보내면 그곳 세력을 규합해서

당나라의 대군을 맞아 격퇴합니다. 침공에 실패

고 했는데 성품이 쾌활하고 늠름했으며 전해오

어났거나 강가에서 태어났다면 굳이 ‘해(海)’를

것을 비롯해서 광해군, 임해군, 영창대군의

난을 일으키는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수

한 당 태종 이세민이 절대로 고구려를 침범하

는 이야기로 연개소문은 고려산에서 태어났다

포함시킬 이유가 없지요.

비극적인 사연이 있고 정조의 이복동생인

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귀양지로 강

지 말라고 황태자에게 유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합니다. 그 산 위에 말을 달려 훈련하던 치마대

단재 신채호 선생이 쓴 「조선상고사」에 의하면

은언군과 그 후손인 강화도령 이원범도 많

화만 한 곳이 없었습니다. 왕의 절대 신임

중국에는 연개소문과 설인귀의 이야기를 주제

(馳馬臺)와 말에게 물을 마시게 한 5정(五井)이

지금도 중국의 요양, 해성, 금주, 복주에 연개소

은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을 받는 강화유수는 훌륭한 감시자였기 때

로 한 경극(京劇)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줄거

있으며 살던 집터가 증봉산(甑峯山)이라고 합

문의 유적과 전설이 많이 남아 있고 연해주의

왕실 사람들이 강화도와 교동도 등으로 귀

문입니다.

리는 포악 잔인한 인물로 묘사된 연개소문이 설

니다. 또 혈구산 남쪽의 ‘시리미’라는 고장에서

개소산(蓋蘇山)에는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양을 많이 온 것은 무엇보다도 도성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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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누스의 두 얼굴

당쟁의 희생양

연산군

광해군

조선 10대왕 연산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궁으로 불러들인 것이 오해를 받게 되자

연산군이 후대에서도 악평을 받고 있는데 비해

쓰게 된 것은 자신을 지지하는 대북파의 당론에

었습니다.

한 인간을 단적으로 평가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박씨가 부끄러워 자살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광해군은 조금 다릅니다. 연산군과 더불어 조선

의한 것이었습니다.

노론을 주축으로 한 반정세력에 의해 임금 자리

일입니다. 더구나 오랜 기간 많은 사람의 입에

또한 죽음을 무릅쓰고 연산군의 잘못을 일러주

의 폭군으로 알려져 왔으나 지금은 그의 외교적

왕위계승 과정에서 피를 본 광해군이었지만 전

에서 쫓겨난 광해군이 이곳 강화로 와서 귀양살

오르내린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연산군은 지

는 내시 김처선의 가슴에 화살을 쏘아 넘어뜨리

수완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오히려 인조반정

란으로 인해 폐허가 된 이 땅을 복구하는 데 과

이를 했을 때 같이 유배 간 폐세자와 세자빈이

금까지 많은 소설과 드라마, 영화 등에서 다뤘

고 그래도 바른말을 하자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을 일으킨 노론 세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단성 있는 정책을 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

도주하다 붙잡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로

지만 내용은 한결같습니다.

연산군이 포악한 행동을 하게 된 동기를 주로

실정입니다. 실제로 인조반정이 일어났을 때 시

기도에 납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대동법

폐세자는 자살하고 세자빈도 죽으면서 광해군

연산군하면 방탕한 폭군으로 반정(反正)에 의

어머니(폐비 윤씨)를 잃은 사실에서 찾는 학자

중의 백성들은 반가워하기보다는 인심이 흉흉

(大同法)을 실시한 것입니다. 또 1611년 양전

에 대한 감시도 더욱 심해집니다. 광해군은 유

해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교동도에서 유배

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투기로 궁중에서 쫓

했다고 합니다.

(量田)을 실시하고 경작지를 넓혀 재원을 확보

배지를 자주 옮겼는데 이괄의 난 때는 태안으로

생활을 하다가 일 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고

겨나, 사약을 받고 죽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것

후궁 공빈 김씨의 아들로 태어난 광해군은 어려

했으며 불타버린 창덕궁을 비롯해서 궁궐을 중

유배지를 옮겼다가 다시 강화로 돌아오고, 청국

대부분의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

은 1504년(연산군 10)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서부터 영특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건해 왕실의 위엄을 되찾습니다.

이 쳐들어왔을 때는 아예 제주도로 유배지를 바

의 포악한 행위들은 다른 시각에서 해석할 수도

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조리 찾아내 가혹한 형

는 선조가 신하들의 강요에 못 이겨 세자로 책봉

특히 광해군의 뛰어난 업적이라면 만주에서 일

꿉니다. 청국이 자기들에게 우호적이었던 광해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신권에 대항해 왕권을

벌을 내리는 폭군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하려 합니다. 선조가 죽은 뒤 광해군은 임금 자

어나 명나라와 적대관계에 있는 후금(後金)으

군을 복위시킬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강화하기 위한 나름의 자구책이었던 것입니다.

연산군은 천성이 여리고 시적 감수성을 풍부하

리에 오르게 됩니다. 항간에는 선조가 광해군을

로부터의 침략을 막기 위해 국방을 강화하는 한

「연려실기술」이라는 책에 의하면 광해군이 교

그는 감성이 예리한 시인으로서 뛰어난 작품을

게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감수성에 바탕을

지지하는 대북파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말도 있

편 우호관계를 통해 국가안보의 실리를 취했다

동도에서 태안으로 귀양지를 옮길 때 호송하던

많이 남긴 사실을 볼 때, 한 인간을 단순하고 뭉

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복수심이 그의 성품

으나 공식적으로는 선조가 남긴 교서에 의해 광

는 것입니다. 종주국이며 임진왜란 때 원병을

별장이 따뜻한 윗방을 차지하고 광해군을 차가

툭한 잣대로만 예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을 포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해군이 뒤를 이은 것입니다. 소북파의 우두머리

보내준 명의 원군 요청에 응하는척 하고 후금과

운 아래채에서 재우는 모욕을 주어도 그저 입

그러나 그의 몇 가지 패륜과 포악한 행위는 어떤

1506년 음력 11월 6일, 강화도 교동 땅으로 유

유영경은 교서를 감추었다가 대북파의 거두 정

도 내통하는 양다리 외교술을 펼쳤습니다. 일본

을 꾹 다물고 있었다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심

변명이나 미담으로도 덮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

배와 있던 연산군은 “신비(辛妃 연산군의 부인)

인홍에게 들통 나서 사약을 받고 정적이던 임해

과 조약을 체결해 왜란 이후 중단되었던 외교를

부름하는 계집종이 ‘영감’이라고 부르며 앙탈

다. 연산군이 세자 시절에 가르침을 받았던 두

가 보고 싶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31세의

군은 교동도로 유배당합니다.

재개하는 수완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병화로

을 해도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 말도 안 했다고

명의 스승 중에 학식과 덕망이 뛰어난 조지서라

생을 마감했습니다. 학질로 죽었다고 했지만 때

이런 어려움 속에 임금이 된 광해군은 당쟁을 막

소실된 서적의 간행에도 노력했고 여러 곳에 사

합니다.

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승은 수업에 자주 빠

가 겨울철이고 학질로 죽는 일도 적어서 반정세

기 위해 이원익을 등용하고 초당파적으로 정국

고도 설치했습니다. 특히 이때 허준의 「동의보

뒷날 광해군이 쫓겨나고 정권을 장악한 노론 세

지는 세자를 엄격히 다루었고, 이를 싫어한 연

력에 의한 독살로 추정됩니다. 두 아들은 그가

을 운영하려 했으나 이이첨 등 대북파에 의해 뜻

감(東醫寶鑑)」이 세상에 선보이게 되어 의학발

력들이 인조반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광해군을

산군은 늘 욕하다가 후일 왕이 되자 스승인 조지

죽기 두 달 전에 사약을 받고 모두 죽었습니다.

을 이루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정권을 장악하려

전의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패륜적 혼군(昏君)으로 만들었지만, 실은 당쟁

서를 죽여 버렸습니다. 또한 자기 어머니 윤씨

당시 2개월여 살던 집은 ‘울타리가 좁고 높아서

는 대북파는 인목대비의 아버지 김제남에게 역

이렇게 광해군은 세자로 있을 무렵부터 폐위될

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되었다고 볼 수 있을

가 궁중에서 쫓겨 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할

해를 볼 수 없으며, 다만 음식을 넣어주는 작은

모죄를 뒤집어씌우고 영창대군을 강화에 위리

때까지 성실하고 과단성 있게 정사를 처리했지

것입니다.

머니인 인수대비를 머리로 받고, 큰어머니인 월

구멍이 하나 있는’ 가시울타리의 작고 초라한

안치 했다가 살해합니다. 광해군이 서모인 인목

만 주위를 에워싸고 있던 대북파의 장막에 의

산대군의 부인 박씨도 겁탈해 자살하게끔 하였

집이었다고 합니다.

대비를 쫓아내 서궁에 유폐시키고 이복형제인

해 판단이 흐려지고 인재 기용에도 파당성이 두

능창군을 역모죄로 죽이는 등 정적제거에 힘을

드러져 반대파의 질시와 복수심을 자극하게 되

다고 합니다. (큰어머니를 어머니처럼 의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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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의 서자

어린 적자의 비극

임해군

영창대군

광해군의 친형인 임해군(臨海君)의 이야기입니

1608년 선조가 죽자 임금 자리를 두고 광해군

영창대군(永昌大君)은 광해군의 이복동생으로

역모죄로 엮어 강화로 유배 보냅니다. 여덟 살

다. 공빈 김씨의 아들로 서출이지만 서열로는

과 서열문제로 다투게 되자 명나라에서 사신을

선조의 계비인 인목대비가 낳은 아들입니다.

짜리 영창대군을 가시나무 울타리가 쳐진 초가

첫째이기에 당연히 세자가 되어야 하지만 성질

보내 현장실사까지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즉위

음력 2월 10일을 전후해서 내리는 비를 살창우

에 가둬놓고도 불안했던 광해군과 대북파들은

이 난폭하여 아우인 광해군에게 세자 자리를 빼

한 광해군은 대북파 대신들의 주청에 의해 임해

(殺昌雨)라고 합니다. 이 비가 강화도에서 끔찍

강화유수 정항(鄭沆)을 시켜 영창대군을 죽일

앗기고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군을 진도에 유배했다가 다시 강화와 교동으로

한 방법으로 살해당한 선조의 적자 영창대군의

음모를 꾸밉니다. 대군에게 밥을 주지 않거나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왕명에 의해 순화군과

유배지를 옮겨서는 결국 사약을 내려 죽입니다.

한이 맺혀 내리는 비라고 강화도 사람들은 믿고

석회 물로 밥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

함께 근왕병을 모집하러 함경도로 떠납니다. 그

권력을 두고 피를 본 형제간의 골육상쟁은 또

있습니다. 왜 영창대군이 여기서 죽었을까요.

를 동정하는 일꾼이 몰래 자기 밥을 주는 것으

러나 그해 가을 국경인(鞠景仁) 등 왜군과 내통

한 사람 영창대군에 이르러 정점에 달합니다.

자신이 후궁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한 선

로 대군은 간신히 연명을 합니다.

하는 무리에 의해 포로가 되어 왜장 가토 기요

조는 적자로 태어난 이 늦둥이 아들을 다음 왕

마침내 대북파의 사주를 받은 정항은 방문에 판

마사에게 넘겨져 고원(高原)에 수감되었다가

으로 삼을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비극이

자를 대어 못질을 한 다음 방에 불을 때게 합니

이듬해 부산으로 이송됩니다.

싹트는데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맞아 능력을

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온돌방의 문고리를 잡고

여러 차례 협상 끝에 석방되어 서울로 돌아오

충분히 발휘한 세자 광해군을 따르는 대북파와

울부짖던 어린 영창대군은 결국 뜨거운 열기에

지만 왜군의 포로가 되었던 정신적 압박과 타고

선조의 편에서 적자인 영창대군을 임금으로 받

숨을 거둡니다. 대군이 죽던 날 비가 억수같이

난 포악한 성질로 상민을 구타하고 재물을 빼앗

들려는 소북파로 갈렸습니다. 그러나 병이 악화

쏟아졌다고 하는데 강화사람들은 이 비를 살창

는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한편 왜장 가토는

된 선조는 광해군이 왕세자라는 현실을 받아들

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비가 뜨

포로로 있을 때의 친분을 기화로 여러 차례 서

여 왕위를 물려주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

겁게 달궈진 온돌방을 식혀주었으면 하는 안타

신을 보내 내정을 탐사하려고 했을 정도로 임해

납니다.

까운 마음이겠지요. 강화읍의 마을 중에 ‘살(殺)

군은 주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왕자였습니다.

오랫동안 세자 자리에 있으면서 부왕을 대신

챙(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 뒤

해 나라를 다스린 경험도 있던 광해군은 임금

쪽 견자산 밑인데 그곳에서 영창대군이 죽었다

이 되었지만 위태로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

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었습니다. 왕위를 도둑맞았다고 떠들며 다니는

그 뒤 십여 년이 흘러 형과 아우를 죽인 광해군

친형 임해군과 서출이 왕위를 계승했다고 조사

이 강화읍 동문 쪽으로 유배를 오게 됩니다. 광

단을 파견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명나라,

해군이 자기가 비참하게 죽인 영창대군처럼 가

게다가 이복동생이지만 적자인 영창대군을 싸

시울타리 쳐진 초가집에 갇혀 2월이면 내리는

고도는 소북파는 왕위를 지키는 데 큰 장애가

살창우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되었습니다.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들은 임해군을 귀양
보낸 다음 사사하고 영창대군을 제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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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의 종착지

강화도령 철종

208

인천, 시간
인천, 공간

철종이 죽은 후 기록한 행장(行狀)에 의하면, 철

수렴청정을 하려면 스무 살 성년이 못된 원범을

고, 차츰 무력해져서 술과 여자로 세월을 보냅

야기를 듣자, 철종은 급조된 벼슬을 내리고 어

종은 아버지 전계군과 전계군의 후처인 염씨 부

앉혀야 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니다. 안동 김씨 김문근의 딸인 정비 한 명과 후

렸을 때 추억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되돌린

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때가 1831년이

알리러 영의정 정원용이 찾아오자 원범은 자신

궁 7명에게서 5남 1녀의 자식을 보게 되지만

적도 있었다 합니다.

고 태어난 장소는 경행방으로 지금의 종로구 경

을 잡으러 온 줄 알고 산속으로 달아나 3일 동안

공교롭게도 남자자식들 모두 성년이 되기 전에

혹시 강화도령의 사랑 이야기를 아시는지요. 강

운동쯤 되는 곳입니다, 이런저런 음모와 감시

숨었다 합니다. 해질 무렵 붙들려 내려왔는데도

죽었습니다. 영혜옹주만 박영효에게 출가했다

화에 머물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인의 신분

에 시달리는 전계군 가족이 한양, 그것도 중심

살려 달라고 애걸까지 하며 김포 천등고개(天燈

가 3개월 만에 옹주 역시 죽고 맙니다. 자신의

으로 왕족임을 내세우지 못하던 나무꾼 원범아

부에서 산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왕실의 배려

峴)에서는 다시 강화로 돌아가겠다고 울부짖어

힘으로는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고민하던 철종

는 ‘양순이’라는 처녀를 사랑하여 결혼을 약속

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철종의 어머니 염

주위를 당황하게 했다 합니다. 궁에 도착해서 순

은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 왕위에 오른 지 14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범이 궁에 들어가며

씨가 아버지 전계군과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

헌왕후와 첫 대면을 했는데 야사(野史)에서는

6개월만인 33세의 젊은 나이로 후손 하나 남기

생이별을 하게 되자 양순이는 미쳐버렸다고 합

었는지 불분명하지만, 전계군의 행적을 유추해

“어떻게 저런 촌아이를 임금 자리에 앉힐 수 있

지 못하고 한 많은 세상을 뜹니다. 기록에 따른

니다. 그 후 양순이는 원범을 찾아 들판을 헤매

보면 아마 강화에서 만나 한양으로 왔을 가능성

느냐.”고 한심해 했다는 말이 있는데 철종 사후

사인을 보면 폐결핵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다 안동 김씨 쪽에서 사람을 보내 죽였다는 말

이 많습니다.

쓰인 행장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철종은 강화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강화

이 있고, 철종이 승하하자 경기도 고양시 원당

어쨌든 철종의 어린 시절은 생각처럼 어려웠던

순헌왕후는 꿈에 아버지 김조순을 만났는데 아

사람들만 응시할 수 있는 특별 과거시험을 실시

에 있는 예릉을 찾아가 봉분 뒤에서 자결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철종은 4세부터 천자문

버지가 한 아이를 주며 잘 기르라고 합니다. 후

했고, 묵은 세금을 탕감해 주기도 하는 등 자신

이야기도 전해 내려옵니다. 이 가슴 아픈 사연

을 공부를 필두로 10여년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에 순헌왕후가 이원범을 보았을 때 꿈에서 본

이 살던 강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는 제2의

은 오늘날 영화로 드라마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의 학문적 기본 소양은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

아이와 얼굴이 똑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향인 강화에 연민을 가지고 있는 철종의 당연

이렇게 철종은 증조할아버지 사도세자 때부터

다. 그러던 1844년 헌종 10년에 민진용이 전

또 4살에 천자문을 떼었고, 교동도에서 강화도

한 인지상정이라 하겠습니다.

내려오던 비극의 종착지였습니다.

계군의 큰 아들 이원경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로 유배지를 옮길 때 폭풍우가 쳤지만 공포에

강화도령 이원범의 이야기는 흥밋거리가 많습

할아버지와 부모, 형제가 역모에 연루돼 죽고,

모의를 하다 적발됩니다. 이를 역사에서는 ‘민

떠는 주위 사람들을 태연하게 말리고, 즉위를

니다. 가난하게 자란 철종은 궁궐의 음식이 입

왕실 족보에 기록된 ‘이변(왕이 되어 지어진 이

진용의 옥사’라고 하는데, 이 사건으로 전계군

위해 서울로 향하던 중 갑곶 나루를 지나는 길

에 맞지 않아 고향에서 먹던 시래기와 막걸리를

름)’이라는 이름처럼 가난한 평민에서 만인지

과 아들 이원경은 죽임을 당하고 둘째아들 이경

에는 오색무지개가 걸리고 양화나루에서는 양

찾곤 했습니다. 시래기는 강화에서 가져왔지만

상의 임금으로 즉위하며 이변을 일으킨 조선 비

응과 셋째아들 이원범(철종)은 강화도에 보내

떼가 와서 꿇어앉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일부는

강화 막걸리는 먼 길을 오다 보면 상하기 일쑤

운의 왕이었습니다.

집니다. 두 형제는 아직 어려서 외가가 있는 강

사실일 수도 있지만 똑똑한 종실 사람들을 다

였습니다. 그래서 선전관들이 서울을 샅샅이 뒤

화로 보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원범의 나

젖혀두고 강화도령 이원범을 안동 김씨들이 왕

져 이문동(里門洞) 주막에서 만든 막걸리가 강

이가 만 13세였는데 5년 뒤인 1849년 6월 6

으로 앉힌 것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꾸며서

화 막걸리 맛과 비슷하여 이를 진상했다합니다.

일 헌종이 후사 없이 죽자 순원왕후의 명으로 원

퍼뜨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서민적인 철종은 강화시절 같이 뛰놀던

범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형인 이경응을 젖혀두

아무튼 왕이 된 철종은 걸핏하면 “강화에 가고

친구가 보고 싶어 불러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고 막내인 원범이 왕으로 뽑힌 것은 순헌왕후가

싶다.”고 말해 주위의 안동 김씨들을 긴장시켰

벼슬이 없는 평민은 궁에 출입할 수 없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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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본도와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지며 강화도, 교동도, 석모도 같은 유인도가 11개이고 무인도
가 18개입니다. 섬과 섬 사이를 육지로 만드는 간척사업이 있기 전에는 더 많은 섬이 있었습니다.
참성단이 있는 마니산도 원래는 고가도(古加島)라는 섬에 있었으나 강화도에 합쳐져 고가도는 그 이름
을 잃어버렸습니다. 통어영이 있던 교동도도, 석모도도 주위의 작은 섬을 간척사업으로 병합해 왔습니
다. 이렇게 섬들이 하나로 뭉쳐지고 강화 본도와 김포군 사이에 강화대교가 신설되면서 배를 타고 건너
가야 하는 수고는 줄었지만 온전한 의미의 섬이라고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도 강화도를 둘러싸고 아직도 여러 섬이 있고 그 나름대로 특색과 문화가 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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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음도에서 트레킹을 원한다면 강화 나들길 13

는데, 이곳 역시 해수욕이 가능하고, 경운기를

코스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총 길이 13.6㎞로

타고나가 게나 조개를 잡는 갯벌체험은 누구라

생태보고의 섬

약 3시간 30분이 걸리며, 선착장에 내려 물엄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곶-조개골해변-영뜰해변-서도은행나무-봉화

볼음도에서 반드시 봐야 할 것 중 하나가 서도

볼음도

산-당아래 마을을 지나 출발지인 선착장에 도

은행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800년 전에 홍수에

착하는 코스입니다.

떠내려와 볼음도에서 자랐다고 하며, 나무의 가

물엄곶은 육지가 바다로 삐쭉 달려 나간 곶으

지를 태우면 신이 화가 나서 재앙을 내린다는 전

로, 기암괴석이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조개가 많이 잡혀 붙여진 조개골 해변은 물이

마을 사람들이 해마다 정월 그믐날에 모여 마을

빠지면 가무락, 동죽, 상합 같은 조개 등을 잡

의 평안과 풍어를 비는 풍어제를 지냈다고 합니

을 수 있고, 특히 황제 조개라 부르는 상합은 해

다. 이 나무에 더 흥미를 끄는 이야기가 있는데,

감하지 않고 그대로 회로 먹을 수도 있는 고급

이 은행나무가 수나무이고 아내 격인 암나무는

조개입니다. 상합의 다른 말은 백합 또는 생합

북한 땅 황해도 연안군 호남리 호남중학교 뒤뜰

이며, 북한에서는 명주조개라고 하는데 북한에

에 사는데 800년 동안을 서로 그리워하고 있

서도 역시 조개 중의 으뜸으로 친다 합니다. 조

다 합니다. 북한에 있는 은행나무 역시 19m이

개골의 해수욕장은 물이 깨끗하고 수심이 완만

상의 큰 키에 자태가 아름다워 북한천연기념물

하며 무성한 해송과 함께 곱고 광활한 모래사장

16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름은 연안은행나

이 일품입니다.

무로 부른다고 합니다.

조개골에서 조금만 걸으면 영뜰 해변에 도착하

강화군 일대의 섬으로 가기 위해서는 강화 외

은 우리말로 보름달이라 볼음도가 되었다고 하

한국 전쟁 전까지 볼음도 사람들은 주변바다

포리 선착장을 거쳐야 합니다. 외포리를 출발한

네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로 나가서 새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

배가 제일 먼저 도착하는 섬은 볼음도로 강화

해방 전에는 북한 땅 연백군과 교류가 잦았는

후 민통선이 코앞을 지나가게 되면서 어업이 어

군의 유인도 가운데 가장 큰 섬입니다. 볼음도

데, 배로 왕래해야 하는 탓에 한 번 안개나 파도

려워지자, 농사를 짓기 위해 10만 평 규모의 저

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에 위치

가 심해지면 이 섬에서 보통 보름 정도 머물렀다

수지를 만들어 90% 이상의 주민들이 어업에서

하며, 16.2㎞의 해안선에 둘러싸여 160세대,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합니다. 이래저래 볼음도

농업으로 생계 전환했습니다. 저수지에 담긴 물

270명이 오순도순 살아가는 섬마을입니다. 낮

는 보름달이 되었건 보름이 되었건 15일의 간

은 볼음도 내 60만 평의 논을 가득 적시고, 가뭄

게 솟은 북쪽의 봉화산과 서북쪽의 요옥산은 섬

격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에도 3년은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마을의 병풍역할을 하며 평지의 단조로움을 달

품 안에 쏙 들어올 만큼 아담한 볼음도는 맑고

만큼 수량이 풍부하다 합니다. 볼음도저수지에

래주고 있습니다.

청결한 공기가 맛있고, 오염되지 않은 갯벌의

연꽃이 필 때면 행락객 발길이 끊이질 않고 가물

볼음도의 지명 유래를 아시는지요. 조선 인조

수많은 꿈틀거림을 찾아 다양한 철새가 모여드

치, 붕어, 잉어 등 민물고기도 가득하여 낚시 조

때 임경업 장군이 배를 타고 명나라에 원병수

는 새들의 낙원입니다. 저어새, 물닭, 큰기러기,

사님의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신사로 출국하던 중 섬 부근에서 풍랑을 만났다

알락꼬리마도요, 황새 등이 서북단의 민통선 지

볼음도 특산 먹거리로는 병어, 숭어, 농어, 상

고 합니다. 그때 이 섬으로 피신하여 15일간 머

역에서 먹이 활동을 하며, 이 중 천연기념물인

합 등의 해산물이 있으며 마늘, 고구마, 감자, 유

물다가 둥근달(보름달)을 보았다 하여 만월도

노랑부리저어새는 볼음도 곳곳에서 집단서식

기농 쌀이 육지로 큰 호평을 받으며 팔려 나가

(滿月島)라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만월

하기로 유명합니다.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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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고독의 섬

아차도

주문도와 볼음도 사이에 홀로 떠 있는 작은 섬,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海原)

아차도. 선착장에 내려서면 주변 풍경은 정지

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탈쟈의 손수건.

된 듯 적막함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얼굴을 스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롯이 맑고

치는 바람결 따라 시선을 돌리면 잔잔한 파도의

곧은 이념의 푯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일렁거림에 맞춰 칠게의 분주한 발놀림이 속삭

펴다.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이듯 간질거립니다. 3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인 곳은 대문도 없고, 마당 한가운데서 그물코

아차도에는 정겨운 아차도교회가 하나 있습니

매는 노인의 모습도 고요합니다.

다. 1906년에 설립하여 100여 년을 훌쩍 넘기

왁자지껄이 너무도 어색한 아차도는 혼행족(홀

며 마을의 모임 장소이자 주민의 영혼을 치유하

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떠

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목사는 몇

오르는 순례지가 아닐까 합니다.

년 전 주민과 아차도를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아차도(阿此島) 지명은 ‘해변가 언덕’이라는 한

교회 앞에 무인 가게와 무인 카페를 열었습니

자입니다. 한 때는 주문도에 붙어 있는 '작은 섬'

다. 아차도는 사람이 적은 관계로 식당과 매점

이라는 뜻으로 소도(少島)라고 부른 적도 있습

이 없어 물건을 사려면 배타고 나가야했습니다.

니다. 지명에 얽힌 전설도 흥미로운 데, 이 섬이

이를 안타깝게 여겨 목사님이 ‘우리섬가게’를

본래 주문도와 붙어 있다가 바다에서 천년을 묵

개설했는데, 가게에 걸린 안내판 내용에서 목사

은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하는 도중에 임신한

님의 주민사랑이 느껴집니다. 「우리가게는 마

여자를 보고 아차 하는 순간에 바다로 떨어져

을 주민 모두가 주인입니다. 지키는 이는 따로

그대로 하나의 섬이 되어 아차도가 되었다는 전

없습니다. 물건을 사실 때는 정해진 값을 계산

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대에 두고 가시면 됩니다.」

아차도는 6·25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강화군

가게 한편에 위치한 무인 카페 안에는 커피포

내에서 가장 부유하게 살던 곳이라 합니다. 작

트, 앉아서 마실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 선풍

은 섬이지만 주변 바다에 어자원이 풍부해서

기, 난로 등을 갖춰 작은 카페로 손색이 없습니

약 300~400여 척의 배가 이곳 아차도에 정

다. 물론 현금을 넣는 통은 따로 놓여 있습니다.

박했고, 면사무소와 학교, 어업조합, 양조장까

목사님의 따뜻한 배려가 이제는 아차도의 또 다

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도 당시의 우물이 곳

른 명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때 섬에 얼

아차도의 동생 섬 ‘꽃지’는 ‘굴들의 나라’로 본

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

래 썰물 때나 아차도랑 이어졌는데, 지금은 둑

습니다.

으로 연결하여 형제 섬의 끈끈한 정을 이어주고

아차도에서 가장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

있습니다. 꽃지에서 바라보는 저녁노을은 그 어

은 마을 앞 해변에 도열한 태극기 게양대입니

떤 화가의 작품보다 화려하다고 합니다.

다. 이곳에서 서면 청마 유치환 시인의 「깃발」

독일 철학자 폴 틸리히는 “외로움이란 혼자 있

이 떠오릅니다.

는 고통을 표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을
때의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라는 명언
을 남깁니다. 이 말에서 정의 된 ‘고독’과 너무
잘 어울리는 섬이 바로 아차도가 아닐까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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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의 강화나들길 12코스

주문도

주문도를 실속 있게 관광하려면, 강화나들길 12코

으며 면적은 4.55㎢이고, 해안선 길이는 13㎞입니

스를 택해 걷는 것이 최고입니다.

다. 최고 높은 봉우리는 북쪽에 있는 봉구산(烽丘山,

총거리 11.3㎞에 약 3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주요

147m)으로, 산줄기가 서남쪽으로 이어집니다. 동

답사 경유지는 주문도선착장-배너머고개-주문저

남부와 북서부에는 농경지가 넓게 분포하며 해안선

수지-서도초중고-서도중앙교회-해당화군락지-살

이 아주 단조롭고 서쪽 해안에는 사빈(모래가 깔려

꾸지-뒷장술-고마이-대빈창-주문도선착장이 되

있는 해안의 땅)이 발달해 있습니다. 3개의 마을에

겠습니다. 하지만 떠나기에 앞서 주문도의 지리와

200여 세대가 모여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데, 주

지명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겠지요.

요 농작물로는 쌀·콩·감자·고추·마늘 등이고, 근

주문도는 강화도에서 서쪽으로 14.5㎞ 지점에 있

해에서 숭어·꽃게·병어·새우·조기 등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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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촌 들녘을 가로질러 앞장술 해변으로 걷는 길

이상 코스 중 몇 곳을 살펴보았지만, 백문이 불여

에 해당화 군락지가 화려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견이라고 직접 12코스를 답사하며 섬 여행의

해당화는 바닷가 모래틈이나 해안 기슭에서 잘

즐거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자라며 상큼한 향이 진해 시선을 멈추게 합니다.

참고로 강화나들길은, 화남 고재형 선생이

「장술」은 파도를 막아주는 넓고 긴 백사장 언덕

1906년 강화도의 유구한 역사와 수려한 자연을

이라는 뜻입니다. 주문도에서는 앞쪽(북쪽) 해변

노래하며 걸었던 곳으로, 강화의 끊어진 길을 잇

을 앞장술, 뒤쪽(남쪽) 해변은 뒷장술이라 부릅

고 잊힌 길을 찾아 강화가 품고 길러낸 자연과 땅

니다. 두 해변 모두 백사장 길이가 3~4㎞에 이

위의 모든 것과 연결한 길입니다.

르며 간조 시 드러나는 넓은 갯벌은 조개, 상합

이 길은 걸어서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길이며

등 다양한 해산물이 서식하고 있어 해수욕과 조

이들이 바로 강화 나들길의 주인입니다. 문신처

개 캐기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물이 나

럼 한반도 역사를 새기고, 화석처럼 문화를 남긴

가면 대빈창 해수욕장과 연결되며 그 길이가 4

유인도 9개, 무인도 17개로 이루어진 수도권 제

㎞에 이릅니다.

일의 청정지역인 이곳에 14개 코스 174.9㎞, 교

살꾸지는 주문도 동남단 땅끝에 있습니다. 본토

동도 2개 코스 33.3㎞, 석모도 2개 코스 26㎞,

에서 바다로 삐죽 뻗쳐있어 살곶이 라고 했는데

주문도 11.3㎞, 볼음도 13.6㎞ 등 20개 코스에

차츰 살꾸지로 변했다 합니다. 이곳은 망둥어, 우

모두 310.5㎞의 나들길 코스가 있습니다.

럭, 농어, 숭어 등을 잡는 낚시터로 유명합니다.
주문도란 지명은, 조선 중엽 임경업(林慶業) 장군

느리마을에서 진말(진촌)로 넘어가다 보면 언덕

대빈창은 옛날 중국대륙과 교역할 때 정박하는

이 중국의 사신으로 떠날 때 이 섬에서 임금님께

길이 나오는데, 산허리를 넘어가는 높은 고개라

기항지이자, 대빈(大賓)이란 한자에서 보듯이 송

하직 인사의 글을 올렸다 하여 주문도(奏文島)라

하여 배너머 고개라 부르고 있습니다. 고개 끝에

나라나 명나라 사신들을 접대하던 곳입니다. 대

불리다가 현재의 주문도(注文島)가 되었다고 합

나타나는 주문저수지는 주문도 논밭에 물을 대주

빈창 해변에는 솔밭이 무성하여 백팩킹 야영지

니다. 그럼 이정도 기초 지식을 알았다면 본격적

는 젖줄로, 물 반 고기 반 이라 하여 낚시꾼의 입

로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으로 코스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맛을 다시게 하는 곳입니다.

먼저 주문도선착장에는 ‛향토수호전비’가 세워

진촌마을은 조선시대 수군이 연안을 지키기 위해

져 있는데, 이는 한국전쟁 당시 주문도에 추락

구축한 주문진이 있던 곳으로, 진의 이름을 따서

한 미 공군대원을 구해 미군에 인계해주고, 북한

진촌 혹은 진말이라 하였습니다. 이곳에 위치하

군의 만행으로부터 마을주민들의 생명을 지켜

고 있는 서도중앙교회는 1923년 2월 주문도 교

준 주문도 청년들의 애국심을 기리기 위한 비석

인들의 헌금 7,000원을 모아 개축한 것입니다.

입니다. 주문도 선착장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걷

교회지만 한옥 모양을 하고 있으며 목재와 기와

다 보면, 삼거리에 이정표가 나옵니다. 거기서 서

는 강화에서 들여왔다고 합니다. 돌을 박아 장식

도초중쪽으로 방향을 잡으세요. 면사무소와 파

한 벽에는 사람의 얼굴, 물고기 등의 모양이 있고

출소가 있는 마을이 나옵니다. 느리마을이지요.

종탑으로 사용했던 1, 2층은 소박하면서도 화려

주문도에는 크게 남사면 진말과 북쪽 해안의 느

해 보입니다.

리, 그리고 대빈창 마을로 나뉩니다. 이 중 느리마
을은 주문도에서 으뜸 되는 곳으로 산부리가 길
게 뻗어 나가 늘어진 곳에 자리 잡아 느리마을이
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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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 휴양 1번지

석모도

석모도는 어부에게 현몽한 노승의 계시를 받들

게 잘 알려진 장소입니다. 물때에 따라 바다와

보문사 주위에는 미네랄온천과 수목원, 자연휴

과 다양한 자생식물 등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

었다는 보문사로 유명한 섬입니다. 2017년 석

갯벌이 번갈아 펼쳐지는 민머루해변을 지나 어

양림 등의 건강 휴양지가 있습니다. 석모도 미

하고 있으며 이용객 편의를 위한 숲속의 집과

모대교(삼산연륙교) 개통 전에는 외포리 선착

류정 수문까지 제방길이 길게 이어집니다. 삼산

네랄온천은 실내탕과 노천탕, 황토방, 옥상전

휴양림을 연결하는 아늑한 오솔길이 있고, 자연

장까지 가서 30분마다 출항하는 배를 이용해

면의 너른 평야와 더 넓게 펼쳐진 맞은편의 바

망대, 족욕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닷가

학습 체험 공간을 제공합니다.

야 했습니다. 이제는 연륙교를 이용해 외포리에

다를 끼고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찌꺼기까

와 인접해 색다른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온

석모도의 또 다른 나들길 <석모도 상주해안길>

서 석모도까지 2분이면 주파할 수 있게 됐습니

지 씻겨 내려갑니다. 바다 건너편으로는 교동

천수는 460m 화강암 등에서 용출하는 51℃의

은 동촌에서 석모나루를 지나 상주산을 등반하

다. 석모도에는 강화나들길 11코스인 <석모도

도가 한눈에 들어오고 주문도, 아차도, 볼음도

고온으로 칼슘과 칼륨, 마그네슘, 스트론튬, 염

고 상주버스종점에 도착하는 10㎞ 코스로 3시

바람길>과 19코스 <석모도 상주해안길>이 있

가 나란히 떠 있고 반대편으로는 눈썹바위(마

화나트륨 등이 풍부하게 함유된 미네랄 온천수

간 30분 소요됩니다. 산 정상에 오르면 강화도

습니다. 선착장에서 보문사에 이르는 11코스

애석불좌상)가 보입니다. 이렇게 제방 길을 지

입니다. 또한 석모도 수목원은 바다와 숲이 함

와 교동도, 주위 바다의 크고 작은 섬들이 한눈

는 16㎞, 5시간 소요되며, 석포여객터미널에

나 나타나는 보문사 가는 길이 긴 만큼 지루할

께하는 아름다운 녹색의 정원입니다. 울창한 숲

에 감상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서 매음리와 어류정항, 민머루해변, 어류정 수

수 있지만 부처님 만나는 과정의 확장길이라 할

문을 거쳐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어류정항은 텐

것입니다.

트 캠핑이나 차박을 즐기는 캠핑족과 낚시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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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로의 시간 여행

교동도
교동도가 ‘시간이 멈춘 곳’, ‘타임머신 투어’의

교동대교를 건너 조금 더 달리면 교동제비집이

장소로 소개되는 이유는 분단의 역사와 밀접

나옵니다. 교동도 집집마다 제비가 많다는 데

한 관련이 있습니다. 교동도는 전 지역이 민통

착안해 만든 집입니다. 하늘의 새들에게 경계

선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 해병대 검문소를

는 없다는 점에서, 제비집은 전쟁을 넘어 평화

통과해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교동도 앞으로

로 가는 상징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동제

어로한계선이 지나가 북한이 건너다보이며 조

비집은 닫힌 공간이던 교동도의 과거를 딛고 미

업도 제한됩니다. 이러한 지리 조건 탓에 남북

래로 도약하는 관광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합니

한이 체제경쟁으로 질주하던 과거에는 일반인

다.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방문자 누구나 주인

방문에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대립

공이 되어 교동신문을 발행해볼 기회가 있습니

과 평화가 반복 교차하며 남북관계는 화해모드

다. 교동에서 연백까지 가상의 평화다리를 만드

로 차츰 기울고 교동도의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는 데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2층은 카페테리아

2014년 마침내 교동대교가 개통되자 접근성

와 전시공간입니다.

높아진 교동도는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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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수십 벌의 교복과 교련복이 있어 추억을 찍

나 식혜 같은 조리된 음식도 팔고 있으며 비누

을 수 있습니다. 간판과 출입문에서부터 옛날

와 도기, 목제 주방도구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풍경 그대로인 교동이발관, 제각각의 시간을

매장도 있습니다. 교동문구나 교동밀크처럼 음

가리키는 시계방은 블랙홀처럼 사람들을 단숨

식에 감성을 얹어 파는 독특한 가게도 있습니

에 과거로 빨아들입니다. 바로 튀겨낸 꽈배기

다. 교동문구는 어린이에게 시간 가는 줄 모를

와 단팥도넛을 파는 매대, 직접 만든 아로니아

놀이공간이라면 어른에겐 옛날에 송두리째 묻

교동도로 들어오면 1970~80년대 감성이 살아

가루나 각종 과일청을 파는 상점까지…… 걸음

어둔 타임캡슐을 찾아낸 기분을 줍니다. 불량식

있는 대룡시장이 있습니다. 피란 나왔다가 정착

을 놓을 때마다 눈길을 사로잡는 아기자기하고

품을 흉내 낸 쫀드기, 쥐포와 온갖 주전부리 거

한 황해도 연백군 사람들이 고향의 시장을 교동

재밌는 잡화점, 식당, 카페가 시장 안으로 이어

리를 팔고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와 마시멜로 구

도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현재의 모습이 되었

집니다.

워 먹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습니다. 곧 돌아갈 생각으로 건너왔다가 70년

달걀노른자를 띄운 교동다방의 쌍화차는 나이

교동밀크는 B급 문화 정신을 인증하는 음료가

을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와의 교통이 제

든 사람에게는 향수를, 새로운 것에 끌리는 젊

게입니다. 소주병에는 참기름, 들기름이 아니

한된 지역에서 이들 실향민은 미래보다 과거에

은 세대에게는 호기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

라 대놓고 ‘촌스런 밀크티’, ‘촌스런 콜드브루’

묶여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정지해 낙후된 곳이

니다. 교동의 또 다른 핫플레이스, 파머스마켓

라 쓰고 각종 음료를 담았습니다. 고급을 부정

었지만 오히려 이를 레트로 컨셉으로 살리며 이

(Farmers Market)은 강화도의 농특산물 판매

하지만 맛과 양에 인심을 잔뜩 쓴 인기 상품입

제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장입니다. 강화섬쌀, 잡곡, 채소, 건어물과 강화

니다. ‘군대라면’을 재현해 은박용기에 조리해

교동스튜디오의 그리 넓지 않은 내부에 들어서

도의 특산물인 인삼, 순무 따위를 팔고 전병이

먹게 한 착한 분식코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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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무역선 지킴이

동검도와 서검도
강화도는 북쪽과 가까워서 검문소가 많습니다.

침에 대비하기 위해 쌓은 돈대도 있습니다. 면

기도 했습니다. 육지화하는 간척지 사업을 촉진

국방의 요새였던 강화도에는 옛날에도 움직이

적 2.3㎢, 해안선 길이 6.95㎞, 주민 약 200

한 한 요인이 되기도 했겠지요.

는 배를 검문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동검도(東

명으로 주요 농산물로는 쌀·콩·고추 등이 재배

우리나라 섬의 대부분이 평야가 발달하지 않은

檢島)와 서검도가 그런 곳인데 길목을 지키며

됩니다. 연안에서는 숭어·준치·새우·낙지 등이

낮은 산지였는데 강화도는 넓은 평야를 안고 있

수상한 배가 드나드는 것을 감시했습니다.

잡히고 넓은 개펄에서는 굴·바지락·백합 등이

어 외지인을 놀라게 합니다. 외지인은 이것이

특히 중국의 장삿배들이 서해를 건너 우리나라

양식됩니다. 예전에는 동검도에 염소 목장이 있

모두 간척사업으로 얻은 인공 땅이라는 것에 다

로 들어올 때, 강화도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두

었으나 방목으로 민폐가 심해 폐지되었다고 합

시 한 번 놀랍니다. 이런 간척사업은 강화도민

교동도에는 5월 유채, 9월 해바라기가 흐드러

용하는 상선이나 중국을 오가는 사신이 교동도

관객은 기발한 상상력이라며 이 영화를 즐겼습

갈래 뱃길이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들어오는 배

니다. 최근 많은 블로그에 의해 동검도 노을이

의 개척정신으로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개척정

지는 꽃밭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활주로로

에서 하루 이틀 쉬어갔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개

니다. 그러나 체제경쟁으로 단절된 가족들에게

를 세관검사 한 것에서 유래되어 동검도라는 이

유명세를 타자, 사진 동호회는 물론 일몰을 감

신엔 오랫동안 몽골·일본·청국의 침입에 대항

사용한 쭉 뻗은 도로를 따라 교동평야를 가로

경의 위성도시로 조정의 관리들이 생활근거지

이것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대단한 상상력도

름이 붙었습니다. 서쪽 길로 들어서는 배는 서

상하기 좋은 곳에 예쁜 카페들이 들어서서 관광

해 분투한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간척이란 물

지르면 난정저수지가 나타납니다. 난정저수지

로 삼았다면 조선시대에는 강화와 함께 왕실 유

아니었습니다. 교동도에는 한때 개를 키우지 않

검도에서 했겠지요. 하지만 서울로 가는 것은

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가에 사람의 힘으로 토석을 쌓아 물을 쫓아내

는 30여 가구, 100여 명의 주민이 살던 마을을

배지로 이용되었습니다. 중종반정으로 폐위된

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체제경

동검도를 거쳐 염하로 해서 한강으로 들어가는

서검도는 미법도 서남쪽 약 2㎞ 거리에 있으며

고 새로운 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토

수몰해 2006년 완공한 인공저수지입니다. 그

연산군은 교동도에 귀양 와서 남은 일생을 마

쟁에 앞서는 현실이라 이를 방해하는 상황을 일

길이 빠르기 때문에 주로 동검도 방면을 지나

예전에는 서쪽으로 드나드는 배를 감시하는 초

지 획득 방법은 다른 나라를 정복해 땅을 넓히

앞으로 펼쳐진 들에는 봄에는 파스텔 조의 유채

쳤습니다. 연산군의 유배지에는 귀양길에 오른

부러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썰물 때 몇 걸음만

가야 했습니다.

소가 있었다고 해서 서검도라고 부르는데 섬 면

는 것에 비해 소극적이고 투자비용에 비해 영토

가, 가을에는 진노랑과 초록 잎이 어우러진 해

그의 모습과 위리 안치된 처소가 재현돼 있습니

당기면 만날 수 있는 가족들에게 이념과 안보는

이런 지리적 위치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한양과

적은 5.7㎢이며 삼산면에 속한 섬입니다. 소규

확장 효과는 적다고 인식되어왔습니다. 그렇지

바라기가 장관입니다. 일대에 바람이 불면 꽃밭

다. 인근에 연산군과 그의 비 신씨를 모셨다는

절대법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강화도의 통신수단으로 봉화대를 설치하기도

모 염전이 남아 있습니다.

만 무력에 의한 토지 획득은 반드시 피의 대가

도 저수지도 물결치며 함께 흔들립니다.

부근당이 있으며 그 아래에는 교동부사가 있던

북과 가장 가까운 전망 좋은 곳에 마련한 망향

하였습니다. 만약 수상한 배가 한강 하류로 들

강화를 둘러싼 부속 섬들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를 지불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갈등과 분쟁의 요

가는 길에는 조선시대의 한증막도 볼 수 있습

동헌자리가 있습니다. 현재는 터에 누각을 얹었

대는 실향민들의 이런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어가려 한다면 정선(停船)시키고 조사합니다.

섬과 섬 사이를 메워 땅을 넓혀왔지만 작은 섬

인이 되어 끝내 소유하지는 못하고 원주민에게

니다. 교동에는 난정저수지 길의 수정산 한증

던 돌기둥 두 개만 남아 있습니다.

망향대에 오르면 연안읍의 비봉산과 남산, 드넓

불응하고 염하로 들어가면 곧장 봉화를 올려 위

이 하는 고유의 역할도 많았습니다. 섬을 징검

넘겨주게 됩니다.

막 외에도 봉소리와 고구리에 한증막이 있습니

화개산 아래로는 고려말기 대학자 목은 이색이

은 연백평야가 펼쳐져, 손에 잡힐 듯 안타까운

험을 알렸겠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화 본

다리 삼아 해양 반대편의 중국 거주자들과 직

반면에 간척은 자기 나라의 미개간지를 개발하

다. 한증막은 둘레 15m, 높이 3m 정도의 황토

즐겨 찾던 사찰 화개사가 있습니다. 화개사는

마음은 더해집니다. 한국전쟁 때 이념갈등으로

도와 동검도는 징검다리로 연결되어 바닷물이

간접적으로 접촉하기 쉬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 자력으로 생산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므로 평

와 돌을 재료로 한 축조물입니다. 소나무로 불

고려 때 창건된 작고 아담한 절입니다. 고려왕

마을 전체가 트라우마에 시달린 내력까지 있는

들어오면 배로, 물이 나가면 징검다리를 이용해

작은 섬들이 있기 때문에 배가 쉬며 물자를 공

화적인 영토 확장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을 때고 물을 끼얹어 수증기가 발생하면 내부에

조를 끝까지 지킨 정치가 이색이 독서하던 곳

교동도는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복잡한

진입했습니다. 가깝지만 외딴 섬이었다면 지금

급받고 태풍이 불면 피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섬과 섬을 이은 간척지에는 전쟁이 빚은 참혹성

서 땀을 내는 방식이었으며 1970년대까지도

으로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될 정도로 유서 깊

지역이었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미래로 나아가

은 연도교로 강화 본도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외적이나 해적이 침략해 왔을 때는 속

보다 삶의 터전을 넓혀나간 강화도민의 현명하

주민들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은 사찰입니다.

는 평화의 시대에 교동도는 평화의 섬이라는 상

동검도에는 택이포구와 동검포구 등 2개의 포

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사람이 살지 못

고 평화를 지키는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시간을 몇 백 년 훌쩍 뛰어넘으면 교동도는 일

2007년 개봉한 영화 <만남의 광장>(감독 김종

징성을 띨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구가 있으며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외

하게 하는 공도(空島)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하

대를 통과하는 배의 중간기착지였던 시절이 있

진)에는 남북의 안보망을 피해 오가며 그들의

습니다. 고려시대 최대의 무역항인 벽란도를 이

세상과 관계를 이어가는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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